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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론적․실증

적으로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증분석에서 어떤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어떤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연구

에서 재정분권지수가 실제 재정분권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재정분권이 발생하게 된 정치적․행정적․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

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지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OLS회귀분석을 하

였다. 또 고정효과모형을 도입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OECD국가를 부패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는 숫자가 클 수 록 설문대상자들이 부패가 적다고 느끼는 것이다)

한 결과, 부패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

름을 알 수 있었다. 평균보다 부패한 국가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지만 재정분권을 할 때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한다.

그러나 평균보다 부패하지 않은 국가(청렴한 국가)들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청렴

한 국가에서는 재정분권을 할 때 지대추구를 하지 않는 정치적·행정

적 환경이 조성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부패하지 않은 그룹(3번째 그룹과 4번째 그룹)에

서 각 그룹별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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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평균보다 부패하지 않은 국가(3번째 그룹)은 재정분권을

할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가장 부패하지 않

은 국가(4번째 그룹)은 오히려 재정분권을 할 때 경제성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렴성(부패하지 않음)과재정분권 
경제성장 

사이에 역

U자 가설이 성립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적정재

정분권 논의와도 관련된다. 무조건 재정분권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재정분권의 정도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의

부패정도에 따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에도

부패수준의 고려 없이 재정분권을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현 상황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패, 재정분권, 경제성장, 재정분권지수, 조절 변수, 역

U자 모형.

학번 : 2010-2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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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재정분권은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전 세계에서 추진

되고 있는 정부 개혁 수단이다. 특히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가 유행하면서 정부 기능 이양 및 경쟁, 분권이

더욱 강조되어 재정분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도입이 확산되

고 있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1990년 이후부터 공공부문에서 경쟁적

으로 도입되고 있는 정부 혁신 수단이다. 이 정부 혁신 수단은 성과

주의, 고객지향성, 경쟁지향성, 결과 지향성 등과 같은 가치들을 함

축하고 있다. 이 중 분권화는 결과 지향적 정부 혁신을 위한 주요한

실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이재원, 2008).

재정분권은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으

로 상위정부로부터 낮은 단계의 정부에게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

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병호, 2007). 여기서의 재정적 권한과 책임의 이양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의미한다. 중앙정부가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정부는 단

지 이를 집행만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재정분권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목표 중 하나인 경제성장에 재정분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는 재정분권이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의견이 다수이다(Tiebout, 1956; Oates, 1972; Brenn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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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anan, 1980; Huther and Shah, 1998; Oates, 1999; de Mello,

2000). 그러나 실증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

라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Thieben(2001)과 Limi(2005)

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반면,

Davoodi and Zou(1998), Zhang and Zou(1998) 그리고 Xie, Zou and

Davoodi(1999)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

았다. 그 이외에도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가 없다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Woller and Phillips, 1998;

Martinez-Vazquez and McNab, 2002).

이렇게 실증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분권이 다양한 정치

적·행정적·문화적 조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나라의

정치적·행정적·문화적 조건을 반영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각 나라에서 재정분권이 이루어

지는 과정(지방정부의 자율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력관계

등)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정치적·행정적·문화적 여건 중 부패(corruption)를 중

심으로 각 국가의 부패 수준에 따라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르게 나타남을 보고자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정분권과 경제성

장, 재정분권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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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패의 조

절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없다. 부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중 하나인 OLS(Ordinary Least Square)회귀

분석을 사용하고 또한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도 도입한다.

본 연구에서는 34개의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부패의 수준에 따라

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조사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부패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과

가 다름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이로써 신공공관리의 추세에 따라

각 나라의 상황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재정분권 추진

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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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제1절 재정분권의 의의

1. 재정분권의 개념

분권(Decentralization)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

용된다. 이론적으로 분권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정치권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분권의 의미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나름대로 해석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정훈(2007)에 의하면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였으나 명확한 지향점과 의미를 제

시하지 않아 초기에 정책 혼선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초기 참여정부

에 참여한 정치·행정가들은 분권화를 민주화의 관점에서 이해하였

다. 그러나 분권화는 지방정부에게 재량을 주어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고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가 더 강

하다.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능력(특히, 재정력)이 있는 지

방정부는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는 도태되는 현상이 발

생한다. 즉 분권을 강조하면 형평성이 약화되고, 형평성을 강조하면

분권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초기 참여정부 인사들은 분권화를 민주화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

책을 추진하였으나 이것이 지방정부간 격차를 심화 시킨다는 것을

느끼고 참여정부 임기 중후반쯤 분권화 정책을 수정하였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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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지방정부, 학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하여 혼란

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정분권의 해석이 크

게 달라진다(김정훈, 2007).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의

세원 이양을 분권화로 이해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지원 강화를 분권화로 이해하여 각자의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세원 이양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강화를 동시에 주장하는 역설

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재정분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분권화란 상위정부로부터 낮은 단계의 정부에게 조세 및 지출에 관

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

한다(최병호, 2007). 여기서의 권한과 책임의 이양은 형식적인 분산

이나 집행권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말한

다. 즉 Oates(1972)가 지적하듯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세원을 조

달하며 지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재정분권으로 본다.

2.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고찰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이론적·실증적 관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연구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각 국가에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이유는 다

양하다.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방세 수준을 결

정하고 이를 집행하여 지방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

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주민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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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를 공공서비스에 반영하여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 재정지출시 지방정부가 지방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

하여 이 과정을 통해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 이를 목

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의 다양한 목

적 중 왜 경제적 효율성, 특히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에게 재량을 주어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고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가 더 강

하다. 재정분권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분권화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과 관련이 깊다. 지방

정부의 경제적 효율성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 증진, 즉 경제성장과

연결된다. 둘째, 대부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경제성장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가 일수록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

여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정책대상을 결정한

다. 그러므로 재정분권을 했을 때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의미가 크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전통이론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

론적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인 논의로 Oates(1972)를

들 수 있다. Oates는 분권을 통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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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집권화

방식보다 분권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것을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라 한다.

