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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아동복지 산과 노인복지 산 간의 계를 밝힌다.특히,노

인복지 산의 증감이 보육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을 맞췄다.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노인복지

에 한 수요가 늘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노인인구 산의 증가

로 인해 아동복지가 소외되고 있다고 비 을 제기한다.지난 선 때,인

터넷상에서는 어느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노인복지는 확 되지만 아동과

청년을 한 복지 산은 어들 것이라는 수많은 비 이 올라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복지를 둘러싼 세 갈등과 비 에 을 맞춰

아동복지 산과 노인복지 산 간의 계를 연구했다.

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 간의 계를 연구하기 해 노인복지 산

과 기 노령연 을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 각각과

비교했다.지자체가 공개한 세출 산서를 바탕으로 각 산의 국비와 지

방비를 도출한 후 지자체 해당 인구로 나눠 1인당 복지 산을 계산했다.

연구 결과,노인복지 산이 증가할 때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

소년복지 산은 모두 증가한다.그러나 주목할 은 각 복지 산의 증가

폭이 산별로 다르며 기 노령연 과 아동복지 산을 비교하면 기 노

령연 이 증가할 때 보육복지 산 지방비와 청소년복지 산이 감소한다

는 데 있다. 한 노인복지 산이 다른 복지 산보다 국비가 제일 높다.

이를 통해 국가가 다른 복지정책보다 노인복지에 더 큰 요도를 두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 산 지방비와 비교했을 때 지방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산은 아동복지 산 지방비며 기 노령연 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

으로 감소한 산은 청소년복지 산이다.아동복지 산은 선별 복지로

다른 산에 비해 시 하며 국비가 다른 복지 산에 비교 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산을 많이 책정하고 있다.반면,청소년복지 산은 보편

복지 성격으로 기 노령연 이 증가하면 청소년복지 산이 큰 폭으로 감

소한다.이는 지자체가 선별 복지 성격이 강한 기 노령연 산을

보편 복지 특성을 갖는 청소년복지 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국비는 노인복지 산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이 잇는다.아동복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은 지방비

의 비 이 높다.국가가 노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에 아동복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 보다 더 큰 요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보

육복지 산 지방비는 2012년을 기 으로 모든 지자체가 증가했다.이는

2012년에 무상보육 정책인 리과정이 도입 기 때문이다.반면,지방비

가 큰 비 을 차지하는 아동복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은 지자체별로 서

비스의 질이 다를 것이다.

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은 역시보다는 충북,충남,강원,경북,

북, 남 등 도가 국비가 높고 역시가 지방비가 높다.아동복지 산

은 역시가 지방비가 높으며 지방비가 높은 지자체가 체 아동복지

산이 높다.청소년 복지 산도 마찬가지나 청소년복지 산은 다른 산

보다 지자체별로 산액이 상이하다.

‘노인복지 산이(1인당)이 증가하면 아동복지 산(1인당)이 감소할 것이

다.’는 가설1은 노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 간의 계에는 틀리다.그러나 노인복지 산을 기 노령연 으로

볼 경우,보육복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은 노인복지 산이 증가할 때

감소하므로 가설1이 옳다.

‘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의 국고보조 비 이 다를 것이며 노인

복지 산이 아동복지 산보다 국고보조 비 이 높을 것이다.’는 가설2

는 옳다.노인복지 산은 분석 상 산 국고보조 비 이 가장 높

다.

주요어:노인,아동,복지 산,인구

학번 :2013-21947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 연구의 목 ···························································································1

제2 연구 상 범 ·················································································4

제2장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6

제1 인구와 사회복지에 한 연구···························································6

1.인구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향··················································6

2.복지 산의 응성················································································10

제2 공공정책 결정요인에 한 기존 이론의 검토·····························12

1.사회경제 결정론················································································13

2.정치 결정론························································································14

3.재정능력 결정론··················································································15

제3 선행연구 검토 평가·····································································16

제3장 연구 설계 18

제1 연구의 분석틀·····················································································18

제2 변수의 조작 정의 가설···························································19

1.종속변수··································································································19

2.독립변수··································································································21

3.통제변수··································································································22

4.연구가설과 분석틀················································································23

5.자료수집 방법························································································24

6.변수조작··································································································27

7.분석방법··································································································28

제4장 분석결과 29



제1 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 평균비교·······································29

1.노인복지 산 국비와 아동복지 산 국비 비교······························29

2.노인복지 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 지방비 비교······················30

3.기 노령연 국비와 아동복지 산 국비 비교······························30

4.기 노령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 지방비 비교······················31

5. 체 노인복지 산과 체 아동복지 산 비교······························32

6. 체 기 노령연 과 체 아동복지 산 비교······························32

제2 지자체별 복지 산 특성 비교·························································33

1.노인복지 산··························································································33

2.보육복지 산··························································································35

3.아동복지 산··························································································38

4.청소년복지 산······················································································40

제3 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의 상 계···································41

1.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의 계··············································41

2.기 노령연 과 아동복지 산의 계··············································43

제4 노인복지 산 증감과 아동복지 산 증감·····································44

1.노인복지 산과 정의 계··································································44

2.노인복지 산과 부의 계··································································46

제5장 결론 49

제1 연구결과의 요약·················································································49

제2 연구의 시사 과 한계·······································································51

참고문헌··············································································································53

Abstract 57



표 차례

<표-1>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추이 9

<표-2>고령화 추이 10

<표-3>사업 산제도에 따른 복지 산 측정 항목 20

<표-4>사업 산제도 24

<표-5>자료수집방법 25

<표-6>변수조작 27

<표-7>노인복지 산 국비와 아동복지 산 국비 비교 29

<표-8>노인복지 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 지방비 비교 30

<표-9>기 노령연 국비와 아동복지 산 국비 비교 30

<표-10>기 노령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 지방비 비교 32

<표-11> 체 노인복지 산과 체 아동복지 산 비교 32

<표-12> 체 기 노령연 과 체 아동복지 산 비교 32

<표-13>노인복지 산과 상 계 42

<표-14>기 노령연 과 상 계 43

<표-15>노인복지 산과 정의 계(1) 44

<표-16>노인복지 산과 정의 계(2) 45

<표-17>노인복지 산과 정의 계(3) 45

<표-18>노인복지 산과 부의 계(1) 46

<표-19>노인복지 산과 부의 계(2) 47

그림 차례

<그림-1>연구분석틀(1) 18

<그림-2>연구분석틀(2) 19

<그림-3>노인복지 산 국비 33



<그림-4>노인복지 산 지방비 34

<그림-5> 체 산 35

<그림-6>보육복지 산 국비 36

<그림-7>보육복지 산 지방비 36

<그림-8> 체 산 37

<그림-9>아동복지 산 국비 38

<그림-10>아동복지 산 지방비 39

<그림-11> 체 산 39

<그림-12>청소년복지 산 국비 40

<그림-13>청소년복지 산 지방비 41



-1-

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목

최근 정치권은 산안 심사를 두고 심한 갈등을 겪었다. 산안 심사에

서 논란이 된 것 하나는 0-5세 무상보육 복지정책인 리과정 산

편성이었다.야당과 여당은 오랜 진통 끝에 이 사안에 해 합의를 했다.

지자체가 리과정 산 확보를 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이자를 정부

가 갚기로 했다. 한 정부는 2015년 리과정 순증액을 국고를 통해 우

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여러 교수와 문가 그리고 언론은 여

야의 합의가 미 책에 불과하다고 지 했다.여야가 리과정 산에

한 국고 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으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앙에서 복지정책을 실시하면 자연히 지자체 재정에서 복지 산은 증

가한다.그러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증가하는 복지 산이 부

담이다.2005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95년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65% 으나

재는 50%이다.각 시도 교육감들이 리과정 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

선 것도 이와 련이 있다.교부 이 해마다 2-3조 원 가량 증가할 것이

라는 측 하에 리과정 산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 다.그러나

교부 이 되 감소하자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시작 다.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복지 산은 고령화 사

회에 응하기 한 성격이 짙다.한국은 세계에서 최고 빠른 속도로 늙

어 가고 있다.한국은 2017년이면 고령사회(agedsociety)에 진입한다.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가 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다.고령화 사회(agingsociety)는 체 인구 노인이 7%를, 고

령 사회(super-agedsociety)는 체 인구 노인이 2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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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다.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2033년 쯤,한국은 65세 이

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3%에 도달해 고령 사회가 될 망

이다.이삼식(2012)의 발표에 따르면,2050년 한국의 노인 비율은 38.2%

로 세계 최고 수 이 될 망이다.

고령화의 주원인 하나는 낮은 출산율이다.미국 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WorldFactbook)에 따르면 2014년 추정치를 기 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에 그쳐 분석 상 244개국 219 를 했다.

이는 경제 력개발기구(OECD)회원 국 가장 낮은 수치다.낮은 출산

율은 생산 인구를 감소시키며 우리 경제에 악 향을 미친다.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경제 망은 어둡다.고령화는 한국 경제 하락의

주원인 하나이며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

었다.국회 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33년을 기 으로 한국은

채무 증가분을 국채 발행이나 재정수지 흑자를 통해 갚을 수 없는 상황

이 된다.뿐만 아니라 2060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실질 경

제성장률은 0% 로 떨어진다.

