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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실시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이 재
개된 지 20여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새로운 지방행정의 시대를 생산하고 있다.
민선지방자치 재개 이후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은 계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
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은 그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다수 나타나고 있
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축소 및 폐지 요구가 있는 지역행사와
축제 관련 예산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행사와 축제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대규모의 자본 유치와 지역 고유 행사․축제의 상품화 전략을 지역경제 발전의 수
단으로써 다수 활용하고 있다(이지석․윤정희, 2008). 이런 경향이 반영되어 지역행사와 축제
는 1997년 400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1,0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4). 선행연구에 따
르면 전략적으로 잘 관리되는 행사와 축제만이 관광객 유입에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행사․축제의 전략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숙희, 2001).
문제는 지역행사와 축제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에 비해 그에 대한 성과평가는 냉담하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지역행사와 축제는 지역적 특색이 없고 오히려 연례행사로 형식화 되어 있
다. 또한 예산투자의 중복과 낭비, 차별성 없는 종합축제 형태의 편성, 주제의 중복, 계절적 집
중성, 행사축제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김현호, 2010).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행사축제경비 예산의 규모와 증가 추이 및 편성 실태를 확인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증감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대한 적절한 통
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대한 주된 결정요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목하
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지방자치가 재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하
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또
한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직직업, 소속정당,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행사축제경비 예산편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모형을 구성하
였다. 분석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독립변수와 함께 재정지출 이론과 행사축제경비와 관련한 선행연
구의 검토를 통해 정치․행정적, 경제․재정적 및 사회․문화적 변수를 통제변수로서 선별하였다. 이
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변수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표 1.1> 2014년 기준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축제 현황
지역
사
례
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1136 156 55 32 28 13 26 23 148 118 57 70 80 102 94 103 31
축제
마을 78 20
축제

1

2

4

2

10

-

자료: 2014년 기준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문화관광부)

13

6

1

5

8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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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축제경비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현황
아래의 <표 2.1>는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행사축제경
비 예산현황(결산총계기준)을 경상비와 세출예산에 대비하여 정리하고 있다. 지방예산
의 규모는 2013년 기준 184조이다. 이는 2004년 96.8조 대비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
이다.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2011년을 제외하면 민선지방자치 재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2013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0.56%, 경상비(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경비) 기준으로 0.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행사축제관련 예산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평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전체 예산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의 비중이 줄
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행사축제경비 예산규모는 2009년부터 증가
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심지어 2011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난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상비 대비 비중이나 세출예산 대비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행사축제경비 예산 추이
(단위 : 10억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6,764 101,925 110,948 120,286 136,625 164,545 154,177 159,270 171,368 184,041
재정규모(a)
(증가율)

(5.33)

(8.85)

478

599

635

(8.42) (13.58) (20.44)
732

889

906

(-6.3) (3.3)
910

(7.6) (7.40)

875

953 1,023

(0.41) (-3.78)

(8.84) (7.35)

행사축제경비(b)
(증가율) (25.42)
행사운영비

(5.98) (15.28) (21.47) (1.91)

35

49

57

112

176

205

191

221

244

285

행사실비보상금

104

113

110

124

139

150

145

144

151

149

민간행사보조금

333

432

461

483

563

527

560

500

545

576

행사관련시설비

6

5

6

12

11

24

14

10

12

13

경상비5)(c)
경상비 대비
비율(%)
(b/c*100)
세출예산 대비
비율(%) (b/a*100)

42,811 48,205 55,296 62,431 72,086 84,177 86,394 91,572 100,280 108,747
1.12

1.24

1.15

1.17

1.23

1.08

1.05

0.96

0.95

0.94

0.49

0.59

0.57

0.61

0.65

0.55

0.59

0.55

0.56

0.56

자료: 행정안전부(2004-2013년) 지방재정연감(일반회계 결산(총계) 기준)

5) 경상비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경비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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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부터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대한 통제 장치로써 「행사‧축
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2010.10.31.)」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주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주민화합, 지역홍보, 기업체·관광객
유치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6)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외지인의 당해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촉진하는 축제7)에 대하여 사전심
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행사·축제사업의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제도를 명문화하여 자치단체별 행사·축제사
업 예산편성시 각각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
출되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사·축제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
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오히려 그 규
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듯 매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
원에서 작성․발간하는 「지방재정분석」에서는 행사축제경비(재정운용노력 분야)를
관리대상 경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절감노력도를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표 3.1>)8).

