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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예산계획은 경제적,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2010

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예산집행률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운영이 효율적이고 건전하지 못하며, 의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국민의 불필요한 세수 부담과 기회비용의 포기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

체는 집행되지 못한 예산 중 보조금은 반납하며, 이월금은 다음 회계연

도에 정해진 사용처가 있다. 하지만 반납도 이월도 되지 않은 여분의 재

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다. 지

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연평균 3회에 걸쳐 편성되어 비 계획적이

고 행정 편의적인 사용실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을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이 증가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

석한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출신일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이 증가했다. 또한, 기

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받는 정치적 지지와 예산

집행률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수행을 위해, 의

도적으로 예산을 미집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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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방향은, 그렇지 못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보다, 상급기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정치적 지지를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순세

계잉여금을 확보할 유인이 적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의도적으로 예산을 미집행하고, 미집행된 예산

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경향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상급기관의 영향

이 크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나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본 연

구를 통해 드러난다. 그렇기에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산

집행률의 감소는 예산의 조기 집행이나 예산 평가제와 같은 일시적인 보

완책이 아닌, 지방자치제도를 이루는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보다 근본

적인 지방재정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치적 지지와 예산집행률의 관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

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예산집행률, 세계잉여금, 순

세계잉여금,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학 번 : 2017-2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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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재정과 비교하여 지방재정의 예산집행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

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집행 후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못한 여

분의 재원은 세계잉여금이라 부른다. 세계잉여금 중 국고보조금과 시도

보조금은 국고 및 시도로 반납된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보조금 집행 잔

액을 제외한 여분의 재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어 사용되거나 지자

체의 잉여금으로 남는다. 지자체의 잉여금은 불용액 혹은 순세계잉여금

으로 불린다. 중앙정부의 경우, 비록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만, 용처가 있는 이월금을 제외하면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의 규모는 예

산의 2~5% 내외다(김봉환ㆍ이권희, 2019).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중앙정부보다 많이 발생하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6

년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 예산의 9%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필요한 세수

부담을 의미하며,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비용의 포기를 뜻한다. 또한, 국고와 시도에 반납되는 보조

금이나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되는 이월예산과 달리 반납도 이월도 되지

않은 여분의 재원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예산 규모의 왜

곡을 일으킨다. 이처럼 예산집행률은 지방재정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

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예산집행률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비하면, 예산

집행률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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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예산집행률의 급격한 하락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세계잉여금’과 ‘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보조금 집행 잔

액’,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과 관련된 대부분의 실증 연구가 부진하다. 예산

집행률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과 밀접한 연

관이 있음에도, 예산집행률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순세

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순세계잉여금이 채무상환

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예산집행률이 지방재

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

정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다. 지방자치는 선거로 시작해

서 선거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육동일, 2006). 지방재정 운영이 엄격한 법과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감시하에 이루어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

다. 그중 지방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는 모든 정책수행에 영향을 미

친다(Browne, 1985).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정치환

경의 중요성은 지방재정의 예산집행률 연구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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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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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받는 정치적 지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

치단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광역지

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의 일치 여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

당과 여당과의 일치 여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 기관으로부터

정치적 동맹 관계 하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지표

로 정당 일치 여부를 이용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정치적 동

맹 관계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의 변화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끌어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한다. 연구에

서 사용한 지방재정 데이터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수집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구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재구성한 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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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

무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한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으로 정책을 계획하

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지

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Browne, 1985). 지방자

치단체장은 지역주민과 국민, 지역주민이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리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견제를 받

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

를 가질 수 있으며, 단체장과의 정치적 목표가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

적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기관인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정책수행을 위한 자원을 지원받는 데 유

리하게 작용하여(지병문ㆍ김용철, 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정

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쉬울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이용선, 2008). 정당의 공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우

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이 정부 여당과 일치한다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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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김광주, 1995)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치적 지지는 강화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

과 정부 여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소속 정당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입지는 좁아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관

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의 비대칭성으로

부터 생기는 비용적 이득을 얻을 수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자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을 제공하는 중앙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김광

주, 1995; 임승빈ㆍ이재성, 2005),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실

정에 맞게 도입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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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과 세계잉여금

예산편성단계에서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균형예산 편성은 중요한

예산원칙이지만, 결산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하연섭, 2010; 원구환, 2012). 단일 회계연도의 결산 시점

에서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 정도를 수입대비 지출로 표현한 지표가 예산

집행률이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재정집행 후 남은 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혹은 세계잉여금이라 부른다. 즉, 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에

서 생긴 잉여금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

다. 세계잉여금은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월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국고 및 시도비에 반납하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이월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

속비이월금으로 이루어져 있다(이현우ㆍ송상훈ㆍ이미애, 2012). 세계잉여

금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월금을 제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세입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세계

잉여금)

-

이월금 등

=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표 1> 예산집행률과 잉여금(개념)

(출처: 이현우ㆍ송상훈ㆍ이미애, 2012)

보조금 집행 잔액이 국고와 시도로 반납되고, 이월금이 다음 회계연도

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

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이다. 순세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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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은 그 특성상, 결산이 완료된 시점에 정확한 규모가 파악된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제도1)’에 따라 순세

