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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독사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할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로서, 정책과 정책학이 지향해야 할 인간 존엄성 실현과 맞닿아 있는 중

대한 문제이다(Lasswell, 1951). 가족해체,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도시

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의 결과로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죽음의 

순간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 문제가 존재하거나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 도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Collier & Messick, 1975).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현상은 중대한 전국가적 문제이지만 고독사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정책의제화는 중앙정

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왔다.

 2014년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조례를 첫 도입하였고, 

2015년~2020년 사이 단기간 정책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20년 

1월 기준 전국 약 1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도입 완료

하였다. 즉, 고독사 예방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률을 통한 강제(제도도입 

의무화)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전국적인 정책 확산 사

례로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전국적 정책 확산 현상은 정책학적 관점

의 연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라는 점에서, 그 정책 확산의 

주체와 양상, 영향요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고독사 예방 조례는 조례 도입 이후 고독사 예방 성과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70%가 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정책적 차별성이 부

족한 유사한 구성과 내용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단기간 전국적으로 급속

하게 확산되었다. 

 둘째, 그동안의 정책확산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 대한 의

존도를 반영하여 기초 지방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정책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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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Vertical Policy Diffusion)에 있어 상급 정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적 확산

(Top-Down Diffusion)을 가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독사 

예방 조례의 확산 현상은 지역적 확산 모형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의 

가정과는 다르게 하향적 확산(Top-Down Diffusion) 양상 뿐만 아니라 상

향적 확산(Bottom-up Diffusion)의 양상 또한 관찰되었기 때문에 수직적 

확산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확산 연구는 정책과정론에 있어서 정책형성  

과정-정책채택과정에 이어서 채택된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것을 기본 가

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시용 정책 또는 형식적 조례의 채택 영향요인과 이와 

구분되는 실제 정책확산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이론적 한

계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례 

입법 후 미집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연구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과 전국적인 확산을 정책 혁신과 확

산으로 정의하고, 고독사 예방 조례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어떤 요인이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 확산 과정이 얼마

나 합리적이었는지 타 지자체 영향력과 관련한‘외부적 요인’과‘내부

결정요인’을 모두 고려한 Berry&Berry(1990)의 통합모형(Unified Model)

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고독사 예방 조

례가 지역의 실정과 정책의 필요성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내부적 

결정 요인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여부와 광역자치단체와 이웃 정부의 영

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 도입과 집행 정도(the extent of innovation implementation)

를 통해 지방정부 혁신성을 측정하고자 한 Downs & Mohr(1976:709-710)

의 논의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정책혁신 수준에 따라 확산의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고독사 예방 조례 내용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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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정책 집행을 위한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 확보를 실질적으로 

고려한 지방정부를 고혁신 정부로, 그렇지 못한 경우 저혁신 정부로 유

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 확산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관

련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확산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고독사 예방 조

례의 정책 확산 현상에 외부적 확산모형(external diffusion model)과 내

부적 결정요인모형(internal determinant model)이 상호보완적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고독사 예방 

조례 확산의 영향요인으로는 외부적 확산 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 중 사

회적 요인을 제외한 정치적 요인, 행재정적 요인이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고독사 예방 

정책확산 분석 결과 이웃 정부 간 지역 확산요인이 시간의존성 통제변수

와 함께 고려되어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유효함을 검증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고독사 예방 조례 도입의 확산 영향요인 중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를 살펴보면, 외부적 확산요인 중에서

는 이웃 정부의 정책 채택으로 인한 영향력인 수평적 확산 요인과, 내부

적 결정요인에서는 정치적 요인 중 지자체장의 정치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행·재정적 요인 중 인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외부적 확산요인 중 광역지자체의 정책 채택으로 인한 수직적 확

산 요인, 내부적 결정요인 중 사회적 요인인 1인 가구 비율, 정치적 요

인 중 단점정부 여부, 행·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적 확산 요인에서는 수평적 확산 변수가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에 



- iv -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한 이웃 지방정부의 조례 제

정이 증가할수록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

으로 예측한 수평적 확산 요인 가설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부적 결정요인으로는 소속 정당으로 대변되는 단체장의 정치적 이념

과 지자체 인구규모가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혁신 수준별 정책 확산 영향요인 분석결과, 고혁신 정부는 

저혁신 정부와 비교해 외부적 확산 요인과 단체장의 정치 성향 및 의지

를 포함한 정치적 요인이 주요한 정책 채택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

대적으로 저혁신 정부는 외부적 확산 요인과 1인 가구 비율을 포함하는 

사회적 요인과 인구 규모 등의 행재정적 요인이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정책 혁신 연구들은 대부분 혁신성을 

혁신의 순서 혹은 패턴을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먼저 정

책을 도입한 지방정부의 혁신성이 높으며 이후에 정책을 도입한 지방정

부의 혁신성은 낮은 것으로 가정한 논의한 반면(조근식, 2014), 본 연구

는 기존의 정책혁신의 순서에 근거한 연구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제 운영 수준과 실태를 고려한 유형화를 통해 혁신 수준

별 영향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정책혁신 연구와 관련하

여 혁신성의 개념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기존에 출산장려금 및 출산장려정책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한 사회

복지 정책 확산 연구에‘출산’이 아닌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사망’과 

관련한 고독사 예방 정책 확산 연구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확산 연구에 대한 논의를 더하고 정책확산 연구모형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도입과 확산에는 정책 자체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이웃 정부의 정책 채택 여부, 지방정부의 행정적 역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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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통계

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이어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이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인구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도권, 중소도시 지방정부에서 인구 감소

에 대응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비롯한 인구 정책 수립율이 더 낮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방정부 행정역량의 

감소와 정주 여건 미비로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

해 구체적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주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

러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정부 인구정책·사회보장정책인 고독

사 예방 조례의 확산 현상에 이웃 정부의 영향력인 수평적 확산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회문제 고독사 현상에 보다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 정책에 대한 단순 모방 보다는 

학습을 통한 지자체 실정과 현황에 맞는 차별화된 고유한 정책 혁신과 

채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현상에 대응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채택에 단체

장의 정치성향을 포함한 정치적 요인이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공약

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검증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정책혁신 확산, 지방정부 정책혁신성, 고독사 예방 조례,

통합모형, 사건사 분석, 패널로짓 분석

학 번 : 2018-2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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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Lasswell(1951)은‘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정책학

의 목적은 인간 존엄성 실현에 있으며, 정책학은 사회의 근본적 문제 해

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화 사회 이전 과거의 경

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족, 이웃을 비롯한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임종

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와 고령화, 비혼 

현상, 도시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의 결과로 고독사 문제가 발생

하면서 시민들은 죽음의 순간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최소한의 사

회적 욕구'와‘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었다. 

즉, 고독사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할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문

제로서, 정책과 정책학이 지향해야 할 인간 존엄성 실현과도 맞닿아 있

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 문제가 존재하거나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 도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Collier & Messick, 1975).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현상은 중대한 전국가적 문제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제화는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다. 

 최근 가족해체·1인 가구 증가·실업 등 경제능력 상실 등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살다가 사망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음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

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고독사 예방 조례를’도입하고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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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회 문제로서 무연고 사망 문제가 지

역 단위에서 발생하고, 그에 대한 신고·사후 수습·장례 절차가 지역 

주민 신고자 및 지방 정부기관에 의해 처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

독사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정책의제화가 중

앙정부보다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왔다.1)

 2014년 3월 성남시에서 최초로‘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통해 주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작되었

고, 2015년~2020년 사이 단기간 정책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20

년 1월 기준 전국 1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적극 도입

하고 있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무

의 자율적 대응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을 

잘 보여주는 정책 혁신과 그 확산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전국적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넘어 근본적인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도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시도로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독사 예방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률을 통한 강제(제도도입 의무

화)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에 해당한다. 즉, 고독사 

예방 조례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서 자발적으로 고독사 사건의 사후 대책부터 고독사 예방 체계,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긴급의료 및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등의 지역 내 자원 

활용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한‘정책 혁신’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상당 부분

이 중앙정부의 정책 영역과 유사ㆍ중복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

업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한 일률적 정책 

도입·확산 이전에‘고독사 예방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정책

1) 고독사 중 통상적 장례나 사망신고가 불가능한 무연고 사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후 사망자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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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그 확산 사례로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위와 같은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전국적 정책 확산 현상은 정책학적 관점

의 연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라는 점에서, 그 정책 확산의 

주체와 양상, 영향요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이론적으로 지방차원의 정책혁신과 확산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

면 중앙에 의한 정책확산은 지역의 실정과 자율성 대신 신속성과 통합성

을 목적으로 한 획일적 정책확산이 되기 쉬운 반면, 지방정부 간 자연적 

정책확산은 지방의 자율적 의사와 고유한 정책결정권에 기초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혁신의 확산은 잘 이루어지

며 반면 실패한 정책혁신의 확산은 제어되는 정책적 순기능을 지닌다(이

승종, 2004).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채택이 정책 성과를 염두에 둔 합리적 

판단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과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70%가 넘는 지자체에서는 지

역별 정책적 차별성이 부족한 8조 내지 10조로 구성된 매우 유사한 구성

과 내용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단기간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리적인(rational) 대안을 선택

하는 대신 적당한(satisfying)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은 특정 정책이 필요한 정도와 정책을 도

입하는 데 필요한 조직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Walker(1973)

는 Simon(1947)의 만족화 모형(satisficing model)을 인용하면서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접 

지역의 정부 정책에서 계기를 찾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책

확산은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의 구

체적 내용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

책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책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도 있지만, 지방정부 간 

차별화되지 않은 정책이 확산되는 정책의 유사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

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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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지방정부는 앞서 논의된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에 따른 강제화 이외

에도 지방자치단체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경쟁’과‘모방’또는 타 

지방정부의 정책에 민감한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정치적 압력’

에 의해 정책을 도입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조례 등의 자치 입법을 통

해 지역의 문제를 중앙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재정기반과 

체계적 정책분석 능력을 갖춘 중앙정부보다 정책도입 이전에 정책의 효

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웃 지방정부에서 도

입한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는 현상이 나

타날 수 있다(김대진·안빛, 2012). 

 고독사 예방 조례 또한 조례의 시행 효과, 목표달성도, 제·개정에 따

른 후속조치 시행유무 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조례입법

평가체계가 체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아 조례 도입 이후 고독사 예방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단기간 내 전국적으로 광범

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정책 확산에 있어 인접 정부의 영향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의 정책확산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 대한 의

존도를 반영하여 기초 지방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정책확산 

현상(Vertical Policy Diffusion)에 있어 상급 정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적 확산

(Top-Down Diffusion)을 가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 확산 과정 초기인 2014년도에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

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성남시·하남

시·종로구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서울

시 관내 16개 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도입한 후 서울특별시 차원의 조

례가 제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도 광역의회의 조례 입법 이전에 자치구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고독사 예방 조례를 도입하였다. 그리

고 그 정책 확산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특별시-자치구, 광역시-자치구 

간 행정구역 단위, 인구경제학적 구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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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즉, 지역적 확산 모

형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의 가정과는 다르게 하향적 확산(Top-Down 

Diffusion) 양상 뿐만 아니라 상향적 확산(Bottom-up Diffusion)의 양상 

또한 관찰되었기 때문에 수직적 확산 현상에 대한 체계적 검증과 실증분

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 확산 분석에 고독사 위험 취약계층 지원 세부사업 등

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 유형 즉, 사회보장 정

책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결정 과정은 객관적인 조건 및 국민적 요구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나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통 정치적 필요와 목적이 우선시되면서 형식에 그치거나 복지정

책의 기본적 원칙조차 무시한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았고, 이에 따라 관료와 정치인의 권한으로 정책 수요, 정책 목표와는 

괴리된 정책 도입을 보이기 위한‘전시행정’혹은‘보여 주기식’정책들

이 다수 시행되어왔다(하상근, 201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

례 제정도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권한을 남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 제정과 이로 인한 조례 입법 후 방치 

및 미집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하자면 지방정부의 혁신적 정책은 정책과정에 있어 1) 정책혁신의 

채택 후 실제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지자체 고유 사업이 실 집행되는 조

례와 2) 전시용 정책으로 도입 후 비슷한 성격의 중앙정부 사업(국비 사

업)으로 대체하거나 미집행되는 조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정책확산 연구는 정책 채택과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 내

부적 결정요인으로 지자체장의 정치성향과 단점정부 여부, 선거 등의 여

러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은 분석하였지만, 정책과정론에 있어서 정책형

성과정-정책채택과정에 이어서 채택된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보여주기식’형식적 조례의 채택 영향요인과 이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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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실제 정책확산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이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질문들을 바탕으로 첫째, 고독사 예

방 조례가 1인 가구 비중, 정치체제적 특성 등 지역의 실정과 정책의 필

요성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내부적 요인에 의해 도입된 것인지 또

는 외부의 압력이나 모방·학습에 의한 정책확산인지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확산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된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 확산 

현상의 광역자치단체와 이웃 정부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다. 

 둘째, 고독사 예방 조례 내용 분석을 통해 단순‘정책 채택’이 이루어

진 지방정부와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 확보를 실질적으

로 고려한 지방정부를 저혁신, 고혁신 정부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정책 

확산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단기간 전국적으로 확산된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적 혁신

과 확산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과 확산의 메커니즘

(mechanism)의 분석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정책의 확산 이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기에 앞서 여러 기관

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은 행정의 실체와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임도빈, 

2009). 

 따라서, 정책과정의 산출물인‘정책’의 채택만을 종속변수로 고려한 

기존 정책확산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책혁신 수준별로 지방정부

를 유형화하고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앞서 언급

한 인접 이웃정부가 채택한 정책을 모방 채택하고자 하는 외부적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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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채택할 수 있지만, 조례를 실제 이행하는

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다.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는 규

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큰 틀에서 입법평가의 기준이 설정되어 왔

으나, 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도화되었고 그 

입법평가의 주체가 단체장, 의회 등으로 상이하다. 때문에 의무부과 조

례가 아닌 주민의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규범력과 정책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선언적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을 실제로 충실히 집행

(implement)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정책채택요인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구에

서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전국적인 채택과 확산을 정책혁신과 확산으로 정

의하고, 고독사 예방 조례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어떤 요인

이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 확산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타 지자체 영향력과 관련한‘외부적 요인’과‘내부결정

요인’을 모두 고려한 Berry&Berry(1990)의 통합모형(Unified Model)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서 출발한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상위 정부 광역자

치단체와 이웃 정부의 영향력의 정도와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정책의 도입과 집행 정도(the extent of innovation 

implementation)를 통해 지방정부 혁신성을 측정하고자 한 Downs & 

Mohr(1976:709-710)의 논의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정책혁신 수준에 따라 

확산의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정부 간 상호의존성과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정책 환경 하에서 사회보장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단

체장 및 지방 의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정책 확산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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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전국적 확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정책혁신의 확산 이론을 실증

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정책 확산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 고독사 관련 조례 채택 현상을 정책혁신과 확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관련 정책의 확산에 영향을 미

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은 2014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단기간 내 2020년 1월 기준 74%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 정책적으로 확산되어 온 고독사 예방 조례

이다. 또한, 실제 조례 운영이 목적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로서 형식적으

로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의 정책 채택 동인과 실제 지역사회 문제 해

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의 정책 채택 영향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정책확산 연구에 있어 정책 혁신성(Policy 

Innovativeness)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차적으

로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 채택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정책

의 도입 및 집행 정도를 통해 지방정부 혁신성을 측정한 Downs & 

Mohr(1976:709-710)의 논의에 근거하여 조례 채택 지방정부를 혁신성 수

준별로 유형화하고 정책 혁신 수준별 정책확산 영향요인을 앞선 분석과 

동일한 사건사 분석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고독사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특

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정부 

및 광역의회)와 227개의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정부 및 

기초의회)를 대상2)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도를 

비롯 특정 광역자치단체 권역 내 자치구 또는 시·군 등 한정적 지역을 

2) 상위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조례 제정 권한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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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정책확산 선행연구 보다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구 시 결과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

치단체 단위의 공간적 범위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였는데, 다

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조례제정권이 없는 행정시이기 때문이다.3)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 제정권이 없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만 

설치되어 있어 두 행정시가 외부적 요인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영향력으로 인해 정책을 채택하였는지 여부와, 반대로 상향적 확산의 영

향력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성남시에서 고독사 조례를 최초로 의결한 시점은 

2014년이나, 연구모형에 중요한 변수인 통계청 1인 가구 통계 연도별 연

속자료 수집이 가능한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총 5년으로 설정하였다.4) 

 분석 검증은 정책확산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EHA)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간 선행연구에서 사건사 분

석에 주로 사용되었던 통계 모형은 Logit 모형, Probit 모형, Cox 비례위

험 회귀분석 모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 분석 전 사전적 분석

절차로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내외부 변수가 고독사 

조례 채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사 분석 모형 

중 패널 로짓모형(Panel Logit Model)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로짓분석을 위해 ID를 기준으로 세로연속형태(long type panel data)의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또한,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를 위해서 패널 로짓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요 

변수들은 지자체 사회복지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3)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현재는 하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의회만 존재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

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시로 바뀌었고, 기초 의회는 폐지되었다. 
4) 통계청 1인 가구 비율 통계 조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실시되었으며, 2015

년 이전에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등 5년 단위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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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이후 구성은 1)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과 2) 정책 혁신 

수준에 따른 확산의 영향요인 비교분석으로 구성되며, 연구 모형과 가설

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독사 관련 조례이며, 독립변수로

는 내부결정요인(Internal Diffusion Factor)과 지역적 확산요인(External 

Diffusion Factor)이 정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

는 Berry&Berry(1990)의 통합적 이론모형(Unified Theory)을 기반으로 기

존의 정책 확산요인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되어온 주요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외부적 확산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및 모방과 같은 타 지자

체의 영향력과 상위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강제, 정책 아이디어 제공 등

을 통한 하향적 정책확산을 포괄하는 지역 확산 요인을 분석하며, 내부

적 요인 중 사회적 요인은 고독사 발생 가능성과 고독사 관련 사회문제 

공론화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1인 가구 비율을 영향요인으

로 분석한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이념 및 소속 정당과 조례 통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

의회-지방정부 간 단점정부(여대야소) 여부, 행정적 요인으로는 지자체 

조례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와 같은 정책환경적 요

인들을 주요 변수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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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제도적 논의

1. 고독사 예방 조례의 의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

령 인구 비율이 15%를 넘어섰으며, 2019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해 614만 8000가구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통계청 인구주

택총조사, 2019). 이 중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와 보다 깊은 관련이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1인 가구 수와 고독사 발생 건수가 추세

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1인 가

구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고독사 사례도 가장 

많은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투데이, 2016).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고독사’는 더 이상 노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무연고 

사망자는 2549명으로, 이 중 중년층 50~59세 남성은 513명으로 70세 이

상 남성 50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관련 조례를 만든 부

산시에서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86건의 고독사가 발

생했고 이 중 노인이 아닌 은퇴 전 5~6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중은 절

반 가까이에 이르렀다.

