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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
정요인과 복지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치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
수인 사회복지 보조금은 보조금 총액과 보조금 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조금 총액에는 재정적
요인과 사회복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인 정치적 요인 중, 대통령과의 정당
부합 변수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조금 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 재정적 요인
과 사회복지비지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 복지지출을 대변하는 사회복지
수혜자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요인과 사회복지요인이 보조금 총액 결정에
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재정부담 정도를 대변하는 보조금 비율에는 직접적 복
지수요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비 보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복지수요가 반영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사회복지, 보조금, 차등보조
ABSTRACT∶This study examines the contextual factors to influence subsid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based on 25 autonomous district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 build a
theoretical framework with financial factors and social welfare factors, controlling political factors.
Subsidies of local governments,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re measured by the total sum
of subsidies and the rate of the subsidies. According to results, the total sum of subsidies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financial factors such as fiscal independence rate and program expenses
and social welfare factors such as social welfare expense index and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beneficiary. In addition,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ir party coincidence of the president and local
government heads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otal sum of subsidies. For the rate
of total subsidies, financial factors and social welfare expense index have partially impact on the
rate of total subsidies. However,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beneficiary that represents direct welfare
demand does not have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rate of total subsidies. These findings imply,
even though fiscal factors and social welfare factors are differentially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total sum of subsidies, direct welfare demand of local governments is not reflected into the 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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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sidies that represent relativ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direct welfare
demand of local government needs to be reflected into determining the amount of subsidies.
Key Words∶socal welfare, subsidy, differential subsidy.

Ⅰ. 서론

종순･김성주, 2008: 42). 그런데 2002년 이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 보조금이

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기초지방

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

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

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지원하거

년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영유아 보육사업이 확대

나 또는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광

됨에 따라 사회보장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는

광주, 대전, 부산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

것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회복지사업 예산의 일부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

지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권이 통제되며 중

한 사례가 발생하였다(이유주, 2010).1)

앙정부가 급부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

이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과 사회복지수요를 반

담금을 지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두갑, 2003;

영하여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

우명동, 2009: 94~96).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제도 보완

재정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8년 합리적 차등보조

획일적인 보조율을 적용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한 단체와 어려운 단체 간에 재정적 부담의 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등보조율 기준을 개선하였

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이근직, 1997). 재정

다. 2008년 이전에는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

력이 높은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서비

재정력지수,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등의 기준을

스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재정력이 낮은 단체는

사용하여 차등보조를 하도록 하였으나 법령 개정

국고보조사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성,

이후에는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

1993).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국가에서 제

을 반영하여 기준보조율에서 각각 20%, 15%,

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차별적이어서는 곤란하므로

10%를 더하거나 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

도록 하였다.2) 물론, 사회복지분야는 재정자주도

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하다(김

와 사회복지비지수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을 결

1) 보고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명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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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그런데 재정적 여건과 사회복지 수요 등의 기

한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 관리조례｣

준 즉, 제도적 요인이 실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연구

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서울

는 드물다(정원식․송병주, 2000; 김성주, 2008;

시의 경우, 2008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보조금

이채정, 2011; 전상경, 2012). 더욱이 2008년 제도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차등보조의 근거를 마련하

개선 이후의 실증연구는 이채정(2011)과 전상경

였으며 이후, 2009년 2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차

(2012)뿐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중앙정부의

등보조율 적용기준을 만들어 자치구의 재정력에

국고보조사업과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모두

따라 보조금을 차등보조 하고 있다.3)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고 둘 중 하나만을 분석대상

이처럼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차등보

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4) 기초

조 기준으로 개정한 것은 “재정격차의 평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

“욕구가 있는 곳에 지급”이라는(Spencer, 1982:

자치단체로부터도 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를

524; 정원식․송병주, 2000: 204에서 재인용) 보

받고 있는 만큼 보조금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파

조금 배분의 이론적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악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보

차등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상당한

조사업을 함께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기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인하보조율의 적용대상이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한정되어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복지분야

있을 뿐 아니라 인하보조율을 적용받게 되는 재정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력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추가부담에 대해 반

을 모두 포함시켜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회

발할 우려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차등보조의 영향요인을 파

재정력 격차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는 지표의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권오성 외,

등에서 정하고 있는 차등보조 기준인 재정자주도,

2005: 201; 윤종진, 2007: 49) 제도개선 이전에도

사회복지비지수, 재정력지수 등의 제도적 요인은

차등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음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수요를 반

에도 현실적으로 차등보조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

영하는 여타의 요인들이 보조금의 차등지원에 얼

았다는 평가가 있다(박혜자, 2009). 따라서 실제

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보조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요인들이 보조금 지원에 영

연구에서의 사회복지보조금의 범위를 정의하고,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복지보조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
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3) 재정력을 40～50% 미만에서 100% 이상까지 4개 범주로 구분한 후, 최대 70%에서 30%까지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김성주(2008)와 이채정(2011), 전상경(2012)은 국고보조사업을, 정원식․송병주(2000)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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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변수를 확인하는 한편, 선행연구의 한계를

다음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광역자치단체에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를 부각시킨다. 그런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

후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요변수를 선

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정하고 분석모형을 구성한다. 4장에서는 통계분석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

의 결과와 함의를 논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

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앙

도록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광역자치단
체에 의한 보조는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Ⅱ. 연구모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5) 본 연

1. 사회복지 보조금의 범위

구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과 서울시 자체의 보조사업 예산을 모두 포함

사회복지의 종류와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

한다.