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추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하여 사용하고 있다(이현우ㆍ송상훈ㆍ이미애, 2012). 경상남도 시군을 대

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일시에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지 않고 3회에 걸쳐 편성하고, 의도적으로

세입 추계를 늦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는 등의

비 계획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순세계잉여금 사용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시원ㆍ김주찬ㆍ박태갑, 2005).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인 1981년부터 1992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는 연평균 3회로, 추가

경정예산을 여러 번에 걸쳐 편성하는 관행은 과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관행이다(이영조, 1994). 또한, 상대적으로 본예산보다 관심이 적은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의 특성상 비효율적인 사업에 활용되

는 경향이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전체 예산의 10% 내외로, 순세계잉여금

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해치

고 있다(임성일ㆍ이효, 2014; 이미애ㆍ이현우ㆍ홍윤미, 2015).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세입의 약 13%

와 5%를 차지하고 있다(이미애ㆍ이현우ㆍ홍윤미, 2015). 세계잉여금과

1)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

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

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

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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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 2016년도에

는 세계잉여금은 17.5%, 순세계잉여금은 9.1%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순

세계잉여금이라 볼 수 있는 일반예산 불용액은 2007년을 제외하고 2~3%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이현우ㆍ송상훈ㆍ이미애, 2012), 특별예산과

기금을 포함하더라도 2~5%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김봉환, 이권희,

2019).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은 중앙정부의 불용액이 2~5% 내외

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여 작게는 2배, 크게는 5배 많이 발생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해 여분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수월하지만,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법2)

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낮은 예산집행률과 높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지

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예산 추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뜻하

며,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다(이시원ㆍ김주

찬ㆍ박태갑, 2005; 이현우ㆍ송상훈ㆍ이미애, 2012). 또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지방재정 운

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임성일ㆍ이효,

2014; 이미애ㆍ이현우ㆍ홍윤미, 2015). 무엇보다 순세계잉여금의 추가경

2)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2. 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

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

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

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

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

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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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산을 통한 반복적인 사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단일예산주의

원칙을 저해하며, 편성 시기 지연과 비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다(이시원ㆍ김주찬ㆍ박태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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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1. 세계잉여금의 영향요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과 지출되지 못한 세출예산의 차이 때문이다. 예산과정에서 징수예

산액과 세입예산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입 관리상의 여유를 위해 예상되는 징수액보다 세입예산을 낮추는 경

향이 있다(강태구, 2004; 이시원ㆍ김주찬ㆍ박태갑, 2005; 장덕희ㆍ김태일,

2007). 예상징수액과 세입예산의 차액은 초과징수분으로 나타나며, 이러

한 관행은 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세계잉여금의 영향요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

로 나눈다면, 내부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프로세스, 자의적ㆍ정

책적 예산기법의 활용과 남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적 요인은 경기

및 경제변동, 부정확한 세수 추계, 과다지출 등을 들 수 있다(임성일ㆍ이

효, 2014).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

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과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업무 프로세

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반길 일이나, 세계잉여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행

적이고 의도적인 예산과정 행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적인 소극적 세수

추계, 과다한 비용 산정을 통한 지출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면,

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지양되어야 한다(임성일ㆍ이효, 2014; 이미애ㆍ이현

우ㆍ홍윤미, 2015). 적절한 수준의 세계잉여금 발생은 정적인 예산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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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제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증가시키지만, 과다

할 경우 세계잉여금의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질 수 있다.

장덕희ㆍ김태일(2007)은 실험ㆍ통제집단의 사전ㆍ사후 비교방법인 이

중차분법(DID)을 통해 정부지원금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월금 규모

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1999년과 2001년 사이의 지방교부세가 2

배 이상 증액된 20개의 시에서,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은 지역보다, 1인당

35,000원 더 많은 이월금이 발생하였다. 또한, 2001년과 2002년, 2001년과

2003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보조금의 증액이, 지방교부세의 증액

처럼, 1인당 이월금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일ㆍ이효(2014)는 세계잉여금을 이루는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임성

일ㆍ이효(2014)는 순세계잉여금의 영향요인 중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

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

에서 분석했다. 연구를 통해 세외수입이 세입분야에서 예결산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결산 분야에서는 자본지출 항목과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서

예결산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8.3%를 차지하

는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 대비 65.4%, 보조금 집행 잔액 대비 1,25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일ㆍ이효(2014)의 연구는 2012년도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자료를 기반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세

계잉여금의 행태를 밝히고 있으나, 단연도 자료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현상 파악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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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임성일ㆍ이효, 2014). 만약 예산과정에 단연도 예산원칙의

예외사항인 이월금의 운용이 없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높아

지고 예산의 비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장덕희, 2009). 이 관점에서 세

계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결산까지 이르는 예산과정에서 예

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이미애ㆍ이현우ㆍ홍윤미, 2015).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

율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임성일ㆍ이효, 2014).

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미애ㆍ이현우ㆍ홍윤미, 2015),

세계잉여금이 증가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와 계

획성 및 예측성의 저하가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비롯하여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계잉

여금이 부채를 감소시키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비록 순세계잉

여금이 대부분 차기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지만, 채무상환에 우선하여

사용함이 원칙이며, ‘지방재정법3)’에 의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먼저

3)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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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이현우ㆍ송상훈ㆍ이미애, 2012).

