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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민주주의가 의회에 재정과 관련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과연 재정민주주의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를 위해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과정에서 사후적(ex-post)으로 표출된 예산내용 및 결과에 초점

을 맞춰 강도를 측정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에 근거한 가중치로 합산하여 지수화 

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동태 선형 패널 모형에 기초하여 고정효과 분석과 함께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이용하여 의회예산권한지수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

향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의회예산권한지수가 높아질수록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채무증가

율이 악화되는 등 의회예산권한의 강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의회의 예산권한 강화가 예산과정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을 약화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

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바, 재정준칙, 재정분권,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조정 메

커니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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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예산권한

의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재정운용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는 국민의 의사를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구

현하는 과정으로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역사적으로 변천을 거듭해 왔다. 민주주의

의 역사가 오래 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1217년 대헌장(Magna 

Carta)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최초로 확립한 이후, 의회의 1차적인 관심은 국왕의 전횡

으로부터 귀족 계층을 포함한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조세수입의 용도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 시스템은 17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발전할 수 있었는데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의회는 국왕이 결정하는 지출에 대해 

실질적인 승인 권한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옥동석, 2004). 미국에서도 영국에 대한 독립

전쟁이 ‘동의 없는 과세’를 거부하는 독립의회(First Continental Congress)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처럼 서구의 재정민주주의 확립 과정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예산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과 권한, 소위 ‘의

회예산’(legislative budgeting)의 양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Schick, 2002).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정부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회의 예산권한(power of the purse)은 형식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

다(박석희, 2009).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예산심의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원희, 2008; 

김인철 외, 2002 등)도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개발연대 시대의 우리나라 국회는 ‘통법부’(rubber 

stamp parliament)라고 불릴 정도로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

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는 우리나

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되어 왔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일반

적으로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구비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옥동석, 2004). 첫째는 ‘조세

법률주의’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는 ‘지출법률주의’로서 지출의 항목별 내용과 규모 역시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셋째는,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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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집행 결과를 감사하여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과정에 다시 환류(feedback)시키는 

것이다.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헌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선행연구에

서도 지속 제기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옥동석(2004), 최광(2008), 김진영(2016) 

등을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의안번호 12670)에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행정부의 예산안 국회제출시기를 종전 회계연도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예산안 제출시기 관련 내용은 

하위법인 국가재정법 개정(2013년 5월 28일)을 통해 2016년부터 이미 전면 시행되었기

에 가장 큰 수정은 예산법률주의 도입이었다. 여야 간 미합의에 따라 개헌안이 최종 폐

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논의를 볼 때 우리나라 정치권 및 학계 등은 최소한 재정민

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헌법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증가

시키는 쪽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아온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예산제도는 예산과정

에서 개별 권력 주체가 갖는 권한의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전주열 외, 2018). 따라서 

‘의회의 예산권한’은 예산과정에서 행정부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통제를 통해 헌법과 법

률에 의해 부여된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서 구체화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의회

의 ‘재정권한,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주로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관한 힘의 원천을 의미하는 ‘power of the purse’라고 표현된다.

이처럼 ‘재정민주주의’라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재정과 관련

한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인식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

로 재정과 관련한 절대적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김정훈 

외, 2010). 스웨덴의 경제학자 Wicksell에 따르면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선호(fiscal preference)를 반영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달

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의회의 예산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

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권한 확대가 재정민주주의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이념인 수권

자로서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지 관점에서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에 대한 심층

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권력분립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의회의 예산권한 강화

가 재정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개헌 등의 논의에 있어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운용 과

정에서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민주주의를 나타내는 핵심변수로 예산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을 선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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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수로 변환하여 그 구체적인 강도를 측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 운용과정에서 사후적(ex-post)으로 표출된 결과에 초점을 맞춰 실

제 의회의 예산권한을 측정하고 이러한 의회예산권한의 차이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상

이한 영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의회예산권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에 대

하여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분석틀, 연구

가설, 변수의 선정과 측정, 연구대상 설정 및 자료수집 절차, 그리고 분석방법 등으로 

구성된 연구 설계를 제시하고, Ⅳ장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

해 의회예산권한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Ⅴ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

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의회예산권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재정운용의 목표는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민이 기대하는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의 확

보는 필수적인 요건이다(허명순, 2013). 재정건전성은 보통 재정상태(fiscal condition)와 

혼용되는데 Berne & Schramm(1986)은, ‘정부가 수입증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장･단기 관점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사하게 미국

의 ICMA(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는 재정건전성을 현금지급능력

(cash solvency), 예산상 지급능력(budgetary solvency), 장기적 지급능력(long-run 

solvency), 서비스 지급능력(service-level solvency)의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Groves et al, 2003), 필요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수입과 지출의 부합 정도를 의미한다. 그 측정에 있어 재정건전성은 

채무의 규모를 통해 파악 가능하나, 저량(stock)으로서의 채무는 유량(flow)으로서의 재

정수지 적자가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재정수지 또한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의회예산권한의 확대가 재정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공유지

의 비극’과 ‘대리인 이론’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공유지(Common 

pool resource)의 비극은 재정정책이 가지는 외부성(externality)으로 협력의 부재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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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재정운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Von Hagen & Harden(1995)은 ‘재정환

상’(fiscal illusion)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아래 모형을 통해 예산과정 참여자간 권력 관

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예산결정이 완전정보를 보유한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단일 주