【그림 2-1】은 그래프를 통해서 Oates의 분권화 정리를 잘 나

타내고 있다. 같은 크기의 면적을 가진 두 개의 나라 A와 B가 존재

할 때, c의 비용으로 공공재가 제공된다.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B

국가가 A국가보다 더 높을 때, B국가는 더 높은 한계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공공재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공될 때 B국가는 소비자잉

여인 z만큼의 손실을 보고, A국가는 y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선호매칭(preference matching)에 의한 분권화된 공

공재의 제공을 한다면 더 높은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재정분권으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선호가 반영된 공공재를 제

공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Oates(1999)는 재정연방주의가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

기도 하였다.

Tiebout(1956)는 지역주민(consumer-voters)이 완벽히 자신의 의

사를 표현하고 유동성 있게 행동한다면(fully mobile), 효율적인 지

방정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주민이 유동성 있게 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쟁

압박은 지방 정부가 지역에 맞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한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분권

화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을 통한 자율적 지출결정이 이루

어지고(지방정부의 수입-지출 패턴 정착),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

견도 반영하게 된다. 즉 분권화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반응성도 증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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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도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공공재생산을 할

때 정보 이점(Information advantage)을 누려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정보적 거리

(Informational distance)의 축소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뒤로도 많은 학자들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Brennan and Buchanan, 1980;

Huther and Shah, 1998; Oates, 1999; de Mell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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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Oates의 분권화 정리

출처: Asatryan, Z.(2010)

2. 새로운 이론의 등장

1) 전통이론에 대한 비판

전통이론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정분권이 지역정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증진

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이 존재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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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론들은 Oates나 Tiebout 등의 이론들은 몇 가지 가정이 충족

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것이며, 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정분권

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반

박이론들은 전통 이론이 기본 전제로 생각하는 가정을 충족하는 경

우는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고 본다.

새로운 이론은 전통적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선 Oates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

tion theorem)를 살펴보면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림 2-1】을 보면, 분권화된 공

공재가 효율성을 가지려면 공공재에 대한 수요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이 같아야 한다. 두 국가의 면적 이외에도 정치·경제·행정·문화

등의 다른 조건이 일정(Ceteris paribus)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가정을 만족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Tiebout(1956)가설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지역주민은 지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고나 소득수준, 사회 인프라, 복지 등의 이유로 완벽히 자신의 의

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유동성 있게도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방정부간 경쟁도 지방정부의 구조적인 제약, 예를 들어 지

방의 지리적 여건, 재정 건전성, 인구 유입정도 등 때문에 지방정부

는 한정된 제약 하에서 특정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Prud'homme(1995)는 선진국의 경우 재정분권은 어

느 정도 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거나 발전하고 있는 과정

에서, 즉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정분권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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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히려 경제성장에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방정

부가 중앙정부와는 다른 ‘좋은 차별적 정부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

를 하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거시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재정을 고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분권화를

통하여 얻은 재정을 무책임하게 사용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의 논의와는 반대로 종속변수인 경제성장이 재정분권에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등장하였다. Bahl and Linn(1992)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재

정분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즉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의 결

과물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개발도상국·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재정분권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Kee, 1977; Martinez-Vazquez,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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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의 의의 결과 이유

Oates(1972) 분권화 정리 긍정적 선호 매칭

Tiebout (1956)
지방정부

반응성이 증가
긍정적

자본과 노동의

이동

DeMello and Fukasaku

(1999)

지방정부의

책임성 증가
긍정적 거시경제의 안정

Prud’homme

(1995)

1. 분권화의 위험,

2. 지방정부가 better

differentiator인가

부정적
지방정부 규모의

협소함

Bahl and Linn

(1992)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의 결과물

긍정적

(독립변수:

경제성장)

지방정부의 취약성

및 중앙정부의

대규모 투자

【표 2-1】 이론적 논의 대표적 내용

2) 재정분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앞에서 전통이론과 새로운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하

여 정리하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최원익(2008)은 이를 재

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파악하여 요약하고 있

다. 첫째,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알기

때문에 질적 향상은 지역주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재정분권은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을 부추기고, 지방정부들이 경쟁력

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 셋째, 재정분권은 거시경제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관련자들이 부패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재정

적 자율권이 주어지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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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논의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경로는 각 국가에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때의 정치적·행정적·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깊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지 않다. 특히 재정분권이 이루어지

는 정치적·행정적 여건에 따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하다.

이렇게 재정분권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지만,

Enikolopov and Zhuravskaya(2006)는 정치·행정적 결정을 통해서

재정분권이 일어난다고 보고 이러한 결정이 재정분권이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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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라이커

(Riker)는 국가적 수준의 강한 정당이 존재하면 지방정부만의 이익

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익까지 고려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강한 국가 정당이 지방정치인의 경력(career)에 영향을

줌으로서 국가 이익과 지방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는 정치적 유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적 수

준의 강한 정당은 지방정치인에게 지방정부 수준의 정치에서 국가

수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치인을 승격할 수 있는 영

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가적 수준의 강한 정당이 지방 정치인

을 지지를 해준다면 이는 지방정치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

다.