대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

어 이용되고, 일부만이 원칙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감소에 사용된다.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부채탕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 부채탕감 수준은 매년

0.1~0.2%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시원ㆍ김주찬ㆍ박태갑, 2005). 유갑열ㆍ이

장희(2018)는 2008년부터 2016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순세계잉여금이 부채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부채 유형에 따라 분석하

였다. 연구에 따르면, 전년도에 증가한 1%의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부채의 0.045%를 감소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차입부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1% 증가할 때 0.166%가 감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

적이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이미애ㆍ이현우ㆍ홍윤미(2015)는 자료 포락 분석을 통해 측정한 재

정 운용의 효율성 지표를 종속변수로 두어 순세계잉여금이 재정 운용 효

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는 전체 수입, 자체수입, 세외수

입 각각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비중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

50조에 따른 이월금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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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지역의 경제 규모를 대변하는 자료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반영

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재정자립

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을 통제할 수 있는 인구밀도와 예산 극대

화 및 효율성에 관여하는 공무원 수를 이용하였다. 패널교정표준오차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을 이용한 결합 시계열 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유의미한 정도에 차

이는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시군구 모두에서 재정 운용 효율성

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행연구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재정집행의

잉여금인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행태와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었

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미애

ㆍ이현우ㆍ홍윤미(2015)의 연구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부채탕감

효과를 분석한 유갑열ㆍ이장희(2018)의 연구를 제외하면 재정집행률을

비롯해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영향요인과 세계잉여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대부분 세계잉여

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과 세계잉여금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 따라

오래전부터 연구가 조금씩 수행되었지만, 본격적인 실증연구 단계에는

아직 돌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정보가 열린재정과 지방재정365 등의 정보공개시

스템을 통해 공개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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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적 상황이 예산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여

당과 맺고 있는 정치적 동맹 관계가 예산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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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설정 및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의 설정

구조상의 이유로 예산집행률은 100%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은 그 규모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인식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

만하게 쓰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신속 집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매년

낮아지는 예산집행률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특히,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과

예산집행률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집행

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지방자치가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

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상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러

특성과 상황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맺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 정부 여당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일치 여부, 광역지방

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일치 여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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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변수로 이용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정치적 목표가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상황에 있을 때,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

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기관

인 정부 여당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적 동

맹 관계에 놓여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위기관으로부터 물질적, 비물질

적 자원을 지원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며, 상위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

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도한 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

보다 정당의 공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

계와 대립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상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

맹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수평적 평등 관계에 있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

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의 정당 일치 여부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정책수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예산집행률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

전성 및 신뢰도를 해하는 상황에서,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

적 동맹 관계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받

기 더욱 수월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은 낮은 예산집행률이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에도, 예산집행률

을 낮춤으로써 증가시킨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정책

집행을 할 유인이,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보

다 적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정



- 19 -

당이 같을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방향이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정도가, 정당이 다른 경우보다 더 높을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정책 방향이 상위기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일치할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

은 탄력을 받고 예산집행률은 높아질 것이다. 만약,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이 정부 여당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동맹 관계이지만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다

른 정당에 속하여 외부의 감시와 제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기초지방자

치단체장보다, 자신의 정책수행 의지를 관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여

예산집행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이 정부 여당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를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방향은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정책 방향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치적 협력을 받지 못할

뿐더러, 정책 방향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은 끊임없는 감시

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과 제재가 적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집행을

할 유인이 높아진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

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순세계잉여금을 증가

시키기 위해 예산집행률을 의도적으로 낮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 여당과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다

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늘어날 것이다.

가설 1-2: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동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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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늘어날 것이다.

지방재정의 운용은 엄격한 법과 감시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약할 수 있다. 만약, 기초지방자

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여 예산집행률

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설 1-1과 가설 1-2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동맹 관계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예산집

행률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변화가 가설과 다른 원인에 의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설 1-1과 가설 1-2를 보

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

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하고자 한

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

인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총계예산 규모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그리고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한다. 재

정자주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비롯한 외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예산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와 평가에 따른 성과보

수 및 페널티에 영향을 덜 받는다.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른

정당에 속해서 더 엄격한 외부의 감시와 제재를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은 상대적으로 감시와 제재가 적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책추진을

할 유인이 있다. 이때, 재정자주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낮은 예산집행률로 인해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페널

티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순세계잉여금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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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예산집행률을 의도적으로 낮출 유인이 증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1: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여당의 정치적 동맹 관계와 예산집행률

의 양의 상관관계는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더 강화된다.

가설 2-2: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맹 관

계와 예산집행률의 양의 상관관계는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더 강화된

다.

