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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6pt)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경험이 지방자치단체 신

뢰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인신

뢰 증대, 재정의 민주성 및 효율성 증가 등의 경로로 지방자치단

체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 16,000명을 대상

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 이러한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첫

째,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참여예산 과정의 부정적 경험이 주민들의 신뢰 수

준을 하락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읍면부 거주, 여성,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인구 집단에서 상대 집단에 비해 신뢰 감소 효과

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위 집단들은 그동안 정책 의견 표출 기회

가 적었던 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높은 기대를 하였을 것이고, 같

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낮게 만족하였다고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도의 양적 확산뿐 아니라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시민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 신뢰, 지방재정, 재정 효율

성, 재정 민주성

학 번 : 2015-2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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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보화의 발달로 정보 획득 및 의견 개진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면서,

현대 행정은 지속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였다. 재정 분야에

서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CPB)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이

나 심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

한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처음으로 시

행된 이래 세계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되었으며, 기존 관 주도 거버넌

스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2011년부터 지방재정에서 의무화되었으며,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의 사업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National Participatory Budgeting:

NPB)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참여예산 제도는 규모 및 적용 범위 모두 확장 추세에 있다.

그러나 확산 기조의 바람직성을 두고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의심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제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상에서 시민대표와 선출직 의원 간 갈등의 여

지가 있으며, 기득권의 참여가 높아 비참여자와 극빈층의 요구를 충족시

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Wampler, 2000). 또한 시행 규정만을 강제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큰 바,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양상이 정치적 변

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페인의 사례가 이러한 예상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스페인은 2001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2010년까지 유럽에

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경제 위기 속에서 보수파가 정권을

잡자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가,1) 2015 뮌헨 총선거에서 좌익연합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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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시 활발히 운영 중이다.2) 우리나라 역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제도 시행의 여부나 수준이 변화하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외부 환경에 민감하므로, 설계 및 운

영 단계에서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종종 벗어날 수 있다. 형식적인 시행

에 그쳐 프로세스의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 제도의 기대 효과였던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사회적 자본 증가 등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 확산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으로 실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주

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효과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신뢰, 특히

제도 시행 담당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

능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도 확산을 지지하고 제

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중 신뢰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 증진은

최근 한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구성원들의 동질성이 저하되고 타 집단에

대한 배척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 이래

단일민족국가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살아와 사회 통합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급속히 다문화 사회

에 진입하면서 인종, 문화적 배경, 가치관 등이 다양해졌다. 또한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만혼,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 인해 생활 양

상도 세분화되었다. 이처럼 국민 구성원 간 차이는 커진 반면, 차이를 조

율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나 교육 등은 부족하다. 따라서 타 집단에 대

1) 헤타페(Getafe), 세비야(Seville), 산타크리스티나다로(Santa Cristina d'Aro)

등 10년 간 주민참여예산제에 성공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경향이 변화하였다.

헤타페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세비야의 프로젝트 수는 급감하였다.

2) 스페인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4대 도시 마드리드(Madrid), 발렌시아

(Valencia), 사라고사(Zaragoza),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 시행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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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적 감정이 증폭되어 갈등으로 이어진다.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편 가르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동질적 집단에 대한 배척과 공공연한

혐오 표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사회 통합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추세에 맞추어, 신뢰 대상 중에서 특히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영향 요인

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최근 각 자치단체는 정책 및 사업수행 권한은 이

양 받은 반면, 재정 부족이나 전문성 미비, 청렴성 부족 등으로 현대의

복잡한 행정을 해결할 문제해결능력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많은 지역 단체에서 낮은 정부 신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민주

주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대표

적인 시민 참여 사례로서 정부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피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16년차에 접어든 우리나

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

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또한 본 제도가 시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야기한다면,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

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목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 효과인 지방자치단체 신

뢰 증진이 올바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집단에 따라 효과의 크기는 어

떠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6년, 2017

년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설문 문항과 응답을 이용하고자 한

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서 선정된 국민 16,000명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

산제도 활동 경험 여부에 긍정한 표본 수는 294명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 신뢰의 영향 요인 및 주

민참여예산제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양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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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가설 문제 및 변수의 조작화를 설정한다. 4

장에서는 두 가지 단계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이 유의한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변화를 불러오는

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어서 표본을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세부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성별, 연

령, 학력, 소득, 도시/농어촌 거주 등으로 참여 그룹을 분류하여, 어떤 그

룹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성이 크게 나타나는지를 파생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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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 1 절 정부 신뢰에 관한 논의

1. 신뢰의 개념 및 의의

신뢰란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타인이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인 신뢰는 깨질 경우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우리는 신뢰로 인해 무

언가를 잃게 될 수도 있지만, 상대가 특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

탕으로 그러한 취약성을 감수할 의지를 가지게 된다(Morgan & Hunt,

1994; Mayer et al, 1995; Hardin, 1998).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또한 사회 각종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에도 기여한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타인과의 협조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Simmel, 1950;

Gambetta, 1988).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와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이롭거나 적어도 해롭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

는 상태이다. 이러한 협조는 각종 조직 운영상 거래비용을 줄이고 불확

실성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낮춰준다(Luhmann, 1988; Nooteboom, 2000).

정부 신뢰 또한 이상의 위험 수용의 차원에서, 시민들이 정부와의 관

계에서 위험을 수용하려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이현국·김윤호, 2014).

정부 신뢰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경우 정부가 결정된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시민에게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도 가능해지며 정치

적 무관심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여 사

회의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Tyler, 1998;

Grimes, 2006; 이숙종·유희정, 2015).

본격적으로 정부 신뢰의 영향 요인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정부운영기관에 대한 신뢰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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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뢰라고 분석하기도 하고(Citrin, 1974),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정부 신뢰를 결정한다고 분석하기도 한다(Miller, 1974). 우리나라

의 경우 Cirtin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연구가 많다. 정부 신뢰의

요인을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로 선정하거나(장수찬, 2002), 정부 신뢰의

핵심 요소를 기관 신뢰로 인식하거나(서인석 박형준, 2012),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송낙길,

2011)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정부 신뢰를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로 정의한다. 이하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2.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개인 차원의 신뢰 요인에 관한 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은 신뢰대상의 특성과 신뢰자 개인 특

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통희, 1999). 본 연구에서 신뢰대상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정부 차원의 목차에서 다루는 바, 여기에서는 신뢰자

개인 특성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신뢰자 개인 특성이

란 학력, 나이, 출신배경 등 사회경제적 변수나 집단적 동질성, 가치적

동질성 등의 관계적 차원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학력, 거주 지역의 다섯 가지 변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다

수이다. 도시정부, 주의회 그리고 주지사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신뢰

분석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ahn

& Rudolph, 2005; 이곤수·송건섭, 2011). 거주 지역의 경우 대부분 도시

에서 정부 신뢰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군지역의 시군구청, 지

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신뢰도가 모두 높다고 분석된 연구가 있다(정광

호·이달곤·하혜수, 2001).

그러나 다른 변수들은 영향의 방향이 상반되거나 무관한 결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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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연령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연방

정부 및 지방정부를 불신한다는 결과도 있고(Uslaner, 2001), 그렇지 않

다는 주장도 있다(Rahn & Rudolph, 2005). 소득의 경우 가계소득의 차

이에 따른 정부 신뢰도의 차이가 미미하다거나, 주관적인 개인 혹은 가

계의 현재 경제 상태 인식 정도가 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Lawrence, 1997; 박종민·배정현, 2011). 그러

나 경제적 여건이 기관신뢰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이곤수·송건섭, 2011). 마지막으로 학력을 살펴보면 학력과 정부 신뢰

와의 상관관계가 음(-)이라는 연구가 많다(Uslaner, 2001; Cook &

Gronke, 2005; Palus & Wolack, 2010). 고학력일수록 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학력일수록

정부 신뢰가 높다고 분석하거나(Brewer & Sigelman, 2002), 양자의 상

관성을 부정하는 연구도 있다(Rahn & Rudolph, 2005).

이처럼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정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

라 상이한 바, 본 연구에서도 개별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 차원의 신뢰 요인에 관한 논의

사회 차원의 신뢰 요인에서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대인신뢰

(일반신뢰)’이다. 대인신뢰란 사회 내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서, 대다

수의 연구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신뢰 모두에 강력한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다. 모든 집단과 제도는 인간으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 대한 신뢰 역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

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 지방정부 신뢰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강하게 지지되었다(Mansbridge, 1997; Sztompka,

1999; 차재권·류태건, 2018).

비슷한 시각에서 ‘사회단체 참여’가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있

다. 사회단체란 시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정부 비영리 민간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를 뜻한다. 종교 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동창회, 향우회, 자원봉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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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원결사체는 이익표출과 이익집약을 향상시켜 민주적 정부의 효

율성에 공헌하며, 자원결사체 참여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지역공동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Putnam, 1993). 이처럼 단체 참여는 비정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정부 신뢰를 증진시킨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매개변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효능감이다. 자원결사체 활동은 개인의 의견이 표출될 통

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효능감이 커질수록 정부에 더욱 만족하고 충성스러운 경향이 나타난

다(Almond & Verba, 1965). 둘째는 앞서 살펴본 대인신뢰이다. 단체 활

동은 협력적 태도를 높이고 대면 접촉기회를 증가시켜서 구성원에게 서

로 간의 신뢰와 협력적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사회전체로 파급될 수 있

다. 따라서 참여한 단체의 성공적 신뢰 증진 경험은 일반 신뢰를 증진시

킬 개연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과관계는 역의 인과관계보

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Putnam, 1993; Boix & Posner, 1996;

Brehm & Rahn, 1997). 이러한 대인신뢰의 파급 효과를 위해 반드시 적

극적인 활동이나 정기적 대면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단지 자발적 단

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사회 신뢰가 생성될 수 있다(Wolleback &

Selle, 2002).