 이에 더하여 20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전 연령에서 1인 가구 현

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1인 가구 증대

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독거노인 등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과 세대를 포괄하는 범사회적 문제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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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의 추진유형은 중앙정부가 선도하는 제도

의 의무적 부과 없이 중앙정부 정책사업과 연계성이 없는‘단독형’, 중

앙정부 정책사업에 더해 포괄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는‘확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감사연구원, 2017). 그 중 고독사 예방 조례는 고독사 예

방과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령으로 <고독사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초의회가 위와 같은 엄중

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정책 도입을 시도한‘단독

형’정책에 해당된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독자적 정책 선택이 

어려웠지만, 지방분권의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다 

자율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정책도입은 자연스럽게 자치단체들 간의 정책 경쟁과 정책 학습을 촉진

시켰으며, 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김

대진, 2012). 고독사 예방 조례 도입은 지방 정부에 의해 선도되었고 혁

신적인 정책은 유사한 정책문제를 가진 지역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

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2014년~2020년) 내에 고독사 문제를 중대한 사

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채택이 이루어

<그림 1> 1인 가구 성·연령별 비중(2019)

출처 : 통계청「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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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위와 같이 고독사 예방 조례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 정책 

선택과 정책 확산 사례로서 정책확산 분석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고독사 예방 조례는 도입 이후 자연스럽게 자치단체들 간의 정책경

쟁과 정책학습 또한 촉진시켰으며, 초기 일부 지자체의 정책대상 연령층

을 특정한‘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폐지 후 전 연령을 아우르는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로 수정입법되는 등 현재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전 연령을 포괄하는‘1인 가구’,‘사회적 고립 가구’안

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2. 고독사 예방 조례의 구성

 

 다음으로 전국 지자체별 고독사 예방 조례 분석을 통해 조례 내용을 살펴보

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조례 규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목적은 증가하고 있는‘고독사’

와‘사회적 고립’의 예방 및 지원이었으며, 조례의 지원 대상에 따라 몇몇 

자치단체에서‘1인 가구’및‘노인’등으로 정책 대상을 특정함에 따라 조

례명에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조례명으로 제정되고 있었으

며, 규정으로 명시된 정책의 구성과 내용, 범위 등 주요 내용에는 세부 사업을 

조항별로 분류 또는 요약하여 제시하는 점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통적으로 첫째, 주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한 규정이 있다. 둘째, 고독사 예방 정

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행 계획 · 관리체계 수립과 현황 및 실태조

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조례 본문 각 조항에서 고독사 예

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책 사

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효과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내에서는 고독사



- 14 -

예방 정책사업의 하위 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사회적 고립 예방

을 위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상담·심리치료 및 

의료적 지원>, <식음료 제공사업> 등의 각종 지원정책들의 시행을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단위사업들은 크게 목적에 따라 고독사와 고립 예방

을 위한‘안부확인 사업’,‘심리적 지원 사업’, 건강 및 영양적 지원

을 위한‘식료품 제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정책 대

상(1인 가구, 노인)’또는‘정책 제공 수단(IOT 기술, ICT 기술, 반려동식

물)’이 단위사업명에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 지자체별로 사업명에 약

간의 차이가 있으나 단위사업의 성격과 종류는 유사하였다. 이 중 일부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舊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

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정책의 대상이 만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와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운영지원·지도감독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5)으로 

지방정부에서 변화하는 지역사회환경과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한 순수한 의미의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과 그 정책의 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책혁신의 수

준의 분석 시에는 별도의 고독사 예방 단위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사업비

(시군구비) 및 자체사업(추진계획)의 수립·편성 없이 위와 같은 국고보

조금 사업을 위한‘국비’만 편성된 지자체는 정책 집행(implement) 정

도가 낮은 혁신 수준이 낮은 저혁신 지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

해 사용범위, 용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교부하

는 제도로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은 지원대상과 성질에 따라 자치단

체 경상 보조, 자치단체 자본 보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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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례명칭별 주요 사업 내용 예시

조례명(예시) 주요 내용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ICT 활용 안부확인

-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지원

-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연계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

■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수립

■ 고독사 현황조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 방문간호서비스

-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 정부지원사업 서비스

- 지역사회 및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

■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 조사

■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설치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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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조례명(예시) 주요 내용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방문간호서비스

-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 IOT 기술 활용 안부확인서비스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 일자리 알선

■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 고독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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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고독사 예방 조례 확산의 이론적 논의

제 1 절 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혁신 확산의 개념

 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혁신과 혁신의 확산과정에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 권한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

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지방정

부는 일종의‘정책 실험의 장(policy experiment lab)’이 되어 성공적인 

정책 혁신(policy innovation)은 나아가 지방정부 간 학습·경쟁을 통해 

전파되는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으로 이어지게 되었다(Volden 2002). 

 즉,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은 정책 혁신(policy innovation)의 개념에

서 비롯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책확산을 정의하고 논의하기에 앞서 

정책혁신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동안 혁신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정책 

혁신과 확산에 관한 논의는 Rogers(1962), Mohr(1969)의 혁신(innovation)

에 관한 연구와 Walker(1969), Downs(1976)의 혁신으로서의 정책(policy 

as innovation)에서 이론적 논의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데, 

Rogers(1962)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확산에 대한 연구‘Diffusion of 

innovations’에서 혁신과 확산의 개념을 처음 정리하였고, Walker(1969)

는 공공 영역에 혁신과 확산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먼저 Rogers(1962)는 개인이나 잠재적 채택자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인

식하고 받아들이는 사고(idea), 실천(practice), 목표(object)를‘혁신’으로 

정의하였으며, 생산기술이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제도나 문화 등 다양

한 영역에 혁신의 개념을 적용하여 혁신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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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안빛, 2012).

 Rogers(1962)가 좀 더 포괄적인 혁신의 개념과 혁신의 속성들이 혁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반면, Walker(1969)의 연구는 혁신과 

확산의 개념을 공공영역 정책 분야 연구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정책혁

신 및 확산 연구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연구로 꼽힌다. Walker(1969)는 

새로운 정책과 공공사업의 도입을 기술혁신에 비유하여 정책혁신이라 개

념화하였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의 혁신도 기술혁신의 전파처

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갈 수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켜왔다(김대진, 

2011). Walker(1969)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채택하는 것

을 정책의‘혁신’이라 정의하였다. 

 한편, Mohr(1969)는 조직혁신(organizational innovation)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 혁신을 전통적 행태 대신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강조하는 조

직의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조직혁신은 혁신에 대한 동기(Motivation), 

혁신을 막는 장애물과 저항(Obstacles), 혁신에 필요한 자원(Resource)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Mohr, 1969; 조근식, 2014).

 Berry&Berry(1990)는 먼저 정책 혁신을‘정부 정책 및 행정 관련 문제

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보 또는 지식을 발견·생산하여 새로운 행정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어서 

Berry&Berry(1990)는 Mohr(1969)의 혁신에 대한 동기-장애-자원 분석틀

을 적용하여 지역확산요인과 내부결정요인으로 통합한 새로운‘통합모

델’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확산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지방정부의 정

책혁신은 새로운 정책도입에 대한 동기(Motivation), 혁신을 막는 장애물

(Obstacles)의 강도,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원(Resource)의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받음을 제시하였다(Mohr, 1969; Berry&Berry, 1990). Berry & 

Berry(1990)가 내부결정요인과 외부적 확산요인이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통합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그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인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정책확산 연구들 다수는 주로 통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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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근거하여 이뤄져왔다.

 위의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하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구성원들의 

합의 또는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새로운 

공공사업(program)이나 정책(public policy)을 채택하는 것’, 즉, 중앙 혹

은 지방 정부의 자율적 정책 선택을 정책의 혁신(Policy Innovation)이라 

정의할 수 있다(Walker, 1969).

 슘페터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혁신(innov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면서, 혁신은 발명(invention), 혁신(innovation) 그리고 확산(diffusion)의 

과정을 차례로 거치며 일어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대진·안빛, 2012). 

이와 같이, 혁신은 시장이나 정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활용되는‘혁

신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확산(diffusion)을 전제하고 있는데, 혁신

적인 정책은 개발된 후 유사한 정책문제를 가진 지역으로 전파되는 특성

을 가지기 때문이다(Rogers, 2003; Walker, 1969; 박은순·하태수 2018).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이란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을 채택한 지역과 인접한 다른 지역들이 동

일한 정책을 채택하는 현상(이정철·허만형, 2016), 또는 지방정부가 새

롭게 개발한 정책이나 다른 분야에서 도입된 정책이 다른 정부에 의해 

도입되면서 최초의 개발 혹은 도입된 정책을 채택하는 정부의 수가 늘어

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Berry·김대진, 2010).

2. 정책혁신 확산의 유형

 본 연구가 기초로 하고 있는 정책확산 연구모형은 아래 모형과 같이 동

기부여, 자원과 장애요인, 타 지자체 영향력과 모방효과와 같은 지역 외

부적 요인과 내부 결정 요인을 종합한 Berry&Berry(1990)의 통합모형

(Unified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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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erry&Berry의 정책혁신모형

 한 지방정부가 특정 시점에 갖게 되는 정책혁신과 확산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학습·경쟁 등의‘모방 효과’와 그

로 인한‘동기의 부여’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앞서 논의한 정책혁

신 확산의 유형을 확산의 속도, 동기, 방향 측면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확산의 속도에 따라 정책 혁신은 <그림 3>과 같이 혁신자

(innovators), 초기채택자(early adopters), 초기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 마지막으로 혁신이 매우 늦거나 끝까지 채택을 거

부하는 느림보채택자(laggards)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Rogers, 1962).

 Rogers(1995)에 따르면 최초로 혁신을 도입한 혁신자(innovators)는 전체 

채택가능 집단(eligible for the adoption)의 2.5% 정도에 불과하지만, 초기

의 정책채택자(early adopter)는 13.5%에 달한다. 초기정책채택자를 뒤따

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책을 채택하는 집단(early majority adopters)은 

전체채택가능집단의 34% 정도이며, 비교적 늦게 정책을 채택하는 집단

(late majority adopters) 또한 비슷한 비율로, 잠재적인 채택가능집단의 

34% 정도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채택가능집단의 16%는 아주 

늦게 혁신을 받아들이거나 끝까지 거부하는 집단(laggards)에 속하였다

(Berry·김대진, 2010).

 이승종(2004)은 Rogers(1995)의 시간요인에 주목하여 지방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정책 확산을 시간요인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자치

단체의 혁신수용이 선발채택자, 초기채택자, 후발채택자, 비채택자의 분

포를 보이며 이 분포가 Rogers(1995)의 혁신확산모형과 일치함을 보인다.

 이러한 비율은 종모향(bell-shaped) 또는 정규분포(normal curve)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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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양이 나오며 대체로 표준적인 확산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erry·김대진, 2010; 김대진·안빛, 2012).

<그림 3> Rogers의 혁신 수용 곡선(Innovation Adoption Curve)

 이어서 정책확산은 정책확산의 동기에 따라 사회적 학습에 의한 확산과 

경제적 경쟁에 의한 확산, 정치적 압력에 의한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과거의 정책이나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지방정

부의 정책을 정책 대안의 원천(source)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

회적 학습에 의한 확산기제에 따르면 정책 혁신을 채택하고 성공 또는 

실패한 지역은 다른 지역 및 단체에게 하나의 정책 실험실(experimental 

laboratory)로 여겨지고, 한 지방 정부의 정책혁신 성공은 다른 지방 정

부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름길(shortcut)로 여겨

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고자 

정책 혁신을 모방한다는 것이다(Simon, 1947; Lindblom, 1965; Walker, 

1969; Berry·김대진, 2010). 

 반면에 경쟁적 확산 기제의 경우, 주정부들은 대체적으로 제로섬 상황

에서 다른 주들과 경쟁적 이점을 얻거나 잃지 않기 위해 경제성장을 위

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책확산이 일어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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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확산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먼저 Peterson(1981)의 도

시의 정치경제에 관한 연구인 도시한계론 이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생

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출 시키고 빈민을 유입시키는 복지자석(welfare 

magnet)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분배정책을 지양하며 인근 지방 정

부의 수준에 맞추어 복지 혜택을 줄인다(Peterson and Rom, 1990). 비슷

한 사례로 지방정부는 상업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에 이

미 존재하는 경제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채택하기도 하며(Gray, 

1994),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타 지역에서 복권을 구매함

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유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도 복권 제

도를 도입한다는 설명도 존재한다(Berry & Berry, 1990; Berry·김대진, 

2010). 

 정치적 압력에 의한 확산 기제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유권자가 

다른 주에서 시작된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경험하

게 된다. 만약 새로운 정책이 유권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선거로 

당선된 공공관료는 재선을 위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

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Berry, 1994; Berry & Flowers, 1999; 

Berry·김대진, 2010). 

 위와 같은 확산기제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정책확산은 여러 가지 

확산 기제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여러 확산기제

(diffusion mechanism)를 내부결정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이석환, 

2013).

 마지막으로 정책확산은 정책확산 방향에 따라‘수직적 확산’과‘수평

적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수직적 확산’은 행정구역 또는 통치구조

상 수준(level)이 다른 상하위 정부 간 정책이 확산되는 경우로‘하향식 

확산(top-down)’과‘상향식 확산(bottom-up)’을 포함한다.‘하향식 확

산’은 상위 정부의 정책이 하위 정부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

위 정부에서 채택한 혁신을 하위정부에서 채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상위 

또는 중앙 정부의 활동은 하위 정부의 정책 내용과 정책 결정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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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위(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 또는 의무화를 통해 강제하는 강제적 확산기제가 존재할 수 

있다.‘수평적 확산’은 인접 지방정부 또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

의 정부로 정책이 확산되는 등 같은 수준(level)의 정부 간에 정책이 확

산되는 경우이다(Barret and Tsui, 1999; Allen, Pettus, and 

Haider-Markel, 2004; Shipan and Volden, 2006; Dobbin, Simmons, and 

Garrett, 2007; Berry·김대진, 2010; 이석환, 2013).

3. 정책혁신 확산의 영향 요인

 정책학자들은 혁신적인 정책은 개발 이후 유사한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의 혁신도 기술혁신의 전파처럼 다

른 지역으로 확산되어갈 수 있다는‘혁신확산 이론’을 발전시켜왔다(김

대진, 2013).‘혁신확산이론’은 혁신 확산의‘추세’에 관심을 갖는 추

세이론과 이러한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영향요인’의 연구에 관심

을 갖는 요인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새로운 정책을 수용할 때 

지방 정부는 어떤 점을 고려하였는가”즉,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질문은 정책혁신 확산 연구의 중요한 핵심 질문이다.