가설 1-1과 가설 1-2에서 주장하는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의

정치적 동맹 여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의 관계가 기초지방자

치단체에서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을수록 강화된다면, 기

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가설 1-1과 가설 1-2의 관계가 강화된

다면, 이 결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변화가 기초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적 동맹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보완하는 근거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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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표본 선정과 자료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의 재정데이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통계시스템의 역

대선거 당선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도부터 2017년도의 회계별/단체별/구조별/기능별 세출 결산과 재

원별/회계별 세입 결산을 Open API를 통해 SAS로 불러와 이용했다. 추

가로 필요한 세입목별 세입 결산자료는 Open API로 제공하지 않아, 지

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알기쉬운 지방재정’의 ‘맞춤형 조건검색’을 통해

연도별로 내려받아 이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대 당선인 자료는 회

차별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제공되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내

려받아 이용하였다. 직접 내려받아 사용한 세입목별 세입 결산자료와 역

대 당선인 자료는 엑셀을 이용하여 통합한 뒤, SAS로 불러들여 전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Open API로 불러온 자료 역시 SAS를 이용하여 전처

리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7년도 데이터지

만,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16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분석에 필

수적인 예산집행률과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이루는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의 N년도 자료가 N+1년도 세입 결산자료에

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에 2018년도 세입 결산자료

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2017년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분석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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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의 다양한 기술 통계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지방재정의 행태에 대해서 논의한 후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변화에 대해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한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모형 1-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정부 여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

×(재정자주도)×(예산대비 실제 세입)×(예비비확보율)

×(지방채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고령 인구비율)

×(광역 더미)×(정당 더미)×(연도 더미)

<다중회귀모형 1-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일치 여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

×(재정자주도)×(예산대비 실제 세입)×(예비비확보율)

×(지방채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고령 인구비율)

×(광역 더미)×(정당 더미)×(연도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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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모형 1-1>은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기초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맹 관계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종속

변수로, 정부 여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중

회귀모형 1-2>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다중회귀모형

1-1>에서 독립변수만 정부 여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에서 광역지방자치

단체장과 정당 일치 여부로 변경하였다.

가설 1-1과 가설 1-2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 가설 2-1과 가

설 2-2를 설정하였다. 가설 2-1과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 회귀

분석은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모형 1-1>과 <다중회귀모형 1-2>를 바

탕으로 정당 일치 여부와 재정자주도의 교차 항을 추가했다.

<다중회귀모형 2-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정부 여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

×(재정자주도)

×(정부 여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재정자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예산대비 실제 세입)

×(예비비확보율)×(지방채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

×(고령 인구비율)×(광역 더미)×(정당 더미)

×(연도 더미)



- 25 -

<다중회귀모형 2-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일치 여부)

×(재정자주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일치 여부)×(재정자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예산대비 실제 세입)

×(예비비확보율)×(지방채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

×(고령 인구비율)×(광역 더미)×(정당 더미)

×(연도 더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납액인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과 세입 결

산액의 차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세출 결산액세입 결산액)(세입

결산액)이다. 독립변수인 정부 여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는 정부 여당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이 일치할 경우 1, 불일치할 경우 0인 더미

변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일치 여부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과 정당이 일치할 경우 1, 불일치할 경우 0인 더미 변수다.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면서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통제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은 지방선거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득표한 비율을 의미하며, 무투표 당선인의 지역은 연

구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은 선거가 이루어지

는 연도에만 단편적으로 보이는 지표임에도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협력만큼이나 지역주민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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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주민의 지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방선거 득표율이 기초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책수행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높은

지지를 받거나 받는다고 생각하는 단체장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강성철ㆍ김도엽, 2007).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여 추진

하는 정책 기조에 흔들림이 없고 정책에 짜임이 있으며 지역주민을 비롯

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집행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제한다(Steiner, 1965; Friend & Jessop, 2013).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 또한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일 경우 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정책 과정에 익숙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초

선인 단체장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강윤호, 2000). 또한, 재선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서로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초선 단체장보다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도입할 확

률이 높다. 한편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존 재임 기간에 단체장의 정

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인사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조직을 변화시

켜 조직장악력을 높여놓았을 수 있다(Schneider & Teske, 1992). 또한,

재선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과 조직 내부의 이해관

계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얽힌 주변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재선 단체장은 재임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정책조정과 갈등조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Feiock & Stream,

1998; 김형빈ㆍ강서권, 2007), 조직 내 공식 네트워크와 비공식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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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ratchett, 1999). 그러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를 통제하

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기간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예산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여야 한다. 단체장의 재선 여부는 지방선거 시행

직전에 같은 지역에서 단체장을 수행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 변수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

입,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정자

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

원의 비율로,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재정 운용에 탄력성을 가져오기 때문

에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한다(Jones et al., 2000;

Brender, 2003).

예산은 사전에 계획되어 1년 동안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 세입과 예산

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세입은 계획된 세입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예산대비 실제 세입이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 지출에 변동이 생

긴다. 또한, 계획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취약하거나, 세수 추계 능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떨

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적 요인에 취약하거나 세수 추계가

부정확할 경우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대비 실제

세입을 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자금이다. 예비비는 지출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에 따라 예비비의

집행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예비비확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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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중 회귀분석에서 통제하여, 예비비가 예산집행

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지방채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지방채 규모로, 지방채가

이자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으

므로 통제한다(Von Hagen, 1991; Dafflon, 2002).

통합재정수지는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로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자 혹은 흑자 규모를 의미한다. 예

산의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통합재정수지는 재정 적자의 보전과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가 제외

되어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4) 이에 통합재정수지비

율을 통제하여 재정 건전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한다.