한국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고령화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 간의 갈등도 일으키고 있다.고령화에 한

문제의식은 일반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2011년 보건복지부가 의뢰하

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 응답자의 91.1%가 고령화를,86.6%

가 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았다.그러나 고령화에 비한 정부의

정책에 해서는 표면 으로 봤을 때 세 별로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정부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응해 노인 복지 산을 확 하고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하기 해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정책 산을 증가시

키고 있다. 표 으로 리과정과 기 연 을 들 수 있다.그런데 이러

한 복지정책을 두고 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세 간 갈등에서 주목할 은 노인 세 를 향한 은 층의 불만이 두

드러진다는 이다.최근 국민연 을 두고 일어난 세 간 갈등은 이를

잘 보여 다.65세 이상 소득 하 70%인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

연 을 지 하는 안에 청년 세 는 불만을 터뜨렸다.2013년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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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 에 가입한 80세는 납부한 보 료의 5.3

배를 연 으로 받지만 20세는 납부한 액의 1.7배만을 받아 80세가 20

세보다 2.5배 이익을 본다.이를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박근혜 정

부의 기 연 공약이 65세 이상 유권자의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었

다는 비 댓 이 을 이었다.가장 극 으로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노인의 표를 얻기 한 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을 한 복지

정책 때문에 20 에서 40 를 한 보육정책과 고용정책이 후순 로

려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았다.

세 갈등 속에서 박찬욱(2013)의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지 까지의

세 갈등은 이념과 가치의 갈등이었다.그러나 앞으로의 세 갈등은 계

층갈등과 같이 경제 이해 계에서 비롯될 소지가 크다고 박찬욱(2013)

은 측했다. 출산으로 아동(0-14)부양율은 지만,노인부양율이

거 증가하면서 노소 간의 이해 계가 충돌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은 옳은 것으로 명되고 있다.

18 선 결과를 두고 나타난 세 갈등은 경제 이해 계라는 측면

에서 은 세 가 노인 세 를 바라보는 이 압축되어 있다. 선에

서 패배한 진보 성향의 은 층의 불만은 노인복지에 한 불만으로까지

확 다. 선 직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 다.이를 시작으로 SNS에는 기 노령

연 폐지,경로석 폐지를 요구하는 감정 인 들이 쏟아졌다. 앙 선

거 리 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18 선에서 세 별로 투표한 후보자

가 극명하게 갈렸다.20 유권자의 65.8%,30 의 66.5%가 문재인 후보

를 지지했다.반면,50 유권자 에는 62.5%가,60 이상 유권자 에

는 72.3%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사실,일부에서 노인복지에 비해 아동복지가 외면 받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사회복지사업 산이 지방으로 상당히 이

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에 격차가 생긴다는

지 이 일고 있다.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복지 산이 부족한

속에서 선거권을 지닌 노인복지에 산을 많이 배정하는 반면,선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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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아동의 복지를 외면한다는 것이다.애 에는 행정 분권을 통해 아

동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져 지역특성을 반 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시작 다.그러나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 서비스에

서 격차가 생기고 있다. 한 재정난이 심한 지자체의 경우 복지사업

산이 부족하거나 복지종사자 처우가 미흡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 했듯 고령화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그리고 세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인구구조상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할

경우 생산인구의 복지비 부담은 늘어난다.단기 으로는 생산연령 인구

가 부담을 지고 장기 으로는 유년인구에게 그 부담이 이된다.2033년

이면 고령 사회가 될 한국사회에서 생산 인구의 부담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정책 확 에 한 세 간 합의

가 이 지지 않는다면 세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이러한 갈

등은 정치권으로까지 확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세 간 갈등 속에서 은 층

이 비 을 제기하는 것과 같이 선거권을 지닌 노인을 상으로 한 노인

복지에 복지 산이 집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동시에 노인복지에 비

해 아동복지가 외면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한 정치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복지 산에서의 국고보조 비 을 확인하겠다.이를 통

해 세종특별시와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15개의 역시도들이 세 별 인

구수에 맞게 복지 산을 제 로 책정하고 있는지를 밝히겠다.  

제2 연구 상 범

본 연구는 역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 로 하여 노인복지 산(1

인당)과 보육복지 산(1인당),아동복지 산(1인당),청소년복지

산(1인당)간의 계를 연구하겠다.연구 상은 세종특별시와 제주

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역지방자치단체이며 여기에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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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하여 부산, 구,인천, 주, ,울산의 6개 역시와 경

기,강원,충북,충남, 북, 남,경북,경남 8개 도가 포함된다.

연구범 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으로 선정하 다.시도

부분이 2009년 이 의 세출 산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해 각 시도에서 제공하는 세입세출 산서에서

일반회계를 기 으로 조직별 세출 산서를 활용해 노인복지 산과

보육 산,아동복지 산,청소년 복지 산을 도출했다.2008년에 사

업 산제도로 개편되면서 사회복지분야가 생겼고 그 아래 취약계

층지원,기 생활보장,여성 보육가족,노인청소년,보훈,주택,

노동,사회복지 일반 부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산 외의 데

이터는 재정고와 통계청,안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련 자료를 수

집하여 합동자료로(pooleddata)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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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 인구와 사회복지에 한 연구

1.인구가 사회복지 정책에 미치는 향

지방자치제도를 공공서비스 공 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공공서비스 공 시 분권화된 지역의 지방정부가 앙정부보다 지

역주민과 지리 ,심리 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주민의 선호 한

더 쉽게 악할 수 있다.지방 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 은 주민의 선호를 비

교 정확히 악한 후에 이 진 것이므로, 앙정부의 서비스 공

보다는 사회 후생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Oates,1972)

Sharkansky는 정책이 정치체제의 산물이며 정책을 산출할 때 정

치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요구(demand)와 지지(support)를 받아

환과정을 거쳐 정책을 산출한다고 했다.그는 지방정부의 정치과정

은 지역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자치

단체의 유형에 따라 인구 규모나 빈민 인구 비율 등 인구사회학

특성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별로 정책결정과정 산출

도 한 달라지는 것이다.

Sharkansky의 주장에 Downs의 정당경쟁 모형을 용하면 정치

인들은 선거에서 득표를 극 화하기 해 다수 유권자의 선호 즉,

투표자의 선호에 일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투표자

가설은 공공서비스의 서비스 수 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투

표자가 결정한다고 본다.지방정부의 정치인들이 공공서비스의 제

공을 결정한다면,무엇을 기 으로 어느 정도의 수 에 공 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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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정치학의 투표자모형(median votemodel)이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공 에 용되기 시작했다(Downs,1957).

Turnbull과 Mitias(1999)는 투표자모형이 앙정부의 지출 보

다는 지방정부의 지출을 설명하는 데 더 합한 모형임을 밝혔다.

한국의 경우에는 김 진·김일태(2004)가 지자체 선거 이후 투

표자 선호가 반 되는 정부 재정 지출이 이 진다는 것을 밝 냈

다.1992년 이 에는 투표자가설이 정부지출 설명에 타당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출범 이후에는 투표자 가설이 지방 재정 지

출을 설명하는데 합한 것이다.그런데 이희선,이동 (2004)은 지

방정부의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정책분야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

라 다를 것으로 봤다. 투표자의 선호는 지역의 인구사회학 인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산 복지 산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 비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려할 것이다.특히 인구

구조 노인인구와 아동인구의 증감에 따라 노인과 아동을 상

으로 한 복지 산 비 의 증감에 을 맞출 것이다.인구와 사회

복지의 계는 인구지표,특히 인구구조상의 변동에서 찾을 수 있

기 때문이다.김승권(2006)은 생산인구와 노인인구의 수와

상 비율이 사회복지서비스 비용과 사회보험 비용 등의 규모

측면에서 한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특히,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산의 증 는 사회복지에 한 정책 심의 증

에 의하여 당연히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 에

따른 정책 심이 지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김승권,2006).

이헌기(1985)는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 부담의 증가에 주

목했다.공간과 자원은 유한하며 인구구조에 따라 유한한 사회·경

제·문화 조건들이 인구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몫이 달라진다.인

구가 증가할수록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며 사회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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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담 한 증가한다.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

지할 수 있는 생존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인구 변화

는 인구의 수 외에도 구성원이나 분포,특성의 변화를 동반

한다.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부양 부담의 증감이 결정된다.그리고

그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생활여건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가 결정된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은 격한 고령

화 추세 속에서 노인인구 자체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이다.

김학만(2010)은 노인인구 구조의 변화는 복지문제와의 상 인

계 속에서 변화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국가나 사회 그리고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문제에 한 목표는 노인의 생존 여건의 향

상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에서 볼 때 지자체는 노인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노인인구 변화에 한

정확한 구조 악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산 증 와 함께 출산을 극

복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한 방안으로 보육·아동복

지 확 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노인인구가 증가한 반면

에 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

다.가족구조의 변화,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에 한 이슈가

활발하게 확산됨에 따라,보육에 한 사회의 인식도 차 변화되

었다(김남식,2009).유해미(2006)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며

출산과 보육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 되고 있다고 보았다. 통 으

로 여성들이 담당해왔던 보육,아동 양육을 국가가 떠맡도록 요구

되고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여 체

인 생산 가능 인구를 높이기 해서 보육 서비스에 한 필요성

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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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07 2010 2020 2030
노인인구수

(65세 이상)

2,195 3,395 4,810 5,357 7,701 11,811

노인인구비

율

5.1 7.2 9.9 11.0 15.6 24.3

<표 1>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추이

                      (단 :천명)

※자료:통계청(2006),장래인구추계

인구구조에서 노인이 증가하나 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

하고 있다.정부는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응하기 해 노인

복지 산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해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아

동 정책을 확 하고 있다.복지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정부

산의 반 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선상에서 최인규

(2009)는 정부정책이 정부 산을 통해서 구체 으로 찰할 수 있

다고 보았다.정책의 목 이 산의 목 이고 정책과정이 산과정

이다.즉,우리는 정부 산을 통해서 정부정책을 구체 으로 찰

할 수 있는 것이다(최인규,2009).

