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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들 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 도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성장 촉진요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및 경제적 요인이나 행정요인 중 

재정적 요인만을 강조하였던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인적, 제도적, 재정적 역량으로 구

성되는 도시정부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투입과 산출 사이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정부경쟁력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성장에 유의미하게 정(+)

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과 산출 사이에 도시정부경쟁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정부경쟁력과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여 보았다.

【주제어: 정부경쟁력, 도시정부경쟁력, 지역경제성장, 지방분권】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7S1A3A2065838)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jmchoi@kosbi.re.kr)

논문접수일(2018.8.13), 수정일(2018.10.17), 게재확정일(2018.11.1)



256 ｢행정논총｣ 제56권 제4호

Ⅰ. 서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지방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지

만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1961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방자

치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1991년 시･군･구 및 자치구 의원선거와 시･도의원선

거를 1995년에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다시 실시되면서 새로

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지방자치제도의 주된 목적은 

정치 및 행정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고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의 재분배, 예산 

자율성 신장,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및 자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균형 발

전을 이루는데 있다.1)2)

하지만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그동안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다양한 경

제정책들이 시행되었고(전진석, 2000; Choi, 2011),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전 등 다

양한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해 왔다(김재훈, 2007; 김형기,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권과 비수도권 간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들 간 불균형 성장은 심화되어 왔다(김선희･차미

숙･민성희･김명한, 2018).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지역경제가 쇠퇴하

고 있고 각종 사회 및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지역경제성장을 통한 지방도시의 자생력 

확보이다.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성장 촉진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회･경제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

고 정치･행정적인 요인을 비교적 등한시 하였다(강윤호, 2008). 하지만 사회･경제적 요

인 이외에도 행정적 요인으로 대표되는 도시정부는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관리하며 

제도를 통하여 바람직한 질서를 달성하고 지역경제성장 촉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도시정부이기 때문이다.3) 도시정부에 속해 있는 관료들과 그들의 역량, 도시 간 

1)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viewMain.do), “기록으로 보는 지

방자치의 발자취”: 검색일자(2018년 7월 30일)

2) 지방자치법 제 1조에 따르면 지방자지체도의 목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

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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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쟁력 차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Ho･임도빈, 2012). 그

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부와 도시정부의 경쟁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도시

정부의 경쟁력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쟁력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에서 도시정부가 가지는 역할을 

탐구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을 두고자 광역자치단체보다 좁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군을 제외한 시와 구를 분석하였다.4)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

체에 속한 도시정부의 도시정부경쟁력 측정을 위해 정부경쟁력 개념(Ho･임도빈, 2012; 

임도빈･김순은･고길곤･조원혁, 2014)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였다. 도시정부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로 인적 역량, 재정적 역량, 제도적 역량으로 보았으며, 도시정부

경쟁력이라는 포괄적이고 상대적인 도시정부의 역량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에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했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정부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도시정부는 중앙정부의 사무나 재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

지만(이시원･하정봉, 2015) 지역경제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다음

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 중 도시정부와 연관성이 높은 요인

을 위한 개념으로 일부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정부와 지방정부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임동

진･김상호, 2001; 김인, 2006). 

4)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인 시를 도시로 보는 시각(하혜수, 1996; 이광희, 2004)과, 기초자치단체 모

두를 하나의 도시정부로 보는 시각이 있다(김인, 2006).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농어촌의 비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군은 행정구역인 시 및 구와 행정업무나 정책의 방향이 이질적인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행정구역인 군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진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안에 있을 뿐 의결기관인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조례와 규칙을 정하며 각종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은 단체이

다. 물론 고유사무 이외에 지방자치법 제 102조와 104조에 따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

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 9조에 의거하여 기관위임사무와는 별개로 다양한 자치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종속되

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하나의 도시로 여길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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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윤호(2008)는 그동안 지역경제성장 연구가 지나치게 사회경제적 요인 중심으로 이

루어져왔다고 비판하면서 정치･행정제도적 요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였다. 1965년부터 2001년도까지 부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제와 선거의 실시를 포함하는 정치･행정제도적 요인과 지방의 재정력과 경제개발비의 