두 번째로 Enikolopov and Zhuravskaya(2006)는 강항 중앙정부

의 행정적 종속(administrative subordination)은 지방정부의 책임성

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중앙 정부의 지지를 받는 지방 정부 정치

인이나 행정가가 다시 재임명 된다면, 비록 중앙정치인보다 지방

실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에 충성을 보이는데 관

심을 쏟게 된다. 실증분석도 이러한 예측에 부합하여 국가적 수준

의 강한 정당이 존재할 때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앙정부의 종속은 재정분권의 결과를 향상시키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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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분권의 이론적 논의가 각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실증 분석 결과도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세 가지 결과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Iimi(2005)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51개 국가의 자료를 사

용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특

징적인 면은 소득별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고 있

다는 점이다. 즉, 7개의 low income countries, 10개의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12개의 upper-middle countries,

22개의 high income countries로 국가그룹을 나누었다. 이는

Davoodi and Zou(1998)의 분석 모형을 반영한 것이다.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 이외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논의가 Davoodi and Zou(1998)이다. 이 연구는 1975년부터 1989년

까지 46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정분권이 경

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진국에서는 아예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특징적인 면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

로 분석을 나누어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하고자 하는

방법과도 유사하다. 또한 5년치 자료와 10년치 자료의 평균을 내어

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 뒤에 Xie, Zo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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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oodi(1999)는 미국 국내의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권화의 목

적이 효율성 증가와 경제성장이라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Woller and Phillips(1998)는 모든 나라에서 재정분권과 경제성

장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

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 25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다. 이 연구 역시도 일년치 데이터 이외에 3년 평균치 데이

터, 5년 평균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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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대상 국가 기간 방법 통제변수 결과

최원익

(2008)

한국

14개

광역자치단체

1993-2003

패널 데이터

pooled OLS,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Prais-Winsten

추정방법

자본량, 노동력,

대외무역량/GDP 소비자

물가지수

유의미한 결과

없음

권오성

(2009)

10개 선진국

10개 개발도상국

1996,

1998,2000,2002,2004

패널 데이터

복합오차모형,

일반화

최소자승법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과 비폭력,

재정지원금, 규제의 질,

인구, 정부 형태

선진국:

유의미하지 않음,

개발도상국:

부정적

주운현, 홍근석

(2011)

한국

16개

광역자치단체

1995-2009

패널 데이터
FGLS

공공투자, 민간투자,

인적자본투자,

노동투입량, 조세부담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긍정적

Davoodi and Zou

(1998)

46개국

(선진국,

개발도상국

나누어 분석)

1975-1989

5,10년 평균

국가, 연도

fixed effects

평균 조세율

GDP대비투자

인구성장률

초기인적자본

초기 GDP

개발도상국:

부정적, 선진국:

유의하지 않음

【표 2-2】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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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ler and Phillips

(1998)

23개

개발도상국

1974-1991

1,3,5년 평균
FE, OLS

연도별 경향

(Time trend),

시민의 자유, 입학률

유의미한 결과

없음.

Xie, Zou and

Davoodi

(1999)

미국
1948-1994

annual data
OLS

노동성장률, 개방성,

평균관세율,

Gini 계수,

에너지 가격

부정적

Enikolopow and

Zhuravskaya

(2003)

21개 선진국,

70개 개발도상국

1975-2000

cross-country
OLS, IV 제도적 측면

개발도상국만

긍정적

Limi

(2005)

51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1997-2001

연도별 패널
OLS, IV 정치적 권리 정도 긍정적

출처: Asatryan, Z.(2010)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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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한계

1) 재정분권지수(Fiscal decentralization indicator)

의 문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이론적·실증적인 연구 모두 한 가지 확

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증적인 연

구는 학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여 사용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로 학자들은 재

정분권지수가 지방정부의 자율성(Autonomy)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분권의 개념을 적용하여 재정분권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

로 수입 분권(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과 지출 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 in expenditure), 그리고 조세 분권((Fiscal

decentralization in tax)을 들 수 있다. 김태영(2008)에 의하면 수입

분권이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지출 분권이란 예산 활용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게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재정분권은 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이전을 통한 세출 분권 위주로 진행되었다(최병호, 2007). 세

출분권지수로 볼 때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은 OECD국가 중에서 높

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가 처리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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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재원이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 중앙정부

로부터의 재원이전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운영을 제약을 하여 진

정한 재정분권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재정이

전을 정책 수단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

져오기 쉽다. 이러한 구조는 Oates(1972)가 말하는 편익과 부담의

연계 원칙에도 어긋나 분권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편익과 부담이 연계되는 것은 과세자 주권의 문제와 연계된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부

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압력이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과세자 주권이 정착되면 지방정부 스스

로 재정규율(self-imposed fiscal discipline)을 부과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만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충족된다면, 경제적 효율로 연결되기 어

려워진다. 주민들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지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보

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지출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게 된다. 위

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재정분권지수를 산정할 때 지출분권지수와 수

입분권지수보다는 지방재정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

세대비 지방세 비중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 조세분권지수이다. 이는 전체 정부

수입 중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

다. OECD는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조세 자율성(tax

autonomy)지수를 발표하였다. 조세 자율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표 2-3】

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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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상의 없이 세율과 세원을 결정

a.2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상의 이후 세율과 세원을 결정

b.1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세율의 최고·최저수준 결정

b.2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않음

c.1
지방정부가 세원 결정을 하나

직접 세금공제(tax allowance)여부만 결정

c.2 지방정부가 세원 결정을 하나 세액 공제(tax credit)여부만 결정

c.3 지방정부가 세원 결정시 세원과 세금 공제 여부 모두 결정

d.1 지방정부가 조세 수입 할당 권한을 가짐

d.2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동의하에 조세 수입 할당 권한을 가짐

d.3
법률에 의해 조세수입할당권한이 정해져있음

법률은 중앙정부에 의해 1년에 1번 이하로 변화함

d.4 중앙정부에 의해 매년 지방정부의 조세수입할당이 바뀜

e 중앙정부가 위의 항목 이외에 지방정부의 세율과 세원 결정

f a,b,c,d,e 항목 중 해당 없음

【표 2-3】조세 자율성 분류

출처: OECD revenue data

앞에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IMF의 지출분권

지수와 수입분권지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재정분권을 측정하

는데 완벽하지 않으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다수이다. 전체 정부

세출 중 지방정부 세출의 비중(지출분권지수)을 사용할 때 중앙정부

의 업무를 지방정부가 단지 집행만을 할 수 있기도 때문에 지방정

부의 자율적 결정이 반영되어있지 못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지출이 지방정부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출, 수입을