그러나 이상의 단체 참여와 정부 신뢰의 인과관계에 회의적인 연구도

있다. 우선 사회자본 학자들의 연구 모델 및 결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

는 시각이 있다. 사회자본 학자들의 연구 대상은 특정 유형의 2차 집단

에 한정되어 있어서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Stolle, 1998).

다음으로 국가별, 집단유형별 차이가 크다는 시각이 있다. 자발적 단체

참여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국소적

인 현상이라는 실증 연구들이다(Newton, 2001; Hart & Dekker; 2003;

Kuenzi, 2008).

한편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는 시민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함으로써 정부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가를 살핀다.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란 시민에 의한 직접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의 관심

사, 정책 수요, 가치를 공공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아우른다

(Creighton, 2005). 이러한 정치 참여는 정부관료제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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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참

여는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요소로 제시되나, 현실에서 과연 정

치 참여가 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들이 병존한다. 이하에서 정치 참여의 범위를 한정하고 종류를 기술한

후, 정치 참여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효과 여부 및 방향을 살펴본다.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일반 시민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

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행위로 한정된다(Huntington & Nelson, 1981).

즉 직업적인 정치활동이나 공직 수행은 포함하지 않고, 시민의 경우에도

비의도적인 활동이나 태도 측면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

로 정치 참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광의와 협의의 시각이 존재한다. 광의

적 입장은 정치 참여를 다차원적 입장에서 분석한다. 각각의 변수가 상

이한 원인과 결과를 가지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불법적인 정

치활동까지 정치 참여에 포함한다(Huntington & Nelson, 1981; Parry,

Moyser & Day, 1992). 반면 협의의 시각에서는 불법적, 비자발적 행위

를 제외하는 등 정치 참여 범위에 제한을 둔다(Verba & Nie, 1972). 정

치 참여 유형화 이론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화된

관습적 참여와 새로운 형태의 비관습적 참여로 분류하는 입장이 있다

(Barnes, Kaase et al., 1979). 귀납적인 유형 분석을 통해 투표 참여, 선

거 운동, 공직자 접촉, 지역공동체 활동의 네 가지로 제시하기도 하고 여

기에 항쟁과 인터넷 참여라는 유형 두 가지를 더하기도 한다(Verba &

Nie, 1972; Dalton, 2008). 이상의 분류는 선거관련 활동 대 직접적인 의

사전달 활동, 관습적 참여 대 비관습적 참여, 개인적 참여 대 집합적 참

여, 곤란성의 차이 등을 반영한다.

이상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 참여와 정부 신뢰 간

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성 여부나 방

향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실증분석 연구를

다음 4가지로 분류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치 참여는 정부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연구이다. 많은 연구에

서 정치 참여는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Almond &

Verba, 1965; Putnam, 1993;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서 보다 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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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가 높다고 하며, 특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치 참여가 활

발한 사람일수록 정치체제나 정부에 대해 신뢰가 높다고 분석되었다. 한

국의 경우에도 정치 참여가 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가 있었다.

둘째, 정치 참여와 정부 신뢰가 부(-)의 관계라는 연구들이 있다. 정치

적으로 활동적인 시민은 일반신뢰, 정치적 신뢰 및 효용, 관용, 낙관주의

와 긍정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정

치 참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경험적

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생 민주주의

나 독재 체제 하에서 정치 참여가 정부기관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획득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원성 참여가 많다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Stolle&Rochon, 1998; 장수찬, 2002).

셋째, 정치신뢰와 정치 참여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

유형의 분석에서는 주로 정치 참여와 신뢰가 비례 관계를 지니나 그 정

도가 매우 미약하여 영향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소극

적 적극적 정치 참여로 참여 유형을 나누어 전자가 정부 신뢰와의 양의

상관성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Seligson, 1980; Letki, 2004).

넷째, 케이스에 따라 상관관계 여부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이다. 참여 자

체가 유의미한 결과를 야기한다기보다는 해당 참여의 질적 양적 양상에

따라 정부 신뢰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다. 이는 정치 참여 케이

스마다 개인이 획득하는 경험과 정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참여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참여를 통해 어떤 경험이나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그 요인들이 매개변수나 통제변수로 기능하여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정부주도참여와 비정부주도참여를 나누어 이러한 효과를 살핀 분석

도 있다. 결과를 정리하면 ①정부주도참여와 비정부주도참여 모두 정부

신뢰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다만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

있으며, ②비정부주도참여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특정집단에 따

라 차이를 보이고, ③정부주도참여는 특정집단의 차이와 무관하게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장수찬, 2002, 박희봉 외, 2003;

양건모·박통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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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정치 참여와 정부 신뢰 간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다양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 참여 범위 설정에서 광의와 협의 중 어

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정치 참여의 개념이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포괄

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 참여와 정치신뢰는 모두 다차원적 현상이므로,

연구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류태건, 2010).

3) 정부 차원의 신뢰 요인에 관한 논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룰 때 가장 강력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는 것은 ‘중앙 정부에 관한 신뢰’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띄는 것으

로 나타난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Rahn& Rudolph, 2005). 인구통계 특성으로 설문

대상 집단을 나누어 살피거나 정부 구성 집단으로 조사대상을 나누어 살

피기도 한다. 정부성과의 부정적 지표인 실업률이나 소득불평등은 주정

부 집행기관 및 주의회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연령층일수록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를 불신하고, 성별은 도시정부 및

주의회, 주지사 신뢰와 모두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

방정부 신뢰는 국가기관인 행정부 및 국회의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Uslaner, 2001; Kelleher & Wolack, 2007; 정광호 외,

2011).

구체적인 ‘정치 제도 인식’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정책의 결과나 혜택보다는, 정책 과정과 절차에 초점을 두는 제도론적

시각의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의 공정성

이나 투명성을 강조한다(Hetherington, 1998; Tyler, 2001; Foley &

Edwards, 2001). 제도론자들은 시민은 설령 비선호하는 정책이 결정되더

라도 그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면 수용한다고 본다. 나아가 정

치제도가 대인신뢰 및 정부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

치시스템 및 제도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된다면 신뢰가 증진된다. 성

과가 좋은 제도는 신뢰를, 성과가 좋지 못한 제도는 불신을 가져오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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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또한 법률시스템 및 공공관료제를 통한 정부 성과 역시 시민들

의 신뢰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실증 분석 연구는 대체로 이러한 제

도이론을 지지하나,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정부에 대한 공정

성 인식과 정부 신뢰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입장도 있고,(신상준·

이숙종, 2016) 지방 정부 효율성 및 형평성 인식은 지방 정부 신뢰와 연

관이 없다는 입장도 존재한다(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

앞서 단체 참여에서 살펴본 매개변수인 ‘정치효능감’ 역시 정부 차원에

서 언급할 수 있다. 정치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감정이다. 정치 참여와 정치효능감,

그리고 정치효능감과 정치 신뢰 사이에는 상호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

한다. 따라서 정책과정 참여는 정치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효능감이 큰 시민은 정치 참여자의

역할에 더욱 만족해서 정치체제 일반에 대해서도 더욱 큰 애착심을 가지

며, 정부 성과에도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Campbell, Gurin & Miller, 1954; Almond & Verba, 1965; 양건모·박통

희, 2007; 류태건, 2010).

마지막으로 ‘정부성과’ 또한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

된다. 경제투표모형 이론은 경제적 성과를 정부지지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여 제시한다. 정부 신뢰를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탁 책

무를 국민을 위해 올바르고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나 전문적인

업무 수행능력’으로 정의할 경우 정부 능력의 평가는 곧 정부 신뢰로 이

어진다(Chanley, Rudolph, & Rahn, 2001). 특히 재정과 관련한 연구에서

경제성과는 종종 신뢰의 주요 변인이 된다. 경제성장과 경제적 풍요가

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

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국가경제여건, 경제 악화의 책임소재 인식,

경제정책 평가 등 경제적 요인들이 정부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Inglehart, 1990; 김병규·이곤수, 2009). 반면 국가의 경제

성과나 개인의 경제사정이 정부 신뢰와 관련성이 없게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에서 정부 신뢰도는 경기 변동 및 가계소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성과 중 경제성과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Lawrence, 1997; 박종민·배정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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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경로)

개인 차원
(인구통계학
적 요인)

성별 무관

도시/농촌 농촌이 상대적으로 높음

연령
+

무관

소득
무관

+

학력

+

-

무관

사회 차원

대인신뢰 +

단체 참여
+(정치효능감, 대인신뢰)

국가별 큰 차이 존재

정치 참여

+

-

무관

연구별 차이를 보임

정부 차원

중앙정부 신뢰도 +

정치제도 +

정치효능감 +

정부성과 +

[표 2-1]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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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논의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및 현황

1)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부터 심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모두 포괄한

다. 다만 다수의 국가에서 예산심의권은 입법부의 권한으로 헌법 및 기

타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어, 실제 시행은 예산 편성 과정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편성뿐 아니라 집행, 평가 및 환류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 동네별 현장답사의 경우, 예산 집

행 단계에서 지역회의 위원들이 각 동네를 방문해 참여예산 추진사업 현

장을 답사하고, 내년도 사업예정 대상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3) 이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 후 집행, 환류 단계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은 참여 단계 확대는 시민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 및 시민 의견 수렴 효과

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

(1)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

입한 이래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고,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정부가 예산편성 시 주민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의

3)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3일간의 유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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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은 운영 형태에

따라 의견제시형, 위원회형, 지역회의형, 민관협의형, 권한위임형으로 구

분하기도 하고, 운영 자치단체 단위에 따라 도시형 광역․기초, 도농형

광역․기초로 구분4)하기도 한다(윤성일·임동완, 2016).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확산 추세에 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행정안전부의 제도 장려와 다수 민선 지자체장의

관심에 힘입어 적극 시행 중이다. 예산 과정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행

정안전부는 2018년 3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실적 우수 지자체 15곳을 선정 및 시상하기도 하였다.