마다 다양하고 상이하다. 최근에는 OECD의 사회
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통계작성 기준을 적

2. 복지보조금 결정 선행연구

용하는 추세인데 이 기준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보장(social

국내에서의 보조금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보조

security)에 건강 및 노동, 복지 서비스를 포함시

금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연구(차병

킨 개념이다(고경환 외, 2002: 44, 김종순․김성

권, 1965; 김주봉, 1977; 이영조, 1991; 박정수,

주, 2008: 39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 수행을

1997; 박기묵, 2002), 국고보조금의 배분효과(김

위해서는 사회복지비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

종순,․김성주, 2008; 박기묵, 2006), 국고보조금

하다.

수혜단체의 행태에 관한 연구(최병호․정종필,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비를 지방자치단체 ｢예

1999; 이필우․조정흠, 1997)로 나눌 수 있다(전

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상경, 2012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연구 이외

분류하고 있는 13개 분야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에 보조금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분야’ 예산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

는 드물다.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정원식․송병주(2000)는 인구규모, 면적, 세입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

총액, 재정자립(주)도, 보조금사업의 총액을 기준

지 일반 등의 8개 부문의 예산을 본 연구의 사회

변수로 하여 지니계수에 의한 보조금 집중도를 평

복지비로 정의한다.

가하였는데, 모든 변수들이 지역간 상대적 차등배

5) 먼저 중앙정부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에
따라 지급되는데 동법 제9조와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그리고 동법 제10조와 시행령 제5조에서 차등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 ｢서울특별시 보
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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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그 중 총사

보조금은 재원이 불안정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될

업비가 미약하게나마 상대적 배분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성주, 2008: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2008)는 재정

262). 그런데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실증분석의

력지수, 자체부담비율, 전체보호자수, 인구밀도,

결과는 다소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전상경

평균공시지가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는

(2012)은 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고보조금 배분 간

데 사회복지보조금은 사회복지 수요에 영향을 받

의 연관성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대상

지만 재정력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한정된 광역시 지역

다. 이채정(2011)은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사회

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고지원금 간

복지비 비율, 수급자 비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의 뚜렷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반면 전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상경(1995)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의 정

는데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비율, 영유아보육료

치적 지지도와 국고보조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수급자 비율이 지방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는데 노태우 정부에서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조금의 경우, 배분과정에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주, 2008: 262에서 재인용).

서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규모가 법정화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국고

<표 1> 보조금 결정요인 선행연구
연구자명

분석방법

사용변수

주요 분석결과

인구규모
각 변수별 누적비와 보조금 누적
행정면적
비를 사용한 지니집중계수 분석
재정자립(주)도
을 통해 연도별 보조금 배분의
총세입
집중도를 측정
총사업비

모든 변수들이 지역간 상대적 차
등배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있으나 그 중 총사업비가 상
대적 배분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김성주(2008)

재정력지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영 자체부담비율
향요인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 전체보호자수
석을 사용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

사회복지보조금은 전체보호 대
상자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재정력지수는 영향을 미
치지 않음

이채정(2011)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 사회복지비 비율
응 지방비의 영향요인을 다중회 사회복지대상자 비율
귀분석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영유아보육료지원 수급자 비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비율, 영
유아보육료 수급자 비율이 지방
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전상경(2012)

상대적 배분지수를 이용하여 지
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고보조금
자체의 국고보조금 배분의 패턴
배분 간의 연관성 분석결과, 특정
상대적 배분지수와 득표율을 사
을 분석하고 상관계수 분석을 통
광역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치
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해 상대적 배분지수와 득표율 간
적 환경변화와 국고지원금 간의
의 관계를 분석
뚜렷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함

정원식
․송병주(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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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한계

시비 각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비와 시비보조
를 모두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

선행연구들은 2008년 국고보조와 광역자치단

금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체 보조금 제도 개선 이후, 차등보조 기준으로 마
련된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재정력지수 등

4. 복지보조금 결정요인

의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실증분석의 객관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당연한 이야기이겠으나 2008년 제도개선

변수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

이전에 이루어진 김성주(2008)와 정원식․송병주

펴본 바와 같이 복지보조금은 다양한 요인들로부

(2000)의 연구는 각각 재정력지수와 재정자주

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양한

(립)도를 설명변수로 고려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비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상경

으므로 영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선

(2012)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국고보조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

금의 상대적 배분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로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재정력지수, 정책

서 정치적 요인 이외의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

사업비, 수혜자 규모 등을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에

았다. 또한 2008년 이후 이루어진 이채정(2011)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

연구에서는 재정력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지

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국고보조와 광역보조

복지수요로 구분하였는데 재정자주도, 재정력지

를 모두 포괄하지 않고 국고보조나 광역자치단체

수, 정책사업비 등은 재정여건으로 사회복지비지

보조사업 중 하나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서 비

수와 수혜자 수는 복지수요로 파악하였다.6)