규모인 지방 재정규모가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민선 단체장과 지방 재정력,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창･이환범(2017)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

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지역적 요인, 기술혁신 요인, 산업구조 요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강윤호(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정부지출의 지출

증가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규･지은초(2015)는 재정지출을 세

분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지출 중 보육, 가족 

및 여성, 취약계증지원 지출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김종구, 2007; 강윤호, 

2008; 윤지웅･김태양･김주경, 2009; 이수창･이환범, 2017),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Maina, Nyandemo & Kioko, 2016). 도시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의 충분한 재원확보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Zhang & Zou, 1998).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도시정부의 역량

을 재정에 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인적 역량 및 제도적 역

량 등 도시정부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역량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투자 역할을 담당함과 더

불어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입법 기능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은 부족하다. 둘째, 지역경제성장에서 도시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하다. 도시정부의 역할은 외부의 다양한 요구와 자원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투입요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정부의 개입 여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정부의 역량은 

자원의 투입과 그에 따른 산출 및 결과 사이에서 일종의 연결고리인 전환(throughput) 

또는 매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보았던 도시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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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부경쟁력 개념(Ho･임도빈, 2012; 임도빈 외, 2014)을 바탕으로 도시정부

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정부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시정부경쟁력의 개념과 역할

1) 도시경쟁력과 도시정부경쟁력의 비교

도시정부경쟁력을 논하기에 앞서 유사한 개념인 도시경쟁력을 살펴보아 도시정부경

쟁력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비교의 관점에서 한 도시의 경쟁력은 “다른 도시들보

다 더 나은 가치(values)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Eroglu & Yalcin, 2014)에 따라서 판단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 자본시장, 인프라 제공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제적 측면

의 경쟁력을 주된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보았다(Chengri, 2004, 윤은기, 2012). 하지

만 최근에는 도시 삶의 질과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측면까지 고려하는 등 도시경쟁력 

개념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권태형･박종화, 2010; 김갑성 외, 2009). 이는 경제적 측면

의 도시경쟁력 향상이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윤은기, 20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시경쟁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경제적

인 관점에서 도시의 가치와 성과 등의 상대적인 차이, 또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하

는 요인들을 도시경쟁력으로 보고 있다(김정호, 2013). 예를 들어 도시민 및 기업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시설의 구축 자체를 도시경쟁력의 한 요인으로 보기도 

하고(김정호, 2007),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이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도시경쟁력으로 

보기도 한다(Lall, Wang, & Deichmann, 2010). 한편으로는 도시 내 기업들이 가지는 경

쟁력을 도시경쟁력으로 여기는데,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도시민의 소득

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Sivaev, Herzberg & Manchanda, 2015). 둘째,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 간의 차이를 도시경쟁력으로 보기도 한다(Begg, 1999; 

Rogerson, 1999; Ballas, 2013).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위한 환경 또는 입지조건을 중요시하게 여긴다(Ezmale, 2012). 따

라서 주어진 자연환경에 건축물, 녹지 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아름

답게 꾸미기도 하고(박상필, 2011), 도시공동체가 가지는 신뢰, 규범, 협력, 개방성 등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유대감을 증진시켜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권태형･박종

화, 2010). 

도시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삶의 질 또한 개선되어 인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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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속화시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도시경

쟁력이 제고되는 선순환구조(virtuous cycle)가 된다. 하지만 도시경쟁력을 바라보는 선

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경쟁력은 투입, 산출, 성과 등 

상호작용의 결과물로만 주로 평가되기 때문에(Cooke, 2004), 투입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보였는지 상대적인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 도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정부의 역할을 상대적

으로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주어진 투입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시설을 건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Bailey, Docherty, Turok, 2002; Kresl, 1995; 

Ho･임도빈, 201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동안 미흡하였다.