3. 이론적 검토 및 선행 연구
3.1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과 지방재정 운영
민선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새로운 지방행정의 시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심에는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역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
6) 체육행사, 박람회(엑스포),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이 해당된다.
7) 매년 지역주민·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개최되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에 해당하는 축제 등이 해당된다.
8)
<표 3.1> 행사축제경비 관련 지방재정분석 지표
분야

분석지표

산식(2013년)
1 -(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정
운용
노력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자료: 2013년 지방재정분석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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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재정운영 결과는 지역경제를 크게 후퇴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활력을 줄 수
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운영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측면에서 주민을
대표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의 CEO로서 해당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예승․
김광구, 2008).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이란 다소 모호하고 개인적인 개념을 지방재
정 운영, 구체적으로 행사축제경비 예산의 결정요인으로서 주목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 리더십 이론(Leadership Theory)을 참고하였다. 리
더십이란 조직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
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개인적 특성을 중시하는
특성론적 접근법(trait approach), 리더의 행동을 중시하는 행태론적 접근법(behavioral
approach), 권력행사방법에 초점을 두는 권력-영향력 접근법(power-influence approach),
주위의 환경을 중시하는 상황론적 접근법(situational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리더의 개인적 특성을 중시하는 특성론적 접근법에 따르면 성공적인 리더들
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Mann(1959)은 지능, 남성적 기질, 적응성, 외향성, 보스적
기질 등을 성공적인 리더의 특징으로 구분하였고, Stogdill(1974)은 성취성, 지속성, 통
찰력, 진취감, 자신감, 책임감, 협동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Kirpatric & Locke(1991)
은 추진력, 동기유발, 성실성, 자신감, 인지능력, 사업지식을 리더의 특성으로 보고 있
다. 결국 리더십에 대한 특성론적 연구는 리더의 신체적 특징(연령, 체중, 용모 등), 사
회적인 배경(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등), 지적인 능력(판단력, 결단력, 표현능력 등), 성격
(자신감, 창의성, 독립성 등) 그리고 감성 등을 연구하여 성공적인 리더가 가지고 있
는 공통의 특성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주재복․박해육, 2009). 이와 같은 성
공적 리더의 특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을 구별해 내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으로 실증분석에 활용
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주재복․박해육(2009)은 연령, 학력, 경력, 득표력, 소속정
당, 연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변수로 활용하였고, 이승종․강철구(2006)와 안
성민(2014)은 단체장 성향(보수, 진보)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최승범․이환범(2006)은 연임, 연령, 학력, 경력(행정인, 정치인, 기업인), 정당공천 여
부, 병역의무 수행여부를 그리고 배상성․강주현(2007)은 연임여부, 경력, 나이, 교육,
정당공천 여부 등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으로
활용한 변수들을 다음의 <표 3.2>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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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과 관련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한 변수
구분

주요 변인

주재복․박해육(2009)

연령, 학력, 경력, 득표력, 소속정당, 연임

이승종․강철구(2006)
안성민(2014)

단체장 성향(보수, 진보)

고경훈(2012)

지방자치단체 주요시책, 득표율

김정기(1999)

한나라당 공천유무, 비전 및 지도력, 행정서비스 만족도

최승범․이환범(2006)
김형아․김나영․김상헌(2008)

