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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

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

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방분권, 복지분권, 지방이양, 국고보조, 분권교부세

1. 서론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복지지출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성격과 영역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부가적으로 제공

되어온 잔여적인 복지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서비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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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중심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상황에서 아동보육, 장

기보호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대상의 보편적 확대가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의 지방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참여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재편을 추진하여 상당수 사

회복지사업을 지방이양하였다. 또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충당을 위한 과도적인 장치로서 2006년 분권교

부세를 도입하였고 2010년에는 이를 다시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예정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한 이러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는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는 못한 상태에서 

많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사업에서 차질

이 빚어지는가 하면, 복지종사자의 인건비 하락 등으로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급속하게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이 더 압박을 받게 되었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그간 학계에서는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으로 복지

축소와 복지의 지역간 불균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권화 반대론이 적지 않았다(박병현, 2006; 

윤찬영, 2003).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지역 주민 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분권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 또한 

존재하였다(김연명, 1995). 지금까지 참여정부 지방분권 개혁의 진행 결과는 분권화 비판론을 지지하

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권화 이후 사회복지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양상이 분

권화 자체의 필연적 결과인지, 분권화 정책의 세부적 내용과 집행과정 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지는 아

직 분명하지 않다. 참여정부의 분권화 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으

며, 그 대부분은 재정분권화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 연구만을 토대로 분권화 개혁 전체

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오히려 사회복지사업과 복지재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의 한시적 도입과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내용

으로 하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두 축인 복

지사무와 복지재정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기존 평가의 일면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나아

가 분권화에 대한 찬반이라는 이분법적인 논쟁구도를 탈피하여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을 포괄한 전

체 사회복지사업의 바람직한 재편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재정분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전개한다. 우리는 지방분권화에 대한 원칙적인 찬반론을 넘어서서 사업 특성별로 책임주체를 세부

적으로 나누어보아야 하고, 사업 책임주체간의 재정분담에 대한 논의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검

토 등으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이론적 논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

방분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3장에서는 분권화 전후의 사회복지사업과 

재정상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참여정부 지방분권개혁이 초래한 문제점 등의 결과를 파악한다. 4장에

서는 이론과 기존 연구의 성과를 이용하여 여러 문제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결론을 내린다.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63

2.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최근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지방분권화는 지방정

부의 자율적 권한과 주민 참여의 확대를 통해 복지공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

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 축소를 가져와 복지 지출

의 감소,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논의

는 지방분권에 대한 원칙적 찬반론에 그치고 있어 논의의 생산적 진전을 어렵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분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의 충당방

식 또한 사업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조에 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

이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1) 기능분담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전국적 공공재(national public goods)와 지방적 공공재(local public goods)로 

나누어진다. 전국적 공공재란 그 혜택이 국가의 시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공공재를 말하며, 지방적 공

공재란 그 혜택이 특정 지역사회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공공재를 말한다. 전국적인 공공재는 국가적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만약 전국적 공공재의 공급 책임을 지방으로 넘긴다면 무임승차

자(free rider)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해당 공공재가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Stiglitz, 2000). 

그렇다면 지방공공재의 공급 책임은 지방정부에 주어져야 하는가? Tiebout 가설에 따르면 지방공

공재의 공급은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맡을 때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효율적이게 

된다(Tiebout, 1956). Tiebout에 따르면, 개인은 발로 하는 투표(vote with the feet), 즉 거주 지역의 

선택을 통해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의 지역 선택은 지방정부가 주

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Tiebout 가설에 따르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책임을 지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이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가정들이 있다.1)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모두 충족되지 

1) Tiebout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각 지역의 조세와 지출 패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수

의 지역사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이동에 제한이 없어 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하며, 또한 공공재

의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존재하지 않고,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는 외부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기본가정이 충족된다면 각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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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가 많다. 가령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가 커서 지방정부가 공급할 경우 비용이 

큰 재화는 각 지방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또 지역사회의 공공재 공급행위는 다

른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공재의 

경우 공급 책임을 지방정부에 둘 경우 이러한 외부효과는 고려되지 않아 과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

어 자원의 효율적 할당을 달성할 수 없다(Rosen, 2002). 

이외에도 조세와 혜택의 연계성이 협소한 공공재의 경우 지방정부에 맡길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이 존재하고 주민의 이주가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납세

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면서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수의 납세자가 혜

택을 받지 않는 공공재는 삭감되기 쉽다. 가령 빈곤층으로 대상이 제한된 서비스의 경우 그 혜택이 

소수의 주민에게만 주어지므로 주민의 다수가 조세와 혜택의 연계성을 느끼지 못하여 지방정부 차원

에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Gruber, 2005). 이렇게 현실에서는 지방적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도 상위수준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에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한편, 공평성의 측면에 대해

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즉 지방공공재 공급에서의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빈곤 지역은 부유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훨씬 높은 조세부

담을 해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나 특정한 유형의 재화들에 대해서는 그 

소비가 사람들의 소득이나 부의 수준에 영향 받아서는 안된다는 상품평등주의(commodity 

egalitarianism)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그 불평등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상위수준의 정부가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모든 지역이 전국적인 최저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영역의 공공재는 전국적 공공재, 순수 지방공공재, 중앙정부의 개입

이 요구되는 지방공공재의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사무의 구분도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 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된다. 국가사무는 전국적 공공재에 대

응하는 개념으로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로서 중앙정부가 관장한다.2) 지방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단체위임사무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지역 공공재에 적용되는 개념

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사무라 할 수 있다. 지방사무 중 자치사무는 순수한 의미의 지방정

부 자율에 맡겨지는 지역공공재에 해당하는 사무이다.  