<표 1> 도시경쟁력과 도시정부경쟁력의 비교

도시경쟁력 도시정부경쟁력

대상 주로 도시 간 산출과 결과의 상대적인 비교
산출 및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도시정부들 간 상대적인 역량 비교

예시 삶의 질, 경제성장, 안전 등
인사, 제도, 조직, 재정적 역량 등 도시를 

구성하는 행정 및 의회의 역량

도시정부의 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의 하위범주로도 볼 수 있지만 <표 1>에서와 같이 서

로 다른 개념적 특징을 나타낸다. 앞서 논의한대로 도시경쟁력은 도시 간 삶의 질, 경제

성장 등의 산출과 결과의 상대적인 비교와 관련이 있다. 반면 도시정부의 경쟁력은 삶의 

질 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이나 외부(시민)의 요구를 정책이나 행

정서비스 제공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역량과 관련이 있으며(Im & Hartley, 2017), 도

시정부 간 역량을 차이를 도시정부의 경쟁력으로 본다. 따라서 도시정부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의 일부가 아닌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Shen, 2004; Jusoh & Rashid, 2008). 

국가단위의 경쟁력을 연구한 Ho 와 임도빈(2012)은 정부경쟁력을 “주어진 제약을 바탕

으로 국내외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으로 

그 사회의 질을 제고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힘”(p.12) 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를 도시단위로 적용하여 본다면 도시정부경쟁력이란 한정된 지리적 범위 내

에서 도시민이나 지역기업들의 요구를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정책 및 행정서비스로 구

체화시켜 도시의 다양한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며,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상대적인 경쟁력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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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정부경쟁력의 체제 이론적 접근

주: Ho･임도빈(2012)와 Im & Hartley(2017)를 참고하여 작성

D. Easton의 체제이론에 바탕을 둔 정부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자원을 더 나은 산출 및 결과로 연결시키는데 있다(Ho･임도빈, 2012; Im & Hartley, 

2017). 즉 같은 투입량을 하더라도 산출과 결과의 양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산출 및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부경쟁력은 <그림 1>에

서와 같이 투입과 결과 사이에 일종의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의 역할을 한다. 투

입되는 자원, 시민과 기업의 행정서비스 및 재화 요구 증가는 도시정부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외부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부의 역량 

역시 일정부분 제고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시정부의 한정된 자원은 지역개발정책

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Betz, Partridge, Kraybill & Lobao, 2012). 

자원부족으로 인한 정책대안 선택의 제약은 도시정부의 역할 및 역량 제한으로 이어지

고 궁극적으로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증가는 도시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가져오며 

이 과정에서 도시정부의 역량 역시 제고될 수 있다.

투입되는 자원이나 도시민의 정책적 요구와 지지가 도시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도시정부의 역량마다 산출 및 결과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조승현･양애숙･제태환･최

성섭, 2015). 공원이나 문화시설, 지하철역 같은 선호시설 유치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외부요구에 따른 도시정부 간 전략과 경쟁

력에 따라서 성사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강재호･김상구･조정현･우양호, 2005). 혐오시

설 입지에 있어서 도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도시정부가 도시민을 적절히 설득하

지 못한다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즉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투입뿐만 아니라 투입과 산출 및 결과의 사이를 매개하는 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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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Kresl, 1995).

2) 도시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

도시정부경쟁력은 한 도시정부가 다른 도시정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지는 상대적인 

역량의 차이다. 정부의 역량이란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 및 구성원의 

특성으로서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승종･윤두섭, 

2005, p.9). 광의의 관점에서 도시정부의 역량은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으로 구분되며(김

혜정･이승종, 2006; 이승종･윤두섭, 2005), 내부역량은 내부에 공유되는 “정부 특유의 

총체적인 능력, 기술, 지식”(이재현･고승희, 2007, p.45)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도시

정부경쟁력을 거버넌스의 관점, 행정의 관점, 주민자치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보기도 한

다(김순은, 2012). 본 연구는 도시정부경쟁력을 도시정부의 행정적 관점에서 내부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이환범, 2008; 김순은, 2012). 도시정부경쟁력에 대한 합의된 개념 

도출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김순은, 201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다양

한 예시를 바탕으로 인적 역량, 재정적 역량, 제도적 역량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도시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적 역량이 있다. 인적 역량은 크게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 본 인적 역량은 도시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의 확보여부(Fiszbein, 1997; 배

귀희･임승후, 2007) 및 확보된 인적 자원의 관리(권경득, 2012)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는 공무원이다. 물론 적정한 정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항상 있지만 충분한 인적 자원 확보 및 행정서비스 제공은 도시정부경쟁

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단순히 행정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행정 공무

원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치안 및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도시 미관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등을 포괄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본 인적 역량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업무능력, 의지 및 태도(이재현･고승희, 2007; 이재성, 

2007)가 있다. 일반 공무원의 역량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조직의 인적 역량 

제고 및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순은, 2012).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및 추

진의지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몰입을 높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기 때문이다(성영

태･최봉기･임채숙, 2008; 한동효･민병익, 2004). 