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원식․송병주(2000)는 도비보조사업만을 분
석대상으로 하였고, 김성주(2008), 이채정(2011),
전상경(2012)의 경우, 국고보조사업만을 분석대
상으로 하여 국고보조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
업을 포괄하는 제도적 요인을 모두 체계적으로 고
려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이채정(2011)의 경우, 분석대상을 전체 사회복
지 국고보조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서만 한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다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비,

설명변수

종속변수

재정여건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복지수요
-사회복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보조금총액
➡

보조금비율

통제변수
-최종예산
-인구밀도
-정당부합도-대통령
-정당부합도-시장
<그림 1> 사회복지보조금 결정요인 모형

6) 사회복지비지수가 자치단체장의 복지비지출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엄밀하게는 지자체의 복지수요와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복지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지자체일수록 복지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비지수를
복지수요 변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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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여건

선행연구의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1) 재정자주도

경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자치구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지방세·세외수

재정력지수를 차등보조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재정력지수가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비중을 뜻하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

재정력지수가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다(하동석, 2011).

예측한다.

이채정(2011)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재정자주도가 지방비부

(3) 정책사업비

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원식․송병주(2000)의 연구에 따르면 미약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

하기는 하나 총사업비가 보조금의 지역간 차등배

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보조금이 지급될

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 있도록 재정자주도를 차등보조 기준으로 규정

보조금 배분이 총사업비에 대한 기준보조율의 적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주

용을 받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크기가 보조금 배분

도가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금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
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총사업비가 클수록 사회

(2) 재정력지수

복지분야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매칭되는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어느 정

보조금 역시 증가할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책사업비를 독립변

정하는 지표로써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

수로 하여 사회복지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액으로 나눈 값으로 내생적 역량에 초점을 맞춘

하고자 한다.

지수라고 할 수 있다(이미홍, 2007). 이 재정력지
수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사용되며 보통교부

2) 복지수요

세 이외의 다양한 이전재원들도 부분적으로나마

(1) 사회복지비지수

재정력지수에 의해 배분규모가 결정된다(주만수,

사회복지비지수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

정원식․송병주(2000)는 보조금의 결정요인으

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을

로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였으나 재정력지수는 도

의미한다. 사회복지비지수가 자치단체장의 복지

비보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비지출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엄밀하게는 지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당시 재정력지수가

자체의 복지수요와 구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도비보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도화되지 않았

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복지분야에 상대적으로

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지자체일수록 복지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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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비지수를 복지

Ⅲ. 방법론

수요를 반영하는 변수로 보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회복지

1. 자료수집

비지수를 차등보조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여 보조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 재정고의 통계자료

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채정(2011)은 국

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수집한 사회복지보조

고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비지수가 지방비부담에

금 관련 자료를 사용한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자료는 2008~2012년까지의 국비, 시비, 구비

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지수가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함께 인구, 행정면적, 재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사회복지비지
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액 등 자치구별

(2) 사회복지수혜자 수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재정자주도는 안전행정

사회복지수혜자 수는 직접적인 복지수요를 의

부 재정고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고, 그 밖의 자

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는 기초노령연금, 영유

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로부터 직접 수집하였다.

아복지 등의 수혜자 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매칭되는 보조금 역시

2. 변수측정

수혜자 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채정
(2011)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
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2008) 역시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수, 노인인구수, 영유아수, 장애인
수 등 전체보호대상자수가 국고보조금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국민기초생활, 양곡, 자활장려금, 긴급복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영유아양육수당, 한
부모가족양육수당,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장
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수급
자 수가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다.

1) 종속변수

2010~2012년까지의 국비, 시비, 국비․시비계
의 보조금총액, 국비, 시비, 국비․시비계의 보조
금 비율 등 총 6개의 종속변수를 사용한다. 국비
보조금총액(TS_N), 시비 보조금총액(TS_C),
국비․시비계 보조금 총액(TS_NC)은 자치구
정책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에 교부되는
국비, 시비, 국비․시비 합계의 금액을 각각 사용
하였다. 국비 보조금비율(TSNR), 시비 보조금비
율(TSCR), 국비․시비계 보조금비율(TSNCR)
은 자치구의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전체 예산
대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국비․시비보조금
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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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측정방법
구 분

변수명
재정자주도(FAR)
재정력지수(FPI)
정책사업비(PP)

독립변수

사회복지비지수(SSI)
사회복지
수혜자 수(NOS)*
최종예산(FB)

통제변수

종속변수

인구밀도(POP_LAND)
정당부합도_대통령**
(PRES_LGHEAD)
정당부합도_시장**
(MAYOR_LGHEAD)
국비 보조금총액(TS_N)

변수 설명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제외한 순사업비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순계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세출예
산 순계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100
국민기초생활, 양곡, 자활장려금, 긴급복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
육료, 영유아양육수당, 한부모가족양육수당,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치구 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액
인구/면적
가변수: 구청장과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같으면 1, 아니면 0
가변수: 구청장과 시장의 소속정당이 같으면 1, 아니면 0

