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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지방정부가 개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여 지방정부 간 정책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

여준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 지방정부 간 정책의 다양성과 이질성

보다는 유사성과 동질성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이 지방정부 간 유사한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영향요인을 외부적 요인

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상위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받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인지, 고유한 속

성을 의미하는 내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인지 밝히

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2015년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확산

되고 있는 ‘청년기본조례’이며,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의 공간

적 범위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정책확산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사건

사분석(EHA)을 활용하였으며, Kaplan-Meier 분석과 Cox 비례위험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적 요인 중 청년기

본조례의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광역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다.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은 유의미하지 않

은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부적 요인 중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로는 인구, 지자체장의 정치이념, 청년인구

의 비중이 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인구의 비중, 즉 청년기본조

례와 관련한 정책대상집단의 비중이 클수록 조례제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책대상집단의 비중이 작을수록 조례제

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 단점정부 여부, 청년인구

의 순이동률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

부적 요인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큰 반면, 기초지자체들 간에 광역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선 전국적 범위에

서의 상호 영향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부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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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정책채택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여건 중 인구와 지

자체장의 정치이념이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례제정의 역량 측면에서, 재정적 여건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인구로 표현되는 지자체의 규모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청년기본조례 제정

에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

채택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측면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인구 비중의 경우 9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할 뿐이며, 청년인구 순이동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결국,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있어 외부적 영향을 받아 정책이 확

산되는 영향은 큰 반면, 정책의 필요성 측면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집단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이들의 분포 및 이동양상 등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 정책의 필요성 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정책확산, 청년기본조례, 사건사분석

학번: 2018-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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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으나 이후 군정을 거

치며 시행되고 있지 않다가, 1991년 다시 부활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

자치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이 직접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특수성

과 다양성이 반영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가

상준, 2018). 뿐만 아니라 일찍이 토크빌(A.Tocqueville)이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지적했듯,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고 서로 간에 학습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 기

능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Shipan & Volden, 2008). 결국 지방자치가 개

별 지방자치단체의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한 정책도입을 가져와 지방자

치단체 간 정책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학습, 모방 등으로 지방

자치단체 간 정책의 유사성과 동질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

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정부들이 도입한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 간 정책의 확산

(policy diffus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중

앙에 의한 강제적, 일률적 정책확산이 아닌 지방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자연적 확산이라는 점에서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정책성공의 과실

을 확대하며, 실패의 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확산기제(이

승종, 2004)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이나 필요를 고려

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지방정부의 정책을 모방하거나 외부의 강압을 받

아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적 선택일 수 있으며 최적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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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아닐 수 있다(Shipan & Volden, 2008)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

서 과연 정책확산이 지역적 여건이나 필요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단순 모

방에 의한 것인지 등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확산되고 있는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청년실업 문제 등

‘청년’을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지방정부

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정책, 그 중에서도 청년기

본조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청년기본조례가 여러 청년정책의 근

거규정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청년기본조례

에 근거하여 청년수당 지급, 청년청 조성,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의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지혜, 2019). 실제로 한국의 기초지방자치

단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권익증진, 자립기반 형성,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청년기본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명칭 아래1)

조례(이하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015년 10월 전라남도 완도

군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9년2)까지 총 14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청년기본조례가

확산되었다. 특히 김기헌(2017)과 허필윤(2018)이 지적했듯, 지방에서 청

년기본조례를 먼저 제정한 이후에 중앙에서도 청년기본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년기본조례의 확산은 순수한 지방차원의

정책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인위적 관여 또는 지원이 존

재했을 가능성을 낮추어 청년기본조례가 지방정부에서의 정책확산 연구

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승종, 2004).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엄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

1) 유사한 명칭들의 종류로는 8가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청년기본조례(108

건), 청년발전기본조례(14건), 청년지원기본조례(15건),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1건), 청년지원조례(4건), 청년정책기본조례(3건), 청년친화도시기본조례

(1건), 청년발전지원조례(2건)가 있다. 해당 조례들의 경우 정식 명칭에 있어

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조례제정목적 및 주요내용들의 유사

성이 높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청년기본조례’의 범주에 함께 포함시켰다.

2) 2019년 9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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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과연 어떤 요인이 정책확산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확

산 현상을 살펴보고,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년기본조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나 모방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해본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확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 10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48개의 기초지방자치단

체들에 확산되며 제정되어 온 정책인 청년기본조례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청년기본조례의 최초 제정시기인 2015년부터 현

재인 2019년까지이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

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곳으로 226곳 모

두를 연구의 대상에 포함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의 하나로 광역지방자치

단체가 정책을 먼저 채택했는지 여부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며,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정책도입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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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책확산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방법을 사용한다. 사건사분석은 분석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중도절단자료(censored data)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정책확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는 늦게까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우측중도절단자료가 빈번하게 존재하게 된다. 실제로 정책확산 연구는

Berry & Berry(1990)가 사건사분석(EHA)이라는 방법론을 도입한 이후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장석

준, 2012). 사건사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짓 모형, 프로빗 모형,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 모형 등이 사용된다. 선행연구들은 로짓 모형(이

대웅·권기헌, 2014; 장석준, 2013), 프로빗 모형(Berry & Berry, 1990; 김

대진, 2015), Cox 비례위험모형(이정철·허만형, 2012; 문승민·나태준,

2017; 최상한, 2010)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석

방법들의 경우 독립변수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편향성(bias)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Cox 비례위험모

형은 해당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Cox 비례위험모형

을 활용하였다. 또한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기 이

전에, Kaplan-Meier 분석을 실시하여 생존함수를 도출하였다.

사건사분석을 위한 데이터셋(dataset)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특정 시점

에서 특정 개체가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해당 개체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게 된다. 이는 정책확산 연구를 함에 있어 사건사분석을 최

초로 소개한 Berry & Berry(1990)가 지적했듯 원인은 결과를 선행해야

하므로, 정책이 처음 채택된 시점의 설명변수들을 활용하여 정책도입여

부인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 시점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이 도입되고 나면, 그 이후 연도의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관측치들은 분석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다. 또

한 개별 개체의 생존기간에 대한 변수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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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작시점(time origin)을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분

석의 대상이 되는 개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시작시점

으로 설정한다(Alliso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청년기본조

례가 제정된 2015년부터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의 위험에 노

출되기 시작한다고 보아, 2015년을 기준으로 생존기간을 산정하였다.

제 2 장 정책의 도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현황

1. 청년기본조례의 내용

청년기본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관련이 깊

다.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는 서울

시와 시의회가 민달팽이유니온·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다양한 청년단

체와 논의를 하며 조례를 제정하였다(허필윤, 2018).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청년기본조례는 그 구체적인 명칭3)과

세부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기존에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제정되던(예컨대 청년

일자리조례) 조례와 달리,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마련,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 개

발, 청년의 고용확대, 청년의 주거안정,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

3) 청년기본조례, 청년발전기본조례, 청년지원기본조례,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

례, 청년지원조례, 청년정책기본조례, 청년친화도시기본조례, 청년발전지원조례

라는 명칭의 조례들을 모두 묶어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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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있

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명칭별 조례 내용의 유사성은 이하의 <표 1>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명칭 주요 내용

청년기본

조례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조사

� 청년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

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노력 및 예산

범위 내 필요한 비용 지원

�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운영,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 청년활동협의체 설치·운영

� 청년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제도 적극 활용

청년발전

기본조례

� 청년정책 수립·시행 노력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청년의 권리와 의무 존중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효율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

구 실시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들의 협의체인 청년

정책협의체 설치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 설치·운영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권리보호 등을 위한 노력 및 재

정지원

청년지원

기본조례

�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

사 실시

<표 1> 세부 명칭별 조례의 주요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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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와 생활안정, 권리

보호,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활동의 장려, 청년의 의료

보장 지원 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청년정책협

의체 설치

� 청년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청

년발전기금 설치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지원

에 관한

기본조례

�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 마련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설

치

�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청년네트워

크 설치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청

년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 시행에 이바지하는 단체,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청년지원

조례

�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실시

위탁·용역 가능

� 청년정책 심의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네트워크 구성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청년정책

기본조례

�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계획 수립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청년네트워

크 구성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

화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노력

청년친화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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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징적인 점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2조 또는 제

3조(정의)에서 “청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연합뉴스,

2016)4). 구체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연령범위 현황은

다음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년에 대한 연령범위의 하한은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상한은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한 연령이 높은 지역 중에는 ‘군’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4)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2139500054. 방문일자: 2019.09.03.