연임, 연령, 학력, 경력(행정인, 정치인, 기업인),
정당공천 여부, 병역의무 수행여부,
지난 선거 득표율, 연령, 학력, 경쟁후보자 수,
정당공천 여부, 경력(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배상성․강주현(2007)

연임여부, 경력, 나이, 교육, 정당공천 여부

유승원․조필규(2015)

단체장-중앙정부 정치적 협력, 단체장-지방정부 정치적
협력,
단체장-국회다수당 정치적 협력, 기업가경력, 재임기간

권경환(2005), 배인명(2015)

단체장 재선 여부

노우영․최성락(2005)
김예승․김광구(2008)

단체장 성향(경영가, 정치가)
단체장 출신 성향(행정가, 정치가, 경영가, 기타)

강민채(2013)

경력, 학력, 나이, 정당공천여부, 3선 도전 여부

3.2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선행연구
행사․축제에 관한 연구는 지역축제의 확산 요인에 관한 연구(석호원, 2010), 지방
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고숙희, 2001; 이지석․윤
정희, 200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변상규, 2012)와
지역행사와 축제의 효과 및 실태 그리고 발전 방안(김현호, 2010)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 예산과 관련한 연구들은 실태파악 및 통제방안
에 관한 연구(이상용, 2010)와 행사 및 축제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상호, 2015; 허원재․김영신, 2015; 김애진, 2017) 등이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현호(2010)는
지역축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우리
나라 지방축제는 예산투자의 중복과 낭비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
제의 중복과 계절적인 집중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축제와 관련한 예산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용(2010)은 지방재정 운영측면의
자율성은 크게 제고된 반면 책임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낭비사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
와 행사축제성경비 예산을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파악한 후 통제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호(2015)는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1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
출결정요인이론과 단절균형이론을 기반으로 관광지출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9). 여
기에서는 체제환경요인10)(사회경제요인, 행․재정요인, 정치요인), 점증요인, 단절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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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로 모형에 반영하여 2008년에서 2014년까지의 패널자료를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년도 관광예산(점증요인)과 상위정부의 관광
예산(행․재정요인)은 관광지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정력(행․재정요인)과 관광수
요(사회경제요인)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별로 특징적인 결
과가 달리 나타났는데, 군과 같이 재정력이 낮은 그룹에서는 전년도 관광예산 관광예
산과 상위정부 관광예산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시
그룹에서는 사회경제요인인 문화인프라와 산업구조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
탕으로 저자는 지방정부의 관광예산편성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향후 수요지향적인
지출결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허원재․김영신(2015)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행사경비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비효율적 재정지출에 관해 실증분석 하였다. 저자들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원으로서 재량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과 달
리 낭비될 유인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배정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정비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초과하는 수
준의 대규모 행사는 심도 있는 예비타당성 검토에 기초할 것 등을 지적하였다. 김애진
(2017)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
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횟수와 주민참여 제안 사업수가
많을수록 행사축제경비는 감소하는 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많을수록 행사
축제경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수의 연구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예
산편성과 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행사축제경비에 대
한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과 합리화 방안 검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되는 문제
점에 비하여 행사축제경비 예산과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
히, 관련 예산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더욱 많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 관
련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전국 128개 문화관광축제 개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 및 자체축제 집단과 시와 군 지역 지방자
치단체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10) 사회경제요인은 인구, 도시화, 문화인프라, 산업구조, 지역관광산업규모, 지역관광경쟁력이 해
당된다. 행․재정요인은 상위정부 관광예산과 재정력이, 그리고 정치요인은 지방정치 권력유형과
지방정부 안정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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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의 설정
4.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이다. 행사축제경비 예
산 항목은 앞의 <표 3.2>에서 제시하였듯이 2012 회계연도기준 「2013년 지방재정분
석」 재정운영노력분야 평가지표(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의 구성항목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대상 항목인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
보조금(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의 합계금액을 행사축제경비 예산으로 개념화하
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행사축제경비 예산총액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앙인구로 나눈 “주민 1인당 행사축제경
비 예산액”으로 표준화하여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로그값
변환).
4.2 독립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예산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지방