하지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고 하여도 인적 역량이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보된 인적 자원을 조직 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Boyne, 2003; 임도빈, 2014). 예를 들어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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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도시정부 및 관료의 부패를 초래하여 도시정부의 비

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Anechiarico & Jacobs, 1996). 높은 수준의 정치행정체제 부패

는 도시정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도 한다(Davoodi & Tanzi, 2002). 따라서 인적 자원이 잘 관리되어 내･외부적 부패정도

가 낮은 도시정부는 인적역량 및 도시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시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재정적 역량이 있다. 김순은(2012)은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시정부경쟁력의 핵심요인을 분석한 결과, 도시

정부 재정의 충분한 확보가 도시정부경쟁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재정 확보는 도시 내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는데 필수

적이다(이남국･양기용, 2006; 최봉기, 2007).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해소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제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강

윤호, 2008;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반면 도시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

하여 재정자주도가 낮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중앙정

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낮은 재정적 역량은 도시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운영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최승범, 2016). 도시 간 재정적 역량의 

차이는 결국 도시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이 환류가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기도 한다(문동진, 2009). 

셋째, 도시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제도적 역량이 있다. 제도란 연구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도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규칙, 규범 및 

공유된 전략으로 구조화된 상황에서 인간 행동의 지속적인 규칙(regulatories)” 

(Crawford & Ostrom, 1995, p.582)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적 역량이란 

도시민의 요구,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의 압력 등을 인간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각종 규칙 및 규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정부

의 잠재적 역량 또는 수준을 의미한다(유현종, 2011; 이곤수, 2011; 박기일･조윤직, 

2015). 따라서 제도적 역량은 정책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조례 및 규칙제

정 여부, 제도적 기반을 통해 나온 정책 수립 및 실행, 분권화 수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재경･황원실, 2008; 김순은, 2012; Krause & Woods, 2014). 

결론적으로 도시경쟁력과 도시정부경쟁력은 선형적 또는 계층적 관계로 보기 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적, 재정적, 제도적 역량의 요소들이 도시정부의 경쟁력

을 결정한다. 도시정부의 경쟁력은 주택, 안전, 문화, 상하수도, 개발,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및 시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시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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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다(Todorovski, 2001). 도시정부경쟁력이 높은 도시에서는 자원과 시민들이나 기

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지역경제성장이나 삶의 질과 같은 측면에서 더 좋은 결

과를 보여주는데 반하여 도시정부경쟁력이 낮은 도시에서는 같은 자원 투입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

정부의 경쟁력은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외부의 투입

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매개의 역할을 담당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외부의 요구 및 지지에 영향을 받아 도시정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이러한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이다. 지역 내 

기업이 많을수록 사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요구 및 지지 등 도시정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도시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된 정책을 기획 및 집행하며, 이 과

정에서 역량이 제고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 내 기업의 수를 투입으로 매개변수를 도시정부경쟁력으로 보아 지역내총생

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도시정부경쟁력은 정(+)의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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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설정

본 연구는 도시정부경쟁력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중 도시라고 여길 수 있는 시와 구 행정구역에 초점을 두었다. 지

표 개발 및 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결측치가 있는 행정구역을 제외하였고, 최종적으

로 138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를 구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지역경제성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선행연구(백운현, 2004; 강윤

호, 2008)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이다. 2010년 기준 불변가격을 활용

하였으며, 가장 최신 자료인 2014년의 자료를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통계청에서 확보

하였다. 투입의 대리지표이며 독립변수로는 지역내총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내 기업체 수를 사용하였다. 지역 내 기업체 수가 많을수록 지역에 요구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 및 재화 역시 증가하여 이러한 요구들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부의 경쟁력

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기업체 수의 증가로 도시정부 재정력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