도시기본

조례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조사 실

시

�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 청년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위해 청년네

트워크 설치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

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 청년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 청년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기관 등에 지원

청년발전

지원조례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청년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 청년 관련 정책의 제안,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협의체 설치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

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며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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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별 청년기본조례에서의 청년 연령 범위

연령범위 지역 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임

(15-29)

서울(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부산(진구, 서

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울산(중구), 경기(광주시, 수

원시, 양주시, 파주시, 하남시)

22

15-39

서울(구로구, 노원구), 경기(안산시), 충북(괴산군, 옥천군,

제천시), 경북(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포

항시),경남(김해시)

13

18-34
대전(유성구), 경기(광명시), 강원(원주시), 충남(계룡시,

아산시, 금산군)
6

18-39

부산(중구), 대구(남구), 울산(동구, 울주군), 경기(고양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충남(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부

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

전북(진안군, 부안군), 전남(광양시, 목포시, 화순군), 경남

(밀양시, 통영시)

25

19-34
대전(대덕구, 동구), 경기(김포시, 시흥시), 경남(진주시,

창원시, 함안군)
7

19-39

서울(강북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중랑구, 광

진구), 부산(금정구), 대구(수성구, 북구), 인천(남동구, 동

구, 미추홀구, 서구, 연구수), 광주(동구, 북구, 서구), 대전

(서구), 경기(과천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강원

(강릉시, 고성군), 충북(청주시, 충주시), 전북(남원시, 완

주군), 전남(나주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장성군), 경

북(상주시), 경남(고성군)

43

19-35 경기(구리시, 이천시) 2

20-39 서울(강남구), 대구(달서구) 2

19-45 광주(남구), 경북(성주군, 의성군), 경남(거창군) 4

18-35 경기(남양주시) 1

18-45 강원(정선군), 충남(청양군, 보령시), 경북(고령군) 4

18-49
강원(태백시), 전북(순창군), 전남(구례군, 진도군, 해남군,

보성군, 신안군)
7

19-49
부산(동구), 전남(고흥군, 곡성군, 담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함평군), 경북(봉화군, 예천군)
10

관련 개별

법령을 따름
경기(성남시, 안성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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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기본조례의 확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015년 2곳, 2016년 23곳, 2017년 36곳, 2018

년 47곳, 2019년 40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청년기본조례를 제

정하였다. 그 결과 2019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148곳의 기초지방자

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도입하였고, 미제정 지역은 78곳이다. 홍성우

(2018)에 따르면 정책의 편익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조례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편익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조례의 제정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청년기본조례의 경우 정책의 편익이 청년에게 집중됨

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어 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확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현황

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명
연도별

제정수

누적

제정수

2015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완도군 2 2

20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악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

구, 은평구),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

구), 경기도 (과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충청

남도 부여군,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

라남도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장흥군)

23 25

20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

구), 광주광역시 (남구, 서구), 경기도(고양시, 구리

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충

청북도 (옥천군, 충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금산군), 경상북도

(경산시, 의성군, 포항시), 전라남도 (고흥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

남군, 화순군)

3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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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포구, 양천구, 중랑구), 부산

광역시 (진구, 영도구, 중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

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

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중구), 경기도 (김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화성시),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충청북도 (괴산군, 제천

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태

안군, 보령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통영시),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구례

군, 담양군, 영암군, 장성군, 신안군)

47 108

20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

구, 광진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제구, 금정구),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 북구), 인천광역시 (남동

구, 연수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양평군, 여

주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강원

도 (강릉시, 고성군, 원주시), 충청남도 예산군, 경상

북도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경상남도 (거창군,

진주시, 함안군),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부안군)

40 148

미제

정

지역

(78

곳)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

장군, 동래구,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남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달

성군, 동구, 서구,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평구, 옹진군, 중구,

계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

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경상북도 (경주시, 군위군, 문경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울

진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 (거제시, 사천시, 산청군, 양

산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남해군), 전라북도 (고

창군,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

시), 전라남도 (강진군,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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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을 통해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조례가 가장 많이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기간 동

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중도절단 자료에

해당한다.

<그림 1> 청년기본조례의 연도별 제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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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서울(25) 0 6 5 4 6 21

부산(16) 0 2 0 3 3 7

대구(8) 0 0 0 1 3 4

인천(10) 0 1 0 2 2 5

광주(5) 0 1 2 1 0 4

대전(5) 0 2 0 1 1 4

울산(5) 0 0 0 2 1 3

경기(31) 0 4 7 7 11 29

강원(18) 0 0 0 2 3 5

충북(11) 1 0 2 2 0 5

충남(15) 0 1 7 6 1 15

전북(14) 0 1 0 1 3 5

전남(22) 1 4 10 5 0 20

경북(23) 0 0 3 6 3 12

경남(18) 0 1 0 4 3 8

전국(226) 2 23 36 47 45 148

보다 구체적으로 <표 4>에서 시도별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현황을 연

도별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지역에서 2016년부터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이 시작되고 있다. 반면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의 청년기본조례 제

정은 2015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 2017년부터,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지역의 경우 2018년부터 청년기본조례

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충청북도 및 전라

남도 내의 기초지자체가 선도적인 정책채택자인 반면, 대구광역시, 울산

광역시, 강원도 내의 기초지자체가 상대적으로 후발 정책채택자임을 보

여준다.

<표 4> 시도별 청년기본조례의 확산 현황

*주: 지역명 옆의 괄호 안의 값은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 존재하는 기초

지자체의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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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광역지자체 별로 기초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률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기준선(reference line, 약 65.5%)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조례 제정 지자체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후발 정책채택자로

보았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지역의 경우 전국의 조례 제정률

에 못 미치는 조례 제정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앞서 선도적 정책채택

자로 보았던 전남 지역의 경우 전국의 조례 제정률을 웃도는 높은 제정

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마찬가지로 선도적 정책채택자로 보았던 충북

지역의 기초지자체들의 경우 전국의 조례 제정률에 못 미치는 조례 제정

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광역지자체 별 청년기본조례 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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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조례의 지역적 분포를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어 살펴보면,

초기 조례 제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그 주변 지역으로 조례 제정이 확

산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019년의 최종적인 제정 현황을 보면, 수

도권, 충청남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3> 청년기본조례의 지역적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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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정책확산에 대한 논의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은 특정 정책이 최초로 도입되는 정책혁신5)

에 기반하여 최초의 채택자가 새로운 정책을 채택한 이후 잠재적 채택자

들에 의하여 혁신이 점차 수용되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이대웅·권기

헌, 2014). 이를 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에 적용하면, 특정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 다른 지방정부에 의해서도 채택되어서, 같은 정책을 채택

한 지방정부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학연, 2012). 정

책확산에 대한 연구와 유사하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논의 역시 일찍

부터 이루어져왔으나, 해당 논의는 주로 내부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개별 정부의 정책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부들로 정

