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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사회간접자본 공급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정상적으

로 작동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사

회간접자본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사회간접

자본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

구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사

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

동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최적 수준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

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지방정부 투자결정이다. Borge et al.(2014)의 수리 모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세출의 자율성이 보장된 경우 주민이 선호하는 지방공

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일인당 지방세를 지방정

부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간

접자본 스톡에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치는 영향이다.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투자가 누적되어 나

타난 결과이다.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

어진다면 스톡 역시 효율적으로 갖추어질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는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를 대

상으로 일인당 지방세의 탄력성을 살펴보았다. 특별·광역시와 도를

나누어 추정한 결과 세 가지 시설에 대한 일인당 지방세의 탄력성

은 특별·광역시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 가운데 가장 비

중이 큰 도로의 경우 일인당 지방세가 1% 증가할 때 특별·광역시

의 경우 0.34%증가했지만 도는 0.07%증가하는데 그쳤다. 모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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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재정분권지수가 1%증가할 때

특별·광역시의 경우 0.16%증가했지만 도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

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스

톡의 현황이 확연히 다른 특별·광역시와 도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 대해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현황에 의해 결

정되는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

민선호의 반영은 분권화 정리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의 적정수준을 제시한 이영성·김예

지·김용욱(2012)의 연구에 따르면 특별·광역시의 경우 사회간접자

본 스톡이 부족하였으며 도의 경우 과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노력이 스톡의 증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이 과다한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

한 의지가 부족한 지방정부 보다 약하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우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

어난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와 복지 지출의 증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난다면

그 역할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아닌 지방세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정

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는 지방

정부의 주민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며 그것을 선거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할 때 극대화될 수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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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공

급에 있어 역할과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며 지방자치 시행에 따른 분권화의 일부이다. 지방자치제도

가 성숙해지고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

할은 점차 커질 것이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며,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이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은 제한적이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 지

방정부가 제공해야 할 다른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

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

방정부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얼마인지에 대한 논

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들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와 스톡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대를 찾기 어렵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의가 워낙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부족하다. 또한, 적정성을 평가할 명확한 기준을 지방정부별로 제시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최적 혹은 적정 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

다면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는 주체인 정부가 적어도 적정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 기제가 정상



- 2 -

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최적 수준에 수렴할 가능성이 커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이해하

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관계, 다른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변화시켜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권화의 효과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다. 또

한, 경제적 관점에서 분권화에 기대하는 가장 두드러진 효과인 자원배분

의 효율성 증가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이 될 수 있다.

분권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는 Oates(1972)의 분권화 정리

의 개념에 기초한다. 분권화 정리는 지역마다 다른 주민의 공공재 수요

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

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결정한다면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구축할 가능성이 커

질 것이다. 하지만 분권화 정리는 엄격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 우리나

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

정을 평가하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분권화 정리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정부가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지방정부

의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분권화 정리는 지방정부가 세입

과 세출에 있어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만약, 지

방정부의 자율성이 부족할 경우 분권화 정리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할 가

능성이 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스톡의 효율성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분권화 정리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공재 투자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주민이 느끼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만족

도는 이미 갖추어진 스톡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간

접자본 스톡의 효율성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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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자본 투자를 설명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효율성

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지방정부가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판단

한다. 둘째, 이러한 지방정부의 개별적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전체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와 복지 지출의 증가로 사회간접자

본에 대한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투자주체의 변화가 자원 배분

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구축하며, 지방공공재 전반에 걸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를 주민과 지역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대상지역의 결정과 향후 투자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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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가 사

회간접자본 투자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 결과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

할 변화와 재정분권화 효과, 사회간접자본의 개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의 효과,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필요

하나 간결한 논리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과와 사회간접자본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이론

적 범위는 국가 또는 지역단위에서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한정한다. 개별 사회간접자본의 비용편익 분석, 공

학적 수요예측 등의 방법 등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방법을 지역 단위로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따른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울

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분리되기 이전의 분석기간에는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간접자

본 스톡이나 투자에 대한 자료 가운데 광역시도 보다 작은 단위에서는

화폐 단위로 제공하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며 사회간접자본에서 나타나

는 공간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

범위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

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결정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공

기업의 의사결정 결과를 광역시도라는 공간적 범위로 살펴보는 것이다.

시간적 범위는 최대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분석에 따라 그 기간

이 달라진다. 종합적인 사회간접자본 스톡과 시설별 스톡의 현황은 시계

열을 최대한 확보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살펴보는 실증분석은 1999년부터 2011년 자료를 이용한다.

1997년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광역시와 도는 재정수입과 지출 구조가 달라 분리 이전과 이후 두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이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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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논리를 전개한다. 우선 분권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어서 Oates(1972)의 분권화 정리에 기초하여 지방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제를 설명하고 이러한 설

명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았다. Borge at al.(2014)의 수리모형,

재정분권수준의 측정,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의 효과를 제시한 것은 이론

의 가정과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행동을 설명하

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과와 적정투자수준을

살펴본 연구들에 담겨 있는 경향을 도출하여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지방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방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광역시도 단위의 사회간접

자본 스톡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총 사회간접자

본 스톡과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한다.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스톡과 투자 경향, 재정 운영의 제도적 차

이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를 분류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지방정부의 사회간

접자본투자가 효율적이었는가를 평가한다. 지방정부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하여 지방정부 주민의 선호 차이를 확인하

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

한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방정부 전체 사회간접자본 스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의

적정투자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 이러한 과정을 연구흐름도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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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시설별 지방정부의 투자 결정

사회간접자본 스톡 결정의 지방정부의 역할

⇩

결론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그림 1-2-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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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분권화와 지방공공재 공급

재정분권화는 분권화에 포함되는 하나의 형태로 재정분권화가 가져오

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권화의 개념과 분권화가 가져오는 효과

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권은 집권과 함께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배분의 원리이다(이승종,

2005)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

별법에서는 제2조 지방분권의 정의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은 추구하는 바는 동법 제7

조 기본이념에서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

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

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분권의 강도와 분권의 대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분권의 강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분산

(deconcentration), 권한위임(delegation), 권한이양(devolution), 민영화

(privatization)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중 권한이양은 분권

화의 가장 확장된 형태로 지방정부에게 재정운영상의 자율성을 포함한

결정권한을 폭넓게 이전하는 형태이다(최정렬, 2014: pp.9-10).

분권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분권화의 유형은 행정적 분권화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정치적 분권화(political

decentralization), 재정적 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로 구분할 수 있

다(Saltman and Bankauskaite, 2006). 행정적 분권화는 정책 결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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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인사권한을 다루는 개념이며 정치적 분권화는 주민의 의견을 정

책결정에 반영하는 대표성과 관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재정분권화는 정부 재정의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가 권한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이렇게 분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므로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역시 여러 가지가 있다. 권한

이양의 수준,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수준,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수준, 인

센티브 체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 향상, 정책과 계획 과정의

주민참여 등이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

과 같이 그림 2-1-1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책임관계의 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 결정자들 사이의 관

계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되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선택은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2-1-1> 분권화에 따른 의사결정 주체 사이의 관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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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의 관계,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목해야 할 지방

정부의 특성은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

앙-지방 정부의 관계, 지방정부-주민의 관계를 수직적 상호작용, 지방정

부-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수평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여 분권화의 효

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분권화에 따른 수직적 상호작용의 변화

분권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주체의 수직적 상호작용의 첫 번

째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 분담이다. 임승빈(2006)에

따르면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국가의 법적, 제도적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바탕을 두고 각종 사무를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

치 단체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부여

한다.

이러한 사무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간의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비용부담의 주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라 인력과 재

원까지도 재조정되는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무배분의 문제가 곧 자

치권행사의 범위를 한정하며, 실질적인 자치권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조성호 외, 200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의 내용은 분권화의 효과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지만 사무배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무배분을 간단히 살펴보면, 문민정

부까지는 “지방이양함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작

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총 2779 건을 심의하

여 1174건이 지방으로 이양 확정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총 612건을 이양확정 하였고, 그 가운데 610건을 법률적 작

업까지 완료하여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였다. 참여정부는 총 902건을

이양 확정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587건을 이양 확정하였으며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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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516건을 이양 완료하였다.

이렇게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들은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역할에 한

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이양이 지방공공재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찾기 위해서는 이양된 사무의 내용은 분류하여 지방공공재와 관

련된 사무를 찾아내 개별 사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수천 건에 이르는 사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양된 사무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의 효과

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분권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책임과 함께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볼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무 배분의 기록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증대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 지방정부의 영향이 커지고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분권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주체의 수직적 상호작용의 두 번

째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이다.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사무배분에 의해 결정된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

라의 경험에 비추어 분권화가 이루어졌을 때 지방정부와 주민사이의 관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우선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관계 변화가 가져올 긍

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분권화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방과 외교 등의 성과로 지방정부를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

구분
91

-97
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00 01 02 03 04 05 06 07 계 08 09 10 11 12

이양

확정

117

4

151

4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158

7
54 697 481 277 78

이양

완료
824

146

6
185 175 250 466 53 191 68 78 516 45 336 110 23 2

출처: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2, p161)

<표 2-1-1> 정부사무 지방이양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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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의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주민들은 정부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

게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방정부의 주민들은 자신의 지방정부에 대

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우며, 참여와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 비용이 상

대적으로 적게 든다. 분권화를 통해 기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점은 주

민참여의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 증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자가 주민참여에 증가에 반응하는 중요한 이유는

선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자에 대한 투표 결과가 지방

정부의 성과와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닌 다른 이슈들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의

심화(Geys and Vermeir 2008; Kiss 2012), 인종·도덕·사회적 이슈

(Mooney and Lee 1995; Campbell 2004; Lublin 2004)을 비롯해서 논란

이 되는 사안은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책결정자에 대한 성과가 선거 결과

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자치단체정의 성과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도 지방정부에 대

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충분한 관심

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Kingdon 2003; Kiousis et al.

2006), 투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Khemani(2001)은 인도의 유권자들이 국가

단위의 선거보다 주 선거에 보다 많은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였다.

Besley and Coate(2003)와 Lockwood(2002)는 선거로 선출된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분권화가 이루어진 경우 중앙집권적인 경우보다 주민 선호에

대한 대응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Persson and Tabellini(2000)와

Hindriks and Lockwood(2009)는 중앙집권적 경우와 분권화된 경우 지방

정부의 현직 단체장이 보이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분권화에 따라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

방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지방공공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역시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전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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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권화에 따른 수평적 상호작용의 변화

분권화가 지방공공재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주목해

야 할 또 다른 특성은 지방정부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지방정부들의

의사결정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주민참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

이 늘어나면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

의 서비스 다양화는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주민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생기고, 주민들이 여러 지방정부의 정보를 확

보하면, 주민들은 이웃 지방정부들을 비교하여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

고, 현직 자치단체장을 판단할 수 있다(Besley and Case 1995; Altshuler

and Goodspeed 2014; Foucault et al. 2008). 재선을 목표로 하는 단체장

들은 유권자인 주민의 표를 얻기 위해 비교대상인 이웃 지방정부들과 경

쟁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정부들의 의사결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설명하

는 틀로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교경쟁은 Shleifer(1985)가 처음 소개한 방법으로 공기업이나 방

위산업체 같은 회사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한계생산비용 이상

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방법이다. 독·과점 기업의 한

계생산비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의 서비스 수준과 비용과 비교하면 독과점 기업의 성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과점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

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비교경쟁

체제에서는 정부 규제를 받는 독·과점 기업의 성과가 비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수준까지 비슷해지면서 즉 동조화되면서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이영성·김용욱·박준영, 2014).

비교경쟁의 개념을 지방정부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게임이론을

이용한 수리모형으로 나타났다. Besley and Case (1995), Bordignon et

al. (2003), Besley and Smart (2007) 등이 지방정부의 비교경쟁에 대한

수리모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비교경쟁이론이 가지는 장점은 비

교경쟁 이론이 비록 지방정부들 사이의 의사결정의 상호작용을 모두 다

설명할 수 는 없지만,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의 원인이 무엇이며,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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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행위자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기제(mechanism)

를 거쳐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게 되는가를 하나의 이론적 틀 속에서 보

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경쟁 이론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에 가

깝게 지방공공재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

다.