 지방정부간의 정책혁신의 확산 원인에 대한 주장은 외부적 확산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으로 요약된다.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내부 요

소들이 정책 혁신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지방정부의 내부적 결정요인이

며, 정부들 간의 모방, 학습과 압력이 정책 채택의 영향요인이라는 시각

은 외부적 확산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내부결정요인모형(Internal Determinant Factor Model)은 지방정부의 사

회정치경제적 요인들이 새로운 정책 채택 과정에서 압력 또는 기회 등의 

중요한 결정요인(pressure or opportunities for the policy innovation)이 

된다는 이론이다. 반면 지역확산모형(Regional Diffusion Model)은 내부결

정요인모형이 정책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 내부 정치·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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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환경만을 중시하였을 뿐 다른 국가나 정부들의 정책경험이 주는 영

향을 고려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정부와 국가 간 사회적 학습과 지역적 

압력이 새로운 정책의 채택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Gray, Grupp and 

Richards, 1975, Berry·김대진, 2010).

 정책혁신의 확산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요 연구들

은 혁신의 개념을 정책 분야 연구에 적용한 Walker(1969)의 연구, 이후 

정책확산 연구에 확률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Gray(1973)의 연구, 마지막

으로 통합적 이론모형을 개발한 Berry&Berry(1990)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먼저 Walker(1969)는 정책혁신에 관한 선구적 연구에서 미연방 주들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채택 과정과 채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

구하면서,‘왜 어떤 주들은 다른 주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 프로그

램을 채택하는가’와‘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다른 주들에서 확

산되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Walker(1969)는 연구문제와 

같은 정책 채택의 동인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내부결정요인모형

(Internal Determinant Factor Model)과 지역확산모형(Regional Diffusion 

Model)이라는 두 가지 모형을 정립하고, 두 가지 모형 모두 새로운 프로

그램 또는 정책의 채택을 설명하는데 유효하다는 결론을 산출하였다

(Berry·김대진, 2010).

 Gray(1973)는 복지와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상호작용모형(national 

interaction model)을 새로이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복지, 교육정책의 

도입과 시민권법의 제정 등 주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패턴을 설명하였

다. Gray(1973)는 또한 연구에서 정책확산연구에 확률을 개념을 도입하

고 다른 주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확산적 요인이 정책도입의 확률을 높

여준다고 주장하였다(Berry·김대진, 2010). 이 연구에서 Gray(1973)는 내

부결정요인 중 정치적 경쟁이 심하고, 재정력이 높은 주일수록 혁신정책

의 수용에 선도적임을 제시하고 있으며(이승종, 2004), 인접지역 정부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복지, 교육 등의 정책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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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 수준의 연방정부의 영향도 강하게 받을 수 있음

을 주장하였다(남궁근, 1994). 

 그러나 Berry&Berry(1990) 이전의 정책혁신 확산연구는 지역 내에서 혁

신이 일어나는 내부결정요인적 측면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확산요인 두 

가지 요인 모두 정책의 혁신과 확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이나, 두 모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통합

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혁신 확산을 설명하는데 명확

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Berry&Berry(1990)는 주 정부 복권(State Loterry)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그동안의 정책혁신 연구가 지역 내부 요인과 타 지자체 혁신의 

모방을 통한 확산효과인 외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지역 내부에서 정책 확산 영향요인을 찾는 경우 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외부 요소에 대해서는 

연구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 외부에서 요인을 찾는 연

구도 지역 내부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지역적 확산이론'과‘내부결정요인모형'의 영향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며 복권정책의 확산을 분석한 연구에서 

주정부 선거시기, 재정 건전성, 주민 소득, 단점정부 여부(주의회-주지사 

정당 동일성) 등의 내부적 결정 요인과 이웃 주 정부의 정책 채택 여부 

등 외부적 요인을 연구에 동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Berry&Berry(1990)는 정책혁신을 혁신에 대한 동기(Motivation), 혁신을 

막는 장애물(Obstacles), 혁신에 필요한 자원(Resource)들의 사용으로 설

명한 Mohr(1969)의 조직혁신에 관한 연구이론에 기초하여 지역확산요인

과 내부결정요인으로 통합한 새로운‘통합모형(Unified Model)’을 제시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동기’와‘장애물’은 사회경제적 요인이자 내

부적 결정요인에 해당하며, 반대로 공간적 요인이자 지역적 확산요인은 

이웃 정부의 정책 채택이 해당 정부의 정책 채택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 채택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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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지방차원의 정책혁신 확산 설명에 있어 혁신의 수용은 인접지역부터 이

루어진다는 공간 요인(Walker, 1969)이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부터 이루어진다는 지방정부 내부의 상황적 요인(Gray, 1973)이 강

조되기도 하였지만, 정책확산에 있어서 내부결정요인 또는 지역확산요인

이 단독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앞서 논의한 내부결정요인과 지역확산

요인이 동시에 정책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

을 것이다.

 Berry & Berry(1990)의 통합모형(Unified Model)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제도, 환경적 요인 그리고 공간적 요인을 모두 반영한 통합적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Berry & Berry(1990)의 연구 이후의 대다수

연구들은 내부결정요인과 지역확산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모형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표 2> 정책혁신과 확산의 통합모형

주요 요인 정책혁신확산모형과 변수들 통합모형

인구사회학적 요인 

& 경제적 요인

내부결정요인 모형

교육수준

소득

재정

그 외 정책수요

동기요소

(Motivations)

제도/환경적 요인

정치이념

정당경쟁

종교적 태도

법령/제도

장애 요소

(Obstacles)

공간적 요인 지역확산모형

경쟁

사회적 학습

정치적 압력

재정자원

자원요소

(Resources)

Berry·김대진(2010:84)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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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정책확산 관련 선행연구

 그간 정책확산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책 확산 메커

니즘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짧고 정책결정권한 등이 제한된 분권 체

제로 인해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 채택과 확산 현상을 빈번히 관찰하기 

어렵고, 그 결과 지방정부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가 외국에 비해서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석호원, 2010;김대진, 2011). 우리나라의 정책확산에 대

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책확산 

영향요인으로 외부적 결정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

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책 확산 이론에 관한 연구보다는 정책 

확산 사례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궁근(1994)의 행

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이동기, 2000),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산유형(이승

종, 2004), 정부회계제도(배상석 외, 2007), 출산장려금제도(배상석, 2010; 

이정철·허만형, 2012), 지역축제(김대진, 2011; 석호원, 2010), 주민참여

예산제도(최상한, 2010;이정철·허만형, 2016),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하민지 외, 2011), 방범용 CCTV(조일형·이종구, 2012), 사회적기업 조례

(이대웅·권기헌, 2014) 등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정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남궁근(1994)은 지방정부가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

(adoption)하는 것을 일종의 혁신으로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후속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채택되는 과정을 혁신의 확산과정으로 보고, 조례의 확산 

현상을 외부확산모형(External Diffusion Model)과 내부적 결정요인모형

(Internal Determinant Model)을 결합한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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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정보공개조례를 채택하였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지와 관한 조례의 채택 여부와 시기에 대해 혁신 

확산 이론으로 설명하였고, 분석 결과 정보공개조례의 채택과 확산에 혁

신의 외부적 확산이론과 내부적 결정요인이론이 상호보완적 설명력을 가

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남궁근(1994)의 연구는 정책의 지역 확산 현상을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의사소통이 시·도 경계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

며 경계를 벗어나면 인접 지역임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가정하

고, 광역자치단체 시·도 단위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승종(2004) 또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산을 주제로 정책확산

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간요인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지역확산모형'과 정책수용자의 내부적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강

조하는 '내부요인모형' 에 입각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시간요인이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인접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으로 인한 외

부적 확산효과를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채택

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적 확산이 정

책채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최상

한, 2010, 하민지 외, 2011).

 이어서 다수의 연구들에서 내부적 결정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대진(2011)은 서울시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치구 지역축제를 사례로, 지방정부의 정책 채택과 확산

의 성격과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

택으로 인한 이웃정부 학습·모방 요인 등 지역확산변수와 내부적 동기

요인이 지역축제 도입과 확산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하였고, 

행정적 요인 중 재정변수의 분석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지역축제 도

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

기도 지역 시·군의 지역축제 도입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가 지역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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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낸 석호원(2010)의 연구 결과와 

상충되는데, 자치구와 시·군의 행정·재정적 여건 차이를 그 원인으로 

추론하고 있다. 더하여 김대진(2011)의 지역축제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채택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 수요 등 내

부 서비스 수요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 등의 행정적·정치적 요인 

변수가 자치구의 지역축제 정책 도입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

과는 내부적 결정요인과 외부적 확산요인이 동시에 새로운 정책 도입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통합모형(unified theory of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이 우리나라 정책확산 사례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내부결정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고령인구 및 1인 가구 비

율 등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선행연구

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대상집단에 관한 변수의 영향력이 분석된 바 있

다. 앞서 살펴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확산 현상을 분석한 하

민지 외(2011)는 사회복지비지출이 생활보호대상자, 등록 장애인 등 대상

집단 수에 따라 증가하기도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

이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

책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 지역축제 특성상 농가세대 

비율이 지역 축제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한 석호원(2010)

의 연구에서도 지역축제 채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확산에 관한 이정철·허만형(2016)

의 연구에서는 내부적 결정요인 중 노인인구 비율이 정책 도입 가능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한(2010)은 같은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적 확산 요인과 동시에 단체

장 진보성향, 단체장 득표율 등의 정치적 요인, 시민단체 수, 인구 수 등

의 사회적 요인이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김대진(2015)은 버스환승제 채택과 확산

에 관한 연구에서 내부결정요인과 지역확산요인이 모두 영향을 주고 있



- 30 -

음을 밝히면서, 그 중에서도 인구밀도와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와 같은 

내부결정요인 중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 도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 밖에도 이대웅·권기헌(2014)은‘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의 정책확산 

현상에 주목하고, 그 영향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5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으면서 

기존 정책확산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논의된 지방정부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네트워크(network) 요인’을 주요 변수로서 고려하고 

지방 정부의 네트워크 요인이 정책확산에 정(+)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부적 결정요인 중 정치적 요인 또한 주요 변수로서 분석

되었는데 정치적 요인으로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및 특성, 단점정부 

여부 등의 영향력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다. 환경조례의 정책

확산 영향요인을 분석한 박나라·김정숙(2018)의 연구에서는 환경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따름에 따라 정치적 논쟁 소지가 적기 때문에 분

점정부(divided government)와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의 차이가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갈등관

리 조례 영향요인을 분석한 문승민·나태준(2017)의 연구에서도 단점정

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의 방향에 관한 연구로 이석환(2015)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형성과 집행을 선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과정을 대상으로 정책확산의 메커니즘과 확산 경로를 연구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중앙정부의 관심·노력(표준조례안 발표)과 법

률을 통한 강제(제도도입 의무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도입이 기

초자치단체의 정책도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출

산장려정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사건사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모

든 확산경로에서 이웃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조례 제정 비율이 높을수

록 특정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증가하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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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확산’, 중앙정부 법률 제정 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확률이 증

가하는 중앙정부로부터의‘하향확산(강압기제)’,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

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보다 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높은 광역정부로부터의‘하향확산(정당성기제)’현상이 

동시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이석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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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결과 : (+) 정의 효과, (-) 부의 효과, (·) 유의미하지 않음

<표 3> 주요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분류 변수 연구자 연구대상
분석

결과
연구방법

외부적

확산

요인

수평적 

확산요인

석호원(2010) 지역축제 (+) 사건사 분석

이정철·

허만형(2012)
출산장려금 제도 (+)

Kaplan-Meier 

생존분석,

사건사 분석

하민지·서인석

·권기헌(201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사건사 분석

최상한(2010) 주민참여예산제도 (-)

사건사 분석

(Cox비례위험

회귀분석)

수직적 

확산요인

박나라·김정숙

(2018)

환경기본조례 및

자연환경보전조례
(+) 사건사 분석

김대진(2015) 버스환승제 (+) 사건사 분석

내부적

결정 

요인

단체장의

정치성향

장석준·김두래

(2012)
학교급식조례 (+) 사건사분석

단점정부

박나라·김정숙

(2018)

환경기본조례 및

자연환경보전조례
· 사건사 분석

문승민·나태준

(2017)
갈등관리조례 ·

사건사 분석

(Cox비례위험

회귀분석)

재정적 요인
김대진(2011) 지역축제 (-) 사건사 분석

석호원(2010) 지역축제 (+) 사건사 분석

인구
최상한(2010) 주민참여예산제도 (+) 사건사 분석

김대진(2015) 버스환승제 (+) 사건사 분석

정책 

대상

집단

(노인

인구 

비율)

하민지·서인석

·권기헌(201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조례
(+) 사건사 분석

이정철·

허만형(2016)
주민참여예산제도 (-) 사건사 분석

2~30대 

인구

비율

박지영(2012) 출산장려금 제도 (-) 사건사 분석

(농가

비율)
석호원(2010) 지역축제 (+) 사건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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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독사 예방 조례 관련 선행연구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 유형을 지방정부 정책유형 분류와 정책선호 

구조에 대한 이론을 활용해 살펴보면, 고독사 예방 조례는 현재 또는 잠

재적 사회적 고립가구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표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재분배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재분배 정

책 등 위와 같이 지방정부의 정책을 유형화할 때 주로 적용되는 모형은 

경제적 결정주의적 시각의 Peterson(1981)의 도시한계론(City Limits)으로 

도시한계론의 핵심가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정책결정자들은 지방정부 

정책을 개발, 할당, 재분배 정책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도시의 정책결정

자들은 외부적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정책을 

가장 선호하며, 할당정책은 그 다음이며,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정책변화를 추적한 연

구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선택은 그 자치단체의 

고유한 정치과정의 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재원, 2011). 즉, 지방정부

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시장경제적 요인이 지방정부 정책 선택에 결정

적인 변수라는 시각은 우리나라 지자체 정책 채택에 대한 설명력에 한계

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은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

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 조례를 비롯한 지방정부

의 사회보장정책 채택의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일환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입된 고독사 관련 조례 및 정책의 성과와 그 도입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정책인 관계로 고독사 관련 조

례 도입의 정책학적 관점의 연구는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는 

조례 규정 내용의 내용적 분석을 통한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제정 현황 파

악을 위주로 이루어지면서(박미현, 2019),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 시군구를 포괄하는 다층적 차원에서 분석되기보다는 한정된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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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행되어왔다(임

유진·박미현, 2018).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를 수행한 선

은애(2019)의 연구는 먼저 노인고독사의 정의를 내리고 노년층에 국한한 

노인 고독사의 실태와 노인고독사에 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명과 

조문 내용 등을 분석한 자치법규의 현황,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을 주로 논의하였다. 선은애(2019)의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관련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존재하나, 고독사 문

제가 전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전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적 측면에서 논의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정책 중 출산장려금 등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 인구구조 변화외 

지방 소멸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망 관련 특히 고독사 조

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고독

사 예방 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정책 확산의 관점에서 접근한 정책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거의 존재하

지 않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확산 현상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고독사 관련 선행연구는 그간 고독사 조례 분석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정책의 제정 현황, 주요 사업, 

노인의 정의 등 개별 주제에 국한하여 이루어졌으며, 종합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고독사 예방 조례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력

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 확산의 영향

요인에 대한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채택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혁신 정책의 확산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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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었던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함으

로써 연구 주제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여러 국

내외 행정사례를 주제로 이뤄지고 있는 정책확산 사례 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는 의의를 지닌다.

 첫째, 고독사 예방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률을 통한 제도도입 의무화나 

위임사항을 따르는 등의 강압 기제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도

입하고 확산된 사례에 해당한다. 때문에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의

무화한 제도를 대상으로 한 일부 선행연구(복식부기회계제도, 지리정보

시스템 등)보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 확산 연구에 적합한 주제로 볼 

수 있다.