책결정이 확산되는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내부적 요인에 더해 외부

적 요인까지 추가하여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정책확산의 현상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구분 내용

시간적 차원 정책채택빈도의 누적그래프가 S자 곡선을 나타냄

공간적 차원 정책채택이 인접지역으로 전파되는 집중된 확산형태를 보임

내용적 차원 채택된 정책의 세부 내용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동일함

<표 5> 정책확산의 현상적 특징

(출처: 이정철·허만형, 2012)

정책확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는 Walker(1969) 및 남궁근(1994)

등의 연구에서 정책확산 분석의 사례로 활용되었던 ‘조례’ 형태의 정책

역시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정책확산 연구의 대상이 된 정책들로는 복권

5) 혁신(innovation)은 개인이나 다른 단위의 조직에 의해 새로운 것이라 여겨

지는 아이디어나 실행(practice), 목표(object)를 의미한다(Roge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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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Berry & Berry, 1990), 금연정책(Shipan & Volden, 2008), 출산장

려금정책(배상석, 2010; 이석환, 2013), 학교급식조례(장석준·김두래,

2012), 주민참여예산제도(최상한, 2010), 갈등관리조례(문승민·나태준,

2017), 지역축제정책(석호원, 2010) 등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사건사분

석(Shipan & Volden, 2008; 석호원, 2010; 문승민·나태준, 2017; 이대웅·

권기헌, 2014), 공간회귀분석(이석환, 2011; 최유진, 2011) 등이 활용되었

다.

정책확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분석의 주된 내용 측면에서 크게 세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확산 양

태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Gray(1973)는 미국의 주정부 간 정책확산을 연

구하면서 정책확산의 누적 양태가 S자형의 커브곡선의 형태를 이룸을

발견하였다. 즉, 정책확산은 초기에는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정책확

산의 초기에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정책의 필요성이 아

직 다른 지역에서 강조되고 있지 않으나, 중기로 갈수록 점차 다른 지방

정부들이 확산의 분위기에 편승하고, 후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

들이 이미 정책을 채택하였으므로 확산의 추진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이정철·허만형, 2012). 이러한 현상은 이후 다수의 연구들

에서도 나타났다(Weyland, 2005; 김대진, 2015; 문승민·나태준, 2017; 이

대웅·권기헌, 2014). 한편 이승종(2004)은 기존의 정책확산 연구에서 시

간적 요인이 간과되어 왔음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책확산의 양태를 시

간의 변화에 따라 살펴본 점감형 시나리오와 부활형 시나리오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산과정을 살펴본 결과,

준부활형의 확산추이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둘째,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및 동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이다.

정책확산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주로 동형화이론이 활용되어왔다. 실제

로 이창길(2008)은 인력감축, 정보공개 및 민영화의 확산 사례에 동형화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국가 단위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박

은순·하태수(2018)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확산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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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동형화 이론을 소개하고 특히 강제적 동형화 기제

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Braun &

Gilardi(2006)는 기대효용이론(expected-utility model)을 활용하여 기존에

정책확산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던 학습, 경쟁, 강

압, 규범 등이 정책결정자의 기대효용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정책확산

이 이루어짐을 보임으로써 정책확산 논의의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임도빈(2009)은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이유를 합리성 이론과 모방적 동

형화 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였다. 합리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

들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해당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앞선 기대

효용이론과 유사한 설명이다. 또한 모방적 동형화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한 조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인식된 정책이 다른 조직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 없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및 동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대

부분의 정책확산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정책확산에 대한 영향요인은 주

로 내부적 결정요인과 외부적 확산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내부

적 결정요인은 정책확산의 동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특성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며, 외부적 확산요인은 이웃정부의 영향에

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Berry & Berry, 1990). 내부적 요인으로 주로 고

려되어 온 변수들은 인구, 재정력,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력, 투표율,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개별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 등이다. 예컨대

Godwin & Schroedel(2000)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 이해관계자 및 이익집단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연구하면서, 지방

정부의 정책채택을 위해서는 어떠한 내부적 요인 측면의 변화가 필요한

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반면 외부적 요인으로 주로 고려되어 온 것은

중앙정부 및 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영향, 국제규범으로부터의 영향 등

이다. 특히 외부적 요인으로 많이 고려되는 것이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

한 영향이며, 예컨대 이석환(2011)은 외부적 요인으로 수평적 및 수직적

확산과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공간가중행렬을 활용해

지리적 인접성에 대한 정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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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요인 중 어느 한 요인 측면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수

행한 연구들도 있으나, 90년대 이후 두 측면 중 한 가지 측면에만 의존

하는 연구들은 정책의 채택 및 확산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

이 드러난 이후로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대다수가

되었다(김대진, 2015). 특히 Berry & Berry(1990)는 기존의 정책확산 연

구는 내부적 결정요인과 외부적 확산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했음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두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순

수하게 내부적 결정요인에 의해서만 설명 가능한 정책확산, 또는 순수하

게 외부적 확산요인에 의해서만 설명 가능한 정책확산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남궁근(1994)이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

산을 외부적 확산모형과 내부적 결정요인모형에 기초하여 연구한 이후

대부분의 연구들이 외부적 및 내부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배상석, 2010; 이정철·허만형, 2012;

이석환, 2013). 다만 연구의 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배상석, 2010)와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정철·허만형, 2012)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내부적 요인 중 배상석(2010)에서는 지방세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정철·허만형(2012)에서는 지방총세입과 지방교부

세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정도가 작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확충을 꾀할 여지가 존재하고, 따라서 오히려 지방세가 작

은 지역이 정책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수도권 이외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정도가 커 장

기적인 고려를 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고, 따라서

재정력이 충분해야 정책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최

상한, 2010; 이정철·허만형, 2016). 그러나 연구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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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어서, 두 연구에서 인접 지방정부의 영향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연구에서 인접 지방정부에 대한 정의

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인접 지방정부를 정의함에 있

어 동일 광역지자체에 속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 이정철·허만형(2016)

과 달리, 최상한(2010)은 어느 광역지자체에 속하는지와 상관없이 인접

성을 정의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최상한(2010)이 지적했듯, 주민참여예

산제도의 확산이 전국적 단위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이루어지기 보다

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의 기초지자체 간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이루

어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정책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그 유형에 따라 정책확

산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들

(Boushey, 2010; 장석준, 2012; 조근식, 2013)도 있다. 예컨대 장석준

(2012)은 정책의 유형을 현저성과 복잡성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4가지

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정책확산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책

유형별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에 개별

정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정책확산 연구와 달리, 여러 정책들을 동

시에 살펴보면서 정책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화된 관점제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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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결과의 변수들은 정책채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며, 괄호 안의 값은 영향의 방향임.

