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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
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
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
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보인다. 

주제어 : 지방재정, 수렴, 1인당 지방재정지출, 재정지출 지니계수, 패널 자료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whether local public expenditures have converged during the 1985-2011 periods 
in Korea, using the sixt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data. We analyze the convergence of per 
capita real local public expenditures in terms of both static view and dynamic view of convergence. 
Furthermore, we derive the estimating equation for per capita real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growth function 
from theoretical model based on Skidmore et al.(2004)[23]. The main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es are such 
that an increase in aged people helpe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crease. Also, we found that the 
convergence speed of economic expenditure is greater than tha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imilarly the 
convergence speed of public capital expenditure is greater than that of public consumption expenditure. In the 
future we had better examine the convergence of local public goods taking into account their congestion rates. 

Key Words : Local public finance, Convergence, Per capita local public expenditure, Gini coefficient of public 
expenditure,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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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에 진입하면서 한국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려왔던 고속․압축 성장시 를 마감하고, 고속성장에 따

른 성장피로도가 되면서 소득계층 간, 지역 간, 부문 

간 양극화 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 에서도 지역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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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수도권에의 경제력 집 이 심화되고, 민간부문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이 발생

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양극화의 극복을 통

한 사회통합이 요한 국가 과제로 두되었다. 한 지

역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질을 제고하고 장기 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

를 해서 지역경제력 격차를 이는 것이 필요하게 되

었고 이를 해서는 지방재정지출의 지역 간 격차가 해

소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성태(2012)를 포함한 많

은 선행연구들이 지 하 듯이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

제에 미치는 향이 심 하기 때문이다[11]. 지방재정지

출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므로 1인당 지방재정지출

의 규모에 한 지역 간 격차의 해소가 요하며, 지역 

간 격차의 해소가 어느 정도 실 되고 있는 가를 악하

기 하여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수렴 여부에 한 검증

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공공지출의 경우 혼잡도가 1에 근

하기 때문에 주민과 지역경제가 향을 받는 지방공공

서비스의 실질 공 수 ()은 지방재정지출의 총 규모

()보다는 1인당 지방재정지출에 근 하기 때문이다.1) 

한편 1995년 출범한 지방자치제가 착근을 해서 지

방재정의 세입분권과 함께 세출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출분권의 확립을 해서는 앙재정지출 비 지방재

정지출의 비 이 앙정부 기능 비 지방정부 기능의 

비 과 근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출분권을 

해서는 지방부문 내에서는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지역 

간 분포가 균등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분권(decentralization)은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균

형 잡힌 재정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

정지출 분권의 실  정도를 악하기 하여 1인당 지방

재정지출의 수렴 여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지방

재정의 수렴과 련된 기존 연구들에 한 문헌조사를 

1) 공공재는 혼잡도에 따라 순수 공공재와 지방공공재로 구분
된다. 혼잡도는     에서 로 측정되는데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국방과 같이 혼잡도가 전혀 없는 순수 
공공재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반면, 도로와 같이 어느 정
도 혼잡도를 갖는 지방공공재는 0<<1 의 값을 갖고 혼잡도
가 커질수록 1에 근접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혼잡
도는 김성태(2014)에 의하면 0.819로 거의 1에 근접하는 것
으로 추정되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정리하고, 3장에서는 지방재정 수렴의 이론  배경을 정

리하고, 4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불평등도 

추이를 정리한다. 5장에서는 1985-2012년 기간 동안 

역자치단체의 패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의 수

렴을 확인하기 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후 6장에서 논문

을 마무리한다. 

2. 문헌조사 

경제성장이 지역 간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 수렴이 

발생한다고 한다. 반 로 지역경제성장이 지역 간 소득

을 증가시키는 경우 발산이 발생한다고 한다. 최  Barro 

and Sala-I-Martin(1991)에 의하여 최 로 시작된 수렴 

연구는 국가의 경제성장이 국가 간 소득격차를 감소시킨

다는 것을 분석한 이래 많은 후속연구가 있어 왔다[4]. 