 둘째, 고독사 예방 조례는 정책 수혜 집단을 고령층 등 일부 연령층이 

아닌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에 놓여있는 1인 가구를 포괄하는 조례 또는 

중장년층, 청년층 등 보다 광범위한 연령층을 포괄하는 조례로 제정하려

는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내부적 결정 요인으로 1인 가구 비율을 

포함한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 조례 확

산 현상에 사회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정책확산 관련한 연구 중 일부는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경기도, 경상도 내 시·군 또는 서울시 내 자치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등 확산 연구의 일반화에 있어 한계

가 존재할 수 있다(석호원, 2010; 배상석, 2010; 하민지 외, 2011; 박은

순·하태수,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의 도입 여부·채택 여부만을 나타내는 이분

변수를 종속변수로 단순화하여 측정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분석대상 정

책이 이분적으로만 측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장석준·김

두래, 2012). 조례의 채택 후 실 운용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반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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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정책채택을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인 정책의 확산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정철·허만형.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혁신 수준을 기준으로 고혁신·저혁신 정

책으로 유형화하고, 정책 혁신 수준별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

방정부의 정책 의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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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 확산

 <표 4>는 고독사 예방 조례의 연도별 확산 현황을 제시한 자료이다. 연

도별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최초로 정책 혁신이 나타난 2014년부터 2020

년까지 중단 없이 연도별로 매년 지속적으로 정책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 총 16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조례를 채택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정책확산 기간 중 2017년도에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도입하여 가장 많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8년도

에는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둔화되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37개의 많은 

지자체에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어서 2020년에는 8개의 지자체에서 후

기채택자로서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확산 현상이 다시 둔화되고 

점차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1월 기준 227개 기초자치

단체 중 168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도입율은 전국 평

균 74.0%에 해당하며,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분석에서는 제외된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

역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조례를 채택하여 93.75%에 이르는 채택율을 보

였다. 기초자치단체와 구분되는 광역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 

시기를 살펴보면 광역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은 권역 내 기초정부의 최초 

조례 제정보다 늦거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또한, 동

시에 광역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이후에 기초지자체의 정책 도입이 다

시 활발하게 일어나 활성화된 측면도 존재한다. 실제 광역지자체 조례에

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 등 단체에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2017년 12월에 특별시 조례의 발의와 의결이 이루어지고 

2018년 1월 공포가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2017년 4월 제정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기

초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은 2014년부터 시작된 반면 경기도 고독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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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는 2020년 10월 시행되었다. 부산시 권역 

내 자치구 차원의 조례 제정 움직임은 2017년부터 시작된 반면, 부산광

역시조례는 2019년 4월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조례는 경남 내 기초정부 조례 제정 연도랑 동일연도인 2017년 9월에 이

뤄졌다. 울산시 자치구 차원의 조례 제정은 2016년도부터 시작된 반면, 

울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조례는 2019년 3월 제정되고 9월에 시행된 것으

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자치구는 2016년부터 고독사 예방 

정책을 도입한 반면, 2018년 하반기에 광역시 조례안의 발의, 의결 및 

공포가 이루어졌다.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

는 2021년 1월 제정된 반면, 경상북도 내 시군 조례의 제정은 2015년부

터 이뤄졌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

독사 예방 조례는 2019년 3월 제정되었으며, 권역 내 시군 조례는 그보

다 앞선 16년에 이루어졌다. 충청북도의 경우 현재 도 차원의 조례는 마

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조례는 2018년에 마련되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시 조례가 관내 자치구 

정책 수립과 비슷한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전라북도는 도 차원의 조례

가 2016년에 마련되어 전라북도 기초지방정부의 정책 마련보다 먼저 이

루어진 편이었다. 전남의 경우 관내 기초지자체 간 정책확산보다 늦은 

2021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조례가 2017

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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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등재 조례 및 행정안전부「2020 지방자치단체 행

정구역 및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함. 계속적인 조례 제정 및 개폐 상황으로 기준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현재 정책결정권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제외

<표 4> 고독사 예방 조례의 연도별 확산 현황6)

(2020. 1. 기준)

 연도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채택 
단체
(a)

전체
기초자치
단체(b)

채택율
(a/b*100)

서울 1 2 8 6 5 3 0 25 25 100.0

인천 0 1 0 2 2 3 0 8 10 80.0

경기 3 6 3 5 3 4 3 27 31 87.1

부산 0 0 0 9 2 4 1 16 16 100.0

경남 0 1 0 4 3 4 0 12 18 66.7

울산 0 0 1 1 2 1 0 5 5 100.0

대구 0 0 1 4 0 2 0 7 8 87.5

경북 0 1 3 2 1 3 0 10 23 43.5

강원 0 0 1 0 0 4 2 7 18 38.9

충북 0 1 3 1 0 2 1 8 11 72.7

충남 0 2 3 2 1 2 0 10 15 66.7

대전 0 1 2 2 0 0 0 5 5 100.0

전북 0 0 1 3 1 2 0 7 14 50.0

전남 0 1 2 8 1 2 1 15 22 68.2

광주 0 2 1 1 0 1 0 5 5 100.0

세종 0 0 0 1 0 0 0 1 1 100.0

계 4 18 29 51 21 37 8 168 227 74.0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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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예방 조례의 누적 채택 지자체를 살펴보면 5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채택율이 100.0%에 달하여 정

책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25개 기초자

치단체 중 25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도입하여 100.0%의 채택률

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도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개 모든 자치

단체가 선택하여 100.0%의 채택율을 나타냈다.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

시, 광주광역시 또한 각각 모두 5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단체가 선

택하여 100.0%의 채택율을 보였다. 인천광역시는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다수의 8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80.0%의 채택율을 보였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27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채택

하여 채택율이 87.1%에 달했다. 경남은 18개 중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서 정책을 도입하여 정책채택율이 66.7%인 반면, 경상북도는 23곳의 기

초자치단체 중 10곳만 정책을 채택해 43.5%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제정

율을 보였다. 대구광역시는 전체 8개 기초자치단체 중 1개 단체를 제외

한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도입해 87.5%에 달하는 정책채택율을 

<그림 4>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확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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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충청북도·충청남도는 각각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8개 단체가, 

15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서 조례를 채택하여 72.7%과 66.7%의 정책

채택율을 보였다. 전라도의 경우 전라남도 내 22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15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하여 68.2%의 정책채택율을 보인 반면, 전

라북도에서는 14곳 중 7곳이 정책을 채택하여 50.0%의 정책채택율을 나

타냈다. 전라북도 내 지방정부들의 조례 제정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으

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또는 1인 가구 대상 고독사 예

방 조례로 제·개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라북도 내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조례는 유지하고 정책 대상만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제정한 조례의 채

택연도를 확인, 반영하였다. 정책채택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였는

데 18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 중 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정책을 도

입해 38.9%의 정책채택율을 보였다. 위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확산 그

래프는 연도별 조례 제정건수와 누적 제정건수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다른 정책 확산 현

상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 확산이 이루어져 시간(년차)적 흐름에 따라 

정책이 확산되는 패턴을 분석하기에는 관찰 기간이 짧았음에도, 다수의 

정책확산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연도별 조례 제정건수는 정

책확산의 중간 지점인 2017년이 가장 높은 종모양(bell-shaped) 또는 정

규분포(normal curve)와, 누적 제정건수는 누적방식(cumulative basis)의 S

자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Berry·김대진, 2010). 아래 <그림 5>는 위

의 정책 확산 논의를 지역별 확산 추세 자료로 구현한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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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독사 예방 조례 지역적 확산 추세

2014년(정책 초기)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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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관련 조례 채택 현상을 정책혁신과 확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지방자치

단체 고독사 관련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Berry&Berry(1990)의 통합모형(Unified Model)을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제도적 논의와 고독사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연

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정책확산 연구는 특정 정책단위 내 정책결정에 있어 외부적 지역확산 

요인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결정요인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Miler and Banaszak-Holl, 2005). 정책 확산 현상에는 외부적 요

인, 내부적 요인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간 다수의 연구들에서 내

부적 결정 요인보다는 외부적 확산 요인이 강조되었지만, 정책 분야별로 

정책 확산 영향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적, 내부적 영향요인을 종합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정책 분야에서 일어나는 정책확산 현상을 이

해할 필요성이 있다(이정철·허만형, 2016).

 본 연구는 지방정부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과 확산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Berry & Berry(1990)의 통합모형(Unified Model)에 기반한 외부적 확산 

요인과 내부결정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고독사 예방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이어서 단일 정책의 분석에서 한 단계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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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 Mohr(1976:709-710)의 정책의 도입여부를 통한 정책혁신 수준 

측정에 관한 논의에 근거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의 혁신성 수준을 기준으

로 고혁신 정책과 저혁신 정책으로 유형화하고, 고혁신·저혁신 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는 지방

정부 간 경쟁·모방 등 외부적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선

언적으로 제정, 채택할 수 있지만, 조례는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부합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조례 제정 후 실제 시행되지 않는 등 조례와 괴리된 

행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사 예방 조례의 유형화는 전

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내용 분석 후 지자체 연도

별 예산서 분석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제 고독사 예방 정책 자체 사

업비·자체 사업 여부를 통해 고혁신․저혁신 지자체로 구분하였다. 

 외부적 요인은‘지역적 확산이론’에 기반한 타 지자체 영향력을 측정

하는 변수이며 통치 구조상 수준이 다른 정부의 정책 채택이 반대의 

상·하위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수직적 확산요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지방정부 간 확산을 의미하는 수평적 확산요인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수직적 확산은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기초자

치단체가 같은 정책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정의하며, 수평적 

확산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같은 광역 시·도 내에 있는 기초자

치단체들간의 확산으로 규정한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규모와 

입법역량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의 인구, 재정자립도와 같은 행·재정

적 요인, 고독사 발생률에 영향을 주는 1인 가구 비율 등 지역 내 사회

적 요인과 단체장의 정책혁신 의지와 사회보장정책의 도입에 영향을 미

치는 단체장의 정치성향과 단점정부 여부를 정치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다. 그 외에 사건사 분석(EHA)의 시간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ime Count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다. 위의 논의를 종합한 연구 모형은 이하 <표 5>와 <그림 6>와 같다.



- 45 -

<표 5> 통합모형 이론에 따른 변수 구성

주요 요인 정책혁신확산모형 변수(variable) 통합모형

인구사회학적 요인 

& 경제적 요인

내부결정요인 모형

- 1인 가구 비율

- 인구 규모

동기요소

(Motivations)

제도/환경적 요인

- 지자체장 정치이념

- 단점정부 여부

- 재정자립도

장애 요소

(Obstacles)

공간적 요인 지역확산모형
- 수직적 확산 요인

- 수평적 확산 요인

자원요소

(Resources)

Berry·김대진(2010:84)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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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독사 예방 조례 확산 연구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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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설정

1) 정책혁신 확산 가설

  (1) 외부적 확산 요인

 정책혁신 확산의 특성과 그 동인에 대해 연구한 Shipan & Volden(2008)

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인접정부의 경험을 통해 정책혁신을 간접적으로 경

험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 간 경쟁, 사회적 학습, 모방이 정책 확산

의 요인이 되며, 순전히 내부적 요인만으로 도입된 정책은 찾기 어렵다. 

 고독사 예방 조례는 정책의 효과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도입 초

기에 지방정부 간 광범위하게 확산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책혁신의 

확산(policy diffusion)은 잠재적 채택자들이 최초의 혁신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혁신을 수용한 채택자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혁신의 확산은 외부적 확산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이 동시에 작용하

는 것으로 보고 지역적 확산을 고려한 외부적 확산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에는 권한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채택에 미치는 영향력인‘수직적 확산 

요인’과 이웃한 지방정부의 정책 채택 여부가 정책 채택에 미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정책확산을 의미하는‘수평적 확산 요인’이 포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 정부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여부가 정책 채택에 

미치는 영향력과, 더 큰 권한·기능을 지니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고독

사 예방 조례 채택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확률을 높인다는 가정 

하에 상위 정부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여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채택

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 48 -

  (가) 수직적 확산 요인

가설 1 : 상위 정부 광역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먼저 수직적 확산은 법적 지위나 권한이 다른 정부들 간의 정책확산 현

상을 의미하며, 확산의 방향에 따라 하향적 확산과 상향적 확산으로 구

분될 수 있다. 이 중 하향적 확산은 상위정부의 정책이 하위 정부 정책 

도입의 정당성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특정 정책 도입을 의무화함

으로써 하위 정부의 정책도입을 촉진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Shipan & Volden, 2006; Karch, 2006; DiMaggio & Powell, 1983; 이석환, 

2013). 한편, 수직적 확산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위 정부의 

정책이 정책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하위 정부의 정책도입 필요성을 제

거하는 경우는 하위 정부의 정책도입을 저해할 수도 있다(이석환, 2013). 

 이와 같이 상위 정부는 하위 정부의 정책선택에 양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상위 정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

방 조례 제정 여부가 권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채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하향적 확산’을 가정하고 가

설 1을 설정하였다. 

  (나) 수평적 확산 요인

가설 2 :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 권역 내 이웃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증가는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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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그림 2>의 Berry & Berry(1990)의 정책혁신모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타 지자체 정책과 그 모방 효과로 인해 인접 정부의 정책 도입은 

다른 정부의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정치적·인구통계학적 

유사성, 정치적 네트워크 그리고 언론 및 대중매체 시장의 중첩은 이웃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여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이웃정부의 정책

채택은 다른 정부의 정책 채택에 대한 환경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근식, 2012).

 수평적 정책확산 기제에 따르면 어느 한 정부의 정책 도입은 다른 정부

의 정책도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확산에 대한 연구는 

정책을 도입한 이웃 정부의 수나 비율이 어느 한 정부가 정책을 도입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이석환,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이웃 정부의 정책 채택으로 인한 수평적 확산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 내 이웃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양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설 2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이웃

정부는 시·도의 행정적 경계를 벗어나면 인접지역임에도 지방정부 사이

의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정책확산에 대한 영향력도 줄

어든다는 논의(남궁근, 1994)와 조례의 확산 현상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

라는 제약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광역자치구역을 단위로 분

석한 이승종(2004)의 논의에 근거하여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를 이웃정부로 정의하였다.

 



- 50 -

 (2) 내부적 결정 요인

 내부결정요인모형(Internal Determinant Factor Model)은 국가 또는 정부

의 내적 요소들이 정책 혁신을 결정한다는 시각으로 주로 경제학적 요

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치이념과 정당 경쟁, 정치체제 같은 정치적 요

인, 그리고 이외에 지역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어떻게 새로운 정

책의 도입을 촉진하는지 분석한다.

  (가) 사회적 요인

가설 3 : 지역 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고

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정책확산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요인으로 정책대상집단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대상 집단의 인구 수와 규

모에 따라 지방정부가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이대웅·권기헌, 2014). 

 고독사 예방 조례는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주민 중 1인 가구 인구 비율이 

크다면 주민 중 정책대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볼 수 있고, 고독사 현상

의 잠재적 발생율을 높일 것으로 가정하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처음 도입한 초기 지자체에서는 독거 노인을 주 정책대상으로 조례를 제

정하였다가, 정책 현장에서 경험한 정책대상의 협소함을 시정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초기 조례를 폐지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고독

사 예방 조례로 개정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독사 예방 조례

의 주 정책 대상은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부터 전 연령 1인 가구를 대

상으로 한 정책까지 정책대상 연령층이 혼재되어 있으며, 현재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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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통계청‘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30-39세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여성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70세 이상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각각 연령층이 다르게 나타나 1인 가구는 고령층 등 특정 연령대

의 문제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조례에서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1인 가구 비율을 사회적 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 정치적 요인

가설 4 :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적 정치 성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 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하는 단점  

정부(Unified Government)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정책과정은‘정치 과정(political process)’이라고 할 수 있다(Ripley and 

Franklin, 1987; Pierson, 2010; Anderson, 2011; Hill, 2013; Kraft and 

Furlong, 2013; 구현우, 2013).‘정치’는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 과정으로서 정책의제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정책 확산 연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다수의 정책확산 선행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대한 관

심과 정치적 성향은 정책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 채택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행위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다(Dubnick, 1994; 

지병문, 2000: 34; 하민지·서인석·권기헌, 2011) 이로 인해 우리나라 지

방정부 구조는 의결기관보다 집행기관이 강한 강시장(Strong Mayor)의 

기관대립형의 정부조직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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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심 분야의 정책을 조례로 발의할 수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단체장의 정치 이념 및 소속 정당을 정치적 요인 변

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경험적·이론적으로 진보 

정당이 보다 사회복지 정책 도입에 우호적인 복지지향적 정당임을 인지

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 조례는 취약 계층 인권 보호와 관련한 복지지향

성 및 진보성 성격으로 인하여 진보성향을 지닌 단체장이 이 제도의 채

택에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이념이 진보인 경

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

설 4를 설정하였다.

 한편 Berry&Berry(1990)는 복권정책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혁신정책이 

확산되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Obstacles to Innovation)로 주지

사-주 의회의 정당일치 여부(single political party controls the 

governorship and both houses of the legislature)를 변수로 분석한 바 있

다. 지방정부의 조례입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 발의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는 지방의회가 발의·의결한 조

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再議)를 요

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입법 절차 하에서 자치단체

장-지방의회의 정치 이념과 소속 정당(다수당)이 일치하는 단점정부

(Unified Government)에서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보다 정당 간

의 타협·재의를 필요로 하는 장애물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책의 

채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Hansen, 1983). 이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장 

소속정당-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하는 단점정부일 경우 고독사 예방 조

례 제정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설정하였다.

 (다) 행정적 요인

가설 6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고독

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53 -

가설 7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재정 분권은 중앙정부 재정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의 자

율성 제고를 의미하는데, 지방정부 재정분권 및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른 

지방 정부의 정책 선호에 대한 상이한 연구결과가 존재하여 재정자립도

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재정분권화가 지방정

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

방정부의 정책은 정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 의해 결정되며, 지방

재정 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역으로 재분배정책인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

출이 감소한다(김태희·이용모, 2012: 414). 반면 우리나라 자치단체 정책

선택 결정 변수로서 시장경제적 요인과 지방정치적 변수를 검토한 연구

에 따르면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개발정책 뿐만 아니라 재분배정책이 

현행보다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선호하고 있다(유재원, 2011).