[표 2-2]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우수 단체

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도시형 광역(1) 서울특별시

도시형 기초(7)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경기 수원시, 대전 서구,

광주 북구, 충남 천안시, 울산 북구

도농형 광역(1) 충청남도

도농형 기초(6)
경기 안성시, 충북 옥천군, 충남 서산시, 충남 서천

군, 전북 완주시, 전남 나주시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하지만 실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양상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에 따

라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는 2019년도 총예산의 3.37%를 주민

참여예산제로 결정할 만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반면,5) 전수조사 결

과 44개 단체(전체 자치단체의 18.07%)는 최근 4년 간 공모사업이 전무

하였다(KBS, 2018). 제도의 본분과 괴리된 형식상의 운영이 지적되기도

4) 행정안전부 기준.

5) 당초 세출예산 기준. 6,241,561백만원 중 210,6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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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여단계, 활성화 정도, 주민위원회 운영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전반적으로 제도의 품질 개선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해외 현황

세계적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확산되는 추세이다. 1989년 브라질

에서 시작된 이래 30년 간 다른 대륙으로 활발히 전파돼 현재 7,00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을 운영 중이다. 그 중 유럽과 중·남미가

대략 6,000개 이상으로 대부분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가 뒤를

잇고 있다. 국가별로는 페루(2000-2100), 폴란드(1601-1651), 포르투갈

(1100-1150), 인도네시아(400-500), 스페인(280-300), 한국(241-243), 브라

질(150-200) 순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총 자치단체

수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급률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국가들

에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Diaz, 2018).

[표 2-3] 세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시행 지역 자치단체 수

유럽 3452-3601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2438-2700

아시아 734-875

아프리카 350-400

북아메리카 75-80

총계 7059-7671

(출처: Diaz, 2018)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도 활발히 전개 중

이다.6) 이들은 무료로 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지식 및 플랫폼을 지원하고

6) 이하의 시민단체 관련 내용은 PBP 홈페이지 및 EMPATIA 홈페이지의 기관

설명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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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원하는 시민, 연구자 및 담당 공무원 간 네트워크를 제공해 준다.

참여예산 관련 비영리조직으로는 북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PBP(Participatory Budgeting Project: 참여예산프로젝트)와, 유럽을 중심

으로 활동하는 EMPATIA(Enabling Multichannel Participation Through

ICT Adaptations)가 유명하다.

PBP는 2005년 포르투 알레그 시의 World Social Forum에서 제안되

어, 2009년 미국과 캐나다의 시민들이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공적 자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8년 12월 현재까

지 40만 명을 대상으로 29개 도시, 3억 달러의 예산 편성을 지원하였다.

①기술 지원, ②토론 훈련 및 교육, ③참여 연구소 운영(제도 테스트용),

④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⑤연례 보고서 작성의 전반적인 참여예산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EMPATIA는 ICT를 활용한 운영 기술 지원에 초

점을 더 맞추고 있다. 참여예산 프로세스를 보급 및 개선할 목적으로 설

립되었으며, EU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①유럽 및 남미의 PB 프로세

스 개선 연구, ②통합 솔루션 플랫폼 설계, 서비스 및 평가, ③관련 과제

및 행사 주최, ④정보 공유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상의 시민단체들의 주된 활동 목적은 참여예산제도 확산으로 재정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참정권이나 직접 참여권을 주

민참여예산제도의 근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모

두 시민의 직접 참여권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7) 지방자치단

체가 주민참여예산제 규정을 제정하는 근거가 된다.

반면, 정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 정부불신

및 낮은 정치관심도를 해결할 수단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Peixoto(2018)에 따르면 남미에서 참여예산제의 i-voting

시스템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율이 12.2% 상승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포르투갈 현 정부는 국민들의 현저히 낮은 수준의 정

치적 냉소8)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참여예산제를 적극 도입하

7) 포르투갈 헌법 제2조(포르투갈 공화국은 민주 국가로서 ... 참여 민주주의의

심화를 지향한다) 및 제9조-C(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문제의 해결

에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호하고 장려한다)

스페인 헌법 23조(시민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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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AMA, 2018). 세계 최초로 2017년부터 국가 단위의 국민참여예산제

도(OPP)를 시작하였으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참여예산제도(OP

Jovem)와 청소년 대상의 참여예산학교제도(OPE Scolas)도 운영해 3차원

으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이다. 현재 연정을 통해 마드리드 시정부를 이끌어 가는

Ahora Madrid 당은 Decide Madrid9)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장려하고, 제안에 대해 시정부는 기술적/재정적 현실성만

검토하는 보조적 역할을 자처한다. Reddit 기반의 Decide Madrid 플랫폼

에서는 전체 주민이 사업 제안, 토론, 투표 및 평가까지 할 수 있다. 시

정 전체에 대해 의논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따로 탭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계된 Media-Lab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2.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 개인 차원의 효과

주민참여예산제는 삶의 질 인식을 매개로 정부 신뢰를 증진할 수 있

다. 이곤수·송건섭(2011)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여건이 시장 지지, 지방

의회 지지, 정치 신뢰 및 역량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였다. 삶의 질 요인 중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가장 중요하며, 교

육, 복지 및 문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과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욕구도 중

요 영향요인에 포함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해당 지역의 삶의 질에 만족

할 경우 정부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Tiebout(1956)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one's feet)’ 개념이 제시하듯이, 시민은 지

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내려, 거래비용이나 정보 제약 등의

한계가 없는 경우 최적의 지방정부로 이동할 유인을 갖는다.

8) 포르투갈은 2014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시스템 신뢰에

서 최하를 기록하였다.

9) 마드리드 시정 온라인 참여 플랫폼, https://decide.mad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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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차원의 효과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끼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자

체로 커뮤니티 형성의 효과를 창출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체 참여

는 협력적 태도를 높이고 대면 접촉기회를 증가시켜서 시민 간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Putnam, 1993). 이러한 만남이 일회성에 불과

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커뮤니티 지속성은 제도 설계 및 운영 방식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자치단체가 많다.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장기적인 커뮤

니티가 형성되기도 한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사례에서, 주민들은 제출한

예산안의 높은 득표와 채택을 위해 조직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

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른 유형의 이웃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한

다. 동형선호 이론(Homophil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유사한

생활방식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즉 기존의 사

적 네트워크는 주로 사회인구학적, 행동적, 개인적 특성 상 동질성이 강

한 사람들과 만나 활동할 기회만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Lin, 1999;

McPherson, Smith-Lovin, & Cook, 2001). 그런데 이는 대인신뢰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이웃과 대화하거

나, 다양한 단체에 참여하거나 혹은 외국인 비율이 높은 단체에 참여하

는 사람일수록 일반신뢰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Stolle, 1998;

Stolle, Soroka, & Johnston, 2008).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위의 동

질적 네트워크 형성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

만 행정기관은 대체적으로 성별, 소득, 거주지 등에서 균형적으로 시민대

표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 계층을 포함시키는 것에

적극적이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나 평가단 등에 소속되면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주민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대인신뢰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재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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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기회를 부여하면 그 자체로 시민들의 민주적 사고방식과 정치 과정

지식을 교육하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포르투갈 정부는 참여예산학교제

도가 청소년들의 참여 및 민주주의에 대해 강력한 교육 효과를 미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Paz, 2018).

3) 정부 차원의 효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효율성 및 재정민주성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된다. 먼저 재정효율성은 감시감독 기능 및 예산 수요의

대응성 제고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 참여,

예산정보 공개, 예산낭비의 감시 및 시정요구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내

외부로 모두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자기감독

기능이 강화되며, 외부에서도 감시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국민들은 알기

쉬운 재정 지표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재원배

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김봉환·전성만, 2015).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위원에게 예산정보 및 운영과정을 공개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낮춘다. 따라서 대의민주제 하의 지방재정에서 발생하

는 주인—대리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주인—

대리인 관계의 문제란, 이해에 직결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타인에

게 위임할 때, 위임받은 대리인과 주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이해관

계가 분립하는 현상이다(Jensen & Meckling, 1976). 대의민주제 하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은 재선을 고려해 지역구 챙기기 및 정치적 거

래를 통한 예산 배정을 추구할 유인을 갖는다. 이는 예산 과정의 비민주

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예산 수요의 대응성 제고 효과는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이론에 근거해 주장된다. 지역별로 다른 주민들의 선호와 환경

을 반영해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비해 사회적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Oates, 1972). 마드리드 참

여예산제의 경우 예산 프로젝트 투표에서 쇼핑 카트 방식을 도입하여 이

러한 수요 반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10) 투표 시 프로젝트 수가 아닌

10) 아이슬랜드 레이카비크 시의 제도를 벤치마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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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예산액 내에서 자유롭게 프로젝트 집합

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재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 분석의 결과는 엇갈린다. 선심성 복지 지출이 확대되어 경제적 효

율성을 저하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반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지방자

치단체 세출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분석도

있다(이순향·김상헌, 2011). 한편 201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민참여

예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도가 높았던 부산 사하구, 광주 북구, 울산 동

구11)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가 대체로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로 지역회의, 인터넷,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

의 선호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

다.