연구자 분석대상정책 연구방법 연구결과

배상석

(2010)

출산장려금

정책
사건사분석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한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 수도권 전반의 출산

장려금 도입경향(+), 선거시기(-), 전년도 지방세(-), 5년간 인구자연증가율(-)

이정철·

허만형

(2012)

출산장려금

정책
사건사분석

도입한 인접자치단체의 수(+), 국가단위 제도수립여부(+), 합계출산율(-), 인구수

(-), 지방총세입(+), 지방교부세(+), 단체장의 재선가능성(-)

조일형·

이종구

(2012)

방범용

CCTV
사건사분석 정책을 채택한 인접지방정부의 수(+), 외부의 재정지원(+), 재정자립도(+)

이정철·

허만형

(2016)

주민참여예산

제도
사건사분석

도입한 인접 자치단체의 수(+), 도입한 전국의 자치단체 수(-), 국가의 도입권고

(-), 국가 도입의무화(+), 전년도 재정자립도(-), 단체장의 정치색(+)

최상한

(2010)

주민참여예산

제도
사건사분석

도입한 인접 지방정부 수(-), 단체장 진보성향(+), 시민단체 수(-), 중앙정부 지

원(+)

이대웅·

권기헌

(2014)

사회적 기업

조례
사건사분석

자매결연 네트워크 내 사회적 기업 조례 채택한 지방정부 수(+), 정당 네트워크

내 사회적 기업 조례 채택한 지방정부 수(+), 단점정부 여부(+), 단체장의 선거

공약 포함 여부(-), 단체장의 정치이념(+), 재정자립도(-)

김학실

(2018)

공동체지원

조례
사건사분석

중앙정부의 제도도입(+), 사회적 기업 수(+), 전년도 노인인구수(+), 기초생활수

급자 수(+)

<표 6>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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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논의

청년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일

자리가 크게 줄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

다(김기헌, 2017). 이에 정책대상 중 ‘청년’에 대한 관심 및 이들을 대상

으로 한 정책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 역시 비교적 최

근에 들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정책의 추

진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법률 포함)을 다루는 연

구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조례 포함)을 다루는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정책의 분야를 기준으로 본다면 고용, 주거 등 개별

분야의 정책에 대한 연구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 구분

해 볼 수도 있다.

먼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김기헌(2017)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전

반에 대해 포괄적인 현황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년정

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국

회에서 청년기본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먼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정부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에 따른 동형화

압력 보다는 지방의 자율적 확산 또는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

체 및 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에 보다 가까웠음을 시

사한다. 허필윤(2018) 역시 지방의회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어느

정도 확산된 이후,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개별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한 선

행연구들이 존재하며, 특히 최근 도입되어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

는 청년수당에 대한 연구(서정희, 2018; 신현두·박순종, 2018)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는 정솔(2018)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청년기본조례 이외에도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한 조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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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괄하여 해당 조례들의 담당 부서 결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들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사결정은 유사해지는

반면, 담당 부서의 경우 다양해지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허필윤

(2018)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기본조례 발의주체 및 조례의 내용 등을

전수적으로 비교·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발의

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나타났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는 대체로 유사하나,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조례의 길이 및 구체성 측면에

서 무성의한 조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청년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청년정책의 확산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부재하며, 특히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는 연구자체가 거의 없다.

정솔(2018)의 연구에서 청년 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이 파악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기본조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청년 지원 조례’

라는 명칭으로 묶어 통합적으로 그 제정 현황을 제시하고 있어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6) 등과는 조례제정의 구체적인 목적에 있어 다소 차이

가 존재하는 청년기본조례의 확산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허필윤(2018)은 질적 연구를 통해 청년기본조례들의 내용을 살펴보

았으나, 어떠한 요인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청년기본조례의 확산을 초

래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기본조례의 지방정부 간 확산 양상을 체계적으

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어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기본조례 확산의 주된 동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6) 청년문화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년문화의 활성화 도모만을 목적으로 하여, 여

러 영역에 걸쳐 청년의 포괄적인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청년기본조례

와는 그 목적 면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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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과 변수측정

제 1 절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

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되어 온

정책확산 모형과 같이 정책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외부적 요인

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외부

적 요인은 타지방자치단체의 영향으로 인한 확산과 관련된 부분이며, 내

부적 요인은 지방정부가 처한 내부적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

분이다.

<그림 4> 연구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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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1) 외부적 요인

특정 정부가 왜 특정 정책을 도입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함에 있어 순전

히 내부적 요인만으로 도입된 정책의 예시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Shipan

& Volden, 2012). 즉,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게 되는데,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도입에 있어 외부적 요인으로 자주 논의되어 온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영향이다. 지방정부들은 정책을 채택할 때 직면하

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의 다른 지방정부들의 행태

를 따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Berry & Berry, 1990). 이때 영향

을 주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수직적 요인) 및 타 기

초지방자치단체(수평적 요인)가 포함된다.

(1) 수직적 요인

구분 내용

가설 1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자치제와 분권체제가 정착되면서 지방정부들은 독자적인 정책 활

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광역정부와 같은 상위정부의 영

향을 받는 경우가 상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박나라·김정숙, 2018).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상위정부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먼저

제정했다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여 가설 1을 설정하

였다.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으나

(박나라·김정숙, 2018),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도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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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나태준, 2017; 이대웅·권기헌, 2015; 이석환, 2011).

(2) 수평적 요인

구분 내용

가설 2-1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erry & Berry(2007)에 따르면 정책확산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이 중

요하며, 실제로 유사한 정책 결정이 인접 지역들에서 나타나 지역적으로

군집하는 현상(geographically clustering)이 나타나고 있다(박나라·김정

숙, 2018). 이는 배상석(2010)이 지적했듯 인접한 자치단체의 정책채택경

험을 벤치마킹하여 정책도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중 청년기본조례를 먼저 제정한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비중이 클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가능성

이 높다고 예상하여 가설 2-1을 설정하였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승

민·나태준, 2017; 박나라·김정숙, 2018).

한편 가설 2-2의 경우, 가설 2-1의 경우와 달리 인접기초지방자치단체

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Shipan & Volden(2012)이 지적했듯 지역

간 소통과 이동의 장벽이 낮아진 오늘날의 초연결사회에서 지리적 인접

성을 기초로만 정책확산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국내 연구 중에서도 이대웅·권기헌(2014) 및 배상석(2010)의

연구에서 지리적 인접성에 의한 효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정책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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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동일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부터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설을 설정

하였다.

2) 내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은 정책확산의 원인을 정책을 도입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찾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적 요인을 행·재정

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내부적 요인

을 정책의 필요성과 조직의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구분한 박나라·김정숙

(2018)의 관점에서 볼 때, 행·재정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은 조직의 역량

측면에, 사회적 요인은 정책의 필요성 측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행·재정적 요인

구분 내용

가설 3-1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지방정부가 정책을 채택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청년기본조례가 제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여 가설 3-1을 설정하였다. 실제로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인구 수를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박나라·김정숙, 2018),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문승민·나태준, 2017) 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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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의 도입 및 집행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재정력이

튼튼한 지방정부일수록 정책의 도입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청년기본조례가 제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여 가설 3-2를 설정하였다. 실제로 청년기본

조례는 그 내용 중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7).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로 재정자립도를 변수로 설정하여 분

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문승민·나태준, 2017;

김학실, 2018), 양(+)의 영항을 미친다는 결과(석호원, 2010), 부(-)의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대웅·권기헌, 2014) 등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바 비

일관적인 양상을 보인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

해서는 박나라·김정숙(2018)이 지적한 것처럼, 규모가 작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을 모색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정치적 요인

구분 내용

가설 4-1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이념이 진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이념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정치이

념이 일치할 경우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먼저 가설 4-1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확산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고려되어 왔다(최상한, 2010;

7) 예컨대 청년정책의 시행에 이바지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

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 등 비용이 소요

되기 마련인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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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웅·권기헌, 2014). 실제 분석결과에서도 다수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적 성향은 정책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대웅·권기헌, 2014). 일반적으로 청년층일수록 진보적인 정치성향

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허필윤, 2018), 진보성향을 지닌 지방자치단

체장이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청년을 정책수혜자로 하는 청년기본조

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4-2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

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를 단점(unified)정부라

고 한다. 그런데 단점정부 하에서는 정당 간 타협이 필요하다는 등의 장

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정책의 채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Hansen, 1983).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단점정부 여부는 중요한 변