전국적 공공재에 해당하는 국가사무의 예로는 국방이나 외교 서비스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

복지의 영역에서 그에 근접한 예로는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을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회에서 시민들은 불평등과 빈곤의 감소를 국가적 범위의 사안으로서 관심

을 가지며, 이러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전국적 범위에서 균일한 기

준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전국적 공공재로 볼 수 있다. 순수한 지방적 공공재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

부와의 경쟁적 환경에서 주민의 취향에 맞추어 지방적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단위가 된다.

2) 국가사무 중에는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무인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만 사무처리의 효율이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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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공원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그에 근접한 예로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

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는 지방적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성격의 공공재인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의 예 또한 존재한다. 가령 요양보호와 같은 생활시설에서의 

사회서비스는 성격상으로는 지방적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용자가 주로 

취약계층이고(조세와 혜택의 연계가 협소) 이용에 지역적 제약이 크지 않고(외부효과) 생존에 필수적

인 서비스로서 전국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 충족의 성격이 강하여(지역간 형평성)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공동사무로 볼 수 있다.   

2) 재정분담

재정에 관해서 보면, 전국적 공공재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공급되고 순수 지방적 공공재의 

재정 책임은 지방정부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중간적 수준 

공공재의 재정에 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지방적 공공

재나 조세와 혜택의 연계기반이 협소하여 과소공급이 우려되는 지방적 공공재, 공공재 공급에서 전국

적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지역간 불평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위정부의 규제나 정부 간 보조금 체계 

등을 이용하여 대처할 수 있다. 또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지방적 공공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공공재 공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Rosen, 2002).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은 용도 지정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방정

부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재원으로 제공하는 무조건 보조금(unconditional grants)과 재원의 용도를 

제한하는 특정재원으로 제공하는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s)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보조금은 그 용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지출에서 지방정부의 완전한 재량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재 일반의 제공능력을 지원

하는 성격을 가지며 일반교부금(general grants)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데 그 용도는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조건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영역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며 특

정보조금(specific grants)으로도 불린다.3)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개별보조금과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개별보조금은 그 용도가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세분화되며, 우리나

라의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포괄보조금은 일반교부금과 개별 보조금의 중간 형태로, 

3) 조건부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보

조금(matching grants)과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s)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

조금은 총지출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대응보조금에 해당한다. 대응보조금의 예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급여지출의 80%를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10%는 광역

자치단체, 1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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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용도에 대한 제한을 가하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적 

선택을 허용한다.  

일반교부금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일정액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예상보다 서비스 수요가 증

대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에 특정보조금, 특히 개별보조금은 대체로 중

앙정부가 예산 총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무제한적인 재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서비스 수요가 증대

할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급증하지 않는다. 결국 개별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용도가 세분

화되어 지정되므로 지방정부가 사업 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나,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보조금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특성별로 적절한 재정이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앙

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완전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적절한 지방

적 공공재에 대해서는 일반교부금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가 적절한 재정지원방식이 된다. 반면에 중

앙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균일성이나 중앙정부의 시책

을 반영할 필요성 정도에 따라 그 정도가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보조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공동사무 중 전국적 고려와 함께 지방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

조금의 재정이전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앙정부의 전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전국적 공

공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의 집행을 맡은 지방정부에 대해 예산 전

액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있어서 사무의 특성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정분담 또한 사업특성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 공공재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순수 지방적 공공재는 지방정

부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재원은 지방정부의 자체 세원이나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공동사무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결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적인 대처를 하고 그 재원은 특정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주요 영역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기초생활

과 관련된 공공부조는 전국적인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보험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 등

이 강하여 사업결정이나 재정 부담이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

지서비스는 생활시설 서비스와 이용시설 서비스로 그 성격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활시설에서의 사

회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이 주거보호를 겸하고 있는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서비스 접근에서는 지역적 제한이 약하여 타 지역 주민의 이용이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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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활시설 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 대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

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서비스를 지방정부에게 완전히 이양할 

경우 조세와 혜택의 연계가 협소하여 사업축소가 심각하게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생활시설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의 자율성 보장보다는 전국적인 시책에 맞추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역점

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적절하다. 