자치단체장의 주요한 특성 변수는 앞의 <표 3.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전직직업(경력,
출신성향), 소속정당, 연임 여부 등이다11).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분석 기간 중 지방자치
단체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재․보궐선거12) 결과를 반영하였으며13),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이 공석인 경우 부단체장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의제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14).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유형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전직 직업과 같은
경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리더십 이론의 특성론적 접근법 중 사회적 배경이나 과업 관
련 지식 등을 이용한 리더십 유형을 참조한 것이다(김예승․김광구, 2008). 본 연구에서
도 선행연구의 경향을 반영하여 기초지방단체장의 전직 직업을 과거 경력에 따라 행
정가형, 정치가형, 경영가형, 기타 전문가형으로 구분하였다(행정가형=참조그룹)15).
11) 이밖에 행사축제경비와 관련하여 영향 관계가 미미한 연령과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된
교육 수준(2012년 기준 분석대상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중 203명이 대졸 이상임)은
독립변수에서 제외한다.
12) 분석 기간(2003년〜2012년)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장 90명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13) t년도 상반기 실시한 재보선 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t년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반영하였고, 하반기에 실시한 재보선 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t+1)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반영하였다.
14) 이때 소속정당은 당시 집권당의 당적을 따랐고, 득표율은 100%로 반영하였다.
15) 행정가형은 중앙 및 지방 고위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및 읍·면장, 군인(장교) 등
을 역임한 경우, 정치가형은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이들의 보좌관, 정당인, 사회
단체 종사자 등, 경영가형은 기업의 CEO, 대기업 출신, 조합장(농·수·축협 등), 자영업 등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우, 기타 전문가형은 법조인, 교수, 교사, 약사, 분야
별 단체의 회장 등 위의 세 가지 직업군에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된다. 유형 구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의 주요 경력을 1차 기준으로 하
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의 인물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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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임하고 있거나 단체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정치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공고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초선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에는 예산편성 성향에 있
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민지(2014)는 관련 연구에서 당선횟수가 높
아 주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문
화예술정책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인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문화예술정책 사업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집행에 있어서
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미변수화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하
였다(초선=참조그룹).
또한 정당공천제에 따라 입후보자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성을 반영하
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을 개인적인 특성의 하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다만 분석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을 새누리당과 민주
당이라는 거대 양당을 기준으로 보수성향(새누리당, 한나라당)과 진보성향(민주당, 열린
우리당)으로 구분하였고, 이 둘에 포함하기 곤란한 기타 정당(무소속 포함)은 별도그룹
으로 분석모형에 활용하였다(보수성향=참조그룹).
전통적인 재정지출 결정요인론의 정치적 결정요인 모형(Political Determination
Model)에서 Key(1951)와 Lockard(1959)는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경쟁 및 참여의 관
련성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변수(산업화)․정치적 변수․정책 등 세 개 변수의 순차적
관계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정치적 변수가 복지․교육․보건 등의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요한 정치적 결정변수로서 선거경쟁지수, 선거인, 투표율, 리
더십의 형태, 이익집단, 관료제 및 언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이 직
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쟁의 정도에 따라 정치적 지위 안정성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
고, 이에 따라 선호 정책 및 예산편성 성향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을 행사축제경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분석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4.3 통제변수
독립변수 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외생성을 확보하고, 편의를 줄이는 한편,
제3의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통해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재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별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다만 모형에 설명변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계량경제모형에서 요구되는 단순성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일부 중요도가 떨어지는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3.1 정치․행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관련한 통제변수 선정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정책결정요인론의 전
통적인 이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ey(1956)는 재정지출 요인에 관한 정치․재정적
자료를 검토하여 최근 20년간의 경력 중 가장 주된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기준으로 직업