수로 고려되어 왔다(문승민·나태준, 2017; 박나라·김정숙, 2018). 분석결

과는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대웅·권기헌, 2014), 음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Berry & Berry, 1990),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 등이 있다(문승민·나태준, 2017; 박나라·김

정숙, 2018). Berry & Berry(1990)는 Hansen(1983)의 예상과 다른 결과

가 도출된 것에 대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복권정책의 경우 직접적으

로 조세를 인상하는 것에 비해 논란이나 저항의 여지가 적은 조세확충

수단이기에 오히려 단점정부보다 정치적 자원이 적은 분점정부에서 그

채택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사회적 요인

구분 내용

가설 5-1
주민 중 청년인구의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청년순이동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음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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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요인으로 정책대상집단과 관련된 변수

들을 검토하였다. 예컨대 출산장려금정책의 도입과 관련한 연구에서

20-30대 여성의 비율을 독립변수로 고려하는 식이다(박지영, 2012).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으로 청년기본조례의 정책대상집단

인 청년과 관련한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주민 중 청년인구의 비중

이 크다면 주민 중 정책대상의 비중이 큰 것이므로 청년에 대한 정책인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가설 5-1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순이동률8)이 낮다면 해당 지방자

치단체는 청년의 전입을 촉진하고 전출을 막기 위해 청년을 정책수혜자

로 하는 정책인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

하여 가설 5-2를 설정하였다. Tiebout(1956)가 지적했듯 지방정부는 ‘주

민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에 반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

다 매력적인 정책을 제공하고자 경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김지헌

원주시의원은 원주시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함을 제안하면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미래로신문, 2018). 또

한 고흥군의 청년발전기본조례와 같이 해당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례제정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Berry & Berry(1990)가 정책확산에의 영향요인을 분석

하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이후 오늘날까지

정책확산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건사분석(event-history

analysis)9)을 수행한다. 사건사분석은 선형회귀모형이나 로지스틱회귀모

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중도절단된(censored)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8) 순이동은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9) 사건사분석은 생명과학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을 사회과학연구에 응용한 분석방법이다(김대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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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지닌다(김대욱, 2016). 중도절단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자가 임의의 관찰종료시각을 정하고,

해당 시각까지 사망이 관측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를 타입 Ⅰ

절단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종료시각을 정하는 대신 관측하는 개체의 수

를 정하고 관측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를 타입 Ⅱ 절단, 실험

도중 임의의 확률로 실험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타입 Ⅲ 절단이라고 하

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본 연구의 상황은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관찰종료시점은 2019년이며, 해당 시간까

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B, E의 경우가 중도절단 자료에 해당하는 것

이다.

<그림 5> 본 연구에서의 중도절단의 양상

본 연구에서는 위험함수의 정의를 위해 Cox 비례위험함수를 활용한

다. Cox 비례위험함수는 다양한 사건사분석 방법 중 사건발생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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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영향을 주는지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이정철, 2012; Box-Steffensmeir & Jones, 2004). 또한 Cox 비례위험

함수를 활용할 경우,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가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Box-Steffensmeir

& Jones, 2004).

사건사분석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본 연구의 경우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건(event)’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으로 실직, 이혼 등과 같이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백승희·정혜원, 2017).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을

특정의 주어진 기간(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5-2019년에 해당한다.) 동

안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위험에

처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집합이 ‘위험집합(risk set)’에 해당한다.

특정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 사건은 반

복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위험집합의 크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

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이미 조례

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연도부터의 위험집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위험률(hazard rate)’인데 이는 특정

시점에 위험집합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의 사건을 경험할

확률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확률로 t기의 위험률은 t기 이전까

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t기에 조례를 제정할 순간

적인 확률이다. 생존함수 S(t)는 지방자치단체가 t기까지 조례를 제정하

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한편, Cox 모델은 모든 사례들의 생존기간이 다르다고 가정하므로 동

시에 발생하는 자료(ties)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 많이 활용되는 Breslow 방법의 경우 동시발생이 상대적으로 적

게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하다(Allison, 2010). 본 연구에서는 동일 연도에

사건이 발생하는 동시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연 단위로 시간을 측정

하여 동시발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시발생이 아니라 발생시



- 33 -

기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Exact 방법을 활용하여 동시발생자료를 처리하

였다(Allison, 2010).

또한 본 연구에서는 먼저 Schoenfeld(1982) 방법을 활용하여 비례성

가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 가정 위반이 의심되는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그 후, 비례성 위반 가정 검증을 위한 보다 좋은 방법(definitive way)인

해당 변수들과 생존시간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포함시켜 해당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을 통해 비례성 가정 위반여부를

검증하였다(Allison, 2010). 결과적으로 가정을 위반하는 변수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이다. 분석 시

점에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1,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청년’과 ‘조례’를

검색키워드로 검색하여 확보하였다. 한편, 명시적으로 종속변수로 적시하

지는 않았지만, 데이터셋을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생존기

간 역시 실제 분석과정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와 함께 종속변수로

고려된다.

2. 독립변수

1) 외부적 요인: 수직적 요인

외부적 요인 중 수직적 요인은 법적 지위나 권한이 다른 정부들 간의

정책확산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확산의 방향에 따라 상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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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이 하급정부의 정책도입으로 이어지는 하향적 정책확산과 반대방

향으로의 정책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향적 정책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석환, 2011).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였기에 하향적 정책확산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는 분석 시점의 전년도까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개별 기초지방자치단

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는지 여부로 변수화하고,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1,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이때

분석 시점의 전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사건발생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특정 연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A지역 및 A지

역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B지역이 정책을 도입한 경우 A지역의 정책

도입의 영향으로 B지역이 정책도입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Buckley, 2002; 배상석, 2010에서 재인용).

실제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시차를 고려하여 이웃한 지방정부들의 정

책도입을 전년도까지만 고려하였기에(배상석, 2010; 박나라·김정숙,

2018), 본 연구에서도 전년도까지만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예컨대 서울특

별시 강남구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분

석대상기간 중 2015년의 경우에는 수직적 요인의 변수 값이 0이고, 나머

지 기간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그 값이 1이다. 자료는 국

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청년’과 ‘조례’를 검색키워드

로 검색하여 확보하였다.

2) 외부적 요인: 수평적 요인

외부적 요인 중 수평적 요인으로는 첫째,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서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웃 지

방정부의 영향력을 변수화함에 있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아, 같은 광

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이웃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한 선행연구(김대진, 2015; 배상석, 2010; 박나라·김정숙, 2018)들을

참고한 것이다. 물론 이웃정부를 정의함에 있어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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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더라도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 이웃정부라고 볼 여지도 존재

하나, 지리적으로 인접하더라도 시도의 행정적 경계를 벗어날 경우 지방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정책확산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든다는

지적(남궁근, 1994)을 고려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를 이웃

정부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석 시점의 전년도까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

방자치단체들 중 조례를 도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중으로 변수화하

였다. 앞선 수직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분석 시점의 전년도까지를 기준으

로 삼은 것이다. 예컨대 2017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

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25개 중 2016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중으로 해당 변수를 계산

하였다.

둘째,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전년도까지만을 고려하였다. 예컨대 2017

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전국의 기초지방자

치단체 총 226개 중 2016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비중으로 해당 변수를 계산하였다. 두 변수 모두 자료는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청년’과 ‘조례’를 검색키워드로 검

색하여 확보하였다.

3) 내부적 요인: 행·재정적 요인

내부적 요인 중 행·재정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재정력

이 정책혁신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석호원, 2010; 박나라·김정숙, 20

18; Walker, 1969)에 따라 인구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이자 선행연구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재

정자립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의 경우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자

연로그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문승민·나태준, 2017). 재정자립도는 일반

회계예산규모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계산되며, 그 비율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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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기반이 좋음을 의미한다. 2019년의 종속변

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써의 인구 및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8년

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시차를 부여하였으며,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

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

o)에서 수집하였다.