반면에 이용시설의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고 이용계층의 폭도 취약계층을 넘어서고 

있다. 또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적 범위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용시설의 서비스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맡아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방식은 일반교부금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용시설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요의 급증이나 전국적인 시책의 반영 필요성 등으로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적절치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사무

로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단 이들 이용시설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간의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강하여 개별보조금보

다는 용도를 넓힌 포괄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에 대해 지

방정부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일반교부금 방식의 재정지원을 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일

반교부금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원을 다른 부문으로 전용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이 수요 증가에 상응하

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내용과 문제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정치

적 분권화로 시작되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을 통한 행정적 분권화는 참여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였고 국

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67개 사회복지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여기에서는 국고보

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지방이양사무의 재원 충당을 위한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이루어진 참여정부 사회

복지 분권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분권화 이후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을 고찰해 보겠다. 

 

1)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내용

한국에서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지방정부 지출이 증가하여 2003년에는 총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대략 절반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OECD, 2005). 그

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지방정부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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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이전 중에서는 국고보조금

이 증대한 것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국고보조금은 1991년 2조원에서 2004년 12.7조원으로 증

가하였고, 전체 이전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5.3%에서 23.6%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증대하여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

한 개혁이 지방분권화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구분 1991 1995 1997 1999 2001 2004

국고보조 (A) 2.0 3.9 5.9 8.6 10.6 12.7

체 이 재정(B) 13.1 22.4 30.6 31.6 46.1 53.7

A/B(%) 15.3 17.4 19.3 27.2 23.0 23.6

<표 1>  국고보조 과 이 재정의 상(단 : 조원, %)

자료: 서정섭·조기현(2006)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묶어두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이 세분화된 국고보조금 방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내 다른 사업과의 연계나 통합을 도모할 수 없어 지방정부의 사업운용

에서 경직성,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오연천 외, 2007).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참여정부는 그 대책으로 지방정부 사업집행의 자율성을 확장하기 위

해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재정이전장치로 분권교부세를 

도입 하는 등의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첫째,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

성 제약의 문제가 제기되어온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 대상사업 유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3가지로 재편되었다.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533개 중 149개 사업이 지방이양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이관된 것이 126개 사업, 국

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된 것이 247개이고 11개 사업이 폐지되었다. 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140개 중 67개 사업(5,959억원)이 지방이양되었는데 이는 전체 지방이양사업 규모의 약 

45%(금액으로는 약 62%)에 달하는 것이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명백한 지방사무, 반복적 집행 성격의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단순한 지

방재원보전 성격의 보조사업, 국고보조의 실익이 적은 국조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계획과 제공의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남는 사업의 경우는 명백히 국가사무이거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거나 지방이양 

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국가적으

로 대처해야 하는 사업 등이 해당되었다(이인재, 2006).

이러한 방침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나머지는 국

고보조사업으로 남게 되었다. <표 2>에서는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사회복지사업을 노인, 장애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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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  기타

시설

운

생활

시설
 노인생활시설 운

 장애인 생활시설 운

 정신요양시설 운

 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 운

 요보호아동그룹훔보호

 아동시설운

 부랑인 시설 운

 한센생활시설운

 모부자복지시설 운

이용

시설

 노인보호 문기 설치

  운

 재가노인복지시설운

 노인복지시설운

 경로당 운

 노인복지회  운

 치매상담센터 운

 노인인력자원센터 

(지역시니어클럽)운

 장애인생산품 매시설운

 장애인생산품 매시설임차료

 장애인복지  운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

 의료재활시설 운

 장애인체육  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

 수화통역센터운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

 장애인해피콜 사센터운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입양정보센터

 지역아동센터 운

 입양기  운

 결연기  운

 아동보호 문기  운

 가정 탁지원센  운

 자활후견기  운 지원

 역자활지원센터 운

 사회복지  운

 재가복지 사센터운

 미혼모 간의집운

시설 설치
 소규모다기능시설

 노인복지회  신축
 아동보호 문기 설치

 한센복지 건립

 소도시보건소 신축

시설기능

보강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노인치매그룹홈기능보강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  기능보강

 장애인체육  기능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지원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아동결연기 PC구입비

 아동보호 문기 (장비구입)

 부랑인시설기능보강

 한센생활시설기능보강

 한센간이양로시설기능보강

 화장장등 장사시설기능보강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비보장

 가정 사원 견시설기능보강

농어 의료기 응 실시설장비

  보강

 사회복지 기능보강

 푸드뱅크운 장비지원

서비스  여, 

로그램

 기 노령연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독거노인도무미 견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수당지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 , 

가정 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국민기 생활 여 

 의료 여

 사할린한인지원

<표 2>  사회복지 지방이양·국고보조사업의 사무성격과 상별 분류 

취약계층 및 기타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운영비, 시설설치, 기

능보강, 서비스 및 급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시설운영사업은 대체로 지방이양되었고, 시설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은 많은 것

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및 급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수당, 기초보장

급여, 의료급여 등 소득보장성 급여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한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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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보미바우처