체의 효용함수 U는 아래 (식-1)과 같이 표현되게 된다. 여기서 i는 개별 경제주체, n은 

참여자수, fi는 확보한 재원, xi는 정책산출량, xi
*는 정책산출목표, B0는 정부 전체의 효용

을 극대화하는 예산 규모, B는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예산 규모, m은 조

세징수 과정에서의 초과부담을 의미한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별 경제주체 i는 

확보한 재원 fi를 활용하여 각각의 역량 zi를 결합하여 xi를 정책을 산출하게 되어 xi=fizi

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편의상 zi=1이라고 가정한다. xi*이라는 정책산출 목표로서 목표 

미달성시 α에 해당하는 효용 손실이 발생하는데 논의의 편의상 xi*=x*로 가정한다. B는 

전체 예산규모로서 fi의 합계와 동일하다. 그 결과 정부 입장에서 효용함수를 극대화 하

는 예산규모 B0은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식-1)

그러나 개별경제 주체는 (식-2)와 같이 정부와는 다른 효용함수를 가지게 된다. 여기

에서 γzi는 재정지출로 인해 얻게 되는 개인적인 효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세징수 과

정에서의 부담은 개별 참여자가 분담함에 따라 mi=m/n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개별 

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예산규모는 B로 정부 입장에서의 최적의 규모보다 큰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정부의 효용함수와는 달리 개별 참여주

체의 효용함수에는 지출로 인한 개인적 효용은 추가되는 반면 조세 부담은 경감됨으로

써 상이한 비용-편익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식-2)

Wehner(2010)는 직접적인 의회의 예산수정권한에 초점을 맞추어 의원의 예산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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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지출규모가 커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대표적 개인의 효용

함수를 활용한 분석에서 의회의 수정권한에 따라 상이한 균형점이 도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E라고 할 떼 의회의 예산수정에 제한이 없는 경우 의회의 

선호(무차별곡선)에 따라 L1 또는 L2로 최종예산이 확정되게 된다. 의회에서 예산증액은 

불가능하고 삭감만 가능한 경우(cut only constraint)에 예산제약식은 YcEXs 또는 YsEXc

로 변하여 L1 또는 L2에서 수직으로 하방이동한 C1 또는 C2에서 예산이 확정된게 된다. 

총지출규모에 대한 제약(total spending constraint)이 존재하는 경우의 예산제약식은 E

점을 통과하는 YsEXs가 되며 의회의 구체적 선호에 따라 S1 또는 S2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또한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제약(deficit constraint)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적자 규

모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과 수입을 수정 가능한 때의 예산제약식은 YdXd

가 되며 D1 또는 D2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된다. 이 모형은 의회의 예산권한에 따라 지출

규모 및 재정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의회 수정권한에 따른 예산제약의 변화

                           * 출처: Wehner(2010: 23)

다음으로 대리인 이론은 재원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선출한 

정치인(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원배분 및 사용을 결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리인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원을 사용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대

표적인 것이 관료의 예산 극대화 행태에 대한 Niskanen(1971)의 연구이다. Niskanen의 

관료제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추구자(budget maximizer)로서 자신의 효

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본다. 동 모형에 따르면 관료는 공공서비스를 공

급독점하며 국회 등 후원자(sponsor)는 그 산출물을 수요독점하는 지위에 있지만 관료의 

정보능력 및 의제설정 능력 등으로 인해 관료가 국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불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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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쌍방독점’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관료가 획득하는 예산 수입은 생산에 소요되

는 비용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제약 조건 하에서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그 결과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회 후생 측면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

로 최적인 q' 대신에 관료는 q*의 공공재 생산을 제안함으로써 재정지출은 B*로 팽창하

게 되고, 사회적 이윤은 0이 된다는 것이다.

<그림 2>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 출처: Shepsle(2010: 275)

따라서 이러한 관료제 모형에 입각할 경우, 의회의 통제가 약한 행정부 우위의 불균형

적인 쌍방독점적 예산과정에서는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후생 측면의 손실이 발

생하게 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통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공유지의 비극’ 관점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의회의 예

산권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의회의 예산권한을 측정함에 있어 Lienert(2005)는 OECD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분립 정도를 계량화하고, 어떤 정치 환경 하에서 의회의 

예산권한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의회예산권한을 측정하기 위해 

“중기계획에서 의회의 역할, 예산승인까지 소요시간, 의회에 대한 기술적 지원, 행정부

의 재량” 등의 요소를 합산하여 지수화하고,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분립 정도가 명확

할수록 의회의 권한이 강해짐을 보이고 있다. Alesina et al.(1996)도 유사한 방식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예산과정을 지수화하여 의회와 행정부 간의 상대적 권한 강도

를 측정한 바 있다. Wehner(2010)는 ‘예산수정권한, 예산 미성립시 잠정예산 범위, 행정

부의 예산집행 신축성, 예산심사소요기간, 위원회 역량, 예산정보접근성’ 등 6가지 요소

를 합산하여 지수화하고 있다. 분석결과 30개 OECD 회원국 중 미국의 예산권한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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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인 14번째로 나타났다. 동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OECD나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국가 간 비

교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춘순･문지은(2012)은 Wehner(2010)의 방법론을 차용하

여 동일한 6개의 변수로 48개 국가의 예산제도를 지수화 하였으며, 박정수･김애진

(2015)도 ‘국회 예산변경권한, 사전예산 존재여부, 예산승인과 내각불신임 연결, 예산심

의기간’과 같은 변수를 활용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예산권한지수를 구성한 바 있다. 