어5),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및 정책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궁극적으로 도

시정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정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과 그에 따른 도시정부경쟁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떠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역량에 따른 가용한 자료가 있는지 등 다양

한 요소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도시정부경쟁력은 앞서 검

토한 이론 및 논의를 토대로 가용한 자료를 확보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인적 역량을 구성하는 지표로는 도시정부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사용하였다. 먼저 

도시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공무원의 청렴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조동성･임민영, 

2009)를 참고하여 청렴도를 인적 역량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2년부

터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하

고 있으며,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로 정의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17, p.19). 내부청렴도는 공무원

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업무와 문화청렴도를 측정한 반면 외부청렴도는 일반국민 등 

5) 기업체 수의 증가는 유입인구, 고용창출로 인한 세수 확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도

시정부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유치와 같은 도시 내 기업체수 

증가 효과가 지방세수 증가에 미미하다는 연구(최명희･조계근･변용환, 2006)도 존재하여 둘 간의 관

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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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다. 도시정부의 내부와 외부청렴도가 높

을수록 상대적으로 인적 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를 

인적 역량을 구성하는 지표로 포함시켜서 도시정부에서 인구 대비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및 민원처리의 상대적인 역량을 고려하였다.6) 마지막으로 도시정부에서 자치단

체장의 정책추진의지 및 리더십의 대리지표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7)을  도

시정부의 인적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였다.

둘째, 재정적 역량을 구성하는 지표로는 재정자주도를 사용하였다. 재정자주도는 도

시정부의 재정적 역량을 측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박기일･조윤직, 

2015; 여차민･이석환, 2016).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하는 자주재원과의 합이 전체 재원 대비 얼마나 되는

지 그 비율로 측정된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도시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재량권을 가지

고 비교적 자유로운 운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재정적 역량이 높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역량을 구성하는 지표로는 인구 만 명당 조례 및 규칙 제정 수, 개발행위 

허가건수,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를 사용하였다.8) 미시적 관점에서 도시정부경쟁력은 지

방의회와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포함하기 때문에(김순은, 2012), 본 연구에서도 지방의회

의 역할을 고려하였고, 제도적 역량의 하위 구성지표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조례 및 규칙 제정은 도시에서 필요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정부의 

제도적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위임으로 기초자

치단체가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기도 하지만, 정책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가 증가할

수록 그에 반응하여 조례활동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박재용, 2017), 제도적 역량을 판단

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건수9)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수를 제도

6) 기존의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무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일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하지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기초자치단

체의 민간위탁 활용이 기대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이철주･강영철, 2007) 경쟁력에 

대한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민간위탁의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지만 실효성 논란 역

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무원 수 감소가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7)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측정한 공약이행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시절의 

선거공약 대비 이행률을 나타낸다.  

8) 제도적 역량과 관련된 개별지표들은 본 연구의 초점에 맞게 지역경제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것을 포

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제도적 역량은 경제발전과 관련된 도시정부의 역량에 가까우며 제

도적 역량의 개별지표는 연구의 주제마다 다를 수 있다. 

9)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 제2절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건축물의 허가유무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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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으로 보았다. 도시민의 발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낙후된 도시에 필요한 정책

을 수립하고 계획의 적정성, 절차, 기준의 검토 및 외부 의견 청취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관련 법 및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제도적 역량이 

높은 도시정부에서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계

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다(안현찬, 2014).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건수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 수는 사업 및 정책을 진행하는데 수반되어야 할 제도적 토대 확보의 결과이자 외부

의 요구와 지지에 대한 정책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표 2> 도시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

영역 개별지표 출처

인적 역량

내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청렴도

인구 천 명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수 정보공개시스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재정적 역량 재정자주도 국가통계포털

제도적 역량

인구 만명당 시군구별 조례 및 규칙 제정 수 규제포털

인구 만명당  개발행위 허가(건축물의 건축 허가 건수) 

국가통계포털인구 만 명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기존시가지 정비, 관리 및 보
전, 신시가지 개발 등)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2017년 정부경쟁력 보고서

(정부경쟁력연구센터, 2017)의 공식을 일부 수정하여 도시정부경쟁력 지표를 계산하였

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행정구역인 구와 시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두 행정구