Paas et al.(2006)은 1995∼2002년 기간 동안 EU-25 국가

들의 1인당 GDP를 분석한 결과  수렴은 존재하나, 

조건부 수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밝히고 있다[17].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한 외국 연구들  Shanker 

& Shah(2001)는 7개 선진국의 경우 부분의 불균등 척

도에서 연방형 국가들이 단일 국가들보다 지역 간 격차 

수 이 낮은 것을 밝히고 있다22]. 18개 개발도상 국가들

을 분석한 결과 수렴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역개

발정책으로 정부가 여하지 않는 략을 쓰는 반면 지

역소득의 발산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체로 지역개

발에 해 간섭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밝혔다.  

정부지출의 수렴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U 회원국가의 1인당 정부지출의 수렴을 분석한 

Afxentiou and Apostolos(1996)는 Skidmore et al.(2004)

와는 상이한 이론모형과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지출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 자들은 

그 이유로 각 국가의 국내정책이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 하 다. Afxentiou 

and Apostolos(1999)는 캐나다의 지역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이 제한 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2]. 반면에 Merriman and Skidmore(2002)는 미국 주 자

료를 이용하여 1988-1998년 기간 동안 주의 보건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렴은 보건지출이 은 주가 

높은 한계편익을 가지기 때문인 것을 제시하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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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dmore et al.(2004)는 1960-2000년 기간 동안 120개 

국가의 정부지출 수렴에 한 분석하여 상당히 강한 수

렴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 다[23]. 

Daniele(2009)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지역경제력 격차를 분석하 는데, 지역 간 노동생산성의 

수렴과 지방재정지출 수렴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다[5]. Terrasi(1999) 역시 이탈리아의 지역경제 간 수렴

에 하여 분석하 다[26]. 한편 Tondl(2001)은 유럽 지

역 내 국가 간 소득의 수렴이 발산하다가 수렴하여 왔다

는 것을 밝히고 있다[25]. 

Laurini et al.(2005)은 비모수방법을 이용하여 라질

의 도시들이 1970-1996년 기간 동안 지역 소득의 -수

렴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두 가지 유형의 수렴이 이루

어지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밝혔다[14]. Annala(2003)

는 지방정부들의 재정정책이 상호 유사하게 되는가에 

하여 분석하기도 하 다[3].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한 주요 국내 연구들 에서 

김성태 외(1991)는 11개 시도의 1970-1986년 기간 동안 

1인당 지역총생산고(Gross Regional Product: GRP) 자

료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력 격차를 분석하 다[13]. 분석 

결과 GRP의  격차  상  격차가 모두 심화되

어 왔으며, 1인당 GRP의 경우  격차는 심화되어 

온 반면 상  격차는 차 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김성태(2012)는 지역경제력과 함께 지방재정력 격

차에 하여 분석하 다[11].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력이 상호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을 다양한 실증분

석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박완규(2008)는 1985-2005년 

기간 동안 13개 지역의 1인당 소득으로 지역경제력 격차

의 변화추이에 하여 분석한 결과 -수렴과 -수렴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18]. 지역경제력 격차

가 확 되는 요인으로 제조업 체의 불균등 정도가 

체 불균등을 지배한 것을 지 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춘

걸․박기 (2005)은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수렴에 하

여 분석하 다[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 경우 지역경제력 격차에 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

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수렴에 한 연구는 주만수

(2009)가 최 로 기 자치단체인 시군의 지방재정의 수

렴에 하여 분석하 다[10]. 분석결과 재정지출의 경우 

총액에서는 수렴하지만 일인당 지출은 오히려 확 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 다. 홍서빈․주만수(2011)는 자

치구 재정의 수렴성을 분석한 결과 일인당 재정지출은 

수렴되는 반면 재정수입 격차는 오히려 확 되고 있는 

것을 밝혔다[9].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 자치단체 재정

의 수렴성을 분석한 연구는 있었으나 역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재정력 격차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수렴

의 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가 없어 본 논문에서 처

음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

에서 많이 이용한 베타 수렴과 시그마 수렴을 이용하지 

않고 지방재정지출의 동태  구조방정식을 추정함으로

써 좀 더 안정 으로 지방재정의 수렴을 분석하고자 한

다.2)

3. 지방재정 수렴의 이론적 배경

Skidmore et al.(2004)는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원

인에 하여 이론  토 를 제시하고 있다. 한 

Skidmore et al.(2004)는 국가자료를 이용하여 1960-2000

년 기간 동안 정부소비지출과 자본지출  교육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23]. 본 논문에서는 Skidmore 

et al.(2004)의 이론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

지출의 수렴에 하여 분석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모형에 

하여 구체 으로 소개한다.