비교경쟁 이론은 지방정부의 공공재공급, 재정지출, 특정 정책의 시행

등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Revelli

and Tovmo(2007)는 노르웨이 지방정부들의 지방공공재 성과

(performance) 수준을 분석하여 이웃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재 성과가 비

슷해진다는 것을 보였다. Buettner(2003), Padovano and Petrarca(2014),

Allers and Elhorst(2005), Leprince et al. (2007), Bivand and

Szymanski(1997)는 각각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지

방정부들의 과세율 변화가 이웃 지방정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과세

율의 하락이 비교경쟁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용욱·이영

성(2013)은 우리나라의 사회개발비 지출 역시 비교경쟁 때문에 동조화되

고 있음을 보였다.

지방정부 의사결정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비교경쟁에 의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단순한 모방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느

한 지방정부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인기 있는 독특한 정책을 펼치면, 그

러한 정책이 주변 지방정부들에게 확산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교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효율적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비교경쟁 이론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주민

들이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할 때 하나의 지방정부만 있는 경우보다 지

방정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때 나타나지만, 이것이 완

벽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인 주민들은 분

권화가 이루어져 정보를 얻기 쉬워지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주민들의 바람을 충직하게 반영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기는 어

렵다(Salmon, 1987; Besley and Smart, 2007). 또한, 유권자가 이웃 지방

정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자신의 지방정부의 정보를 구하는 것

보다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자신의 지방정부와 비교하여 정확하

게 판단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Hindriks and Lockwood, 2009;

Bradford et al. 1969). 비교경쟁의 효과는 선거 시기에 가까울수록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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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Foucault et al. (2008)와 Bartolini and

Santolini(2012)에 따르면 각각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선거전년도에만

비교경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선호를 넘어서는 과도한 지출경

쟁이 나타났다. 또한, Revelli (2002), Hayashi and Boadway(2001),

Allers and Elhorst (2005), Solé-Ollé (2003)이 각각 영국, 캐나다, 네덜

란드, 스페인에서 확인된 것처럼 자치단체장의 재선이 전혀 위협받지 않

거나 인접한 자치단체장들 사이에 담합이 일어나면 비교경쟁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Geys and Vermeir 2008; Gérard and van Malderen

2012).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들 사이에 재정상황이 차이가 나면 주민이

지방정부를 평가하기 어렵다(Kotsogiannis and Schwager 2008). 재정

수입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원하는

공공재 공급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지방정부는 주민을 만족하게 하는 것

도 어렵다.

비교경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관계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결과

는 자치단체장의 성과보다 중앙 정치의 동향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방정부들의 재정격차가 상당하므로 유권자들이 지방정부

들을 비교하여 자치단체장의 성과를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비교경쟁이론의 적용대상을 일반적인 지방공공재에 바로 적용하

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역할이 나뉘어 있고 물리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는 시

설이 포함된 사회간접자본 같은 경우 비교경쟁이 나타나기 더욱 어렵다.



- 15 -

제 2 절 재정분권화와 지방공공재 공급

1. 분권화정리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Oates(1972)의 분권화 정리에 근거한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개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분권화 정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분권화 정리란 지방공공재 생산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생

산비용의 차이가 없으면, 지방정부가 각자의 지역에 파레토 효율적 수준

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아니면

지역에 맞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Oates, 1972; p.35)라

는 것이다.

Oates(1972)는 간단한 예를 통해 분권화 정리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

다. 우선 인구가 고정된 있는 한 지방정부를 가정한다. 여기에 공공재 공

급의 한계 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개인의 수요는 선형인 그림(2-2-1)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공공재 한 단위당 가격이며 는 한 개인 가

소비하고자 하는 공공재의 량이다. 정부가 공공재 공급량을  정한다면

개인 의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ABC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우선 수요함수를   로 두면 개

인 의 후생손실(W)은 식 (2-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

이를 인구 명의 지방정부로 확장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이 모두 같다

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식(2-2-2)으로 후생손실을 나타낼 수 있으며

∆ 
  






 

 식

개인의 수요함수의 기울기 를 같다고 가정하면 지방정부의 후생손

실은 식(2-2-3)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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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지방정부의 후생 최대화는 식(2-2-3) 최소로 할 때 얻을 수 있다. 이

를 만족하는  는 의 산술평균이다. 개인들의 수요곡선이 같다고 전제

했기 때문에 한계지불용의액과 한계비용이 같아져  는 파레토 효율적

인 값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중앙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자.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 수준  ′는 앞서 제시한 과정을 거쳐 국가에 속한 모든

개인 에 의해 결정되는 산술평균 값  ′




으로 결정된다.  ′를

제공하면서 나타나는 후생손실의 합은 다음과 같이 식(2-2-4)으로 나타

낼 수 있으며, 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고 하면 식(2-2-4)의


  



  ′은 식 (2-2-5)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식

출처: Oates(1972)

<그림 2-2-1> 공공재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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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여기에 1/2b를 곱해주면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에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은 지방정부가 공급했을 때의 후생손실(우변의 첫째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후생손실 

 
 




 ′가 발생하게 되며 

 
 




 ′는 재정

분권에 따른 후생손실의 감소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권화 정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우선, 분권화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소비자의 후생손실 감소이다.

따라서 분권화 정리에 기초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후생손실 감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간접

자본의 경제적 효과와 적정성을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등으로 평가한

다른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론 역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분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후생손실의 감소 즉 자

원배분의 효율성 증가는 개인과 지방정부의 수요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 내 주민들의 수요가 비슷하고, 지방정부

간 수요가 서로 다르다면 분권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가장 커지게 된

다. 식(2-2-5)에서 지방정부가 공급했을 때의 후생손실(우변의 첫째항)은

Tiebout(1956)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조세부담의 조합을 비교하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

로 이동하여 비슷한 선호를 가진 주민들이 모여 산다고 제시한

Tiebout(1956)의 논의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공급했을 때의 후생손실은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인 세금부담에서 지방정부간 차이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

조를 가지고 있어 비슷한 선호를 가진 주민들이 모여 살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후생손실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분권화 정리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선호가 다양하다면 분권화가 사회적

후생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Tiebout(1956)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분권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나 나

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분권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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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정리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지방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분권화 정리에서 가정한 조건들이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의사결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Oates (1972)의 분권화 정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주민

의 효용을 최대로 만드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관료의 예산극대화, 특정

이익집단의 관여 등, 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

이 존재하며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Oates (1972)의 분권화 정리에서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또 하나의 가

정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비슷한 행정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

도상국의 지방정부의 경우 기본적 회계나 기록물관리 조차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 부분재정 분권화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분권화 속에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분권화 정

리의 논의는 지방정부가 과세와 재정지출에 상당한 충분한 권한을 가지

고 있을 때를 가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지방

정부가 가지는 권한은 차이가 있다. 현실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분

권화의 효과는 분권화 정리에서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살

펴보는 것은 현실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재정분권화의 개념이 조금 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목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져 과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의 재정이전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조건 가

운데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설

명하는데 부분재정분권화의 개념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부분재정분권화란 지방정부가 세출의 자율성을 갖지만 세입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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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Bruecker, 2009).

본 연구에서 부분재정분권화 이론에서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지방정부가 과세에 대한 자율성이 없을 때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어

떻게 변하는가이다. 지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지방정부가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우리나라 지방재

정이 가진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부분재정분권화가 전제하는 조건에서

의 지방정부 의사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은 지방공공재를 나

눌 수 있을 때 지방정부는 각각의 지방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간접자본은 분권화 정리에서 다루

고 있는 지방공공재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간

접자본과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지방공공재를 구분했을 때 지방정부의 의

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Borge et al.(2014)는 분권화 수준을 중앙집권적, 부분분권화, 완전분

권화 세단계로 나눈 상태에서 두 가지의 공공재와 사적재의 제공수준이

분권화 상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하였다. 여

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회간접자본 공공재 x, 사회간접자본을 제

외한 다른 공공재를 z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

자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두 종류의 공공재 x, z와 사적재 e를 소비하는 개인을 가정해보자.

소비성향이 다른 두 소비자(i)가 있으면 두 사람의 선호()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logloglog     식

1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로 두면

2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로 볼 수 있다. 다수결에 의해 지

방 공공재 수요가 결정 된다면 1번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수인 경우 1번

성향 도시, 2번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수인 경우 2번 성향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방정부가 자체 세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수준 선택은 다음 식(2-2-7))과 같다.


  

      여기서 는소득임 식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재정지출은 인두세(head tax, 
)를 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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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중앙정부가 지방공공재 제공수준을 결정하는 중앙집권 상황을 살펴보

자 중앙정부는 공공재 x, z를 제공할 때에는 두 성향을 가진 집단의 의

견을 조율하여(라는 가중치로 나타낸다) 공공재를 제공하고자 할 것이

다. 중앙정부가 를 앞서 제시한 로 결정한다면 중앙정부의 지방공공재

제공이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의 성향

을 결정하는 기준인 다수결을 중앙정부에도 적용한다면 =라는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식

이때 필요한 세금은 식(2-2-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완전재정분권화 상태와 다른 점은 완전재정분권화 상태에서는 한 지

방정부의 세금이 다수의 소비자가 원하는 공공재 제공을 위한 세금 수준

(
)이 바뀔 수 있지만 중앙집권적 경우에는 두 도시의 세금 수준을 가

중평균한 하나의 세금 수준( )으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세출의 자율성은 가지고 있지만 재원을 중앙정

부에 의지하는 부분재정분권화 상태에서의 공공재 제공을 살펴보자. 우

선 중앙정부는 지역마다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지방정부에 이

전해 준다. 따라서 세금은 중앙집권적인 경우와 같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x, z 제공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다. 여기서 는 국가의 소득수준이며, 도시의 소득수준 와 구

별하기 위해 를 사용한다. 이 때 지방정부가 선택하는 x, z 제공수준은

다음 식(2-2-11)과 같다.

 

 
   


     식

이 식은 사적재와 공공재 선호계수의 합(    )에서 각

공공재 선호계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이전받은 재원을 사

용한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경우와 부분재정분권화 경우의 공공재 제공 수준을 비교

해 보자. 우선 




 조건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 21 -

공공재 x에 대한 제공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이 수식은 분권화 상황에

서 지방공공재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수식(2-2-7)의 
을 식(2-2-11)의

개념을 활용하여 
 

로 나타낸 다음 중앙집권적 상황에서의

공공재 제공 수식(2-2-9)에 대입하고 앞서 제시한 조건(




 )을

적용하여 그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식

이러한 비교과정을 z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다면 다음 식(2-2-13)과 같다.

       식

그렇다면 부분재정분권화 상태와 완전분권화 상태에서 공공재 제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완전 분권화된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수준(
)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사적재에 대한 선호가 두 집

단 사이에서  관계를 가진다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자 지방정부의

공공재 재원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1번 집단이 사적

재의 선호가 더 큰 경우( )일 때, 1번 집단이 다수인 경우는 공공재

제공 재원이 줄어들어 
  

 로 공공재 제공이 결정되며, 2번 집단

이 다수인 경우는 
  

 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사적재에 대한 선

호가 큰 집단이 다수일 경우 두 공공재 모두 제공수준이 부분재정 분권

화 경우보다 낮아지며, 반대로 사적재에 대한 선호가 작은 집단이 다수

일 경우는 공공재 제공수준이 두 공공재 모두 부분재정분권화 경우보다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2-2-2과 같다. 이는 지방정부

가 제공하는 공공재 x와 z의 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이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 즉, 사적재 선호계수 가 변할 때 공공재 x

와 z에 대한 선호가 확연히 변한다면 두 공공재에 대한 제공수준은 명확

히 제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Borge et al.(2014)의 수리모형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부분 재정분권화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지

방공공재 x를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세출의 자율성을 가진 세원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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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수록 주민의 다수가 x를 선호하는 지방정부는 x에 대한 투자를 늘리

고 x외 다른 지방공공재를 더 선호하는 지방정부는 x에 대한 투자를 줄

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지방정부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세출

의 자율성이 보장된 세원이 증가할 때 두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재 x에

대한 투자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두 지방정부의 x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완전한 재정 분권화 상황

이라면 지방정부의 x에 대한 투자 증가는 사적재 선호에 대한 감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부분재정분권화와 달리 명확하게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출처:Borge et al.(2014)

<그림 2-2-2> 분권화 수준에 따른 공공재 공급수준의 변화



- 23 -

3. 이전재원의 성격과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은 지방정부가 가진

자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권화 정리에서는 세입과 세출에서의

충분한 자율성을 가정하였으며, 부분재정 분권화에서는 세출에서의 자율

성을 가정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이전재원의 특성을 살펴

보는 것은 부분재정분권화에서 가정한 세출의 자율성이 온전히 주민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전재원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Schwarz and Clements(1999)가 제시한 이전재원의 중요