4) 내부적 요인: 정치적 요인

내부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

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

의 핵심 정책결정자로서 다른 어느 개인이나 집단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으며(이대웅·권기헌, 2014; 권기헌·서인석·하민지, 2011), 실제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발의안의 경우 제출의 약 90%가 지방자치단

체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김병준, 2010)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은 이승종·강철구(2006)

의 연구에 따라 소속정당을 통해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

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정

의당, 민중당 중 하나인 경우 진보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중 하나인 경우 보수로 분류하였다. 무소속인 경우 최상한(2010)의 연구

에서와 같이 과거 이력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진보 또는 보수로 분류

하였다. 진보인 경우 1, 보수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단점정부 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다수당

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 1, 불일치하는 경우 0

으로 코딩하였다.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단점정부가 아니라고

보아 0으로 코딩하였다. 2019년의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써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 및 단점정부 여부의 경우 2018년의 데

이터를 활용하는 등 시차를 부여하였으며, 따라서 2015, 2016, 2017, 2018

년의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

4년 6월 선거 실시)의 결과를 활용하고 2019년의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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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독립변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7월 선거 실시)의 결과

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

c.go.kr/)에서 수집하였다.

5) 내부적 요인: 사회적 요인

내부적 요인 중 사회적 요인으로는 청년인구의 비중과 청년인구의 순

이동률 변수를 설정하였다. 청년인구의 비중을 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

연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청년인구의 순이동률의 경우 국가통계

포털에서 제시하는 정의에 따라 ‘순이동률(%)=인구 백명당 순이동자수=

(순이동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 * 100’으로 정의하여 도출하였다. 2019년

의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써의 청년인구의 비중 및 청년

인구의 순이동률의 경우 2018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시차를 부여하

였으며,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수집하

였다. 국가통계포털의 청년에 대한 정의에 따라 ‘15-29세’의 연령대를 청

년으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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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들을 <표 7>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7> 변수의 요약

구분 측정방법 단위 및 표기

종

속

변

수

정책채택 여부
지방정부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

조례 제정=1,

조례

미제정=0

독

립

변

수

외부적

요인

수직적

요인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

조례를 먼저 제정했는지 여부

조례 제정=1,

조례

미제정=0

수평적

요인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비중

단위: %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비중

단위: %

내부적

요인

행·재정적

요인

인구(로그) 단위: 명

재정자립도 단위: %

정치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이념
진보=1,

보수=0

단점정부 여부(지방자치단체장

의 소속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일치하는지)

단점=1,

분점=0

사회적

요인

청년인구 비중 단위: %

청년 인구의 순이동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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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로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의 기초지방

자치단체 226개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5년 동안의 자료를 수

집하였다. 따라서 총 관측치 수는 1,130개가 되어야 하나, 사건사분석에

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사건을 경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위험집합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관측치의 수

는 줄어들게 되어 총 934개가 된다.

1. 종속변수

2019년까지 총 934개의 관측치 중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148개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Y=1)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빈도율은 0.158(=148/934)이다. 특정 정책은 개별 지

방자치단체에 의해 단 한번 도입되며 도입의 시기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합동 데이터셋(pooled dataset)에서 빈도율이 5% 보다 작을수 있다는

Berry & Berry(1990)에 따를 때, 15.8% 수준의 빈도율이 나타나고 있는

본 연구에 사건사분석을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독립변수

<표 8>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광역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X1)
934 0.517 0.500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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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중 조

례제정 지자체의 비율(X2)의 평균값은 10.368이다. 최솟값인 0은 총 504

개의 관측치에서 나타나며, 최댓값인 93.333는 총 1개의 관측치(2019년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최댓값에 대한 관측치는 실제로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X2 값이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19년까지 조례를 미제정하여 2019년

의 위험집합에 존속하고 있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

정한 그룹과 제정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

면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룹에서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지자체의 비율의 평균이 제정하

지 않은 그룹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지자체의

비율(X2)

934 10.368 16.612 0.000 93.333

전국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지자체의

비율(X3)

934 13.398 16.263 0.000 47.788

인구(로그, X4) 934 11.771 1.034 9.193 13.985

재정자립도(X5) 934 26.068 13.526 7.400 71.600

지자체장의

정치이념(X6)
934 0.472 0.499 0.000 1.000

단점정부 여부(X7) 934 0.716 0.451 0.000 1.000

청년인구 비중(X8) 934 17.340 2.968 10.394 24.889

청년순이동률(X9) 934 -1.052 3.460 -16.627 28.37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N=934) 10.368 16.612

미제정(N=786) 7.707 13.800

제정(N=148) 24.499 22.261

<표 9>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X2의 기술통계



- 41 -

전국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지자체의 비율(X3)의 평균값은 13.398이

다. 최솟값인 0은 총 226개의 관측치에서 나타나며, 모두 2015년의 관측

치이다. 실제로 2015년의 전년도인 2014년에는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2015년에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X3의

값이 0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견 타당한 결과이다. 최댓값인 47.788은 총

118개의 관측치에서 나타나며, 모두 2019년의 관측치이다. 최댓값이 모두

2019년의 관측치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조례를 제정한 누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과이다. 청년기본조례

를 제정한 그룹과 제정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

산하면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룹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지자체의 비율의 평균이 제정하지 않은 그

룹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X4, 로그 취한 값)의 평균값은 11.771이다. 최솟값인 9.193은 총 1

개의 관측치(2019년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나타난다. 최댓값인 13.985는

총 1개의 관측치(2016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나타난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룹과 제정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

하면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룹에서 인

구규모의 평균이 제정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크지만, 그 차이는 앞선

X2, X3에 비해 크지 않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N=934) 13.398 16.263

미제정(N=786) 11.343 15.281

제정(N=148) 24.315 17.005

<표 10>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X3의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N=934) 11.771 1.034

미제정(N=786) 11.716 1.032

<표 11>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X4(로그)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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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X5)의 평균값은 26.068이다. 최솟값인 7.4는 총 1개의 관측

치(2016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나타난다. 최댓값인 71.6은 총 1개의 관

측치(2015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나타난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

룹과 제정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면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룹에서 재정자립도의

평균이 제정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앞선 X2, X3

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청년인구 비중(X8)의 평균값은 17.340이다. 최솟값인 10.394는 총 1개

의 관측치(2019년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나타난다. 최댓값인 24.889는 총

1개의 관측치(2016년 강원도 화천군)에서 나타난다. 청년기본조례를 제

정한 그룹과 제정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

면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룹에서 청년

인구 비중의 평균이 제정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앞선 X2, X3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제정(N=148) 12.068 0.99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N=934) 26.068 13.526

미제정(N=786) 25.608 13.378

제정(N=148) 28.512 14.080

<표 12>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X5의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N=934) 17.340 2.968

미제정(N=786) 17.280 2.981

제정(N=148) 17.657 2.887

<표 13>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X8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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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순이동률(X9)의 평균값은 –1.052이다. 최솟값인 –16.627은

총 1개의 관측치(2019년 강원도 고성군)에서 나타난다. 최댓값인 28.375

는 총 1개의 관측치(2015년 강원도 화천군)에서 나타난다. 최솟값과 최

댓값이 동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단체들에서 각각 나타나

고 있어, 동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

에도 그 특성이 상당부분 상이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청

년인구 순이동률의 평균 값이 음의 값을 지님을 고려할 때, 기초지자체

들에서 평균적으로 청년인구의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기초지자체들에서 유출된 청년인구가 광역지자체

들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룹과 제정하

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면 <표 14>에 나타

난 바와 같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그룹에서 청년인구 순이동률의 평

균이 제정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우려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X2, X3와 같은 변수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이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으

로 그룹을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를 살펴본 것은, 다른 변수들

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은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후술할 사건사분석이 필

요하다.