군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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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으로서 정당간의 경쟁, 유권자들의 투표율, 당파성, 엽관적 임용 등을 정치적 변수
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정치적 관심도를 예측할 수
있고, 자료수집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포
함하였다 16).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소속 공무원의 인식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조직
내부의 제약요인을 행정적 요인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Niskanen(1971)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고 한다. 관료들은 생산물을 한 단위씩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생산물을 예산과 교
환하는 형태로 부서예산을 배정받게 되는데, 이때 예산 극대화를 위해 최적 수준을 초
과하여 최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이준구, 2001: p146-149).
이와 같은 예산변동의 과정에서 공무원 숫자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는 예산편성 주기인 연간단위로 반복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수 증가율을 통제변수로서 분석모형에 반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한 참여적 요소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예산편성, 심의, 평가 등)에 지역주
민의 대표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하는 참여민주주의적
예산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시행하였는데, 이후
2011년 지방재정법에 동 제도의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2012년에는 거의 모든 지방자
치단체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시행여부17)(비도입=참조그룹)와 실시기간을 모형에 반영할 것이다.
4.3.2 경제․재정적 요인
지방재정과 관련한 경제․재정적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성장이 유지되는 정도를 재정성장성(재정자립도의 전년대비 증가율)으로 정의하고 이
를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
타내는데,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자체재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김상헌, 2012).
그리고 주민들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는 지방재정 운영 양
상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지방세 18)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부담과 지역의 소득수준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자 지방세 징수
액을 지역주민 연앙인구로 나눈 주민 1인당 지방세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실제 분
16) t년도 상반기 실시한 재보선 결과는 t년에 반영하고, t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재보선 결과는
(t+1)기에 반영하였다.
17)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의 판단여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가 2004년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령(조례, 시행규칙)으로서 제정되어 존재하느
냐로 기준으로 할 것이다.
18) 지방세 세목의 경우 연도별, 자치단체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방재정연감(결산기
준)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 지방세 세목별 세입 총액을 분석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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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Wildavsky(1986)는 “금년 예산의 크기와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전년도
예산이다.”는 점증주의론을 예산결정 과정에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예산편성의
점증주의적 경향이 행사축제경비의 결정요인으로서 역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전년
도예산총액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때 지방예산의 규모의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영향을 분석모형에 포함하고자 실제분석에서는 지역주민 연앙인구로 나눈 1인당 t년
도 세출예산액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실제분석에서는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3.3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먼저 분석모형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우리 사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도시형 기초지방자
치단체와 농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인구구조의 차이를 분석모형에 반영하기 위하
여 통상적으로 고령인구의 기준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지역인구의 이동(유출입)과 같은 인구동태적인 특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
책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정향에도 차이를 가
져올 수 있다. Tiebout(1956)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발에 의해 투
표(voting with feet)를 하게 된다면 지방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는 것을 입증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이준구, 2001: 627-628).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사축제경비 예산이 전형적인 지방공공재는 아니지만, 행사축제경비 예산의 편성․집행
이 지역주민들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
론이 가능하다. 실제 분석에서 지역인구의 이동은 인구의 순이동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연
앙인구로 나눈 인구이동률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재정지출 결정요인 중 사회경제적 결정모형의 Fabricant(1952)
는 ‘Wagner의 법칙’으로부터 도출한 1인당 소득, 도시화 정도, 인구밀도라는 3가지 독
립변수를 활용하여 미국 주정부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agner의 법칙’의 세 가지 주요 변수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크기와 인구 규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성상 도시화 정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인구
밀도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실제 분석에는 로그값으로 변환된 값을 사용하였다. 이상
에서 설명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의 <표 4.1>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종속변 주민 1인당 행사축제경비
수 예산액