한 특성은 소비자가 완전경쟁 하의 사적시장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생산자의 소득

높이는 것이다. 또한, Myers and Kent(2001)는 정부가 판단했을 때 경제

전체 또는 사회 전반에 필요한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영역

또는 제도, 산업, 개인영역까지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제시하

였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세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전재원과 각종

자체사업을 지원해 주는 조건부 이전재원을 지방정부 마다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이러한 이전재원이 담당하는

역할은 우선 지방정부들 사이의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들 수 있다. 한

국민이 어느 지방정부에 거주하는가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나쁠수록, 지역

간 재정격차가 클수록,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의 역사가 짧

은 국가일수록 이전재원의 운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

며, 또한 일반 및 조건부보조금 운용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김종희,

2014). 이러한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가 남미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국가들

에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때문에 겪고 있는 심각한 재

정위기이다. 연성예산제약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영기업의 행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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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Komai(1979)가 제시한 개념으로 연성예산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할 경우 경제주체는 자신이 손실을 보더라도 외부의 지

원을 예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은 도덕적 해이를 들

고 있으나 Oates(2008)은 책임과 유인의 문제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에 처했을 때 중앙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지방정

부를 지원할 것이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이전재원에 대한 기대가 지출행위에 반영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반복

되면 지방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자체수입의 확충보다는 중앙정부의 이

전재원을 확보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더 큰 구조

적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의 이

전재원을 줄이는 경우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재원을 늘리는 것보다 손쉽

게 이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방정부는 자체수입을 게을리 하게 되

고 이는 재정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정지출수요의 내용이 복지, 환경 등 중앙정부의

고유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지방정부의 세입에 대한 자율성이

제약된 만큼 언제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갖게 된다(전상경, 2011)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재정의 운용을 지방정부에게 모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종희

(2014)는 이전재원의 지원을 통하여 각 국가의 중앙정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효과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강화해 경기변동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충격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Brueckner(2000)는 실제로 이전재원이 재정충격을 견디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일정수준의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필수적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전재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정부의 재정운영

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정렬(2014)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일반재원주의와 자주재원주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일

반재원주의는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전재원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이면 충분히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이며 자주재원주의는 세출분권보다 세입분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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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으로 지방재정의 확충 등 지방정부의 재정력 확보를 위해 지방

세나 세외수입 중심의 자주재원을 강조하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지방정부들

사이의 재정적 격차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는 관점과 이전재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여 지방정부의 자

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비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재정분권화를 측정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전재원을 바라보는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로부

터 지방정부로 이전재원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재정의 외부효과에

주안점을 둔다. 인위적으로 행정관할구역의 경계가 구분되면 재원이 동

원되는 지역과 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급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재정외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Pinch, 1985; 김종희, 2014 재인용).

Oates(1972)는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조

건 가운데 외부효과가 내재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일

관할구역이 지출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만큼 크지 않다

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작은 지방정부 체제에서 지역 투표자들은 자신

의 관할구역 밖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무시하기 때문에 비효율

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전재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전재원의 부정적 영

향이 연성예산제약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극단적으로 재정위기를 가져오

지 않더라도 지방정부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분권화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기 위

해서는 분권화된 기능에 알맞은 수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지방정부에 더 큰 책임성을 부여한다(McLure, 2001). 비록 중앙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라도 지방정부는 그 재원 사용에 대한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받아야한다(Birds, 1986). 지방정부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은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걷는 다면 효율적 공공서비스 제공의 유인이 생긴다. 예를 들어 중앙정

부의 보조금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경우 재정적 위기

를 막으려면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이외에 다른 공공서비스를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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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경우에 사회간접자본은 주민이 원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공

급될 수 있으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통적 관점에서 기대하는 이전재원의 효과를 우

리나라의 이전재원 제도가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성

일(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지방교부세 제도에 이질적

인 보조금 요소가 가미되고 인센티브 요소 등이 합세 되면서 본래 지방

교부세가 지향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국가재정자원의

효율적 안배를 추구하는 국고보조금제도에 재정형평화 기능이 강화되어

정부간 재정관계가 왜곡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실제 교부세 가운데 세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보통교부세의 비중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재정형평화 기능을 가지고 있더

라도 세출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더 세분하지 않더라도 이 두 재원의 특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분권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지출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전재원으로 분류하는 무조건 보조

금, 교부세 등이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관계에서 중앙

정부의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운영되어도 충분히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무조건 보조금과 교부세

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세와 상당히 다르다면 이

전재원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

이의 이전재원은 비록 세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와는 구

분하여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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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분권 수준의 측정

앞서 살펴본 분권화 정리와 부분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에서 유의해

야 할 점은 재정분권의 수준을 개념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Borge et al.(2014)의 부분재정분권화는 모든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으며 세출은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는 것이며, 완전한 재정분권화

상태는 세입과 세출의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Borge et al.(2014)의 수리모형은 지방공공재 투자를 설명하

는데 적합한 모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주민이 사회간접자

본에 대한 선호를 결정할 때에는 기존에 구축된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 수준을 좀 더 연속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지방공공재의 스톡까지 설명 가능한 지표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정분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엄밀히 살펴보자.

재정분권화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정부의 자율

성과 결정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최병호(2007)는 재정분권화란 상위정부

에서 하위 정부로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

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 권오성·배인명·나희(2007)는 지방정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조달 운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손희준 외(2011) 역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재정적

배분관계로 세입과 세출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느냐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김태영

(2008)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기책임 하에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재정분권의 핵심이라 제시하였다. 우명동

(2007)은 이에 더해 지방정부에 부여된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의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 시키는 것이 재정분권의 본질적 의미라 하였

다. 염명배(2003)은 재정에 관련된 제반 계획수립 및 관리상의 권한과

그에 따른 실질적 자원조달 및 배분에 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재정분권화란 중앙정부의 재정기능 가

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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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을 줄이고 자주적인 재원조달과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

방 간 재정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재정분권화의 정의를 반영하여 재정분권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재정분권은 정치적·법적·제도적인 다양한 측면들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병호·정종필(2001)은 특히 이러한 문제는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각국의 지방정부의 제도

적 구조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없다면 단순한 지방정부의 지출에 관한

자료만을 이용하여 중앙에 의해 통제되는 지방정부 지출의 범위를 분리

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재정지표를 이용해 재정분권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재정지표는 재정분권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며 이러한 지표들이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결

정의 최종 결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권과 세출의 범위 내에서

정부활동은 지역 간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가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지표는 재정분권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없다(Oates, 1985).

재정분권화를 연구하거나 재정분권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분권화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차주

현(2011), 최정렬(2014)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재정분권화를 측정

한 지표를 표 2-2-1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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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재정분권 측정내용

Oates(1985)
-세입측면:지방정부수입/주정부수입+지방정부수입

-세출측면:지방정부지출/주정부지출+지방정부지출의 합

Prud`homme

(1995)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금과 지방자체재원비율

Wayslenko

(1987)

-지출측면:총 정부지출 대비 지방지출

(국방비,사회보장 지출 제외)

-세입측면: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수입

DeMello

(2000)

-지방정부의 총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

-지방정부의 총 세입 중 지방채 비중

-총 조세 중 중앙정부의 자체수입대비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비중

-GDP대비 지방정부의 조세비중

Davoodi&Zo

u

(1998)

-(지방정부+주정부지출)-이전재원/

(연방정부지출+주정부지출+지방정부지출)-이전재원

Akai&Sakata

(2002)

-세입비율,세출비율

-자체수입비율,(세입비율+세출비율)/2

Meloche,

Vaillancourt

&Yilmaz

(2004)

-지방정부 총수입 대비 자체재원 비율

-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 자체재원 비율

-총 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 의존재원 비율

WorldBank

(2005)

-총 세입 중 지방정부의 세입비율,1인당 지방정부 수입액

-총 지방정부의 세입 액 중 지방세 및 보조금 비율

-총 지방정부의 지출비율,1인당 지방정부 지출액

배인명(1993)
-총정부의 지방세입 중 지방정부의 세입비율

-총정부의 지방세출 중 지방정부의 세출비율

우명동(2008) -중앙정부 총 세출 대비 지방정부 세출 비율

차주현(2011), 최정렬(2014) 재구성

<표 2-2-1> 기존 연구의 재정 분권화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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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

정을 더한 국가 전체 재정에서 지방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 이를 세

입과 세출로 나누어 보는 경우 등이다. 다시 말해, 세입측면의 재정분권

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재원의 비율, 세출측면에서 재정분권은 전

체 재정 지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재정 분권화를 측정하는데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세출과 세입의 비중이 아

무리 크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

족하거나 지출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면 재정분권의 의미에 부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Boadway and Hobson(1993)에 의하면 수직적 재

정력 격차의 완화란 지방정부의 세입여건을 확대해 주는 동시에 이에 따

른 세출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측정함에 있어

서 지방세와 지방 세출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이들 국가들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방세와 지방 세출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지

방세와 지방 세출은 더 이상 이를 반영하는 지수가 될 수 없다(Ebel and

Yilmaz, 2003). 따라서 단순히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세입과 세출의 비중

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반영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이

전재원을 재정분권화 지표에 적용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이전재원을 지방정부

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전재원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

가 많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전재원은 일반보조금, 무조건

보조금, 교부세 등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이전

재원은 조건부 보조금, 보조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전재원을 고려해 재

정분권화를 측정할 때 중요한 점은 이전재원의 특성이다. 무조건 보조금,

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세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조세에 관한 권한으로 세율·세목·과세표준의 결정권도 포함

되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목과 세율조차 자

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최정렬, 2014:

p.106)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전재원은 지방세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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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분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로 총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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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성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살펴본 재정분권화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공재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평

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방공공재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

을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간접자본에 대

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정의

하고 사용해 왔으나 연구의 목적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으며 명

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회간접자본이란 용어는 1940년대 후반에

H. Sing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직접 생산부문과 대비되는 간접생

산 활동부문을 의미한다(변창흠, 2000:10). 하지만 현재는 사회간접자본

이란 용어는 H. Singer가 제시한 것보다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며 흔히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란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

간접자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특성을 양지청(1994)은 다음의 세 가지

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은 직접생산력이 있는 생산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으로 보는 시각이며, 둘째는 재화의 특성으로 보아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로서 공동소비성, 비배제성과 같은 재화의 특성 때문

에 시장에 의해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공급주체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

급되는 것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것이다(양지청, 1994; 20). 이러한

시각은 간접생산활동 부문이라는 사회간접자본의 협의 특성에 공공재의

성격과 공급주체를 명시한 것이다. 변창흠(2000)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

회간접자본 속성의 변화와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을 정의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은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광범위



- 33 -

하게 민간자본의 활동(생산 및 재생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조건 중 인위

적으로 건설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변창흠, 2000: 18).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정의를 보았을 때 지방공공재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을 적용할 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방공

공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야 하는

데 사회간접자본은 그 범위가 지방공공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

면 다소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를 넘어 국가를 대상으로 제공되

는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그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있는 지방정부 주민들

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는 것은 재정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가 선택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방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

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거나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나온 지방정부의 주민

들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선호가 클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자 하리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간

접자본이 더 이상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방정부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효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비교적 최근 연구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창흠(2000)은 Hulten(1990)과 Hulten and Schwab(1997)의 연구를

검토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효과가 확충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보였다. 발전의 초기단계와 후기단계, 신규투자와 보완투자, 사회간접

자본 스톡이 많이 축적된 지역과 적게 축적된 지역 간에는 사회간접자본

의 생산탄력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

면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가 누적된 스톡의 형태에

서 결정되는데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부족했던 과거의 결과는 현재 지방

정부의 선택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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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외국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사회간

접자본 투자를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중요 요소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계량분석을 이용해 사회간접자본의 적정 수준에 대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배경을 Gramlich(1994)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미국의 거시경제학자들은 1973년 미국의 총생산성 증가가

갑자기 주춤했다는 현상만 파악했지만 생산성 둔화(productivity

slowdown)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공공자본(public capital)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점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대신 에너지 가격, 사회적 규제, 노동력

의 구성, R&D, 민간자본의 노후화비율과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었

다. 15년이 흐른 후, 1989년 Aschauer는 3가지 논문(‘공공지출이 과연 생

산적인가?’, ‘G-7 국가의 공공투자와 생산력 향상’, ‘공공자본이 민간자본

을 밀어내는 것인가?’)을 통해 위의 두 가지 현상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처음 분석하였고 Aschauer의 연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한 연구가 이어졌다. 사회간접자본의 대표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총요

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곽태원(1986), 유일호(1990), 박철수·전

일수(1994)의 연구와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탄력성을 추정한 박철수·전일

수·박재홍(1996), 김상호·이영훈·구재윤(1995), 김성태·정초시·노근호

(1991)등이 있다. 이후 류덕현(2006), 이영성·김예지·김용욱(2012)이 최근

자료를 이용해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유일호(1990)는 1970년부터 1988년까지의 제조업 생산성에 대한 사회

간접자본의 영향력 계수를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추정

계수의 값은 0.364였다. 박철수·전일수(1994)는 유일효(1990)의 연구기간

을 확장하여 1970년부터 1992년까지의 제조업 생산성에 대한 사회간접

자본의 영향력 계수를 추정한 결과 0.575로 유일효(1990) 보다 높은 추

정치를 도출하였다. 곽태원(1986)은 사회간접자본이 산업별 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1962-1982년의 분석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

의 투자 효과는 중화학 산업일수록 크게 나타남을 밝혔다. 그러나 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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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생산성이 높다면 지방정부의 주민들이 사회간접자본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분석기간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직접적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곽태원

(1986)의 결과처럼 중화학 산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생산성 증가효과

가 크다는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 이러한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

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는 있다.