의회예산권한과 재정건전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Alesina & Perotti(1995)는 예산과

정에서 예산당국의 권한을 기준으로 예산제도를 위계적(hierarchical) 제도와 합의적

(collegial) 제도로 구분하고, 이것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자의 경

우 예산과정에서 지출부처에 비해 예산당국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예산과정에서 

행정부가 의회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재정통제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합의적 

예산제도 하에서는 예산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주장이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주목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이 

크면 클수록 적자지출 및 부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Persson, Roland 

& Tabellini(2000)는 실증분석을 기초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 형태와 비교할 때 입법

적 응집력(legislative cohesion)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법부와의 ‘균형과 견제’로 인하

여 정부 지출의 규모와 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의 국가의 정

부지출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Hallerberg et al.(2007)은 정당 제도가 재정규

율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과 같은 양당제 하에서는 재무부장관에

게 강력한 권한을 위임(delegation)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네덜란드와 같은 다당제 하

에서는 계약(contract)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 기존 연구 결과

저자(연도) 연구 내용 및 분석 결과

Niskanen(1971) 관료들의 사익극대화에 따른 예산극대화 행태 

Alesina & Perotti(1995) 예산제도를 위계/합의제 제도로 구분

Lienert(2005) OECD 회원국의 권력분립, 의회예산권한 정도 측정

Alesina et al.(1996) 중남미국가 대상, 예산제도 확립시 건전성 양호

Persson, Roland & Tabellini(2000)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지출규모가 큼

Barrios & Schaechter(2008) 재정준칙, 중기재정 등 재정 관리제도가 QPF 개선

Hallerberg et al.(2007) 예산통제방식을 위임과 계약으로 구분하여 설명

김춘순･문지은(2012) Wehner(2010) 지수 활용, 48국 의회예산지수 측정

박정수･김애진(2015) 의회예산지수가 OECD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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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석대상의 한계이

다. 예산제도를 분석한 대다수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비교사례 연

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정이다. 개별 국가가 처해 있는 다양한 여건을 감안할 때, 다

른 나라의 예산제도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

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둘째, 연구목적 및 활용 측면에서의 한계이다.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나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분석을 다룬 연구들은 일부 있었으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양자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흡하였다. 셋

째, 연구변수 측정 및 방법론 측면에서의 한계이다. 예산과정에서의 제도적 수준을 측정

한 연구들은 대부분 Wehner(2010)의 방법론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론은 태생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주로 택하고 있는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분

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예산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적용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OECD 국가별 자료는 해당 국가 예산담당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연성(soft) 데이터라는 점에서 지수화 과

정에 상당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분석의 많은 부분이 

제도의 ‘정성적’(qualitative)인 속성을 다루고 있기에 ‘정량적’(quantitative) 방법론에 기

초한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도 존재한다(홍승현, 2010).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 결과의 적실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최근 10년간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집한 변수의 변동성

(variability)을 활용하여 중앙과 기초의회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광역의회를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지방의회와 국회는 처리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심사 기간 등 법에 규

정된 제도적 측면도 일부 차이가 있지만, 집행부의 증액동의권을 포함하여 의회와 행정

부와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으로 예산과정에서의 제도

적 요인, 그 중에서도 ‘의회의 예산권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규명한 후, 의회의 예산권한이 강화될수록 재정건전성 측면

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변수의 측정에 있어, 

사전적(ex-ante)인 예산제도의 속성보다는 사후적(ex-post)으로 제도 운영에 따라 표출

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예산권한의 실제적 모습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

뢰성 있는 의회예산권한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가능한 경성(hard) 지표를 통해 측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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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지수 구성의 자의성을 최소하고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의회예산권한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합산하는 데 있어 임의의 가중치

를 부여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기반한 계층화 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 설계 및 방법론

1. 연구대상 및 분석틀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권

한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민주주의를 나타내는 핵심변수로 예산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을 선정하고, 이를 지수로 변환하여 그 구체적인 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예산 내용 및 절차로 구분하여 각 3개 항목씩 총 6개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우선 

예산내용과 관련된 요소로 예산수정비율, 세출예산 중 예비비 비율, 세출예산 중 의회경

비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예산절차와 관련된 요소로는 예산안 심사기간, 예결위 개최횟

수, 전임의원 비율을 고려하였다. 항목별 지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광역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열의 분석범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분석대상은 

2013년에 신설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의 광역 자치단체로 설정하였다. 법령 개정과 관

련된 재정민주주의 논의는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에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법 규

정상 중앙･지방 예산과정이 상당 부분 유사하며, 현행 정당 공천제 하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력 관계도 중앙 정치의 연장선에서 파악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역 의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도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로 설정한 것

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지방재정 365’ 사이트에서 획득 가능한 지자체의 재정자

료가 2008년부터인 점과,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통제변수의 최신 자료가 2017년 

기준인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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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 연구의 분석틀

<그림 3>은 의회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보여준다. 6가지의 관련 항목으로 의회예산권한지수를 도

출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상이한 정치적 분점도 하에서 의회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와 재정운용 간의 관계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의회예산권한과 

재정건전성 간의 인과관계를 신뢰성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구･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보다 상세한 변수별 측정방법 및 

획득방법은 아래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2 ｢행정논총｣ 제58권 제2호

<표 2> 변수의 측정지표

구분 변수 측정 척도 출처

종속 변수
재정

건전성
통합재정수지 비율,
지방채무 증가율

%
지방재정365,
행안부 발간

독립
변수

의회
예산
권한
지수

의회예산
수정정도

수정규모(증감액 절대값 누계) 
÷집행부 제출 예산안 규모

%

광역의회
의안정보

예산안
심사기간

예결위에 회부되어 의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실제 일수

일

예결위 
개최횟수

연간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실적
(결산 논의 포함)