측정방법

자료출처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민간행
사보조금+행사관련시설비) ÷ 주민수] 지방재정연감(예산)
(행정안전부)
의 로그값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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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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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행정가형
(참조그 행정가=1, 나머지=0
룹)
전직
직업

정치가형 정치가=1, 나머지=0
경영가형 경영가=1, 나머지=0
기타
기타 전문가=1, 나머지=0
전문가형

독립
변수

지방자치 연임(중임) 여부
단체장의
보수성향
특성
(참조그룹)
기초지방
진보성향
자치단체장
소속정당
기타

한나라당(새누리당) = 1, 나머지 = 0

네이버 인물검색,
YTN 프리미엄
뉴스 등

민주당(열린우리당) = 1, 나머지 = 0
기타 정당(무소속) = 1, 나머지 = 0

득표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당선 득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
.kr/)

투표율

지방선거 투표자 ÷ 선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
.kr/)

정치행정 공무원 수
요인
실시여
주민참여
부
예산제
실시기
운영
간
통제
변수

연임(중임) = 1, 초선 = 0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
(행정안전부),

재정성장성
경제재정
지방세 부담
요인

전년대비 공무원 수 증가율(%)

조례 시행 = 1, 미시행 =0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후 운영 기간
전년대비 재정자립도 증가율(%)
(지방세 수입 총액 / 연앙인구)의 로
그값

점증주의 경향

(세출예산액/ 연앙인구)의 로그값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사회문화
인구이동
요인
인구밀도

순유입인구/ 연앙인구 * 100
(연앙인구 / 지자체 면적 / 1,000명)의
로그값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지방재정365
(lofin.mopas.go.kr)
지방재정연감
(행정안전부)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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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균형패널자료로서 공간적 범위는 2012년 12월 현재 227개 기
초지방자치단체 중 226개19)이다. 독립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전직직업, 연임
(중임) 여부, 소속정당, 지방선거 득표율), 통제변수는 지역주민의 지방선거 투표율, 공무
원 수(증가율),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도입여부, 실시기간), 재정성장성(재정자립도 증가
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예산의 점증주의적 경향(전년도 주민 1인당 세출예산), 고
령인구비율, 인구이동, 인구밀도를 선정하였다. 또한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03년∼2013
년이다. 여기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2003년～2012년의 자료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2004
년～2013년 자료를 매칭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들의 관계를 추정할
본 연구의 행사축제경비 예산 결정 모형은 다음의 (수식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        

,

기초지방자치단체 ,

(수식 1)
연도 ,

 = 관찰되지 않은 지역특성 효과,   = 확률적 교란항)
위 (수식 1)의      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주민 1인당 행사축제경비 예산액을 나
타내고 있다.    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의 행렬이고,    는
통제변수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는 추정하고자하는 계수들이다. 마지막으로 오차항
   은 관찰되지 않는 지역특성효과( )와 확률적 교란항(   )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시한다.
패널분석 모형(Panel Analysis Model)은 오차항을 그룹(개체)의 관찰할 수 없는 특성
만을 고려하느냐 혹은 시간의 관할할 수 없는 특성까지 고려하느냐에 따라 일원오차성
분모형(One-Way Error Component Model)과 이원오차성분모형(Two-Way Error
Component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분석모형은 선형회귀모형의 오차
항을 추정해야 하는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느냐 혹은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0).
패널자료의 패널그룹(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된 표본

19) 분석기간 중 통폐합 등으로 행정구역에 변동이 있는 창원시 제외하였다.
20)
<표 4.2> 패널분석모형의 구분
구분
error component
model

one-way
two-way

fixed effects model
gioup
time
Ⅰ
Ⅱ
Ⅴ

자료 : 최충익(2008: 122)을 참고하여 재구성 함

random effects model
gioup
time
Ⅲ
Ⅳ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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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오차항   는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분석대상 패널자료의 그룹들
이 특정 모집단 그 자체라면 오차항   는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는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민인식․최필선, 2012: 174-175).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표 4.2>의 패널분석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의 탐색하기 위하여 F검정과 LM검정(BP
검정) 및 Hausman검정의 결과를 검토하고, 각각의 모형에 따른 Fit Statistics(MSE와
2