통해서 재정분권의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수입이나 지출의 비중이 수치상으로 높다 할지

라도 반드시 재정분권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질적인 재정분

권을 고려한다면 전체 정부 세출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세입·세



- 22 -

출 몫이 크다고 하더라도 높은 재정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분권지수 상의 한계 때문에 실증분석

에서 각 연구마다 일관된 결론이 도출이 되지 않는 것이다.

2) 재정분권을 둘러싼 정치적·행정적·문화적 상황

의 미반영

재정분권지수의 문제 이외에도 선행연구들은 재정분권이 어떠한

정치적·행정적·문화적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실증연구에서 반영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증 연구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분

권화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 및 지방정부의 능력, 자율성 정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행사하는 영향력 등을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몇 개의 연구가 정치적 권리, 입학률, 연방국가

(Federal states) 및 단일국가(Unitary states) 여부인지를 통제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리

고 Prud'homme(1995)와 Davoodi and Zou(1998)에서처럼 소득 수준

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일반적일 뿐

그 이외의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는 없다.

그나마 Enikolopov and Zhuravskaya(2006)의 논문에서 어떠한

요인에 따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중심도(political

centralization)에 따라서 재정분권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정당의 힘(strength of national political parties)

이 재정분권의 결과(경제성장)를 향상시키고, 행정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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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subordination)가 재정분권의 결과(경제성장)를 향

상시키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

세분권((Fiscal decentralization in tax)지수를 도입하였다. OECD국

가의 전체 정부 조세수입 중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으로 재정분권

지수를 계량화하였다. 조세분권지수가 지출분권지수나 수입분권지수

에 비해서 타당한지를 보기 위해 각 재정분권지수별 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4

가지 경로 중 네 번째 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즉 지

방정부의 관련자들이 부패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재정적 자율

권이 주어지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

다. 부패지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재정분권이 종속변수인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다. 이를 통해서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 서로 다른 실증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단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 24 -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 문제 및 분석모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부패 수준에 따라서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과

가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부패가 심

각하다면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예측이 실제 현실에서도

그러한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부패 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지는가? 일반적인 예상처럼 부패하지 않은 청렴

한 국가들은 재정분권을 하면 경제성장에 이로운가? 아

니라면 청렴성의 정도와재정분권 
경제성장 

사이에 역의 U자

가설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가?

선행연구를 보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다양한 데이

터와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내용이 대다수이며 조절변수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환경을 반영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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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패수준을 조절변수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3-1】역의 U자 가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데이터를 활용한 재정분권지수와 OECD국가의

재정분권지수를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MF의 GFS데이터는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 수준을, OECD의 재정분권 지수는 지출과

수입, 조세 재정분권을 나타내고 있다. 각 기관별 각 지수별 비교를

하여 어떤 지수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아 본 연구에 반영한다. 앞

에서 학자들이 실증연구가 일관되지 못한 결론이 나온 이유로 재정

분권지수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지수 구성 및 비교 작업을 통해서 이

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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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패 수준에 따라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가 다르

게 나타난다면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게

나타나는 부패수준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OLS회귀분석과 고

정효과모형을 통해서 청렴성(부패하지 않음)과재정분권 
경제성장 

사이에

역U자 가설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후술한다. 이는 분권화에는 적정

한 수준이 있다는 적정분권의 논의와도 관련이 깊다.

2. 개념적 분석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및 통제 변수를 모두 포함한 개념적 분석

틀은 【그림 3-2】과 같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그림 3-2】개념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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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적정한 재정분권지수를 찾기 위해서 IMF의

GFS데이터를 활용한 재정분권지수와 OECD의 재정분권지수를 비교

하였다. 두 지수간의 비교를 위해서 34개의 OECD국가를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년

의 연 단위 관측치를 사용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또한 조절 변수인 부패지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국제투

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활용하였다. 이 지수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표본이 되는 설

문조사의 수가 적었다. 1995년부터 부패인식지수를 만드는 표본이

되는 서베이의 숫자를 늘려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였으므로, 2차 분

석으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좁혀서도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분석 결과,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우선 종속, 독립,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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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을 수행하여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알아보았다.

본격적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중 OLS

회귀분석을 도입하여 부패를 조절변수로 할 때 재정분권이 경제성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되

었다. 통제변수를 넣지 않았을 때, 통제변수를 넣었을 때, 부패를 조

절변수로 할 때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정 효과(Fixed effect)모형을 사용하여 모형 분석의 타당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각 국가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영향력을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정효과모형은 각각의

국가별 특성을 상수항의 차이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제3절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경제성장률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년 경제성

장률을 사용한다. 자료는 World Bank의 GDP growth (annual %)를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재정분권지수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expense), 세입

(revenue) 측면에서만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조세분권(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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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도 분석을 하였다. IMF의 GFS(Government Finanace

Statistics)지수와 OECD국가의 재정분권지수를 도입하였다.