다음은 생산탄력성을 이용해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이다. 김성태·정초시·노근호(1991)는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를

사회간접자본의 대리변수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역생산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였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탄력

성을 추정한 결과 대도시근접권과 비도시권에서는 0.3 정도를 나타냈지

만 대도시권에서는 0.068으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제시하였다. 박철수·전

일수·박재홍(1996)은 1972-1991년 기간 동안 시·도별 사회간접자본 추계

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생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0.06의 결과를 얻었

다. 사회간접자본을 유형화한 경우 교통부분은 0.162 비교통부문은 0.008

로 교통부문의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생산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상호·이영훈·구제윤(1995)은 시·도를 대상으로 1973년부

터 1992년까지의 사회간접자본이 제조업 생산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0.38-0.51의 높은 생산탄력성을 도출해 냈다. 류덕현(2006)과 이영성·김예

지·김용욱(2012)에서 추정한 생산탄력성은 각각 0.30과 0.21이었다. 류덕

현(2006)의 경우 민간자본스톡을 제조업에 한정한 반면 이영성·김예지·

김용욱(2012)은 주택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민간자본스톡을 이용하여 사

회간접자본의 생산탄력성의 의미가 다소 다르지만 앞서 제시한 과거 자

료를 이용한 연구들에 비해 생산탄력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탄력성을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탄력성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스톡의 생산탄

력성이나 사회간접자본 외 다른 정부지출의 생산탄력성 등 생산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생산탄력성을 구하고 생산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지방정부별로 생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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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을 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기준을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효과가 아닌 다

른 기준으로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국제 비교방식이 있

다. 신희철․이재민(2004)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에 대하여 국제비교를

이용해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로와 철도의 경우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국토계수를 이용하여 그리스, 포르투칼, 스웨덴, 영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와 일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시점에서 우

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스톡은 비교 대상국가의 59~63%, 41~53% 수준

으로 제시하였다. 항만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비교하여 우리나

라의 항만 스톡이 84~88% 수준이었다. 공항의 경우 이러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대표공항과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을 비교하였으며

인천공항의 규모는 비교대상 국가의 공항시설 규모의 평균 수준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공항을 제외

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비교 방식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비교대상 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스톡 수준이 적정수준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약 비교 대상인 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과도하거나 부족한 상태라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

본 투자에 대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시설별로 비교대상

국가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분석 결과에 분명한 한계를 가져온다.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은 시설별로 대체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제규

모와 무역량이 같은 두 나라라도 내륙 국가는 항만을 이용해 수출입과

물류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와 철도 공항에 더 많은 투자가 이

루어 졌을 것이다. 시설별로 비교대상 국가가 다르다면 이러한 시설 사

이에 대체관계를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비교방식으로 사회간접자

본 투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국제비교방식이

본 연구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 국가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제도

적 특성은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주민투표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주민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라 주민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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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한다면 과다한 기반시설 투자를 쉽게 제안하

지 못한다. 반면에 유권자들이 기반시설 자본을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

방정부 관료는 빠르게 사회간접자본 자본투자를 확충하는 사업을 제안하

여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것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이 설령 부족

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

본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Gramlich(1994)는 1948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 대한 주민투표를 살펴본 결과 유권자들은 정부 제안에 평균 70% 찬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투표는 사회

간접자본의 과부족에 반응하는데 1968년부터 78년까지는 매년 평균에 미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시민들이 공공지출에 반대하

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거나, 또는 그 전에 지방정부가 과다하게 공공자본

을 확충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Gramlich(1994)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투표제도가 가지는 문제

점으로 정치적 공무원들은 유권자 선호의 평균을 정확하게 알더라도 그

들의 지출안이 거절당했을 때 신뢰와 정치적 존경심이 떨어질 것을 우려

하여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수준보다 낮게 예측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수준보다는 다소 낮게 사회간접자본이 공급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투표는 우

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공약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책이 차지하는 비

중이나 현재 단체장에 대한 평가 등에서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주민들의 순수한

선호를 도출해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때문에

지방정부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세금증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 본 연구의 평가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류덕현(2006)과 이영성·김예지·김용욱(2012)은 소비자의

효용을 최대로 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민간자본스톡과 사회

간접자본 스톡의 비율을 적정한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기준으로 제시하였

다. 두 연구의 결과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사

회간접자본 스톡이 과다한 광역자치단체와 부족한 광역자치단체가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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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류덕현(2006)과 이영성·김예지·김용욱

(2012)의 실증분석 결과가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Aschauer(2000)

수리모형의 가정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Aschauer(2000)는 일인당 민간자본 스톡의 생산탄력성과 일인당 사회간

접자본 스톡 탄력성의 합이 1이 된다고 가정했지만 류덕현(2006)과 이영

성·김예지·김용욱 (2012)의 결과는 그보다 훨씬 작게 나왔다. 이러한 단

점에도 불구하고 류덕현(2006)과 이영성·김예지·김용욱(2012)의 연구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마다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지 과다한지를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방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류덕현(2006)의 경우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이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강원, 전북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영성·김예지·김용욱

(2012)에서는 광역시는 적정수준으로 제시한 사회간접자본/민간자본 비

율에 근접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아직도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가 적

정수준 보다 월등히 많은 사회간접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세우고

자 한다. 지방정부의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원한다

는 가정아래, 첫째, 류덕현(2006)의 연구 결과와 같이 모든 광역자치단체

가 적정수준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사

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원재분의 효율성을

방법이다. 둘째, 이영성·김예지·김용욱(2012)의 연구결과와 같이 주로 사

회간접자본 스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 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을 줄

이고자 노력하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자원재분의 효율성

을 높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재정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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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의 특성과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지방공공재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을 적용할 때 적용할 주의해야 할 사

항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으로 제시한 시설들의 투자주체가 서로 다르다

는 점이다.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지방정부가 투자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앞서 논의한 이론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 가운데 특정 지방정부에만 존재하거나 자연, 지리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시설 역시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된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 제시하는 도로, 철도, 항만, 상

하수도, 수리치수, 전기가스 투자에 있어 투자주체별 역할 분담과 시설별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

는 도로에 대한 투자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그 외 도로는 지방자치단

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도로법 67조). 이 기준에 따라 국도에 대한 투자

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지선,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며(도로법 68조,

동 시행령 61조), 고속국도, 광역도로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은 50%까지

이루어진다(고속국도법,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러한 기

준을 보았을 때 도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과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통

해 지방정부의 투자결정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설로 판단하였다.

철도의 경우 일반철도에 대한 투자는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며(철도

건설법 20조),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는 중앙정부의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광역철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75%의 비용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

체는 나머지를 부담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동 시행령 13조). 기준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철도 투자에 가장 큰 영향

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시철도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가 도시철

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철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방정부의 투자결정을

살펴보는데 무리가 있다.

항만의 경우 항만법 66조에 의해 중앙정부가 투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항역시 중앙정부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진다. 항만과 공항은 투자결정

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자연, 지리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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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치수 시설의 경우 국가하천에 관한 시설은 중앙정부의 부담, 지방

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수리치수에 관련된 시설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차지하는 비중

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나뉘게 된다. 우리나라 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지방하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는 것을 고려

할 때 수리치수 투자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가지는 특성이 달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을 통해 운영하거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료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162개 지방상수

도사업자(특․광역시 7, 특별자치도 1, 시 73, 군81) 및 1개 광역상수도사

업자가 사업의 주체이며 2011년도 총세입액은 6조 2,424억원으로 이중

자본수입(수도요금, 과년도 이월금, 시설분담금, 수탁공사비 등)이 5조

1,907억원, 보조수입(도보조, 교부세, 일반회계보조금 등)이 8,371억원, 기

채수입(재정융자, 공채, 차관, 차입금 등)이 2,146억원이다. 하수도의 경우

2011년도 기준으로 하수도분야의 총 세입액은 6조5,140억원이며, 이중 중

앙정부지원액(국고보조, 교부금, 양여금)이 1조9,486억원(29.9%), 지방비

1조7,620억원(27.0%), 하수도사용료 1조856억원(16.7%), 원인자부담금 등

이 5,014억원(7.7%)이다. 따라서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는 지방정부와 공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기가스시설의 경우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전력사업은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발전, 송전, 배전, 판

매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 소매부문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별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 주체와 역할 분담을

볼 때 지방정부가 투자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의 주체인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적 역할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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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자료의 한계 때문에 공간단위를 광역시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광역시도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의사결정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는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광역시와 군·구, 도와 시·군은 역할 분담이 다르다. 행정안전부

(2011)에 따르면 2011년 총세입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역자

치단체 본청이 최소 80%에서 92%의 재원을 가지며 군·구의 경우 2%에

서 17%사이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도의 경우 본청이

46%~53%사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사용

하는 재원의 비중이 높았다(특별자치도인 제주는 제외). 총세입 뿐만 아

니라 지방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 2-3-1은 지방세법에 기초하여

현재와 같이 특별·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로 구성된 지방세

제가 시작된 1988년과 연구에서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본 2011년의 지방정

부별 지방세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제는 세목의 신설, 변경,

통합 등 변화를 거쳤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특징은 특별·광역시와

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본청이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이 기초자치단체

보다 많으며, 상대적으로 도와 시·군에서는 기초차지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목이 더 많다. 이러한 총세입과 지방세제의 특징을 볼 때, 특

별·광역시와 군·의 재정분담은 도와 시·군의 그것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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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체

1988년 2011년

특별(직할)

시-구
도-시·군

특별(광역)시

-구
도-시·군

광역자치

단체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목적세]

지역자원시

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지역자원시

설세

지방교육세

기초자치

단체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토지과다보

유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토지과다보

유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판매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통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사업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목적세] [목적세]

<표 2-3-1> 광역시와 구, 도와 시·군의 세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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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결

본 연구는 분권화가 진행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커지면 분권화 정

리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주민이 선호에 맞추어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

고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분권화가 가져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변화

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Oates(1972)의

분권화 정리를 검토한 결과 분권화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소비자의

후생손실 감소이며, 분권화 정리에 기초해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진 상

태에서 선택하는 지방공공재 공급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기준으로 자원배

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는 개인과 지방정부의 수요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비슷한 선호를 가

진 주민들이 모여 살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후생손실의 감소한다는

Tiebout(1956)의 이론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분권화 상황과 사회간접자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분권화 정리의 개념을 바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Borge et

al.(2014)가 제시한 부분재정분권화 상태의 지방공공재 공급수준을 이용

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설명하였다. 부분재정 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지

방정부의 지방공공재 공급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세출의 자율성이 보

장된 세원이 증가할 때 지방정부들의 한 지방공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확

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지방정부들 사이의 그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전재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재 투자 선택이

지방정부의 세입구조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인다. 특히 세출의 자율

성이 보장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이전재원의 특성에

따라 세출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교부세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재원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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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토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은 다

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에 맞추어 사회적 후생손실을

줄이는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분히 보장되어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에서 이전재원은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전재원의 종류에 따라 지방정부가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재정변수들의 효과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상하수도, 수

리치수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의 영향을 크

다면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전체도 그 영향이 미치리라는 것이다. 이

러한 시사점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이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

한다. 그 가운데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세원확보 노력이 반영되

는 지표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정

한다. 이와 같이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누적된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효율적인가는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적정수

준에 대한 이영성·김예지·김용욱(2012) 연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영

성·김예지·김용욱(2012) 기준으로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부족하다고 제시

된 지방정부에서 분권화 지수가 커질 때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늘어나면

분권화가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들 사이의 사회간접자본 선호가 다르다면 세출의 자율

성이 보장된 세원이 증가할 때 지방정부들 사이의 사회간접자

본 투자가 확연히 다를 것이다.