다음으로 재정의 민주성 증진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Schachter(1997)는 시민을 정부의 주인(citizen as owners)로 보고, 정부

기관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려면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지방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활동에 대한 주권을

납세자인 국민이 가지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참

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사회의 사업을 제안하여 민주성을 제고하고,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윤영진,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이상을 바

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경로를 재정의 투명성 강

화, 공정성 증진 및 형평성 제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투명성이란 국가 목표, 정책 결정 및 정당성, 정책과 관련된 공공데이

터, 공공기관 운영 방식을 대중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다.12) 한편 공정성은 예산의 배분결과 및 과정에서 공평함이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참여예산제 하에서는 시민이 직접 예산 형성,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착을 줄여 원칙대로 시행할 수 있고,

11) 2016년 재정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 공무원 및 위원회 시

민위원을 대상으로 한 권오성의 2015년 7월~8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

음.

12)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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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효과
경로

이러한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공개되어 예산 과정을 보다 투명하

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은 분배 공정성과 유사한 개념이나

실질적 평등에 더 강조를 두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예산에 고르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위원 구성 시 대표성의 원칙을

추구하며,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해 형평성 또한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의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특정 조건 하에서 주민

주권을 강화할 수 있고, 청렴도를 증가시켜 지방정부의 부패 감소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권자경, 2017; 김애진, 2017). 브라질에서 참여예산제

도 도입 후 정부 관료의 부패행위가 어려워져 유착이 줄어들었다는 보고

가 있다. 또한 시민들이 예산의 여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투명

성과 책무성이 제고되었으며, 저임금 노동자, 여성 등 소외계층의 예산

참여가 보다 활발해져 형평성이 증대하였다(Diaz, 2018). 또한 마드리드

의 경우, 지구별 참여예산 배정액을 1인당 소득에 반비례하게 구성하여

명시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3)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참여예산에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 운영에 참여한다. 상호 협력과 견

제를 통해 자치단체는 재정 거버넌스가 달성된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

스는 일반 시민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외적 정치효능감을 증

진시킨다. 또한, 예산학교 및 토론, 전문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예산 및

정치 과정에 대한 지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이는 시민 본인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능력과 자신감인 내적 정치효능감에 해당한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으로 내․외적 정치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2-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에 관한 논의의 종합

13) Decide Madrid, “https://decide.madrid.es/presupue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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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원

대인신뢰 +
-커뮤니티 형성
-Homophily 현상 완화

정치 참여 기회 제공

정부 차원

재정효율성 +
-감시감독 강화
-수요 대응성 제고

재정민주성 +
-투명성 제고
-공정성 제고
-형평성 제고

협력적거버넌스 +
-내적 정부효능감 제고
-외적 정부효능감 제고

삶의 질
정부 신뢰 높이는
매개변수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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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종합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영향요인을 개인 차원, 사회 차원, 정부 차원으

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 신뢰자 개인 특성인 성

별, 거주지역, 연령, 소득,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분류 요인들은 지방자

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에서 시골 지역

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은 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않았다. 한편 연령, 소득 및 학력은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Rahn & Rudolph, 2005; Lawrence, 1997; Uslaner,

2001; Cook & Gronke, 2005).

다음으로 사회 차원의 요인에는 대인신뢰, 단체 참여, 정치 참여가 있

다. 대인신뢰는 모든 신뢰의 기본으로 정부 신뢰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Mansbridge, 1997; Sztompka, 1999). 한편 단체 참

여는 일반적으로 정치효능감 및 대인신뢰 증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Almond & Verba, 1965;

Putnam, 1993; Boix & Posner, 1996), 국가별 편차가 크다는 반박도 존

재한다(Newton, 2001; Kuenzi, 2008). 정치 참여의 경우 정부 신뢰에 미

치는 영향 여부 및 방향이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비례관계라는

입장은 정치 참여의 활성화가 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Almond

& Verba, 1965; Putnam, 1993) 반대로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정치 참여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Stolle & Rochon,

1998; 장수찬, 2002). 혹은 상관관계 자체를 부정하거나(Seligson, 1980;

Letki, 2004), 종합하여 케이스에 따라 상관관계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도 한다(장수찬, 2002, 박희봉 외, 2003; 양건모·박통희, 2007).

정부 차원의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Rahn & Rudolph,

2005) 또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등 시스템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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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이 확보되면 정부를 신뢰한다고 보는 제도론적 입장이 있다

(Hetherington, 1998; Tyler, 2001). 정치효능감을 높여 정부 신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Almond

& Verba, 1965). 지방 정부가 올바르게 신탁 책무를 수행하였는지 즉 정

부성과 역시 신뢰의 요인이 된다. 특히 재정 연구에서 경제적 성과 평가

는 정부 신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Inglehart, 1990; 김병규·이곤수,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에 관한 논의 역시 개인, 사회 및 정부 차원

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질 인식을 향상시켜

지방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구축할 수 있다(이곤수·송건섭, 2011).

지역의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

러한 삶의 질 개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사회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커뮤니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한다. 또한 동형선호 현상을 완화하여 대인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

되며(Stolle, 1998; Stolle, Soroka, & Johnston, 2008), 정치 참여의 일종

으로서 일반적인 정치 참여의 기대효과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효율성 및 재정민주성을 달성

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 신뢰를 높인다. 시민의 참여는

지방 재정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기능하고, 예산 수요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또한 예산 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하

여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등의 행정 가치를 달성하게 한다(윤영진,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최근 국민참여예산제도까지 범위가 확장

된 참여예산 제도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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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뢰라는 개인 차원의 인식을 다룬다. 앞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구가 주로 재무적 차원이나 지방정부기관의 제도적 행정 개선 차원에

주목한 것과 달리, 참여의 본질 주체인 시민에 집중하여 제도 효과를 살

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양상의 사회 갈등의 심화를 완화할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이 논의되는 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

넌스 안에서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

행 양상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정보공개율도 상이한 바, 기존의 논

의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점, 최근 전국적인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통합적으로 제도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하위 집단 별로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 별

로 정책 효과 크기의 양상을 파악하고, 제도 설계 및 운영에서 이를 활

용하여 접근 방식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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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설정 및 분석 설계

제 1 절 가설 설정, 변수의 조작화 및 연구 모형 제시

1.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인과관계를

실증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상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

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에 기존에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영향

요인 연구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 요인 연구를 종합하여 논의 구조

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경로를 개인, 사회, 정

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차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요인들은 인과관계 경로 설정에

서는 제외한다. 독립변수인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시행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종속변수인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바,

통제변수로서 해당 변인들을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둘째, 사회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인신뢰’, ‘정치 참여’의 경

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신뢰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동질적 커뮤니티 현상의 완화를 통해 대인

신뢰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대인신뢰 증가는 여러 연구에 의해 정부 신

뢰를 증가시킨다고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 참여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인과성 여부 및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야 한다. 다만 제도의 도입 기대효과에 비추어 양(+)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단체 참여는 직접적인 통제

변수로 포함하지 않는다. 주민참여예산제와 단체 참여, 단체 참여와 정부

신뢰가 각각 정(+)의 인과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부(-)의

관계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효과 경로가 정치효능감과 대인신뢰 증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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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고 있어 타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실

증 분석 시 단체 참여 자체를 영향 요인으로 설정하기보다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제시하는 정치효능감과 대인신뢰 차원으

로 환원하여 포함하였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치제도 인식’, ‘정치효능

감’, ‘정부성과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정부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감시감독 기능의 강화 및 재정수요

대응성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투명성과 공정성, 형

평성 등의 행정가치 수준을 높여 재정민주성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경우, 행정

가치를 달성하여 시민의 지방자치단체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협치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일반의 내적 및 외

적 정치효능감을 증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예산제도는 정부성과

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재정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여 재정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성, 생활 만족

과 같은 삶의 질을 통로로 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한 시민 위원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것으

로 보인다. 절반에 가까운 수가 재정운영 신뢰도 향상에 긍정하였고, 보

통 이상까지 포함할 경우 공무원 89.0%, 주민위원 73.7%로 양측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표 3-1]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향상 여부 설문 조사 결과

설문대상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합계

공무원 47.9 41.1 11.0 100

주민위원 46.6 17.1 7.5 100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권오흥 20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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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별로,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

할 것이다.

[2-1]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보

다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2-2]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이 지방

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2-3] 고연령층은 저연령층보다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2-4]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

다.