복지 산은 복지행정조직인 복지 증진을 하여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여,효율 으로 사용하고 리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고 정의할 수 있다.따라서 복지활동에 사용된 비용과 직 으

로 련되어 복지 활동을 결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김학만,2010).즉,다양한 노인문제와 아동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복지와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개

입과 서비스 제공을 한 충분한 산 반 이 필수 이다.

인구 구조 변화와 산의 계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제한 으로 이 지고 있다.서구에서 조차도 이러한 인구구

조 변화와 재정변화의 계에 한 부분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이론 ,탐색 연구에 머물러 있다.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운 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더욱이

국내의 경우에는 이들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변화 간의 동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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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노인인구
기노인인구

(65-74세)

기노인인구

(75-84세)

후기노인인구

(85세이상)

1970 991 741 150 101

1980 1,456 1,050 228 178

1990 2,195 1,500 393 302

2000 3,395 2,303 918 173

2007 4,810 3,165 1,356 289

2010 5,357 3,338 1,646 373

2015 6,381 3,725 2,122 533

2020 7,701 4,489 2,442 770

작용에 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황규선,권승,2005)

본 연구는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변화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

해보겠다.특히,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출산의 상황 속에

서 확 되는 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이 각 지자체의 인구 실

정에 맞게 제 로 배정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표 2> 고령화 추이

2.복지 산의 응성

 응성의 사 의미는 하거나 는 신속하게 응하거나 반응하

는 것을 의미한다(Stivers,1994).이것을 행정의 맥락에서 보면 과정 인

면에서 응성은 행정 조직 는 행정가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고,결과 인 면에서는 국민의 요구와 행정

조직 는 행정가 반응간의 일치성의 정도를 의미한다.(윤주명,2001)

응성은 소비자모형과 문가책임 모형,통합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소비자 모형에서 시민은 정책 산출물의 소비

자로 간주되고 공무원은 산출물에 한 시민의 평가에 기 하여 행동할

것이 기 된다(윤주명,2001). 문가책임모형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

을 고안함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성을 강조한다(Staring,1986)공무원의

행 는 근본 으로 국민의 욕구에 한 문가 단에 기 하는 것으

로 본다(윤주명,2001).통합모형은 공무원과 시민은 공공 인 결정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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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참여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해 공통의 이해를 형성하고 각자의 기

와 활동을 상호작용 수정을 통해 조정한다.(윤주명,2001)

오스트르롬(Ostrom,1975),슈메이커(Schmaker,1975),베르바와 나이

(Verba&Nie,1972),박호숙(1993)등은 응성의 척도를 주민만족도로

인식했다.이러한 선상에서 응성을 행정이 국민의 기 와 요구를 수렴

해 변화와 창조를 만들어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행 라고 조작 정의

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응성은 행정기 이 시민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가치이다.

유 석(2001)은 응성의 요소를 정책 응성(policy

responsiveness), 사 응성(serviceresponsiveness),배분 응성

(allocation responsiveness), 상징 응성(symbolic

responsiveness)으로 분류한다.지방정부의 복지정책성과로서 응

성은 주민의 요구 선호에 한 공무원의 반응간의 일치도

(correspondence)를 의미한다.즉,복지서비스에 한 수요를 정부

가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 하는 문제로 지방정부의 복지공 수

의 문제와 련된다.즉. 응성은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복지에 한 수요 등과 련하여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

으며,그 혜택은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는가를

의미한다(정우열,2001)

김학만(2010)은 응성을 지방정부가 의 공익을 고려하고 그에

해 책임 있는 태도로 봤다.지방정부의 목표는 주민들이 생활하며 필요

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히 공 하는 것이다.지방정부가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은 지방정부 서비스의 상자인 수요자들의 요

구를 악하는 것이다.수요에 따라 어떤 공공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응해야하기 때문이다.복지의

내용은 궁극 인 삶의 조건이나 질로 나타나고 이러한 조건과 질을 형성

하는 요건은 인구의 양과 질,구성,분포와 같은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이다(이헌기,1985).

정병렬(2000)은 지방재정은 지자체가 할구역 내에서 공익을 충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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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리하고,정책 목 에 맞도록 지출하는 일련

의 경제행 라고 정의했다.이러한 지방재정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주민

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를 개발할 수 있으며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이러한 에서 볼 때 지방재정 활동을 응성으로 간주할 수 있

을 것이다.

지방재정은 공공 목표의 달성을 해 앙재정과 유기 계

를 통해 집행되면서 지역주민에게 가까운 생활정부의 재정 상이

라는 에서 앙재정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과 이론 체계를 내

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들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의 상당부

분이 주민의 재원부담에 기 하여 지방정부를 통해 공 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이재기,1996).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의 복지세출 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지출되는지, 한 복지세출

산의 증감을 분석하여 지방정부가 할구역 내의 주민들의 요구

에 히 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2 공공정책 결정요인에 한 기존 이론의 검토

 공공정책 결정요인에 한 연구는 산출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

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다.정책결정요인의 연구는

1950-60년 에는 재정학자들을 심으로 사회 경제 변수가 강조

되었고,1960-70년 에 들어서는 정치·행정학자들을 심으로 정치

변수가 강조되었으며,이에 따라 사회경제 변수와 정치 변

수의 상 요성에 한 논의가 1980년 까지 이어졌다(노화

·남궁근 외,1993)

정책결정에 한 연구는 Key(1949),Fabricant(1952),Dawson과

Robinson(1963)등을 기 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정

길(1984),유훈(1986)등에 의해 소개되어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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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정책결정에 한 연구는 정

치학자들의 정치 과정과 제도,행태연구에서부터 경제학자들의

체계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과정상

의 분류체계도 약간씩 다르게 표 되고 있다(소순창 외,1999).여

기에서는 사회 경제 결정론,정치 제도 결정론,재정능력 결정

론, 증주의 결정론,과정 분석 결정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1.사회 경제 결정론

 사회 경제 결정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산이 지역 내의

인구수,도시화 정도,산업화 정도,소득,교육수 ,복지서비스 수

혜자수 등과 같은 사회 경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다.

Danziger(1978)에 따르면 이 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별 지

출수 차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명한 선택의 결과로서 보다는

사회경제 상황의 차이로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Bahl(1980)역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결정에 한 사회경제

을 정부정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한 합리 소비자라는

가정에서 정부지출을 소비자-투표자에 의한 효용극 화과정의 결

과로 보고 지역사회의 각종 특정 변수들과 정부지출수 과의 상

계를 추정하는데 치 하고 있다(한원택 외,1994).즉,지방자

치단체의 특수한 사회경제 요인에 의해 그 지역의 정책 산출

재정지출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 결정론자들에 의하면 사회경제 자원 는 경제

토 가 풍부한 지역사회는 산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과세기반이

충실하므로 산 지출 수 이 높을 것으로 본다.즉 지역주민의 부

담능력이 산지출의 수 을 결정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남궁근,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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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구,주민수 ,지역발 등이 사회 경제

결정론에 속하는 변수로 채택하고 있다.먼 인구변수를 측정하는

기 으로는 인구규모,인구 도,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 수,노령

인구비율 등이 사용되는데 Fabricant(1952)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소득수 ,도시화 정도와 함께 인구 도에 의해 결정된다

고 하 으며 Brazer(1959)의 미국의 시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사회경제 요인을 가구소

득과 함께 인구 도임을 확인하 다. 한 Kelly(1976)는 인구규모

가 사회복지비 지출에 향을 미친다고 발표하 다(정진 ,2003).

국내 연구에서는 한원택,정헌 (1994)이 인구규모와 복지비지출

이 음의 상 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정진 (2003)은

지역인구규모 취약계층의 수를 변수로 활용하 는데 지역인구규모

는 복지비비율과 음의 상 계를 보 으며 취약 계층 수는 양의

상 계를 보인다고 분석하 다.

주민수 변수를 측정하는 기 으로는 주민소득,주민교육수 등

이 있으며 남궁근(1994)의 연구에서 주민소득을 신하여 자동차보

유율과 졸인구비율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손희 (1999)역시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을 리변수로 사용하여 주민 1인당 소

득을 독립변수로 활용하 다.

2.정치 결정론

산은 정치 행 자들의 이해 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정

치 상황에 따라서도 향을 받는다.정치가들은 당선 재선을

하기 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략을 취한다.

정치 결정론은 정부의 정책 산출 결정에서 정치 제도 변수에

을 두고 있다.이 은 정치 변수와 제도 변수로 구분하

여 설명할 수 있는데 한원택 외(1994)에 따르면 정치 변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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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당의 이념 다수당의 규모 등과 같은 정치 변수들이 다른 종

류의 사회경제 변수들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수 의

결정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제도는 환경 투

입과 정부 정책 산출 간의 단순한 간섭메커니즘(intervening

mechanism)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요한 향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SharpeandNewton,1984).

정치 결정론은 Key-Lockard가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정치참여 경쟁의 수 이 높을수록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회복지 지출 수 과 지역주민에

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을 높일 것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홍성

일,2006)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지방정부

의 재정지출에 정치 변수의 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 졌

다.하지만 지방자치제의 확 실시로 인해 그 향력이 커질 것으

로 측하여 많은 연구에서 정치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있다.기존연구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평균 투표율,단체장

과 지방의원에 한 주민지지도,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경력과 정치경력,비 리민간단체 수,지

방자치단체장출신 등이 정치 변수로 사용되었다.