회

의회경비 전체 세출예산 중 의회경비 비율 %
지방재정365

예비비 전체 세출예산 중예비비 비율 %
전임의원

비율
의원 직업 현황 중

지방의원 출신 의원 비중
% 지방의회현황

통제
변수

정치
요인

단체장
영향력 

(대통령)단체장 선거 득표율:
(유권자 수÷당선자 득표수)×100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방의회

현황

분점정부
여부

(대통령)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당적 일치여부

일치1
불일치0

정치적 
분점도

1 - 정치적 집중도
(단체장 소속 정당의 의석 비율)

0~1

경제적 요인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

KOSIS
국가통계

포털

재정자주도 %

행정적 요인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수 명

해당 지방정부의 주민 수(로그) %

2. 모형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로 통합재정규모(지출) 대비 통합

재정수지 비율과, 지방채무 증가율(연도별, 전년대비)을 활용하였다. 재정수지는 IMF 

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기준에 따른 일반 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수지 통계를 사용하였다. 채무(부채)는 통상 IMF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D1)는 국가재

정법 제91조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보증채

무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중앙, 지방채무 모두 IMF의 

1986년 정부재정 통계지침(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M 1986)에 따른 

현금주의에 입각한 D1 방식으로 산정된다.

우선 독립변수로서 의회예산권한을 지수화하기 위해 분석 대상인 16개 광역지방의회

의 예산과정에서 도출된 6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표값 가운데 연도별 최대값, 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13

소값을 이용해 항목별 값을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 

Methodology) 방식을 사용하였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ax min

min
 /   max min

min
    (식-3)

여기서 Li는 광역지자체 i의 C지표의 정규화한 값이고, Ci는 i지자체의 지표 C의 원래

값이다. Cmax와 Cmin은 각각 비교대상 지자체들 가운데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위의 

식에 따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지표값을 정규화할 경우 최대값을 가진 지자체

에서 정규화된 지표값은 1이 되고, 최소값을 가진 지자체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방식

은 지역 간 비교 뿐 아니라, 지역 내 시기별 변화도 비교 가능한 장점이 있어 패널 통계

에 기초한 Human Development Index, Index of Social Health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

다(Osberg & Sharpe, 2005).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데이터에 기초한 이원고정

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을 통해 지자체별, 연도별 이질적인 특성을 동시

에 통제하여 누락변수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동태적 패널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본 연구의 동태패널 모형>

Yit = α1 + α2(Yit-1) + α3(POWERit) + α4(GRDPit) + α5(REVENUEit) + α6(CIVILit) + α7ln(POPULATIONit)
+ α8(VOTEit) + α9(DIVIDEDit)+ui+eit

Yit: i 광역지자체의 t기의 재정건전성(재정수지 및 채무증가율)
POWERit: i 광역지자체의 t기의 의회예산권한지수
GRDPit: i 광역지자체의 t기의 GRDP 증가율
REVENUEit: i 광역지자체의 t기의 재정자주도
CIVILit: i 광역지자체의 t기의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
POPULATIONtit: i 광역지자체의 t기의 주민수(자연로그)
VOTEit: i 광역지자체의 t기의 지자체장 선거 득표율
DIVIDEDit: i 광역지자체의 t기 분점정부 여부(분점정부1, 단점정부 0)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재정건전성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동태 패널 모형의 

적합성과 변수들의 안정성을 선행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정상적(stationary) 시계열이 

아닌 경우 가성 회귀(spurious regression)로 추정 회귀계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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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 검정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개별효과 ui가 제거됨으로써 추

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의 변수에 따른 편의(Omitted Variable Bias: OVB)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건전성 비율 등이 전기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동태패

널 편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Nickell, 198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rellan & Bover(1995) 등이 제안한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System GMM)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고자 한다. 

시스템 GMM은 Yit-2, Yit-3과 같은 종속변수의 수준값(Level variable) 뿐만 아니라, 차분

변수의 과거값(lagged value)을 결합하여 독립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 일치추정

량을 구하는 모형이다. 다만, 동 분석은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고 도구변수가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하므로 AR(자기상관) 검정과 과대 식별이 적절한지에 대한 Sargan 검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 검정 작업을 거쳐 의회예산권한지수가 재정운용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고정효과 분석과 시스템 GMM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 관점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

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강화될수록 통합재정수지 및 채무증가율이 악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의회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집행부(단체장) 간 관계의 대리변수로 정치적 분점도가 종속변수인 재정건

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분점정부 하에서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의 상대적인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처

럼 정치적 분점도는 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정건전성에도 상이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체장 소속정당(여당)의 의석비율을 기초로 정치적 분

점도(1-정치적 집중도)를 계산하여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가설>

H1: 의회예산권한이 강할수록 통합재정수지(비율)는 악화될 것이다.
H2: 의회예산권한이 강할수록 강할수록 채무증가율은 악화될 것이다. 
H3: 정치적 분점도는 의회예산권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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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회예산권한의 측정과 평가

1. 의회예산권한지수의 산정

의회예산권한지수를 구성하는 6개 구성지표별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3>에서 제시되

어 있다. 시도별 6개 지표를 연도 단위로 선형 표준화하여 지수화한 이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도출

된 적정 가중치를 활용하여 예산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6개의 지표를 합산하였다. 