다음으로 범주형 변수들의 경우 각 범주가 1의 값을 가지는 빈도율을

살펴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X1)의 빈도율은 0.517이

다. 지자체장의 정치이념(X6)의 빈도율은 0.472이고, 단점정부 여부(X7)

의 빈도율은 0.716이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N=934) -1.052 3.460

미제정(N=786) -1.082 3.381

제정(N=148) -0.894 3.857

<표 14>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X9의 기술통계



- 44 -

제 2 절 사건사분석

사건사분석에서 생존함수의 추정을 위한 방법은 크게 비모수적 방법과

모수적 방법으로 구분되며, 생존기간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 수 없

는 경우 비모수적 방법을 활용한다(김대욱, 2016). 비모수적 방법으로는

주로 카플란 마이어 방법(Kaplan-Meier Method)과 Cox 비례위험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이 활용되므로 본 연구에

서는 카플란 마이어 방법과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한다.

카플란 마이어 방법을 활용해 생존함수를 도출할 수 있으며, 1970년

이전에는 카플란 마이어 방법을 활용한 생존함수의 추정이 생존분석의

주된 방법이었다(Allison, 2010). 다만 카플란 마이어 방법은 관찰기간과

사건 발생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사건 발생에 영

향을 주는 다른 독립변수들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어,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1. 카플란 마이어 분석결과

카플란 마이어 분석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누적 생존확

률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도출되는 생존율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생존율을 나타낸 것이다. 카플란 마이어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5>의 누적 사건

수는 당해 연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의

미하며, 남은 사례수는 당해 연도까지 위험집합에 남아있는 관측치의 수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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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누적생존확률

누적 사건수 남은 사례수
추정값 1-추정값 표준오차

2015 0.9979 0.00214 0.00151 2 932

2016 0.9654 0.0346 0.00681 25 685

2017 0.8936 0.1064 0.0131 61 448

2018 0.7452 0.2548 0.0226 108 236

2019 0.4926 0.5074 0.0357 148 78

<표 15> 카플란 마이어 분석결과

누적생존확률의 추정값은 <그림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생존확률, 즉 지자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확률은

감소하며, 그 감소폭 역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카플란 마이어 분석에 따른 생존곡선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관심의 대상이므로, 생

존하지 않은 상태(사망한 상태)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표 15>에

서 ‘1-추정값’으로 표현되는, 청년기본조례의 제정확률은 2015년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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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낮은 값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입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정책의 누적 도입확률

2.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1)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 설명

변수의 변화가 다른 설명변수의 변화를 초래하여 “다른 변수가 일정하

다”는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고길곤, 2017).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보다 크면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10 미만인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길곤, 2017).

분석결과, VIF 값이 높은 변수부터 제시하면 인구(2.903), 전국 기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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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의 정책도입(2.635), 청년인구 비중(2.357),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입(2.225), 재정자립도(2.105),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도입(1.805), 청년인구의 순이동률(1.377), 지자체장의 정치이념

(1.217), 단점정부 여부(1.02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2) 분석결과

먼저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우도비(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를 살펴보면, 카이제곱 값은 261.766으로 9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

여 적합한 분석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는 99.9% 신뢰수

준에서 광역지자체의 제정여부,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중 조례

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 지자체장의 정치이념으로 나타났다. 95% 신뢰

수준에서는 인구(로그)도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90% 신뢰수준에서

는 청년인구 비중도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인구 비중의

경우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이기는 하나, 영

향의 방향이 가설설정에서 예상했던 바와 반대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지

자체 중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 재정자립도, 단점정부 여부, 청년

인구 순이동률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앞

서 설정한 가설들의 인용 및 기각 여부를 <표 16>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인용 여부

가설 1: 상위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은 기초지자체의 청년

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용

가설 2-1: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

체의 비중은 기초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용

가설 2-2: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비중은 기

초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16> 가설의 인용/기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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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설 1과 관련하여, 카플란 마이어 분석의 Log-rank test 결과,

“상위 지자체가 청년기본조례를 먼저 제정한 경우와 상위 지자체가 청년

기본조례를 먼저 제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초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가능성은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

Cox 회귀분석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

유는 카플란 마이어 분석의 경우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교란요

인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설 4-1과 관련해서는 카플란 마이어 분석의 Log-rank test 결

과 역시 “지자체장의 정치이념이 진보인 경우와 지자체장의 정치이념이

보수인 경우의 기초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가능성은 차이가 없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그림 8>을 보면 지자

체장의 정치이념이 보수인 경우(0으로 코딩) 보다 지자체장의 정치이념

이 진보인 경우(1로 코딩)에 정책의 도입확률이 더 클 뿐 아니라, 더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3-1: 지자체의 인구 수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인용

가설 3-2: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4-1: 지자체의 정치이념이 진보인 경우 지자체의 청년기본

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용

가설 4-2: 지자체장의 정치이념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정치이념

이 일치할 경우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기각

가설 5-1: 주민 중 청년인구의 비중은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5-2: 청년순이동률은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음(-)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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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자체장의 정치이념에 따른 누적정책도입확률

가설 4-2와 관련해서는, 카플란 마이어 분석의 Log-rank test 결과

“단점정부인 경우와 분점정부인 경우 기초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가능성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Cox 비례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유의미한 변수들의 위험비(hazard ratio)를 통해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적 요인 중

광역지자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초지자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2.716배 큼을 확인할 수 있

다(위험비=2.716). 또한 동일 광역지자체 내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

이 한 단위 더 큰 경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1.019배 큼을 확

인할 수 있다(위험비=1.019).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

어 왔듯 기초지자체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영향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것이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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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요인의 경우, 인구규모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1.652배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위험비=1.652). 인구규모

와 함께 조례제정의 행·재정적 역량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구의 경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는 점을 토대로 지자체의 재정상태 보다는 인구규모가 정책추진의 역

량을 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상태의

경우 박나라·김정숙(2018)도 유사하게 지적하였듯, 현 시점에서 재정상태

가 좋지 않더라도 정책도입으로 인한 미래의 재정상태 개선을 기대하며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등 정책추진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의 정치이념이 진보인 경우

보수인 경우에 비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1.998배 큼을 확인할

수 있다(위험비=1.998). 반면, 청년인구 비중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청

년기본조례의 제정 확률은 0.907배가 되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위

험비=0.907). 이를 통해 정책수혜집단의 비중이 크다고 해서 해당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꼭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설명변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Hazard

Ratio

외부적

요인

수직적

요인

광역지자체의

제정여부

0.99912***

(0.32157)
2.716

수평적

요인

동일 광역지자체

내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

0.01874***

(0.00507)
1.019

전국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

-16.9316

(1035)
0

내부적

요인

행·재정적

요인

인구(로그)
0.50222**

(0.16354)
1.652

재정자립도
-0.00888

(0.00845)
0.991

정치적

요인

지자체장의

정치이념

0.69199***

(0.21303)
1.998

<표 17> Cox비례위험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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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p<0.10, **p<0.05, ***p<0.01

주2: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한편, Wald 통계량을 통해 모형에서 각 독립변수가 미치는 공헌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Wald 통계량이 클수록

모형에서 변수의 공헌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동일 광역지자체 내 조

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 지자체장의 정치이념, 광역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 인구, 청년인구 비중 순으로 공헌도가 큼을 알 수 있다. 즉, 정책확

산 현상에 대해서는 동일 광역지자체 이내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서 정의되는 인접한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 정책대상집단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

가장 영향력이 작다.