고령 인구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세입이 비탄력적이며, 지출이 경직되

어있을 가능성이 크다(Lee & Edwards, 2002; Hagen & Vabo, 2005). 세

입의 비탄력성과 지출의 경직성은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고령 인구비율을 통제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더미)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해있는 광역지방자치

단체로, 속해있는 지역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관행, 지역주민의 특성이

4)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 2019.05.28.,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

ListPage.do?bbsCd=FSL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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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으며,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

책수행에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예산집행률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차이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제

한다.

정당(더미)은 정당이 정치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이며, 단체장이

속한 정당에 따라 정책 기조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특성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고, 이는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한다

(Campbell, 1979; 임헌만, 1999).

연도(더미)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연구

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외부 환경이 달라

질 수 있어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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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예산집행률 현황

(단위: 십억)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입(결산, 총계) 214.36 222.97 240.25 255.98 267.26 297.30 325.06

세계

잉여금

보조금 잔액 0.73 0.77 0.84 1.13 1.18 1.34 1.40

이월금 15.24 16.15 18.54 18.93 19.93 25.04 25.89

순세계잉여금 11.76 14.11 14.13 15.84 20.61 26.59 29.61

계 27.73 31.02 33.52 35.90 41.72 52.97 56.90

예산집행률 87.06% 86.09% 86.05% 85.98% 84.39% 82.18% 82.50%

<표 2> 연도별 예산집행률

<표 2>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연감에서

가져온 결산, 총계기준 세입과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하위 항목, 그리

고 세입에서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비율인 예산집행률을 보여준다. 세입

은 2010년 214.36(십억)원에서 2016년 325.06(십억)원으로 110.07(십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잉여금은 27.73(십억)원에서 56.90(십억)원으로

29.17(십억)원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보조금 잔액, 이월금, 순

세계잉여금을 보면 보조금 잔액은 0.73(십억)원에서 1.40(십억)원으로, 이

월금은 15.24(십억)원에서 25.89(십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76(십억)

원에서 29.61(십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입이 7년간 51.64% 증가하는 동안

세계잉여금은 105.19% 증가하여, 예산집행률은 2010년 87.06%에서

82.50%로 4.56%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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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보조금 잔액,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증가 금액이

17.85(십억)원으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151.79%로 가장 높다.

반면 보조금 잔액은 0.73(십억)원에서 1.40(십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하였지만, 그 규모가 작아서 세계잉여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월금이

나 순세계잉여금에 비하면 미비하다.

(단위: 십억)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입(결산, 총계) 214.36 222.97 240.25 255.98 267.26 297.30 325.06

보조금 61.76 63.49 69.65 73.62 78.79 88.24 92.15

보조금/세입 28.81% 28.48% 28.99% 28.76% 29.48% 29.68% 28.35%

보조금 잔액/보조금 1.18% 1.20% 1.21% 1.54% 1.50% 1.52% 1.52%

순수 세입/세입 71.19% 71.52% 71.01% 71.24% 70.52% 70.32% 71.65%

이월금/순수 세입 9.99% 10.13% 10.87% 10.38% 10.57% 11.98% 11.12%

순세계잉여금/순수 세입 7.70% 8.85% 8.28% 8.68% 10.94% 12.72% 12.71%

<표 3> 연도별 보조금 및 세계잉여금 비중

<표 3>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입과

보조금의 잔액을 나타내고 있다. 세입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도 증가하

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9%

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 대비 보조금 잔액 비율이 1.18%에

서 1.52%로 증가하였지만 1%대를 유지하여 국고 및 시도보조금 집행률

은 98% 가까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세입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세

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70~71%로 큰 변동이 없지만, 순수 세입 대비 이

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9.99~11.98%, 7.70~12.72%로, 1%대에서 발

생하는 보조금 잔액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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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세입 대비 이월금이 2010년 9.99%에서 2016년 11.12%로 1.13%

증가한 것과 달리, 순세계잉여금은 7.77%에서 12.71%로 5.01% 증가하였

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을 넘어섰다. 이러한 결

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예산집행률의 주원인

이 순세계잉여금에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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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 회귀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표 4>는 다중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이다. 2010

년부터 2016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데이터 취합 과정에서 지방선거 득표율이 없는 경우를 비롯하

여 결측치가 있는 일부 데이터를 제외했다. 각각의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중 회귀분

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1,529개다.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예산집행률 1,529 0.7962 0.0638 0.5116 0.9631

정당 일치(여당) 1,529 0.4153 0.4929 0.0000 1.0000

정당 일치(광역) 1,529 0.5363 0.4988 0.0000 1.0000

지방선거 득표율 1,529 0.5188 0.0979 0.2473 0.8336

재선 여부 1,529 0.4166 0.4932 0.0000 1.0000

재정자주도 1,529 0.6178 0.1037 0.3200 0.9105

예산대비 실제 세입 1,529 1.3267 0.1324 0.8578 2.5222

예비비확보율 1,529 0.0170 0.0113 0.0030 0.1600

지방채비율 1,529 0.0445 0.0556 0.0000 0.4324

통합재정수지비율 1,529 -0.0815 0.0487 -0.3449 0.0406

고령 인구비율 1,529 0.1712 0.0772 0.0525 0.3749

<표 4> 기술 통계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79.62%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이 87.06%에서