R )의 변화 및 계수추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5. 분석 결과
5.1 기초통계량
다음의 <표 5.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정리하고 있다. 분석 기간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행사축제경비
예산액은 평균 32,492원이다. 최솟값은 2008년 부산광역시 남구의 191.2원이고, 최댓값
은 2012년 강원도 화천군의 331,699원으로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는 약 1,735배에 이른다.
<표 5.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1인당 행사축제경비 예산액
(원)
로그변환값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260

32,492.2

37,998.3

191.2

331,698.5

2,260

9.6

1.4

5.3

12.7

다음의 <표 5.2>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변수 중 더미변수에 대한 2012년 자
료 기준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전직직업은 행정가형 39.28%, 정치가형
43.36%, 경영가형 10.18%, 기타 전문가형 7.08%로 나타나 정치가형이 가장 많았다. 초
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118명으로 52.21%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은 보수성향(새누리당)이 93명으로 41.15%, 진보성향(민주당)은 94명으로
41.59%를 차지하여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기간 중 지방선거의
최소득표율은 2008년 재보선에서 거창군수의 19.2%이다(<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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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1
변수

전직직업

연임(중임)
여부

소속정당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행정가

89

39.38

89

39.38

정치가

98

43.36

187

82.74

경영가

23

10.18

210

92.92

기타전문가

16

7.08

226

100

초선

118

52.21

118

52.21

연임(중임)

108

47.79

226

100

보수 성향

93

41.15

93

41.15

진보 성향

94

41.59

187

82.74

39

17.26

226

100

기타(무소속)

<표 5.3>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2
변수
지방선거 득표율(%)

N
2,260

평균값
53.1

표준편차
13.2

최솟값
19.2

최댓값
100

다음의 <표 5.4>은 통제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의
정치적 관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투표율의 평균은 58%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원 수는 평균 840명 수준이었고, 분석기간 중 공무원 수는 분석기간 중 평균적으로
약 1.3%씩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2012년 12월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균 운영기
간은 1.12년이고,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가 9년으로 가장 길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의 경우 평균액은 2.7백만 원이었다. 최솟값은 2003년 대구광
역시 달서구의 22만원, 최댓값은 2009년 경북 울릉군의 15.2백만 원이었다. 재정성장성
(재정자립도 증가율)은 평균 –0.57%로 분석 기간 중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도는 악화되는 추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평균
286,725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인구비율은 전국 평균이 14.18%에 있어 우리 사
회가 전체적으로 이미 고령(aged) 사회21)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이동(율)은 평
균 –0.24%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밀도는 ㎢당 평균이 4.06천명이었다.
<표 5.4>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투표율

2,260

0.58

0.13

0.20

1.00

공무원수

2,260

840.0

383.5

221.0

2,584

2,260

1.27

3.94

-24.93

37.09

공무원수 증가율(%)

21) UN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7%), 고령 사회(14%), 초고령화 사회
(20%)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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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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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솟값

최댓값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간

2,260

1.12

1.84

0

9

예산총액(백만원)

2,260

289,138

180,916

9,153

1,783,219

2,260

2.7

2.3

0.2

15.2

로그변환값

2,260

0.6

0.9

-1.5

2.7

재정자립도(%)

2,260

28.56

16.59

6.40

92.70

재정성장성(%)

2,260

-0.57

12.06

-53.26

61.89

주민 1인당 지방세(원)

2,260

286,725

188,422

26,665

1,157,727

로그변환값

2,260

-1.51

0.79

-3.62

0.15

고령인구 비율(%)

2,260

14.18

7.06

3.16

33.34

인구이동(%)