조세분권 정부부문 조세수입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수입분권 정부부문의 총수입
지방정부의 수입지방정부의 정부간 이전 수입

지출분권 정부부문의 총지출
지방정부의 지출지방정부의 정부간 이전 지출

3. 조절변수: 부패지수

부패지수는 대표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 세계부패척도(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 등이 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995

년부터 매년 각 국가의 공직자의 부패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다. 부패 인식지수는 설문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부패의 정도

를 0부터 10까지 구분하고, 0에 가까우면 부패가 그 나라에 만연해

있다고 설문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것이고, 10에 가까워지면 부패가

그 나라에 적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지수는 부패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의 부패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실제 부패의 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적음에

도 대중매체나 언론을 통해 부패의 심각성이 매일 강조된다면 부패

가 만연하다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부패는 불법의 영역에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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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사하기도 쉽지 않아 부패지수로서 일반적으로 CPI지수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는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

도 1999년부터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뇌물공여지수는 부패의 공

급측면을 평가한다. 이 지수는 산업화된 국가(선진국)의 기업이 부

패를 양산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이윤을 얻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이 지수는

주요 수출국 기업들이 수출대상국가의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문조사해서 산출된다.

그리고 세계부패척도(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는

2003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일반국민

이 부패에 직면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다.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

지, 당신의 국가에서 부패가 증가하고 있는지, 정부가 효과적인 반

부패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외에도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icators)

중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Price Waterhouse Coopers의 부패인

지도 및 뇌물수뢰정도에 대한 부패지수 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절

변수로 하였다.

4. 통제 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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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mi(2005)의 경우 평균 세율

(average tax rate), 정치적 자유도(political freedom), 평균인구성장

률(average population growth), 인적 자본(initial human capital),

초기 GDP(initial GDP), 소득 수준별 그룹(income group)을 사용하

였다. Davoodi and Zou(1998)는 평균 세율(average tax rate), 인구

성장률(population growth), 인적 자본(initial human capital), 초기 1

인당 GDP(initial per capita GDP), GDP 대비 투자율(investment

share of GDP)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Woller and

Phillips(1998)는 총 중등학교의 등록률(gross secondary school

enrolment ratio), 정치적 억압(political repression), 시민 자유도

(civil liberty) 등의 변수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Asatryan, Z.(2010)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통제 변수 이외에도 출산율, 평균 수명,

인플레이션, 외국인 투자율, GDP 대비 자본 형성율, 15세 이상의 노

동 참여율, GDP 대비 무역 거래량, 대출 이자, GDP 대비 R & D

투자율, 최고 세율, 전체 수입 대비 국외 관광 지출비중, GDP 대비

국방 지출 등 1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avoodi and Zou(1998) 연구를 반영하여 대표적

인 통제변수인 평균 세율(average tax rate), 인구 성장률(population

growth), 인적 자본(initial human capital), 초기 1인당 GDP(initial

per capita GDP), 지역 dummy, 각 연도별 dummy를 통제변수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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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지역 구분

1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2 유럽 및 중앙 아시아 지역

3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

4 중동 및 북 아프리카

5 북미지역

【표 3-1】OECD국가 지역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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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제1절 재정분권지수(Fiscal decentralization indicator)

1. 재정분권지수에 대한 분석

1) IMF의 GFS를 활용한 재정분권지수

재정분권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때 주로 지출분권지수와 수입분

권지수를 사용한다. 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는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활용한 것이다. 이 데이터

는 전 세계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과 수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GFS를 활용한 데이터는 지방정

부의 자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서 최근 계속해서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도 IMF의 GFS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출분권지수와

수입분권지수를 만들어 분석을 해 본 결과, 분석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도출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결측값이 나라별 연도별로 많았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래의 【그림 4-1】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1999

년과 2000년에 극단값(Outlier)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

를 보면, 멕시코의 지출분권지수와 수입분권지수가 이와 같은 극단

값을 가지고 있다. 이 극단값을 제외하고 보면, 분포로만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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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성장은 재정분권과 뚜렷한 관계는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입분권지수와 지출분권지수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IMF의 GFS를 활용한 지출분권지수와 수입분권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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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극단값을 제외한 지출분권과 수입분권의 분포

극단값을 제외하고 IMF의 GFS데이터를 활용한 지출분권지수와

수입분권지수의 분포는【그림 4-2】와 같다. 위 그림을 보면, 지출

분권지수분포와 수입분권지수분포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2) OECD의 재정분권지수

OECD는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조세 자율성(tax

autonomy)지수를 발표하였다. 이 지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

섭 없이 세율과 세원 결정을 하는지, 세원 배분권한을 가지는 여부

를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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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 지방정부의 조세 결정권한과 배분권한을 분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된다. 그러나 이 지수 발표가

1995년 이후 4번 이루어진 것이라 20년간 연도별로 분석한 본 연구

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OECD국가는 조세 자율성 지수이외에도 조세분권지수,

수입분권지수, 지출분권지수 3가지의 재정분권지수를 발표하고 있

다. 조세분권지수는 전체 정부 부문의 조세 중 지방정부의 조세 비

중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입분권지수는 전체 정부 부문의 수입에서

정부간 소득을 더한 것 중 지방정부의 수입에서 이전 수입을 제외

한 지방정부의 수입비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출분권지수는 전체 정부

부문의 지출에서 정부간 지출을 더한 것 중 지방정부의 지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지출을 제외한 지출비중이다.

조세분권 정부부문 조세수입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수입분권 정부부문의 총수입
지방정부의 수입지방정부의 정부간 이전 수입

지출분권 정부부문의 총지출
지방정부의 지출지방정부의 정부간 이전 지출

아래의【그림 4-3】은 OECD의 조세·수입·지출분권지수의 분포

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OECD의 조세·수입·지출분권지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분포를 볼 때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일

정한 반면 재정분권의 정도는 크게 변화하고 있어 앞의 IMF의

GFS데이터를 활용한 극단치를 제외한 그래프와 비슷한 분포를 보

이고 있다. 그리고 지출분권지수의 분포가 수입분권지수보다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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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분포를 보이며, 수입분권지수가 조세분권지수보다는 더 큰 분포

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업무의 집행으로 인한 이전지

출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는 크고, 수입 중 일부분이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분포이

다.