특정연도의 정부지출()은 년도 총산출고()

의 일정 비율()만큼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         (1)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정부 산은 부분 으로 과거

의 사건과 상황을 일정부분 반 한다[27]. 법과 행정 인 

이유로 인하여 정부지출은 재정 인 회계연도가 시작되

기 에 편성된다. 도로와 교량과 같은 하부구조와 자본

지출은 수년에 걸쳐 산에 편성되므로 특정연도의 지출

은 수년 에 결정된다. 한 연 이나 건강보험에 한 

2) 1인당 재정지출의 베타 수렴과 시그마 수렴을 검증하는 경
우 궁극적으로 횡단면 자료의 수가 자료가 되므로,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 200여 개가 넘어 자료의 수가 충분하나 광역자
치단체의 경우 자료의 수가 불과 10여 개가 넘는 수준이라 
재정지출의 안정성을 안정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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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역시 년도 고용자 수와 년도 수혜수 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경우 산의 증주의에 기 하여 당해 

연도 산편성 규모는 년도 산규모를 기 으로 결정

된다.3) 물론 특정연도의 지방자체단체 산은 당해 연도

의 경제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에 못지않게 년도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다양한 지방공공재 

공 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경제  성과에 향을 미친다. 

즉, 지방재정지출의 증가는 GRDP를 증가시키고, 요소생

산성도 증가시킨다.4) 이와 같은 논리로 Skidmore et 

al.(2004)은 1인당 산출고( )를 민간부문의 자본 량

()과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함수로 설정하 다. 

한 민간부문의 투입요소는 정부부문의 투입요소와 분리

가능하다고 가정되어 식 (2)와 같이 표 된다[23].




   








 


       (2)

단 여기서 소문자 항은 모두 1인당 가치를 나타낸다.5)

식 (2)를 식 (1)에 입하고 생산함수를 Cobb-Douglas 

생산함수로 근사하게 설정하면 다음 식 (3)과 같이 지방

재정지출 함수를 구할 수 있다.

≡ ≈ 
 

  (3)

단 =지방재정지출, =GRDP 비 지방공공부문 

산출고 비 , =인구, =1인당 산출고, =규모계

수, =1인당 민간자본 스톡, =1인당 지방재정지

출을 나타내면 하첨자는 연도()를 나타낸다. 식 (3)의 양

변을 년도 인구()와 ()년도 1인당 지방재정지출

()의 곱인 ()으로 나 어  다음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은 식 (4)를 구할 수 있다.

3) 예산의 점증주의(incrementalism)은 특정연도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일정비율(k%)만큼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편성된다는 
것이다. 

4)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김성태(2012)외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11].

5) 따라서 는 1인당 생산물을, 는 1인당 자본을, 는 1인당 
재정지출을 나타낸다.






 


≈  


       (4)

단   은 인구성장률을 나타낸다.

식 (4)에서 년도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증가율은 

GRDP 비 지방공공부문 비 , 인구증가율과, 년도 1

인당 민간자본 스톡, 년도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함수

인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재정지출이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성립된다면, 즉 <1 이 성립하면 식 (4)가 보여주

는 것은 년도 지방재정지출의 증가는 1인당 지방재정

지출의 증가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년도 1

인당 지방재정지출이 높은 수 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연도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감소하고 반 로 년

도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낮은 수 에 있는 지자체는 1

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재정지출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수렴한다. 좀 더 상세히 구분하면 년

도 지출의 추정계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다시 

추정계수 값이 –1 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

( )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로 구분되고, 자의 경우 1인당 재정지출

은 수렴하고 후자의 경우는 진동하게 된다. 