시비 보조금총액(TS_C)
국비․시비계
보조금총액(TS_NC)
국비 보조금비율(TSNR)
시비 보조금비율(TSCR)
국비․시비계
보조금비율(TSNCR)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국비+시비 보조금
국비 / 사회복지비 총액
시비 / 사회복지비 총액
(국비+시비) / 사회복지비 총액

* 수혜자 수는 개별급여 수혜자 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하였는데 수혜자 수를 이렇게 계산한 것은, 보조금이 각 급여별
수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수와 연동되어 결정되고 있는바, 다중수혜자를 고려하여 수혜자 수의 총계를 계산하게
되면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 분석기간 중 재․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장, 양천구청장, 중구청장 등 3차례 치러졌음. 예산과정 상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의회)의 승인을 얻는 12월까지 예산의 정치적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진
지자체의 경우, 선거결과를 당해연도에 반영하여 구청장과 대통령 및 시장과의 정당부합도를 결정하였음. 서울특별시
장과 양천구청장은 2011년 10월, 중구청장은 2011년 4월에 선거가 각각 치러져 이를 반영하였음.

2) 설명변수

영유아양육수당, 한부모가족양육수당, 가정위탁

먼저 재정여건으로는 재정자주도(FAR), 재정

아동양육보조,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

력지수(FPI), 정책사업비(PP)등의 변수를 사용

동수당 수혜자 수로 측정하였다. 다만 수혜자 수

하였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행정운영경비, 재무

는 개별급여 수혜자 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하였

활동비, 예비비를 제외한 순사업비로 측정하였다.

는데 수혜자 수를 이렇게 계산 한 것은, 보조금이

다음으로 복지수요는 사회복지비지수(SSI)와 사

각 급여별 수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수와 연동

회복지수혜자 수(NOS)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되어 결정되고 있는 바, 다중수혜자를 고려하여 수

중 사회복지수혜자 수는 국민기초생활, 양곡, 자

혜자 수의 총계를 계산하게 되면 보조금에 미치는

활장려금, 긴급복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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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급여별 중복대상자를 파악하여 데이터를 구성

으며 그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년도 예

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설

산에 기초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을

명변수는 <표 2>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고려하여 t-1 시차를 적용하였다(모형 (1) 참고).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최종예산액(FB)과 인구밀도

  =  +     +      +    
+      +      +

(POP_LAND), 구청장 소속정당과 대통령․서

       +

울시장 소속정당과의 부합도(PRES_LGHEAD,

       + 

(1)

MAYOR_LGHEAD)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였다. 통제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시비 보조금인 모형은 시
비 보조금 지원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변수

3. 분석모형

를 구성하였다.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인 재
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제외한 후, 재정력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지수, 정책사업비, 사회복지수혜자 수 등 3개 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수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고 통제변수는 최종예

회귀방정식은 국비, 시비, 국비․시비계 보조금

산액, 인구밀도와 함께 시장과 구청장의 소속정당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3개의 분석모형으로 구

부합여부 등 3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

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  )는 국비 보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비 보

‘보조금총액’과 ‘보조금비율’로 측정된다.

조의 ‘보조금총액’과 사회복지보조사업예산 대비

먼저 종속변수가 국비 보조금인 모형을 보면, 

‘보조금비율’ 등 2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는 2010~2012년까지

독립변수는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여 다음

각 연도별 시점을,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그리

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t-1 시차

고 독립변수는 시비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인 재정

를 적용하였다(모형 (2) 참고).

력지수를 제외한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정
책사업비, 사회복지수혜자 수 등 4개 변수, 통제

  =  +     +      +     

변수는 최종예산액, 인구밀도, 대통령과 구청장의

+      +       +

소속정당 부합여부 등 3개 변수로 구성된다. 종속

      + 

(2)

변수(  )는 국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분야 ‘보
조금총액’과 사회복지보조사업예산 대비 ‘보조금

마지막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한 보조금을 종속

비율’ 등 2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재정자

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앞서 2개의 분석모형에

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 관련법에 전전년

서 사용된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시켜

도의 값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자주도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  )는 국비

와 사회복지비지수에 대해서 t-2 시차를 적용하였

와 시비계의 ‘보조금총액’과 사회복지보조사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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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대비 ‘보조금비율’ 등 2가지 변수로 측정하였

귀모형은 통합 최소자승(Pooled Ordinary Least

다. 독립변수의 시차는 앞서의 2개 모형에 적용한

Squares: POLS), 고정효과모형(Fixed Effets

시차를 그대로 적용하였다(모형 (3) 참고).