82.50%인 것과 비교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이 광역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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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집행률의 최솟값은 51.16%, 최댓

값은 96.31%로 최솟값과 최댓값이 40% 이상 차이를 보여, 기초지방자치

단체 간 예산집행률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독립변수인 여당과 정당 일치 여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일치

여부는 각각 41.53%, 53.63%를 보인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일치

도가 50%를 넘기는 것은 지역 간 지지 정당이 극명하게 갈리는 우리나

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인 지방선거 득표율은 51.88%이며, 최솟값은 24.73%, 최댓값

은 83.36%로 지역 간 차이가 크다.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41.66%

가 재선이며, <표 5> 상관분석을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

와 지방선거 득표율의 상관계수는 0.2694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기

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61.78%, 예산대

비 실제 세입은 132.67%, 예비비확보율은 1.7%, 지방채비율은 4.45%, 통

합재정수지비율은 –8.15%이며, 고령 인구비율은 17.12%다. 특히 예비비

확보율과 지방채비율은 평균과 최댓값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다른

변수들도 평균과 최댓값, 최솟값과의 차이가 크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나타나는 재정 상태의 차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간 불균형

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5>의 상관분석을 보면,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다중 회귀분석의

종속변수인 예산집행률이 독립변수인 정당 일치(여당)와 지방채비율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예산집

행률과 여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는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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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른 독립변수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일치 여부도 상관계수 0.1069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기초지

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 및 재선 여부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단체장의 정치적 지지가 예산집행률을 높인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예산집행률은 재정자주도, 예산대비 실제 세입, 예비비확보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높은 재정자주도는 국고와 시도로부터 낮은 보

조금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보조금의 집행률이

순수 세입의 집행률보다 큰 차이로 높으므로, 재정자주도가 높아 보조금

이 적을수록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산대비 실제 세입의

경우, <표 4>와 같이 예산대비 실제 세입이 32.67% 더 많이 이루어지

며, 초과 세수는 잉여금이 되어 예산집행률을 낮추기 때문에 상관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예비비는 선사용 후 다음연도 의회에 사

후승인을 받는 자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편

성된 자금이다. 예비비확보율과 예산집행률 간 나타나는 음의 상관관계

는 특수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의 필요 규모 예측에 실패하고 있으

며,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예산집행률은 지방채비

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다. 지방자

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예

산집행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건전한 통합재정수지를 보이는 지

방자치단체일수록 예산집행률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산집행률

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고령 인구비율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출이 경직되고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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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예산집행률

2. 정당 일치(여당)
0.0237 

0.3539 

3. 정당 일치(광역)
0.1069 0.2061 

<.0001 <.0001

4. 지방선거 득표율
0.0514 0.1583 0.2256 

0.0447 <.0001 <.0001

5. 재선 여부
0.0479 0.1008 0.1314 0.2694 

0.0612 <.0001 <.0001 <.0001

6. 재정자주도
-0.4695 -0.0309 -0.3440 -0.1973 -0.1330 

<.0001 0.2279 <.0001 <.0001 <.0001

7. 예산대비 실제 세입
-0.5859 -0.0011 0.0234 -0.0438 0.0182 0.1724 

<.0001 0.9652 0.3616 0.0871 0.4768 <.0001

8. 예비비확보율
-0.2866 -0.0418 -0.1249 -0.0989 -0.0595 0.2894 0.1250 

<.0001 0.1020 <.0001 0.0001 0.0200 <.0001 <.0001

9. 지방채비율
0.0402 -0.0012 -0.1314 -0.1349 0.0138 0.2073 -0.0711 -0.0320 

0.1164 0.9622 <.0001 <.0001 0.5905 <.0001 0.0054 0.2112 

10. 통합재정수지비율
0.4961 0.0963 0.1911 0.0705 0.0931 -0.4147 -0.1615 -0.2385 0.1475 

<.0001 0.0002 <.0001 0.0058 0.0003 <.0001 <.0001 <.0001 <.0001

11. 고령 인구비율
-0.3322 -0.0203 0.0642 0.0640 -0.0020 0.0897 0.3206 0.1042 -0.1417 0.1518 

<.0001 0.4275 0.0120 0.0123 0.9370 0.0004 <.0001 <.0001 <.0001 <.0001
※ 상관계수(Pr > |t|)

<표 5>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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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회귀분석 결과

<표 6>은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일치 여부에 따른 예산집행률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여당이 일치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79.74%, 정당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산집행률은 79.53%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

이를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정당이 일치하는 집단

과 일치하지 않는 집단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80.23%, 78.90%로 나타났

으며, T-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검정 결과에 따

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으로 거리가 가까워

서 생기는 동질성과 구조적 유사성에 의해 중앙정부보다 광역지방자치단

체와 더 큰 정치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 일치(여당) 정당 일치(광역)

정당 일치 정당 불일치 정당 일치 정당 불일치

예산집행률 0.7974 0.7953 0.8023 0.7890

차이 분석
정당 일치(여당) - 정당 불일치(여당) 0.0021(0.5075)

정당 일치(광역) - 정당 불일치(광역) 0.0133(<.0001)