단지 지방재정지출의 수렴은 (GRDP 비 지방재정

지출의 비 )이 체계 으로 (1인당 지방재정지출)과 상

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된다. 참고

로 정부지출이 고려된 동태  내생  성장모형은 산출고

의 증가와 함께 가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하

고 있다. 

실 으로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면서 지방재정지출의 수렴을 검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실증분석에서는 다수의 변수

들을 통제변수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표 으로는 

지역의 경제력의 수렴이 지방재정지출의 수렴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력을 나타내는 GRDP 수 이

나 성장률을 통제변수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다음으

로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제조업 비 과 서비

스업 비  변수들도 통제변수에 포함될 것이다. 지역의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들로서 생산가능인구의 비

이나 노령인구의 비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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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 of Per capita public expenditures of higher level of Local 
governments: 1985-2011

         (unit: ten thousand Won)
          Data: http//www.lofin.mopas.go.kr

정부활동의 한계생산력이 체감한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이 수렴한다는 것은 공공재의 공 (생산)측면에서 

수렴의 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유사한 논리로 우리는 공

공재의 수요(소비)측면에서 공공재 소비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 하에 정부지출이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

 수 있다. 이러한 논지는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의 

크기에 한 논쟁으로 귀결된다. 공공재 소비의 한계효

용이 체감하는 경우 정부지출이 낮은 수 에 머무르는 

지역의 주민들은 공공재 소비를 한 정부지출이 한 단

 증가하는 데 따른 한계편익이 정부지출이 높은 수

의  지역주민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보다 크므

로 당연히 더 많은 정부지출을 해 더 많은 액(보통 

조세를 통하여)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정부지출이 낮은 지역의 정부지출 증가율은 정부지출이 

높은 수 의 지역의 정부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되며 지

역별 상이한 수 에 있던 지방재정지출은 수렴하게 된다.  

결국 경제성장론에서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소득의 수

렴  발산 논쟁과 같이 정부지출의 수렴문제는 실증분

석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수렴문제를 실

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지역 간 

   불평등도 분석

4.1 자료 

본 연구는 1985-2011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6개 역

자치단체를 분석 상으로 한다. [Fig. 1]에는 역자치단

체별 1인당 세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그려져 있다.6)  

[Fig. 1]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6개 지자

체를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어 2011년을 기 으

로 1인당 세출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과 400만원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되며 동일 집단에 속한 지자체들은 일견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1인당 세출이 상 인 지자체 그룹에는 남이 

684만원으로 단연 1 를 달리고 있고 2 는 강원(554만

6) 1995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제가 출범하여 지방재정의 구조
가 변화되었으므로 1995년부터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재정
지출 추이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변수의 장기수렴 분석을 위해서
는 자료의 시계열이 짧은 것보다는 당연히 시계열이 길수록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료기간
의 길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상충관계가 존재하
는데 본 논문에서는 후자에 비중을 좀 더 두어 1985년부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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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 는 북(505만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경북, 

충북, 제주와 경남이 잇고 있다.

반면에 1인당 세출이 300만원 미만인 지자체 그룹에

는 부산, 울산, 주, 인천, 구, , 인천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과 경기와 함께 모든 역시가 1인당 

세출이 300만원 미만인 하  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역시 인구가 도에 비해 많기 때문에 1인당 

세출이 작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2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불평등도 분석 결과 

본고에서 지방재정의 불평등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함

에 있어 행정 인 지역단 로 구분하여 16개 지자체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 주의 경우는 1987년도부터, 

은 1989년부터, 울산은 1998년부터 독립하여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주는 남에, 은 충남에, 울산은 경남에 통합하

여 13개 지역에 해 분석을 수행하 다. 한 모든 역

시 재정지출은 자치구 재정지출을 포함하며, 모든 도의 

재정지출은 산하 시와 군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Table 1>에는 역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

의 불평등도를 측정한 지표들이 정리되어 있다. 최 /최

소 비율은 1인당 세출의 최소값 비 최 값의 비율로 측

정된다. 1985년 최 /최소 비율은 3.28에서 출발하여 

2003년 4.42로 정 에 이른 후 다시 감소하여 2011년 

재 2.56으로 1985년 수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평균 비 표 편차로 측정되

는 변이계수와 인구를 가 치로 고려한 가 변이계수 모

두 비슷한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 변이계수의 

경우 1985년 0.298에서 격히 상승하여 1987년 0.432로 

높아진 다음 차 낮아져 1993년 0.225로 최  수 에 이

른 후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서 2002년 0.432로 최고치에 

이른 다음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1년 0.336에 이르

고 있다. 

