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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지방분권화가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서 시작한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이들의 관계를

정(+)의 관계, 부(-)의 관계 아니면 관계없음의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를

해마다 발표하였다.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대한민국의 지자체로 설정하여 보다 명

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려하였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지방세의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가 방법론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을 선행연구

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수치로 분석할 수

있는 계량경제기법인 Granger 인과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분석에 앞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는 통계적 수치를 얻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제성장이 재정분권화

를 촉진한다는 상반되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의 구조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얻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세목의 수가

비교적 많은 광역시·도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세목이 적은 시·군·구에서는 경제성장이 재정분권화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지자체가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재정분권화의 여건이 되었지만 시·군·구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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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와 그 해석에는 많은 한계점이 따른다. 하지만 분권화

의 필요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주민참여, 자치형 거버넌스등의 행정적 가

치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화가 꼭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본 연구가 찾은 잠정적 결론

이다.

재정분권화 경제성장·발전등과 같은 개념에는 다양한 해석과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개념의 조작화와 연구 방법론, 연구결과, 해

석에는 많은 약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만큼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재정

분권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간단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모형과 변수의 설정을 할 수 밖에 없

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16개 광역시·도와 203개

시·군·구의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하려 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경제성장, 지방분권화, 단위근, 공적분, Granger 인과분석

학 번 : 2012-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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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분권화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개혁의 도구로써 활용되

고 있다. 이러한 분권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세기

이상의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 서구 사회의 경우, 집권과 분권은 시계의

진자와 같이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당시대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아오

고 있다(권오성 2008).

중세 서구 사회는 1517년 Luther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통해서

봉건사회의 붕괴가 가속화 되었고, John Locke, John Stuart Mill,

Immanuel Kant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사상이 퍼지게 되

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Adam Smith에 의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잉태되

었고, 유럽 각 국가에서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온 시

기였다. 그 중에서 영국은 Magna Carta를 통해서 분권화 체제를 그 어

느 국가보다 빨리 도입하였고, 이는 영국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지방자치

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나타난 절제 없는 자본주의의 횡포는 사회적 갈

등을 초래하였고, 작동하지 않는 경제체제는 Karl Marx의 주장대로 붕

괴를 맞이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공황을 예견한 John Maynard

Keynes의 거시경제학을 통해서 극복이 되었다. Keynes의 경제학의 핵



- 2 -

심은 정부가 경제를 이끈다(Steering)는 것인데, 이는 자연적으로 큰 정

부에 의한 중앙집권화를 가져왔다. 이후 정부는 끊임없이 팽창하였으며,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Tomb)’이라는 문구가 이 시

대에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1970년대 3차에 걸친 Oil Shock이후 발생한 경제침체, 재정적자,

Stagflation등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큰 정부·중앙

집권화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문적으로는 Friedrich

Hayek와 Milton Friedman과 같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자유주의(Set the

Freedom)를 주창하면서 거대하고 무능한 공룡정부를 비판하였다. 정치

적으로 영국의 Thatcherism과 미국의 Reaganomics가 작고 효율적인 정

부를 지향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New Public Management, 분권화 등

으로 표현되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의 축소를 의미한다(권오성,

2008).

이런 서구의 역사적 맥락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군사 혁명과 함께 전면 중단되었다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모두를 민선으로 선출한 6.27 통합 지방선거에 의해 34년 만에 재

기되었다(김익식, 1999).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의 분권화 제도의 도입

과정은 다른 국가들과는 명확하게 다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특수성

에 기인하는데, 오랜 독재통치의 반발로 생기게 된 급격한 분권화 체제

라는 것이다(김익식, 1999).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지방자치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진행될 경우에도 낮은 참여와 소수전제의 가능

성에 의해 민주주의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거나 분권화

의 추진으로 인하여 외부효과와 지역이기주의가 증대되어 효율성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점이다(김익식, 1990: 홍준현, 하혜수, 최영출 2006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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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제적 관점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회의론이 제기 되고 있다(이용모, 2003).

최근에는 국세에 대비해서 지방세의 비율의 증가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 재원을

지방세로 할지 아니면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할지 논란이 있다. 현재 대

한민국의 지방자치의 발전과 현황에 있어서 본 연구의 실증연구가 시기

적절 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래에 실시한 지방자치제의 효과성을 경제적 관점에

서 검증해보려는데 있다.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를 민선으로 선출한 6.27

통합 지방선거 이후라 할 수 있다(김익식, 1999).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

성의 문제,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회의론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

기 때문이다(이용모, 2003).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재정분권화와 경제성

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인과관계가 있으며, 어느 변수가 선행하는

것인지 계량경제적 Tool을 가지고 실증분석을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재정분권화가 가지는 효과성(Oates, 1933)이 대한민국

의 사례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

립성과 자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역경

제의 성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분권화의 원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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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

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실질

적인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도자체의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최병호 외, 200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에 관해서 정의(Definition)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안적인(Suggestive)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분

석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연구의 범위 자체를 대한민국의 지자체로 한

정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대한민국 광역시·도·시·군·구로 설정하였

고,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각각 나누어 실증 연구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각각의 분석단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광

역시·도의 경우에는 17개 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단체의 1998년

부터 2011년까지의 14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73개

의 시, 86개의 군, 44개의 구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6년 자료를 사

용할 것이다.1)

1) 현재의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시 73개, 군 86개, 구가 69개이다(통계청).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구를 44개 밖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서울시의 지역내총생

산 데이터의 부재이다. 서울시(25개 구)의 경우 다른 지역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역특수성 때문에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설정이 2005년

부터 2010년까지인 이유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내총생산 데이터의 부재 때

문인데, 2007년 통계법의 개정이전까지는 지역별로 데이터화 시키지 않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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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서 사용할 계량기법은 Granger 인과분석이다. 이 기법은 2003년 노벨

상 수상자인 Clive Granger가 고안해낸 방법이다. 이 방법을 바탕으로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인관관계를 밝혀낼 것이다. 하지만 이

기법은 문제현상에 관해서 결론적인(Conclusive)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안적인(Suggestive)한 증거만 보여주기 때문에 연

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Kwon, 2011: 권순철, 2013

에서 재인용).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지표로서만 활용되어야 의미가

있으며, 그 이상의 절대적인 결론이나 확신이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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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재정분권화의 개념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재정분권화는 개념적으로 지방분권화에서 나오게

되었다. 지방분권화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이양하는 것을 의미

한다. 엄밀히 보면 분권화(Decentralization)에 있어서 위임(Delegation)2)

보다는 이양(Devolution)3)이 더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및 책임이 옮겨가는 것으로 정의할 것이며

위임과 이양 간의 엄격한 구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지방분권은 크게 중앙정부의 정책적 기능을 넘겨주는 정치적 분권과

행정기능을 넘겨주는 행정적 분권, 재정적 기능을 넘겨주는 재정적 분권

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재정분권화는, 이분법

(Dichotomy)에 의한 집권화 혹은 분권화로써 표현되는 극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독립적으로 재정운용에 관

한 의사결정수준을 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권오성, 2003).

2) 위임(Delegation of authority)은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등 다른 기

관이나 자연인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기

관의 행위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이양되

고, 법적 근거를 요하며, 일반적으로 수임 관청이 하급 관청인 점 등에서 권

한의 대리와 다르다(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120p).

3) 이양(Devolution)은 정책결정권 및 운영권한을 다른 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분권화(Decentralization), 탈집중화(Deconcentration),

위임(Delegation)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

문화사, 362p). 하지만 다른 정책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이양을 위임보다 더 상

위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위임이 행정사무에 있어서 권한의 일부를

주는 것이라면, 이양은 그 권한 전부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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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정분권화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재정분권화의 효과성에 관한 이론과 초기 연구들은 재정분권과 자원배

분의 효율성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Tiebout(1956)의 Voting with

feet, Oates(1972)의 Decentralization theorem, Brennan &

Buchanan(1980)의 Leviathan hypothesis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홍근석, 2013).

Tiebout(1956)의 논의는 Musgrave와 Samuelson의 공적영역에서의 자

원배분에 관한 비효율성에 관한 언급에서 시작된다. Musgrave와

Samuelson는 공적영역이 비효율성에 관해서 납세자(Tax-payer)와 그들

의 합리성(Rationality)를 전제로 한다. 즉 합리적인 납세자는 세금을 가

능한 적게 내려고 하고, 공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관

해서는 가능한 많은 이익을 보려한다. 이 문제 때문에 공공재무(Public

finance)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들은 실제로 자

신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알 맞는 수요곡선을

찾을 수가 없다. 결국은 상황 자체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Musgrave와 Samuelson이 내린 결론은 (1)실질적 유권자에게 정책의

선호도를 나타나게 하고 (2)시장(Market)이 하듯이 유권자를 만족시키며

(3)그에 따라서 유권자에게 알맞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공재 분배의

비효율성이 해결 될 거라 생각하였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Tiebout

는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를 시장이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경쟁모형

Competitive Model이 필요하다고 보았다4).