[가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독립 변수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참여 여부

② 종속 변수 :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③ 통제 변수 : (개인) 거주지역,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사회) 대인신뢰, 정치 참여, 사회갈등 인식

(정부) 중앙 정부 신뢰, 정치제도 평가,

정치효능감, 정부성과 인식도

이상을 바탕으로 다음 여섯 가지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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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학력층은 고학력층보다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① 독립 변수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여부

② 종속 변수 :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③ 통제 변수 : (개인)* 거주지역,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사회) 대인신뢰, 정치 참여, 사회갈등 인식

(정부) 중앙정부 신뢰, 정치제도 평가,

정치효능감, 정부 성과 인식도

※ 가설2의 검증에서 개인 요인 中 측정 집단에 해당되는

변수는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함(예: 가설 2-1 회귀

분석의 통제변수에서 동/읍면부 제외)

모든 가설의 연구대상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설문조사 인원 16,000명 전체이다. 단 하위 그룹 분석인 가설 2-1부터

2-5에서는, 각 그룹을 비교할 때 기준 인구통계특성을 가진 케이스를 선

택해 각각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가설 2-5를 검증할 때는 각각

저학력층과 고학력층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2차례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분석 시마다 표본수가 상이한데, 이는 분석 결과에서 개별적으로

제시한다.

가설 2-1 ~ 2-5의 집단별 분석에서 “읍면부”, “여성”, “고연령”, “저소

득”, “저학력” 집단의 인과성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해당

집단은 상대 집단에 비하여 정치적 의견 표출의 경험이 적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기본 목적

으로 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특히 소외 계층을 포함하고 사회구성원의

고른 비율을 유지해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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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지방자치단체
신뢰 수준

▶ 문항: 귀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 측정: ①전혀 믿지 않는다 ... ④매우 믿는다

집단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 참여 채널인 주민참여예산에 기대가 클 것이

고, 만족 불만족을 떠나 그 정책에 따른 효과 즉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2. 변수의 조작화

1) 종속변수 :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방자치단체 신뢰 정도이다. 설문 조사 당시

에, 응답자가 거주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통합실태조사」 가구원용 32번 문항(2017년

기준),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

습니까?—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을 활용하였다. 측정 시점은 2016

년 9월 ~ 10월 및 2017년 9월 ~ 10월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지

방자치단체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3-3] 종속변수의 제시와 측정

2) 독립 변수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여부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여부이다. 이는 전 국민

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본인의 거주 지

역의 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 제도를 경험하고 만족을 느낀 정도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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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주민참여예산
활동

▶ 문항: 귀하는 지난 1년(2016. 9. 1. ~ 2018. 8. 31.) 동안

다음의 활동 혹은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민참여예산 활동“

▶ 측정: ①예 ②아니오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통합실태조사」 가구원용 35-(2)번

문항(2017년 기준)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활동 혹은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주민참여예산 활동”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참여는 1, 미참여는 2로 나타낸다.

[표 3-4] 독립변수의 제시와 측정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독립변

수 외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사회/정부 차원의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개인 차원 요

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다고 고려하고

있는 바,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역시 신뢰로서 광의의 사회적 자

본에 해당하고 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회 차원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구체적 변수로 사회 일반 구성원에 대한 신뢰인 대

인신뢰 수준과, 사회의 통합 정도를 인식하는 갈등 인식 정도, 그리고 사

회 관심도인 정치 참여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요인

을 고려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 제도에 대한 인식, 효



- 34 -

구분

측정
차원 요인

세부

요인

개인

특성

지역

유형
동/읍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구 번호로 자체 분류하여

데이터 제공: 동부/읍면부

성별 성별
▶문항: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측정: ①남성 ②여성

연령 연령

▶문항: 귀하의 실제 생년월은 언제입니까?

▶측정: ①20대 ... ⑤60대이상

-단, 가설 2-2에서는 40대 이하/50대 이상의 2구간

으로 코딩함

소득 소득

▶문항: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

의 월평균 개인소득 및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측정: ①100만원 이하 ... ⑦600만원 이상

-단, 가설 2-3에서는 400만원 미만/400만원 이상의

2구간으로 코딩함

학력 학력

▶문항: 귀하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측정: ①초졸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이상

-단, 가설 2-4에서는 고졸 이하/대졸 이상의 2구간

으로 코딩함

사회

특성

대인

신뢰

대인

신뢰

▶문항: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

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측정: ➀전혀 믿을 수 없다...➃매우 믿을 수 있다

▶문항: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

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능감 및 정부 성과 평가로 구성하였다.

[표 3-5] 통제변수의 제시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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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의 갈등

(3)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4)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5)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6)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7)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8)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

▶측정: ➀전혀 심하지 않다...➃매우 심하다
→ 8문항의 평균값을 코딩해 사용함

정치

참여

적극적

▶문항: 귀하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

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2)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

견 올리기

(3)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4)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5)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6)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7)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8) 불매운동 참여하기

▶측정: ①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 ④활동한

적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 8문항의 평균값을 코딩해 사용함

소극적

▶문항: 귀하는 최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 하셨습

니까? (1)대통령 선거 (2)국회의원 선거

▶측정: ①네 ②아니오

→ 2문항의 평균값을 코딩해 사용함.

①참여 ②보통 ③미참여

정부

특성

중앙

정부

신뢰

중앙

부처

신뢰

▶문항: 귀하는 중앙 정부 부처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측정: ①전혀 믿지 않는다 ... ④매우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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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도

인식

행정

기관

공정성

▶문항: 귀하는 다음 기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행정기관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측정: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④매우 그렇다

정치

효능

감

정치

효능감

▶문항: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

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측정: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⑤매우 동의한다

정부

성과

경제

성과

▶문항: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측정: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⑩매우 만족한다

동네

안전성

▶문항: 귀하는 요즘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

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읍면동 (2)시군구

▶측정: ⓞ전혀 안전하지 않다 ..⑩매우 안전한다

→ 2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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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주민참여예산

활동 여부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통제변수

3.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제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수립하였다. 본 연

구의 목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개인 차원: 성별, 학력, 소득, 연령, 지역 유형

사회 차원: 대인신뢰 수준, 정치 참여 수준,

사회 갈등 인식도

정부 차원: 중앙 정부 신뢰, 정치제도 평가,

정치효능감, 정부 성과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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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2016년 및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

터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6년과 2017년에 실시한 2년 치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한다.

해당 자료는 사회통합의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관련 국가 정책

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수집 자료로서 2013년 이후 매년 조사가 시행되

고 있다.

측정 영역은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

용)”, “사회보장”이다. 항목에 따라 2점, 3점, 4점, 5점 또는 10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를 고르도록 되어 있으며, 객관식 문항 중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게 하는 질문도 있다.

조사기관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7개 시/도별로 고른

응답수를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1차적으로 시/도를 기준으로 층화하였고,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는 각각 4개, 2개 권역으로 층화해서

추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2017년 두 해의 데이터를 통합해 다중회귀분석

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도가 저조한 바, 해당 문

항에 참여를 밝힌 응답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1개 연도 데이터만 사용

하거나 패널 데이터로 구성할 경우 관측치의 손실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

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은 2016년부터 측정 부문을

9개 및 표본 규모를 8,0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두 해의 설문 구성은 거

의 유사하다. 이에 통합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데이터의 총 표본 수는 16,000명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수는 294명이고,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 수는 15,7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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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25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다음

의 기술통계, t 검정, 다중회귀분석의 단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란 방대한 자료를 조직하고 요약하여

수치로 제시해 주는 기초 통계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인구통계학

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번의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지역 유

형” 다섯 가지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을 양분할 때 중위수를 찾기 위한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실시한 T 검정(T-test)은 분산분석(ANOVA)과 함께 집단에

따른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분석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주민

참여예산제 활동 여부가 종속변수인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미치는지 일차적으로 분석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독립 t 검

정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한다. 회귀분석이란

사회과학에서 변수 간의 통계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

석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가설 당 하나씩이

지만, 선행연구 검토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으로 분석

한 바, 통제 변수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다중회귀식을 세워 분석하였다.

모형에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인신뢰, 사회갈등 인식도, 적극적/소극적

정치 참여 수준, 중앙정부 신뢰 수준, 행정기관 공정성 인식도, 정치효능

감 수준, 현재 경제성과 인식도, 동네안전성 인식도 변인을 포함시켰다.

이상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여부가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 모형의 최소자승추정

(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활용하였다. 추정방정식을 제시하면 아

래와 같다.



- 40 -

추정방정식

  주민참여예산활동개인특성사회특성정부특성 

 :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개인 특성 : 거주지역,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사회 특성 : 대인신뢰 수준, 정치 참여 수준, 사회갈등 인식도

정부 특성 : 중앙정부 신뢰, 정치제도 평가, 정치효능감, 정부 성과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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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유효% 누적%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
차 통계량 표준오

차

성별
남자 8,129 50.8 50.8

0.032 0.019 -1.999 0.039
여자 7,871 49.2 100.0

연령
19~29세 3,130 19.6 19.6

-0.005 0.019 -1.181 0.039
30대 3,124 19.5 39.1

제 4 장 실증 분석

제 1 절 주민참여예산 활동의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대

한 효과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분석

총 표본에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성’이 8,129명

(50.8%)으로 ‘여성’ 7,871명(49.2%)과 거의 동등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

령은 ‘40대’가 3,701명(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3,628

명(22.7%), ‘20대 이하’ 3,130명(19.6%), ‘30대’ 3,124명(19.5%), ‘60대 이상’

2,417명(15.1%) 순이었다. 월 가구 소득(단위: 만원)은 ‘300 이상~400 미

만’이 3,468명(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 이상~500 미만’

18.2%, ‘200 이상~300 미만’ 16.6%, ‘600 이상’ 14.9%, ‘500 이상~600 미

만’ 13.3%, ‘100이상~200미만’ 9.9%, ‘100미만’ 5.6% 순이었다. 학력은 ‘고

졸’이 7,553명(47.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졸 이상’ 6,512명

(40.7%)으로 두 집단이 전체의 대부분인 87.9%를 차지한다. 이하 ‘중졸’

1,165명(7.3%), ‘초졸 이하’ 770명(4.8%) 순이었다. 동부 거주가 12,964명

(81.0%)으로, 읍면부 거주에 비해 9,928명(62%) 많았다.