【그림 4-3】OECD의 조세·수입·지출분권지수

【그림 4-3】은 조세분권지수, 수입분권지수, 지출분권지수를 한

꺼번에 보여주고 있어 각 지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림 4-4】,【그림 4-5】,【그림 4-6】은 각 변수의 분포를 잘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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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OECD의 조세분권지수

【그림 4-5】OECD의 수입분권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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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OECD의 지출분권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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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분권지수의 비교

지방정부의 조세(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이다. 지방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이 많고,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방정부가 자

율적으로 세원 결정과 집행을 한다. 반면 지방정부의 지출비중은 중

앙정부업무를 단지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사후 감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수

입분권지수도 마찬가지로 재정분권의 정도를 잘 나타내려면 지방정

부가 수입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세원과 중앙정부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세원을 구분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세원만을 포

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가별로 조세 체계가 상이하여 이러한 자세한 구분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 최근 OECD가 4번에 걸쳐서 조세 자율성 지

수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 패널 데이터이므로 이 지수를 적용하기가 어

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의 지방세 비중(조세분권

지수)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제 2절 기술 통계량 분석

본격적인 OLS회귀 분석에 앞서 종속변수 및 독립 변수, 통제 변

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보고, 특이치(outlier)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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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다중회귀모형 및 고

정효과모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분석을 할 수 있

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표 4-1】

과 같다.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은 평균값은 2.57%이며 표준편차는

3.53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서 국가 간 경제성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 중 조세분권지수는 평균이 14.77%로 전체 세금 중

지방세의 비중이 크지 않다. 하지만 표준편차가 12.43인 점과 최대

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라마다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다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수입분권지수와 지출

분권지수의 평균은 각각 0.33과 0.32로 평균값은 비슷하다. 이 중 최

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5.02와 6.41인 것으로 보아 극단치가 존재하

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절변수인 부패지수의 평균은 6.98로 0에서 10까지의 분포를 보

이는 부패지수의 중간점인 5보다 높다. 부패인식지수는 0에서 10까

지의 분포를 보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설문대상자들이 자신의 국가

에서 부패가 적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즉 CPI지수가 높을수록 청렴

한 국가이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패인식

지수라는 말 대신 ‘청렴성’, ‘청렴 지수’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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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성장률

(%)
677 2.57 3.53 -21.17 12.28

조세분권

지수(%)
55 14.77 12.43 0.67 48.93

수입분권

지수
264 0.33 0.45 0 5.02

지출분권

지수
268 0.32 0.56 0 6.41

부패

지수
638 6.98 1.94 2.23 10

초기

GDP
680 5.32e+11 1.10e+12 5.01e+09 5.75e+12

1인당

GDP
680 25197.48 10623.5 6584.59 74113.94

평균

세율(%)
442 20.07 5.97 8.03 35.77

인구성장률

(%)
680 0.67 0.71 -2.57 6.02

인적자본

투자율(%)
642 102.78 17.03 46.69 162.35

【표 4-1】각 변수별 요약 통계량

제3절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1. OLS(Ordinary least square)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중 하나인 OLS회귀분석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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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수준

저 -----------------------------------------≫고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Czech

Republic
Belgium Australia Canada

Greece Chile Austria Denmark

Hungary Estonia Germany Finland

Italy France Ireland Iceland

Korea Israel Luxembourg Netherlands

Mexico Japan
United

Kingdom
New Zealand

Poland Portugal United States Norway

Slovak

Republic
Slovenia Sweden

Turkey Spain Switzerland

여 부패 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였다. 우선 각 국가의 부패 수준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부패한 국가군, 부

패한 국가군, 부패하지 않은 국가군,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군으

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2】는 OECD국가들이 각각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군으로 1그룹에 속한다.

【표 4-2】OECD국가의 부패수준별 국가 분류표

【표 4-3】과 【표 4-4】은 조세분권지수를 통해서 OLS회귀분

석을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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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에서 통제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아무런 통제변수를 넣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표 4-3】의

(1)번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세분권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0.04

정도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4】을 보면 연도

dummy를 넣었을 때 R-square가 0.08에서 0.53으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조세분권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0.05로 부

정적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부패의 조절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재

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4-4】의 (9)번

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부패의 조절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즉 부패

와 재정분권지수의 상호작용항을 넣지 않고 분석하였을 때 재정분

권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본 연구의 데이터가

부패의 조절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앞의 실증연구 중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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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경제성장률 (1) (2) (3) (4) (5)

상수항  3.26***
(0.19)

3.43***
(0.47)

3.54*** 
(0.48) 

3.57***  
(0.48)

4.01***  
(0.69)

조세분권  
지수

-0.04***
(0.01) 

-0.03***
(0.01)

-0.02*  
(0.01)

-0.02* 
(0.01) 

-0.02 
(0.02)

청렴지수 - -0.04  
 (0.07)

-0.06   
(0.07)

0.00   
(0.09) 

0.03  
 (0.13)

Interaction
term - - - - -

초기GDP - - 0.00*   
(0.00)

0.00  
(0.00)

0.00** 
(0.00)

1인당 GDP - - - 0.00  
(0.00)

0.00 
(0.00)

평균세율 - - - - -0.01 
(0.03)

인구성장률 - - - - -
인적 

자본투자율 - - - - -

지역dummy - - - - -

연도dummy - - - - -
R-square 0.02 0.02 0.02 0.02 0.04

Obs 655 628 628 628 432
F value 12.97 5.40 4.54 3.75 3.91

Prob > F 0.0003 0.0047  0.0037 0.005 0.0018

【표 4-3】조세분권지수를 통한 OLS분석 과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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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경제성장률 (6) (7) (8) (9) (10)