역을 따로 분리하여 상대적인 역량 차이를 계산하였다. 각 역량별 지표는 최댓값과 최솟

값을 활용하여 단위(unit)의 차이를 제거하고 0과 1의 사이 값을 가지도록 표준화하여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는 기초자치단체 i의 역량 j에서 

하위 지표 k의 점수를 나타낸다. 

 maximum value ij k  minimum value ij k

actual value ij k  minimum value ij k
 (j=각 영역: 인적, 재정적, 제

도적 역량)

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있다. 또한 “정한 범위 안에

서 도시･군 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역량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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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역량 영역별로 표준화된 점수를 합산한 뒤 역량 내 하위지표의 수만큼 나눈다. 즉 

도시정부의 인적, 재정적, 제도적 역량은 각 하위지표 점수들의 산술평균(arithmetic 

mean)으로 나타낸다.

   







 (j=각 영역: 인적, 재정적, 제도적 역량)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i 지역의 도시정부경쟁력은 각 인적, 제도적, 재정적 역량의 

기하평균(geometric mean)으로 나타낸다. 산술평균을 사용할 경우 부족한 역량 영역의 

점수가 높은 성취를 보이는 역량 영역의 점수와 상쇄되어 하향 표준화되는 문제점이 존

재한다. 하지만 기하평균을 사용할 경우 서로 간 영역의 간섭이 줄어들어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이 변동하였을 시에도 다른 영역에 

상쇄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시정부경쟁력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이러한 도시정부경쟁력은 재정과 같은 어느 특정한 분야의 도시정부 역량을 대표하기 

보다는 도시정부 간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낸다. 도시정부경쟁력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도시정부경쟁력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높다.

<표 3> 변수들의 측정지표

변수명 출처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자연로그): 2014 지방통계청
독립변수 인구 천명당 기업체 수 (자연로그) 국가통계포털

매개변수 도시정부경쟁력

통
제
변
수

지리적 요인

시 (준거집단: 구)

수도권 여부

도시 면적 수 ㎢ (자연로그) 국가통계포털

광역자치단체 (준거집단: 서울시)

인구 (자연로그)
국가통계포털인구･사회학적 요인

고령화 인구 비율 (%)

경제적 요인
일반 산업단지 수 

공공데이터포털
농동단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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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지리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지리적 요인에는 행정구역, 수도권 여부, 도시 면적, 광역자치단

체를 고려하였다. 첫째, 준거집단으로 행정구역인 구를 두고 시를 통제하였다. 같은 기

초자치단체 안에 속하여 있어도 행정구역인 시와 구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둘째, 

수도권 여부를 통제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내 기초자

치단체와 비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수도권정비계

획법 시행령 제 2조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의미한다. 따라

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더미화하여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셋째, 도시 면적 수(㎢)를 통제하였다. 도시의 면적이 넓다고 반드시 

경제성장이 높은 것은 아니나(김정호, 2007), 도시의 크기가 커지고 기업들이 제한된 지

리적 공간에 집적(agglomeration)될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해 전반적인 생산성과 도시의 

경제성장이 제고될 수 있다(Turok, 2004). 넷째, 기초자치단체의 상위 행정구역인 광역

자치단체를 더미화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앞서 논의한대로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

초자치단체인 시와 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분권화 정도가 크지 않아(강윤호, 

2008),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도시 간의 인구 차이를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인구를 고려

하였다. 또한 도시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생산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며 지역경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이영성, 2008) 고령화 인구비율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통제 하

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도시 내 산업단지수와 농공단지수를 포함시켰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

며 이는 권경환･최연태(2014)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를 참조하여 개발예정인 경우나 분양이 되지 않은 단지는 제외

하고 입주기업이 있는 단지의 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를 1년 시간차를 두었다. 종속변수는 2014년 자료이며 그 외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은 

2013년의 자료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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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먼저 138개 도시정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인적 역량, 재정적 역량, 제도적 

역량-의 분포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0-25, 25-50, 50-75, 75-100 백

분위수를 사용하여 총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그림 3> 도시정부경쟁력: 인적, 재정적, 제도적 역량의 지리적 분포