[표 4-1] 전체 표본 기술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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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3,701 23.1 62.2

50대 3,628 22.7 84.9

60~69세 2,417 15.1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888 5.6 5.6

-0.097 0.019 -0.868 0.039

100~200만
원 미만 1,579 9.9 15.4

200~300만
원 미만 2,648 16.6 32.0

300~400만
원 미만 3,468 21.7 53.6

400~500만
원 미만 2,907 18.2 71.8

500~600만
원 미만 2,126 13.3 85.1

600만원
이상 2,384 14.9 100.0

학력

초졸 이하 770 4.8 4.8

-1.043 0.019 1.002 0.039
중졸 1,165 7.3 12.1

고졸 7,553 47.2 59.3

대졸 이상 6,512 40.7 100.0

지역
유형

동부 12,964 81.0 81.0
1.583 0.019 0.505 0.039

읍면부 3,036 19.0 100.0

전체(N) 16,000 100.0　

2. 독립 t-test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경험자의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평균은 2.45점이

고, 미경험자의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평균은 2.34점으로, 참여자가 미참

여자보다 평균이 0.11 높았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 <

0.05이므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고 독립표본검정을 검토한다. t=2.307이

고 유의확률이 0.022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양자만을 놓고 분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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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활동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경험했다 294 2.45 0.781 0.046

경험하지 않았다 15706 2.34 0.725 0.006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2420.616 15 161.374 429.402 .000b

잔차 6006.984 15984 0.376

전체 8427.600 15999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6.086 0.014 2.307 302.516 0.022 0.106 0.046

모형 R   Adj-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536a 0.287 0.287 0.613 1.571

전자가 후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표 4-2] 가설1에 대한 t-test 집단통계량

[표 4-3] 가설1에 대한 t-test 독립표본검정

3. 다중회귀분석

회귀분석 실시 결과 수정된  =0.287으로 본 회귀모형은 28.7%의 설

명력이 있으며, 분산분석 F값이 429.402(p=.000)로 기울기는 0이 아니라

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어 통계적으로 모형이 유의하다. 또한 1.5 <

Durbin-Watson < 2.5로 비교적 독립적 자기상관성이 인정된다.

[표 4-4] 가설 1의 모형 요약

[표 4-5] 가설 1의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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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 베타 t

(상수) 1.088 10.623 ***

독립 변수 주민참여예산 활동 -0.015 -2.214 **

개인
특성

거주지역 유형 0.049 7.118 ***

성별 0.005 0.697

연령 0.039 4.767 ***

소득 -0.019 -2.685 ***

학력 -0.018 -2.184 **

사회 영역

대인신뢰 0.042 6.160 ***

사회 갈등 인식 정도 -0.058 -8.450 ***

적극적 정치 참여 -0.003 -0.457

한편 회귀분석 계수 값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0.015,

신뢰수준 95%).

이외에 개인 차원에서는 ①거주지역 유형(β=0.049), ②연령(β=0.039),

③소득(β=-0.019), ④학력(β=-0.018), 사회 차원에서는 ⑤대인신뢰(β

=0.042), ⑥사회 갈등 인식 정도(β=-0.058), 정부 차원에서는 ⑦중앙부처

신뢰도(β=0.400), ⑧행정기관 공정성(β=0.169), ⑨현재 경제 만족도(β

=0.024), ⑩동네 안전성(β=0.035)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도

출되었다. 공차는 0.1를 초과하고 VIF는 10미만으로 모든 독립변수는 다

중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개인의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경험은 지방자치단체

신뢰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학력이 높고 사회 갈등이 심각

하다고 느낄수록 지방자치단체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동부보다 읍면부

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인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중앙부

처 신뢰도가 높을수록, 행정기관이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현재 경제에 만

족할수록, 동네 안전성 인식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4-6] 주민참여예산와 지방자치단체 신뢰 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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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정치 참여 -0.008 -1.151

정부 영역

중앙부처 신뢰도 0.400 53.340 ***

행정기관 공정성 0.169 23.111 ***

정치효능감 0.003 0.509

현재 경제 만족도 0.024 3.354 ***

동네 안전성 0.035 5.044 ***

R square 0.287

수정된 R square 0.287

N 16,000

*** : p-value < 0.01

** : p-value < 0.05

T-test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변수를 추가하자 상반되는 부의 인과관

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자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

체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예산 활동을 경험했던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 신뢰 수준이 높았던 것은, 개인 특성이나 중앙신

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본래부터 높은 수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

측된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중앙정부 신뢰도(β=0.40)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에 부합하였다

(Kelleher & Wolack, 2007; Rahn & Rudolph, 2005). 그 외 행정기관 공

정성(신상준·이숙종, 2016), 읍면부 거주(정광호 외, 2001), 대인신뢰, 경

제 만족도(Inglehart, 1990) 및 동네안전성 인식 요인의 영향 방향도 선

행연구들과 일치한다. 다만 일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정부 신뢰

방향은 선행연구에서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본 모형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학력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지지하고(Cook &

Gronke, 2005; Uslaner, 2001), 소득은 부(-)의 영향을 연령은 양(+)의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를 지지한다

(Rahn & Rudolph, 2005; 이곤수·송건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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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석

정치 참여는 정부에 대한 저신뢰 현상을 타개할 방안으로 활발하게 장

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 참여와 정부 신뢰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부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장수찬, 2002),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test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신뢰 간 양자만

을 분석했을 때는, 전자가 후자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를 설정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효과만을

측정한 회귀분석에서는 반대로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방자치단체 신뢰도가 높

은 것은 개인 특성을 포함한 통제변수에 의한 효과일 뿐, 제도 자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신뢰를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 선정한 요소는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 적극적/소극적 정치

참여도, 대인신뢰 수준, 사회 갈등 인식도, 중앙정부 신뢰도, 행정 공정성

평가도, 경제 성과 평가도, 동네 안전성이다.

이상의 데이터 결과는 일반적으로 정치 참여가 정부 신뢰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부합한다(류태건, 2010; 유재원, 2000). 본

연구에서 따로 살펴본 적극적 및 소극적 정치 참여도의 경우에도 미약하

게 지방자치단체 신뢰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방향이 일치한다. 다

만 신뢰수준이 낮아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설문조

사에서 정치 참여 유형이 지방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것까지 포괄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부작용의 원인은, 정치 참여 자체가 정부 신

뢰 증진을 담보하지 않으며, 개인의 경험 또는 연구범위 설정에 따라 정

부 신뢰에 정(+)의 영향도 부(-)의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장수

찬, 2002). 즉 정치 참여의 효과는 경험의 여부보다 경험의 질에 달려 있

다. 시민들이 개별 서비스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전반적인 정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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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Ryzin et al., 2004). 또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

가 정부활동 및 정치에 관한 지식을 증대시키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정

부에 대한 불신이 상승하기도 한다(Hetherington, 1998; 박희봉 외,

2003). 획득 정보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에게 실망하기 때문이다. 선행연

구들은 정부의 부정적 정치적 사건이나 태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소로

이어지며, 또한 정치 경험과 정치사회화에 따라 정부 신뢰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Citrin, 1974; Damico, 2000).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

구는 아직 없으나, 해당 제도 역시 정치 참여 제도의 일종이므로 부정적

인 참여 경험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정책연구보고서 및 언론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꾸준하

게 거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율은 2%에 불과

한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많은 자치단체에서 제도가 형식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KBS, 2018). 법적·경제적 한계도 커서 참여한 시민

들마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시민의 불만족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활동 중에 제도 설계나 관련 법령의 구조적 한계

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홍보분과 위원의 경

우, 서울시 공식 참여예산 웹사이트에 직접 글을 작성하지 못한다. 개인

블로그나 SNS에 홍보글을 작성한 다음 공식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행정기관 웹사이트 글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해당 기관이 지는데, 일반 시민에 공식 웹페이지의 게시 권한을 줄 경우

부적절한 언행이나 틀린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뿐 아

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매번 업로드 전에 글을 심사하는 것 역시 참여의 본질에

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제제에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참여위원들

은 작성한 글의 파급력이 작아 홍보 활동의 보람이 적게 된다(국민참여

예산제도 회의록, 2018). 즉 참여의 의의를 느끼기 어려운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을 수 있다.

둘째, 공무원 또는 행정청의 태도나 능력에 불만을 갖게 되었을 수 있

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요식행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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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관심도로 인해 참여위원이 관변단체 회원이나 통장 등으로 채워

진다거나, 사업 설명이 무성의하거나, 질문이나 토론 기회가 거의 주어지

지 않는 식이다(매일신문, 2018). 이러한 보여주기 식 운영은 자원한 소

수의 참여위원도, 요청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참석한 참여위원도 모두 만

족시키지 못한다.