<표 3> 시도별 6개 구성 지표 기술통계량(2008~2017년 평균)

지역
예결위

심사기간
예산수정

비율
예결위

개최횟수
예비비
비율

전임의원
비율

의회경비
비율

서울 32.4일 2.9% 12.3회 0.6% 72.3% 0.100%

부산 24.5일 0.4% 10.5회 0.8% 64.1% 0.109%

대구 15.2일 1.2% 12.1회 0.8% 57.4% 0.101%

인천 26.6일 1.5% 12.6회 0.7% 68.6% 0.092%

광주 20.3일 0.6% 11.2회 0.8% 67.6% 0.101%

대전 16.8일 0.3% 16.7회 1.0% 64.7% 0.116%

울산 24.2일 0.2% 8.9회 1.1% 81.4% 0.126%

경기 33.9일 3.0% 21.1회 0.6% 77.6% 0.082%

강원 21.4일 0.9% 12.1회 1.0% 59.6% 0.114%

충북 19.5일 0.6% 12.3회 1.5% 48.2% 0.109%

충남 21.2일 0.2% 8.9회 1.4% 68.3% 0.095%

전북 17.6일 0.5% 16.9회 1.3% 79.9% 0.116%

전남 19.1일 0.2% 10.9회 0.8% 76.2% 0.094%

경북 23.7일 0.4% 15.8회 1.0% 65.0% 0.131%

경남 21.3일 0.6% 12.8회 1.0% 60.0% 0.102%

제주 19.2일 1.8% 19.3회 1.2% 91.2% 0.114%

개념상 AHP 방식은 의사결정의 구성요소들을 계층화하여 쌍대비교에 의해 다수로 구

성된 평가자의 합의된 판단을 도출하는 비교적 간편하며 범용적인 방법이다(Saaty, 

1982). AHP의 첫 번째 과정은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항목들을 계층화하는 것이다. 계층

의 최상위에는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goal)이 위치하며, 그 다음의 하위 계층들은 의사

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회의 예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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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을 목표로 제1계층으로는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

는 ‘예산내용’과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 및 의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예산 절차’를 설

정한 후, 제2계층에서는 각각 3개의 항목을 배치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인 의사결정구조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 제1계층 중요도 평가

의회의 예산권한

제1계층
예산내용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구체적 모습)

예산절차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

 및 의원의 특성)

<그림 5> 제2계층 중요도 평가

예산내용

예산수정비율
(증감액 누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비율

세출예산 중
의회경비 비율  

예산절차

예결위
심사일수

예결위
개최횟수

전임의원
비율

다음 단계로는 동일 계층 내의 요소들을 1:1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하게 

된다. 구체적인 산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사결정

자가 n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nC2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한 후, 다음의 쌍대비교행렬 An×n

을 구성할 수 있는데, 행렬 An×n는 주대각원소가 모두 1이 되는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을 구성하게 된다.

    (식-4)

행렬 A에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벡터 w를 곱하면 다음의 행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17

식 관계로 표현 가능하며, 이를 벡터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식-5)

w의 해를 구한 값을 평가항목별 가중치 벡터로 사용하게 된다.1)

∙  ∙     (식-6)

여기서 w1/wn은 요소 1이 요소 n보다 어느 정도 선호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적으로는 9점 척도가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 및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

해 16개 광역지자체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

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가중치를 도출

하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종사하는 16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은 예산내용과 예산절차 

간의 약 6:4 수준으로 예산내용이 의회권한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항목별로는 예산수정비율과 예결위 개최횟수가 의회권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산심사일수 및 예비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항목별 가중치

구 분 항 목 가중치

예산내용

수정비율 0.325

예비비 비율 0.105

의회 경비 비율 0.173

소 계 0.603

예산 절차

심사일수 0.089

개최횟수 0.227

전임의원 비율 0.173

소 계 0.397

1) n은 A의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로, 행(또는 열)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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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예산권한지수 현황과 추이

전술한 바와 같이 항목별 표준점수를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가중치로 합산하여 의회

예산권한지수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예산권한지수는 2008년 이후 전반적

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 0.48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에는 

0.45로 다소 반등하였으나 2017년에는 0.37로 저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6> 연도별 의회예산권한지수 추이

다음으로 분석대상 기간 동안 지자체별 예산권한지수를 살펴보면 전체 지자체의 평균 

지수는 0.41이며, 상위 3개 지자체는 경기, 서울, 제주의 순서이고 하위 3개 지자체는 

충북, 충남, 전남 등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 지자체와 제주도가 기타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의회예산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항목별로 

서울은 예산수정비율 항목에서, 경기도는 예결위 개최횟수와 예산심사기간 항목에서, 

제주도는 의회경비 비율 항목에서 가장 높은 항목별 표준점수를 보였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19

<그림 7> 시도별 의회예산권한지수(2008∼2017년 평균)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위투표자이론에 따르면 정

치인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강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유권자의 특성(소득과 연령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지자체

별 특성은 우리나라 정치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현 

정당공천제 하의 지역구도 측면이다. 지역 정당 중심 구조 하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주의 투표행태로 인해 지역 연고에 기반한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행정부

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의회예산권한지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우선 서

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더미변수와 의회예산권한지수 간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는 0.5475로 정(+)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균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도권 지자체의 의회예산권한지수가 0.59로서 비수도권 지자체(0.38)

의 경우를 훨씬 상회하였다. 