Model: FE),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 RE)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적절한

  =   +      +     +      

패널회귀분석의 추정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임의

+     +       +      +

효과에 대한 Breusch and Pagan의 Lagrangian

        +

Multiplier 검증, 고정효과에 대한 F 검증, 그리고

        +

RE와 FE 간의 선택을 위한 Hausman 검증을 실

       + 

(3)

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4. 분석방법
회귀모형의 안정성 및 선형성 가정을 충족시키

1. 기술통계

기 위해 종속변수인 보조금총액과 보조금비율, 독

사회복지보조금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전 각변

립변수인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사

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속

회복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 인구

변수인 보조금총액의 경우, 국비․시비계는 자치

밀도 등을 자연대수로 변환하였다. 통제변수 중

구 평균 81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비율의 경

최종예산과 인구밀도를 제외한 변수들에는 자연

우, 국비․시비계는 평균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를 취하지 않았는데 로그를 취한 값과 그렇지

설명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주도는 평균 73.33, 재

않은 값들의 영향의 차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회

정력지수는 0.723으로 나타났고, 행정운영경비를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단위: 백만원, 천명)

변수
종속변수
국비․시비계 보조금총액
국비 보조금총액
시비 보조금총액
국비․시비계 보조금비율
국비 보조금비율
시비 보조금비율
설명변수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사회복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81,400
42,600
38,800
0.73
0.38
0.35

35,100
19,500
16,000
0.10
0.07
0.04

24,100
13,100
9,510
0.37
0.17
0.19

1,860,000
99,800
86,100
0.90
0.54
0.45

73.33
0.723
252,000
28.78
51.38

7.47
0.317
73,700
6.67
21.74

58.40
0.453
124,000
15.09
18.41

91.40
2.240
564,000
43.14
111.80

234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2013. 12

제외한 순사업비인 정책사업비는 평균 2,520억원

RE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모형별 분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지수는 28.78로

석결과는 [부록] 참조).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수혜자 수는 평균 51,380명으
로 나타났다. <표 3>에 이를 정리하였다.

1) 보조금 총액이 종속변수인 모형

먼저, 보조금 총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2. 회귀분석

분석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국비, 시비, 국비․
시비계 등 3개 모형에 대한 RE 추정결과, 모형적

회귀분석 모형의 다중공선성, 자기상관, 이분산

합도를 나타내는 Wald Chi2 는 3개 모형 모두 통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이분산만이 존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유의확률 0.0000) 나타났

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Stata의 로버스트 옵션을

고, R2는 각각 0.88, 0.66, 0.84로 비교적 높은 설명

이용하여 추정의 표준오차를 교정하였다. 적절한

력을 보여주었다.

추정방법 선택을 위한 검증결과, 임의효과와 고정

우선 종속변수가 국비인 모형의 분석결과, 모든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POLS에 비해

설명변수 즉, 재정자주도, 정책사업비, 사회복지비

FE와 RE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Hausman

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검증결과 국비 보조금비율이 종속변수인 모형에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정여건과 복지수요

서는 FE 모형이, 이를 제외한 다른 모형에서는

가 반영되어 보조금의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표 4> 보조금총액이 종속변수인 모형
구
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사회복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
인구밀도
소속정당부합_대통령
소속정당부합_시장
상수항
N of Groups
N of Observation


Mean VIF
Homoskedasticity
Wooldridge(자기상관)
LM for RE vs. OLS
Hausman for FE vs. RE
Wald Chi2
주: *<0.1 **<0.05 ***<0.01.

국비(RE)
-1.4131 (0.3938)***
-0.3224 (0.1311)**
0.3790 (0.1733)**
0.5290 (0.0931)***
0.6205 (0.1898)***
-0.0474 (0.0473)
0.0887 (0.0265)***
10.9957 (2.6377)***
25
75
0.8836
5.04
-114.99 (1.0000)
0.039 (0.8455)
30.29 (0.0000)
7.23 (0.4054)
192.99 (0.0000)

시비(RE)
-0.1687 (0.1618)
-0.3079 (0.2236)
0.6875 (0.1446)***
0.7024 (0.3198)**
-0.0638 (0.1146)
0.0265 (0.0285)
2.6388 (3.7368)
25
75
0.6571
4.90
-151.03 (1.0000)
0.012 (0.9122)
46.75 (0.0000)
5.01 (0.5420)
46.45 (0.0000)

국비+시비(RE)
-1.0652 (0.3641)***
-0.0340 (0.1509)
-0.3007 (0.1790)*
0.4272 (0.1566)***
0.4564 (0.1535)***
0.6594 (0.2935)**
-0.0606 (0.0852)
0.0928 (0.0395)**
-0.0112 (0.0263)
9.7184 (3.8910)**
25
75
0.8396
5.76
32.93 (0.1056)
0.681 (0.4173)
39.91 (0.0000)
7.15 (0.6210)
120.79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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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재정자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국비보조금에 대한 분석

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 관련법에서 차등보

에서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통제

조지원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

변수인 최종예산 역시 시비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여 국비보조가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의 재정규모와 시비

그리고 정책사업비의 경우, 정책사업비의 규모가

보조금 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비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국비 보조와 달리 시비

회복지사업비 규모는 또 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

보조의 경우,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수혜자 수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인데 이는 시비 보조 과정이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복

중앙정부의 국비보조에 비해 정치적 성격이 약한

지보조사업 대부분이 수혜자 수와 밀접한 관계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 수가 보조금총액에 영향

마지막으로 국비․시비계가 종속변수인 모형의

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는

분석결과는 유의도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

최종예산, 대통령과 구청장의 정당 부합성 변수가

나 국비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

보조금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여주고 있다. 설명변수 중에는 재정력지수를 제외

종예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재정규

한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가 보조금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

통제변수 중에서는 인구밀도, 구청장과 시장의 정

으로 해석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과 소속정당이

당부합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같은 구청장의 자치단체가 야당소속 자치단체에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이러한 결과는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각각에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일부 연구결과(전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경, 1995)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조금지원 과정

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전체 보조금 규모는

에서 정치적 요인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수요, 그리

을 시사하는 것이다.