3.재정능력 결정론

 Hofferbert와 Sharkansky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결정요인으로서

세입충당능력(Revenueavailability)의 요성을 지 한 이후,많은

연구들이 정부지출과 정부세입능력과의 계를 규명하고 있다.따

라서 이 이론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수 과 가장 계가 깊

은 변수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며 이러한 재정능력은 정부 산

결정의 제약조건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한원택 외,199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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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결정론은 주민들의 자주 재원부담이 클수록 지출수 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차병권,1984)

진재문(2006)은 지방자치 단체의 지출수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과 가장 련이 깊은 변수로 정의한다.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년도의 앙정부의 보조 과 사회경제 여건을 측해 총 세입규

모 범 내에서 자원배분에 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따라

서 재정능력의 한계 속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투입할 재원 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은 산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Levy and Truman(1971)은 고소득 시민의 수가 지방자치단체가

공 하는 서비스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으며

Chamlin(1987),Peterson(1981)은 재정능력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더 큰 비 을 둘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고 Meltser(1971),

Jackson(1972)은 도시정부의 세입 규모가 클수록 세출규모가 증가

한다고 밝혔다(강혜규,2004)

기존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측정하기 한 변수

로 재정자립도가 표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지방교부세

비율,보조 비율,1인당 지방세액을 사용하고 있다.

제3 선행연구의 검토 평가

기존 연구 부분은 지방정부 총 산 가운데 사회복지 산이 차

지하는 비 의 변화에만 심을 가지며 그 변화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의해서 이 지는 것으로 가정한다.노인복지 산

에 한 연구들도 독립변수로써 국가 앙의 노인복지 산의

변화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으며,종속변수로 사용되지 못하고,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앙정부 산의 노인복지 산

의 변화 정도의 분석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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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인구 변수는 인구규모,인구 도,사회

복지 서비스 수혜자수,노령인구비율 등이다.그러나 노인복지 산

과 아동복지 산 간의 계를 악한 연구는 없다.본 연구에서는

세 갈등과 노인복지와 아동복지가 서로 다른 인구 상을 원인으

로 하여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는 부분에 을 맞춰 연구를 진행

하겠다.20~40 ,특히 청년층이 노인복지에 반 해 세 갈등이 증

폭되고 있는 상황과 보육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이 청년층의 주

장처럼 외면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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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제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1인당 아동복지 산의 증감이 1인당 노인복지 산 증

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5개 시도 각각의 1인당

복지 산을 구성한 후 각각의 지자체 별로 산의 변동을 볼 것이

다.종속변수는 1인당 노인복지 산이 될 것이며 독립변수는 1인당

보육정책 산,1인당 아동복지 산,1인당 청소년 복지 산이 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분석틀

15개 시도의 1인당 노인복지 산과 보육정책 산,아동복지 산,

청소년 복지 산에서 국비를 따로 도출하겠다.각각의 복지 산

차지하는 국비의 비교를 통해 국비의 변화도 보도록 하겠다.



-19-

<그림 2> 연구분석틀

제2 변수의 조작 정의 가설

1.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세종특별시와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역시도의 1인당 노인복지 산이다.지방정부의 경우,실질 인

서비스 공 능력은 세입 산 규모 내용과 가장 하게 련

된다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균형 산을 지향하는 행 산제도

하에서 세입능력이 세출규모를 좌우하는 결정 인 요인이기 때문

이다.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는 부분이 복지수요에 한 변수가

부분 으로 개발되어 있거나,주로 복지지출 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가 있을 뿐,상기한 두 측면을 유기 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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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산제도 복지 산 련 측정항목

조직별

(부서)

정 책 사

업

단 사

업

세 부 사

업

국

기

특

분

도

부서:노인 복지 련 부서 복지(지원)과

( )

정책:노인 복지 련 정책 노인복지 증진

등

경비 유

형별

세부사업:노인복지 련 세부사업 치매 리,의

치 치료비 등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김학만,2010:489).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한 문헌연구를 심으로 종속변수를 조작화하겠다.

사업 산제도에 따른 노인복지 산 련 측정 항목은 부서,정책,

세부사업 등에 응하여 복지 련 사업을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

다.복지 산의 응성과 련하여,노인인구에 따른 응성을 알

아보기 해 각 지자체의 세출 산서에서 노인복지 산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세출 산서에 사업별 성격으로 분류된 기 을 근거

로 하여 노인복지 산을 확인할 수 있다. 산액의 단 는 세출

산서와 동일하게 천원 단 로 하겠다.

<표3>사업 산제도에 따른 복지 산 측정 항목

각 지자체의 세출 산서에서 지자체 별 노인복지 산을 도출한

후 도출된 복지 산을 지자체 별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1인당 노

인복지비를 계산하겠다.(해당 지자체 1인당 노인복지 산=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 산/해당 지자체 노인 인구)

노인복지 산에 치매와 의치 치료비를 포함시킨 통합 노인복지

산을 따로 계산하겠다. 한 노인복지 산 기 노령연 을 따로

빼내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노인복지 산과 기 노

령연 그리고 치매와 의치 치료비를 포함시킨 통합 노인복지 산

에서 각각 국비를 따로 내어 국비도 종속변수로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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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각 지자체의 1인당 보육복지 산,1인당 아동복지

산,그리고 1인당 청소년복지 산이다.사회복지법에 따르면 미취

학 아동을 0-5세로,아동은 0-17세로,청소년은 9-24세로 정의되고

있다.보육 복지정책은 0-5세인 미취학 아동을 한 복지정책이며

아동 복지정책은 0-17세 아동을 한 정책이다.청소년 복지정책은

9-24세인 청소년을 한 정책이다. 보육복지 산은 미취학 아동들

을 한 복지 산이다.미취학 아동과 아동의 나이가 겹치고 아동

과 청소년의 나이가 겹치기 때문에 각각을 한 복지 산을 따로

도출하도록 하겠다.통합해서 보기 보다는 각각의 연령 인구에 따

른 1인당 복지비를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기 때문이다.세 개의 정

책에 소요되는 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보육복지 산은 각

지자체 별 보육복지 산을 지자체 별 0-5세 미취학 아동 인구수로

나눴다.(해당 지자체 1인당 보육복지 산=해당 지자체 보육 복지

산/해당 지자체 미취학 아동 인구)아동복지 산은 지자체 별 아

동복지 산을 0-17세 아동 인구수로 나눴다.(해당 지자체 1인당

아동복지 산=해당 지자체 아동복지 산/해당 지자체 아동인구)

청소년복지 산은 지자체별 청소년복지 산을 지자체 별 9-24세

인구수로 나눴다.(해당 지자체 1인당 청소년 복지 산=해당 지자

체 청소년 복지 산/해당 지자체 청소년 인구)보육정책 산과 아

동복지정책 산 그리고 청소년복지정책 산에서 국비를 따로 추출

해서도 보겠다.

보육정책 산의 경우 출산 장려정책과 모자보건 산을 포함

시킨 보육정책 통합 산을 따로 구성했다. 출산 장려정책과 모

자보건의 경우 0세-1세를 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아동 복지 산과 청소년 복지 산은 아동복지 산의 경우 0-17

세를,청소년 복지 산의 경우 9-24세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

책의 상자 9-17세가 겹친다.그럼에도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



-22-

복지정책의 정책 성격이 달라 각각을 따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

다.0-17세를 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정책이라

하여 선별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반면,9-24세를 상으로

하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경우 선별 복지보다는 보편 복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3.통제변수

분석에 투입된 통제변수는 앞서 논의한 사회 경제 결정론,정치

결정론,재정능력 결정론의 내용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변수에 기 하여 선정할 것이다.

우선 사회 은 손희 (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을 주민소득수 을 반 하는 리변수로 사용하

다.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 내 총생산을 해당지역인구로

나 값이다. 한 산에서 차지하는 년도 사회복지비 비 을

통제변수로 놓겠다.

다음으로 정치 결정론에 따라 선거가 열린 해에 사회복지지출

의 증가를 통제한다.정치 결정론에 따르면 정치 변수로 투표

율이나 집권정당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분포 단체장과 지방의

회에 한 주민지지율 등이 사용되었다.하지만 한국은 지역마다

지지정당에 한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정책 선거가 이루

어졌다고 보기 힘들다.이러한 이유로 단체장의 정당과 시의회 과

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상이할 가능성이 고 보편 으로 진

보정당보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이것은 단체장과

시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일치하는지 보기보다 유권

자의 선호를 얻기 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나 그 지 않

은 정당이 선거가 치러진 해에 확장정책을 펼쳤는지 분석할 필요

가 있다.본 연구의 범 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발생한 선거

를 통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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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 에서 지방세 세외수입과 같이 지방 자체에서

발생한 수입을 비롯하여 앙정부로부터 보조 받는 국고보조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다.

의존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을 말한다.의존재원에는 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

,지방양여 등이 있다.재정자립도를 비롯하여 1인당 지방세추

이 1인당 세외수입 그리고 1인당 의존재원 변수를 포함시킨다.

4.연구 가설과 분석틀

사회가 고령화되며 노인복지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히 응하기 해 노인 복지 산을

높일 것이다. 체 인구에서 세 별 인구규모나 비율은 지방정부의 정

책결정과정에 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복지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도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지방정부의 기본목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히 공 하는 것이며 서비스의 공 은 산의 책

정을 통해서 이 진다.

노인인구 수가 차 증가하며 복지정책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아동과

달리 노인은 선거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앙정부는 아동복지보다는

노인복지에 더욱 심을 가질 것이다. 앙정부는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

요에 하게 응하기 해 국고보조 을 높일 것이라 측할 수 있

다.한 사례로 최근 정부는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노인시설,정신용양시설 운 산을 다시 앙정

부 산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1.노인복지 산(1인당)이 증가하면 아동복지 산(1인당)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2.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의 국가보조 의 비 이 다를 것이

며 노인복지 산이 아동복지 산보다 국가보조 의 비 이 높을 것이다.