상수항 3.87***  
 (0.69)

3.87***  
(0.99)

5.45*** 
(1.30) 

8.83***
(1.55)

7.42***  
 (1.67)

조세분권  
지수

-0.03
(0.02) 

-0.03
(0.02)

-0.04**  
(0.02)

-0.05*** 
(0.01) 

0.096
(0.07) 

청렴지수 0.04   
(0.13) 

-0.02  
 (0.14)

0.03   
(0.14)

0.05   
(0.10) 

0.23*   
(0.13) 

Interaction
term - - - - -0.02**

(0.008)

초기GD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인당 GD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평균세율 -0.01 
(0.03)

-0.01
(0.04)

-0.01  
(0.04)

-0.06*  
(0.03)

 -0.05*  
(0.03)

인구성장률  0.62**
(0.25)

0.65**
(0.26)

0.60*  
(0.34) 

 0.59**  
(0.26)

 0.55**  
 (0.25) 

인적 
자본투자율 -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지역dummy - - 지역더미 
포함

지역더미 
포함

지역더미 
포함

연도dummy - - - 연도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R-square 0.06 0.06 0.08 0.53 0.54
Obs  432 419 419 419  419

F value 4.31 3.72 3.04 14.58 14.39
Prob > F 0.0003 0.0006  0.0006 0.0000 0.0000

【표 4-4】조세분권지수를 통한 OLS분석 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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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가 분류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상수항 7.42***   
(1.67)

7.10  
(5.95)

13.02** 
(5.36) 

-7.62   
(7.41)

-6.38  
(5.88)

조세분권  
지수

0.096
(0.07) 

-0.05
(0.13)

-0.11  
(0.13)

0.62*** 
(0.11) 

-0.05*** 
(0.01)

청렴지수 0.23*   
(0.13) 

-0.24  
 (0.60)

-0.97*   
(0.51)

0.48   
(0.56) 

1.20**  
 (0.56)

interaction
term 

-0.02**
(0.008) - - - -

초기GD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인당 GD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평균세율  -0.05*  
(0.03)

-0.19*  
(0.11)

-0.38**  
(0.17) 

 0.75***  
(0.14)

-0.09***  
(0.03)

인구성장률  0.55**   
(0.25) 

-0.44 
(0.74)

-1.3  
(0.91) 

 1.51***  
(0.57) 

0.85**  
(0.33)

인적 
자본투자율

 -0.01   
(0.01) 

0.06
(0.07)

-0.02  
(0.03) 

-0.11***  
(0.04) 

0.02  
(0.01)

R-square 0.54 0.56 0.70 0.82 0.80
Obs  419 111 99 90 119

F value 14.39 3.66 7.21 13.09 13.09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0.1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4-5】조세분권지수를 통한 OLS분석

(연도 더미, 지역 더미를 포함한 결과)

위와 같은 국가분류에 따라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5】와 같

다. OLS회귀분석에서 조세분권지수와 부패지수의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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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term)을 보면 –0.02로 부패하지 않은 국가일수록 재정

분권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자세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 나눈 국가 분류로 분석을 해 본 결

과 부패한 국가그룹인 1번째 그룹과 2번째 그룹은 재정분권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으나 덜 부패하지 않은

국가그룹(3번째 그룹)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그룹(4번째

그룹)은 오히려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국가들이 재정분권이 되더라

도 지방정부가 지역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이익에 의해서 운영되

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으로 경제성장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다.

2.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분석

【표 4-6】과 【표 4-7】은 조세분권지수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였을 때의 결과이

다. 아무런 통제변수를 넣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표 4-6】의 (1)

번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세분권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7】을 보면 연도 dummy를

넣었을 때 R-square가 0.1에서 0.56으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조세분권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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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경제성장률 (1) (2) (3) (4) (5)

상수항  3.59***
(0.67)

3.00
(1.84)

4.39**
(1.95) 

-2.46  
(3.26)

-1.94 
(3.37)

조세분권  
지수

-0.06
(0.04) 

-0.07
(0.05)

-0.07  
(0.05)

-0.04 
(0.08) 

-0.05 
(0.08)

청렴지수 - 0.10
 (0.26)

0.18   
(0.27)

0.08   
(0.35) 

0.07  
 (0.35)

Interaction
term - - - - -

1인당 GDP - - 0.00**  
(0.00)

0.00***  
(0.00)

0.00*** 
(0.00)

평균세율 - - - 0.50*** 
(0.10)

0.49*** 
(0.11)

인구성장률 - - - - 0.32 
(0.53)

인적 
자본투자율 - - - - -

연도dummy - - - - -
R-square
(within) 0.003 0.004 0.01 0.11 0.11

Obs 655 628 628 432 432
F value 1.67 1.07 2.25 11.57 9.31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표 4-6】조세분권지수를 통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과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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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경제성장률 (6) (7) (8)

상수항  -1.94
(3.37)

15.43***
(3.75)

16.27***   
(3.99)

조세분권  지수 -0.05
(0.08) 

-0.06
(0.06)

-0.15
(0.16) 

청렴지수  0.07 
(0.35)

-0.06
 (0.27)

-0.19  
(0.34) 

Interaction
term - - 0.01

(0.02)

1인당 GDP 0.00*** 
(0.00)

0.00** 
(0.00)

 0.00** 
(0.00)

평균세율  0.49***  
(0.11)

 -0.13  
(0.08)

 -0.12  
(0.09)

인구성장률  0.32   
(0.53) 

 0.29
(0.42) 

 0.31   
(0.42) 

인적 자본투자율  -0.01   
(0.01)