4) Tiebout의 모형의 7가지 조건 1. 소비자 유권자는 (Consumer-voter) 완전히

이동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이 선호가 반영된 곳으로 갈 수가 있다. 2. 소비

자 유권자는 세금의 부담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완전히 알고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된다는 것도 안다. 3. 수 없이 많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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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tes(1993)는 분권화의 상태가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보았

다. 때문에 Bryce(1901)나 McWhinney(1965)의 Federalism은 단지 중앙

정부로 가는 일종의 형태, 혹은 중앙집권화는 자연적인 형태라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14년, 1939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국이 중앙집권화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집권화적 성격을 많이 가진 나라일

수록 개발도상국이거나, 경제성장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다. 분권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정부가 효율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Oates가 제시한 조건은 두 가지이다.

1. 지방정부는(Local authorities)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독립적인 재원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정치적 경제적 분권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독립적으로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시민들이 다른 지방

정부의 구역으로 가지 않게끔 공공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자치권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정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Oates의 실증적 사례연구의 비교와 논리 도출은

Tiebout의 공공재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모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Communities)가 존재하고 있다. 4. 고용의 기회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미 모

든 사람들이 소득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5. 공공서비스

에는 경제적 외부효과나 비경제효과가 지방정부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6. 지

방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지역

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며, 최적화된 도시(Communities)의 크기를 그들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선호도의 반영을 통해서

최적화된 크기를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유권자의 선호도라는 측정

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나 수치로 환원하기는 힘들다).

7. 지방정부는 최적화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자

유권자(Consumer-Voter)를 끌어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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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선행연구

Tiebout(1956)의 Voting with feet, Oates(1972)의 Decentralization

theorem, Brennan and Buchanan(1980)의 Leviathan hypothesis등의 연

구들은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설명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구정태, 김렬, 조민경, 2008). 때문에

이후에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Zhang and Zou(1998)는 중국 28개성을 대상으로 1987년부터 1993년까

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Davoodi and

Zou(1998)는 46개국의 1970년부터 1989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분

권화와 경제성장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오히려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Enikolopov and

Zhuravskaya(2003)의 연구에서도 선진국에서는 관계가 없고, 개발도상국

에서는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Berthold and Fricke(2007)은

선진국인 독일을 16개 자치체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최병호, 정종필(2001)은

대한민국 광역시·도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Baskaran and Feld(2009),

Rodriguez-pose and Ezcurra(2011)의 연구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연

구하였는데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Baskaran and Feld(2013)는 지

속적으로 OECD국가에서 경제성장과 분권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

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지자체들의 세금 자율성까지 고려해서 본 결과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용모(2003)는 대한민국의 광역시·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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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부(-)의 관계를, 세출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들 연구는 재정분권화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Prud'homme(1995)과 Tanzi(199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Lin and Lin(2000)은 중국 28개성을 바탕으로 1970년부터

199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Yilmaz(1999)는 17개 중앙집권국가와 13개 연방국가를 나누고 1971년부

터 1990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중앙

집권화국가보다 연방국가에서 효과성이 크다고 하였다. Akai and

Sakata(2002)는 미국 50개주를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

으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bel and Yilmaz(2002)는

22개 OECD국가를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데이터로 살펴본 결과 정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Desai, Freinkman and Goldberg(2003)는 러시

아 80개 지역을 1996년부터 1999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Thieβen(2003)은 21개 선진국의 1973년부터 1985년

까지의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Meloche,

Vaillancourt and Yilmaz(2004)의 연구에서는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을 나

누어서 10개의 동유럽국가를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살펴보았는데, 세출

측면에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세입분권에서는 정(+)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Iimi(2005)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

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발

전 여부와 상관없이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권오성·배인명·주운현

(2007)의 연구에서는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데

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정(+)의 관계를,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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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Feltenstein and Iwata(2005),

Jin, Qian and Weingast(2005), Stansel(2005), Arzaghi and

Henderson(2005)의 연구가 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최병호, 정종필(2000)은 광역시·도를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

고, 김현아(2007)는 광역·지자체를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데이터를 바

탕으로 분석한 결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주운현, 홍근석(2011)은

광역시·도를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재정분권화이론의 가설(Oates

1993)을 지지한다.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있어서 Woller and Phillips(1998),

Xie, Zou and Davoodi(1999), Feld, Baskaran and Dede(2004), Bodman

and Ford(2006), Feld(2007), 임성일(2008), 최원익(2008)의 연구에서는 어

떠한 상관·인과도 살펴볼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논문

에서는 경제성장이 선행하는 원인이고 재정분권화는 그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Ilwoong Kwon, 2011) 주장과 재정분권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는(정진현, 1999; 문병근, 정진현, 2001)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 선행연구의 결과물들은 분석단위와 대상이 같더라도 일치하지 않

는 결과(Zhang and Zou, 1998; Lin and Lin, 2000)를 보여주기도 하고,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정진현, 1999; Ilwoong Kwon,

2011)하더라도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때문에 선행연구에

서 연구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Critical Point)를 찾기는 매우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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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 자료기간 주요결과

Zhang and

Zou(1998)
중국 28개성 1987-1993 부(-)의 관계

Davoodi and

Zou(1998)
46개 국가 1970-1989

선진국: 유의하지

않음

개도국: 부(-)의 관

계

Woller and

Phillips(1998)
23개 국가 1974-1991 유의하지 않음

Xie, Zou and

Davoodi(1999)
미국 연방 1951-1992 유의하지 않음

Lin and Lin(2000) 중국 28개성 1970-1993 정(+)의 관계

Yilmaz(2000)
17개 중앙집권국가

및 13개 연방국가
1971-1990

정(+)의 관계

(연방국가>중앙집

권국가)

Akai and

Sakata(2002)
미국 50개주 1992-1996 정(+)의 관계

Ebel and

Yilmaz(2002)
22개 OECD국가 1997-1999 정(+)의 관계

Desai, Freinkman &

Goldberg(2003)
러시아 80개 지역 1996-1999 정(+)의 관계

Enikolopov and

Zhuravskaya(2003)

21개 선진국 및

70개 개도국
1975-2000

선진국: 유의하지

않음

개도국: 부(-)의 관

계

Thieβen(2003) 21개 선진국 1973-1985 정(+)의 관계

Feld, Baskaran and

Dede(2004)
19개 OECD국가 1973-1998 유의하지 않음

Meloche,

Vaillancourt and

Yilmaz(2004)

10개 동유럽국가 1997-1999

세출분권: 유의하지

않음

세입분권: 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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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자료기간 주요결과

Feltenstein and

Iwata(2005)
중국 중앙 1952-1996 정(+)의 관계

Jin, Qian and

Weingast(2005)
중국 29개성 1982-1992 정(+)의 관계

Stansel(2005)
미국 314개

대도시권
1959-1989 정(+)의 관계

Arzaghi and

Henderson(2005)
48개 국가 1975-1995 정(+)의 관계

Iimi(2005) 51(선진국+개도국) 1997-2001 정(+)의 관계

Bodman and

Ford(2006)
18개 OECD국가 1981-1998 유의하지 않음

Feld(2007) 19개 OECD국가 1973-1998 유의하지 않음

Thornton(2007) 19개 OECD국가 1980-2000 유의하지 않음

Berthold and

Fricke(2007)
독일 16개 자치체 1991-2003 부(-)의 관계

Baskaran and

Feld(2009)
23개 OECD국가 1975-2001 부(-)의 관계

Rodriguez-pose and

Ezcurra(2011)
21개 OECD국가 1990-2005 부(-)의 관계

Ilwoong

Kwon(2011)
21개 국가 1975-1995

경제성장이 재정분

권화의 원인

Baskaran and

Feld(2013)
23개 OECD국가 1975-2008 부(-)의 관계

정진현(1999) 한국 1970-1995
재정분권화가 경제

성장의 원인

최병호·정종필(2000) 한국 광역시·도 1986-1997 정(+)의 관계

최병호·정종필(2001) 한국 광역시·도 1990-1999 부(-)의 관계

문병근·정진현(2001) 한국 광역시·도 1985-1999
재정분권화가 경제

성장의 원인

이용모(2003) 한국 광역시·도 1991-2000

세입: 부(-)의 관계

세출: 유의하지 않

음

권오성·배인명·주운

현(2007)
20개 국가 1996-2004

선진국: 정(+)의 관

계

개도국: 유의하지

않음

김현아(2007) 한국 광역·지자체 1990-2003 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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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자료기간 주요결과

임성일(2008) 한국 광역시·도 2002-2006 유의하지 않음

최원익(2008) 한국 광역시·도 1993-2003 유의하지 않음

주운현·홍근석(2011) 한국 광역시·도 1995-2009
세입: 정(+)의 관계

세출: 정(+)의 관계

홍근석(2013) 한국 광역시·도 1995-2009 정(+)의 관계

출처: 구정태·김렬·조민경(2008) <표3> <표4>, 홍근석(2013) <표1> 인용 및 보완

제 4 절 재정분권화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영역을 담당하는 것

이 재정분권화지표에 대한 설정이다. 실제로 재정적분권화지표(Fiscal

Decentralization Index)에 대한 다양한 산출방법을 선행연구에서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재정분권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연구

의 특성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할 분권화지수를 제각기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맞는 분권화지표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선

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재정분권지표(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 수입비율, 총 정부

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는 Oates(1985)의 논문에 기재되었던 방법

으로 세입과 세출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인데, 이 방법은 실제로

얼마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얼마나 얻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척

도가 된다. Davoodi and Zou(1998)는 세출분권만을 지표로 사용하였는

데, 그 이유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었다.