 혁신적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고 재정자원이 필요하

다.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은 지자체의 역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

모가 크고 재정자율성이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은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인구 규모가 정책 채택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 남궁근(2004)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 가

능성과 지방정부 인구 규모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석호원(2010)도 지

역축제 확산에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수를 제시하였다(최상한, 2010).

 박나라·김정숙(2018)은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방정부의 역

량이 높을수록 지자체 조례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짐을 검증한 바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의 증대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함을 밝혀낸 바 있는데(문승민･나태준, 2015), 이러한 결과

에 대해 박나라·김정숙(2018)은 역으로 규모가 작고 재정 상황이 열악

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새로운 정책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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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지역축제의 광범위한 확산 현상에 대한 연

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지역축제 도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으로 분석된 결과가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지역축제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낸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김대진, 2011; 

석호원, 2010).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가설 6을 설정하였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가설 7을 설정하였다.

<표 6> 본 연구의 가설 종합

고독사 예방 정책 혁신 확산 가설

가설 1

상위 정부 광역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은 기초지

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 권역 내 이웃 기초 지방자치단

체의 증가는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다.

가설 3
지역 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고독

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적 정치 성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하는 단점 정부

(Unified Government)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고

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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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1)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

 본 연구는 Berry & Berry(1990)의 통합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Berry & Berry(1990)는 미국 주정부의 복권도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서 사건사 분석을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론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정책혁신 확산의 실증적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Berry & 

Berry(1990)는 실증분석을 위해 사건사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패널 자료

를 구성한 후, 이산시간 모델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 EHA)의 목적은 왜 특정 대상이 특

정 시간에 다른 대상보다 특정 사건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더 높은 것인

가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양창훈, 2008). 따라서 사건사 분석 

방법에서 종속변수는 주어진 기간 내의 특정 시점에서 정책이 최초로 채

택되는 확률로서 정의된다(Berry and Berry, 1990). 사건사분석 모형은 

연속시간 모델과 이산시간 모델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책혁신 및 확산 

연구에 쓰이는 사건사분석방법은 주로 년(year)단위로 사건이 발생할 가

능성(risk)가 반복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산적 자료를 사용하는 

이산적 사건사분석방법(Discrete Event History Analysis)이 주로 쓰이며, 

구체적인 확률회귀함수로는 로짓함수(Logit)나 프로빗함수(Probit)가 사용

된다(Berry·김대진, 2010).

 사건사 분석은 분석 단위의 공간적-시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분석

기법으로, 공간적 측면은 주어진 분석단위 I 에서 발생하는 횡단적인 변

화의 단위 i (set of cross-sectional unit of change)를 고려하는 것이고,

시간적 측면은 특정 기간 동안(time span)의 시간 t 의 흐름 속에서 분석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함을 의미한다. 즉, 사

건사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종단적인 자료

(longitudinal data)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혁신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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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단적인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양창훈, 2008). 

 이어서 사건사 분석 모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태

(State), 사건(Event), 위험기간(Risk Period),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태의 

기간(Duration)을 살펴보아야 한다(Vermunt & Moors, 2005; 양창훈, 

2008). 상태(State)는 종속변수의 분류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 확산을 분석하는데 있어 설명하고자 하는 상태는 

채택(adopt)과 비채택(not adopt)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방 정부는 특정 

시점에 오직 하나의 상태만을 선택할 수 있다. 이어서 사건(Event)은 원

시 상태(Origin State)에서 다른 하나의 종착상태(Destination State)로 전

환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특정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혁신에 있어서 이는 정책

을 채택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특정 시점에 정책을 채택한 종착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위험기간(Risk Period)은 특정 대상이 특정 사건에 노출

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적어도 한 개 지방 정부 이상에

서 정책을 채택한 경우 지방정부가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

게 되고 이 기간을 위험기간으로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태의 기간(Duration)은 위험기간 동안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 사건사 분석을 이해하는데는 특정 시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

을 확률인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와 특정 시간에 사건이 발생할 확

률인 재해율(Hazard Rate)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건사 분석은 위험 기간 

동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다가 특정시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 즉, 

재해율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건사 분석의 함수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양창훈, 2008). 

여기서 f(t)는 사건 발생의 실패율을 나타내는 함수이고, S(t)는 생존함수

로 특정시간 t 까지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확률을 지칭한다.

 사건사 분석(EHA)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속시간 사건사 분석

h(t) = Pr (T = t | T ≥ t) = f(t) /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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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Time Event History Analysis)과 비연속시간 또는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Discrete Time Event History Analysis)을 포함한다. 그 중 이

산시간 사건사 모델은 특정 대상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 대상은 더 

이상 사건을 경험하게 될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되고 위험집합 에서 제외

됨을 가정한다. 

 따라서 정책 채택과 같은 반복되지 않는 단일 사건에 대한 사건사 분석

은 이산시간 로짓 모델을 적용하여 정책확산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다. 

다수의 정책확산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이산 시간(Discrete 

Time)모형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의 자료 측정이 연도별로 년(year) 단위

로 이루어졌으며 최초의‘고독사 예방 조례의 제정’이라는 사건은 반복

되지 않는 단일 사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의 확률을 예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종단

적 연도자료를 이산시간 로짓(discrete-time logistic)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하는 것이다(양창훈, 2008). 종단자료인 패널데이터는 분석대상이 반복되

어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Dynamic) 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횡단면 또는 

시계열자료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여 

사건과 시간의존성을 감안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례 확

산 영향요인 분석인 본 연구의 목적에는 연도별 각 지방정부 관찰 자료

를 각각 독립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연도별 채택여부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년간에 

이루어진 조례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

기 때문이다(하민지·서인석·권기헌, 2011). 패널데이터에서 종속변수가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인 경우에는 대체로 패널 로짓(logit)모형 또는 

패널 프로빗(probit) 모형으로 추정한다.

 위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 또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로짓(Panel Logit)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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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조사 설계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 여부

이다. 해당 년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1, 제정하지 않았을 경

우 0의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코딩하였다. 

 조례 제정 여부는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와 자

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고독사’를 중심 단어로‘1

인 가구’,‘사회적 고립가구’등을 세부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이어서 정책혁신 수준별 영향요인 분석의 종속변수 또한 고독사 예방 

사업 채택 여부이다. 정책혁신 수준별 영향요인 분석은 Downs & 

Mohr(1976:709-710)의 정책혁신 수준 측정 논의에 근거하여 고독사 예방 

조례의 실제 집행(Implementation) 여부로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 지자체

의 혁신성 수준을 고혁신·저혁신으로 구분하고, 혁신 수준 유형에 따라 

영향요인들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포털

(https://www.open.go.kr)을 통해 전국 227개 지자체의 2015~2020년의 연

도별 고독사 예방 정책 자체 사업비 및 사업 편성 여부를 청구하고, 특

이사항이 있는 지자체는 사회복지정책 담당자 전화 인터뷰와 지자체 웹

사이트에 공개된 연도별 예산서를 통해 세부 확인하였다. 

https://www.law.go.kr/
http://www.elis.go.kr/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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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외부적 확산 요인

  (1) 수직적 확산 요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한 정책을 대상으로 수

평적･수직적 정책확산을 검증한 이석환(2013)의 연구에 따르면 광역단체

의 조례제정은 기초단체의 조례제정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직적 정책확산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수직적 정책확산은 확산의 방향에 따라 하향적 확산과 상향적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 정부는 강제, 재정적 지원, 정당성, 아

이디어의 원천 등의 기제로 하위 정부의 정책내용과 결정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상위 정부의 정책이 하위 정부의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적 정책확산에 대해 살펴보았다. 광역지방자

치단체가 고독사 예방 조례를 채택하기 전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직적 

확산 기제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채택 이후

에는 수직적 확산 기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권역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

체가 조례를 제정했는지 여부를 변수화하고,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1,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조례 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자치법규

정보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고독사’를 중심 

단어로‘1인 가구’,‘고독사’,‘사회적 고립가구’등을 세부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각 광역정부 광역시·도의회 웹사이트의 의

안 검색 기능을 통해 부가적으로 확인하였다.

https://www.law.go.kr/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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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평적 확산 요인

 수평적 확산은 수준과 권한이 동일한 정부들 간의 정책확산을 의미하

며, 고독사 예방 조례는 일부 지역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이전에 

동일 권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광범위한 수평적 확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을 도입한 이웃 정부의 수, 비율이 어느 한 정부

가 정책을 도입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조례

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 내 이웃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을 수평적 확

산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이웃 정부의 영향력을 변수화함에 있어서는 동

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이웃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였다. 

‘이웃’의 범위와 거리에 따라 주고받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데(박나라·김정숙, 2018), 본 연구에서는 동일 광

역자치단체에 속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범위의 지방정부들을‘이웃정

부’로 분석한다.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이웃 정부’로 볼 수 있겠지만,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대체로 시도 경계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며, 시도의 

경계를 벗어나면 인접 지역인 경우에도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 사이 의

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남궁근, 1994; 

이승종, 2004),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구를 이웃 정부로 정의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자치법규정보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인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중 

조례를 도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 비중을 변수화하였다.

 2) 내부적 결정 요인

  (1) 사회적 요인

https://www.law.go.kr/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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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 요인 중 사회적 요인으로는 고독사 예방 조례의 주 정책 대상 

집단인 지역별 1인 가구 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1인 가구 통계자료

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발표한 2015~2019년 시군구 행정구

역별 1인 가구 비율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정치적 요인 

 내부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성향

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결정자로서 다른 어느 개인이나 집단보다 큰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어(이대웅·권기헌, 2014), 혁신적 정책의 도입에는 지

방자치단체장의 정치이념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

의 혁신은 단체장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단체장의 정치이념과 깊은 관련

성이 있기 때문에(이승종·강철구, 2006: 123),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이

념이 진보인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할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단체장 정치이념에 따른 분류는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당

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소속 단체장은 별도로 코딩하고, 크게는 보수

적 정치성향의 정책결정자와 진보적 정치성향의 정책결정자 두 가지 정

치이념으로 나누었다. 

 고독사 예방 조례가 도입된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들의 주요 소속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당명 변경 후 더불어민주당) 또는 

새누리당(당명 변경 후 자유한국당), 간혹 제3정당인 국민의당 또는 민주

평화당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 경우는 진보로 분류, 

새누리당인 경우 보수로 분류하였으며, 제3정당 국민의 당인 경우는 국

민의 당 투표자를 분석한 주민혜(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수로 구분

하였으며 민주평화당은 전당대회 등에서 밝힌 정책노선을 바탕으로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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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다. 진보인 경우 0, 보수인 경우 1으로 코딩하였다. 무소속인 

경우 선거공보와 과거 경력 등을 참고하여 정치성향을 구분한 최상한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탈당 및 이적 등의 과거 이력으로 정치성향이 

진보 또는 보수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는 그에 따라 구분하고, 그 이외

의 경우의 무소속인 경우는 2로 코딩하였다.  

 둘째, 조례 통과 용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 1, 일치하지 않는 분점정

부일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지방의회 정당별 의석 구성이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한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단점정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0으로 코딩하였다.

지자체장 정치성향과 단점 정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방의회 다수당 

정보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의 

지방선거 <당선인 통계>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3) 행정적 요인

 내부적 요인 중 행정적 요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와 재정자율성

은 해당 지자체의 입법 능력과 나아가 혁신정책 도입과 연관있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박나라·김정숙, 2018),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를 변수

로 설정하였다. 인구 규모의 경우 정규분포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지방정부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에서와 같이 자연로그로 변

환하여 활용하였다(박나라·김정숙, 2018; 문승민·나태준, 2017). 

 정책혁신과 확산 모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처음 시도한 국내 정보공

개조례를 사례로 한 연구(남궁근, 1994)에서도 의원 규모나 투표율이 높

은 지역에서 조례채택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인구와 재정규모가 크

며, 주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대한 동

기적 요소와 자원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조례안의 채택이 더 많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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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 지방정부별 규모를 통제하고자 인구 관련

한 변수를 통제변수로 분석한 일부 선행연구도 존재했으나, 고독사 예방 

조례는 일부 자치구 또는 도서 지역에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채

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반되는 결과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규모의 정책확산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 규모

는 전체 고독사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인한 지자체 내 정책필요성 인식을 

증진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 역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독

립변수로 포함하였다. 행정구역별 인구와 재정자립도 자료는 국가통계포

털(http://kosis.kr/) 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재적 변수로서 

통제변수를 설정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

하게 판단할 수 있다. 정책혁신 확산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산적 

사건사 분석방법(Event History Analysis)에 대해 Buckley와 

Westerland(2004)는 연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과는 무

관하다는 동일 기본 위험률 가정(Assumption of Flat Baseline Hazard 

Rate)을 대표적 내재적 단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산적 사건사 분석방

법은 어떤 지방정부나 조직이 특정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가능

성이 매년 독립적이고 같다고 즉, 기본위험율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 선택의 가능

성은 매년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러한 이산

적 사건사분석에 따르는 시간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본위험률의 변화를 제어할 변수인 Time Counter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분석모형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본

위험률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

에도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t-1개의 더미변수를 분석모형에 넣는 방법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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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분석 기간에 따라 자유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본위험률의 변화

를 제어할 변수를 분석모형 안에 포함하는 방법을 택하며, Time Count 

변수는 각 년도마다 1씩 증가하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채택하는 연도에

는 n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종속변수와 여러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종류 측정 방법 표기 출처

종속변수
고독사 예방 

조례의 도입여부

기초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여부

조례 제정 = 1,

조례 미제정 = 0 ∙국가법령정보

센터(www.law.

go.kr)

∙자치법규정보

시스템(www.e

lis.go.kr)

독립변수

외부적

요인

수직적 

요인

상위 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채택 여부

조례 제정 = 1,

조례 미제정 = 0

수평적 

요인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조례를 제정한 이웃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 개

내부적

요인

사회적 

요인
1인 가구 비율 단위 :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정치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이념

진보=0, 보수=1,

무소속=2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선거통계시스

템(info.nec.go.

kr)

단점정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정당 - 지방의회 

다수당 일치 여부)

단점정부 = 1,

분점정부 = 0

행정적 

요인

인구(log) 단위 : 자연로그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재정자립도 단위 : %

통제변수 Time Count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값 (1, 2, 3, ..., n-1, n)



- 65 -

제 5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1.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관찰 개수는 총 1135개로 나타났으며, 

각각 변수별로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살펴보면 <표 8>

과 같다.

 먼저, 종속 변수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제정을 살펴보면 요인의 평균은 

0.3885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인 더미변수로 나타나며 표

준편차는 0.487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중 외부적 확산 요인 중 광역자치단체 채택 여부인 

수직적 확산 요인의 경우 평균은 0.4256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0, 최

대값은 1인 가변수이고 표준편차는 0.4946으로 나타났다. 인접정부의 영

향력인 수평적 확산 요인은 평균값은 7.4396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5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6.8190으로 나타

났다.

 이어서 내부결정요인 중 사회적 요인인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값은 30.8692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7.3으로 2015년 경기도 남양주

시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최대값은 49.5로 서울시 자치구별 1

인 가구 통계 자료와 동일하게 2019년 관악구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부적 요인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단점정부

(Unified Government) 여부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0.6819이고 최소값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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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최대값은 1인 더미변수이며 표준편차는 0.4659의 값을 가졌다. 단점

정부 여부 변수의 평균은 0.6819로 단점정부 상태인 지자체가 지방정부

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의회의원 다수당이 불일치한 지자체 보다 상대적으

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장의 소속정당별 정치이념은 평균값

이 0.6996이고 역시 최소값은 0(진보), 최대값은 2(무소속)인 가변수이며 

표준편차는 0.6736으로 나타났다.

 내부적 요인 중 행·재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21.5060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4와 최대값은 68.9이며 표준편차는 

13.8532로 나타났다. 행·재정적 요인 중 지방정부 인구 규모 변수의 평

균은 219645.6000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9617으로 2019년 울릉군에 해

당되며, 최대값은 1202628으로 2017년 수원시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219457.8000로 확인되었다.‘인구 규모’변수는 가장 인구가 적은 지방

정부는 1만 명도 되지 않는 반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인구 

수가 1백만 명을 초과해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Time Count변수의 경우 평균값은 3.0000으로 나

타났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이고, 표준편차는 1.4148으로 나타났다.