취약계층생애주기별진단

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

 경로식당무료 식

 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장애인아동부양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여성장애인역량강화교육사업

 증장애인선택 복지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농어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청각장애아동달팽이 수술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지원(희망스타트)

 입양수수료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산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지원

 소득학생수능공부방운

 소년소녀가장지원

 가정 탁양육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

 결식아동 식지원

 취약가정사례 리

 지역복지서비스 신사업 

 원폭피해자지원

 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

 염병 문가교육 정

 주요 염병표본감시

 감염질환역학조사

 성 염병 리

 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우수한약육성지원

 농어 의료서비스개선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지원

 모자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

 지역 사사업

 공공보건인력개발

 공공보건사업

 도시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사회복지 담공무원인건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담공무원 업무보조공익요원 인건비

주: 굵은 글씨로 밑줄 그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나머지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06.11. 『2007년도 예산안관련 통계자료』 중 2005 지방이양사업목록, 2007년도 국고

보조사업목록.

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이양을 위하여 2005년 한시적으로 지방교부세 내에 

분권교부세를 도입하였고 2010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세

원이 제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조정장치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재원으로서 용도에 제약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

라 예산의 편성과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분권교부세는 기존 지방교부세 제도의 틀 내에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포함하여 지방이양으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

도록 예정되어있다. 분권교부세 규모는 2005년에는 내국세 총액의 0.83%인 6,638억원, 2006년부터는 

0.94%로 상향조정되어 2006년 8,369억원, 2007년 9,689억원이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총액은 특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측정된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 규모에 맞추어 지출된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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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산편성액

(A:분권교부세+지방비)

총소요액

(B)

산확보율

(A/B)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계 14,954 18,020 13,438 19,401 111.3 92.9

서울 3,740 4,293 2,192 4,724 170.7 90.9

부산 1,025 1,299 1,057 1,299 96.9 100.0

구 605 631 647 713 93.5 88.5

<표 4>  2005~2006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산편성 황(단 : 억원, %)

연도 계 경상  수요
비경상  수요

소계 일반수요 특정수요

2005
6,638

(67개)

2,973

(50개)

3,665

(17개)

139

(9개)

3,526

(8개)

2006
8,369

(67개)

3,124

(50개)

5,245

(17개)

89

(10개)

5.156

(7개)

2007
9,689

(67개)

3,792

(52개)

5,897

(15개)

78

(8개)

5,819

(7개)

<표 3>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수요별 분권교부세 황(단 : 억원)

자료: 감사원(2008)

2) 복지분권화 이후 변화 양상

사회복지영역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사

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지역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것은 나름의 합리성을 띤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권교부세 재원은 일반

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집행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방향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정비와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집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첫째,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표 4>에서 67개 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방이양 첫해인 2005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가 예산확보율 10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확보율은 111.3%로 평균

적으로는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2006년에는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부산, 광주, 울산, 

강원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10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총 소요예산이 1조 9,401억

원인데 반해 실제 예산편성액은 1조 8,020억원으로 1,381억원이 부족하여 전국 평균 예산 확보율이 

9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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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87 572 591 685 99.3 83.5

주 452 519 457 519 99.1 100.0

526 657 513 728 102.5 90.2

울산 241 376 238 376 101.3 100.0

경기 1,873 2,665 1,792 2,918 104.5 91.3

강원 650 899 585 799 111.2 112.4

충북 643 782 643 795 100.0 98.3

충남 756 822 748 929 101.0 88.4

북 801 1,018 838 1,044 95.6 97.5

남 787 896 829 974 94.9 92.0

경북 939 1,057 988 1,151 95.1 91.8

경남 1,046 1,096 1,046 1,294 100.0 84.7

제주 284 438 276 449 102.7 97.4

주1: 2005년 12월 31일 현재, 2006년 6월 30일 현재(연구에 따라 2005년 전국 예산확보율을 92.3%로 보고하

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05년 6월 말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주2: 총소요액은 지방자치단체가 67개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

자료: 2005년 자료는 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를 재구성, 2006년 자료는 서정섭·조기현(2006: 53)에서 발

췌.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표 5>에서는 지방이양 후 복

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5~2007년의 3

년간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8.2%의 증가율을 나타낸데 반해 지방비는 연평균 36.7%의 증가율을 나타

내고 있어 지방비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이양 이양후 연평균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양 이양후 체

총 산 9,112 9,753 9,889 10,706 11,547 11,199 4.2 8.1 6.1

사회복지 865 943 1,067 1,289 1,532 1,728 11.1 19.8 15.5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92 104 130 168 192 225 18.5 22.0 20.2

국고보조 /분권교부세 42 49 61 55 70 77 20.4 8.2 14.3

지방비 50 55 68 113 122 147 16.8 36.7 26.8

<표 5>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산변동 황(단 : 백억원, %)

주: 2004년 이전의 분권교부세 항목은 국비를 의미. 