Akai and Sakata(2002)는 세입분권, 세출분권이라는 전통적 재정분권지

표에 자주재원 비율(총 지방정부 수입 대비 자주재원)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자주성을 가지는 수입원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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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권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Ebel and Yilmaz(2002)는

지방세입 자율성(총 지방정부 수입 대비 지방세입 비율), 세외수입 자율

성(총 지방정부 수입 대비 세외수입 비율), 재정의존성(총 지방정부 수입

대비 지원금 비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는 세입측면의 분권화를

세밀하게 살펴본 것인데, Ebel and Yilmaz의 연구에서는 세출분권 보다

는 세입분권을 살펴보는 것이 재정분권화를 파악하는데 더욱더 정확하다

는 판단 하에서 이러한 지표를 선정하게 되었다. Meloche Vaillancourt

and Yilmaz(2004)의 연구도 자체재원 자율성(지방정부 총수입 대비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무조건부 지원금) 비율), 자체재원 비율(총 정부수

입 대비 지방정부 자체재원), 세입의존 비율(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

의존세입)을 주요지표로 삼았는데, 세입분권을 파악하는 것이 세출분권

보다 더 정확한 재정분권화 정도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세분화하여 사

용하였다. World Bank(2005)의 발표된 분권화 지표도 전통적 분권화 지

표인 세입과 세출의 측면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하위지표에

더욱더 세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세출분권에서는 지방정부 총지출

(지방정부 지출비율, 1인당 지방정부 지출액)과 부문별 지방정부지출(지

방정부 교육비 지출비율, 지방정부 보건비 지출비율)로 나누고 있으며,

세입분권의 측면에서는 지방세입 비율, 지방정부 지원금 비율, 지방세외

수입 비율, 지방정부 자체재원비율, 수직적 불균형(총 지방정부 지출 대

비 지원금 비율), 지방정부 재산세입, 1인당 지방정부 수입액으로 정의하

고 있다. 정진현(1999), 최병호, 정종필(2000), 김현아(2007)의 연구는 세

출분권만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전체

정부의 지출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의

선정이었다. 문병근, 정진현(2001)은 세입분권만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자

체별 지방세+세외수입을 합한 값과 지자체별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를



- 16 -

<표 2> 재정분권의 측정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지표 정의

Oates(1985)
Ÿ 세입분권

Ÿ 세출분권

Ÿ 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

수입비율

Ÿ 총 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

Davoodi and

Zou(1998)
Ÿ 세출분권

Ÿ 총 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

Akai and

Sakata(2002)

Ÿ 세입분권

Ÿ 세출분권

Ÿ 자주재원 비율

Ÿ 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

수입비율

Ÿ 총 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

Ÿ 총 지방정부 수입 대비

자주재원 비율

합한 값을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세입을 파악하려

는 의도이다. 임성일(2008)은 전통적 분권화지표인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에 조세분권이라는 지표를 추가해서 살펴보았는데 GRDP 대비 지방세

비율을 조세분권으로 정의함으로써, 각 지역의 총생산량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려 하였다. 주운현, 홍근석(2011)은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각 지

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 이에 따

른 효과성을 검증하려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출과 세입을 나누어

서 본 선행연구의 경우, 문제점은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지나치게 과대

평가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홍준현, 한혜수, 최영출, 2006).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고자 순수하게 지방정부에서 받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 즉 세입부분만을 재정분권화지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

구가 있다(문병근, 정진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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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표 정의

Ebel and

Yilmaz(2002)

Ÿ 지방세입 자율성

Ÿ 세외수입 자율성

Ÿ 재정의존성

Ÿ 총 지방정부 수입 대비

지방세입 비율

Ÿ 총 지방정부 수입 대비

세외수입 비율

Ÿ 총 지방정부 수입 대비 지원금

비율

Meloche

Vaillancourt

and

Yilmaz(2004)

Ÿ 자체재원 자율성

Ÿ 자체재원 비율

Ÿ 세입의존 비율

Ÿ 지방정부 총수입 대비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무

조건부 지원금) 비율

Ÿ 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

자체재원 비율

Ÿ 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

의존세입

World

Bank(2005)

Ÿ 지방정부 총지출
Ÿ 지방정부 지출비율

Ÿ 1인당 지방정부 지출액

Ÿ 부문별

지방정부지출

Ÿ 지방정부 교육비 지출비율

Ÿ 지방정부 보건비 지출비율

Ÿ 지방정부 총 세입

Ÿ 지방세입 비율

Ÿ 지방정부 지원금 비율

Ÿ 지방세외 수입 비율

Ÿ 지방정부 자체재원비율

Ÿ 수직적 불균형(총 지방정부

지출 대비 지원금 비율)

Ÿ 지방정부 재산세입

Ÿ 1인당 지방정부 수입액

정진현(1999) Ÿ 세출분권
Ÿ 총 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

최병호·정종필

(2000)
Ÿ 세출분권

Ÿ 총 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

문병근·정진현

(2001)
Ÿ 세입분권

Ÿ 지자체별 지방세+세외수입을

합한 값

Ÿ 지자체별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를

합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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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표 정의

김현아(2007) Ÿ 세출분권
Ÿ 총 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

임성일(2008)

Ÿ 세입분권

Ÿ 세출분권

Ÿ 조세분권

Ÿ 지방정부 총 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

Ÿ 총 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

Ÿ GRDP 대비 지방세 비율

주운현·홍근석

(2011)

Ÿ 세입분권

Ÿ 세출분권

Ÿ 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

수입비율(보조금 고려)

Ÿ 총 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율(보조금 고려)

출처: 구정태·김렬·조민경(2008) <표1> 인용 및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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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출처: KOSIS 조세 총액중 지방세 비중

제 3 장 대한민국 지방세 현황

제 1 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국세와 지방세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표 3>을 보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방세와 국세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1>과 <표 3>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거의 8대 2의 비율로 지속

적으로 분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가 경제성장에 상관없이 중앙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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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년도
국세 지방세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1984 108,997 87.8 15,084 12.2

1985 118,764 87.8 16,546 12.2

1986 136,063 88.3 18,097 11.7

1987 163,437 88.2 21,924 11.8

1988 194,842 86.3 31,000 13.7

1989 212,341 81.1 49,608 18.9

1990 268,475 80.8 63,674 19.2

1991 303,198 79.1 80,351 20.9

1992 352,184 78.8 94,622 21.2

1993 392,606 78.1 110,261 21.9

1994 472,618 78.1 132,309 21.9

1995 567,745 78.8 153,160 21.2

1996 649,602 78.9 173,947 21.1

1997 699,277 79.2 184,057 20.8

1998 677,977 79.8 171,497 20.2

1999 756,580 80.3 185,862 19.7

2000 929,347 81.9 206,006 18.1

2001 957,928 78.2 266,649 21.8

2002 1,039,678 76.7 315,257 23.3

2003 1,146,642 77.6 331,329 22.4

2004 1,177,957 77.5 342,017 22.5

2005 1,274,657 78.0 359,774 22.0

2006 1,380,443 77.0 412,937 23.0

2007 1,614,591 78.8 435,243 21.2

2008 1,673,060 78.6 454,797 21.4

2009 1,645,407 78.5 451,678 21.5

2010 1,777,184 78.3 491,598 21.7

2011 1,923,812 78.6 523,001 21.4

출처: KOSIS 조세 총액중 지방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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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방세 변천사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대대적인 세제의 개편이 시작되었다. 1995

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졌고, 96년에 지방세법을 바탕

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심의·집행되었다(지방세 연혁집, 2007).

1995년에 재정될 당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등이

도의 보통세였고,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도의 목적세로 분류되었

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시·군의 보통세였고, 도시계획세, 상업소세 등이 목적세로 지정되었

다. 이와 같이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 이유는, 목적세 자체가 용도를

가지고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나누어주는 보조금과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

에 지자체 고유의 자주재원으로 분류된다.

<표 4>는 안전행정부에서 2007년도에 발간한 “지방세 연혁집”을 바탕

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에는 그 동안의 지방세의 변동사항 중 주요내용

을 기재하고 있다. 1995년 당시에 설정된 세수를 기반으로 항목들이 변

동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당

시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8.9대 21.1인 것과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의 비율이 78.6대 21.4(KOSIS통계)인 것을 감안할 때 사소한 세수의 변

동과 상관없이 지방세의 비율은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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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세 세목의 연도별 변동표

구분 1995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5년 2006년

도세

(보통세)

취득세

중과세율

하향조정

1가구2차량

중과 폐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 폐지

골프연습장

과세대상 추가

세율인하

(주택거래)

등록세

중과세율

하향조정

1가구2차량

중과 폐지

세율인하

(거래세

부담완화)

세율인하

(주택거래)

면허세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경주·

마권세

레저세

(명칭변경)

전통 소싸움

과세대상 추가

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개인균등할

제한세율

도입(10,000원

미만)

주민세

(소득할)

세율조정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인하

승용으로

분류되는

승합차

세율조정

새차·헌차

차등과세 도입

세율인하

(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

주행세(신설) 세율인상 세율인상 세율인상

농지세
농업소득세

(명칭변경)

5년간

과세유예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세율인상

도축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와 통폐합

도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세율조정
원자력발전

과세대상 추가

지방교육세

(국세일부 전환)

시군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상업소세

출처: 2007년 지방세연혁집(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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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재의 지방세

현재 2013년 기준으로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면허), 레

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주행),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의 11개의 세목이 있다(2007년 지방

세 연혁집).