<표 8> 영향요인별 기술통계 분석결과                

N=1135
변 수 n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종속 변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1,135 0.3885 0 1 0.4876

독

립

변

수

외부적

확산요인

수직적 요인 1,135 0.4256 0 1 0.4946

수평적 요인 1,135 7.4396 0 25 6.8190

내부적 

결정요인

1인 가구 비율 1,135 30.8692 17.3 49.5 5.2919

단점정부 여부 1,135 0.6819 0 1 0.4659

단체장 
정치성향

1,135 0.6996 0 2 0.6736

재정자립도 1,135 21.5060 4 68.9 13.8532

인구 규모 1,135 219645.60
00 9617 1202628 219457.80

00
통제 변수 Time Count 1,135 3.0000 1 5 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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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확산 영향요인 분석에 앞서, 

변수 특성을 파악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변수별 Pearson 상

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가변수가 3개인 단체장 정치성향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종속

변수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과 독립변수인 수평적 확산 변수, 수직

적 확산 변수, 1인 가구 비율, 단점정부 여부, 인구 규모, 재정자립도와 

통제변수 등의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상관 분석에서 상관 계수의 범위는 –1≤r≤1까지이며, -1 또는 1에 가

까워질수록 즉,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해

석되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변수

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 두 변수는 완전히 같은 변수임을 의미하며,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1이면 반대로 같은 변수를 의미한다. 한 변수가 높

아질수록 다른 변수가 높아지는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이며, 한 변수가 

높아질수록 다른 변수가 낮아지는 관계는 부(-)의 상관관계로 해석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

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인

‘재정자립도’와‘인구’간 상관계수가 0.67로 나타나는 등 모든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8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 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난다. 분

석 결과는 유의수준 0.05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각 변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기초지자

체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외부적 확산 요인 중‘수직적 확산 변수’,‘수평적 확산 변수’모두와

‘인구(로그)’,‘재정자립도’,‘Timecount’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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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관성을 지니는 변수는 수평적 요인(r=0.4688, p<0.001)로 분석되었

다. 지방정부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과‘1인 인구 비율’과‘단점정부 

여부’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외부적 확산요인 중‘수평적 확산 변수’는‘단점정부 여부’

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외부적 확산요인 중‘수직적 확산 변수’도‘단점정부 여부’와

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수직적 

확산 변수는 1인 가구 비율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상관성을 지니는 변수는 Timecount(r=0.5985, p<0.001)와 

다음으로 수평적 확산변수(r=0.4106, p<0.001)로 나타났다.

 내부적 결정요인 중 먼저‘1인 가구 비율’은 종속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인구’변수와 

r=-0.5576 p<0.001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와도 r=-0.4109, p<0.001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적 결정요인 중‘단점정부 여부’는‘1인 가구 비율’과의 상관계

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행·재정적요인 중‘인구’는‘재정자립도(r=0.6719, p=0.0000)’와 통계적

으로 유의하면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timecount’변

수와‘단점정부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변수는‘단점정부 여부’변수와‘timecount’변수와의 상

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통제변수인 timecount 변수는 단점정부 여부, 인구, 재정자립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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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1, ** : P<0.05, *** : P<0.01

<표 9> 영향요인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①

조례 채택

②

수직적

요인

③

수평적

요인

④ 

1인 인구

비율

⑤

단점정부

여부

⑦

인구

(log)

⑧

재정

자립도

⑨

Time

count

조례 채택 1

수직적 

확산요인

0.3010

***
1

0.0000

수평적 

확산요인

0.4688

***

0.4106

***
1

0.0000 0.0000

1인 인구 

비율

-0.0529 -0.0649
*

-0.0971
** 1

0.0746 0.0288 0.0011

단점정부 

여부

-0.0223 -0.0244 -0.0267 0.1047
** 1

0.4538 0.4116 0.3684 0.0004

인구

(log)

0.2194

***

0.0681

*

0.3405

***
-0.5576
*** 0.0553 1

0.0000 0.0218 0.0000 0.0000 0.0624

재정

자립도

0.1543

***

0.1100

***

0.3576

***

-0.4109

***
-0.0157

0.6719

***
1

0.0000 0.0002 0.0000 0.0000 0.5981 0.0000

Timecount

0.4320
***

0.5985
***

0.5653
***

0.1704
*** 0.0375 -0.0042 -0.0164 1

0.0000 0.0000 0.0000 0.0000 0.2073 0.8867 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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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 확산 영향요인 분석

 1. 추정모형 검토

  1) 다중공선성 검정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만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하며, 독립변수들끼리 상

관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상관

관계가 매우 강한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모형에 포함시킴에 따라 유의해

야 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게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 다시 

말하여 독립변수간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공선성의 문

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를 

측정한다. VIF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인하여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다중공선성 검증에서는 통상적으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을 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VIF 

5 미만’기준을 활용하여 VIF가 5를 넘으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VIF 값이 10이 넘는 독립변수가 있다면 해당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1/VIF 또한 VIF의 역수이므로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가장 

높은 VIF를 나타낸 변수는 인구 변수(2.44)로 5 또는 10을 넘지 않아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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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 결과

 2) Hausman 검정 :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실증분석에 앞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패널 분석의 장점은 분석 대상의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할 수 있어 모형 설정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다. 이 때 추정모형은 설명변수와 미관측 이질성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종속변수를 결정하는 미관측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누락변수에 

따른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정효과는 미관측 이질성과 설

명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한 모형이다. 하지만 고정효과의 경우 개인

이 관측되는 동안에 변한 within-group variation을 이용해서 추청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정책효과가 추정될 수 있다. 반면 확

률효과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과 다르게 미관측 이질성과 정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제약하는 모형이다(우석진, 2018).

 패널회귀모형은 데이터에서 패널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 에 

대한 추론(inference)에 따라 고정효과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 여부를 판

변수 VIF 1/VIF

수직적 확산 요인 1.68 0.5949

수평적 확산 요인 1.98 0.5039

1인 가구 비율 1.62 0.6190

지자체장 정치성향 1.36 0.7377

단점정부 여부 1.15 0.8715

인구(log) 2.44 0.4096

재정자립도 1.97 0.5073

Timecount 2.26 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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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게 된다(조일형 외, 2012) 즉, 패널데이터는 오차항의 형태에 따라 

확률효과 모형 또는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 모

형(Fixed Effect Model)으로 나뉜다. 패널데이터에서 패널 개체들이 모집

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었다면, 오차항은 확률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표본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면 오차

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없다.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분석

을 실시할 때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중 어떤 모형이 연구모형에 더 부합

하는지는 Durbin-wu Hausman Test(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추정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Hausman 검정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은 확률

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효과적임을 가정하며, 귀무가설이 기

각되면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고정효과 모형이 더 효율적임을 가정

한다(조일형 외, 2012).

 다음 <표 11>는 Hausman 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 데이터에 대한 Hausman 가설검정 결과를 살펴

보면, Hausman 검정의 p값이 1로 0.01보다 크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귀

무가설을 채택하여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아래와 같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책확산 영향요

인 패널 로짓(Panel Logit)분석을 확률효과 모형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표 11> 하우즈만(Hausman) 검정결과

chi2(3) = (b-B)'[(V_b-V_B)^(-1)](b-B)

                     =        0.00

           Prob>chi2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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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확산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의 종합적인 분석

을 실시하기 전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결정 요인으로 나누고, 각 요인별로 개별적인 분석을 

선행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확산 각 영향요인별 분석결과

 첫째, 외부적 확산 요인이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하였다.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으

로는 수직적 확산 요인 즉,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수직

적 확산 요인과 이웃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수평적 확산 요인의 영

향력을 분석하였다. <표 12>는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 영향요인 중 외부

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 채택 변수는 Logit 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ogit분석의 Coefficient값은 3.8756으

로 기초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평적 확산 요인 변수 또한 Logit분석의 

Coefficient값은 1.4874으로 Logit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p<0.001)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조례를 채택한 이웃 지방자치단체 수가 증가할수록 

지방 정부가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결론적으로 외부적 확산 요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요인 모두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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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외부적 확산요인 분석결과

*p＜0.1, **p＜0.05, ***p＜0.01

변수
패널 Logit

Coef. Std. Err.

외부적 

요인

1. 수직적 확산 요인 3.8756*** 0.8968

2. 수평적 확산 요인 1.4874*** 0.1124

상수항(cons_) -17.6680*** 1.1581

N 1,135

집단 수 227

Log Likelihood -377.49747

wald chi2 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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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지자체별 고독사 대응 정책 필요성과 정책 도입 역량을 의미하는 

사회적, 정치적, 행·재정요인 등 지자체 내부적 결정 요인이 고독사 예

방 조례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13>은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 영향요인 중 내부적 결정 요인에 대한 패널 로짓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요인인 1인 가구 비율은 Logit 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oefficient 값은 1.2520으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서 정치적 요인 변수 중 단점정부 여부는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oefficient 값은 –1.1662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장의 정치성향은 통계적으

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마찬가지로 부(-)의 결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행·재정적 요인인 인구 변수는 

Logit 분석 결과 Coefficient 값이 5.05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자립도 변수는 고

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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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표 13> 내부적 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
패널 Logit

Coef. Std. Err.

내부적 

요인

1. 사회적 요인 1인 가구 비율 1.2520*** 0.1824

2. 정치적 요인

지자체장 
정치성향

진보(준거) - -

보수 -2.6607*** 0.7025

무소속 -5.2219*** 1.1434

단점정부 여부 -1.1662* 0.5448

3. 행·재정적 
요인

인구(log) 5.0522*** 0.8721

재정자립도 0.0126 0.0441

상수항(cons_) -98.4547*** 14.4562

N 1,135

집단 수 227

Log Likelihood -584.29549

wald chi2 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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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확산 영향요인 종합 분석결과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확산 영향요인 종합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p＜0.1, **p＜0.05, ***p＜0.01

<표 14>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확산 종합분석결과 : 모형 Ⅰ

변수
패널 Logit 분석

Coef. Std. Err.

외부적

확산 

요인

수직적 확산 요인 1.9389
(0.150) 1.3485

수평적 확산 요인 1.1154***
(0.000) 0.2174

내부적

결정 

요인

사회적 요인 1인 가구 비율 0.0237
(0.892) 0.1753

정치적 요인

지자체장 
정치성향

소속정당 1
(보수정당=1)

0.9854
(0.493) 1.4363

소속정당 2
(무소속=1)

-5.1347**
(0.039) 2.4852

단점정부 여부 -1.3044
(0.388) 1.5117

행·재정적 
요인

인구(log) 3.5267**
(0.016) 1.4630

재정자립도 -0.1064
(0.119) 0.0683

통제변수 Time Count 3.2774***
(0.000) 0.6734

상수항(cons_) -63.7191***
(0.001) 18.6825

N 1,135

집단 수 227

Log Likelihood -354.20966

wald chi2 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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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본 연구모형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101.73, p<0.001), 지자체 고독사 예방 조례 확산의 영향요

인으로는 외부적 확산 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 중 사회적 요인을 제외한 

정치적 요인, 행재정적 요인이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에 있어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그동안 정책혁신의 확산 연

구에서 지역 간 외부적 확산요인의 영향에 대해 확산효과가 시간의존성

을 통제하지 않아 시간의존성 효과와 구분되지 않은 결과인 혼동 효과

(Diffusion as Confusion)일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해왔으나(Buckley·We

sterland, 2004; 김대진·임재진, 2021), 각각 지역확산 변수와 시간의존성 

통제 변수를 고독사 예방 조례 확산 현상의 연구모형에 포함하고 분석한 

결과, 이웃 정부 간 지역 확산요인이 시간의존성 통제변수와 함께 고려

되어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유효함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고독사 예방 조례 도입의 확산 영향요인 중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를 살펴보면, 외부적 확산요인 중에서

는 이웃 정부의 정책 채택으로 인한 영향력인 수평적 확산 요인과, 내부

적 결정요인에서는 정치적 요인 중 지자체장의 정치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행·재정적 요인 중 인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외부적 확산요인 중 수직적 확산 요인, 내부적 결정요인 중 사회

적 요인인 1인 가구 비율, 정치적 요인 중 단점정부 여부, 행·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첫번째로, 외부적 확산요인 중 광역자치단체의 도입으로 인한 수직적 

확산요인은 Logit 분석 결과, 계수는 정(+)의 부호를 가져 가설에서 예측

한 바와 같으나 약간의 차이로 통상적인 유의수준(p<0.05 또는 p<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상위 정부의 정책 채택으로 인해 하위 지방정부가 정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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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 또는 정책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향적 

(top-down) 정책 확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분석결과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로 고독사 예방 조례는 Rogers(1995)의 혁신확산모형(Innovation 

Adoption Curve)에 대입하여 분석했을 때, 최초의 혁신자(innovators) 또

는 초기의 정책채택자(early adopter)는 2014년에 최초로 고독사 예방 조

례를 도입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와 경기도 시·군 등 4개의 기초지자

체였으며,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채택은 혁신 수용 과정에 있어 최

초 채택이 2016년에 이루어지고 초기다수자(early majority)는 2017년 이

후에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확산을 선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적 확산요인 중 인접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으로 인한 모방, 

학습효과를 측정한 수평적 확산 요인은 시간의존성을 고려하였음에도 유

의확률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Coefficient 값은 1.12로 정(+)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인접한 이웃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이 증가할수록 지방정부

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수평적 확산 

요인 가설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가설 2 채택).

이는 본 연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합 모형(Unified Model)을 활용한

<그림 7> 광역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확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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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Berry(1990)의 연구 결과와 이웃효과가 정책 확산에 긍정적 효과

를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석호원, 2010; 이정철·허만형, 2012; 조일

형·이종구, 2012; 박지영, 201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Berry&Berry(1990)는 내부결정요인과 지역확산모형을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한 연구에서 이웃 주 정부의 제도 도입 여부 

즉, 지역확산요인(regional diffusion factor)을 정책 채택을 가로막는 장애

물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자원(resources)으로서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 과정에 대한 지자체 인터뷰 결과, 광

역자치단체의 영향과 이웃 지방정부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 결과와 일치

하는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5> 지역적 확산 요인 관련 인터뷰 결과

수직적 확산 요인 관련 인터뷰 결과
- 수직적 확산 가설과 반대되는 인터뷰 결과 -

(경상남도 OO시 고독사 예방 정책 담당자) “저희는 고독사 예방 조례가

경남도 조례보다 약간 이르게 17년부터 먼저 있었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한 자체 사업비 시비 편성도 일부 국비 지원금도 포함되긴 했지만 2015

년도부터 되어 왔습니다.” 7)

(전라북도 □□시 사회복지 정책 담당자) “실제적으로 도에서 조례를 만들

어도 상황상 기초지자체가 제정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에 더

많이 좌우되는 편입니다. 또한 도 조례의 여부보다는 상위법인 법률에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될 경우 시조례가 제정 확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8)

수평적 확산 요인 관련 인터뷰 결과
- 수평적 확산 가설과 일치하는 인터뷰 결과 -

(서울특별시 △△구 고독사 예방 정책 담당자) “조례 도입할 때 다른 자

치구 조례 제정 유무를 미리 참고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겠죠...전체 자치

구, 기초정부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다 비슷한 걸로

보이긴 했거든요...다른 지자체와 통일성이 아예 떨어지게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참고를 하시는 경우인거죠. 조례마다 큰 내용적 차이는 없어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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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로, 이어서 내부적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요인 중 1인 가구 비중은 가설에서 예측한 방향과 같이 계수는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유의확률이 0.8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가설과 부합하지 않았다. 

 기존에 지방정부의 정책 대상 집단을 변수로 고려한 많은 정책확산 연

구들 중에는 내부적 결정요인인 20~30대 인구 비율과 노인 인구 비율이 

정책 도입 가능성을 감소시킨 결과를 제시한 일부 선행연구(박지영, 

2012;이정철·허만형, 2016)이 존재한다. 한편, 노인인구 비율과 농가세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책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밝혀

낸 다수의 선행연구(하민지 외, 2011; 석호원, 2010)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 집단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

독사 예방 조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정책대상 집단인 1인 가구의 비율이 고독사 예방 정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독사 현상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분명 증가하고 있지

만, 고독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별 고독사 사례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은 여타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보다 크기 때

문에 고독사 현상은 1인 가구 비율과 사건의 발생 건수와 무관하게 다수

의 지자체에서 문제인식과 정책의제 설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고독사’현상을 예방하기 위한‘고독사 예방 조례’

7) 인터뷰 일시 : 2020. 4. 28 실시
8) 인터뷰 일시 : 2020. 5. 19 실시
9) 인터뷰 일시 : 2020. 5. 24 실시

「서울특별시 OO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中 (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 유사 조례 제정 유무 검토 조사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OO구가 
2017.8.9.일 조례를 제정하는 등 OOO구, OO구, OOO구 등 총 4개구가 우리 
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경우 OO시, OO
광역시, OO시 중구, OO시 등 4개 시군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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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chneider와 Ingram(1993, 2006)의 분류에 따라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뜻하는‘정책 대상 집단’을 기존의 출산장려금 제도 등 수혜적 

사회복지 정책과 같이 혜택을 받는 수혜 집단(advantaged), 비용을 부담

하는 집단(contenders) 및 의존 집단(dependents)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회 전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정책 

대상 집단인 1인 가구 비율이 강한 내부적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정치적 요인으로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

체 단체장의 정치적 선호와 단점정부 여부는 상반되는 분석 결과를 보였

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적 결정요인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우리나라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있어 정

치체제와 정책결정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에 의

해 발의되는 조례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하민지 외, 2011).  