둘째, 세출의 자율성이 보장된 재원이라도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은 그

효과가 다를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들이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사회

간접자본 스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결과는 사회간접자

본 스톡을 적정수준에 가깝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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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와 현황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보고 그

러한 투자의 결과인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액과 스톡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사회간접자본 스톡

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자료를 직접 추계하여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추계방법과 그 결과이다. 사

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자료는 스톡을 추계하는데 사용한 자료를 이용

하므로 따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제 1 절 사회간접자본 스톡에 대한 추계

앞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지만 사회간접자본을 측

정할 때는 사회간접자본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Gramlich(1994) 사회간접자본은 교통, 상하수도, 통신과 같이 자본집약적

인 자연독점이 나타나는 자본을 말하며 더 나아가 인적자원 투자와

R&D 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Aschauer(2000)은 유형자본과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측정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은 연구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

리나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범위를 좁히면 국부통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10

년 마다 발간되는 국부통계조사 보고서 가운데 1997년 국부통계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수리치수, 전기가스, 통신에 대한 스톡자료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으로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다.

건설업 통계조사는 건설, 토목, 조경공사의 기성액을 광역시도 단위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자료를 제공한다. 문제는 건설업 조사와 국

부통계조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이다. 국부통계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업 통계조사에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일반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활주로), 도로터널, 철도

터널, 수로 및 기타터널,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치산․치수,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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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수도, 관개수로․농지정리,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시설, 기타환경시설공사, 발전소시설, 송유관

및 가스관,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로 국부통계 사회간접자본과 부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부통계

(1997년)
건설업통계(1998년~2011년)

‘정부자산’

사회간접자본 편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수리치수,

전기가스,

통신

- 일반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도로교량, 도로

터널, 수로및기타터널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철도교량, 철도터널

-공항(활주로)

-항만

-상수도, 하수도,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

말처리장, 쓰레기소각시설, 기타환경시설공사

-댐, 치산·치수, 관개수로·농지정리

-발전소시설, 송유관및가스관, 유류및가스저장시설

-기타토목시설

<표 3-1-1> 사회간접자본으로 사용한 국부통계와 건설업통계 항목

국부통계와 건설업 통계조사를 이용해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는

방식은 김명수(2004), 김명수(2010), 이영성·김예지·김용욱(2012)에서 사

용한 방법이다. 김명수(2004, 2010)은 우리나라를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였으나 이영성 외(2012)는 울산광역시와 경

상남도만 하나로 묶고 나머지 광역시․도는 모두 따로 추계한 것이 다른

점이다.

국부통계조사와 건설업 통계조사를 이용해 사회간접자본을 추계하는

방식은 다항식 기준년 접속방법을 이용한다. 한 지역의 t기(期) 사회간접

자본 순자산가치( )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선택한 시설의 전년도 순자

산가치를 감가상각률()로 할인한 다음 [


 ×  ] 신규

투자액()을 시설별로 더한 값이다.   은 t-1기에 시설 의 지

역별 사회간접자본 순자산가치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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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1-1)에서 첫해의 SOC 순자산가지는 국부통계 자료를 이용하며,

투자액은 건설업 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감가상각률()는 기준년도

가 둘 이상이면 구할 수 있지만 주어진 자료는 1997년 국부통계 뿐이다.

따라서 표학길 외(2007)가 추정한 감가상각률을 사용하였다.

추계한 우리나라 광역시․도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표(3-1-2)과 같다.

연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997 57,148 18,037 14,054 14,962 6,754 8,568 6,270 41,245

1998 61,785 19,766 15,144 18,554 7,509 9,388 6,920 46,993

1999 66,062 21,504 16,259 21,789 8,252 10,355 7,523 52,501

2000 70,737 23,470 17,698 23,967 8,929 11,186 8,103 58,152

2001 75,047 25,588 19,141 25,455 9,515 11,947 8,791 63,857

2002 79,282 27,727 20,437 26,858 10,123 12,786 9,654 69,332

2003 83,462 29,546 21,599 28,259 10,802 13,558 10,538 74,844

2004 88,285 31,658 22,577 29,836 11,598 14,234 11,415 80,836

2005 92,689 34,058 23,265 32,034 12,170 14,811 12,359 87,994

2006 96,704 36,044 23,895 34,557 12,854 15,352 13,446 95,882

2007 100,828 38,373 24,528 37,219 13,522 15,724 14,881 104,797

2008 104,889 40,999 25,297 40,072 14,046 16,160 16,397 115,125

2009 109,103 43,334 25,953 43,034 14,453 16,702 17,645 126,080

2010 112,802 45,101 26,978 45,958 14,849 17,284 18,991 136,286

2011 115,950 46,747 28,210 48,759 15,312 17,882 19,978 145,585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997 23,251 16,077 24,152 21,415 30,650 34,669 31,460 5,257

1998 26,401 17,867 27,491 23,637 35,631 38,115 35,056 5,795

1999 29,121 19,773 30,727 25,849 39,637 41,975 38,602 6,391

2000 31,900 21,645 33,666 28,182 43,223 45,398 41,849 6,959

2001 34,490 23,662 36,648 30,542 47,256 49,608 45,511 7,548

2002 37,350 25,486 39,185 32,646 51,541 54,310 49,180 8,160

2003 41,499 27,363 41,822 35,068 56,071 59,470 53,585 8,947

2004 44,970 28,965 44,801 37,111 60,246 64,076 58,233 9,694

2005 47,773 30,674 48,178 39,254 63,946 67,801 62,246 10,355

2006 50,399 32,285 51,843 41,708 67,652 71,292 65,899 11,056

2007 53,412 33,925 55,447 43,909 71,716 74,774 70,018 11,736

2008 55,840 35,471 59,336 46,433 75,925 78,261 74,059 12,298

2009 58,547 37,499 63,541 49,070 80,802 82,360 78,541 12,986

2010 61,066 39,683 67,984 51,375 84,686 87,061 83,056 13,617

2011 63,409 41,867 72,322 53,577 88,945 91,343 86,950 14,166

<표 3-1-2> 광역시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량 (단위 : 십억원, 2005년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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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계한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국부

통계는 이후 국가자산통계로 명칭이 바뀌면서 매년 전국단위의 자본스톡

을 제공한다. 비록 지역단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직접추계방식이 아닌

간접추계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에서 추계한 자료를 공식적인 자료

와 대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다만 국가자산통계에서는 사회간접

자본의 자본스톡을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는 민간자본스톡 역시 사회간접자본 스톡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해야 한

다. 민간자본스톡 추계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영성·김예지·김용욱(2012)을

따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추계한 방식은 민간자본스톡 가운데 기계 및

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가구비품은 제조업에 한정해서 추가하였다. 제

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기계 및 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가구비품

에 대한 투자나 연말잔액과 같은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기준년도인 국부통계 자료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자본스톡

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기준년도인 1997년 자본스톡의 차이를 가

져온다. 아래 표를 보면 본 연구에서 추계한 자본스톡과 국가자산 통계

의 자본스톡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자료에 가까워질수록 추계한 자료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시간이 지

나면서 변하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축물의 경우 감가

상각률이 작으며 그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본스톡에 비해 오차

가 작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록 본 연구에

서 추계한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결과가 완벽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우

리나라 광역시도 단위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현실에 가깝게 추계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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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국가자산통계(A) 1,619,379 1,689,702 1,765,527 1,852,654 1,930,692

추계치(B) 1,362,465 1,456,519 1,513,480 1,576,583 1,640,534

비율(B/A,%) 84 86 86 85 85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가자산통계(A) 2,016,540 2,107,065 2,198,735 2,293,634 2,394,610

추계치(B) 1,707,152 1,794,580 1,883,871 1,991,798 2,100,278

비율(B/A,%) 85 85 86 87 88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자산통계(A) 2,504,246 2,602,048 2,690,624 2,785,900 2,870,219

추계치(B) 2,209,795 2,322,357 2,430,593 2,565,865 2,657,656

비율(B/A,%) 88 89 90 92 93

<표 3-1-3> 국가자산통계의 유형고정사산 총액과 연구 추계치 비교 (단위: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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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간접자본 스톡 현황

1.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변화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스톡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스톡과 총 인구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인구가 보다 빨리 증가한다면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스톡 수준은 낮아

질 것이며 반대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

구가 감소한다면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수준은 높아진다고 나타난다. 따라

서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이용해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스톡 수

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사회간접자본스톡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변화는 그

림(3-2-1)와 같다. 1993년부터 2011년 사이 광역시 가운데 서울(-5.9%)

과 부산(-8.1%)을 제외한 광역시 즉, 대구(8.4%), 인천(31%), 광주

(17.2%), 대전(27.5%), 울산(11.9%, 1998년 이후)은 인구가 증가하였다.

도 가운데 강원(-0.2%), 전북(-7%), 전남(-14.4%), 경북(-6.16%)이 인구

가 감소한 반면 경기(70.4%), 충북(10.2%), 충남(13.2%), 경남(7.8%, 1998

년 이후), 제주(12.9%)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구가 감소한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천과 경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산 역시 인접한 경남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한 전남 역시 인접한 광주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인접한 광역

시와 도의 인구가 동시에 증가한 곳은 대전과 충북과 충남이었다.

분석기간 18년 동안의 인구변화는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평가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인구가 70.4% 증가한 경기도는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70.4%이상 증가해야 2011년의 사회간접자본스톡

수준이 1993년 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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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광역시도 인구변화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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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시도 사회간접자본스톡 변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

래 그림(3-2-2)과 같다. 2011년 기준으로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많은 순

서대로 나열해 보면 경기, 서울, 경북, 전남, 경남, 충남, 강원, 전북, 인

천, 부산, 충북,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제주 순서이다. 1993년부터 2011

년 사이 경기의 사회간접자본 스톡 증가율은 527%이다. 인천은 461%이

다. 경기와 인천은 인구 증가율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만 인구증가율은 경기(70.4%), 인천(31%) 둘 다 사회간접자본 스톡 증가

율 보다 작았다. 경기와 인천에 이어 증가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충남

(446%), 전남(396%), 부산(334%), 강원(298%), 제주(290%), 경북(276%),

전북(254%), 충북(253%), 울산(189%, 1998년 이후), 광주 (187%), 서울

(180%), 대구(169%), 대전(169%), 경남(148%, 1998년 이후)이다. 경기와

인천, 충남이 사회간접자본 스톡과 인구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강원, 경북, 전북, 부산, 전남은 인구가 감소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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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광역시도 사회간접자본스톡 변화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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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시도 일인당 사회간접자본스톡 변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와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1993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인구는 증가한 광역자치단체와

줄어든 광역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지만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모든 광역

자치단체에서 증가하였다.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최대 인구증가율이

70.4%인 것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스톡 증가율은 최대 527%까지 나타났

으며 사회간접자본 스톡 증가율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도 169%의 증

가율(경남의 148%은 측정기간이 달라 제외함)을 보여 일인당 사회간접

자본의 변화는 적어도 인구 변화보다는 사회간접자본스톡의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2-3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일

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보여준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광역자

치단체의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많은 순서는 전남, 강원, 충남, 경

북, 전북, 충북, 경남, 제주, 울산, 인천, 부산, 경기, 대전, 서울, 대구, 광

주이다. 이러한 순서에서 주목할 점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가 광역

시 보다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많다는 것이다. 증가율 역시 비슷

한 경향을 보인다. 증가율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전남(479%), 충남

(383%), 부산(372%), 인천(328%), 경북(300%), 강원(298%), 전북(281%),

경기(268%), 제주(246%), 충북(220%), 서울(197%), 울산(158%), 대구

(148%), 광주(145%), 경남(130%), 대전(111%)이다. 부산과 인천을 제외

하면 증가율 역시 도가 광역시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 역시 경

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가 광역시보다 일인당 사회간접자본이 많았기 때

문에 광역시와 도의 일인당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차이는 점점 커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1는 1993년부터 2011년 사이의 광역자치단체의 일인당 사회간

접자본스톡의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전반적

증가 때문에 표준편차가 커지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각 년도

의 일인당 사회간접자본스톡의 평균으로 나누어준 결과 역시 제시하였

다. 표준편차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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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간접자본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2-3> 광역시도 일인당 사회간접자본스톡 변화(단위: 백만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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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표준편차 2.25 2.46 2.76 3.12 3.64