-24-

구분 사업 산제도 복지 산 련 측정항목

조직별

(부서)

정책사업

단 사업

세부사업

국

기

특

분

시

지

부서:노인 & 보육 & 아동 & 청소년

복지 련 부서

복지(지원)과( )

정책:노인 & 보육 & 아동 & 청소년

복지 련 정책

노인복지&아동복

지서비스 증진

노인복지&아동복

지 증진 등

경비 유형

별

세부사업:노인 & 보육 & 아동 & 청

소년 복지 련 세부사업

보건의료 선진화

& 방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

등

5.자료수집방법

노인,보육,아동,청소년 복지 산은 각 지방정부의 세출 산을

바탕으로 도출했다.지방정부의 세출 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하여 일정한 기 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를 세출 산과목이라 한

다.세출 산과목은 세입세출 산과 세출 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 연계시켜 성과 리에 활

용하고 사업 산제도를 도입하여 세출세입 산서를 작성하고 있어,

이를 기 로 하여 노인복지와 보육 복지,아동복지,청소년 복지

산측정을 하겠다. 산서는 추경이 아닌 본 산서를 사용하겠

다.

사업 산제도에 따른 노인복지 산 련 측정 항목은 부서,정

책,세부사업 등에 응하여 복지 련 사업을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복지 산의 응성과 련하여,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노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아

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을 사업별 성격으로 분류된 기 을 근

거로 도출하겠다. 산액의 단 는 세출 산서와 동일하게 천원 단

로 하겠다.

<표 4> 사업 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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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인 보육 아동 청소년

강원도

부서:경로장애

인과

정책: 건 한

노후생활 보장

단 :노인일자

리 창출과 소

득보장,노후생

활보장과 사회

참여 확 ,노

인의료 등

부서:복지정책

과

정책: 출산

보육아동 지원

단 :보육서비

스 강화,모자

보건, 출산

장려 정책 등

부서:복지정책

과

정책: 출산

보육아동 지원

단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부서:여성청소

년가족과

정책:미래 선

도 청소년 육

성

단 :청소년 육

성 로그램

운 ,청소년보

호 선도 활

동 등

부산 역시

부서:고령화

책과

정책:노인복지

증진지원

단 :노인복지

인 라 확충,

노인복지시설

지원, 안락한

노후지원과 권

익보호 등

기타:건강증진

과(치매,의치)

부서:출산보육

담당

정책:출산장려

지원,보육서비

스 지원 확

등

단 :출산장려

시책 추진,어

린이집 확충

보육료 지

원 확 등

기타:건강증진

과(모자보건)

부서:아동청소

년담당

정책:아동복지

서비스 지원강

화

단 :가정 심

아동복지 서비

스 확 (가정

탁보호 사업,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지

역사회 아동복

지 서비스 지

원 등

부서:아동청소

년 담당

정책: 청소년

건 육성

보호기능 강화

단 :청소년활

동 복지증

진 강화,청소

년 시설 운

활성화 등

국=국고보조
= 특보조

기=기 보조
특=특별교부세
분=분권교부세
시=시자체재원
지=지방채
국고보조 , 특보조 ,기 보조 을 국비로 계산하고 나머지 기 보조 ,특
별교부세,분권교부세,시자체재원,지방채를 지방비로 계산했다.

<표 5>자료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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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서:복지건강

실 어르신복지

과

정책:어르신복

지 수 향상

장사시설

운 내실화,

단 :치매 어르

신 지원강화,

어르신 사회활

동지원(기 노

령연 ), 독거,

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

등

부서:여성가족

정책실

정책: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단 :보육서비

스 지원확 ,

보육시설 확충,

맞춤형 보육확

,가정 양육

수단 등

( 출산, 모자

보건 등)

부서:여성 가족

정책실 아동청

소년 담당 .

아동복지센터

정책: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단 :아동복지

시설 운 지

원,소년소녀가

정 가정

탁 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아동

복지센터 운

등

부:여성가족정

책실 아동청소

년 담당

정책: 건 한

청소년육성

복지서비스 증

진

단 :청소년시

설 확충 운

개선 추진,

청소년 수련

로그램 운

지원,유해환경

으로부터 청소

년보호 지원(야

간 공부방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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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변인설명 변인 값 출처

종속

변인

해당 지역 1인당 노

인복지 산

해당지역 노인복지 산/해당지역 65

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노인)
단 :천원

각 지

자체

세출

산

서

독립

변인

1.해당 지역 1인당

보육정책 산

2.해당 지역 1인당

아동복지 산

3.해당 지역 1인당

청소년 복지 산

1.해당지역 보육정책 산/해당 지역

0-5세 미취학아동 주민등록 인구

2.해당지역 아동복지 산/해당 지역

0-17세 아동 주민등록 인구

3.해당 지역 청소년 복지 산/해당

지역 9-24세 청소년 주민등록 인구

단 :천원

사회경제

결정요인

1인당

GRDP

지역내총생산(당해년가격)/추계인구
단 :천원

재정

고

정치

결정요인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

선거 후=1

선거 =0

통계

청

재정능력

결정요인

재정자립

도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100 단 :%

재정

고

1인당 지

방세
지방세입 단 :천원

재정

고

1인당

세외수입
세 을 제외한 지자체 발생 수입 단 :천원

재정

고

1인당

의존재원
지방 교부 국가보조 단 :천원

재정

고

년도

사회복지

비 산

비

세출 산 사회복지비 산 단 :천원
재정

고

6.변수조작

<표 6> 변수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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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석방법

15개 지자체의 1인당 노인복지 산과 보육정책 산,아동복지 산,청소

년 복지 산을 도출했다.우선,도출된 지자체별 복지 산(1인당)을 선그

래 로 그려보겠다.선 그래 를 통해서는 지자체 별 2009년에서 2013년,

4년간의 복지 산 변동을 살펴보겠다.선그래 를 통해서 쉽게 지자체

별 각 노인복지정책,보육정책,아동 복지정책,청소년 복지정책의 산

의 변동을 한 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을 t-test하겠다.t-test는 두 변수 간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보는 방법이다.노인복지 산(1인당)에

해서 보육정책 산(1인당)과 아동복지 산(1인당)그리고 청소년 복지

산(1인당)각각의 평균의 차이를 볼 것이다.두 변수를 표 화 할 경우

평균이 0이면서 표 편차 단 로 변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변수 간

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올 것이다.따라서 왜곡이 있더라도 표

화하지 않고 t-test를 해서 두 변수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

다.

다음으로는 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을 하겠다.각각의 변수들이 양

는 음의 상 계를 갖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OLS)을 하겠다.노인복지 산 국비(1인당),노

인복지 산 지방비(1인당), 체 노인복지 산 각각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겠다.노인복지 산과 보육정책 산 국비와 지방비(1인당),아동복지

산 국비와 지방비(1인당)그리고 청소년 복지 산 국비와 지방비(1인

당)각각이 종속변수인 1인당 노인복지 산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겠다. 산 외에도 GRDP(1인당),2010지방선거,재정자립도,지방세(1인

당),세외수입(1인당),의존재원(1인당)과의 계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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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bs 평균 표 오차 표 편차
신뢰수 (95

%)
Interval]

노인복지
산 75 610.195 14.260 123.498 581.780 638.609

(국비)

보육복지
산 75 1065.393 37.314 323.152 991.042 1139.744

(국비)

아동복지
산(국비)

75 21.878 1.484 12.852 18.921 24.836

청소년복지
산(국비)

75 12.649 1.001 8.672 10.653 14.644

제4장 분석결과

제1 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 평균 비교

1.노인복지 산 국비와 아동복지 산 국비 평균 비교

<표 7>노인복지 산 국비와 아동복지 산 국비 비교

복지 산 국비를 t-test했다.노인복지 산(1인당)-보육복지 산(1인당),

노인복지 산(1인당)-아동복지 산(1인당), 노인복지 산(1인당)-청소년

복지 산(1인당)을 각각 t-test했다.노인복지 산(1인당)과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 간의 평균 차이가 유미한 것으로 나왔

다.노인복지 산의 평균값은 610.1952다.보육복지 산이 1065.393으로

노인복지 산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왔다.반면,아동복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은 21.878과 12.6487로 노인복지 산 평균과 차이가 크다.

특히 아동복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은 보육복지 산과 노인복지 산에

비해 평균값이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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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bs 평균 표 오차 표 편차
신뢰수 (95

%)
Interval]

기 노령연
(국비) 75 533.523 12.124 104.995 509.366 557.681

보육복지 75 1065.393 37.314 323.152 991.042 1139.744

변수 Obs 평균 표 오차 표 편차
신뢰수 95

% Interval]

노인복지
산

(지방비)
75 278.478 15.958 138.196 246.682 310.274

보육복지
산

(지방비)
75 657.450 34.170 295.924 589.364 725.536

아동복지
산(지방비)

75 45.001 1.974 17.098 41.067 48.935

청소년복지
산(지방비
)

75 12.971 1.880 16.289 9.223 16.719

2.노인복지 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 지방비 평균 비교

<표 8>노인복지 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 지방비 비교

복지 산 지방비를 t-test했다.노인복지 산(1인당)-보육복지 산(1인

당),노인복지 산(1인당)-아동복지 산(1인당),노인복지 산(1인당)-청

소년복지 산(1인당)각각을 t-test한 결과는 와 같다.우선 국비와 지

방비를 비교하면 노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은 평균값

이 모두 국비가 높다.반면,청소년복지 산은 국비(12.64875)평균과 지

방비 평균(12.97107)이 유사하다.

노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 간의 차이

는 유의미하다.노인복지 산(278.4776)에 비해서 보육복지 산(657.4501)

평균이 더 높은 반면 아동복지 산(45.00117),청소년복지 산(12.97107)

은 노인복지보다 평균이 더 낮다.앞서 봤던 국비와 마찬가지로 보육복

지 산 평균이 가장 높고 청소년복지 산 평균값이 가장 다.