각 세목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 등록면허

세(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처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 지역자원시설

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

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과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 자동차세(소유)는 자동차 소유의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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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과세, 자동차세(주행)은 휘발율·경유 및 이와 유

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 지방소득세

는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

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

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

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 지방소비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

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과세이다(wetax사업단 지방세 구조).

현재 지방세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도세, 시·군세와 특별·광역시세,

자치구세로 나뉜다. 도, 시·군의 관계에서는 도가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총 6개 세목을 가지며 시·군의 경우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총 5개 세목을 가지게 된다. 특별·광역시와 자치구의

관계에서는 특별·광역시가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

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총 9개 세목을

가지며 자치구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의 세목을 가지게 된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분석 단위인 광역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의

세목을 보면, 광역시·도가 시·군·구보다 많은 세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역시·도가 세수의 재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서 시·군·구 보다는 지방세의 자주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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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세의 구조 (도세, 시·군세)

출처: wetax사업단 지방세의 구조, www.wetax.go.kr

<그림 3> 지방세의 구조 (특별·광역시세, 자치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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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분권 측면

<가설 1> 지방의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

제 4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대한민국의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알아보려는 것이다. 선행연구

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정(+)혹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다

양한 결론이 나왔으며, 그에 대한 인과의 추론도 명확하지 않았다. 본 연

구는 재정분권화 가설이 대한민국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해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정분권화의 효과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는 광역시·도까지 분석단위로 삼아서 관계를 도출해내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까지 내려가서 인과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의 원인이라는 가설과 경

제성장이 재정분권화의 원인이라는 가설로 나누어지며, 각각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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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분권 측면

<가설 3> 지방의 지출(세출결산)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

가한다.

<가설 4>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지출(세출결산)이 증

가한다.

<가설 1> ‘지방의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와 <가설 3> ‘지방의 지출(세출결산)이 증가할

수록 지역내총생산은 증가한다.’의 가설이, 실증연구의 결과 통계적으로

검증될 경우 대한민국의 재정분권화는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재정분권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가설 2>인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

이 증가한다.’와 <가설 4>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지출(세

출결산)이 증가한다.’가 증명될 경우 대한민국의 재정분권화는 경제성장

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분권화 효율성

이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중에서 제시한 재정분권화지표들 중에서 세

입·세출을 모두 살펴볼 것이다. 세출을 포함할 경우, 지방재정분권화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 다다른 선진국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지방재

정의 자율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표가 실질적인

의미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문병근, 정진현, 2001).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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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표 산출방식 및 데이터 기간 출처

지표 산출방식 데이터 기간
데이터

출처

재정분

권화지

표(FDI)

세입

분권

지방세(세입결산)에

log를 취한 값 광역시·도(1998-2011)

시·군·구(2005-2010)

재정고,

지방재정

연감
지방세+세외수입(세입

결산)에 log를 취한 값

세출

분권

세출총합(세출결산)에

log를 취한 값

광역시·도(1998-2011)

시·군·구(2005-2010)

재정고,

지방재정

연감

경제성장
지역내총생산(GRDP)

에 log를 취한 값

광역시·도(1998-2011)

시·군·구(2005-2010)

Kosis,

지역도청

만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선행

연구들이 세출분권에 대한 실증연구를 의도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출분권도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화지표 중 세입지표를 지방세, 지방세+세외수

입 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사용할 것이며, 세출지표는 세출결산의 총합

을 사용할 것이다5). 경제성장 지표는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를 바

탕으로 사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은 원(Raw

data)값에 로그(Log)를 취한 값을 사용할 것인데, 그 이유는 데이터 간

에 차이를 줄여서 분산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과 외부환경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시계열 자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이다(임덕호,

박선구, 2010).

5) 2008년도 이전에는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

비의 5개 항목으로 나뉘었다. 2008년부터 지방재정의 세출항목이 일반공공행

정, 공공시설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

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의 14개로 바뀌게 되었다(재정고). 세출분권의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일괄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세출총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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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실증분석방

법은 Granger causality라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세우고

검증할 것이다. Granger(1969)의 인과관계 추론방법의 논리는 현재의 

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의 과거정보(    ,     , ⋯ ,    )만을 이

용하는 것보다는 와  (   ,    , ⋯ ,    ,     ,     , ⋯ ,    )의

정보를 모두 이용하였을 때, 가 더욱 예측이 잘 된다면, 는 의 원

인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모형을 세울 수 있다

(Granger, 1969; Kwon, 2011에서 재인용).

    
  



     
  



     

와 는  와  의 n개의 과거 시계열 값들이  에 대한 효과를 설

명하는 계수들 이다. 은 상호관련이 없는 백색잡음(White noise series)

이다. 위 모형의 귀무가설은 =0 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변수 의 변화가 변수 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문병근 외 2001).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는 의 원인이라

고 할 수 없다. Granger 인과분석에서는 F검정을 사용하여 귀무가설의

기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주만수, 2000).

Granger 인과분석이 1969년에 처음 선을 보인 이후 2003년 창시자인

Clive Granger가 노벨상을 받기까지 끊임없는 의문을 받아왔다.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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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방법이 가지는 수학적·통계학적 결함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시

차설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자기상관(Auto-correlation)과 검정력(Power)

의 문제이다. Granger 인과분석은 시계열 분석이 그 토대이다. 시계열이

짧게 되면 강한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시차를 넓

게 설정하면 검정력(Power)이 감소하게 된다(Kwon 2011). 적정 시차를

F검정 값과 모형적합도(F검정의 P-value 값)를 통해서 산출해 낼 수는

있지만(문병근 외, 2001), 고정효과 모형 패널 분석에서는 이들 값이 정

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Hurlin and Venet, 2001).

두 번째는 단위근(Unitroot)의 존재이다.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y)이 위협받게 되는데, 이렇게 시계열 자료가 불

안정적(Non-Stationary)일 경우 모형이 안정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수 값의 측정도 불가능하게 된다(Harris and Tzavalis, 1999). 더 나아

가서 이는 허수관계(Spurious-Relation)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Granger and Newbold, 1974; Phillips,

1986). 시계열 데이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단위근이 검출된다면 데이터

차분을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단위근이 검정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자료로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이은정, 2009). 하지

만 데이터를 차분하게 되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기 시계열

자료가 손상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해도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게 된다.

Engle and Granger(1987)는 대부분의 경제장기시계열자료가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데이터 차분 시 생기는 장기자료의 손

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적분(Co-integration)검정을 제시하였다. 두 시

계열자료가 공적분 관계에 있다면, 단위근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기추세

의 시계열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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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고, 단위근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뒤에 패널고정효과 Granger 인과분석을 통해서

실증분석을 할 것이다.

2. 연구가설에 따른 모형

세입측면에 관한 연구모형 <가설 1, 지방의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

세외수입)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 <가설 2, 지역내총

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한

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모형 1>, <모형 2>는 아래와 같다.

<모형 1>     
  



    
  



       

지역경제성장 : GRDP(지역내경제총생산)

지방수입 : LR(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

지역별 고정효과 : (i는 지역)

백색잡음 : (t는 시간)

<모형 2>     
  



    
  



      

지역경제성장 : GRDP(지역내경제총생산)

지방수입 : LR(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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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고정효과 : (i는 지역)

백색잡음 : (t는 시간)

세출측면에 관한 연구모형 <가설 3, 지방의 지출(세출결산)이 증가할

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 <가설 4,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지출(세출결산)이 증가한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모형

3>, <모형 4>는 아래와 같다.

<모형 3>     
  



    
  



      

지역경제성장 : GRDP(지역내경제총생산)

지방세출 : LS(세출결산)

지역별 고정효과 : (i는 지역)

백색잡음 : (t는 시간)

<모형 4>     
  



    
  



      

지역경제성장 : GRDP(지역내경제총생산)

지방세출 : LS(세출결산)

지역별 고정효과 : (i는 지역)

백색잡음 : (t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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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광역시·도 기술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내총생산

(백만원)
224 53,100,000 55,900,000 4,557,308 283,000,000

지방세

(백만원)
224 1,553,062 2,288,772 85,050 11,700,000

세외수입

(백만원)
224 1,332,890 1,442,728 133,830 8,052,235

세출결산

(백만원)
224 4,157,525 3,833,834 494,399 22,800,000

제 5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1. 광역시·도 분석

광역시·도의 데이터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실시된 1997년(김익식,

1990)이후의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최근 생겨

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기존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

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

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16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지방세, 세외수입, 세출결산, 지역내

총생산의 기술통계량이 아래의 <표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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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광역시·도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 세출결산

지역내총생산 0.8309 0.7990 0.8559

<그림 4>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의 분포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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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표 7>는 데이터의 로그를 취한 값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

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은 0.8309, 지방세+세외수입은 0.7990, 세출결산은

0.8559으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각 상관관계에 대한 분포를 그림과 추세선으로 표현하고 있

다. 이는 단순상관관계 분석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지

만, 지방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이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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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의 분포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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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분포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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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군·구 기술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내총생산

(백만원)
1218 3,723,514 4,363,860 146,088 30,400,000

지방세

(백만원)
1218 57,803.84 88,724.4 1,772 636,020

세외수입

(백만원)
1218 181,704.4 193,353.8 22,641 1,932,277

세출결산

(백만원)
1218 349,659.9 271,578.1 63,459 2,178,556

2. 시·군·구 분석

시·군·구의 데이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자료를 바탕으로

203개 지자체의 1218개의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별 데

이터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특수성으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때문에 패널자료의 안정성을 위해서 25개 구를 삭제하였다.