평균 6.10 6.59 7.16 7.90 8.92

표준편차

/평균
0.37 0.37 0.39 0.39 0.41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표준편차 4.10 4.59 5.09 5.65 6.31

평균 9.81 10.79 11.73 12.70 13.75

표준편차

/평균
0.42 0.43 0.43 0.45 0.46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표준편차 7.09 7.76 8.33 8.90 9.47

평균 14.90 15.98 17.00 18.03 19.06

표준편차

/평균
0.48 0.49 0.49 0.49 0.50

연도 2008 2009 2010 2011

표준편차 9.98 10.59 11.08 11.61

평균 20.06 21.16 22.03 22.96

표준편차

/평균
0.50 0.50 0.50 0.51

<표 3-2-1> 일인당 사회간접자본의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평균

4. 광역시도 시설별 사회간접자본스톡 변화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투자의 영향을 주는 도로, 상하수도, 수시치수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시설의 스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수리치수, 전기가스로 분류한 사회간접자본

의 개별 시설물의 스톡 변화 가운데 모든 지방정부에 걸쳐 나타나는 공

통된 경향이나 지방정부별 특성을 찾을 수 있다면 지방정부의 사회간접

자본 투자 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3-2-4부터 그림 3-2-20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1993

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보여준다. 모든 광역

자치단체에서 도로가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로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다른 시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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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의 비중이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월등히 큰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로는 투자결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시설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모두 합쳤을 때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 사회간접자본 전체

에 대한 주민의 선호에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철도를 살펴보면,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들은 철도 스톡이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하철에

대한 투자의 효과로 보인다. 도로와 철도 즉,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가 사

회간접자본 전체 투자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투자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다른 시설인 상하수도와 수리치수의 경우 스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광

역자치단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상하수도와 수리치수 시설의 경우 기

존의 스톡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아 주민의 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그림 3-2-4> 서울시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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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부산시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6> 대구시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7> 인천시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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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광주시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9> 대전시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10> 울산시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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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경기도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12> 강원도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13> 충청북도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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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충청남도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15> 전라북도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16> 전라남도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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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경상북도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18> 경상남도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그림 3-2-19> 제주도의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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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향과

조정

제 1 절 사회간접자본 수요함수 도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수요함수 도출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구

축은 주민들의 선호에 따른 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지방공공재 수요함수의 형태는 앞서 2장에서 제시한 Borge et

al.(2014)의 논의에 기초한다.

 

 
   


     식

식 2-2-11은 부분재정분권화 상태에서의 공공재 수준을 제시한 것이

다. 부분재정분권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정은 세금 수준( )은 중앙집

권적 상황에서의 세금수준과 같은 금액을 지방정부가 이전재원으로 받는

다는 것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완전 분권화된 경우는 세금 수준(
)이

지방정부 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지방세로 가정한다. 세금 수준(
)이 커

질 때 하나의 지방공공재 이 늘어나면 그 지방정부는 지방공공재 를

선호하는 주민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하나의 지방공공재 에 대하여 두 지방정부   의 선호가 다

른 것으로 나타난다면 Oates (1972)의 분권화 정리의 개념을 지방공공재

에 적용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중앙집권적인 경우보다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수준을  재원탄력성을 로 두면 지방정부

의 사회간접자본 제공 수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이식을 로그 선형함수형태로 변형하면 식 4-1-2와 같다. 여기에 추가

된 는 실증분석에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 의 사회경제

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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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식

통제변수 선정을 위해 살펴본 우리나라 지방공공재 수요함수 추정에

대한 연구들은 Bergstrom and Goodman(1973) 수리모형에 기초하여 지

방공공재의 서비스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순수공공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김성태(1994)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연장, 학교수, 상수

도 급수량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기간은 1970년부터 1985년으로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 혼잡도를 추정하였다.

가격 변수로 평당 재산세, 소득 변수로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사용했

으며, 대도시권, 대도시 근접권, 비 도시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로

는 대도시권의 혼잡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규선·김병현(2003)은 김

성태(1994)의 연구기간 이후인 1985년부터 2000년의 공공재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도로연장, 전문대와 대학교를 포함하는 교육기관수, 의료기

관수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교육관련 재정지출을 대상으로 하여 김성

태(1994)보다 분석 대상 또한 확장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총인구, 소득변

수는 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조세가격으로 일인당 지방세를 사용하였다.

원윤희(2008)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군의 재정지출 총액, 사회개

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하였다. 독립변수

로는 총인구, 소득은 광업 제조업 급여지급액, 지방자치단체 면적, 65세

인구 마지막으로 조세가격은 지방세수를 공무원수로 나눈 평균가격과 지

방세수 변화를 공무원수로 나눈 한계가격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1999년부터 2005년으로 지방자치제도 이후에 기간만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수준변수를 이용한 추정과 자연로그를 이용해 탄력성

을 구한 것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탄력성의 경우 사회개발비에만 조세

가격이 유의하고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는 조세가격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상태변수를 이용한 결과는 경제개발비를 제외한 모든 지

출에서 조세가격이 음의 값으로 유의했으나 Bergstrom and

Goodman(1973) 수리모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자연로그를 이용한 결

과가 적합할 것이다.

주만수(2010)은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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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사회보장비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

다. 2007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총인구, 소득변수로

평균주민세액, 주민등록 인구증가율, 노령인구비율, 인구밀도, 일반이전재

원, 특정이전재원을 사용하였으며, 조세가격 변수로 총 재정지출 대비 일

인당 지방세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세가격을

이용한 결과 군의 사회보장비를 조세가격을 제외하면 모든 분석에서 조

세가격이 양의 값이 유의하게 나온 경우는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주만수(2010)는 이를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

한 조세가격 변수의 오류를 개선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가 지방공공재 수요함수를 바라보는 중

요한 관점의 차이는 조세가격이다. 지방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방세

를 가격으로 느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시한 선행연구

들 역시 일인당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가격기능을 도출해 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하는데 사용하는 재원으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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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 분석의 과정과 모형 설정

실증분석에서 보이고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

주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떻게 변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인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증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지방

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비록 주민의 선호가 갖추어진 사회간접자본 스

톡에 의해 나타나더라도 이러한 스톡은 매년 진행되는 지방정부의 투자

의 누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모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합한 스톡

에 지방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사회간접자본 전체의

스톡은 지방정부가 직접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

회간접자본 시설을 종합한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노

력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없는 지방정부의 경

우 도로에 대한 주민의 선호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보

완 노력은 사회간접자본 전반적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회간접자본의 현황을 분석하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도의 일

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광역시의 일인당 사회간접자본보다 더 크며

그 증가율 역시 크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가운

데 광역시와 자치구·군의 재정적 역할분담과 도와 시군의 재정적 역할

분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시와 도를 구

분해서 분석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광역시에 대한 분석은 광역

시 본청과 자치구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증분석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영성·김예지·김용욱(2012)의 결과에 기초한다. 이영

성·김예지·김용욱 (2012)이 제시한 바와 같이 광역시의 경우 사회간접자

본 스톡이 부족하거나 적정수준이라면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 노력할 것이고 이는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증가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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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반대로 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과다한 것으로 제시되었

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아쉬운 점은 본 연구에서 살

펴보는 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제

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간접자본 전체 스톡과 마찬가지로 지

방정부가 투자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해 선택한 독립변수들은 크게 지방정부의 지방

공공재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재정분권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수입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수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회간

접자본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재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선정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다른 지방공공재

와 비교하여 다수의 주민이 선택하는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우선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인구, 15세미만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지역내 총생산, 광공업 유형자산 연말잔액, 사업체당 종사자수이다.

지역내 총생산과 광공업 유형자산 연말잔액은 인구 일인당 금액으로 사

용하였다. Borge et al.(2014) 역시 이와 비슷하게 연령구성, 인구, 소득

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분재정 분권화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Solé-Ollé(2011)는 재정변수를 제외한 변수는 GDP

만을 사용하였다.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태의․이용모(2012)가 사용한 사회경제적 변수는 일인당 지역내 총생

산, 노령인구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실업률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주민의 사회간접자본에 대

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이 왕성하지 않은 15세 미만이나 65

세 이상은 사회간접자본 보다 다른 지방공공재를 선호할 것이다.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수당 종사자수는 경제활동 전반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주민의 선호가

바뀔 것이다. 광공업은 원자재와 제품의 수송, 생산에서 다른 산업에 비

해 사회간접자본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일인당 유형자산 연말잔액으

로 반영하였다.

시설별 투자액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변수는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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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방세, 일인당 교부세를 사용하였다. 일인당 지방세와 교부세는 부분

재정분권화에 대한 수리모형에서 세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원에 대한

변수로 사용하며 일인당 보조금, 일인당 지방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재

정분권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

정부의 총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재정분권화

지수로 사용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사용하는데 가장 자율성이 높은 세원이며, 재원

확보의 노력이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한 본 연구의 중요 변수이다. 교부

세와 보조금은 연성예산제약 개념의 문제와 임성일(2013)이 제시한 것과

같이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그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지방채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부채가 늘어날 경우 사용할 수 있

는 재원이 줄어들어 지출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방정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채 역시 그 영향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세외수입은 지방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댓가

가 포함된다. 만약 지방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

한 가격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공기업이 가

격을 결정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는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종속변수가 다른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 추정

할 때는 식 4-1-2에서 제시한 사회간접자본 수요함수 형태를 적용하여

추정한다. 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에 대한 수요함수를 사회간접자본 전

체의 수요함수와 같은 형태로 설정한 것은 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의

경우 모든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 전체 사회간접자

본에 대한 수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모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천명당 사회간접자본 시설별(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투자액 =f(총

인구, 15세 미만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일인당 총생산 일년시차,

사업체당 종사자수, 일인당 광공업 유형자산 연말잔액, 일인당 지방세,

일인당 교부세, 일인당 보조금, 일인당 지방채, 일인당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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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사회간접자본스톡 =f(총인구, 15세 미만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일인당 총생산 일년시차, 사업체당 종사자수, 일인당 광공업

유형자산 연말잔액, 재정분권 지수)

분석 범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이며 광역시와 도를 나누어 분석

한다.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이다. 추정은 패널 모형을 이용

한다. 패널 자료를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패널자료 안에서 시계열

적 불안정성이 존재하거나 가성회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

구에서는 우선 Kao(1999)의 패널 공적분 검정을 이용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가를 확인하였다. Kao(1999)의 패널 공적분 검정은 패널 자료

에서 공적분 회귀를 위한 잔차기반 검정방식으로 공적분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augmented Dicket-Fuller(ADF) 방식으로 검정한다. 검정 결

과 모든 모형은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 이후에는 제시한 각 모형마다 하우스만 테스트를 실시하

였으며 모든 모형에서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이어지는

3절의 추정 결과들은 모두 이원 고정효과 패널모형의 결과이다.