20 ｢행정논총｣ 제58권 제2호

<표 5> 수도권/지방간 t-검정 결과

구 분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t값(p값) 자유도

지방 130 0.3760769 0.1199063
-8.2235
(0.0000)

158수도권 30 0.5916667 0.165281 

합 계 160 0.4165 0.1541836

Ⅴ. 분석 결과

1. 모형의 적합성과 안정성

<표 6> 분석 변수의 기술 통계량

구분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변수 의회예산권한지수 160 0.4165 0.1541836 0.1 0.82

종속변수
통합재정수지비율 160 -0.0945438 0.0403985 -0.191 0.102

지방채무증가율 160 0.0328312 0.1726758 -0.284  0.992

통제변수

재정자주도 160 0.7415562 0.0582967 0.621 0.937

GRDP증가율(%) 160 2.9325 2.38627 -3.6 11.8

공무원수 160 6.673 2.277136 3.65 11.36

주민수(로그) 160 14.65931 0.7289202 13.24 16.37

단체장득표율 160 0.5771625 0.0985327 0.414 0.78

분점정부 더미 160 0.2625 0.4413744 0 1

<표 6>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시계열 자료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Panel unit roo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패널 단위근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패널 단위근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선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LLC 

검정, IPS 검정, Fisher 형태 검정을 모두 실시한 결과, 원자료(level)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범주에서 1% 및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모든 

변수가 안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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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패널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및 검정방식
원자료(Level)

통계량 P-value

 통합재정수지비율

 Levin, Lin and Chu t-test -5.7051 0.0000***

 Im, Peseran, Shin W-stat  -3.6019 0.0002***

 Harris-Tzavalis rho-test  -8.6111 0.0000***

 지방채무 증가율

 Levin, Lin and Chu t-test -12.4580 0.0000***

 Im, Peseran, Shin W-stat -5.6990 0.0000***

 Harris-Tzavalis rho-test -7.2054 0.0000***

 예산권한지수

 Levin, Lin and Chu t-test -4.8778 0.0000***

 Im, Peseran, Shin W-stat -2.4750 0.0067***

 Harris-Tzavalis rho-test -6.6463 0.0000***

 주: *p〈0.1, **p〈0.05, ***p〈0.01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오차항 ui가 제거됨으로써 추정 과정에서 제3의 변수에 따른 편

의(Omitted Variable Bias)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의 규모와 내용

이 전기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 따라 동태패널 편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Nickell, 

1981).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점증주의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동태패널 

편의(Nickell bias)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과 같은 정태적 패널데

이터 모형에서 사용한 추정방법은 시차종속변수가 설명변수의 하나로 포함됨으로써 나

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rellan & Bover(1995) 

등이 제안한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시스

템 GMM은 Yit-2, Yit-3과 같은 종속변수의 수준값(Level variable) 뿐만이 아니라 차분변수

의 과거값(lagged value)을 결합하여 독립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 일치추정량을 

구하는 모형이다. 다만, 동 분석은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고 도구변수가 적절하게 선정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하므로 AR(자기상관) 검정과 과대 식별이 적절한지에 대

한 Sargan 검정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자기상관(AR) 검정 결과, 종속변수 모두 1계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은 5% 유의

수준에서 기각되었으며, 2계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오차항은 서로 독립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Sargan 검정 



22 ｢행정논총｣ 제58권 제2호

결과는 과대식별이 적절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경우 

도구변수의 수(51)가 패널그룹의 수(16)보다 많아서 동 검정의 신뢰성에 문제 소지(민인

식･최필선, 2016: 224)가 있는 바, 시스템 GMM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시스템 GMM 분석에서는 도구변수로 설명변수의 시차수준변수, 시차차분변수를 

모두 활용하므로 분석기간(T)이 늘어날수록 도구변수 숫자는 급증(proliferation)하는 경

향이 있다(Roodman, 2009). 이러한 경우 도구변수가 추정할 모수보다 너무 많은 경우, 

과대적합(over-fitting) 소지가 있어 과대식별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

기 때문이다.

<표 8> 자기상관 검정 결과

(1) 종속변수: 통합재정수지비율 (2) 종속변수: 지방채무 증가율

Order z-statistics P-value Order z-statistics P-value

AR(1) -2.6656 0.0077 AR(1) -2.397 0.0165

AR(2) 0.80717 0.4196 AR(2) -.32498 0.7452 

<표 9> 과대식별 조건에 대한 Sargan 검정결과

구 분 통합수지비율 지방채무증가율 SOC 예산 비중

Chi-square(P-value) 37.94409(0.6899) 68.27644(0.0084) 57.18809(0.0724)

2.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재정건전성의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예산권한지수(0∼1 범위), 종속변수는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로그 변환 없이 level-level 형태로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도출되는 

회귀계수의 의미는 의회예산권한지수가 1단위(0→1) 증가했을 때 종속변수 변화 정도

(%p)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측정 단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표준화된(standardized) 추정계수 β를 함께 계산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의회예산권한지수는 통합재정수지비율에 고정효과 모형과 시스템 

GMM 모형에서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해석해 보면 의회예산권한지수의 1단위 변화는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통합재

정수지비율을 -6.4%p, 시스템 GMM 모형에서는 -8.3%p 악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예산권한지수가 가장 낮은 경우(0)와 가장 높은 경우의 차이가 각각 6.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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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라는 의미이다. 전 지자체의 최근 10년 평균 통합재정수지비율이 -9.8%인 것을 감

안했을 때 의회예산권한지수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10> 의회예산권한과 통합재정수지: 고정효과 모형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전기 종속변수 0.1094486 0.1109452 0.0917617 1.19 0.235