()은 p-value

<표 6> 정당 일치 여부에 따른 예산집행률

앞에서 살펴본 정당 일치 여부에 따른 예산집행률을 더욱 엄밀하게 분

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표 7>은 본 연구의 가설 1-1

과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 1-1>과 <다중회귀모형

1-2>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초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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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여당의 정당 일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의 관계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

체장의 정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일치 여부에 따른 예산집행률

종속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Parameter 모델 1 모델 2

정당 일치(여당)
.0127***

(3.3400)
　

정당 일치(광역) 　
.0047*

(1.8400)

지방선거 득표율
.0117

(1.0400)

.0115

(1.0200)

재선 여부
.0009

(.4400)

.0010

(.4600)

재정자주도
-.1162***

(-6.4700)

-.1147***

(-6.3800)

예산대비 실제 세입
-.1652***

(-18.6900)

-.1664***

(-18.7900)

예비비확보율
-.3235***

(-3.4700)

-.3191***

(-3.4300)

지방채비율
.0181

(.7700)

.0196

(.8400)

통합재정수지비율
.5063***

(20.6500)

.5006***

(20.2600)

고령 인구비율
-.1211***

(-6.1500)

-.1236***

(-6.2700)

광역 통제

정당 통제

연도 통제

상수
1.1807***

(69.8000)

1.1827***

(69.8300)

Observations 1,529 1,529

Adj R-sq 0.6797 0.6802

*p<0.1, **p<0.05, ***p<0.01, 표준화 계수(표준오차)

<표 7> 다중 회귀분석 결과(가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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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도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가설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여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일치

여부 둘 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과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여

당과 정당 일치 여부에 따른 예산집행률의 평균 차이가 크지 않고, T-

검정 결과에서도 정당 일치(여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실제로는 정당 일치 여부에 따라 예산집행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당 일치(여당)의 회귀계수가

0.0127로 오히려 정당 일치(광역)의 회귀계수보다 높으며, 통계적 유의성

도 더 강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생기는 동질성에 의해

서 중앙정부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더 큰 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T-검정 결과를 번복한다. 구조적 동질성과 인접성을 보이

지만 법적으로 수평적 평등 관계에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수직적

관계에 놓여있는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표 7>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과 재선 여부는 상관분석 결과와 다르게 예산집행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재정자주도, 예산대비 실제 세입,

예비비확보율은 상관분석과 일관되게 다중 회귀분석에서도 예산집행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고령 인구비율

도 예산집행률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부호도 상관분석 결과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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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과 가설 1-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

체장과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확보의 어

려움이 적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

종속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Parameter 모델 1 모델 2 모델 3

정당 일치(여당)
.0121***

(3.1400)

.0127***

(3.3400)

-.0188

(-1.2200)

재정자주도 　
-.1162***

(-6.4700)

-.1423***

(-6.5200)

정당 일치(여당)*재정자주도 　 　
.0498**

(2.1100)

지방선거 득표율
.0188*

(1.6500)

.0117

(1.0400)

.0109

(.9700)

재선 여부
.0015

(.6900)

.0009

(.4400)

.0008

(.3800)

예산대비 실제 세입
-.1695***

(-18.9600)

-.1652***

(-18.6900)

-.1656***

(-18.7500)

예비비확보율
-.4637***

(-5.0500)

-.3235***

(-3.4700)

-.3161***

(-3.4000)

지방채비율
.0304

(1.2900)

.0181

(.7700)

.0146

(.6300)

통합재정수지비율
.5652***

(24.4900)

.5063***

(20.6500)

.5007***

(20.3200)

고령 인구비율
-.1056***

(-5.3300)

-.1211***

(-6.1500)

-.1228***

(-6.2400)

광역 통제

정당 통제

연도 통제

상수
1.1131***

(82.5900)

1.1807***

(69.8000)

1.1973***

(64.2000)

Observations 1,529 1,529 1,529

Adj R-sq 0.6709 0.6797 0.6804

*p<0.1, **p<0.05, ***p<0.01, 표준화 계수(표준오차)

<표 8> 다중 회귀분석 결과(가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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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정책 방향과 일치도가 높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이 늘

어날 것이라는 예상의 결과를 <표 7>의 다중 회귀분석에서 보여주고 있

다. <표 7>의 결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도적인 예산집행률 조절

종속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Parameter 모델 1 모델 2 모델 3

정당 일치(광역)
.0054**

(2.1000)

.0047*

(1.8400)

-.0214

(-1.4400)

재정자주도 　
-.1147***

(-6.3800)

-.1405***

(-6.0900)

정당 일치(광역)*재정자주도 　 　
.0412*

(1.7800)

지방선거 득표율
.0185

(1.6300)

.0115

(1.0200)

.0128

(1.1400)

재선 여부
.0015

(.7000)

.0010

(.4600)

.0008

(.3800)

예산대비 실제 세입
-.1708***

(-19.0900)

-.1664***

(-18.7900)

-.1669***

(-18.8500)

예비비확보율
-.4566***

(-4.9800)

-.3191***

(-3.4300)

-.3149***

(-3.3800)

지방채비율
.0320

(1.3600)

.0196

(.8400)

.0192

(.8200)

통합재정수지비율
.5577***

(23.9100)

.5006***

(20.2600)

.4960***

(19.9900)

고령 인구비율
-.1087***

(-5.4800)