광역시·도

구분
종속 변수

ADF

t-값
p-값

광역시

천명당 도로투자액(백만원) -3.98601 <.0000

천명당 상하수도 투자액(백만원) -6.96776 <.0000

천명당 수리치수 투자액((백만원) -3.35254 0.0004

도

천명당 도로투자액(백만원) -2.87448 0.002

천명당 상하수도 투자액(백만원) -4.35314 <.0000

천명당 수리치수 투자액((백만원) -2.21081 0.0135

광역시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백만원) -1.62595 0.052

도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백만원) -3.04681 0.0012

<표 4-2-1> Kao 공적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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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추정 결과

1. 시설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요추정 결과

지방정부 또는 지방 공사·공단이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선정한 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이러한 시설별 분석은 광역시도 단위의 사회간접자본 스톡 구

축에 지방정부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표 4-3-1과

표 4-3-2의 기술통계에서 나타나는 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의 투자 자

료를 살펴보자. 평균을 기준으로 광역시와 도 모두 도로에 대한 투자가

세 시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의 도로투자의 경우

광역시 보다 일인당 투자액이 두배가 넘었다. 상하수도와 수리치수에 대

한 투자는 그 비중이 광역시와 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상

하수도 투자액이 도로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도에서는 수리치수에 대한

투자가 상하수도 투자보다 많았다. 특히 수리치수의 경우 도의 천명당

투자액이 광역시보다 열배정도 많았다. 기술통계에서 주목할 변수는 일

인당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보인다. 광역시의 경우 일인당 교부세가 약

13만원, 보조금이 29만원인데 비해 도의 경우 95만원과 74만원으로 확연

한 차이가 났다. 앞서 살펴본 이전재원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면 도에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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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천명당 도로투자액(백만

원)
4109.2 784.6 2369.3 5827.6

천명당 상하수도 투자액

(백만원)
756.0 231.0 346.2 1554.5

천명당 수리치수 투자액

((백만원)
348.9 217.3 64.1 991.0

총인구수(명) 3,280,437 2,969,972 1,024,336 10,312,545

65세 이상 비율(%) 7.2 1.7 3.9 11.8

15세 미만 비율(%) 19.1 2.9 12.8 25.2

사업체당 종사자수(명) 7.681 7.372 3.804 41.755

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

년시차
17.364 8.574 8.952 41.209

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액(백만원)
6.849 9.009 0.567 36.561

일인당 지방세(백만원) 0.690 0.181 0.386 1.200

일인당 교부세(백만원) 0.134 0.104 0.00047 0.409

일인당 보조금(백만원) 0.291 0.146 0.071 0.699

일인당 지방채(백만원) 0.104 0.056 0.035 0.312

일인당 세외수입(백만원) 0.749 0.163 0.476 1.354
표본수: 91

주1: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모든 변수는 2005년 기준가격임

<표 4-3-1> 광역시 사회간접자본 수요추정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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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천명당 도로투자액(백만

원)
10421.5 3944.8 3392.9 21200.5

천명당 상하수도 투자액

(백만원)
1421.2 715.2 359.8 3845.5

천명당 수리치수 투자액

((백만원)
3424.9 1724.8 354.4 7348.3

총인구수(명) 2,883,564 2,837,734 538,744 11,937,415

65세 이상 비율(%) 11.7 2.9 5.5 18.6

15세 미만 비율(%) 18.8 2.1 14.2 24.2

사업체당 종사자수(명) 7.339 6.939 3.618 29.416

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

년시차
17.410 4.953 9.401 36.428

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액(백만원)
8.606 5.344 0.459 31.760

일인당 지방세(백만원) 0.629 0.194 0.295 1.072

일인당 교부세(백만원) 0.947 0.502 0.045 2.076

일인당 보조금(백만원) 0.741 0.384 0.122 1.881

일인당 지방채(백만원) 0.095 0.062 0.006 0.398

일인당 세외수입(백만원) 1.337 0.402 0.729 2.978
표본수: 117

주1: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모든 변수는 2005년 기준가격임

<표 4-3-2> 도 사회간접자본 수요추정의 기술통계

1) 도로 투자 수요추정 결과

사회간접자본의 시설별 현황에서 도로는 모든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공항, 항만과 달리 특정 지방정

부에 위치한 것이 아닌 모든 지방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

에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도로에 대한 투자에 우선 인구가 미치는 영향

을 보면 광역시의 경우는 총 인구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도의 경우

광역시와 달리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진다. 종속변수가 천명당으로 나타

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광역시와 도에서 총인구가 미치

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은 ‘혼잡’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 만명이 있

을 때 필요한 도로 스톡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충분한 사회간접자

본 스톡이 공급되어 있다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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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반대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도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도에서 총인구의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

지는 것은 일인당 도로 스톡이 충분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부호는 광역시와 도가 같았다.

하지만 탄력성의 절댓값의 크기는 도가 광역시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

두 변수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두 변수 값이 %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의 65세 이상인구 비율의 탄력성이 0.664이다. 여

기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증가할 때가 의미하는 것은 평균

11.7%p의 1%인 0.117%p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0.664% 증가한다는 것

이다.

지방정부의 경제적 특성이 도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인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당 종사자수, 일인당 광공업유형자

산 역시 광역시와 도가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사업체당

종사자수의 경우 광역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만 도의 경

우 도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광역

시와 도 모두 일인당 도로 투자액을 늘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계숫값의

크기는 광역시(0.287)보다 도(0.501)가 컸다. 일인당 광공업 유형자산의

경우 반대로 광역시(0.236)가 도(0.070)보다 세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이

를 정리해 보면 전반적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도로에 대한 투자는 증가

하지만 그 효과는 도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광역시는 제조업의 비중이

클수록 도로에 대한 투자를 더 활발히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인당 지방세의 사용처는 지방정부의 자원배분 결정을 가장 정확하

게 반영한다고 전제한 본연구의 핵심 변수이다. 일인당 지방세의 계숫값

은 일인당 지방세가 증가하면 광역시와 도 모두 도로에 대한 투자를 늘

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크기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었다. 광역

시의 경우 탄력성의 크기가 0.344이었으며, 도는 0.073이었다. 광역시의

경우 도 보다 도로에 대한 투자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는 광역시와 도가 도로 투자에 대한 선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가정한 교부세의 경우

는 도의 경우만 의미 있게 나왔다. 하지만 그 방향은 지방세와 반대였다.



- 74 -

이러한 결과는 세출의 자율성이 확보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

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부세의

경우 대부분 국세의 일부를 주어진 공식에 따라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는

과정을 거치며 도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정부의 사무에

사용된다. 인구 특성, 경제 특성을 충분히 통제했기 때문에 교부세가 늘

어날 때,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는 것은 지방정부의 경제상황이나 재

정상황 때문이 아닌 지방정부의 선택이 지방세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세출의 자율성만으로 지방정부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

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시에서만 도로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지방채가 음(-)의 탄력성을 가지는 것은 우선 도로

투자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아니할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지

방채를 이용할 정도의 다른 용도의 재정 지출 때문에 도로에 대한 투자

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변수명 계숫값
표준

오차
t값 p값

절편 9.111 6.113 1.49 0.1413

ln(총인구수) 0.024 0.368 0.06 0.9489

ln(65세 이상 비율) 0.408 0.347 1.18 0.2445

ln(15세 미만 비율) -1.235 0.330 -3.74 0.0004

ln(사업체당 종사자수) -0.007 0.049 -0.15 0.879

ln(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년시차) 0.287 0.165 1.74 0.0862

ln(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

액)
0.236 0.064 3.71 0.0005

ln(일인당 지방세) 0.344 0.090 3.83 0.0003

ln(일인당 교부세) -0.010 0.007 -1.38 0.1711

ln(일인당 보조금) 0.022 0.026 0.85 0.3971

ln(일인당 지방채) -0.022 0.010 -2.11 0.0387

ln(일인당 세외수입) -0.160 0.039 -4.13 0.0001
주: 시간, 지역 고정효과는 표에서 제외함

<표 4-3-3> 광역시 도로 수요추정결과 (R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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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계숫값
표준

오차
t값 p값

절편 28.809 1.537 18.75 <.0001

ln(총인구수) -1.257 0.075 -16.81 <.0001

ln(65세 이상 비율) 0.664 0.193 3.44 0.0009

ln(15세 미만 비율) -2.131 0.219 -9.75 <.0001

ln(사업체당 종사자수) 0.102 0.053 1.95 0.0549

ln(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년시차) 0.501 0.063 7.98 <.0001

ln(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

액)
0.070 0.035 1.99 0.0503

ln(일인당 지방세) 0.073 0.041 1.8 0.0757

ln(일인당 교부세) -0.186 0.047 -3.98 0.0001

ln(일인당 보조금) 0.015 0.016 0.98 0.3289

ln(일인당 지방채) 0.007 0.007 0.98 0.3279

ln(일인당 세외수입) -0.006 0.027 -0.24 0.8143
주: 시간, 지역 고정효과는 표에서 제외함

<표 4-3-4> 도 도로 수요추정결과 (R2=0.99)

2) 상하수도 투자 수요추정 결과

상수도 통계(2012)와 하수도 통계(2012)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상

수도는 97.9% 90.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보급률은 상

하수도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 결정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미 충분한 상하수도 스톡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들의 상하수도

에 대한 선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

해야 할 점은 하수도는 상수도와 하수도 투자를 합쳐 지방정부의 투자를

살펴볼 때는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상수도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하수도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공기업의 상수도에 대한

사용료가 투자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면 세외수입 변수가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큰 하수

도에서는 지방세나 교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주거와 산업 생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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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이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이 입지하기 전에 공급이 완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기초로 상하수도 투자에 대한 독립변

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자. 우선, 인구의 경우 광역시는 탄력성이 2.191로

인구가 증가할 때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반면 도의 경우 인

구수는 상하수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15세 미만 인구 비율이 미치는 영향은 광역시와 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광역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늘어날 때 상하수도 투자를 늘리

지만 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5세 미만 인구비율은 반대로 광

역시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지만 도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연령에 따라 상하수도에 대한 수요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것이 광역시

와 도가 다르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는 상하수도 수요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별 시설별 수요

에 대해 다루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상하수도 시설은 주민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상하수도 시설이 기존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측정한 일인당 GRDP는 광역

시와 도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종사

자수, 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역시 광역시와 도가 가지는 특성이 달랐다.

우선 광역시의 경우 사업체당 종사자수의 계숫값이 0.179, 일인당 광공업

유형자산이 -0.214이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

가 늘어나며, 제조업이 증가하는 경우는 반대로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 도의 경우는 사업체당 종사자수의 계숫값이 –0.310으로 광역시

와는 반대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하수도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보기 위한 재정지출 변수들 역시 광역시

와 도는 그 특성이 달랐다. 우선 광역시의 경우 재정변수 모두가 상하수

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도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가 반

영되는 세외수입이 증가할수록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인당 지방세가 증가할 때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

가 감소하는 것은 일인당 지방세가 높은 지역은 이미 상하수도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새로운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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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계숫값
표준

오차
t값 p값

절편 -15.639 9.990 -1.57 0.1227

ln(총인구수) 2.191 0.601 3.64 0.0006

ln(65세 이상 비율) 2.087 0.567 3.68 0.0005

ln(15세 미만 비율) -3.731 0.540 -6.91 <.0001

ln(사업체당 종사자수) 0.179 0.080 2.24 0.0287

ln(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년시차) -0.194 0.269 -0.72 0.4744

ln(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

액)
-0.214 0.104 -2.05 0.0447

ln(일인당 지방세) -0.005 0.147 -0.04 0.9716

ln(일인당 교부세) 0.005 0.012 0.41 0.6824

ln(일인당 보조금) 0.010 0.042 0.25 0.8061

ln(일인당 지방채) -0.006 0.017 -0.35 0.7266

ln(일인당 세외수입) 0.009 0.063 0.14 0.8906
주: 시간, 지역 고정효과는 표에서 제외함

<표 4-3-5> 광역시 상하수도 수요추정결과 (R2=0.98)

변수명 계숫값
표준

오차
t값 p값

절편 -2.082 4.142 -0.5 0.6164

ln(총인구수) -0.062 0.202 -0.31 0.7574

ln(65세 이상 비율) 0.145 0.520 0.28 0.7809

ln(15세 미만 비율) 3.663 0.589 6.22 <.0001

ln(사업체당 종사자수) -0.310 0.142 -2.19 0.0312

ln(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년시차) -0.266 0.169 -1.57 0.1193

ln(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

액)
0.004 0.095 0.04 0.966

ln(일인당 지방세) -0.664 0.110 -6.03 <.0001

ln(일인당 교부세) 0.128 0.126 1.02 0.3115

ln(일인당 보조금) -0.011 0.042 -0.25 0.8004

ln(일인당 지방채) -0.001 0.019 -0.07 0.9416

ln(일인당 세외수입) 0.134 0.072 1.87 0.0654
주: 시간, 지역 고정효과는 표에서 제외함

<표 4-3-6> 도 상하수도 수요추정결과 (R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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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치수 투자 수요추정 결과

수리치수 시설의 특징 가운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다른 점은 국가하

천과 지방하천과 같이 자연 환경에 따라 투자의 주체가 바뀌며, 투자 금

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소수로 보면, 국가하천 1.6%, 지방하천

98.4%, 하천연장으로 보면, 국가하천 10.0%, 지방하천 90.0%로 지방하천

의 비중이 매우 높다. 도의 경우 수리치수 시설의 스톡은 전체 시설 가

운데 도로에 이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

리치수의 기본적 목적은 방재와 농업용수 공급 등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때 수리치수 투자에 대한 인구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광역

시의 경우는 총 인구수, 연령 구성 모두 수리치수 투자에 음(-)의 영향

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반대

로 수리치수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왔고 총 인구수와 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광역시와 같았다.