셋째, 참여 주민들끼리 발생한 갈등을 행정기관이 적절히 중재해주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자치단체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성

별,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참여

위원들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상이하고,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

는 토론에서 갈등이 일어날 개연성을 부여한다. 특히 이권과 관련된 사

업가나 이익집단이 개입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커진다. 주민참여예산

제가 활발히 시행되는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많다. 이들이 과도하게 해당 예산을 주장함으로써 타

참여위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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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연령 소득 학력

구간(누적%) 40대(62.2)
300이상~400미
만(53.6) 고졸(59.3)

제 2 절 인구통계 집단 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

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차이 분석 결과 및 해석

1. 인구통계학적 요인 별 집단 분류

[표 4-7]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중위값 구간

앞서 가설 1에서 검증하였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

참여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반대이다.

따라서 해당 결과가 주민참여예산 제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적

인 경향인지, 특정 집단에서 이러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집중 개선이

가능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하의 가설 2에

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표본을 반분하고 각 집단 간 차이를

관찰하는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치단체 유형’, ‘성별’, ‘연령’, ‘소득’,

‘학력’을 각각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가설 1(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이 지

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성 성립 여부 및 계수 크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앞선 두 변인은 분류상 2집단만 존재하나, 나머지 ‘연령’, ‘소

득’, ‘학력’의 경우 다수의 구간이 존재한다. 집단을 양분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누적 퍼센트가 50%를 포함하는 구간인 ‘40

대’, ‘300이상~400미만’, ‘고졸’까지를 1집단으로, 이외를 2집단으로 설정하

였다.

분석 결과의 유의성 확인은 p-value 값을 활용하였다. 아래 일련의 결

과표에서 ***는 신뢰수준 99%, **는, 95%, *는 90% 신뢰수준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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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
동부 읍면부

β t β t

(상수) 9.508 *** 6.557 ***

독립
변수

주민참여예산 활동 -0.008 -1.113 -0.036 -2.321 **

개인
특성

성별 0.010 1.334 -0.017 -1.070

연령 0.037 4.270 *** 0.041 1.972 **

소득 -0.015 -1.900 * -0.037 -2.143 **

학력 -0.013 -1.449 -0.026 -1.238

사회
영역

대인신뢰 0.041 5.344 *** 0.050 3.152 ***

사회 갈등 인식도 -0.059 -7.740 *** -0.053 -3.347 ***

적극적 정치 참여 -0.007 -0.873 0.016 1.000

소극적 정치 참여 -0.005 -0.641 -0.019 -1.100

정부 중앙부처 신뢰도 0.403 48.334 *** 0.394 22.451 ***

2. 동부/읍면부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읍면부 집단의 경우 β=-0.036, t=-2.321, 신뢰수준 95%로 CPB 참여가

지방자치단체 신뢰도를 유의미하게 하락시키나, 동부 집단의 경우 독립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p-value를 고려하지 않

고 β값만 분석하더라도 -.008 < -.036으로 시골 집단에서 CPB의 효과

가 상대적으로 4.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인신뢰(+)’, ‘사회갈등 인식도(-)’, ‘중앙부처 신뢰도(+)’, ‘행정기

관 공정성(+)’, ‘동네안전성(+)’이 신뢰수준 99%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소득(-)’의 경우 p값은 달랐으나 양 집단에서 같은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동부에서는 추가로 '현재 경제

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거주민이 경제

성과에 더욱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회귀모형은 동부 집단에서

28.6%, 읍면부 집단에서 27.2%의 설명력을 가진다.

동부보다 읍면부에서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영

향을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8] 동부/읍면부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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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행정기관 공정성 0.171 21.154 *** 0.160 9.367 ***

정치효능감 0.002 0.285 0.010 0.662

현재 경제 만족도 0.032 4.004 *** -0.006 -0.375

동네 안전성 0.031 4.005 *** 0.045 2.794 ***

R square .287 .275

수정된 R square .286 .272

N 12964 3036

분류 변수
남성 여성

β t β t

(상수) 7.285 *** 7.951 ***

독립
변수

주민참여예산 활동 -0.013 -1.371 -0.016 -1.693 *

3. 남성/여성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여성의 경우 미약하게 CPB 참여가 지방자치단체 신뢰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0%). 다만 p-value에 큰 차이가 없는 바, 이

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β값이 –0.013(남성)≅-0.016(여성), t값이

-1.371(남성)≅-1.693(여성)으로 두 집단에서 인과성 수준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읍면부)’, ‘연령(+)’, ‘대인신뢰(+)’, ‘사회갈등 인식도(-)’,

‘중앙부처 신뢰도(+)’, ‘행정기관 공정성(+)’, ‘동네안전성(+)’이 신뢰수준

99%, ‘소득(-)’이 신뢰수준 90%로 두 집단에서 모두 영향력을 미치는 요

소로 도출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남성 집단의 경우 ‘현재 경제 만족도

(+)’, ‘소극적 정치 참여(-)’ 또한 유의미한 요소이다. 본 회귀모형은 남성

집단에서 27.8%, 여성 집단에서 29.5%의 설명력을 가진다.

즉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

집단에서 약간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4-9] 남성/여성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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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성

거주지역유형 0.057 5.839 *** 0.041 4.227 ***

연령 0.031 2.835 *** 0.049 3.974 ***

소득 -0.020 -1.964 * -0.018 -1.705 *

학력 -0.022 -1.996 ** -0.013 -1.095

사회
영역

대인신뢰 0.051 5.283 *** 0.032 3.327 ***

사회갈등 인식도 -0.046 -4.781 *** -0.070 -7.216 ***

적극적 정치 참여 0.000 -0.014 -0.006 -0.595

소극적 정치 참여 -0.019 -1.846 * 0.003 0.299

정부
영역

중앙부처 신뢰도 0.377 35.369 *** 0.424 40.128 ***

행정기관 공정성 0.178 17.199 *** 0.160 15.558 ***

정치효능감 -0.002 -0.166 0.009 0.942

현재 경제 만족도 0.036 3.562 *** 0.011 1.085

동네 안전성 0.044 4.521 *** 0.026 2.562 ***

R square .280 .297

수정된 R square .278 .295

N 8129 7871

4. 저연령/고연령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고연령 집단의 경우 β=-0.032, t=-2.854, 신뢰수준 99%로 CPB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저연령 집단의 경우 독

립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p-value를 고려하지

않고 β값만 분석하더라도 -.003 < -.032로 고연령 집단이 상대적으로

10배가량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거주지역 유형(읍면부)’, ‘대인신뢰(+)’, ‘사회갈등 인식도(-)’,

‘중앙정부 신뢰도(+)’, ‘행정기관 공정성(+)’, ‘동네안전성(+)’이 두 집단에

서 모두 신뢰수준 99%로 영향 변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저연령 집단의

경우 ‘현재 경제 만족도’가, 고연령 집단에서는 ‘소득(-)’, ‘학력(-)’이 추

가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형은 저연령 집단에서 28.9%, 고연령

집단에서 26.4%의 설명력을 가진다.

정리하자면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경우, 40대 이하 저연령층보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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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

저연령(40대 이하) 고연령(50대 이상)

β t β t

(상수) 7.157 *** 9.280 ***

독립
변수

주민참여예산 경험 -0.003 -0.361 -0.032 -2.854 ***

개인
특성

거주지역유형 0.041 4.797 *** 0.059 5.021 ***

성별 0.007 0.846 -0.001 -0.098

소득 -0.014 -1.588 -0.027 -2.151 **

학력 -0.004 -0.441 -0.034 -2.554 **

사회
영역

대인신뢰 0.040 4.646 *** 0.048 4.227 ***

사회갈등 인식도 -0.064 -7.417 *** -0.046 -4.067 ***

적극적 정치 참여 0.001 0.150 -0.009 -0.753

소극적 정치 참여 -0.010 -1.171 -0.020 -1.842 *

정부
영역

중앙부처 신뢰도 0.401 42.065 *** 0.400 32.550 ***

행정기관 공정성 0.182 19.615 *** 0.146 12.217 ***

정치효능감 0.000 0.039 0.010 0.869

현재 경제 만족도 0.028 3.061 *** 0.017 1.428

동네 안전성 0.028 3.164 *** 0.044 3.812 ***

R square .290 .265

수정된 R square .289 .264

N 9955 6045

참여예산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크다.

[표 4-10] 저연령/고연령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5. 저소득/고소득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저소득 집단의 경우 β=-0.016, t=-1.735, 신뢰수준 90%로 참여예산 활

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고소득 집단의 경

우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β값만 분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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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

저소득(월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고소득(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β t β t

(상수) 8.445 *** 5.975 ***

독립
변수

주민참여예산활동 -0.016 -1.735 * -0.015 -1.542

개인
특성

거주지역유형 0.056 5.932 *** 0.035 3.524 ***

성별 -0.005 -0.488 0.015 1.470

연령 0.044 3.779 *** 0.030 2.765 ***

학력 -0.022 -1.922 * -0.007 -0.624

사회
영역

대인신뢰 0.036 3.779 *** 0.049 4.926 ***

사회갈등 인식도 -0.069 -7.326 *** -0.043 -4.293 ***

소극적 정치 참여 -0.003 -0.365 -0.004 -0.364

적극적 정치 참여 -0.014 -1.385 0.000 -0.023

정부
영역

중앙부처 신뢰도 0.399 39.080 *** 0.402 36.237 ***

행정기관 공정성 0.153 15.373 *** 0.187 17.379 ***

정치효능감 0.018 1.906 * -0.013 -1.366

현재 경제 만족도 0.036 3.657 *** 0.013 1.202

동네 안전성 0.042 4.322 *** 0.028 2.686 ***

R square .288 .289

는 -.016(저소득), -0.015(고소득)으로, 두 집단에서 주민참여예산 활동의

효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거주지역 유형(읍면부)’, ‘연령(+)’, ‘대인신뢰(+)’, ‘사회갈등 인식

도(-)’, ‘중앙정부 신뢰도(+)’, ‘행정기관 공정성(+)’, ‘동네안전성(+)’이 두

집단에서 모두 신뢰수준 99%로 영향 변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저소득층

은 ‘학력(-)’과 ‘정치효능감(+)’, ‘현재 경제 만족도(+)’가 유의한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본 회귀모형은 두 집단에서 모두 28.7%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상을 정리하면, 월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보다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게 크다.