1인당 세출의 지니계수 역시 가 변이계수와 비슷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Fig. 2]에서 1인당 세출의 자연 수 값의 분산의 추이

를 보면 1993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돌아선 후 

2002년까지는 증가하여 최고치에 이른 후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year Max/Min Ratio

Simple 

Coefficient of 

Variation

Weighted 

Coefficient of 

Variation

Gini coefficient

1985 3.28 0.338595 0.299 0.181441

1986 3.08 0.374984 0.341 0.202710

1987 3.58 0.447901 0.436 0.238969

1988 3.38 0.401472 0.379 0.216575

1989 2.91 0.323767 0.321 0.174057

1990 3.33 0.340818 0.323 0.182322

1991 2.94 0.316720 0.299 0.167601

1992 2.44 0.260557 0.260 0.141317

1993 2.12 0.247633 0.225 0.134564

1994 2.45 0.288130 0.287 0.156607

1995 2.50 0.296818 0.304 0.160627

1996 2.73 0.325300 0.296 0.175589

1997 2.80 0.336298 0.295 0.182478

1998 2.97 0.355236 0.318 0.194335

1999 2.80 0.352032 0.309 0.189631

2000 2.81 0.361152 0.300 0.193364

2001 3.12 0.384430 0.320 0.207433

2002 4.06 0.486476 0.433 0.258324

2003 4.42 0.467365 0.390 0.242861

2004 3.57 0.384683 0.329 0.208423

2005 3.02 0.352397 0.310 0.192269

2006 3.52 0.401022 0.358 0.210844

2007 3.15 0.362084 0.327 0.192123

2008 2.86 0.364799 0.356 0.196369

2009 2.64 0.334149 0.328 0.180975

2010 2.49 0.331045 0.330 0.179206

2011 2.56 0.335592 0.337 0.182438

<Table 1> Trend of Inequality Index for Per 
Capita Local Public Expenditures

[Fig. 2]에서 유형별로 1인당 재정지출의 지니계수의 

추이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인당 공공투

자지출과 1인당 공공소비지출의 지니계수의 변화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1인당 공공소비지출의 지니계수가 1인당 

공공투자지출의 지니계수보다 낮은 수 에 있어 형평성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1인당 공공투

자지출의 변동성이 공공소비지출의 변동성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로, 1인당 경제개발비 지출과 사회개발비 지출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개발비 지출의 지니계수가 사회개발

비 지출의 지니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배분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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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nd of Gini coefficient for Per capita Local public expenditures By 
categories

Data: http//www.lofin.mopas.go.kr

있어서 사회개발비 지출이 경제개발비 지출보다 더 균등

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의 변동성이 반 으로 경제개발비 지출의 변동성

보다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지출에 한 한 모

든 지자체가 경쟁 으로 증가시켜 온 것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일반행정비 지출의 경우 지니계수가 반 으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간 수렴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행정

비 지출의 지자체 간 격차가 차 확 되고 있는 것은 지

자체별 공공서비스 수 의 격차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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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수렴: 실증

   분석

5.1 추정방정식 

3장에서 논의하 듯이 지방재정지출의 증가율은 기술

수 ()과 체 지역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

(), 인구성장률(), 년도 1인당 민간자본 스톡 수

(), 년도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함수이다. 

Skidmore et al.(2004)이 제시하 듯이 지역의 기술수

을 변수가 추정방정식의 설명변수로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23]. 그러나 불행히도 지역의 기술수 을 나타내는 

식 (4)의 와 같은 변수가 실 으로 가용하지 않아 실

증분석에서는 포함시키지 못 하 다. 

추정모형 에는 설명변수에 최 연도의 1인당 소득

과 소득의 증가율을 포함시켜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수

렴이 단지 1인당 소득의 수렴을 표면 으로 나타내는 것

이 아닌지를 반 하고자 한다. 단 소득은 GRDP로 측정

된다.  