3.기 노령연 국비와 아동복지 산 국비 평균 비교

<표 9>기 노령연 국비와 아동복지 산 국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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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국비) 

아동복지
산(국비)

75 21.879 1.484 12.852 18.921 24.836

청소년복지
산

(국비)
75 12.649 1.001 8.672 10.653 14.644

변수 Obs 평균 표 오차 표 편차 신뢰수 95
%

Interval]

기 노령연
(지방비)

75 72.701 5.449 47.198 61.841 83.560

보육복지
산(지방비) 75 657.450 34.170 295.923 589.364 725.536

아동복지
산(지방비)

75 45.001 1.974 17.0977 41.067 48.935

청소년복지
산(지방비
)

75 12.971 1.880 16.289 9.223 16.719

기 노령연 (국비)-보육복지 산(국비), 기 노령연 (국비)-아동복지

산(국비),기 노령연 (국비)-청소년복지 산(국비)을 각각 t-test했다.

기 노령연 은 533.5233으로 보육복지 산에 비해서는 평균이 고 아

동복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에 비해서는 평균이 높다.노인복지 산에

기 노령연 이 포함돼 있으며 기 노령연 이 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

지한다.따라서 앞의 노인복지 산과 보육,아동,청소년 복지 산 각각

을 t-test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4.기 노령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 지방비 평균 비교

<표 10>기 노령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 지방비 비교

기 노령연 (지방비)과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

지방비를 각각 t-test한 결과는 와 같다. 기 노령연 평균은

72.70104다.기 노령연 국비 평균값은 533.5233이고 지방비 평균값이

72.70104인 것을 고려하면 기 노령연 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다.

기 노령연 과 t-test를 하면 보육복지 산 평균이 가장 높고 아동복

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은 기 노령연 에 비해서 평균이 다.국비와

의 차이는 기 노령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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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bs 평균 표 오차 표 편차
신뢰수 95

%
Interval]

체노인복
지 산

75 888.673 15.546 134.629 857.697 919.648

체보육복
지 산

75 1722.843 58.764 508.911 1605.753 1839.933

체아동복
지 산

75 66.8796 2.693 23.323 61.514 72.246

체
청소년복지

산
75 25.6198 2.096 18.150 21.444 29.796

변수 Obs 평균 표 오차 표 편차
신뢰수 95

% Interval]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다.노인복지 산에는 의치 치료비와 치매 리

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국비에서는 기 노령연 이 많은 액수를 차지하

고 지방비에서는 비교 의치 치료비와 치매 리비에 많은 비 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5. 체 노인복지 산과 체 아동복지 산 평균 비교

<표 11> 체 노인복지 산과 체 아동복지 산 비교

체 노인복지 산- 체 보육복지 산, 체 노인복지 산- 체 아동복

지 산, 체 노인복지 산- 체 청소년복지 산 각각을 t-test했다.노

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 모두 평균 차

이가 유의미하다.앞서 국비와 지방비를 따로 분류해서 본 결과와 마찬

가지로 노인복지 산에 비해 보육복지 산이 많고 아동복지 산과 청소

년복지 산은 다.특히 청소년복지 산의 평균값이 가장 다.아동복

지 산의 경우 국비는 으나 국비에 비해서 지방비가 높은 반면 청소년

복지 산은 국비와 지방비 모두 평균값이 유사하기 때문에 체 산 평

균값이 다른 산에 비해서 다.

6. 체 기 노령연 과 체 아동복지 산 평균 비교

<표 12> 체 기 노령연 과 체 아동복지 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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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 노령연 75 606.2244 10.34143 89.5594 585.6186 626.8301

체보육복
지 산 75 1722.843 58.76401 508.911 1605.753 1839.933

체아동복
지 산

75 66.87962 2.693092 23.3229 61.51352 72.24572

체
청소년복지

산
75 25.61982 2.095803 18.1502 21.44384 29.7958

체 기 노령연 과 체 보육복지 산, 체 아동복지 산, 체 청소

년복지 산을 t-test한 결과는 의 체 노인복지 산과 각 산을

t-test한 결과와 유사하다.노인복지 산에서 기 노령연 이 차지하는

비 이 높기 때문이다.

제2 지자체별 복지 산의 특성 비교

1.노인복지 산

1)국비

<그림 3>노인복지 산 국비

노인복지 산 국비(1인당)(d_elder_s_p2)는 약간의 증감을 겪으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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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승한다.세로축은 복지 산을,가로축은 해당년도를 나타낸다.세로

축을 보면 충북,충남,강원,경북, 북, 남이 높다.국비는 역시에

비해서 도가 반 으로 높다. 역시 에는 주와 울산이 높은 편이

다.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비가 매우 낮다.

2)지방비

노인복지 산 지방비(1인당)(d_elder_s_p3)그래 는 15개 지자체 간

선 그래 의 형태가 상이하다.국비와 달리 지방비는 체로 하향한다.

국비는 도가 역시에 비해서 높았으나 지방비는 역시가 높다.부산,

, 주, 구,울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지방비가 높다.국비가 높은

남,경남, 북,강원,충남,충북은 지방비가 낮다.

<그림 4>노인복지 산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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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 산

체 노인복지 산(1인당)(d_elder_s_p)그래 는 시도별로 상이하다.

15개 시도를 보면 체로 2012년에 노인복지 산이 감소한다.부산,

, 주,인천,울산과 경북, 남의 산이 높다.경상북도와 라남도

를 제외하고 역시의 산이 비교 높다.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산

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

<그림 5> 쳬 산

.

2.보육복지 산

1)국비

보육복지 산 국비는 2012년에 살짝 주춤했으나 반 으로 15개 역

시도 모두 일직선으로 상승한다.증감을 겪은 노인복지 산과는 다르다.

국비는 남, 북,강원,경남,경북,강원이 높고 경기,서울이 매우 낮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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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보육복지 산 국비

2)지방비

<그림 7>보육복지 산 지방비

보육복지 산 지방비(1인당)(d_nurture_s_p3)그래 는 국비와 마찬

가지로 지방비에서도 상승선을 그린다.2012년을 기 으로 보육복지

산이 격히 상승한다. 산을 나타내는 y축의 변화가 큰 것을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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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복지 산 지방비가 속도로 증가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특히 서울

의 지방비 증가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다(50-200).그 외 시도는

40-100으로 변화하며 증가양이 유사하다.

3) 체 산

체 보육복지 산(1인당)은 꾸 히 상승한다. 체로 2012년을 기

으로 보육복지 산(1인당)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상

보육정책인 리과정이 2012년에 도입 기 때문인 것 같다.보육복지

산과 노인복지 산과의 차이는 보육복지 산이 시도별로 유사하다는

이다.

<그림 8> 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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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동복지 산

  1) 국비

아동복지 산 국비(1인당)(d_child_p2)는 15개 지자체 모두 일직선으로

상승한다. 산액을 나타내는 y축을 보면 노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

에 비해서 산액이 지다.아동복지 산은 15개 지자체 모두 그래 의

방향이나 y축의 수가 유사하다.1인당 복지 산이 지자체별로 유사하다.

<그림 9> 아동복지예산 국비

2)지방비

아동복지 산 지방비(1인당)는 국비와 달리 1인당 산이 지자체별

로 다르다.아동복지 산은 국비보다는 지방비가 더 높다.부산, 구,

, 주,인천, 남,서울의 지방비가 높다. 체로 역시의 지방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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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아동복지 산 지방비

3) 체 산

<그림 11> 체 산

 

체 아동복지 산(1인당)의 경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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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그러나 인천의 경우 감소한 아동복지

산(1인당)이 8.5(y축)로 강원도의 아동복지 산이 가장 높은 2013년(y축

8)의 수 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부산, 구, , 주,인천, 남

등 지방비가 높은 지자체의 체 산이 높다.서울은 지방비가 높은 편

에 속하나 국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체 산도

낮은 편에 속한다.

4.청소년복지 산

1)국비

<그림 12>청소년복지 산 국비

청소년복지 산(1인당)은 서울과 울산,충북, 주,경기,부산은 꾸

히 증가한다.그 외의 지역은 2009에서 2013년 사이에 증감을 겪는다.청

소년 복지 산 지방비(1인당)그래 는 15개 지자체마다 그 형태가 각기

다르다.꾸 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보다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매

해 다른 형태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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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비

청소년복지 산 지방비(1인당)의 선 그래 는 지자체별로 증감을 겪는

다.각 지자체의 산인 y축은 국비와 유사하거나 국비보다 좀 더 크다.

청소년복지 산은 국비보다는 지방비의 비율이 높으며 이는 국비가 높은

노인복지 산이나 보육복지 산과의 차이 이다.

<그림 13> 청 년복지예산 지방비

제3 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의 상 계

1.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의 계

노인복지 산,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따로 분류했다.노인복지 산 국비-보육복지 산 국비,노인복

지 산 국비-아동복지 산 국비,노인복지 산 국비-청소년복지 산 국

비 각각을 상 계 분석했다. 한 노인복지 산 지방비-보육복지 산

지방비,노인복지 산 지방비-아동복지 산 지방비,노인복지 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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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복
지

산

국
비

양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세외수입,의존재원

음 재정자립도, 년도 사회복지비,지방세

지
방
비

양 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재정자립도, 년도사회복지비

음 세외수입,의존재원

비-청소년복지 사 지방비를 분석했다.복지 산 이외에도 GRDP,재정

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의존재원, 년도 사회복지비 산과 노인복지

산과의 상 계를 분석했다.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노인복지 산과 상 계

노인복지 산 국비는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세

외수입,의존재원과는 양의 상 계를 갖고 재정자립도, 년도 사회복

지비,지방세와는 음의 상 계를 갖는다.국비는 노인복지 산이 증가

하면 보육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이 함께 증가한다.