첫째, 도시정부의 인적 역량은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방도시가 비교적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들

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 수요 및 주민들의 요구 증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추론되어진다. 정부규모, 즉 공무원의 수의 증가는 외부청렴도 제고와 관련이 있

다는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장석준, 2010), 도시정부의 충분한 인력 확보는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 및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행정서비

스 및 정책 획득에 있어 불필요한 경쟁 및 경쟁으로 인한 청탁과 같은 부패의 발생을 

줄여주어 도시 전반의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각 도시정부의 

적정 공무원 수와 충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정부의 재정적 역량 결과는 예상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내 도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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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속해 있는 도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호남과 충청지방에 위치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느 한 곳도 상위

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재정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 도시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다.

셋째, 제도적 역량의 지리적 분포에 따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도시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도시의 재정적 역량과 상반된 결과이며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째는 지방에 있는 도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재정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것이 제도적 역량에 투영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는 행정구역 단위인 읍

면리가 쇠퇴하여 지방도시가 이동한 인구를 흡수하였고 증가한 인구만큼의 행정서비스 

및 외부의 정책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적 역량을 제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이 없다는 우려와는 달리 일부 도시는 제도적 역량에 한

정하여 비교우위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도시정부경쟁력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특징을 

보인다. 첫째, 재정적 역량이 풍부한 수도권 내 일부 발전된 도시에서는 도시정부의 경

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시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

려는 경향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status quo)하려는 소극적인 도시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추론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도시정부

의 경쟁력을 높일 유인이 없거나, 도시의 기능 자체가 경제보다는 주거기능이 주로 이루

어져있고 도시정부가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 또는 안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비수도권의 도시에서는 가용할 수 있

는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부경쟁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 단계에 있는 도시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낙후된 

도시를 살리기 위하여 상대적인 역량을 강화해 온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남 나주시는 197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어 왔지만 최근 빛가람혁신도시라 불리는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면서 2010년 이후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민의 행정 및 정책 수요가 증가하여 이러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부의 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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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시정부경쟁력의 지리적 분포

본 연구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도시정부경쟁력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매개효과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된다. (1) 1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인 인구 천명당 기업체 수가 매개변수인 도시정부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2)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인구 천명당 기업체 수가 종속변

수인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3)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도시정부경쟁력

과 독립변수인 인구 천명당 기업체 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지역내총생산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4)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에서 조건 (2)

의 독립변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경우에는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며 감소가 

전혀 없을 경우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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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회귀분석 모형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도시정부경쟁력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

인구 천명당 기업체 수 0.068*** 1.485*** 1.379***

도시정부경쟁력 - - 1.558***

통제
변수

지리적
요인

행정구역: 시 (준거집단: 구) -0.077*** -0.898****** -0.779***

수도권 여부 0.080*** -0.301*** -0.427***

도시 면적 수(㎢) 0.046*** 0.230**** 0.158***

인구
사회학적 

요인

인구수 -0.099*** 0.736*** 0.891***

고령화인구비율 -0.002*** -0.087*** -0.084***

경제적 
요인

일반 산업단지 수 0.003* 0.015*** 0.011***

농공 단지 수 -0.003*** 0.023*** 0.029***

상수 1.085*** 0.643*** -1.048***

F-test 13.81*** 77.29*** 104.68***

R-squared .6730 .9023 .9073

주1: 서울시를 준거집단으로 한 광역자치단체 더미는 분석에 모함시켰으나 계수를 보고하지 않음
주2: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 더미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로 모형에서 생략됨
주3: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주4: *p<0.1, **p<0.05, ***p<0.01

<표 4>는 도시정부경쟁력이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1단계 분

석에서 독립변수인 인구 천명당 기업체 수는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β

=.068, p<.0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 (1)은 충족되었다. 또한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지역내총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β=1.485, p<.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

건 (2) 역시 충족되었다. 조건 (3)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β=1.379, p<.01; β=1.558, p<.01)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포함하

여 종속변수인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할 경우 독립변수의 계수가 1.485에서 1.379로 감소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투입요소인 인구 천명당 기업체수와 산출요소인 지역내총생산에