또한 마산·창원·진해시가 2010년에 통합되면서 각각 존재하던 시계열 데

이터를 창원시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군·구의 데이터는 시

73개, 군 86개, 구가 69개로, 총 228개의 지차체 중 203개가 선정되었다.

시계열 데이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통계법

개정을 2007년도 하기 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을 시·군·구 단위로

구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표 8>은 시·군·구의 지방세, 세외수

입, 세출결산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 9>은 데이터의 로그를 취한 값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

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은 0.8047, 지방세+세외수입은 0.5508, 세출결산은



- 37 -

<그림 7>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의 분포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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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군·구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 세출결산

지역내총생산 0.8047 0.5508 0.4987

0.4987으로 광역시·도 보다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그림 8>, <그림 9>는 각 상관관계에 대한 분포를 그림과 추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의 광역시·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단순상관관계 분석

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지만, 지방세출과 지역내총생산

이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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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의 분포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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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분포 및 추세선

5
5.
5

6
6.
5

7
7.
5

지
역
내
총
생
산

4.5 5 5.5 6 6.5
세출결산



- 39 -

제 2 절 단위근 검정

경제사적으로 단위근6)은 핵심문제였다. 그 이유는 시계열 자료의 경우

단위근이 존재하게 되면 발산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계수 값을 측정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10>과 같이 안정적인(Stationary) 시

계열자료라면 단위근이 없게 되지만, <그림 11>과 같이 불안정적인

(Non-Stationary) 시계열자료는 단위근이 있기 때문에 계수의 추정이 불

가능하고 회귀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처음 언급한 학자는 Nelson and Plosser(1982)였는데,

많은 경제적 변수·지표들이 ‘임의보행(Random Walk)’을 따르는 시계열

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후에 시계열의 안정성(Stationary)에 관한 논의

가 촉발되어 기존의 계량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전환을

맞게 되었다. 단위근의 존재는 유한하지 않는 분산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자승법(OLS)에 기초한 일관성있는 회귀계수

()를 추정할 수 없다(한정희, 김주영, 2006). 또한 변수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변수가 불안정적이면 회귀계수의 t-통계량

이 표본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커져 회귀결과를 오도하는 가성회귀

(Spurious-regression)의 문제가 초래한다(한정희, 김주영, 2006).

6) 회귀모형       의 식에서,   일 경우 단위근을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식으로 장기시계열이 반복된다면     
  



식이 나오게 되며, 후

에 분산 를 계산하면    
  



  이 식이 도출되게 된다. 결국

분산은 시간(t)에 의존하게 되며 , 이 되어서 발

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안정시계열을 초래하며 정확한 계수 값의 측정

을 어렵게 한다(Granger, Clive WJ, & Newbold, Paul, 1974; Sargan, J. D,

& Bhargava, Alok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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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안정시계열자료 예시

출처: R-bloggers http://www.r-bloggers.com/stationarity/

<그림 11> 불안정시계열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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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데이터가 패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단위근 검정7)

을 실시하여야 한다. 패널단위근 검정 방법으로는 LLC(Levin-Lin-Chu),

HT(Harris-Tsavalis), Breitung, IPS(Im-Pesaran-Shin), Fisher-Type,

Hadri LM이 있다(Stata, 2009). LLC, HT, Breitung 검정은 공통단위근

(Common)에 대한 검정이고, IPS(Im-Pesaran-Shin), Fisher-Type은 개

별단위근(Panel-specific)에 대한 검정이다(Stata, 2009). Hadri LM은 공

통·개별단위근8)의 구분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검정방법이다(Stata,

2009).

공통단위근 검정의 가정은 횡단면에 걸쳐 존재하는 변수들의 자기상관

계수가 동일하다는 것인 반면에, 개별단위근 검정의 가정은 횡단면에 걸

친 자기상관계수가 변동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전상준, 2012).

본 연구에서 시행할 패널고정효과 Granger 인과분석 방법은 지역별

고정효과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단위근의 존재유무가 아

닌 공통단위근의 검정이 필요하다. 시행할 수 있는 단위근 검정방법은

LLC, HT, Breitung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LLC와 HT 검정을 할 것

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 사용될 패널자료의 특성 때문이다. LLC의 경우,

개체(N)와 시간(T)의 관계가 →으로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가정

7) 기본적인 패널 데이터 검정의 모형은         ′    이다.

  은 개체수를 의미하며   는 시계열을 의미한다.  는 검

증할 변수가 되며  는 정상적 오류가 된다.  가 의미하는 것은 패널의

평균인데,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가정이 다르게 된다. 고정효과일 경우(전체

모집단을 알 경우)   인 가정을 하게 되고, ′ 가 패널평균이 된다

(Stata, 2009).

8) 공통단위근에서는 모든 에 대해 이라는 귀무가설을 가지고 검증

을 하고 반면에, 개별단위근에서는 이라는 귀무가설을 바탕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박재곤, 변창욱, 2013). 즉 전체 모집단을 알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

형을 기초로 한 공통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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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 때문에 시계열이 많고 횡단면 개체수가 적을 때 유효한

단위근 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Levin, Lin and Chu, 2002). 또한

개체수 10에서 250과 시계열 25에서 250의 패널자료에서 검정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Levin, Lin and Chu, 2002). 이 검정은 시계열자료가

장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단위근의 유무를 보는 것이다. HT의

경우, 개체(N)와 시간(T)의 관계가 →∞ , 는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때문에 한정적인 시계열과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패널자

료에 적합한 검정법이라 할 수 있다(Harris and Tsavalis, 1999). 마지막

으로 Breitung 검정은    → ∞ 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계

열과 개체수가 존재하는 패널데이터 검정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Breitung, 2000).

본 연구에 사용될 광역시·도의 데이터는 16개의 개체수와 14개의 시계

열을 가지고 있고, 시·군·구의 데이터는 203개의 개체수와 6개의 시계열

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와 개체수가 무한히 증대한다는 가

정을 가진 Breitung은 적합하지 않다. LLC는 장기적 시계열에서 단위근

의 유무를 검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한정적 시계열과 많은 개체수

를 가정으로 하는 HT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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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단위근 검정

LLC 검정 HT 검정

지방세
-6.436

(0.000)

0.871

(0.917)

지방세+세외수입
-7.710

(0.000)

0.844

(0.807)

세출결산
-4.297

(0.000)

0.904

(0.979)

지역내총생산
-4.134

(0.000)

0.958

(0.999)

1. 광역시·도 데이터 검정

<표 10>은 광역시·도 데이터의 각각의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의 결

과이다. LLC 검정의 결과 단위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HT 검정의 결

과 단위근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검정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 검

정 방법에서 설정하는 개체(N)와 시간(T)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광역시·도의 데이터는 16개의 개체수와 14년의 시계열을

가지고 있으므로 HT 검정이 보다 적합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정으로 하는 LLC 검정이 완전히 틀린 것 이라고는 할 수 없다. 때문

에 본 연구의 방법론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시·도 데이터에는 공

적분 검정을 실시할 것이다.

공적분 검정 결과 후에도 데이터에 지속적인 통계적인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장기시계열 정보의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차분을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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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단위근 검정

LLC 검정 HT 검정

지방세
-1.4e+04

(0.000)

0.622

(0.958)

지방세+세외수입
-74.490

(0.000)

0.289

(0.000)

세출결산
45.166

(1.000)

0.559

(0.362)

지역내총생산
-14.588

(0.000)

0.649

(0.995)

주 : ()는 P-value값

2. 시·군·구 데이터 검정

<표 11>은 시·군·구 데이터의 각각의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의 결

과이다. LLC의 경우 세출결산만 단위근이 검출되었고, HT의 경우 지방

세+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검출되었다. 지방세+세외

수입의 변수는 단위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LS에 기초한 회

귀분석을 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변수에 관해서는 광역

시·도와 마찬가지로 공적분 검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의 강건성

(Robustness)을 위해서 전체 변수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할 것이다.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여도 데이터가 불안정적일 경우 차분9)을 통하

여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계열 정보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차분을 실시한 데이터의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하게 된다.