고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시비인 경우, 사회복지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혜자 수와 최종예산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서울시의 경

2) 보조금비율이 종속변수인 모형

우, 재정력지수를 시비보조 시 차등보조의 기준으

보조금비율이 종속변수인 모형에서는 국비비율

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력지수가 유의

이 종속변수인 모형의 경우, FE가 더 적합한 것으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로 나타난 반면, 다른 모형에서는 RE가 더 적합한

이는 실제 시비 보조금 지원 시 재정력지수를 반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비율이 종속변수인 모형의

영하지 않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경우,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통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비보조의 경우에도 사회복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R2는 약 0.03으로 나타났

지수혜자 수가 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다. 그리고 다른 2개 모형 역시 모형적합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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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조금비율이 종속변수인 모형
구
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사회복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
인구밀도
소속정당부합_대통령
소속정당부합_시장
상수항
N of Groups
N of Observation


Mean VIF
Homoskedasticity
Wooldridge(자기상관)
LM for RE vs. OLS
F for FE vs. OLS
Hausman for FE vs. RE
Wald Chi2

국비(FE)
-0.8651 (0.3189)**
-0.1231 (0.2220)
0.1071 (0.1458)
-0.1149 (0.3284)
-0.0006 (0.2883)
-1.0291 (0.8647)
0.0155 (0.0253)
16.1055 (7.9401)*
25
75
0.0277
5.04
4.53 (0.0333)
3.089 (0.0916)
6.81 (0.0000)
6.81 (0.0000)
-

시비(RE)
-0.1536 (0.0959)
-0.0555 (0.0983)
0.0235 (0.0643)
-0.0669 (0.1441)
0.0567 (0.0380)
0.0164 (0.0131)
0.4417 (1.5945)
25
75
0.4158
4.90
-131.03 (1.0000)
0.374 (0.5468)
27.43 (0.0000)
6.07 (0.4159)
20.39 (0.0024)

국비+시비(RE)
-0.3265086 (0.1893)*
-0.1841566 (0.0810)**
-0.0943726 (0.1531)
0.1677401 (0.0889)*
-0.0266476 (0.07668)
-0.0696058 (0.2106)
7.71e-07 (9.88e-07)
0.0249536 (0.0206)
0.005877 (0.0143)
3.887723 (2.2821)
25
75
0.6623
5.89
113.94 (0.0000)
0.408 (0.5289)
18.47 (0.0000)
7.90 (0.4436)
505.64 (0.0000)

주 : * <0.1 **<0.05 ***<0.01.
국비, 국비+시비의 경우 ( )은 로버스터한 표준오차임.

내는 Wald Chi2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 나타났고(시비비율 모형은 유의확률 0.0024,

다음으로 시비보조금 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

국비․시비계 비율 모형은 0.0000), R2는 각각

어떠한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0.42와 0.66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력지수를 차등

먼저 국비보조금 비율이 종속변수인 모형을 보

보조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면 재정자주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한 결과가 나온 것은 실제 재정력지수가 자치단체

로 나타났다. 국비보조금의 비율이 자치단체의 상

의 보조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형평화에 기여하지

대적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할 때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사회복지수혜자 수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비 보조 시, 사회복

정부담을 완화 또는 경감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반

지 수요 또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

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복지수

로 이해할 수 있다.

요를 반영하는 변수인 사회복지비지수와 사회복

마지막으로 국비․시비계 보조금비율에는 독립

지수혜자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인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사회복지비지수

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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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재정부

요를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담 형평화를 위한 차등보조에 지자체의 재정여건

으로 대통령과 구청장의 소속정당이 같은 경우,

과 복지수요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비 보조금이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시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변수

장과 구청장의 소속정당 부합여부는 보조금 규모

인 사회복지비지수가 보조금비율에 영향을 미치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고 있기는 하나 지자체의 직접적 복지수요를 반영

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치

하는 변수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수혜자 수는 영

적 요인의 영향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보조금 지원과정

는 향후, 사회복지비의 차등보조에 있어 지자체의

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보다는

직접적 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치적 요인이 더

이다. 또 특기할 만한 것은 재정력지수와 사회복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비지수의 경우, 국비 보조금비율과 시비 보조금

그러나 보조금비율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의 분

비율 각각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그 영향력

석결과를 보면 보조금총액을 종속변수로 할 때와

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국비․시비계 비율이 종속

는 달리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변수가 실질적

변수인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는 이들 변수가 국비보조와 시비보조 각각

국비 보조금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 사회복지

의 경우에 공식적인 차등보조 지원 기준으로 사용

비지수와 사회복지수혜자 수 모두 영향을 미치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전체적으로는 재정력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가 시비 보조금

수와 사회복지비지수가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

비율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수혜자 수가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비․
시비계 보조금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 국비와 시