[표 4-11] 저소득/고소득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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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R square .287 .287

N 8583 7417

분류 변수
저학력(고졸 이하) 고학력(대졸 이상)

β t β t

(상수) 8.790 *** 5.628 ***

독립
변수

주민참여예산활동 -0.023 -2.675 *** -0.003 -0.267

개인
특성

거주지역유형 0.057 6.314 *** 0.041 3.892 ***

성별 0.000 0.001 0.015 1.435

연령 0.059 5.875 *** 0.023 2.084 **

소득 -0.023 -2.577 *** -0.019 -1.769 *

사회 대인신뢰 0.033 3.694 *** 0.057 5.285 ***

6. 저학력/고학력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저학력 집단의 경우 β=-0.023, t=-2.675, 신뢰수준 99%로 참여예산 경

험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를 유의미하게 하락시키나, 고소득 집단의 경

우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p-value는 논외로

β값만 분석하더라도 -.023 > -.003으로 저학력층의 인과계수가 7배 이

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거주지역 유형(읍면부)’, ‘사회갈등 인식도(-)’, ‘행정기관 공정

성(+)’, ‘현재 경제 만족도(+)’, ‘현재 정치 만족도(+)’, ‘동네안전성(+)’이

양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도출되었고(신뢰수준

99%), ‘연령(+)’과 ‘소득(-)’, ‘현재 경제 만족도(+)’는 신뢰도 수준은 다르

나 역시 의미 있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회귀모형은 저학력 집단에

서 28.3%, 고소득 집단에서 29.2%의 설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경우, 대졸 이상 고학력층보다 주민참여

예산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크다.

[표 4-12] 저학력/고학력 집단 간 주민참여예산제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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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사회갈등 인식도 -0.044 -4.988 *** -0.078 -7.267 ***

적극적 정치 참여 -0.006 -0.720 0.001 0.126

소극적 정치 참여 0.001 0.141 -0.015 -1.410

정부
영역

중앙부처 신뢰도 0.415 43.048 *** 0.378 31.521 ***

행정기관 공정성 0.150 15.850 *** 0.197 17.035 ***

정치효능감 -0.001 -0.117 0.010 0.981

현재 경제 만족도 0.025 2.727 *** 0.024 2.075 **

동네 안전성 0.034 3.655 0.039 3.573 ***

R square .284 .294

수정된 R square .283 .292

N 9488 6512

7. 인구통계 집단 별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 신

뢰에 미치는 영향 차이 해석

이상 가설 2의 분석 결과 ‘읍면부 거주’, ‘여성’, ‘고연령’, ‘저소득’, ‘저학

력’ 집단에서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를 더 많이 하락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특히 베타 값만을 고려할 때 ‘읍면부 거주’, ‘고연령’, ‘저학력’ 집단

에서 상대적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당 집단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으

로 보인다. 사전 기대 수준이 높았다면 참여 과정에서 동일하게 부정적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더 큰 만족도 불일치를 느꼈을 것이다. 기대불일치

이론(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에 따르면 고객의 서비스 만족

또는 불만족이 성과와 기대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Oliver(1980)는 고

객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성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성과가 기대보

다 저조한 부정적 불일치(negative disconfirmation)의 경우에는 실제 성

과 수치와 관계없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시민을 공공서비스

를 소비하는 고객으로 보는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을 수용하면,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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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에 참여한 시민 또한 소비자로서 이러한 사전 기대를 가질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Ryzin(2005)은 뉴욕 시 전화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사전 기대가 지방 정부 서비스에 관한 만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화(1999)는 공공서비스를 고객의 기

대 수준보다 더 우수하게 제공할 때 고객 만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강혜진(2018)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불일치가 지역만족도와 거주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행정기관과 정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기대치에 반비례하고, 실적

또는 성취에 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구통계학 개인 특성이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이므로, 이를 하위 집단 별로 나누어 분석해볼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 대상 정책이나 서비스, 혹은 집단에 따라 그 기대 방향과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Morgeson·VanAmburg·Mithas(2011)은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전자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갈돈(2013)

은 연령, 소득, 학력 수준은 모두 지방정부 기대 수준과 비례하며 성별은

유의한 요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외에 정부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단순히 성과 만족을 측정하지 않고 ‘기대 대비 만족’을 조사하는 경우 인

구통계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읍면부 거주’, ‘여성’,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집단들은 전통적으로

상대 집단들에 비해 정책 의견 표출의 기회가 드물었다. 따라서 주민참

여예산제도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읍면부는 주민과

행정부 간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다. 도시보다 인구 밀도가 낮아 하나

의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면적이 더 넓으며, 자치단체의 인력 및 시설 여

력도 부족하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 이슈 관심도가

높고 의견 표출도 잦다. 온라인 기사의 정치면 구독 수 및 댓글에서 남

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고연령층은 적극적 정

치 참여의 경험이 적다. 일생의 대부분 권위주의 정부 및 사회구조를 경

험한 바, 적극적으로 정책 형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데 익숙하지 않

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저소득층 및 저학력층은 경제적 여유와 정보·

지식의 부족으로, 평소에 정부의 정책 및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 58 -

연구가설
채택

여부
B(β) t 방향

[가설1] 주민참여예산 활동

→ 지방자치단체신뢰
지지 -0.015 -2.214 -

[가설2-1] 가설1의 효과가

동부<읍면부
지지 -0.036 -2.321 -

[가설2-2] 가설1의 효과가

남성<여성
지지 -0.016 -1.693 -

[가설2-3] 가설1의 효과가

저연령<고연령
지지 -0.032 -2.854 -

[가설2-4] 가설1의 효과가

저소득>고소득
지지 -0.016 -1.735 -

[가설2-5] 가설1의 효과가

저학력>고학력
지지 -0.023 -2.675 -

작았을 것이다.

정책 의견 표출 기회가 적었던 집단의 주민들은 참여예산제도에 큰 기

대를 하였을 것이다. 해당 제도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까지 참여하도록 보장하여 의견표출의 창구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

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가설 1에서 분석하였듯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일련의 제도

및 시행상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정부 신뢰를 저해하였다. 따라서 기대

불일치 수준이 더욱 커져 부의 인과관계도 더욱 강하게 발생하였다고 짐

작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읍면부 거주’,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여성’ 집단은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큰 기대를 품고 과정에 참여하였을 것이고, 요식적 행위

나 제도 설계 및 프로세스 상의 문제 발생 시 기대 대비 만족도가 더욱

낮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였다고 분석된다.

[표 4-13] 가설검정 결과 종합

※ 가설 2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집단의 β, t 값만을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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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국민 16,000명의 응답을 기초로 진행한 실증 분석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

다. 추가적으로 이를 여러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읍면부 거주’,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여성’ 집단에서 대응 집

단보다 유의미하게 큰 부(-)의 인과관계가 도출되었고 특히 앞선 세 집

단에서 인과관계의 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 별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로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전

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설계 및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의 물리적인 시행은 확대되고 있으나, 그 운

영의 질과 참여의 진정성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제도의 시행만을 강제하거나, 무분별

하게 예산 혹은 참여인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

를 제고할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경험 질을 높여 정치 참여가

정부 신뢰를 높이는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통계 집단 별로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고안과 운영 과정에 반영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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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 가설들의 검증에서, 2016년 8월~2018년 7월 동안 주민참여예

산제도를 경험한 응답자(294명)와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15,706명)의 수

가 크게 차이나 ‘표본 편중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해당 제도의 참여

율이 저조한 실정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확산 시행 중이나 대다

수의 지역에서 1% 미만의 참여율을 보인다. 본 연구의 표본 역시 약

1.56%의 활동 참여 응답율을 보임으로써 현황에 맞는 데이터로 판단하

였다. 향후 참여율이 상승하면 추가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설 2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 집단 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

의 원인을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정부 및 공공서비스

기대치 대비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는 많으나, 기대치 자

체의 수치를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다. 참여예산 활동 설문조사 문항에서

거주지역·성별·연령·소득·학력 별 사전 기대치가 추가된다면 논의의 근

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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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CPB, PB) on Trust in Local Governments. PB is expected

to enhance the trust by increasing general trust, fiscal democracy and

fiscal efficiency, etc. However, this analysis does not support the

expectation. First, experience of CPB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It seems that PB participants had

gained negative information on the process which decreased their

trust levels. Second, the degrees of decline were more bigger in the

population groups of ‘the rural area’, ‘the elderly’, ‘the lower income

bracket’ and ‘the lower educated’ than the opposite group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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