주: *p<0.10, **p<0.05, ***p<0.01

단점정부 여부
0.29953

(0.20618)
1.349

사회적

요인

청년인구 비중
-0.09813*

(0.0528)
0.907

청년인구 순이동률
-0.00752

(0.03085)
0.993

우도비검증 261.7663***

설명변수 Wald

외부적

요인

수직적 요인 광역지자체의 제정여부 9.6534***

수평적 요인

동일 광역지자체 내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
13.6869***

전국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
0.0003

내부적

요인

행·재정적 요인
인구(로그) 9.4303**

재정자립도 1.1047

정치적 요인
지자체장의 정치이념 10.5521***

단점정부 여부 2.1105

사회적 요인
청년인구 비중 3.4542*

청년인구 순이동률 0.0594

<표 18> Wald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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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책인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 청년기본조례의 제정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

적 요인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제정여부,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비중과 내부적 요인 중 인구, 지자체장의 정치이념, 청년인구

비중이다. 다만 청년인구 비중의 경우, 예상했던 바와 그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 중에서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

지자체장의 정치이념, 광역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 인구, 청년인구 비중

순으로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째,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결정에 있어 상위정부인 광역지방자치단

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광역지자체의 조례제정여부와 동

일 광역지자체 내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은 유의미한 양(+)의 영향

을 미친 반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은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초연

결사회에서도 광역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선 전국적 소통과 영향력의 행사

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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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입역량 중 인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를 정책도입역량의 하나로 보기에

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인구규모는 조례제정에 유의미한 양(+)

의 영향을 미친 반면, 재정자립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재정적 측면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상

식과 배치되는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청년기본조례의 조항들이

대부분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같이 재량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그 자체가 곧바로

재정소요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실제로 지방자치

단체는 정책의 도입과 실제 정책의 집행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으며, 청년기본조례와 같이 정책의 도입 그 자체가 바로 재정소요

를 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라면 재정자립도를 정책도입의 역량의 하나로

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이다. 연구결과 정치적 요인 중 지자체장의 정치이념은 조례제

정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단점정부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례의 제정에 있어 지방의

회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막대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청년

기본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넷째,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있어 정책의 필요성 측면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결과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있어

사회적 요인의 유의미성이 작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 비중

의 경우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의 방향이 음(-)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자원을

보다 많은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면 이는 합리적

이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청년인구의 비중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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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청년인구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청년인구 순이동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의 순이동률이 낮은 지역에서 청년인구의 유출

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청년기

본조례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변수가 조례제정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조례제정을 함에 있어 합리적 고려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종합하면, 청년기본조례의 경우 정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

터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합리적 판단이 용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에 대한 고려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여부나 지방자

치단체 장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고려가 보다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물론 청년기본조례의 확산 현상은 지방정부들이 청년문제

를 인식함에 있어 일자리 등 단편적인 부분이 아닌 청년의 삶의 질 전반

을 고려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

만 제정의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의 영향이 다소 부족했으며, 오히려

정치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입, 특히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

되고 있는 정책의 도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요인이 합리적으

로 고려되기 보다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거나 내부적 요인 중에서도

정치적 목적이 고려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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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책의 확산에 있어 과연 합리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정책결정이론들이 존재하지만, Simon

이 주장했듯 정책결정자는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뒷받침

하는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기본조례의 확산현상을 살펴

보면서,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물론 다른 정책들을 대상으로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왔지만, 정책분야별로 영향요인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책이 확산

된 사례를 찾아 확산요인을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이정철·허만

형, 2016).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청년

수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가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의가 있

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앞서 정책대상집단과 관련

한 합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설

정한 관련 변수인 청년인구 비중과 청년인구 순이동률에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개별 지

방자치단체별로 청년의 연령 범위를 다르고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통일적인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령 범위를 일

괄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 범위 또는 상한 연령

등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나,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해당 통제변수를 결측치로 두

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석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둘째,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단순도입과 실제 시행을 다르게 인

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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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제정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이정철·허만형(2016)의 연구

에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정책확산을 연구하면서 제도자체의 도입 뿐만 아

니라 실제 예산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제

도도입에 비해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외부적 확산요인보다 내부적 결정요

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년기본

조례의 경우에도 조례자체의 제정여부가 아닌 실제 청년에 대한 예산집

행정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본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실제 청

년에 대한 예산집행액을 구하여 모형에 반영해보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

의 시간적 및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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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pursuit for increased local autonomy allows local

governments to make policy decisions which reflect their local

specificities, thereby expanding the diversity and heterogeneity of

polic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However, in many cases,

similarities and homogeneities are observed more than the diversity

and heterogeneity of local governments’ policies.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policy diffusion, I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usion of similar polic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by dividing the influence factors into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I tried to find out whether local

governments adopt policies under the influence of external (higher

municipalitie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or the influence of

internal factors which mean their own attributes. The analysis target

is the Youth Basic Ordinance, which has been spreading among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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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since 2015. As an analytical method, the event history

analysis (EHA), which is widely used in policy diffusion research,

was used, and Kaplan-Meier 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risk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external factors,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youth basic ordinances were the enactment of

ordinances of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the percentag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hich enacted Youth Basic Ordinance among

the same regional local government. The propor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which enacted the ordinance in the country as a whole

was not significant. Second, among the internal factors,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Youth Basic

Ordinance are the population,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among

residents. It is noteworthy that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that is,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policy target

groups related to the Basic Youth Ordinance, the lesser the likelihood

of ordinance enactment. Fiscal independence rat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is unified government or not, and the net migration rate

of the youth population were not significant variables.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ill great influence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 among the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presumed to be considered when adopting a policy, the

population size is important, whereas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is

not. Also, the will of local government’s head officer is important.

And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there were some political intentions

when enacting the Youth Basic Ordinance. Third, there are reasonable

doubts that local governments didn’t really considered the rational

aspect when enacting the Youth Basic Ordinance. Th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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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ng the policy target group were found out to be insignificant.

Although it was relatively easy to get data regarding the policy

target group, youth population, the ordinances were found out to have

been enacted without regarding those aspects.

Keywords: Policy diffusion, Youth Basic Ordinance, Event

History Analysis

Student number: 2018-2827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2. 연구방법 


	제 2 장 정책의 도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현황  
	1. 청년기본조례의 내용 
	2. 청년기본조례의 확산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정책확산에 대한 논의  
	2.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논의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 3 장 연구모형과 변수측정 
	제 1 절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3. 분석방법 

	제 2 절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제 2 절 사건사분석 
	1. 카플란 마이어 분석결과 
	2.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시사점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0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2. 연구방법  4
제 2 장 정책의 도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현황   5
    1. 청년기본조례의 내용  5
    2. 청년기본조례의 확산  10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6
    1. 정책확산에 대한 논의   16
    2.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논의  22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3
제 3 장 연구모형과 변수측정  24
 제 1 절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24
    1. 연구모형  24
    2. 연구가설  25
    3. 분석방법  30
 제 2 절 변수의 측정  33
    1. 종속변수  33
    2. 독립변수  33
제 4 장 분석결과  39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39
    1. 종속변수  39
    2. 독립변수  39
 제 2 절 사건사분석  44
    1. 카플란 마이어 분석결과  44
    2.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46
제 5 장 결론  5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2
    1. 연구의 요약  52
    2. 연구의 시사점  52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4
    1. 연구의 의의  54
    2. 연구의 한계  55
참고문헌  57
Abstract  6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