경제 변수들 가운데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광역시와 도 모두 수리

치수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은

재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치수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인당 광공업 유형고정자산의 계숫값이 모두 음

(-)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방재의 노력이 광공업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

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핵심 변수로 보고 있는 일인당 지방세의 경우 광역시와

도 모두 양(+)의 값으로 유의한데 그 크기는 광역시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광역시의 평균 투자액은 인구 천명당 약 349 백만원이며 도의

경우 약 3,425 백만원으로 투자액 자체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탄력성

이 광역시에서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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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계숫값
표준

오차
t값 p값

절편 97.154 14.485 6.71 <.0001

ln(총인구수) -5.498 0.872 -6.31 <.0001

ln(65세 이상 비율) -3.431 0.822 -4.18 <.0001

ln(15세 미만 비율) -3.345 0.783 -4.27 <.0001

ln(사업체당 종사자수) 0.080 0.116 0.69 0.494

ln(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년시차) 1.096 0.390 2.81 0.0067

ln(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

액)
-0.403 0.151 -2.66 0.0099

ln(일인당 지방세) 0.653 0.213 3.06 0.0033

ln(일인당 교부세) 0.005 0.017 0.3 0.7649

ln(일인당 보조금) 0.027 0.061 0.44 0.6607

ln(일인당 지방채) 0.020 0.024 0.84 0.4037

ln(일인당 세외수입) 0.055 0.092 0.6 0.5482
주: 시간, 지역 고정효과는 표에서 제외함

<표 4-3-7> 광역시 수리치수 수요추정결과 (R2=0.99)

변수명 계숫값
표준

오차
t값 p값

절편 14.308 3.474 4.12 <.0001

ln(총인구수) -0.476 0.169 -2.81 0.0061

ln(65세 이상 비율) 1.193 0.436 2.74 0.0075

ln(15세 미만 비율) -1.722 0.494 -3.48 0.0008

ln(사업체당 종사자수) 0.045 0.119 0.38 0.704

ln(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년시차) 0.815 0.142 5.75 <.0001

ln(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

액)
-0.025 0.080 -0.31 0.7559

ln(일인당 지방세) 0.182 0.092 1.98 0.0514

ln(일인당 교부세) -0.422 0.106 -4 0.0001

ln(일인당 보조금) 0.013 0.035 0.38 0.7037

ln(일인당 지방채) 0.024 0.016 1.51 0.1338

ln(일인당 세외수입) -0.013 0.060 -0.22 0.8275
주: 시간, 지역 고정효과는 표에서 제외함

<표 4-3-8> 도 수리치수 수요추정결과 (R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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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간접자본스톡 수요추정 결과

1) 광역시 사회간접자본스톡 수요추정 결과

분석 범위는 우리나라의 광역시이다.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11년

까지다. 종속변수는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자연로그를 취해 계숫값은 탄력성을 의미한다. 우선 총인구가 1%

증가할 때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2.02%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형태가 인구가 많을수록 그 크기가 감소하는 일인당 사회간

접자본 스톡인 것을 감안하면 총인구의 탄력성의 크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광역시에서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증가한 인구보다 더

많은 사회간접자본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한 15세 미만 인구 비율과 65세 이상인구 가운데 15세 미만 인구 비

율은 예상과 같이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65세 이상인구 비

율은 예상과 달리 양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령인구는 복

지, 문화, 주거환경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와 관련된 재정지출인 사회

개발비, 사회보장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사

회간접자본에 대한 탄력성만 추정하였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한

다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탄력성을 알 수 없다. 비록 65세 이상 인구가

다른 공공서비스에 대해 더 큰 탄력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고령인구 역

시 사회간접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주민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

에서 흔히 소득을 대신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지역주민의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내 총생산을 이용한다. 하지만 지역내 총생산

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 역시 중요하다. 사회간접자본의 중요한 역할 가

운데 하나가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의

관점으로 일인당 총생산을 해석한다. 우선 우리나라 광역시에서는 일인

당 총생산이 사회간접자본 스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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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공업 유형자산의 경우 유의하게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서는 광공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중공업에서 사회간접자본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선행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재정분권지수가 1%증가

할 때 일인당 사회간접자본은 0.1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

수인 일인당 사회간접자본스톡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스톡’이다.

이러한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에 재정분권화의 영향이 위와 같은 것

은 한해 투자하는 사회간접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변수명 계숫값
표준

오차
t값 p값

절편 -23.592 6.461 -3.65 0.0005

ln(총인구수) 2.020 0.391 5.17 <.0001

ln(65세 이상 비율) 1.673 0.340 4.92 <.0001

ln(15세 미만 비율) -2.195 0.296 -7.41 <.0001

ln(사업체당 종사자수) -0.105 0.050 -2.08 0.0413

ln(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년시차) -0.050 0.168 -0.3 0.7658

ln(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

액)
0.263 0.062 4.23 <.0001

ln(재정분권지수) 0.165 0.058 2.87 0.0056
주: 시간, 지역 고정효과는 표에서 제외함

<표4-3-9> 광역시 사회간접자본스톡 수요추정결과

(R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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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

톡(백만원)
10.083 2.647 5.633 17.594

총인구수(명) 3,280,437 2,969,972 1,024,336 10,312,545

65세 이상 비율(%) 7.2 1.7 3.9 11.8

15세 미만 비율(%) 19.1 2.9 12.8 25.2

사업체당 종사자수(명) 7.681 7.372 3.804 41.755

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

년시차
17.364 8.574 8.952 41.209

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액(백만원)
6.849 9.009 0.567 36.561

재정분권지수 41.33 7.30 26.03 57.87
표본수: 91

주1: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모든 변수는 2005년 기준가격임

<표 4-3-10> 광역시 사회간접자본스톡 수요추정의 기술통계

2) 도 사회간접자본스톡 수요추정 결과

분석 범위는 도이며 분석기간과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광역시를 분석

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형태는 광역시와 도의 사회간접자본스톡에 대

한 수요를 비교하기위한 것이다. 우선 총인구의 경우 광역시와 반대로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진다. 광역시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가 일

인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광역시의

경우는 인구가 증가할 때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증가하는 반면 도

의 경우 줄어드는 것은 광역시와 도에서 총인구가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혼잡’의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 만명이 있을 때 필요한 사회간접자

본 스톡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충분한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공급

되어 있다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반

대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도에서 총인구의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충분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5

세 이상 인구비율과 15세 미만 인구비율의 부호는 광역시와 같았다. 하

지만 탄력성의 절댓값의 크기는 광역시보다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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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광역시와 달리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0.2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인당 광공업 유형자산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탄력성의 크기

(0.081)가 광역시(0.263)에 비해 작았다.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광역시와 도 모두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

당 총생산이 통제된 상황에서 기업의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

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재정분권지수는 사회간

접자본 스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재

정분권지수가 커질 때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증가하는 반면 도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재정분권지수의 탄력성이 광역시와

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광역시와 도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선호가 서

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도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우선

순위가 다른 지방공공재에 비해 뒤처진다고 볼 수 있다.

변수명 계숫값
표준

오차
t값 p값

절편 7.500 1.141 6.57 <.0001

ln(총인구수) -0.506 0.056 -9.12 <.0001

ln(65세 이상 비율) 0.938 0.135 6.94 <.0001

ln(15세 미만 비율) -0.097 0.154 -0.63 0.531

ln(사업체당 종사자수) -0.017 0.041 -0.42 0.6774

ln(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년시차) 0.209 0.044 4.78 <.0001

ln(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

액)
0.081 0.028 2.91 0.0045

ln(재정분권지수) -0.046 0.032 -1.42 0.1584
주: 시간, 지역 고정효과는 표에서 제외함

<표4-3-11> 도 사회간접자본스톡 수요추정결과

(R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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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일인당 사회간접자본 스

톡(백만원)
22.264 8.774 5.876 46.463

총인구수(명) 2,883,564 2,837,734 538,744 11,937,415

65세 이상 비율(%) 11.7 2.9 5.5 18.6

15세 미만 비율(%) 18.8 2.1 14.2 24.2

사업체당 종사자수(명) 7.339 6.939 3.618 29.416

일인당 지역내총생산 일

년시차
17.410 4.953 9.401 36.428

일인당 광공업유형자산

연말잔액(백만원)
8.606 5.344 0.459 31.760

재정분권지수 40.44 5.64 26.12 51.59
표본수: 117

주1: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모든 변수는 2005년 기준가격임

<표 4-3-12> 도 사회간접자본 수요추정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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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과 시사점

사회간접자본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스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스톡을 적정성을 평가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속

에서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하였

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 주로 중앙정부가 공급하던 사회간접자본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공급에 있

어 역할과 재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 제도 시행에 따른 분권화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권화에 따른

의사결정 체계의 변화, 분권화에 따른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분권화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Borge et

al.(2014)의 수리모형과 이전재원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분권화

정리를 이론적 근거로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진 상태에서 사회간접자본

을 공급한다면 사회적 후생손실을 줄이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Borge et al.(2014)의 수리모형과 이전재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은 일인당 지방세로 측정할 수 있음을 보

였다.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효율적이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

회간접자본 투자 적정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기준

으로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구축하였다.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간접

자본 시설별로 스톡을 추계한 것은 기존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중요

한 성과 중 하나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

이 중요한 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을 선정하였다.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진행한 실증분석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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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톡에 지방정부가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

간접자본을 구성하는 시설이 가지는 특성과 이미 구축된 스톡에 따라 지

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사회간접자

본 시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그 스톡이 증가하

고 있는 도로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질 때는 사회간접자본이 부

족하다고 전제한 특별·광역시가 도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노

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별적 투자가 누적된 사회간접자본 스

톡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본 결과는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적정성으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였다. 지방정부의 분권화가 진행되어

자율성이 보장되면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특별·광역시는 사회간접자본

을 늘리려 노력하고 이미 충분한 도의 경우는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려 노

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세출

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한 이전세원의 경우도 지방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세출의

자율권만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역할분담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가해야 한다고 할 수 있

다.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와 복지 지출의 증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

할 증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그 역할에 필요한 재원

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아닌 지방세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정부

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는 지방정부의 주

민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며 그것을

선거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할 때 극대화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

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회간접자본이 과다하다는 표현은 지방정부의 주

민이 사회간접자본 보다 다른 지방공공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이 더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투자하기 위해 사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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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면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바람직한 의사결정

이지만, 단순히, 사회간접자본이 과다하다는 표현이 투자를 줄여야 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은 분석범위에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는 특별·

광역시, 도라는 비교적 큰 공간적 범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

회간접자본이 과다하다고 나온 지역 안에서도 부족한 곳이 남아있을 가

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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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supply of social overhead capital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Social overhead capita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society to be developed and operated normally. Therefore, it is crucial to

provide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 appropriate level.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e discussion on

making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 is insufficient. In a situation of

difficult to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appropriate level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is study examines the decision-mak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

on social overhead capital. If the policy-making mechanism of government

for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is operating ideally, in the long term,

the overhead capital level might converge to the optimal level likelihood.

In this study,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 for social overhead

capital is examined in two points of view. First is the investment decisions

of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According to

Borge et al.(2014), if the autonomy of expenditure has been guaranteed, local

government increases investment in regional public goods that residents

prefer. In reason that fiscal transfer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t may

distort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 Local tax per capit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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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as a variable that reflect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

Second i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on its stock. Social overhead capital stock is the result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ccumulated value of an investment. If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carried out efficiently, the

stock also aligned efficiently.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elasticity of local

tax per capita is estimated for facilities(road, water and sewage, irrigation

canal and flood control) that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investment.

The results are estimated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level, the

estimated elasticity of local tax per capita is greater in metropolitan cities

than in provinces. In the case of road which has the largest facility

proportion, when taxes are increased by 1%, the elasticity of local tax per

capita is increased 0.34% and 0.07%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respectively. In case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increases 1%,

social overhead capital stock increased 0.16% in metropolitan cities but it did

not change in provinces.

These results show that decision-makings of local governments are

efficient in two viewpoints. Firs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at have different situation for social overhead capital stock made

investment decisions differently. I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 preferences of the residents in making an investment.

Reflection of such residents preferences is the driving force to br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theorem.

Second, according to the study of Lee et al.(2012) about the

appropriate level of social overhead capital, metropolitan cities have

insufficient but provinces have excessive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ocal governments with insufficient

social overhead capital stock are trying to increase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is increased, the increase i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occurs. Due to an increase of welfare spending and budget

deficit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capacity of central and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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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for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has decreased.

Increased local government’s role is one way to use the limited

resources efficiently. In addition, if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overhead capital has increased, the fiscal resources must be

raised by local taxes rather than the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inally, positive result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can be achieved when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acknowledg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to

strictly evaluat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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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 efficiency, social overhea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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