서 도시정부경쟁력이 부분적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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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분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기업체수→도시정부경쟁력
→지역내총생산

1.379*** 0.107** 1.485***

*p<0.1, **p<0.05, ***p<0.01

추가적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1982)이 제안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분석결과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매개하는 도시정부경쟁력

의 효과, 즉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z=2.10, p<.05)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인 구보다는 시가 더 낮은 지역경제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의 면적 수 역시 지역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것으로 나타나 도시면적과 경제성장 간 정(+)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김정호(2007)

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도시인구수와 

고령화인구비율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인구수가 증

가할수록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며, 고령화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쇠퇴 및 

경제인구감소를 가져와 기업 유입 감소와 고용 감소, 도시정부 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에서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모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경제성장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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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 도시 간 경제적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 도시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지

역경제성장과의 관계만을 주로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적 요인을 등한시하였던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적 요인을 대표하는 

도시정부 간 상대적인 경쟁력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투입과 

산출 사이에 매개의 역할을 하는 도시정부경쟁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경쟁력

과 도시정부경쟁력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둘 간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인적 

역량, 재정적 역량, 제도적 역량으로 구성되는 도시정부경쟁력 지표를 개발,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대리지표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인 138개 시와 구의 도

시정부경쟁력을 측정하였고, 이 지표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인적, 제도적, 재정적 역량으로 구성되는 도시정부경쟁력이 지역의 경

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성장에서 도시정부 역할의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정부의 경쟁력이 외부의 투입에 영향을 받아 산출에 

영향을 주는 매개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정부경쟁력이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도시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 및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

라는 그동안 강력한 중앙정부 집권에 의해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휴전 후 8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방식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

을 이루어 왔다. 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었

지만 과거의 향수에 취해서인지 권한을 온전히 나눠주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

한 지역경제성장을 선호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기득권처럼 여겨지는 재정권을 온전히 

나누어 주는데 주저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내놓았지만 자

치재정권의 경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을 달아서 이전보다는 폭 

넓어졌지만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도시정부를 믿고 가진 권

한들을 이양해야 한다. 자원 및 정책적 지지 등의 투입요소 증가는 도시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바,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과 함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 투입요소가 증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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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기반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둘째, 도시정부의 역량 및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례제정의 자율성, 행정권, 조직권 및 재정권에 대한 확대를 통하여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각 지역이 특색에 맞는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도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방분권은 도시정부 간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

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분권을 통하여 모두에게 동일한 권한을 주었을 

경우 경쟁력이 높은 도시정부에서는 경제적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확대된 권한을 잘 

활용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경쟁력이 낮

은 도시에서는 인적, 제도적, 재정적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있지 않아 발전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의 취지는 좋으나 이에 따른 도시정부를 향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자칫 ‘승자독식(winner takes all)’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대로 도시정부를 

믿고 권한을 이양하되 도시정부 간 경쟁력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입하여 도시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정부를 역량이나 처해져 있는 상황,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

고 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정부경쟁력에 대한 실증연

구가 부족하고 각 역량의 하위 개별지표를 직접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드물어 일부 

개별지표가 어떤 연구에서 도출된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개별지

표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닌 선행연구 및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되었

지만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개별지표의 검증을 시도해야 되겠다. 

둘째, 도시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인 인적, 재정적, 제도적 역량은 상호배타적인 것이기 

보다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각각의 개별지표가 포함되는 역

량의 범주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제도적 역량은 도시정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제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잠재적 역량으로 인적 역량과 재정적 역량과의 연관성이 높다. 향후

에는 도시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역량 범주에 대한 보다 깊은 정성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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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y Government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dicator Development and Empirical Analysis

Jongmin Choi

Unbalanced growth among the local cities as well as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has deepened in South Korea. There is concern about the 

disappearance of some local citie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factors 

that promote regional economic growth.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literature 

that mainly emphasized social, and economic, and financial factors, this study develops the 

indicator of city government competitiveness composed of human, institutional, and 

financial capacities, and analyzes effects of the indicator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results reveal that the higher the city government competitiveness, the greater the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urthermore,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ity 

government competitiveness between input and output is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city government competitiveness,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Keywords: Government competitiveness, City government competitiveness, economic 

growth, Decentr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