의회예산권한지수 -0.0645683 -0.0099554 0.037897 -1.70* 0.091

재정자주도 0.1916448 0.0111723 0.2233589 0.86 0.393

GRDP 증가율 -0.0004215 -0.0010058 0.0020519 -0.21 0.838

1인당 공무원수 0.0393561 0.0896192 0.0367549 1.07 0.287

Ln(주민수) 0.1088184 0.0793198 0.2509449 0.43 0.665

지자체장 득표율 -0.0300949 -0.0029653 0.0773777 -0.39 0.698

분점정부 여부 -0.0129406 -0.0057116 0.0140593 -0.92 0.359

<표 11> 의회예산권한과 통합재정수지: 시스템 GMM 모형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z값 p값

전기 종속변수 0.0414837 0.1169847 0.0720778 0.58 0.565

의회예산권한지수 -0.0834895 -0.2569169 0.0398211 -2.10** 0.036

재정자주도 0.0723539 0.1795433 0.1925767 0.38 0.707

GRDP 증가율 0.0011539 0.0322792 0.0014755 0.78 0.434

1인당 공무원수 0.0050283 -0.1613597 0.0057756 0.87 0.384

Ln(주민수) -0.0021889 -0.4844336 0.0104359 -0.21 0.834

지자체장 득표율 -0.1811656 -0.2004243 0.0948806 -1.91* 0.056

분점정부 여부 -0.0281176 -0.0247812 0.0164242 -1.71* 0.087

 주: *p〈0.1, **p〈0.05, ***p〈0.01

다음으로 지방채무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유의

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 GMM 모형에서는 99% 신뢰수준에서 의회예산권

한지수 1단위 증가는 채무증가율을 59.6%p 증가시키는 유의한 정(+)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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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의회예산권한과 지방채무: 고정효과 모형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전기 종속변수 0.0476908 0.0484589 0.0969116 0.50 0.618

의회예산권한지수 -0.1503196 -0.1342216 0.1192245 -1.13 0.263

재정자주도 -0.1268563 -0.0428277 0.2564522 -0.17 0.868

GRDP 증가율 0.0027864 0.0385064 0.0971014 0.40 0.692

1인당 공무원수 0.4093143 5.397771 1.694467 3.19*** 0.002

Ln(주민수) 1.366368 5.767881 3.691818 1.56 0.121

지자체장 득표율 0.2590626 0.1478269 0.1507406 0.98 0.329

분점정부 여부 0.036597 0.0935452 0.1221774 0.77 0.445

<표 13> 의회예산권한과 지방채무: 시스템 GMM 모형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z값 p값

전기 종속변수 0.4222318 0.3905363 0.0678466 6.22*** 0.000

의회예산권한지수 0.596569 0.5053546 0.1739757 3.43*** 0.001

재정자주도 2.784708 0.8647722 0.7637993 3.65*** 0.000

GRDP 증가율 -0.0133622 -0.2048855 0.0071517 -1.87* 0.062

1인당 공무원수 0.0399069 0.0801989 0.02127 1.88* 0.061

Ln(주민수) -0.2121483 -1.258674 0.0456626 -4.65*** 0.000

지자체장 득표율 0.932293 0.6220396 0.4222951 2.21** 0.027

분점정부 여부 -0.0581915 -0.1307428 0.0641444 -0.91 0.364

다음으로 의회예산권한이 종속변수인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치적 분점도의 차이에 따라 의회예산권한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소속정당(여당)의 의석비율을 기초로 정치적 분점도(1-정치적 

집중도)를 계산하여 중위값인 0.18을 기준으로 정치적 분점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160개의 관측치 중 정치적 분점도가 높은(상위 

50%) 관측치 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두 모형에서 모두 의회예산권한지수가 재정

건전성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체 패널자

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의회예산권한지수 1단위의 증가가 재정수지비율은 6.4∼

8.3%p 악화시키고, 채무증가율은 59.7%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적 분점

도가 높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재정수지비율은 13.6∼14.2%p 악화시키고, 

채무증가율은 66.0%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권한지수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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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이다. 

<표 14>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재정건전성: 정치적 분점도가 높은 경우

모형 고정효과 시스템 GMM

종속변수 재정수지비율 채무증가율 재정수지비율 채무증가율

전기 종속변수
 0.0892718 0.0502846 -0.0185761 0.2952934***

(0.517) (0.741) (0.852) (0.004) 

예산권한지수
-0.1361602 -0.5545655*** -0.1421487** 0.6604727***

(0.025) (0.009) (0.011) (0.008)

재정자주도
0.3674229 -2.114433 0.4332647 -0.0819311

(0.296) (0.107) (0.061) (0.937)

GRDP
-0.0013623 0.0106375 0.0014159 -0.0142505

(0.647) (0.313) (0.585) (0.224) 

공무원수
0.0042847 -0.0915998 -0.0040193 0.0572151**

(0.937) (0.734) (0.528) (0.039) 

ln(주민수)
0.0152355 6.091783** -0.021722 -0.0326317

(0.963) (0.044) (0.084) (0.606)

득표율
0.015661 -0.1139365 -0.0341059 -0.2785814

(0.925) (0.662) (0.777) (0.650)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 분점도가 낮은 경우(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종

속변수 및 모형과 관계없이 예산권한지수와 재정건전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적 분점도에 따라 의회예산권한지수가 재정건전성에 미치

는 상이한 분석 결과는 예산권한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정치적 분점도는 종속변수에 대한 주효과와는 별도로 

의회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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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재정건전성: 정치적 분점도가 낮은 경우