9) 차분의 기본 방법은 으로 이루어진다. 시계열 경제지표의 경

우 단위근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자료들은 로그 치환 후 위의 식을 적용

하면 단위근이 사라지게 된다(이은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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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적분 검정

공적분(Co-integration)에 대한 연구는 Engle and Granger10)(1987)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며, 이 검증 방법은 계량경제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획

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다시 말하자면, 회귀분석 하고자 하는 두 변수

가 불안정적(Non-stationary)이라 할지라도 장기선형관계에서 안정적으

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Raw-data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분석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방법은 패널 공적분 검정이다. 이 패널 공적분 검

정은 시계열에서 사용되는 공적분 검정방법을 패널에 적용시켜서 사용한

것이다(박재곤, 변창욱, 2013). 공적분 검정에는 Engle and

Granger(1987)의 2단계 추정절차(Two-step Estimation Procedure)방법

과 Johansen(1988, 1991)의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VAR)추정방법이 있다(박재곤, 변창욱, 2013).

Engle and Granger(1987)11)의 검정 방법은 두 변수의 시계열을 회귀

분석한 뒤에 얻은 잔차(Residual)에 단위근 검정을 하는 것이며,

Johansen(1991)12)의 방법은 고유근(Eigen-value)을 이용하여 Trace통계

량과 최대 고유근(Max-eigen)통계량을 사용하여 검정한다(박재곤, 변창

10) 이 공로로 인해서 두 학자는 200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다(The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 in Memory of Alfred Nobel

2003).

11) Engle and Granger의 공적분 이론에서는 하나의 공적분 관계를 가정할 뿐

공적분 관계 자체에 대한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연구자가 내생변

수와 외생변수를 미리 선정해주어야 하며, 어느 한 변수가 내생변수일 때와

외생변수일 때 공적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한정희, 김주영, 2006).

12) Engle and Granger는 두 변수 간의 공적분 관계에 대해서만 검정이 되는

반면에 Johansen의 검정방법은 세 가지 변수 이상의 공적분 관계에 대해서

검정이 가능하고, 또한 공적분 관계 자체에 대한 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

수하다고 평가 받는다(한정희, 김주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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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2013).

패널공적분 검정은 Engle and Granger의 방법을 기반으로 한

Pedroni(1999, 2004), Kao(1999)가 있고 Johansen의 방법을 기반으로 한

Maddala-Wu(1999)의 Fisher type의 검정이 있다(박재곤, 변창욱, 2013).

Pedroni(1999, 2004)는 잔차에 공통의 자기회귀구조를 가정하고 개별 집

단 내에서 공적분을 검정하는 패널 검정(Panel tests, within-dimension)

과 집단 간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집단 검정(Gropup tests,

between-dimes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재곤, 변창욱, 2013).

잔차가         일 때, 귀무가설은   인가를 검정하는 것이

Engle and Granger 기반의 검정방법(박재곤, 변창욱, 2013)이며, Pedroni

는 ADF검정13)과 PP검정14)을 통해 공적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Kao

는 ADF t값을 통해 판단한다. Fisher-type Johansen 검정은

Maddala-Wu(1999)가 개별 자료의 독립적 검정을 통합한 Fisher 방법과

Johansen의 공적분 방법인 Trace검정과 최대고유근(Max-eigen)검정을

결합한 것이며 검정통계량은  분포를 따른다(박재곤, 변창욱, 2013).

13) ADF검정은 Said-Dickey(1984, 1985)에 의해 개발된 검정방법이다. 시계열

변수가 있고 (오차항)가 상호독립적이며, 등분산을 가진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확장된 DF검정이다. 추정의 결과 대부분의 잔차를 살펴보

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동일한 확률분포를 따른다. 이것은 시계열이

Box-Jenkins가 제안한 ARIMA모형의 안정성 조건인 백색잡음오차

(White-noise)가 된다(이석원, 1999). Said-Dickey(1984, 1985)는 가 백색잡

음이 되도록 하고, 자기상관의 차수를 충분히 연장시켜 시계열  가 차

가 된다면 DF검정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이석원, 1999).

14) PP검정은 ADF검정에서 에 대한 가정이 만족되지 못할 때 시행된다. 즉,

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분산일 경우 표본수가 커짐에 따라 이

Brownian 운동함수(Function of Brownian motion)의 극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PP검정은 1차적으로 DF검정 통계량을 추정한 후 2차적으로 추정

된 의 분산값을 이용하여 검정통계량을 변환시킴으로써 자기상관 등의 영

향을 제거시킨 검정통계량을 이용한다(이석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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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 패널 공적분 검정

방법 검정통계량 통계량 p 값

Pedroni 잔차

공적분 검정

패널 PP값 -1.161 0.123

패널 ADF값 -2.026 0.021

Kao 잔차

공적분 검정
ADF t값 -5.267  0.000

Johansen Fisher

패널 공적분

검정

Trace
None 50.50  0.006

At most 1 32.79 0.244

Max-eigen
None 48.84  0.009

At most 1 32.79 0.244

1. 광역시·도 데이터 검정

광역시·도 데이터 중에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의 시계패널자료를 공적

분 검정한 결과가 <표 12>이다. Pedroni의 검정결과 중 패널 PP검정 값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적분 관계라고 볼 수 없었다고

나왔지만, 패널 ADF검정 값에서는 5% 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공적분 관계라고 나왔다. Kao의 검정결과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

되고 ADF t값이 공적분 관계라는 결과를 내렸다. Johansen Fisher-type

의 검정에서는 최우편향 Trace값이 공적분 관계가 아니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고, 최대고유근(Max-eigen)에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

기 때문에 공적분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정결과를 해

석하자면,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은 장기적 시계열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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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 패널 공적분 검정

방법 검정통계량 통계량 p 값

Pedroni 잔차

공적분 검정

패널 PP값 -0.133 0.447

패널 ADF값 -2.499  0.006

Kao 잔차

공적분 검정
ADF t값 -3.908  0.000

Johansen Fisher

패널 공적분

검정

Trace
None 62.75  0.000

At most 1 36.15 0.139

Max-eigen
None 61.42  0.000

At most 1 36.15 0.139

광역시·도 데이터 중에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의 시계패널자

료를 공적분 검정한 결과가 <표 13>이다. 위의 지방세 지역내총생산과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다. Pedroni의 검정결과 중 패널 PP검정 값이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적분 관계라고 볼 수 없었다고 나왔지

만, 패널 ADF검정 값에서는 공적분 관계라고 나왔다. Kao의 검정결과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ADF t값이 공적분 관계라는 결과를

내렸다. Johansen Fisher-type의 검정에서는 Trace값이 공적분 관계가

아니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고, 최대고유근(Max-eigen)에서도 귀

무가설을 기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분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지방세, 지역내총생산과 유사하게 지방세+세외수입, 지역내총생산

은 장기적 시계열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유사한 공적분 검정결과는 지방세와 지방세+세외수입이 비슷한

패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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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 패널 공적분 검정

방법 검정통계량 통계량 p 값

Pedroni 잔차

공적분 검정

패널 PP값 -3.656  0.000

패널 ADF값 -4.623  0.000

Kao 잔차

공적분 검정
ADF t값 -5.557  0.000

Johansen Fisher

패널 공적분

검정

Trace
None 102.2  0.000

At most 1 49.50  0.007

Max-eigen
None 94.59  0.000

At most 1 49.50  0.007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광역시·도 데이터 중에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시계패널자료를 공

적분 검정한 결과가 <표 14>이다. Pedroni의 검정결과 패널 PP검정, 패

널 ADF검정 값이 모두 귀무가설을 1% 수준에서 기각함으로서 공적분

관계에 있음을 보였고, Kao검정에서도 ADF t값이 귀무가설을 1% 수준

에서 기각함을 보임으로서 공적분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Johansen

Fisher-type의 검정에서도 Trace값이 공적분 관계가 아니라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고 있고, 최대고유근(Max-eigen)에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분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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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 패널 공적분 검정

방법 검정통계량 통계량 p 값

Pedroni 잔차

공적분 검정

패널 PP값 -5.776  0.000

패널 ADF값 -6.687  0.000

ADF t값 -5.626  0.000
Kao 잔차

공적분 검정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2. 시·군·구 데이터 검정

시·군·구 공적분 검정에서는 Johansen Fisher-type의 검정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았기 때문에  를 분포를 따르

는 Johansen의 검정 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할 때, E-View7에서 대량의 자료가 이탈되는 현상을 보였고 이것은

Johansen의 검정방법이 불가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Engle and Granger

기반의 잔차 공적분 방법을 가지고, 공적분 검정을 실행하였다.