자료: 감사원(2008) 재구성.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지방이양 이전 2002~2004년 동안 약 53~54%였으나, 

지방이양 이후 2005~2007년에는 64~6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업 분

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분야에서 지방이양 전인 2004년에 비해 지방이양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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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지방비 부담률이 모두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노인 분야의 경우 2004년 36.9%

에서 2005년 70.4%로 지방비 부담률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감사원, 2008). 

셋째, 지역 간 복지재정 격차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지원

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예산확보율의 지방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2005~2007

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의 시도별 격차 현황을 변이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권

교부세의 변이계수는 0.42~0.45이고 지방비의 변이계수는 1.14~1.19로 분권교부세에 비해 지방비의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원진ㆍ구인회ㆍ양난주, 2008). 그런데 지방간 격차가 큰 

지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게 되어 전체 사업예산의 지방간 격차가 확대되게 되

었다.

넷째, 지방이양 이후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을 2002년도 320개소에서 2011년까지 1,600개소(공공부문 1,088

개소)로 확충할 계획이고(보건복지부, 2002), 장애인 생활시설확대에는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총 

1,1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보건복지부, 2003). 또 정부는 지방이양 후인 2005년에는 노인요양보

호시설을 2008년까지 1,042개소, 장애인생활시설을 2009년까지 250개소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

대하였다. 

그러나 신규 시설확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시설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되면서 확충되

는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완공

하고도 개원을 지연시키거나 신규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2006년도 62개 확충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시설은 45개로 계획에 못 미쳤고, 2007년에는 

9월 현재 전체 70개 확충 계획에 19개만 신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감사원, 2008).

다섯째,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특히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 이전

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2007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개 시·도를 제외

하고 전국에서 노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가 동결되었고 3개 시·도에서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

비를 동결하였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측에서는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동결되거나 지원기준보다 삭감되어 난방비, 급식비, 인건비 등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신용규, 2008).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시설 운영비가 부족하자 

종사자 배치인력을 줄이고 보수수준을 동결하기도 하였다(김재훈․이재원, 2008). 

또 인건비에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였다. 2004년까지는 구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인 5% 인상이 

모든 시도에서 지켜졌으나, 지방이양이 이루어진 2005년 이후에는 인건비 인상수준이 최고 7.5%에서 

전년 수준 동결까지 차이를 보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나타났다(감사원, 2008). 이에 따라 인력이 

지방 사이에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다시 특정 지역에서의 인력난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일차적 원인은 분권교부세를 통한 중앙정부의 시설운영비 지원이 복지수요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

여 발생한 재원부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의 본래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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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분권교부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리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이양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수동적 정책 수행이라는 국고보조 체제에서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김재훈․이재원, 2008). 

단  사업 
보조율(%)

단  사업 
보조율(%)

서울 지방 서울 지방

생계 여 40~60 70~90 노인돌 서비스 50 70~80

주거 여 40~60 70~90 아이돌보미지원 30 70

교육 여 40~60 70~90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 30 50

의료 여  50 80 노인일자리확충 30 50

긴 복지 50 80 기가족역량강화지원 50 50

자활사업 40~60 70~90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50 80

자활지원센터운 지원 70 70 희망복지129센터설치 25/75 50/50

자활소득공제 40~60 70~90 지역복지사업평가 100 100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 40 6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0 70~80

결식아동 식 100 100 보육돌 서비스 10~30 40~60

입양장애아동양육지원 40 70 차등보육료지원 0 40~60

아동발달지원계좌 40 70 보육료지원체계개선(바우처) 100 100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66.67 100 농어 지역소규모보육서비스 100 100

장애수당지 50 70 장애인의료비 지원 50 80

장애아동수당 50 70 한센병환자 리지원 50 50~70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50 80 청소년 공부방 운 지원 50 50

장애인자녀학비지원 50 80 정신보건센터운 50 50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30 50 아동시설확충 50 50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50 80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50 50

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0 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50 50

여성장애인교육사업 80 80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30 70

부랑인시설운 50 70 부랑인시설기능보강 50 50

기 노령연 지 40~90 40~90 노인요양시설 확충 50 50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50 80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사할린한인지원 100 100 정신보건시설확충 50 50

노인보호 문기 50 50 장사시설 설치 70 70

<표 6>  2009년도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이렇게 기대했던 지방 자율성 확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준비과정 미흡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보다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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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 문제를 자신의 책임 영역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민간시설들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복지공급의 기획과 집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분권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에야 지방의 자율성 

제고라는 기대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지방이양 되지 않고 남아 있거나 새로 도입된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지방비 

분담 요구, 국비 지원의 불규칙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허용 없는 일방적 사업 집행 등과 같은 기존

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이재원, 2005).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고 지방

정부는 단순집행기능만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공동사업의 참가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행정적 권한과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최근의 복지수요 급증이나 

지방재정의 여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표 6> 참조). 특히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

담해야 할 사업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지방비를 부과하는 예로서는 기초보장급여, 의료급여, 200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새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들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 중 하위소득자 