Ⅴ. 결론

비 보조금비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할 때와는 달리
재정력지수와 사회복지비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수혜자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비와 시비가 모두 반영된 보조금총액

그런데 보조금총액보다는 보조금비율이 지자체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재정의 상대적 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더 적

수요가 반영되어 차등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절한 척도라 할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미 있는

해석할 수 있다. 재정력지수를 제외한, 유의미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국비와 시비의 보조 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재정자주도, 정책사

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수요

업비, 최종예산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에 대

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고 또 사회복

한 직접적 수요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

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는 지자체의 복지수

석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의 직접적 복지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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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상대적 재정부담의 형평화를 위한 목적
으로 도입된 차등보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비 차등보조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
저 분석범위를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한정하였다
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특별시와 다
른 광역자치단체 간 변수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만을 대상으
로 한 분석결과를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일반화하
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둘째, 패널분석 기간이
2010~2012년까지 3개년으로 한정됨으로써 장기
적 관점에서 보조금 결정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
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
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조금의 범위에 국고보조
와 시비보조를 포괄함으로써 보조금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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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분석모형별 비교
<부록표 1> 종속변수=국비 보조금총액
구
분
재정자주도
정책사업비
사회복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
인구밀도
소속정당부합_대통령
상수
N of Groups
N of Observation



-1.5973
-0.4961
0.6300
0.4182
0.9111
-0.0535
0.0993
9.8249

POLS
(0.3927)***
(0.2107)**
(0.1672)***
(0.1058)***
(0.2999)***
(0.0419)
(0.0481)**
(3.1628)***

-1.3224
-0.2598
0.2784
-0.1379
0.3248
-0.4831
0.0686
27.0293

75
0.8889
5.04



Mean VIF
Homoskedasticity
Wooldridge(자기상관)
LM for RE vs. OLS
F for FE vs. OLS
Hausman for FE vs. RE
Wald Chi2

FE
(0.4243)***
(0.2078)
(0.1936)
(0.5442)
(0.3494)
(1.1659)
(0.0361)*
(12.0136)**
25
75
0.1406
5.04

7.47

RE
(0.3938)***
(0.1311)**
(0.1733)**
(0.0931)***
(0.1898)***
(0.0473)
(0.0265)***
(2.6377)***
25
75
0.8836
5.04
-114.99 (1.0000)
0.039 (0.8455)
30.29 (0.0000)
-1.4131
-0.3224
0.3790
0.5290
0.6205
-0.0474
0.0887
10.9957

(0.0000)
7.23(0.4054)

192.99 (0.0000)

주: *<0.1 **<0.05 ***<0.01.

<부록표 2> 종속변수=시비 보조금총액
구
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
인구밀도
소속정당부합_시장
상수
N of Groups
N of Observation


Mean VIF
Homoskedasticity
Wooldridge(자기상관)
LM for RE vs. OLS
F for FE vs. OLS
Hausman for FE vs. RE
Wald Chi2
주: *<0.1 **<0.05 ***<0.01.

POLS
-0.4122 (0.2070)*
-0.0280 (0.3079)
0.4758 (0.1658)***
0.8760 (0.4910)*
-0.0664 (0.0677)
-0.0173 (0.0635)
-3.9529 (5.2312)
75
0.6747
4.90

FE
(0.2131)
(0.2444)
(0.5469)
(0.3938)
(1.3479)
(0.0315)
(13.8995)
25
75
0.0001
4.90

-0.2009
-0.3484
-0.0717
0.4894
1.2030
0.0336
3.3098

15.99

RE
-0.1687
-0.3079
0.6875
0.7024
-0.0638
0.0265
2.6388

(0.1618)
(0.2236)
(0.1446)***
(0.3198)**
(0.1146)
(0.0285)
(3.7368)

25
75
0.6571
4.90
-151.03 (1.0000)
0.012 (0.9122)
46.75 (0.0000)

(0.0000)
5.01(0.5420)
46.45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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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3> 종속변수=국비․시비계 보조금총액
구
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사회복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
인구밀도
소속정당부합_대통령
소속정당부합_시장
상수항
N of Groups
N of Observation



POLS
-1.5591 (0.4517)***
-0.0746 (0.1696)
-0.4764 (0.2404)*
0.6083 (0.1905)***
0.2691 (0.1574)*
1.1923 (0.3870)***
-0.0583 (0.0482)
0.1074 (0.0664)
-0.0297 (0.0489)
6.1056 (4.9920)
75
0.8490
5.76



Mean VIF
Homoskedasticity

FE
(0.4177)**
(0.2064)
(0.2022)
(0.1844)**
(0.5332)
(0.3506)
(1.1294)
(0.0429)*
(0.0304)
(11.9241)*
25
75
0.0006
5.76

-1.0271
-0.0887
-0.2320
0.4315
-0.4693
0.2922
0.2033
0.0806
-0.0113
22.7971

RE
(0.3641)***
(0.1509)
(0.1790)*
(0.1566)***
(0.1535)***
(0.2935)**
(0.0852)
(0.0395)**
(0.0263)
(3.8910)**
25
75
0.8396
5.76
32.93 (0.1056)

-1.0652
-0.0340
-0.3007
0.4272
0.4564
0.6594
-0.0606
0.0928
-0.0112
9.7184

0.681

(0.4173)

39.91

(0.0000)

120.79

(0.0000)

Wooldridge(자기상관)
LM for RE vs. OLS
F for FE vs. OLS

11.10

Hausman for FE vs. RE

(0.0000)
7.15(0.6210)

Wald Chi2
주: *<0.1 **<0.05 ***<0.01.