 먼저 분석에 있어 분석의 준거기준이었던 자치단체장이 진보 정당 소속

인 경우 보수적 성향(보수 정당 소속)의 단체장과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무소속 단체장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정

치·소속 정당 이념이 무소속 대비 진보인 경우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

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5.1347). 이에 따라 단

체장 정치이념, 정치성향의 영향력에 관한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은 2014년 3월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최초로 발의하였고, 이후 같은 해 정책을 선도적

으로 채택한 타 지방정부 역시 모두 진보 정당 소속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된 원인으로는 먼저 고독사 정책의 지향성, 

성격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정책은 이슈의 현저성(salience)10)이 높고 정

10) 현저성(salience)이란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나타내

는 공중의 현저성으로, 현저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임을 의미한다(Gormley, 1986; 장석준, 2013). 현저성이 높은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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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차별화된 경우에 단체장의 이념 성향이 조례의 채

택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장석준·김두래, 2012). 따라서 고독사 

예방 조례 역시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소속된 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가 

조례 제정에 더욱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 결정자의 정치

이념, 정치적 성향이 어떤 종류의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부적 결정요인인 것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들

(Walker, 1969; 최상한, 2010; 김대진, 2011)과 단체장의 의지가 혁신의 채택

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 결과들(이동기, 2000; 김혜

정, 2006)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치적 요인 중 정치제도 통제형태인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여부는 유의확률이 0.3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할수록 조례를 의결 

등 통과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던 본 연구의 

가설과 부합하지 않았다. 단점 또는 분점 정부 여부를 정책혁신을 위한 

정당 간 타협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정도로 분석한 Hansen(1983)의 이론

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고독사 예방 조례의 도입에 있어서는 

정치적 장애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

의 단점정부 변수와 관련한 분석결과는 조례 도입에 있어 분점정부

(divided government)와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의 차이가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한 문승민·나태준(2017), 박나라·김정숙

(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행재정적 요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는 유의확률이 

0.016로 연구 가설과 같이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3.5267). 즉, 인구 규모가 

경우, 많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적 행동을 조직하거나 정치적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선(reelection)을 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개적으로 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Gormley,1986; Karch,

2007; 장석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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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방정부일수록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가설 6 채택). 실제로 고독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

하는 전사회적 문제이지만, 조례 제정이 매우 늦거나 고독사 예방 정책

이 채택되지 않은 지역은 통상적인 의미의‘비수도권’지역이면서 지역

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전체 인구 규모가 100만 미만인‘중소도시’인 경우가 많았다. 

앞서 남궁근(2004)은 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에

서 지방정부의 인구 규모와 정책채택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위 연구결과는 정책의 도입과 운영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

력 및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정책혁

신의 중요한 조직 역량 변수로 간주하고, 인구 규모(주민수)가 큰 지자체

일수록 조례의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Walker, 1969; 석호원, 2010; 최상한, 

2010; 박나라·김정숙, 2018). 반면에, 최근 연구들은 인구와 재정 변수들

이 조례 채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현

상은 규모가 작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고독사 조례 미제정 지자체 (2020.1.기준)
부산
동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인천
남동구

인천
옹진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북
음성군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전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순천시

전남
담양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고흥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포항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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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책으로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이 그 원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이대

웅･권기헌, 2014; 문승민･나태준, 2015; 박나라·김정숙, 2018). 본 연구 

결과는 기초지자체의 조례 도입에 인구 규모의 증대가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최근의 선행연구(문승민·나태준, 2015; 문승민·

나태준, 2017; 이대웅･권기헌, 2014)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지자체 인구 규모 변수 관련 분석 결과는 현장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행·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Coefficient 값은 -0.1064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과 상반되었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지 않아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11) 인터뷰 일시 : 2020. 5. 24 실시
12) 인터뷰 일시 : 2020. 4. 15 실시
13) 인터뷰 일시 : 2020. 5. 24 실시

<표 17> 재정자립도 및 예산 관련 인터뷰 결과

(전라북도 OO시) “ 현재 조례 제정 후에 고독사 예방 조례 집행만을, 또

는 자체 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현재 고독사 예

방 사업은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유사 관련 국비 사업들

을 시행 중입니다. ”12)

(서울특별시 OO구) “ 고독사 조례 제정 후 고독사 예방 사업비 예산이 점

점 많이 증가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조례사무로 규정된 상담, 안부확인, 긴

급의료지원, 일자리알선 등의 기능이 기존에 시,구에서 이미 하고있는 복지

사업과 연계되어서 예산이 추가로 크게 드는 조례는 아니에요. 모니터링이

나 고독사 실태 조사를 늘리는 게 중요하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

<표 16> 인구 변수 관련 인터뷰 결과
(전라북도 OO군 사회복지 정책 담당자)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자체 행정

역량, 공무원 정원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로 상위법에서 제정하

라고 명시되거나 위임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할 여유가 많

지는 않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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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예방 조례는 돌봄, 응급안전 기능 이외에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사한 성

격의 사회복지·돌봄사업들이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

며,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비해 예산부

담이 비교적 적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온전한 집행을 위한 지자체 고유의 

재정역량은 조례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행정적 요인 중 인구 변수는 조례 채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종합했을 때, 지자체의 인구 규모가 재정 

상태보다 정책추진의 역량을 보다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인구 변수가 다수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책 

채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행재정적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고독사 

예방 조례 미제정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전체 면적(㎢) 대비 인구(명)인 

인구 밀도(명/㎢)가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보다 비교적 낮은 기초지자체

에 속했다. 인구과밀(overpopulation) 현상은 주택과 일자리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민원의 증대로 인한 인구 대비 행정력 부족의 원

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각종 인구 

과밀로 인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필요성과 사회복지 행정력 증대 수요

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다만, 정책 채택에는 단체장

의 정치적 의지 또는 이웃 지자체의 영향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인구밀도가 극히 낮은 지자체에서도 고독사 예방 조례를 도입한 경우

도 존재하였으므로 인구밀도 지표 자체가 충분조건으로서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고독사 조

례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지자체들의 특성으로서 논의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집중 및 인구과밀 정도가 

낮아 별도의 사회복지 인력의 충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대책의 채택 없

이 이·통장 등 기존의 행정책임자들이 주민등록,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등 직접 방문 확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실제 현장 정책담당자 인터뷰 결과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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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분담에 있어 관성적으로 정책 결

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 주체로서 

존재하는‘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중소도시 인구규모 감소가 

고독사 예방 조례 미제정 지자체의 정책 채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불균형은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수평적 불균형을 포괄하는데, 후자는 지방자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여건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이승종, 2014). 실제로 단순히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 채택의 단위가 저하되었다

기 보다는 같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에서도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하여 

주민 수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자율적인 지자체 정책 채택보다는 

13) 인터뷰 일시 : 2020. 6. 15 실시
14) 인터뷰 일시 : 2020. 6. 15 실시

<표 18> 고독사 예방 조례 미제정 지자체 인터뷰 결과
(충청북도 OO군 사회복지 정책 담당자) 보통 한 동네에서 오래 사시는 

시민분들이 이통장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그 집에 가

서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실지 조사가 이루어지죠. 보건소에서 주민 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때 주 교육대상이 이장 또는 부녀

회장이에요. 이·통장 인력들이 사회복지 공무원 역할로도 보충적으로 활

용되고 있습니다.13)

(경상북도 OO군 사회복지 정책 담당자) 고독사 조례 제정 지자체가 근처

의 지자체는 많이 없을 거 같아요. 그 이유가 국가 보건복지부 중요사업

으로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부확인, 건강증진을 위해 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등 이미 국고보조금사업이 있잖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복지부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전 

연령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고독사 조례를 제정

하게 되는데, 우리 농촌 지역은 어른쪽이나 장애인 쪽이 다수이 젊은 층

이랑 인구 자체가 적고 노령화 단계로 넘어가 있는 지자체다보니, 다른 

사각지대를 포함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한 정책 확대보다는 기존 정책대상 

노인층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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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는 고독사 예방 조례의 도입에 있어서도 인구의 이동·증가 등 양

적 변화와 산업화로 인한‘도시화 정도’의 지방정부의 복지정향에 미치

는 영향력에 관한 이론인 지방정부 유형론과도 논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화와 생산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고령화의 공간적 불균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노령화가 상당 부분 더 진행되어 있으

며,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전 세대적·사회

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독사 현상을‘독거노인’등 주로 노년층의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지자체 내 노인복지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기존의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차원의 국고보조사업 등 노인복지 정책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하였고 이는 인터뷰와 고독사 예방 조례 미제정 

지자체의 고독사(무연고 사망) 담당 전담부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확산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고독사 예방 조

례의 정책 확산 현상에 외부적 확산모형(external diffusion model)과 내

부적 결정요인모형(internal determinant model)이 상호보완적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전국적 확산 현상에는 

상위 정부의 정책채택으로 인한 수직적 확산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 정부에 의한 일률적 정책혁신의 확산 보

다는 지방의 자율적 의사에 기반하여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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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결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조례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가설을 아래와 같이 검증하였다.

<표 18> 가설의 채택/기각 여부 

구 분 가 설 검증 결과

연구

모형

1 

가설 

1

상위 정부 광역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

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가설 

2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 권역 내 이웃 기초 지

방자치단체의 증가는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3

지역 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

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가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적 정치 성향은 지방자치단

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5

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하는 

단점 정부(Unified Government) 여부는 지방자치단

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가설 

6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

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

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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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혁신 수준별 정책확산 영향요인 분석

 정책확산 연구는 Berry & Berry(1990)에 의해 사건사 분석(EHA)이 도입

된 이후 정책의 혁신 수준보다는 정책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

증하는 연구가 증가하여 연구의 주를 이루게 되었지만(정병율, 2013), 연

구자들은 정책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정책혁신의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 또한 수행해왔다.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은 크게 지방정부의 정

책 도입 시기, 정책 도입 여부, 지방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수로 종속변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Walker(1969)는 정책 혁신 수준에 대

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을 채택한 날짜가 이를수록 더 높

은 혁신 점수를 책정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 정부가 더 높은 혁신 점수

를 받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즉, 이 방법은 지방정부가 처음 정

책을 도입한 시기에 근거하여 점수를 계산하는데, 최초로 정책이 혁신점

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정책

이 도입된 시기와 마지막으로 정책이 도입된 시기 사이의 기간을 계산한

다.  다음으로 각 지방정부별로 첫 도입과 자신의 도입 사이의 기간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확산에 소요된 전체 시간을 분모로, 지방

정부의 정책도입에 소요된 시간을 분자로 하여 혁신점수를 계산한다

(Walker, 1969: 882-883; 조근식, 2014)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정책의 도입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방

법은 개별 정책의 도입 및 확산에서 주로 사용된다(Downs & Mohr, 

1976; Savage, 1978; 조근식, 2014).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지방정부

가 도입한 정책의 수로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슈 분야 내에 

다수의 유사한 정책들이 존재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O'Connell, 2008; 

조근식, 2014). 

 Downs&Mohr(1976:709-710)은 정책혁신에 관한 연구에서 혁신의 측정 

방법으로 주요한 혁신의 조작화(operationalizations of innovat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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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를 자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책의 최초 채택 또는 사용 시간에 기초한 각 조직의 혁신 점

수 할당방법(the assignment to each organization of an innovation score 

based on its time of first adoption or use)이다. 두 번째 방법은, 단순하

고 이분법적인 채택 또는 비채택(adoption or nonadoption)으로, 단지 채

택시기의 대강의 척도(a crude measure of the time of adoption)로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이자 해당 연구에서 중시하는 연구 

방법은 조직이 혁신을 구현한 정도(the extent to which an organization 

has implemented an innovation) 또는 조직이 혁신에 전념하는 정도(the 

degree to which an organization is committed)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지방정부 조례의 제정확산과 집행과정을 연구한 연구에서는 조

례 제정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조례의 실제 이행과 집행은 확산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조례 집행 주체인 자치단체

가 조례의 제정과정에 협조하였음에도 조례 제정을 집행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나혜수, 2014). 

조례를 비롯하여 모든 정책은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책 집행에 필요한 조

직, 인력의 동원 가능성을 의미하는 행정적 실현가능성(Administrative 

Feasibility)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자원이 충분한지를 의미하는 재정

적 실현가능성(Financial Feasibility) 등 정책이 실제로 충실히 실현될 가

능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은 재량권과 집행

의지의 한계로 선언적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조례의 실현가능성

을 고려한 지방 정부와 고려하지 않은 지방 정부 간의 정책확산의 영향

요인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책혁신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

책채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조근

식, 2014). 따라서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는 정책 채택 여부 뿐만 아니라 

조례의 충실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에 수반된 정책 의지, 실현 가

능성을 함께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정책혁신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 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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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Downs & Mohr(1976)의 혁신수준 측정 방법을 분석에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실제 도입 여부이자, 조례 도입을 위해 조례 정책결

정단계에서 실현가능성(Feasibility)를 고려했는지를 실제 조례 집행을 위

한 자체 사업비·조례 추진계획 등 실질적 사업 편성 여부로 측정하고 

전체 지방정부를 분류하였다. 조직, 인력 등의 실현가능성을 의미하는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계량적인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

 혁신수준 측정에 Downs & Mohr(1976)의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 수준 측정에 관한 논의 여러 중 혁신수준 측정의 첫 번

째 방법은 측정과 혁신 수준 비교에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필요한 반면, 

본 연구는 분석 기간이 2015~2019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단기간에 급

속도로 정책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방법

은 한 분야 내에 다수의 정책들이 있을 때 도입한 정책의 숫자로 정책혁

신 수준을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 조례 단일 정책의 혁

신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았으며, 지자체별로 고독사 예

방 조례의 세부 단위사업의 개수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 현상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혁신 수준에 

따라 고혁신 지방정부 ․ 저혁신 지방정부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 기초지방정부 227곳의 고독사 예방 정책 혁신 수준을 유형화한 결

과, 실제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조례 집행을 위한 자체 사

업비·조례 추진계획 등 실질적 사업 편성을 실시한 지자체는 76개, 고

독사 사회문제에 대응할 실제 사업 편성이 이뤄지지 않거나, 고독사 예

방 조례의 이행을 자체 사업이 아닌 기존 <노인돌봄사업>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등 국비, 도비 사업으로 대체하여 이행하는 저혁신 지방

정부의 수는 151개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 정책 혁신 수준에 따라 유형화한 고혁

신·저혁신 지방정부의 정책 채택 확산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존재할 것

을 가정하고, 정책혁신성이 높은 고혁신 정부와 저혁신 정부에 미치는 

정책확산 영향 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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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혁신 수준별 정책확산 영향요인 분석 결과

 고독사 예방 정책 혁신수준별 확산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아래 <표 19>

와 같다.

* : P<0.1, ** : P<0.05, *** : P<0.01

 고혁신 지자체와 저혁신 지자체의 혁신 수준별 영향요인은 전국을 표본

으로 분석한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확산 종합분석결과 : 모형Ⅰ> 결과

<표 19> 혁신성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 : 모형 Ⅱ

변수

고혁신 정부

(High Implementation Innovator)
저혁신 정부

(Low Implementation Innovator)
Coef. Std. Err. Coef. Std. Err.

외부적 

요인

수직적 확산 요인
3.0610

1.9360
1.0605

1.4073
0.1140 0.4510

수평적 확산 요인
1.0806***

0.2027
0.5780***

0.1915
0.0000 0.0030

내부적 

요인

1인 가구 비율
0.1852

0.1846
-0.4523**

0.2251
0.3160 0.0440

지자체장 
정치성향

소속정당 1
(보수정당=1)

-0.6220
1.6550

2.3384
1.4888

0.7070 0.1160
소속정당 2
(무소속=1)

-4.9132**
2.4362

-3.1077
2.8351

0.0440 0.2730

단점정부 여부
0.2358

1.6090
-0.8830

1.5712
0.8830 0.5740

인구(log)
1.8587

1.2610
2.6504*

1.5052
0.1400 0.0780

재정자립도
0.0054

0.0822
-0.0784

0.0909
0.9480 0.3880

통제변수 Time Count
1.9743**

0.7648
4.4070***

0.8083
0.0100 0.0000

상수항(cons_) -42.3456 18.1034 -42.4191 21.1419
N 380 755

집단 수 76 151

Log Likelihood -108.58331 -228.28368

wald chi2  77.41*** 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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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9>를 통해 고혁신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정책 확산 영향요인과 

저혁신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정책 확산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동일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혁신 수준에 따라 정책 확산 영향요인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전 지자체를 표본으로 한 종합 분석

결과에서와 동일하게 광역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을 통한 수직

적 확산 요인은 고혁신, 저혁신 지자체 모두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종합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정책혁신 

수준별 분석에 있어서도 고혁신, 저혁신 정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강한 수평적 확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정책 혁신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유형에서 상

위 정부의 영향력은 조례 제정에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웃 정부의 영향

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수평적 확산 요인의 영

향력의 크기에서는 정부 혁신성 수준별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수평적 확

산 요인 변수는 고혁신 정부(1.0806)가 저혁신 정부(0.5780)보다 2배 정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내부적 결정요인으로서 1인 가구 비중 변수는 고혁신 지방정부

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저혁신 지방정부에서

는 1인 가구 비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저혁신 지방정부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제정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p<0.05, -0.4523), 

이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고독사 예방 조례를 채택하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하였던 연구 가설과 반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에서도 고혁신 정부와 저혁신 정부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먼저 정치적 요인 중 지자체장의 정치성향은 고혁신 정부에

서는 정책 채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지자체장

의 정치 성향 변수는 저혁신 정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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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정부를 비롯한 조직이 형식적·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적이고 효

과적인 정책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선 Downs&Mohr(1976:709-710)

의 논의와 같이 조직이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에 전념하는 정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정책 구현에는 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혁신 정부에서만 단체장의 정치 성향과 관

련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요인 변수가 저혁신 정부

보다 고혁신 정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한 정책혁신 수준 

관련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조근식, 2014).