70%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균일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국가사무적 성격이 강하나 상당수

준의 지방정부 대응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상 전국적인 균일성을 강하게 띠는 제도로서 지방정부의 재량

권 행사는 불가능하나, 서울의 경우 50%, 지방의 경우에는 80%만을 국비로 보조하여 지방정부의 재

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분
이양 이양 후 연평균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양 이양후 체

사회복지 산(A) 86,481 94,264 106,678 128,858 153,220 172,825 11.1 19.8 15.5

국고보조사업(B) 70,378 74,459 87,513 95,051 115,884 135,485 11.7 15.3 13.5

비 (B/A) 81.4 79.0 82.0 73.8 75.6 78.4 80.8 74.7 78.4

국고보조 (C) 49,488 51,554 61,027 64,977 78,690 92,495 11.3 13.8 12.5

비 (C/B) 70.3 69.2 69.7 68.4 67.9 68.3 69.7 68.2 69.1

지방비(D) 20,890 22,905 26,486 30,074 37,194 42,990 12.6 18.6 15.6

비 (D/B) 29.7 30.8 30.3 31.6 32.1 31.7 30.3 31.9 30.9

지방이양사업(E)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482 18.5 22.0 20.2

비 (E/A) 10.7 11.1 12.1 13.1 12.5 13.0 11.3 12.8 11.9

국고/분권(F) 4,215 4,912 6,107 5,531 6,955 7,734 20.4 8.2 14.3

비 (F/E) 45.6 47.1 47.2 32.9 36.2 34.4 46.6 34.6 41.8

지방비(G) 5,032 5,521 6,845 11,289 12,246 14,747 16.8 36.7 26.8

비 (G/E) 54.4 52.9 52.8 67.1 63.8 65.6 53.4 65.4 58.2

<표 7>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산추이(단 : 억원, %)

자료: 감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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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사회복지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비중이 70-80%에 달해 

지방이양사업에 비해 훨씬 크다. 또 2005년 이후 예산 증가율이 15.3%이고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어 지

방정부의 재정 부담 개선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이 매우 중요하다(<표 7> 참조). 

4.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평가와 개선방안 

앞서 고찰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지방분권화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사무분권과 재정분권의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가 지방사

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지방이양 사무의 재정충당을 위해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적절하

게 작동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1) 복지분권화 진단과 평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두 영

역으로 나누어 진단한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예산 부족이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되는 복지수요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예산공급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따져보면 수요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7>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소요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양 전 18.5%인데 비해 이양 후

에는 22.0%로서 할당된 예산의 증가 속도는 이양 후에 더 빠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에서

의 예산 부족은 해당사업에 대한 복지수요가 이양 후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공급의 증가는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었다. 앞의 <표 7>에서 제시

하였듯이 이양 전에는 국비 증가율이 20.4%였고, 지방비 증가율은 16.8%여서 국비 증가가 사업예산

의 증가에 더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이양 후에는 분권교부세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액 증가율은 

8.2%에 그치고, 지방비 증가율이 36.7%에 달하여 예산 증가의 주된 원인은 지방비의 증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분권교부세를 통한 중앙정부 지원의 증가율은 수요의 증가는 물론 투여예산의 증가율에

도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액 증가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정

부 지출분 증가는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4)   

4)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부족과 함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지출분 증

가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이양 전 국고보조금에서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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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이후 중앙정부 지원액의 증가가 크게 낮아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

째, 분권교부세 도입당시 재원규모를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 산정하여 2005년도의 신규재정수요가 반

영되지 못하였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규모인 9,581억원을 2005년도에 충

당해야 할 예산규모로 설정하였다(곽채기 외, 2008).  

둘째, 2005년도 도입당시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사업에 지급되던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전액을 지

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도 예산부족에 기여하였다.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로 책정하여 2004

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의 88.24%에 해당하는 8,454억원을 지원하였다. 

나머지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 추가 징수 예상액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담배소비세수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감소된 중앙정부 부담분을 보충하지 못하였다. 

2006년에 분권교부세율을 내국세의 0.94%로 0.11%p 인상하여 교부세 지원액을 지방이양 전 국비 부

담분 전액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셋째, 분권교부세 교부총액은 다른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책정

된다. 따라서 지원총액의 증가가 내국세의 증가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러한 분권교부세의 구조는 급속하게 수요가 확대되는 노인, 장애인 대상 등과 같은 지방이양 복지사

업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예산부족이 심화되어 교부총액이 중장기적인 적정 재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

게 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2006년 기간 동안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예산규모 증

가율은 연평균 18%에 달하고 있는데,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불과하여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구분
이양 이양 후

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내국세 13.3 12.5 5.1 8.3 4.6 8.7

지방이양사업 총 산 24 17 11 16 12 16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산 22 17 18 19 13 18

<표 8>  내국세  이양사업 산 연도별 증가율 추이(단 : %)

자료: 감사원(2008)