<부록표 4> 종속변수=국비 보조금비율
구
분
재정자주도
정책사업비
사회복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
인구밀도
소속정당부합_대통령
상수
N of Groups
N of Observation



POLS
-0.2829 (0.2994)
0.0620 (0.1607)
0.0438 (0.1275)
0.3112 (0.0806)***
-0.9249 (0.2286)***
0.0625 (0.0319)*
0.0531 (0.0367)
13.1187 (2.4116)***



Mean VIF
Homoskedasticity
Wooldridge(자기상관)
LM for RE vs. OLS
F for FE vs. OLS
Hausman for FE vs. RE
Wald Chi2
*주: *<0.1 **<0.05 ***<0.01.
( )은 로버스터한 표준오차임.

75
0.7080
5.04

FE
(0.3189)**
(0.2220)
(0.1458)
(0.3284)
(0.2883)
(0.8647)
(0.0253)
(7.9401)*
25
75
0.0277
5.04
4.53(0.0333)
3.089(0.0916)

-0.8651
-0.1231
0.1071
-0.1149
-0.0006
-1.0291
0.0155
16.1055

6.81

RE
(0.2991)**
(0.1528)
(0.1299)
(0.0998)
(0.2261)
(0.0510)
(0.0274)*
(2.7104)***
25
75
0.6676
5.04

-0.6604
-0.0872
0.1007
0.1459
-0.3669
0.0744
0.0497
8.0990

15.04

(0.0001)

61.98

(0.0000)

(0.0000)
212.58(0.0000)

242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2013. 12

<부록표 5> 종속변수=시비 보조금비율
구
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
인구밀도
소속정당부합_시장
상수
N of Groups
N of Observation

POLS
-0.1475 (0.0813)*
0.1465 (0.1209)
0.0259 (0.0651)
-0.3786 (0.1928)*
0.0562 (0.0266)**
0.0063 (0.0249)
2.6708 (2.0546)
75
0.4455
4.90


Mean VIF
Homoskedasticity
Wooldridge(자기상관)
LM for RE vs. OLS
F for FE vs. OLS
Hausman for FE vs. RE
Wald Chi2

FE
(0.1216)
(0.1395)
(0.3122)
(0.2248)
(0.7694)
(0.0180)
(7.9338)
25
75
0.0829
4.90

-0.0775
-0.1540
-0.2469
0.0140
0.6257
0.0135
-1.9066

6.61

RE
(0.0959)
(0.0983)
(0.0643)
(0.1441)
(0.0380)
(0.0131)
(1.5945)
25
75
0.4158
4.90
-131.03 (1.0000)
0.374 (0.5468)
27.43
(0.0000)
-0.1536
-0.0555
0.0235
-0.0669
0.0567
0.0164
0.4417

(0.0000)
6.07(0.4159)
20.39

(0.0024)

주: *<0.1 **<0.05 ***<0.01.

<부록표 6> 종속변수=국비․시비계 보조금비율
구
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정책사업비
사회복지비지수
사회복지수혜자 수
최종예산
인구밀도
소속정당부합_대통령
소속정당부합_시장
상수항
N of Groups
N of Observation


Mean VIF
Homoskedasticity
Wooldridge(자기상관)
LM for RE vs. OLS
F for FE vs. OLS
Hausman for FE vs. RE
Wald Chi2

POLS
-0.1812347 (0.2241)
-0.1005422 (0.0847)
0.1205521 (0.1231)
0.0344886 (0.0949)
0.1571051 (0.0797)*
-0.6680098 (0.1991)***
1.21e-06 (6.14e-07)*
0.0447779 (0.0334)
0.0005822 (0.0245)
9.390416 (2.5231)
25
75
0.7115
5.89

*주: *<0.1 **<0.05 ***<0.01.
( )은 로버스터한 표준오차임.

FE
-0.5514099 (0.2503)**
-0.0796801 (0.1275)
-0.0681049 (0.1273)
0.2462729 (0.1117)**
-0.4351963 (0.3020)
-0.1072042 (0.2336)
-0.0000199 (2.19e-05)
0.0271298 (0.0258)
-0.0098693 (0.0182)
9.719396 (4.9668)
25
75
0.0032
5.89

RE
-0.3265086 (0.1893)*
-0.1841566 (0.0810)**
-0.0943726 (0.1531)
0.1677401 (0.0889)*
-0.0266476 (0.07668)
-0.0696058 (0.2106)
7.71e-07 (9.88e-07)
0.0249536 (0.0206)
0.005877 (0.0143)
3.887723 (2.2821)
25
75
0.6623
5.89
113.94 (0.0000)
0.408 (0.5289)
18.47 (0.0000)

7.18 (0.0000)
7.90(0.4436)
505.64 (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