 한편, 정치적 요인 중 단점정부 여부는 고혁신ㆍ저혁신 지방정부 모두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재정적 요인 중 인구 규모는 저혁신 지방정부에서는 Coefficient값

이 2.65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반대로 고혁신 지방정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혁신 정부에서 인구 규모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저혁신 정부

에서는 인구 규모가 증가할수록 정책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행·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고혁신·저혁신 지방정부 모

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록 반

대로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다

는 결과가 있는데(장동호, 2011: 144),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고혁

신ㆍ저혁신 지방정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다른 인구감소 대응 정책인 출산장려금 정책에 재정자립

도가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박지영, 2012). 고독사 예방 조례는 지방정부의 예산 및 재정력

을 바탕으로 출산가정에 현금 보조금(grant)을 지급하는‘출산장려금

(childbirth grant)’과 다르게,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의무로서 계획과 실

태조사, 행정 서비스,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지자체의 대응책을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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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정책으로 직접적인 현물 제공 정책보다 재정자립도의 영향을 작게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서 time count 변수는 고혁신 지방정부에서는 유

의확률이 0.01, 저혁신 지자체에서는 유의확률이 0.00으로 혁신성 수준에 

따라 유의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혁신 정부는 저혁신 정부와 비교해 

수평적 확산 요인과 단체장의 정치 성향 및 의지를 포함한 정치적 요인

이 주요한 정책 채택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혁신 정부

는 수평적 확산 요인과 1인 가구 비율을 포함하는 사회적 요인과 지자체 

인구 규모 등의 행재정적 요인이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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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토대로 정책혁신과 확산의 논의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확산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외부적 확산요인’과‘내

부결정요인’을 모두 고려한 Berry&Berry(1990)의 통합모형(Unified 

Model)에 기초하여 고독사 예방 조례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어떤 요인이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 확산 과정

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혁신성 수준이 높은 고혁신 정부는 혁신성이 낮은 저혁신 정부와

는 다른 확산 영향요인에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 혁신 

수준에 따라 고혁신 지방정부 ․ 저혁신 지방정부로 유형화하고 확산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고독사 예방 정책 확산 요인의 단일 분석

에서 나아가 혁신 수준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정책혁신 수준의 측정에

는 정책의 도입과 집행 정도(the extent of innovation implementation)를 

통해 지방정부 혁신성을 측정하고자 한 Downs & Mohr(1976:709-710)의 

논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패널 Logit 분석을 통해 다수의 정책확산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실시하고, 주요 영

향요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담당자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고독사 예방 정책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고독사 예방 조례의 확산 영향요인으로

는 외부적 확산 요인으로서 수평적 확산 변수, 내부적 결정요인 중 정치

적 요인으로서 단체장의 정치성향, 행재정적 요인으로서 인구 규모, 통

제요인으로서 time count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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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적 요인 중 단점정부 여부, 행재정적 요인으로서 재정자립도, 

사회적 요인으로서 1인 가구 비율은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독사 예방 조례는 광역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이 권역 내 기초정부 조

례 제정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늦은 시기에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동

시에 광역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이후에 기초지자체의 정책 도입이 다

시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책 확산 현상에 미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직적 영향력과 이웃 정부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적 확산요인으로 수평적 확산변수가 정책확산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접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의 

단위가 증가할수록,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조례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설 2 채택). 실제로, 고독사 예방 정책

의 채택에 관한 상위 광역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의 영향력에 관해 현장 

담당자를 인터뷰한 결과 수평적 확산 효과를 지지하는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전국적 확산 현상에는 상위 정부

의 정책채택으로 인한 수직적 확산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 정부에 의한 일률적 정책혁신의 확산 보다는 지방의 

자율적 의사에 기반하여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내부적 결정요인 중 정치적 요인으로서 단체장 정치성향이 유의

미한 정책확산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

된 원인은 고독사 정책의 성격과 지자체 정책결정 과정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가설 4 채택). 정책은 이슈의 현저성(salience)이 높고 정당의 입장

이 차별화된 경우에 단체장의 이념 성향이 조례의 채택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장석준·김두래, 2012). 따라서 고독사 

예방 조례 역시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소속된 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가 

조례 제정에 더욱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 결정자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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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정치적 성향이 어떤 종류의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부적 결정요인인 것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들

(Walker, 1969; Berry&Berry, 1992; 최상한, 2010; 김대진,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행재정적 요인으로 인구 규모가 연구 가설과 같이 고독사 예

방 조례의 채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인구 규모가 큰 지방정부일수록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할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가설 6 채택), 비수도권·중소도시 지방

정부의 고독사 예방 조례 수립이 저조한 원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질 것으로 가설한 외부적 

확산 요인 중 수직적 확산 변수, 내부적 결정 요인 중 1인 가구 비율과 

단점정부 여부, 재정자립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가설 1, 3, 5, 7 기각).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단순 채택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고독사 현상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혁신 수준에 따

라 고혁신 지방정부 ․ 저혁신 지방정부로 유형화하고 정책확산 영향 요

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정책혁신 수준별 영향요인 분석 결과, 고혁신  

지방정부와 저혁신 지방정부 간의 확산요인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혁신 정부는 저혁신 정부와 비교해 외부적 확산 요인과 정

치적 요인이 주요한 정책확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혁신 정부는 외부적 확산 요인과 1인 가구 비율을 포함하는 사회적 요

인과 인구 규모 등의 행재정적 요인이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먼저, 수직적 확산 요인은 고혁신, 저혁신 지자체 모두 고독사 예방 조

례 제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고혁신·저혁신 정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강한 수평적 확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정책 혁신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유형에서 이웃 정부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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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수평적 확산 요인의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정부 혁신성 수준별

로 차이가 있어, 고혁신 정부가 저혁신 정부보다 인접정부의 정책 채택

에 2배 정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내부적 결정요인으로서 1인 가구 비중 변수는 고혁신 지방정부

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저혁신 지방정부에서

는 1인 가구 비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에서도 고혁신 정부와 저혁신 정부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먼저 정치적 요인 중 지자체장의 정치성향은 고혁신 정부에

서는 정책 채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지자체장

의 정치 성향 변수는 저혁신 정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요인 변수가 저혁신 정부보다 고혁신 정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한 정책혁신 수준 관련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조근식, 2014). 한편, 정치적 요인 중 단점정부 여부는 

고혁신ㆍ저혁신 지방정부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재정적 요인 중 인구 규모는 저혁신 지방정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고혁신 지방정

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저혁신 정부에서 인

구 규모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저혁신 정부에서는 인구 규모가 증

가할수록 정책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행·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고혁신·저혁신 지방정부 모두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고혁신 지방정부와 저혁신 지방정부에서 혁신성 

수준에 따라 유의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 101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먼저, 기존 정책 혁신 연구들은 대부분 혁신성을 혁신의 순서 혹은 패

턴을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먼저 정책을 도입한 지방정부

의 혁신성이 높으며 이후에 정책을 도입한 지방정부의 혁신성은 낮은 것

으로 가정한 논의한 반면(조근식, 2014),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혁신의 

순서에 근거한 연구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제 운영 

수준과 실태를 고려한 유형화를 통해 혁신 수준별 영향요인을 세부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정책혁신 연구와 관련하여 혁신성의 개념을 확

장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기존에 출산장려금 및 출산장려정책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한 사회

복지 정책 확산 연구에 처음으로‘출산’이 아닌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사망’과 관련한 정책확산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연구 결과를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확산 연구에 대한 논의를 더하고 정책확산 연구

모형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독사 현상과 그에 대한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정책의 혁신과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본 연구는 감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 위축 

등으로 사회적 고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문제의 해결

을 위한 연구의 적실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확산 영향요인 분석 결과 상위 정부 광역

자치단체의 정책 채택으로 인한 수직적 확산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독사 예방 조례의 확산이 상위 정부에 의한 

강제적·일률적 정책혁신의 확산보다는 지역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에 기반하여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도입과 확산에는 정책 자체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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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웃 정부의 정책 채택 여부, 지방정부의 행정적 역량 및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통계

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또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제정과 운영에 외부로부터의 확산압력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과 Berry&Berry(1990)의 통합모형에서 장애요소

(Obstacles)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결정 및 운영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고독사 예방 정책 채택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주관적인 제한된 합리성의 요소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Weyland, 2005; 이정철･허만형, 2012).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고독사 현상에 대응책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이 

확산되는 기제(mechanism)로는 수평적 확산 요인, 정치적 요인 중 단체

장의 정치 이념, 행재정적 요인 중 인구 규모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와 이론적 함의를 기반으

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이 큰 이

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인구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도권, 중소도시 지방정부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독사 예

방 정책을 비롯한 인구 정책 수립율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 등에서 인구유출, 의료 시설 부족과 고령

화, 지역경제 악화 및 실업 등의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이 더욱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적

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인구 

규모가 정책혁신의 중요한 조직 역량 변수임을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방정부 행정역량의 감소와 교육･의료･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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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주 여건 미비로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인구의 감소가 지자체 행정역량의 감소와 지방 소멸(local extinction)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제도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정부 인구정책·사회보장정책인 고독

사 예방 조례의 확산 현상에는 수직적 확산 요인보다는 이웃 정부의 영

향력인 수평적 확산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

였다. 따라서 향후 고독사 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 정책에 대한 단순 모방 보다는 학습을 통한 지자체 실정과 현

황에 맞는 차별화된 고유한 정책 혁신과 채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고독사 현상에 대응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채택에 단체장의 정

치성향을 포함한 정치적 요인이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선거의 세부적인 공약과 당선 이후 전체 

공약 이행 등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주민복지 정책, 공약에 대

한 사전적·사후적 검증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역량의 차이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

며,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청구조례안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 사항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며 관련

한 정밀하게 집계된 공식 통계 자료가 없어 고독사 발생률을 연구의 변

수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현재 정부 차원의 공식 고독사 통계는 부재하

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무연고사망자 통계를 통해 고독사 규모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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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는 정의나 개념이 명확히 확

립되지 않았으며, 무연고 사망의 판단 기준인 무연고 판정이 일률적이고 

지자체별로 달라 본 연구의 분석에 주요 변수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

예방법이 2021년 4월 1일부터 첫 시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고독사 예방 

조례 정책확산의 영향 요인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

여주는 지표로서‘고독사 발생률’변수도 고려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분석 결과 향후 고독사 예방 정책의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

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의 상향적 확산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확산 현상 분석 시 다

수의 정책확산 선행연구와 같이 수직적 정책확산 중 중앙(상위)정부 정

책이 지방(하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적 확산을 주된 확산 

방향으로 검토하였는데, 고독사 예방 정책의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광범위한 정책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부가 2021년 4월 1일자로 정

부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예외적인 상

향적 확산 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고독사 현상은 어느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독사 예

방 조례는 정책 도입 초기 일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을 정책대상 집단으

로 고려하였다가, 중·장년층에서 청년층 및 주민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정책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

친 고독사 및 1인 가구의 고립 예방 정책의 정책 변동(policy change)  

과정과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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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enomenon of solitary death is more of fundamental issue 

inseparable from "human dignity", a crucial issue that is in line with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that policy science should pursue 

(Laswell, 1951). As a result of various social structural causes, such as 

family disbandment,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ging, 

and urbanization, it has become difficult for many citizen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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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d a fundamental right to end their lives with dignity at the 

moment of death every year. 

 However, According to a thesis about ‘Prerequisites Versus 

Diffusion’, A policy is not necessarily introduced just because there 

are prerequisites or necessities due to ongoing social problems(Collier & 

Messick, 1975). The phenomenon of solitary death due to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a severe national nationwide problem. 

Still,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king policies fast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enacted national solitary death prevention 

law promulgated in 2021 by recognizing solitary death as a social 

problem and adopting a policy against it.

 In 2014, one local government first introduced the solitary death 

ordinance, and about 170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introduced the ordinance on their own as of January 2020 as a result 

of the simultaneous policy diffusion in just a short period of time 

between 2015 and 2020. In other words, the Solitary Death Prevention 

Ordinance is a nationwide case of policy diffusion, which local 

governments introduced without compulsion(mandatory system 

introduction) through central government laws.

 Given that the nationwide policy spread of the Solitary Death 

Prevention Ordinance above has never been studied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arise on the subject, 

aspect, and impact factors of the policy spread.

 First of all, the Solitary Death Prevention Ordinance has not been 

evalua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ordinance, and 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actu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more than 70% 

of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ave the same ordinance without much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ordinance. 

 Second, previous policy diffusion studies often assume top-down 

diffusion in the vertical policy diffusion between metropolitan-local 

governments as basic assumptions of the study. However,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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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of the Solitary Death Prevention Ordinance requires systematic 

verification of the vertical diffusion phenomenon because, unlike the 

assumptions of many prior studies on regional diffusion models, not only 

top-down diffusion aspects but also bottom-up diffusion states have 

been observed.

 Finally, existing policy diffusion studies hypothesized and analyzed 

policy formation to be followed by policy adoption as a matter of 

course. Therefore, there are theoretical limitations that studies could 

not analyze the factors for actual policy adoption with verification of 

which ordinance was carried out or no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define the adoption and nationwide spread of the 

Solitary Death Prevention Ordinance as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 

and empirically compare and analyze based on the Unified Model by 

Berry&Berry(1990) considering both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determinants of other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we want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 solitary prevention ordinance was 

introduced due to the local government's unique internal factors, or the 

influence of metropolitan and neighboring governments. Furthermore, 

we use Downs & Mohr (1976:709-710)'s discussion about measurements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the degree of policy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so that we can compare and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diffusion by local government policy innovation 

levels. For analysis, local governments that just adopted only 

"ordinance" and local governments that considered securing policy 

enforcement means and resources for policy implementation were 

classified, manipulated as low-innovation and high-innovation 

governments. Finally, we would like to provide implications to local 

government policymakers who determine social welfare policies by 

analyzing the impact factors of policy proliferation of solitary death 

preventio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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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all,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policy diffusion influence 

factors derived conclusions that an external diffusion model and internal 

determination of the policy diffusion have complementary explanatory 

power.

 A summary of the primary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excluding social factors, among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doption 

of the solitary death prevention ordinance. The local diffusion variables 

and time-dependent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model 

of the Solitary Death Prevention Ordinance diffusion phenomenon and 

verified that local diffusion factors between neighboring governments 

are statistically valid even when considered with time-dependent control 

variables. Also, Internal determinants including the population size and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governor were valid.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vertical diffusion factors, 

single-person household ratios as a social factor among internal 

determinants, divided government status as a political factor, and fiscal 

independence factor as a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actor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lso, the analysis of policy diffusion factors by policy innovation level 

found that external expansion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including 

political orientation and willingness of governor were essential 

determinants of the local governments with high innovation, whereas 

external expansion factors, soci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financial 

factors including single-person household ratio and local population 

matters as essential determinants of governments with low innova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existing policy 

innovation studies so far discuss innovation level in terms of time of 

policy adoption, assuming local government with earlier adoption as 

high innovation and low innovation with later, delayed adoptio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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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sik, 2014).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extends the concept of policy innovation studies 

analyzing the factors by innovation level in detail.

 Second, it contributed to further discussion of policy diffusion research 

and further refinement of the policy diffusion model, as it was the first 

attempt to study the spread of social welfare policies on social isolation 

and death, not just on aspect of childbirth.

 Finally, this study has implications as it statistically identified that the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solitary death prevention policies resulted 

from a combination of various determinants, including the policy 

adoption of neighboring governments, administrative capabilities and 

political factors.

 This study presents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re required to prevent a vicious cycle in which the 

population decline in the region accelerates due to the lac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apacity and small population size. In 

addition, differentiated policy innovation and policy adoption should take 

place rather than just simple policy imit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cope with increasing solitary death. Last but not least, political factors, 

were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nactment of 

ordinance, showing the importance of prior and post-verification of 

policies and pledges manifestation.

keywords : Policy Diffusion, Policy Innovation, Innovativeness

of Local Government, Solitary Death Prevention Ordinance,

Unified Model of State Policy Innovation, Event History

Analysis(EHA), Panel Log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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