넷째, 분권교부세의 사업별 예산 산정 방식도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분권교부세 지원 총액은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나뉘어 산정되고 비경상수요 사업

예산은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나뉘어 산정된다. 경상적 수요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지역 내에서 복지

수요 산정과 예측이 가능한 사업범주들이라면 비경상적 수요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원계획에 

크게 좌우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비 부담 이상으로 지출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러한 높은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사회복지사업의 수요

가 가진 다소간 경직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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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상적 수요 사업의 예산 산정에서는 노인복지수요, 장애인복지수요, 아동복지수요 모두 주

로 관련된 시설 수만을 고려하여 시설 수용인원이나 종사자의 수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게다

가 시설운영비에서 각종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통합 산정되어 인건비 반영률이 미흡하게 되어, 부족

분이 발생하거나 인건비를 사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배준식, 2008).  

비경상적 수요 사업의 경우, 특정수요의 비중이 크다. 2008년도에는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비경

상적 수요 중 특정수요사업은 예산이 4,384억원으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전

체 예산 8,793억원의 49.9%에 달한다. 그 대부분을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가 

차지하는데,5) 이 특정수요사업 교부금은 전년도 시설 현황에 기초하여 재정지출 수요를 산정하기 때

문에 노인장기요양인프라 구축이나 장애인 시설확충 계획 등에 의해 시설을 확충할 경우 실제 수요와 

예산규모간의 차이가 커지고 이는 곧 지방재정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섯째, 지방이양된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사업을 확대하여 지방부담

을 가중시킨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05년 아동급식 대상자가 2005년에는 5만명이었으나 2006년

에는 23만여명으로 확대되었다. 중앙정부의 사업 확대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도 나타났음은 앞서 언급되었다.

사무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양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확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시

설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노인시설운영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사업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지방비 분담 비중은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였

다. 노인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분담비율은 지방이양 전인 2004년에는 지방비 분담분이 각각 

36.3%(노인)와 40.7%(장애인)였는데, 이양 후인 2007년 현재 각각 50.1%와 47.3%로 상승하였다(감

사원, 2008). 하지만 노인 분야 지방이양사업 전체에서 나타난 지방비 분담률이 2004년 36.9%에서 

2005년 70.4%로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시설운영사업에서의 분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

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복지서비스에 비해 생활시설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해

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방이양 이후 정부의 시설 확충계획이 어려움에 부딪치자 2006년에는 중앙정부는 분권교

부세 배분 방식도 변화시켰다. 분권교부세 재원 0.83%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이 차

지하는 비중을 0.21%(2,238억원)로 보고 분권교부세의 틀 안에서 별도 배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권

교부세 법정률 인상분 0.11%, 1,178억을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3개 사업에 전액 

배분했다(행정자치부, 2006). 이러한 변화로 3개 시설운영사업 예산은 용도를 특정한 포괄보조금의 성

격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3개 사업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지급하던 방식을 간접지급방식으로 변화시켰다. 2005년

도에 분권교부세는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도, 시·군·구에 직접 교부되었다. 

5) 비경상 수요의 특정수요 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의 3대 생활시설 운영비와 아동보호전문

기관 설치,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 기능보강,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의 7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비경상수요의 일반수요 사업에는 장비지원과 기능보강, 개보수, 신축 사업 등 8개 사업이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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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6년도부터 특별·광역시의 경우는 시 본청으로 일괄 교부되고 시 본청에서 시비를 더하여 

자치구에 교부된다. 특별·광역시에 일괄교부하는 것은 이 지역들은 광역을 동일생활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재원의 신축적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 2006). 도의 경우 2005년과 마찬가지로 본

청과 시·군으로 교부되는데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예산에 한해서는 광역적 조정기능을 

고려하여 도 본청으로 일괄 교부하고 도에서 도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배분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렇게 3개 사업 예산에 대해 특정보조금 성격을 강화하고 상위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선책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중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

설의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처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노인,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것은 이들 생활시설의 

복지서비스를 지역단위의 다른 사회서비스 규모나 분포를 감안하고 생활시설 수요에 맞추어 계획, 집

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생활시설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책임져

야 할 지역 공공재로만 간주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우선, 노인,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들 시설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먼저 노인시설의 입소자들의 85%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84%는 의

료급여 수급자이다(감사원, 2008). 따라서 국민최저선에 입각한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

부가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들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도 상위정부의 책임과 대응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들 생활시설 서비스의 혜택은 시설 소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시설 입소조건

에 의해 규제되지도 않으며 입소자 중에 타 지역 주민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10월 기준 전국 총 59개소, 입소자 11,824명 가운데 타 지역 주민이 30%에 달하는데 타 

지역 입소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전체 입소인원의 89.9%(충북)에 달한다(감사원, 2008). 이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의 서비스가 지역적 제한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적 

공공재로 간주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와 분권교부세원 관리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행

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곽채기 외, 2008).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할 때 3개 시설운영사업에 대해서 광역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개선방안의 검토 

2010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복지 분권화에 대한 많은 대안들

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보통교부

세 불교부단체에게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이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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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그 배분과정에서는 지자체

의 복지수요가 반영되지만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역

개발 등 복지 외 사업에 대한 지출 동기를 강하게 가질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

는 우려가 크다. 이에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백종만, 2008). 