반 으로 복지 산 국고보조 이 5년 간(2009-2013)증가했다.반면,

지방비는 노인복지 산은 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과만 양의 상

계를 갖는다.노인복지 산 지방비가 증가하면 아동복지 산 지방비와

청소년복지 산이 함께 증가하리라 측할 수 있다.국비와 다르게 지방

비에서는 보육복지 산과 노인복지 산이 양의 상 계를 갖지 않는다.

복지비 이외에 노인복지 산 국비와 의존재원은 양의 상 계를 갖고

재정자립도와 지방세는 음의 상 계를 갖는다.국비와 양의 상 계

를 갖는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이다.의존재원에는 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국가보조 ,지방양

여 등이 있다.국비와 의존재원의 성격이 같으므로 복지 산 국

비가 의존재원과 양의 상 계를 갖는 것은 합당하다.반면,재정자립도

는 국비와 음의 상 계를 갖는다.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국비가 높다

고 측할 수 있다,이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보조 을 배분하

는 차등보조율이 용되었기 때문이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더

많은 국비를 보조받을 것이다.지방세도 재정자립도와 같은 선상에서 이

해가 가능하다.지방세가 게 걷힐수록 국비가 높고 지방세가 많이 걷

힐수록 국비는 다.즉,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가 비교 덜 걷히

는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 산에서 국비의 비 이 다.지방비는 국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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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노
령
연

국
비

양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세외수입,의존재원

음 재정자립도,지방세, 년도사회복지비

지
방
비

양 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재정자립도, 년도 사회복지비

음 세외수입,의존재원

반 로 지방비는 양의 상 계를 갖고 의존재원과는 음의 상 계를

갖는다.

2.기 노령연 과 아동복지 산의 계

<표 14>기 노령연 과 상 계

기 노령연 국비는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과 양

의 상 계를 갖는다.지방비는 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과 양의

상 계를 갖는다.보육복지 산은 국비와는 양의 상 계를 갖으나

지방비와는 그 지 않다.보육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 그리고 청소년복

지 산은 앞 서 본 노인복지 산과 같은 상 계를 갖는다.그 외의

세외수입,의존재원,재정자립도,지방세, 년도 사회복지비도 마찬가지

다.노인복지 산에서 기 노령연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44-

노인복지 산(국비) β S.E t p-value
[95%
Conf. Interval]

보육복지 산(국비) 0.164 0.057 2.85 0.006 0.049 0.279

GRDP 0.004 0.0009 4.27 0 0.002 0.006

재정자립도 -1.724 1.185 -1.45 0.152 -4.104 0.655

지방세 -0.00037 0.006 -0.06 0.954 -0.013 0.01258

세외수입 0.131 0.164 0.8 0.429 -0.198 0.459

의존재원 0.0395 0.022 1.8 0.078 -0.005 0.0837

년도 사회복지비 비 3.007 5.518 0.54 0.588 -8.071 14.085

2010지방선거 -34.979 18.973 -1.84 0.071 -73.0698 3.112

_cons 273.352 206.548 1.32 0.192 -141.310 688.014

제4 노인복지 산 증감과 아동복지 산 증감

1.노인복지 산과 정의 계

1)노인복지 산 국비와 보육복지 산 국비

<표 15>노인복지 산과 정의 계(1)

노인복지 산 국비(1인당)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으로 돌린

결과는 다음과 같다.노인복지 산 국비(1인당)는 보육복지 산

국비(1인당)와 GRDP(지역 내 총생산)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베타

값(β)을 보면 노인복지 산 국비(1인당)가 천원 오를 때 보육복지

산 국비(1인당)는 164원 오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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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노령연 (국비) β S.E t p-value
[95%
Conf. Interval]

보육복지 산(국비) 0.152 0.052 2.88 0.006 0.046 0.258

GRDP 0.002 0.0008 2.89 0.006 0.0007 0.004

재정자립도 -0.950 1.088 -0.87 0.387 -3.134 1.2339

지방세 -0.0005 0.006 -0.08 0.938 -0.012 0.011

세외수입 0.145 0.150 0.96 0.339 -0.157 0.447

의존재원 0.041 0.020 2.05 0.046 0.00076 0.081

년도 사회복지비
비 2.664 5.065 0.53 0.601 -7.504 12.832

2010지방선거 -36.217 17.414 -2.08 0.043 -71.177 -1.256

_cons 213.549 189.573 1.13 0.265 -167.035 594.133

노인복지 산(지방) β S.E t p-value [95%
Conf.

Interval
]

아동복지 산(지방) 3.889 0.7096 5.48 0 2.464 5.313

GRDP 0.002 0.0012 1.9 0.062 -0.000123 0.005

재정자립도 0.097 1.421 0.07 0.946 -2.756 2.950

지방세 0.015 0.008 1.81 0.076 -0.0016 0.0317

세외수입 -0.613 0.214 -2.87 0.006 -1.042 -0.184

2)기 노령연 국비와 보육복지 산 국비

<표 16>노인복지 산과 정의 계(2)

기 노령연 국비(1인당)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기 노령연 국비(1인당)는 보육복지비 산 국비(1인

당),GRDP,의존재원,2010지방선거와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베타값

(β)을 보면 기 노령연 국비(1인당)가 천원 상승할 경우 보육복지

산 국비(1인당)는 152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010지

방선거 이후에는 노인복지 산이 3만 6천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

다.

3)노인복지 산 지방비와 아동복지 산 지방비

<표 17>노인복지 산과 정의 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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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 -0.034 0.033 -1.04 0.301 -0.099 0.031

년도 사회복지비
비

4.287 7.688 0.56 0.58 -11.151 19.725

2010지방선거 -64.055 22.326 -2.87 0.006 -108.876 -19.234

_cons 193.006 297.555 0.65 0.519 -404.361 790.374

기 노령연 (지방비) β S.E t p-value
[95%
Conf.

Interval]

보육복지 산(지방비) -0.051 0.0245 -2.08 0.042 -0.101 -0.002

GRDP 0.001 0.00051 2.57 0.013 0.0003 0.002

재정자립도 2.198 0.712 3.08 0.003 0.767 3.628

노인복지 산 지방비(1인당)를 종속변수로 두고 돌린 회귀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노인복지 산 지방비(1인당)는 아동복지 산

지방비,세외수입,2010지방선거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베타값(β)을

보면 노인복지비 지방비(1인당)가 천원 상승할 때 아동복지비 지

방비(1인당)는 3천 8백 원 가량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아동복

지사업 산이 지방으로 상당히 이양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소 138개 사업 67개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

양되면서 아동복지 련 산도 지방 이양사업으로 편성 다.애 에는

행정 분권을 통해 아동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져 지역특성을 반

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다.그러나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복지사업 산 부족 등의 문제 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을 앙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비

이 일고 있다.2010지방 선거 이후,노인복지비 지방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2.노인복지 산과 부의 계

1)기 노령연 지방비와 보육복지 산 지방비

<표 18>노인복지 산과 부의 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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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0.008 0.0036 2.19 0.034 0.0006 0.015

세외수입 -0.098 0.0910 -1.08 0.286 -0.281 0.085

의존재원 0.037 0.016 2.35 0.023 0.005 0.069

년도 사회복지비 비 12.218 3.249 3.76 0 5.696 18.741

2010지방선거 -26.700 9.364 -2.85 0.006 -45.498 -7.902

_cons -331.628 132.947 -2.49 0.016 -598.529 -64.726

체기 노
령연

β S.E t p-value
[95%
Conf.

Interval]

체
청소년복지

산
-1.217 0.6049 -2.01 0.049 -2.432 -0.003

GRDP 0.003 0.001 3.37 0.001 0.001 0.006

재정자립도 0.453 1.524 0.3 0.768 -2.607 3.512

지방세 0.0099 0.008 1.29 0.201 -0.005 0.025

세외수입 0.028 0.198 0.14 0.888 -0.369 0.426

의존재원 0.0999 0.0318 3.14 0.003 0.036 0.164

년도
사회복지비
비

19.907 6.097 3.26 0.002 7.666 32.148

2010지방선
거 -42.708 20.496 -2.08 0.042 -83.854 -1.561

_cons
-78.734 262.816 -0.3 0.766 -606.358 448.890

기 노령연 지방비(1인당)를 종속변수로 하여 돌린 회귀분석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기 노령연 지방비(1인당)는 보육복지 산

지방비(1인당),GRDP,재정자립도,지방세,의존재원, 년도 사회복지비

비 ,2010지방선거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베타값(β)을 보면 기 노령연 지방비(1인당)가 천원 상승 할 때

보육복지비 산 지방비(1인당)가 51원 가량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2010지방선거 이후에는 1인당 기 노령연 국비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2) 체 기 노령연 과 체 청소년복지 산

<표 19>노인복지 산과 부의 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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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 노령연 (1인당)은 체 청소년복지 산,GRDP,의존재원,

년도 사회복지비,2010지방선거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베타값(β)

을 보면 체 기 노령연 이 천원 가량 증가할 때 체 청소년복지 산

은 천 이백 원 가량 감소한다.보육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이 체 노

인복지 산(1인당), 체 기 노령연 (1인당)과 함께 증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체 청소년복지 산(1인당)만이 체 기 노령연 이

증가할 때 감소한다.이는 청소년복지 산이 보편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시 성이 덜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노인복지 산,아동복지

산,보육복지 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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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 연구결과의 요약

노인복지 산은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과 양의 상

계를 가지며 노인복지 산이 증가할 때 보육,아동,청소년 복지 산

모두 함께 증가한다.그러나 산 별로 증가폭이 다르며 기 노령연 은

보육복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과 음의 계를 갖는다.기 노령연 지

방비가 증가할 때 보육복지 산 지방비는 감소하고 기 노령연 (국비+

지방비)가 상승할 때 청소년복지 산은 감소한다.따라서 ‘노인복지 산

(1인당)이 증가하면 아동복지 산(1인당)이 감소할 것이다.’는 가설1은

기 노령연 과 보육복지 산 지방비와 청소년복지 산 간의 계에는

그르다.