-.1236***

(-6.2700)

-.1258***

(-6.3700)

광역 통제

정당 통제

연도 통제

상수
1.1164***

(82.3600)

1.1827***

(69.8300)

1.1989***

(62.3900)

Observations 1,529 1,529 1,529

Adj R-sq 0.6717 0.6802 0.6807

*p<0.1, **p<0.05, ***p<0.01, 표준화 계수(표준오차)

<표 9> 다중 회귀분석 결과(가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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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결과라는 가설 1-1과 가설 1-2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가설

2-1과 가설 2-2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인 <표 8>과 <표 9>를 보면,

정당 일치 여부와 재정자주도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표 8>의 모델 2는 정당 일치(여당)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 회

귀분석 모형으로 <표 7>의 모델 1과 같다. <표 8>의 모델 1은 상호작

용 항으로 사용되는 주요 변수인 재정자주도를 모델 2에서 제외한 다중

회귀분석 모형이다. 모델 1과 모델 2 모두 정당 일치(여당) 여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일치(여당) 여부와 재정자주도를 곱한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모델 3에서 상호작용 항의 상관계수는 0.0498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9>의 다중 회귀분석도 <표 8>과 마찬가지로 <표 7>의

모델 2에서 상호작용 항으로 사용되는 주요 변수인 재정자주도를 제외한

모델 1과 정당 일치(광역) 여부와 재정자주도를 곱한 상호작용 항을 추

가한 모델 3을 이용한 다중 회귀분석이다. 그 결과 <표 8>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재정자주도를 제외한 <표 9>의 모델 1에서 정당 일치(광역)

여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

키고 있었다.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표 9>의 모델 3도 <표 8>과 같이

정당 일치(광역) 여부와 재정자주도의 상호작용 항의 상관계수는 0.0412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8>과 <표 9>를 통해 가설 2-1과 가설 2-2를 검증하였다. 그 결

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맹 관계가 예산집행률에 미치는 영향

이 재정자주도가 높아질수록 강화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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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한다는 결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의도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조

절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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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

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재정운영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

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지를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예산이 얼마나 계획대

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산계획은 경제적, 정치적 우선순위

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의도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음

을 의미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포함된 예산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계

획대로 집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집행되지 못한 예산의

기회비용과 계획된 정책목표 달성 실패라는 결과를 고려하면, 가능한 한

도 내에서 최대한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또한

예산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집행률에 따른 평가와 성과보

수 및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이

어가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매해 감소 추세에 있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달라서 예산집행률을 직접 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특별한 증가나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는 중

앙정부의 예산집행률과 달리 최근 수년간 매년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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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률은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

려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이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과 같은 정당 출신으로 정치적 동

맹 관계를 맺어, 여당과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치적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이 증가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했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과 같은 정당 출신인 경우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출신일 때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

산집행률이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정

치적 동맹 관계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지 않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적으며, 평가에 부정적일

수 있는 예산 미집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적은 추가경정예산에 편

성하여 사용할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할 유인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성을 설명하는 대표 변수인 정당은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이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같다면, 기

초지방자치단체와 여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은 많은 부분

일치할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을 제공하는 중앙정부 및 광

역지방자치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립하는 정책을 본예산을 통해 강력하게 추

진하기는 어렵다. 이에, 여당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출신 정당이 다

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정당 출신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소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 예산집행률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낮은 예산집행률은 순세계잉

여금을 증가시키며, 이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보다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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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감시가 적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

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에 이용될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의도적으로 예산집행률을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맹 관계와 예산집행률이 보인 양의 상관관계가 강화됐다. 이

결과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과 달리

회계연도가 끝나도 반납할 필요가 없는 재원이 많을수록,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지 않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률 차이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낮은 예산집행률로 인한 중앙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페널티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정

치적 협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집

행률을 낮춰 다음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순세계잉여금을 확보

할 유인이 강해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수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미집

행하고, 미집행된 예산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의도한 정책에 편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방자치의 예산과정에서 상

급기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 같은 상급기

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본 연

구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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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예산집행률의 감소가 예산의 조기 집행이나 예산 평가제와 같은 일

시적인 보완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더 근본적인 프로세스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 내부 재정 운용 과정의 개선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정 운용 과정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지방자

치단체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과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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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구 기간이 2010

년부터 2016년으로 최근 몇 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간에 걸친 보편적 특성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부족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자료의 보완을 통해 연구 기간을 확장하

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자체 재원을 통한 사업과 보조금을 통한 사

업으로 분류하는 등 세분화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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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budget execution rate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d when the heads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received political support from the ruling

party and the head of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from 2010

to 2016, the budget execution rate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d if the heads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are from the

same political parties as the ruling party and the head of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higher the fiscal

independence, the stronger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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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udget execution rate.

In doing so,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ds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tend to intentionally delay the budget in order to

implement policie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s. The policy

direction of the heads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who receive

politic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r 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s, is in line with the policy direction of higher

institutions, rather than those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that

do not. In addition, because the heads of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receiving political support are relatively less burdensome

to secure budget, there is less incentive to secure net budget surplus

for use in supplementary budgets.

keywords :local governments, heads of local governments,

budget execution rate, budget surplus, net budget surplus, fiscal

soundness, fisc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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