<표 15>는 시·군·구 자료의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의 공적분 검정 결

과, Pedroni의 패널 PP값, 패널 ADF값이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공

적분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Kao의 검정에서도 ADF t값이 공적분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어서 두 시계열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게

선형결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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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 패널 공적분 검정

방법 검정통계량 통계량 p 값

Pedroni 잔차

공적분 검정

패널 PP값 -0.186 0.060

패널 ADF값 -1.118  0.005

Kao 잔차

공적분 검정
ADF t값 1.498 0.067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표 17>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 패널 공적분 검정

방법 검정통계량 통계량 p 값

Pedroni 잔차

공적분 검정

패널 PP값 -8.112  0.000

패널 ADF값 -10.241 0.000

Kao 잔차

공적분 검정
ADF t값 -6.908 0.000

<표 16>은 시·군·구 자료의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의 공적

분 검정 결과, Pedroni의 패널 PP값, 패널 ADF값이 모두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있었으며 Kao의 ADF t값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공적분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표 17>은 시·군·구 자료의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공적분 검정

결과, Pedroni의 패널 PP값, 패널 ADF값이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공적분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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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Granger 인과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할 Granger 인과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앞의

4장 연구 설계 2절의 연구 모형에서 설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고정효과모형 Granger 인과분석

(Granger causality tests in panel data models with fixed coefficients)

으로 Hurlin and Venet(2001), Hurlin(2004)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패널선형회귀모형에서 패널의 개체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본 연구의

지역별 고정효과 )을 고정효과(Fixed-effects)로 볼 것인지, 확률효과

(Random-effects)로 볼 것인지에 따라 추정방법이 다르게 된다(민인식,

최필선, 2012). Hurlin and Venet(2001), Hurlin(2004)이 제시한 방법은

개체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을 통제해서 자기회귀계수가 같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된다. 또한 데이터가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

출된 표본이 아니라 모집단 그 자체이기 때문에 확률효과모형을 따르지

않고 고정효과모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정효과모형

Granger 인과분석의 결과가 패널 단위별로 검정하였을 때는 다른 결과

가 나올 수가 있다(Hurlin and Venet, 2001). 즉, 고정효과모형 Granger

인과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본이 모집단 그 자체여야 하며,

개체수들이 동질성을 가지는 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는 광역시·도, 시·군·구로 나뉘며 각각의 개체수

(지역)는 동질성(비슷한 세목, 규모, 지역내총생산)을 가지고 있으며, 모

집단에서 축출한 표본이 아닌 모집단 그 자체이므로 고정효과모형

Granger 인과분석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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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시·도 인과분석

광역시·도의 데이터 1998년도부터 2011년까지 시계열을 활용하여 인과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차를 –2, -3, -4년까지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시차를 두는 이유는, 4장 연구 설계의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차가 너무 짧으면 강한 자가 상관이 나타나게 되고, 너무 넓으면 검정

력(Power)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Kwon, 2011). 이를 감안하여

14년의 시계열을 적정 검정력을 가진 상태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14년의

시계열은 Granger 인과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시계열이기 때문에 더 넓

은 시차를 두기에는 검정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시차를 –2,

-3, -4로만 두어서 시차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시차를 –2 둔다는 의미는 1998-2009의 12개년의 데이터로 2000-2011의

12개년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차 –3은 1998-2008의 11개

년의 데이터로 2001-2011의 11개년을 설명하는 것이다. <표 18>, <표

19>, <표 20>의 [1]의 관측치가 19215)를 의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

며, [2], [3]의 관측치가 각각 176, 160을 나타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역시·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표 18>을 보게 되면 [1], [2], [3]은

지방세가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즉 시차

를 계속주어도 지방세가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방세의

증가가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4], [5], [6]에서는 [4]만이 지역내총생산이 지방세에 영

향을 준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강한 자가 상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값일 수가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9>는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15) 16개 광역시·도의 12년의 시계열이다. 따라서 관측치는 16 12=1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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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 [2], [3]은 지방세+세외수입이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내총생산이 지방세+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4], [5], [6]에서는 유의미한 수치

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지방세+세외수입

의 증가는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0>은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1],

[2], [3]은 세출결산의 증가가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

여주고 있으며, 또한 [4], [5], [6]도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세출결산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자면 세출결산이 지역내총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지역내총생산도 세출결산에 영향을 주

는 쌍방인과의 결과를 보였다.

<표 18>, <표 19>의 내용은 <가설 1, 지방의 자주재원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를 지지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반대로 <가설

2,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자주재원이 증가한다.>16)는 기각

하는 수치를 보였다. <표 20>은 <가설 3, 지방의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

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와 <가설 4,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지출이 증가한다.>를 모두 지지하는 수치를 보였다.

광역시·도의 Granger 인과분석 결과는 지방의 자주재원 증가가 지역내

총생산의 증가를 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방의 지출이 많을수

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는 증거도 같이 제시하여 주었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계량·경제적

분석방법으로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결과가 절대적인 확신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

16) <표 18>에서 [4]의 시차 –2에서 지역내총생산이 지방세에 영향을 주는 수

치가 나왔지만, 지속적인 시차 –3, -4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으므로 강

한 자가 상관에 의한 수치상의 오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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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채택여부

<가설 1> 지방의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
채택

<가설 2>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자주재원

(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한다.
기각

<가설 3> 지방의 지출(세출결산)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

생산이 증가한다.
채택

<가설 4>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지출(세출

결산)이 증가한다.
채택

혀둔다. 6장의 연구의 한계에서도 후술할 것이지만, Granger 인과분석이

제시하는 결과는 어디까지나 방법론의 하나로서 제시될 뿐 결론을 주는

것은 아니다.



- 56 -

<표 18>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의 Granger 인과분석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지방세(LR)

[1] [2] [3] [4] [5] [6]

GRDP(-1)
0.805

(0.076)

0.736 

(0.079)

0.712

(0.088)

0.119

(0.270)

0.346

(0.255)

0.253

(0.241)

GRDP(-2)
0.152 

(0.073)

-0.041

(0.108)

-0.037

(0.115)

0.466 

(0.258)

0.033

(0.307)

0.116

(0.314)

GRDP(-3)
0.246 

(0.082)

0.283 

(0.122)

0.324

(0.234)

0.338

(0.331)

GRDP(-4)
0.036

(0.094)

-0.369

(0.255)

LR(-1)
0.063 

(0.021)

0.062  

(0.022)

0.045

(0.031)

0.600 

(0.075)

0.438

(0.062)

0.563 

(0.085)

LR(-2)
-0.058



(0.021)

-0.070
 

(0.025)

-0.066


(0.026)

-0.121

(0.074)

-0.232 

(0.071)

-0.222

(0.071)

LR(-3)
0.013

(0.024)

0.018

(0.030)

0.092

(0.068)

-0.022

(0.081)

LR(-4)
-0.029

(0.025)

0.225 

(0.068)

관측치 192 176 160 192 176 160

R-square 0.998 0.998 0.998 0.907 0.859 0.952

F-test

P-value
0.032 0.012 0.044 0.000 0.0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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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의 Granger 인과분석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지방세+세외수입(LR)

[1] [2] [3] [4] [5] [6]

GRDP(-1)
0.835

(0.075)

0.763 

(0.078)

0.732

(0.086)

-0.071

(0.261)

-0.019

(0.262)

-0.058

(0.285)

GRDP(-2)
0.139 

(0.073)

-0.055

(0.106)

-0.073

(0.111)

0.317

(0.255)

-0.097

(0.355)

-0.043

(0.369)

GRDP(-3)
0.244 

(0.084)

0.250 

(0.120)

0.220

(0.282)

0.118

(0.397)

GRDP(-4)
0.057

(0.095)

0.077

(0.317)

LR(-1)
0.031

(0.020)

0.034 

(0.022)

0.014

(0.025)

0.768 

(0.071)

0.649

(0.073)

0.643 

(0.083)

LR(-2)
-0.042 

(0.020)

-0.060  

(0.026)

-0.057 

(0.027)

-0.145 

(0.071)

-0.143

(0.089)

-0.163

(0.092)

LR(-3)
0.019

(0.022)

0.037

(0.028)

0.104

(0.073)

0.050

(0.094)

LR(-4)
-0.028

(0.023)

0.079

(0.078)

관측치 192 176 160 192 176 160

R-square 0.998 0.998 0.997 0.954 0.970 0.972

F-test

P-value
0.035 0.010 0.032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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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Granger 인과분석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세출결산(LS)

[1] [2] [3] [4] [5] [6]

GRDP(-1)
0.792

(0.076)

0.727 

(0.081)

0.704

(0.088)

-0.074

(0.267)

-0.121

(0.269)

-0.392

(0.287)

GRDP(-2)
0.073

(0.070)

-0.077

(0.104)

-0.083

(0.108)

0.730  

(0.248)

0.025

(0.344)

0.262

(0.353)

GRDP(-3)
0.212

(0.084)

0.242 

(0.120)

0.317

(0.281)

-0.399

(0.391)

GRDP(-4)
-0.008

(0.096)

1.045  

(0.312)

LS(-1)
0.070 

(0.020)

0.060  

(0.022)

0.065 

(0.024)

0.551 

(0.073)

0.530

(0.072)

0.499 

(0.081)

LS(-2)
-0.004

(0.020)

-0.004

(0.025)

-0.010

(0.027)

-0.091

(0.072)

-0.225 

(0.084)

-0.281

(0.089)

LS(-3)
0.001

(0.021)

0.019

(0.027)

0.237

(0.072)

0.240 

(0.088)

LS(-4)
-0.014

(0.023)

-0.026

(0.076)

관측치 192 176 160 192 176 160

R-square 0.996 0.996 0.996 0.885 0.921 0.902

F-test

P-value
0.002 0.005 0.025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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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 인과분석

시·군·구의 데이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6개년의 시계열을 가지

고 있다. 시계열이 Granger 인과분석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차

를 많이 두어서 하기에는 검정력(Power)과 설명력이 떨어지게 된다

(Kwon, 2011). 따라서 시차를 –217)까지만 두어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

다. 비록 시계열이 짧더라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의 개체수(지역)는

203개이므로 6개년의 시계열과 합쳐보면 1218개의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때문에 다소 강한 자가 상관이 예측되더라도 다수의 횡단면적 자

료들이 주는 정보들은 강한 신뢰성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시차를

–3이나 –4까지 두지 않은 이유는 2005-2007의 시계열로 2008-2010의

시계열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시차 –3부터는 분석에

적용하지 않았다.