-0.02   
(0.02) 

-0.02   
(0.02) 

연도dummy 0.50
(0.10) 연도더미포함 연도더미포함 

R-square
(within) 0.1 0.56 0.56

Obs 419 419  419
F value 6.93 18.20 17.49

Prob > F 0.0000 0.0000 0.0000

【표 4-7】조세분권지수를 통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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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가분류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상수항 16.27***  
 (3.99)

-5.18  
(9.27)

25.01** 
(10.44) 

-7.62   
(7.41)

-6.38  
(5.88)

조세분권  
지수

-0.15
(0.16) 

-0.19
(0.18)

-0.21  
(0.16)

0.43** 
(0.24) 

-0.20** 
(0.09)

청렴지수 -0.19  
(0.34) 

-0.10  
 (0.75)

-1.58***  
(0.59)

0.50   
(0.58) 

1.34**  
 (0.64)

interaction
term 

0.01
(0.02) - - - -

1인당 GD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평균세율  -0.12  
(0.09)

-0.07  
(0.25)

-0.71***  
(0.24) 

 0.49**  
(0.23)

-0.29**  
(0.11)

인구성장률  0.31   
(0.42) 

2.09 
(1.45)

0.23  
(1.50) 

 0.02  
(0.91) 

1.25**  
(0.51)

인적 
자본투자율

 -0.02   
(0.02) 

0.09
(0.08)

-0.03  
(0.03) 

-0.19***  
(0.05) 

0.00  
(0.02)

R-square
(within) 0.56 0.52 0.68 0.78 0.81

Obs  419 111 99 90 119
F value 17.49 3.33 7.56 11.49 14.21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0.1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4-8】조세분권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모형

(연도 더미 및 지역 더미 포함한 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표 4-8】

과 같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조세분권지수와 부패지

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은 유의하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하



- 52 -

지만 국가별 분류를 한 결과 OLS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덜 부패하

지 않은 국가그룹(3번째 그룹)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그룹(4번째 그룹)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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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

중에서 부패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달

라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추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부패한

국가들은 재정분권을 하면 권한을 남용해 오히려 경제적 효율이 감

소할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예상이 실증적으로 맞는지를 34개의 OECD국가를 4개의 국

가 군으로 나누어 OLS 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서 알아보

았다.

실증분석 결과, 추상적 예측과는 다르게 결론이 도출되었다.

OECD의 평균보다 부패한 국가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재

정분권을 할 때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다. 이는 예측과 일치한

다. 반면 OECD의 평균보다 부패하지 않은 국가들(청렴한 국가들)

중에서 부패하지 않은 국가그룹(3번째 그룹)은 재정분권을 할 때 경

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장 부패

하지 않은 국가(4번째 그룹)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정분권을 할

때 오히려 부정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4번째 그

룹의 결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가장 부패하지 않

은 청렴한 국가들이 재정분권을 할 때 오히려 경제성장이 되지 않

고 있는 것이다. 【그림 5-1】은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해석 가능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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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그룹에서 일반적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는 다양하게 추측해볼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재정분권과 경

제성장의 여러 가지 경로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부패하지 않은 국

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미 지방정부에서 주민들

의 선호를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거시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고, 지방정부간의 경쟁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부패하지 않은 국가들은 재정분권이 경제성

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달성되고 있어서 경제성장이 될 여지가 적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그룹 이외의 국가들은 지방정

부에서 주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지도 않고 거시경제도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이 때문에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경제성장이 될 여지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림 5-1】역 U자 모형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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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

어서 부패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을 보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정치

적·행정적·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을 진행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중 부패수준을 고려하여 연구를 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의 타당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비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보완되어야 한

다. 둘째, 조세분권지수 이외도 OECD의 조세자율성 지수처럼 수입

과 지출 중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반영된 세원을 포함시켜서 재

정분권지수를 정밀화 시켜야 한다.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는 부패 수준이외에도 다양

하다는 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때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는지, 지방정부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거시경제 안정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러한 효과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

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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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Hungary Poland

Austria Iceland Portugal

Belgium Ireland Slovak Republic

Canada Israel Slovenia

Chile Italy Spain

Czech Republic Japan Sweden

Denmark Korea Switzerland

Estonia Luxembourg Turkey

Finland Mexico United Kingdom

France Netherlands United States

Germany New Zealand

Greece Norway

부록

【부록 1】OECD국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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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래프들은 부패 수준에 따른 국가군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부록 2-1】부터【부록 2-6】까지는 부패인식지수를 기준으로

한 4개 국가 그룹별 분포와 한국과 미국의 분포이다.

【부록 2-1】OECD국가 중 가장 부패한 국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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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한국의 연도별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부록 2-3】OECD국가 중 평균보다 부패한 국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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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OECD국가 중 평균보다 부패하지 않은 국가그룹

【부록 2-5】OECD국가 중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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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미국의 연도별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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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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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fiscal decentralization as they

accepted New Public Management(NPM) to their statecrafts for

20 years. However, other previous empirical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ave shown conflicting results. One of the reasons i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ndices do not reflect the practical statu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countries. The other reason is that many

countries, which have differen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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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have implemented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ir

own way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of 34 OECD countries which were divided into

4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Also, this study used CPI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latest cross-country data from 1990 to 2009.

As a result, each fiscal decentralization of 4 groups had

different influences on economic growth of them. Though 3rd and

4th group of countries were less corrupted than average countries,

they had different results. The 3rd group of countries had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while the 4th group of

countries which had the highest CPI than other groups had a

negative impac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function of [integrity and

 
 

] is most likely the inverse U-shape.

And this study implicate that ill-considered applic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would be wrong.

keyword: corruption, fiscal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fiscal decentralization indicator, moderating variable,

inverse U-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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