지난 4년간의 사회복지 지방분권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지방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지자체의 불만을 낳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대안은 중앙,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장의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

방분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분권화의 개선 

방안을 사무분권과 재정분권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분권 차원에서는 67개 지방이양사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

업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복지분권화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은 분권교부

세라는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장의 지방비 부담 가중의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지원 제도만을 도입하기보다는,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재

분류한 후 각각에 맞는 재정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업의 성격과 현황을 엄밀히 

분석한 후 조세와 혜택의 연계가 협소하여 과소공급이 우려되는 사업, 지리적 파급 범위가 넓고 외부

효과가 큰 사업, 지역간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업, 지방정부의 역량과 사업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정분권 차원에서는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 제도를 설계

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교부금인 보통교부세를 통해 지방정

부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는 기존의 개별 국고보조금 방식 외에도 포괄보조금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개별 국고보조금방식은 

재정적 측면에서 복지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의 경직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 침해와 같은 단점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사업 수요가 비교적 일정하고 유사 범주

의 사업이 존재하여 재원을 이전하여 사용하는 대체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지방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한 개별 국고보조 방식을 유지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조정과 같

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서비스, 소득보장 등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체

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의 운영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획, 집행될 필요가 

커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시설 설치와 기능 보강사업은 지방정부가 감

당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커서 기피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도 못한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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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사업들을 지방이양할 경우 서비스 인프라가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

다. 

둘째, 생활시설 운영과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을 제외한 이용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은 일반적으

로 그 혜택과 영향이 지방적 범위로 제한되고 사업설계에서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 중요하여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지역 차원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정부의 예

산은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금, 각 서비스 프로그램별로 지원되는 서비스 급여 등이 

각 기관별, 각 단위사업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역 차원의 복

지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도모하기 위해 이

러한 사업의 지방이양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이

전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당장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급증과 서비스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수요의 증가가 일정 수

준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적절한 재정이전장치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당장 지방으로 이양하기 어려운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할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도의 범위 제한을 줄인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을 통해 지방의 재량을 확

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포괄보조금 방식은 사업수요를 계산하여 매년 산정한 후 중앙과 지방

의 매칭부담이 결정되므로, 국세에 연동된 보통교부세 방식에 비해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서 보다 안정적으로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포괄보조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운용하여 해당 정책분야에서의 성과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도 있다(김재훈·이재원, 

2008).  

셋째, 소득보장이나 생활보호서비스와 같이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치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재정

분권화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재량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법정 의무지출(부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이재원, 2007).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 의료급여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접수, 급여 지급 등 제도의 집행부

담만 있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여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5. 결론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하고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분권을 추

진하였고 사회복지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는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시킨 결과로 이어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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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 등 이 시기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된 국고보조사업 또한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을 심화시켰다.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서 자율성이 증대되었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2010년으로 예정된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면 환수하는 방안은 지방

분권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기본적 취지

를 살리면서 개혁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무분권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지

방이양사업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교부금인 보통교부세

를 통한 재정지원이 타당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정보조금 성격의 기존 개별 국고보조금 외

에도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개선방안은 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균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운

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그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기초노

령연금, 기초보장급여 등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

로 보조율을 100%로 하여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

평적 재정균등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의 재정과 복지수요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

는 것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크게 보아,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운영,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서비스 

및 급여 등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 중 시설 운영과 서비스는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그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 요구되는 생활시설의 복지서

비스, 전국적인 시책에 따라 인프라 구축(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이 요구되는 복지서비스, 이용시설 

서비스 중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이양 시 서비스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

부가 재정책임을 주도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생활시설 운영, 더욱이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전국적인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

업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환원되어야 할 사업과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

도의 범위 제한을 줄인 포괄보조금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설계와 집

행 권한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시설 운영사업 등도 지역에서의 수요 충

족이 안정화될 때까지 새로운 포괄보조금의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이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따라서 2010년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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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bate on decentralization of welfare. The 

proponents of decentralization argue that it will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cy in the provision of service. However, the 

opponents argue that it will lead to the welfare reduction and the increased 

inequality among localities. This study attempts to deal with the question,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Roh Governm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the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has undergone hardships in financing the welfare service, while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 local autonomy has enhanced. In respect of fiscal role-sharing, 

local duti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of the insufficient grants-in-aid for 

decentralization and inappropriate formula in assessing the grants. In respect of 

functional role-sharing, the decreased role of central government made it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enough residential institution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improv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deliberate 

reclassification is needed to decide which item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iti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s, social services could be transferred in 

the long run, while central government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ies for the 

income guarantee and protection for the disadvantaged.

Key words: decentralization, social welfare, local devolution, national subsidies, 

grants-in-aid for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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