설명변수에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이 

포함된다. 이들 에는 지역의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비

(), 노령인구(65세 이상)() 증가율이 포

함된다. 지역경제의 경기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실업률 

변수()가 통제변수 벡터()에 포함된다. 공공부

문 투자  공공부문 소비 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방재

정지출 변수들의 자료출처는 『지방재정연감』과 안

행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정고

(http//www.lofin.mopas.go.kr)이며, 한 1인당 민간자

본 변수()는 제조업의 유형고형자산으로 측정되었으며, 

자료출처는 과거 『 공업센서스』와 KOSIS이다.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7)






 


   
 

      (5)

단지 식 (5)에서 오차항()은 패  자료의 특성을 반

7) 별도의 추정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6)

식 (6)에서 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찰되지는 

않지만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며, 는   성질을 갖는 

확률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  자료의 특성을 살려 추정방법으

로 Pooled OLS와 함께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모두 

추정하 다. 한 Hausman Test를 이용하여 최 모형

을 선정하 다. 

5.2 추정결과  

다음 <Table 2>에는 식 (5)를 추정한 결과가 정리되

어 있다. 추정모형의 설정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 한 정성을 검증하기 한 Hausman Test 결

과 검정통계량 값이 310.94로 1% 유의수  하에 고정효

과 모형이 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정효

과 모형의 추정결과를 심으로 설명한다.

앞서 설명하 듯이 년도 지출의 추정계수 값()

이 –1 보다 크고 0보다 작은( ) 경우 1인

당 재정지출은 수렴하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는 진동하게 된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년도 1인당 재정지출 계수의 추정 값()이 -0.403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년도 1인당 세출이 커질수록 당

해 연도 1인당 세출 성장률은 작아지므로 1인당 지방재

정세출 수 은 수렴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통제변수들에 한 추정결과도 체로 이론과 부합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GRDP에서 지방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 ()이 높아질수록 1인당 세출의 증가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역의 1인당 GRDP가 커질

수록 1인당 세출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1인당 민간자본 역시 커질수록 1인당 세출의 증가

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자본과 공공투자 사이

에 보완 인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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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ed
F i x e d 

Effect*

Random 

Effect

Dependent Variable ln




 




Local Government Sector 

Output/GRDP 

()

0.001 0.028*** 0.001   

(0.706) (13.475) (0.706)   

ln(per capita local public 

expenditure)

()

-0.022* -0.403*** -0.022*  

(-1.782) (-15.736) (-1.782)   

Population growth rate

()

-0.004 -0.043*** -0.004   

(-0.652) (-6.690) (-0.652) 

ln(per capita private 

capital

()

0.012 0.063*** 0.012   

(1.457) (3.192) (1.457)   

ln(per capita GRDP)

()

0.000 0.020*** 0.000   

(0.150) (7.757) (0.150)   

Aged people growth rate

( )

0.021*** 0.010** 0.021***

(4.052) (2.263) (4.052) 

Unemployment rate
-0.017*** -0.012*** -0.017***

(-3.061) (-2.610) (-3.061)

Local autonomy dummy 

variable

( )

-0.060*** 0.042** -0.060***

(-2.673) (2.279) (-2.673)

Constant
0.383** 5.433*** 0.383** 

(2.333) (15.925) (2.333)   

  0.198 0.597 0.224   

N 299 299 299

<Table 2> Estimation Results of Convergence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Note1 : * 10%, ** 5%, *** 1% significant levels respectively.

Note2 : Hausman test statistic =310.94*** implies that the fixed 

effect model is chosen.