모형 고정효과 시스템 GMM

종속변수 재정수지비율 채무증가율 재정수지비율 채무증가율

전기 종속변수
-0.0733245 -0.0253919 0.0146409 0.4996628***

(0.642) (0.840) (0.899) (0.000) 

예산권한지수
0.0804943 0.0036526 -0.0309148 0.0032994

(0.344) (0.986) (0.605) (0.985)

재정자주도
-0.6285411 0.6006448 -0.108704 0.077862

(0.237) (0.612) (0.788) (0.941)

GRDP
-0.0017812 -0.0066817 0.0000328 -0.0223597***

(0.685) (0.517) (0.989) (0.008)

공무원수
0.1133347 0.2795225 -0.0063206 -0.0170613

(0.318) (0.141) (0.316)  (0.414)

ln(주민수)
-0.7644329 0.0550872 0.0047638 0.0123149

(0.544) (0.962) (0.814) (0.815)

득표율
-0.0482086 -0.1870989 -0.0430972 -0.0974368

(0.657) (0.742) (0.658) (0.789)

 주: *p〈0.1, **p〈0.05, ***p〈0.01 (괄호 안의 수치는 p-value)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운용

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의회예산권한지수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회예산권한지수의 1단위 변화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을 6.4%~8.3%p, 지방채무 증가

율은 59.6%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회의 예산권한 강화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재정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재정민주주의

라는 가치는 재정운용을 통해 수권자인 국민의 부담 경감 및 후생 증가를 위한 이념적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재정 법령 

논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첫째,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그 범위 내에서의 행정부의 재량적인 재정

운용을 조화를 위해 ‘재정준칙’(fiscal rule)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정부지출, 채무비율 등 총량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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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재정운용성과를 담보하는 방법이다(이동원 외, 2011). 재정준칙은 법률 규정을 통

해 행정부와 정치인의 지출 확대 편향(bias)을 제한하는 효과적 수단이며 장기적으로 재

정위기 방지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태석, 2018). 현실적으로 의회나 행

정부 일방의 권한 확대보다 재정준칙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

는 것이 재정운용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정착 필요성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 운용이 비효율적인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연성 제약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 

미흡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세출을 기준으로 한 지방재정 규모 및 비중은 크게 증대되었지만 세입 자율

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지방정부는 재정을 과도하게 팽창하려는 동기

를 갖는다(안종석･박정수, 1996: 51).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만성적

으로 재원의 부족을 경험하면서도 재정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오히

려 이전재원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에 치중하여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로비를 하거나 

떼를 쓰는 연성예산제약증후군의 행태를 야기한다(오영균, 2009). 연성 제약에 따른 비

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기능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세입분권

과 자율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동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규율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다. 예산심의는 기본적으로 행정

부와 입법부 양자 간의 정치적 협상 과정이다. 이러한 정합(fixed-sum)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당연히 제고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보다는 투명성(transparency)과 같은 재정민주주의의 다른 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전 세계 115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2017년 예산투명성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60점을 

받아 27위를 기록한 바 있다.2) 이는 우리나라가 평가대상에 포함된 2006년 이후 최저 

순위로서 2012년에 8위(75점), 2017년에 19위(65점)를 기록하는 등 지속 하락 추세에 있

다. 전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Wehner & Renzio(2013)는 예산과정

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향후 지자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과 예산배분내용

의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의 확대 및 내실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결국,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민주주의를 단순히 의회예산권한

2) “정부 예산투명성 60점, 27위로 추락, 역대 최저순위”(이데일리, 20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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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보다는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 분권 등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예산은 ‘공유자원’에 해당하며 근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s)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의회 예산과정은 지방의원 개인의 

선호를 집합시켜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지방의원은 국지적인 극대화

(local maximization)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완화하

고 공유자원을 사회적 수요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예산과정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재정준칙, 실질적 재정분권, 투명성 제

고 등도 결국 예산과정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상 한계가 존

재할 수 있다. 고려한 통제변수들 이외에도 지역별 산업 정책 및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고유특성 및 특정 시점의 공통 요인들 이외에, 지자체

별로 특수한 정치·행정적 여건과 같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

한 비가시적인 요인들은 완전히 통제하기 곤란함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운용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행사의 제약도 제

3의 변수(omitted variable)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중앙정부의 통제장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제약하고 의회예산권한이 재정운용에 미치는 인과관계 경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회예산권한지수의 산정과정에서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6가

지 핵심 구성요소를 선정하였으나,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

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예산내용 및 예산절차 구성요소 간에 완전한 독립성이 존재하

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측면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

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함에 따른 한계와 중앙재정(행정부와 국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문제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앙과 지방의 예산과정은 매우 

유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과정의 전문성을 비롯해서 양자 간의 차이점이 존재

하는 것도 부인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이 중앙정부의 예산과정에도 그대

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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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on Fiscal Soundness

Kyung-Pyo Kang & Jun-Ki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a key component of fiscal democracy, and fiscal soundn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calculates indices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based on maximum-minimum 

normalization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tarting from this preliminary work, this 

research tries to discov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and 

fiscal indices of 16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7. A fixed-effects model and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were utilized in order to 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legislative budgeting power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fiscal soundness in terms of consolidated fiscal budget balance and the rate of increase in 

local government deb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evious institutional reforms for 

stronger legislative budgeting power may have resulted from a mistaken belief. Therefore, 

the validity of a reform for better fiscal democracy should be judged by criteria that assess 

whether it contributes to reducing tax payers' burden.

【Keywords: fiscal democracy, fiscal operatio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fiscal 

soundness, political concen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