시·군·구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표 21>을 보게 되면 [1]은 지방세가

지역내총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2]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이 지방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통

계적인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21>을 통해서 시·군·구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세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는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데, [1]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이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내총생산이 지방세+세외수입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2]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17) 시차를 –2로 두었기 때문에 2005-2008년의 데이터로 2007-2010년의 데이

터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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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채택여부

<가설 1> 지방의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
기각

<가설 2>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자주재원

(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이 증가한다.
채택

<가설 3> 지방의 지출(세출결산)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

생산이 증가한다.
기각

<가설 4>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지출(세출

결산)이 증가한다.
채택

<표 23>은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1]은

세출결산의 증가가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반대로 [2]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세출결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21>, <표 22>의 내용은 <가설 2,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

방의 자주재원이 증가한다.>를 지지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반대로 <가설

1, 지방의 자주재원이 증가할수록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기각하

는 수치를 보였다. <표 23>은 <가설 3, 지방의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역

내총생산이 증가한다.>은 기각하는 수치를 보인 반면에 <가설 4, 지역내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지출이 증가한다.>를 지지하는 수치를 보였

다.

시·군·구의 Granger 인과분석 결과는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의

자주재원의 증가를 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출의 측면에서도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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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방세와 지역내총생산의 Granger 인과분석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지방세(LR)

[1] [2]

GRDP(-1)
-0.572

(0.585)

0.248 

(0.064)

GRDP(-2)
0.065

(0.551)

0.129  

(0.060)

LR(-1)
1.157

(0.521)

-0.048

(0.057)

LR(-2)
-1.318

(0.438)

0.297

(0.048)

관측치 812 812

R-square 0.491 0.849

F-test

P-value
0.644 0.000

주 : ()는 Standard-error값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표 22>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의 Granger 인과분석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지방세+세외수입(LR)

[1] [2]

GRDP(-1)
-0.950

(0.560)

-0.101

(0.094)

GRDP(-2)
-0.335

(0.501)

0.331 

(0.084)

LR(-1)
0.344

(0.254)

0.216

(0.042)

LR(-2)
-0.236

(0.273)

-0.343
 

(0.046)

관측치 812 812

R-square 0.549 0.029

F-test

P-value
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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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세출결산과 지역내총생산의 Granger 인과분석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세출결산(LS)

[1] [2]

GRDP(-1)
-0.249

(0.581)

0.166  

(0.085)

GRDP(-2)
0.188

(0.514)

0.412 

(0.075)

LS(-1)
-0.156

(0.322)

0.310

(0.047)

LS(-2)
-0.716

(0.439)

-0.069

(0.064)

관측치 812 812

R-square 0.147 0.390

F-test

P-value
0.456 0.000

주 : ()는 Standard-error값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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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광역시·도의 세입분권의 측면에서는 재정분

권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세출분권의 측면에서는 쌍방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시·군·구의

경우는 세입·세출분권 측면 모두에서 경제성장이 재정분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분석결과가 다른 이유는 지방세의 구조상 세

목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목

의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 규모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광역시·도가 시·군·구보다는 더 규모가 큰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는 재정분권화의 효과를 보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다른

실증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연구(구정태, 김렬,

조민경, 2008)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효과를 전제로 한 해

석에서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됨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자면 재정분권화의 효과를 광역시·도에

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시·군·구에서는 재정분권

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연구의

상반된 결과의 해석은 2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구의 한계

와 남은 과제를 3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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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실증하고자한 것은 경제성장과 재정분권화의 인

과관계였다. 사용한 분석방법인 Granger 인과의 결과, 광역시·도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의 영향을 미쳤고 시·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본 연구가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하의 논리이다. 광역시·도의 실증분석의 결과, 재정

분권화가 경제성장에 선행하는 변수 혹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

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반대의 결과

가 나온 것은 재정분권화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혹은 여건이 받

쳐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경제성장의 부산물로써 재정분권화가 일어났다는 전제

이다. 광역시·도에서 재정분권화가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경제규모 혹은 예산규모가 커짐으로써 나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것

이다. 그 증거로 세부단위인 시·군·구로 내려갔을 때, 모든 변수에서 경

제성장이 재정분권화를 촉진한다는 수치를 얻은 것이다.

본 연구가 계량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석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광역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가 다른 분

석치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장 3절에서 보여주듯이 세목에 따른

지방세의 구조와 규모가 다르기에 상반된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명확한 기준을 정책집행자나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

해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 재정분권화 지표로 삼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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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자주재원의 증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지역내총생산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자

치구나 시·군의 자주재원이 재정분권화의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

하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분권화

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문병근, 정진현, 2001)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분권화제도가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

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방법론적 한계

와 두 번째 연구의 적용범위와 해석이다. 방법론적 한계부터 설명하자면,

지표가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문병근, 정진현(2001)의 연

구에서 사용된 지표인 자주재원(지방세, 지방세+세외수입)과 지역내총생

산을 각각 재정분권화 변수와 경제성장 변수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하

지만 이 지표들이 명확하게 변수와 연결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 변수들이 확대 해석 될 경우에는 본 연구의 의도와는 다르게 재정

분권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사례에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 간의

인과성을 살펴본 것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분석치가 도출된 것만

가지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실제로 전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혹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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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방세등과 같은 지표들이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

였기 때문에 배재하였음을 명시해둔다. 다음은 Granger 인과분석이 태생

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Granger 인과분석은 시계열 분석을 근간

으로 장기간 데이터의 인과를 도출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때문에 그 결

과물이 데이터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확장시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러한 연유로 Granger 인과분석의 설명력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

도 확실한 인과관계의 도출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Granger and

Newbold, 1974). 게다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정효과모형

(Fixed-Coefficient)은 개별 개체의 지역별 효과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검증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Hurlin and Venet, 2001).

두 번째 한계는 연구의 적용범위와 해석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에 한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과연 선정된 16개 광역

시·도와 203개 시·군·구 지자체들이 대한민국전체를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연구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11월 현재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의

정치적 사정에 의한 데이터 공개 거부로 인해서 서울시 25개구를 제외하

고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더 정교한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 정보를

필요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단위에 따른 연구의 상반된

결과이다. 광역시·도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의 선행되는 변수였으

며, 시·군·구에서 경제성장이 재정분권화의 선행되는 변수였다. 이런 결

과의 도출이 앞 장에서 설명한 법령의 세목의 구조에 따른 예산규모의

차이 때문인지 다른 변수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명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차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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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

재한다. 때문에 연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향후 과제

본 연구의 결과가 앞의 한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충해야할 요소들

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분권화와 경제

성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다. 충분히 두 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연구됨으로써 본 연구가 찾고자했던 문제인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간의 올바른 인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행정·정책

적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패널자료의 확보도 후의 연구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요소이다.

광역시·도의 경우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14개 시계열과 16개의 지역

을 가지고 있고, 시·군·구의 경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6개 시계

열과 203개의 지역을 가지고 있다. 광역시·도의 경우는 새로 추가된 세

종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시계열의 축적이 필요하고, 시·군·구의 경우는

서울시의 25개구의 추가가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시계열의 축적이 필

요하다. 이는 단순히 표본의 개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데

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Granger 인과

분석을 할 때에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차후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광역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에서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법령과 세목에 따른 지방세의 구조

와 규모가 달라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차후 연구에서는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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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조금 더 정교한 모형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

한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검증할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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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ies to find relationship or causalit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ecentralization. Over decade, lots of studies have been

identified positive, negative, or insignificant relation. It seems to have

no clear answer. It is just keep debating.

I constrain specific area, Korea, is to confirm causality of Economic

growth and Decentralization. Also I could find different revenue

system of province level and municipal level; I have no choice but

divide them to analysis. In addition, result of research has been

influenced by analytical method, so I choose econometrics tools like a

Granger causality test. For robustness of test, I tested unit-roo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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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tegration prior to analysis.

As a result of study, I confirm Decentralization Granger-Cause

Economic Growth in province level but Economic Growth

Granger-Cause Decentralization in municipal level. It shows me

province governments have a capacity enough to decentralization but

municipal governments don’t, under assumption that structure of

revenue system make difference.

This study has lots of limitation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However, it suggests decentralization is inevitable factor to long term

of economic growth, als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democracy,

citizen’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ance.

Various scopes and perspectives exist to like an economic growth,

development decentralization and so on. This study is not able to

stand skepticism of conceptualization, result, and interpretation. Also

it means those concepts not easy to perfect definition. This study

only works in frame of certain circumstances and models.

In spite of many obstacles of study, it tries to analysis of causalit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ecentralization using 16 provinces

and 203 counties. Study could have a meaning attempt to analysis in

complicate social phenomenon.

Keywords : Economic Growth, Decentralization, Unit-root,

Co-integration, Granger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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