요한 것은 노령인구 증감률()변

수의 추정계수 값이 0.010으로 양(+)의 값을 보이면서 매

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다. 이는 

노령인구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1인당 세출 증가율이 커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노령인구 증가율이 높아지면

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궁극 으로는 재정지출 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질수록 1인당 세출이 낮아지는 것

은 1인당 세출의 정의식의 분모에 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률 변수의 추정계수 값이 음(-)으로 나타나 실업

률이 높아지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 재정수입

이 감소하고 결국 재정지출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에는 재정지출 분야별 추정 결과가 정리되

어 있다. 가장 요한 것은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모든 분

야에서 년도의 1인당 세출 수 변수에 한 추정계수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이고 있고, 모

두    의 범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다. 따라서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1인당 

세출은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추정계수 값에 따라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같은 SOC에 한 자본  

지출이 공공투자지출의 주요 구성요인임을 고려할 때 1

인당 자본  지출의 수렴 속도가 행정서비스와 민방 비

와 같은 소모성지출과 공공소비지출의 수렴 속도보다 빠

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흥미로운 것은 사회복지비가 주요 구성요인인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

렴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

비의 주요 구성인자인 SOC투자가 국 으로 완료된 반

면 사회복지지출은 지역별로 아직 차별화 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이

용하여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

고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지방재정지출을 1인당 

실질 재정지출로 측정하여 지역 간 격차가 감소하고 있

는 지 여부를 Skidmore et al.(2004)의 구조  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23].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추정방정

식을 도출하고 추정한 결과, 년도의 재정지출 수 변

수의 추정계수 값이 음(-)의 값을 갖고 통계 으로도 1% 

수 에서 유의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

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노령인구 증가율이 지방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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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dmin.

Exp. 

(RE)

Public Investment

Exp.

(FE)

Public 

Consumption Exp.

(FE)

Social Develope

Exp. 

(FE)

Economic Exp.

(FE)

Dependent Variable ln




 




Local Government Sector 

Output/GRDP 

()

-0.004* 0.038*** 0.013*** 0.030*** 0.046***

(-1.926) (6.914) (3.695) (3.913) (7.493)

ln(per capita local public 

expenditure

()

-0.011 -0.493*** -0.240*** -0.373*** -0.595***

(-0.505) (-7.212) (-5.508) (-3.960) (-7.904)

Population growth rate

()
-0.010 -0.109*** -0.025** -0.121*** -0.114***

(-0.996) (-6.324) (-2.227) (-5.058) (-5.947)

ln(per capita private 

capital)

()

0.002 0.048 0.013 -0.029 0.104*

(0.114) (0.922) (0.395) (-0.398) (1.803)

ln(per capita GRDP)

()
-0.002 0.036*** 0.017*** 0.035*** 0.035***

(-0.559) (5.095) (3.728) (3.666) (4.483)

Aged people growth rate

( )
0.011 0.091*** 0.008 0.131*** 0.074***

(1.190) (8.111) (1.178) (8.467) (6.004)

Unemployment rate
-0.012 0.005 -0.009 0.012 -0.007

(-1.301) (0.441) (-1.130) (0.735) (-0.560)

Local autonomy dummy 

variable

( )

-0.072* -0.141*** -0.027 -0.329*** -0.003

(-1.898) (-2.847) (-0.861) (-4.812) (-0.061)

Constant
0.351 6.200*** 3.311*** 4.582*** 7.590***

(1.259) (6.811) (5.698) (3.649) (7.559)

  0.109 0.401 0.218 0.376 0.337

N 299 299 299 299 299

H. Test  5.99 51.33*** 30.07*** 28.56*** 68.73***

Note1 : * 10%, ** 5%, *** 1% significant levels respectively.

Note2: According to Hausman test, for all kinds of expenditures except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the Fixed Effect model is optimal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Convergence of Expenditures by Category

한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

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

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가 정책 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세출분권은 어느 

정도 실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선행연구들

이 세입분권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

고 있어 본고의 분석결과와 종합하여 보면 지방재정의 

분권이 결국 반쪽의 분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세입분권의 확립을 해서는 자주재원의 비 을 제고하

는 지방재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민간부문의 경제 상태가 지자체의 재정지출 증가율에 미

치는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부문의 자립도 

제고나 재정수입의 증가를 통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해

서는 궁극 으로 민간부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

요하므로 이를 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로,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이 지속 으로 지역경제

에 도움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완규(2008)나 김

성태(2012)가 밝혔듯이 지역경제력 격차가 심화되었다면 

지역 민간부문 경제의 활성화가 지방공공부문보다 더 

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정책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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