노인복지 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나눴는데 노인복지 산 국비는 보육복

지 산과 유의미한 계를 보 고 노인복지 산 지방비는 아동복지 산

과 유의미한 계를 보 다.노인복지 산 지방비가 천원 상승할 때 아

동복지 산은 3천 8백 원이 증가하는데 이는 다른 복지 산에 비해서 아

동복지 산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지방비에서 같은 기간 동안

아동복지 산이 노인복지 산에 비해 증가폭이 큰 이유는 2005년 아동복

지사업 산이 지방으로 상당히 이양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

아동복지 산은 시설 아동을 해 사용되는 선별 복지의 성격이 강해

다른 산에 비해 시 성이 높아 지자체가 우선 으로 산을 확보할 가

능성이 높다.

기 노령연 국비는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과 함

께 증가하고 지방비는 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과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기 노령연 지방비는 보육복지 산과 음의 계를 갖는다.기

노령연 지방비가 천원 상승할 때 보육복지 산은 51원 감소한다.노

인복지 산은 국비와 지방비 모두 보육복지 산과 함께 증가했으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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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 지방비는 반 의 결과가 나왔다.기 노령연 은 국비가 부

분을 차지하고 지방비의 비 은 매우 다.지자체가 기 노령연 지방

산을 높일 경우 보육복지 산 지방비를 여 그 산을 충당하리라 추

측할 수 있다.

기 노령연 에서 주목할 다른 하나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한

체 기 노령연 과 청소년 복지 산이 부의 계를 갖는 다는 이다.

기 노령연 이 천원 증가할 때 청소년복지 산은 1천 2백 원 감소한다.

청소년복지 산은 지자체 청소년 시설,학습 등 보편복지 성격이 강한

복지 산이다.선별 복지 성격을 갖는 기 노령연 과 아동복지 산과

달리 청소년 복지 산은 그 시 성이 덜하다.지자체들이 청소년복지

산을 다른 복지 산보다 덜 신경 쓸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각 복지 산을 보면 보육복지 산-노인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

복지 산 순으로 1인당 산이 높다.국비와 지방비 모두 마찬가지다.노

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은 국비가 지방비에 비해서 훨씬 크나 아동복

지 산과 청소년복지 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유사하다.노인복지 산에

서 기 노령연 이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의치 치료비와 치매 리

비로 사용된다.기 노령연 은 국비가 부분이므로 의치 치료비와 치

매 리비는 주로 지방비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국비가 높은 노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을 보면 노인복지 산 국비(610.1952),노인복지 산

지방비(278.4776)이고 보육복지 산 국비(1065.393),보육복지 산 지방비

(657.4501)이므로 보육복지 산이 노인복지 산보다 지방비가 비교 높

다.따라서 ‘가설2.노인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의 국고보조 비 이

다를 것이며 노인복지 산이 아동복지 산보다 국고보조 비 이 높을

것이다.’는 옳다.

지자체별 복지 산의 성격을 악하면 다음과 같다.노인복지 산 국비

는 역시보다는 도가 더 높다.충북,충남,강원,경북, 북 남 등이

다. 역시 에는 주와 울산이 비교 노인복지 산 국비가 높은 편

이다.지방비는 부산, , 주, 구,울산 같은 역시가 높다.보육복

지 산도 노인복지 산과 마찬가지로 국비는 도( 남, 북,강원,경남,

경북)가 높다.2012년을 기 으로 보육복지 산 지방비가 큰 폭으로 상

승했는데 이는 무상보육 정책인 리과정이 도입 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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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서울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크게 증가했다.경기도와 서

울특별시는 노인복지 산과 보육복지 산 모두 국비가 낮다.차이 은

서울은 지방비가 높은 편에 속하나 경기도는 그 지 않다.

아동복지 산은 지방비가 국비와 유사하거나 더 크며 역시(부산,

구, , 주,인천)가 지방비가 높다.지방비가 높은 지자체의 아동복

지 체 산이 크며 서울은 지방비가 높은 편에 속하나 국비가 매우 낮

다.청소년복지 산도 아동복지 산과 마찬가지로 지방비 비 이 국비와

유사하거나 더 크다.아동복지 산과의 차이는 청소년복지 산은 지자체

별로 증감의 형태가 각기 다르다는 이다.

제2 연구의 시사 과 한계

노인복지 산이 증가하면 보육복지 산,아동복지 산,청소년복지 산

모두 함께 증가한다.복지에 한 국민 열망이 정책과 산에 반 된

것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주목할 은 복지 산의 증가폭

이 산별로 다르다는 과 노인복지 산과 기 노령연 을 구별 할 경

우 기 노령연 이 증가하면 보육복지 산 지방비와 청소년복지 산이

감소한다는 데 있다. 한 노인복지 산이 다른 복지 산보다 국비가 높

다.이는 국가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서 노인복지에 더 큰 요도로 두

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비의 경우 노인복지 산이 천원 증가할 때 아동복지 산이 3천 8백

원이 증가한다.보육복지 산이 164원 가량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복지

산 지방비의 증가폭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아동복지 산은 지차체

별로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유사하거나 지방비가 더 높고 부산, 구,

, 주,인천 같은 역시가 도에 비해서 지방비가 높게 편성돼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소 138개 사업 67개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

양되면서 아동복지 련 산도 지방 이양사업으로 편성 다.애 에는

행정 분권을 통해 아동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져 지역특성을 반

하려 했다.그러나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복지사

업 산 부족 등의 문제 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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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앙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비 이 일고 있다.이런 에서 볼

때 선별 성격을 갖는 아동복지 산이 지자체별로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고 아동복지 산 편성으로 인해 다른 복지 산의 지방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자체별로 동등한 서비스 질을 제공하기 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 아동복지 산 국비를 늘리거나 지방으로 이

양된 사업을 다시 앙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기 노령연 은 보육 산 지방비와 청소년 산과 음의 계를 갖는다.

기 노령연 지방비가 상승할 때 국비가 높은 보육 산의 지방비를 기

노령연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 기 노령연 이

1천 원 가량 증가할 때 청소년복지 산이 1천2백 원 가량 감소한다.이

는 보편 복지 성격이 강한 청소년복지 산이 선별 성격을 지니는 기

노령연 이나 아동복지 산에 린다고 측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유사하거나 지방비의 비 이 높다.지자체의 산

부담으로 보편복지가 제 로 이 지지 않는지 차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우선 보육복지 산과 아동복지 산 청소년복지 산의

수 자의 나이가 겹친다는 데 있다.보육복지 산은 0-5세,아동복지

산은 0-17세,청소년복지 산은 9-24세다.각 복지 산의 수 자 나이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복지 산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산은 보육복지 산이나 청소년복지 산과 달리

선별 복지로 시설 아동을 한 산인데 아동의 수를 지자체 체 아

동으로 계산했다.지자체 별 시설 아동의 인구 자료를 활용해 1인당 아

동복지 산을 계산한다면 더욱 정확할 것이다.이는 생계소득 하 70%

노인이 받는 기 노령연 도 마찬가지다.기 노령연 수 자 수로 일

인당 기 노령연 산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계 은 회귀분석결과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노인복지 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본 연구는 무상 식 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 식이 논란이 고 재까지 무상 식 산을 두고 앙과 지방 사

이에 갈등이 있다.이러한 무상 식 산을 연구 상에 포함해 노인복

지 산과의 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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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onRelationshipbetweenthe

WelfareBudgetforagedand

WelfareBudgetforChildrenin

Korea.

-FocusedontheImpactofDemographic

Structureand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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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examinedwhetherthereisacausalrelationshipbetween

thewelfarebudgetfortheelderlyandforthechildren.Demographic

changesarecloselyrelatedwiththeincreaseordecreaseofsocial

welfare budget.From this perspective,localgovernments could

possibly allocatemorebudgetfortheelderly than forany other

populationsasKoreaisenteringanagingsocietyrapidly.Thatis,

welfarebudgetforinfants,childrenandyouthcouldbeneg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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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edaswelfarebeneficiariesofagingpopulationsrise.

Accordingtodatafrom theKoreaStatistics,socialwelfarebudget

has been increasing aswholebutthis study hasdiscovered the

trendsoflocalgovernmentswhentheyplanedwelfarebudgets.The

result of multi-variate analysis indicated that localgovernment

increased the welfare budgetforchildren even ifthey increased

welfare budget for the aged.Considering the fact that central

governmenthastransferreditsresponsibilityofwelfareprovisionfor

childrentothelocalgovernmentssince2005,localgovernmentsare

requiredtoallocatemorebudgetforchildrenintheirregions.Onthe

otherhand,childcarebudgetforinfants& youngchildrenandyouth

welfarebudgetdeclineiflocalgovernmentshaveto pay monthly

allowancemoreasBasicold-agepensionParticularly,thisstudypays

attention to the analysis result that localgovernments have a

tendency toreducewelfarebudgetfortheyouth drastically when

theyhavetopaymonthlyallowancemorefortheelderly.Itmeans

thatlocalgovernmentsputmoreimportancetoprovidebasicold-age

pensionfortheelderlyinthebottom 70% incomegrouponamonthly

basisthantoprovidesocialwelfareservicesfortheyouth.

centralgovernmentalsoappropriatemorewelfarebudgetforthe

elderly than fortheinfants,children and youth aswellaslocal

governments.Aswhole,itisevidentthatKoreaputmoreimportance

toprovidewelfareserviceandallowancefortheelderly.

Keywords:Agedwelfarebudget,Childwelfarebudget,Demograph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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