2,260

-0.24

2.31

-15.87

17.54

인구밀도(천명/㎢)

2,260

4.06

6.45

0.02

28.91

점중주의 경향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백
만원))

5.2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 예산 결정요인 분석
다음의 <표 5.5>은 행사축제경비 예산 결정모형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우선 효율적인 패널분석모형의 선정을 위하여 F검정과 LM(BP)검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Pooled OLS는 적절한 모형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Hausman 검정결과를 고려
한 결과 분석모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이 일원그룹고정효과모형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로 한다.
<표 5.5> 결정 요인별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대한 영향력
구분

pooled OLS
Estimate

t Value

Estimate

t Value

-0.091 *** -3.42

-0.009

-0.43

-0.017

-0.82

경영가형

-0.101 *** -2.63

0.014

0.46

0.006

0.22

0.015

0.32

-0.003

-0.07

-0.005

-0.14

0.050 **

2.00

0.029

2.03

0.030

진보성향

-0.043

-1.39

-0.087 *** -3.93

-0.083 *** -3.83

기타(무소속)

-0.024

-0.75

0.0004

0.02

0.004

1.97

0.001

-0.003 *** -3.15

0.001

**

**

5.854

t Value

정치가형

득표율

*** 10.47

Estimate

8.543

연임(중임)

4.104

일원그룹확률효과 모형

intercept

기타 전문가형

*** 59.21

일원그룹고정효과 모형

투표율

0.606

*** 3.59

0.108

0.93

0.129

공무원 수
주민참 도입여
부
여예산 실시기
제
간
재정성장성
지방세부담

0.009

*** 3.09

0.002

1.51

0.003

*** 18.54

**

2.13
0.17

*

1.71

*

1.86

1.14

-0.063

-1.59

0.023

1.06

0.024

1.12

-0.005

-0.43

-0.011 *

-1.70

-0.007

-1.12

-0.001
-1.10
0.042 *** 4.84

-0.0005
-0.89
0.239 *** 7.11

-0.001
-1.09
0.195 ***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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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증적 경향

pooled OLS
Estimate

일원그룹확률효과 모형

Estimate

Estimate

t Value

t Value

*** 42.60

0.158

*** 3.82

0.263

*** 6.71

고령인구

-0.031 *** -8.53

0.106

*** 16.24

0.092

*** 16.11

인구이동

0.001

0.24

0.005

1.43

0.006

*

인구밀도

-0.0002

-0.83

0.006

2.26

-0.004 *** -4.71

N

1.476

t Value

일원그룹고정효과 모형

**

1.75

226*10 = 2260

226*10 = 2260

226*10 = 2260

MSE

0.297

0.0758

0.741

R2

0.845

0.964

0.535

F-value
BP test
Hausman test

30.04

***
3,532.17***
91.68

***

주) *p<0.1, **p<0.05, ***p<0.01

독립변수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변수 중 행사축제경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중임) 여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정당
중 진보성향(민주당, 열린우리당)(-), 지방선거 득표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
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전직직업(참조그룹: 행정가형),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중 기
타 정당(무소속)은 행사축제경비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중임) 여부는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임(중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지역주민의 정치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고, 3선 연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추가 출마가 불가능하여 정치적 지위에
있어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민
지(2014)의 분석 결과와도 맥락이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지방단체장의 소속정당은 진보성향 출신(민주당, 열린우리당)이 보수성향
출신(새누리당, 한나라당)에 비해 행사축제경비 예산편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진보성향의 정당 출신이 상대적으로 지역축제와 같은 전
시성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해석과 보수성향의 정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다음 선거
재선 등을 위한 홍보성 행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경비 예산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행사축제경비 예
산의 편성이 정치적 경쟁의 정도가 낮을 때(득표율이 높을 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
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적 견제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은 자신의 재선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해석할 수 있으므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통제변수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기간(-), 주민 1인당 지
방세부담(+), 점증주의적 경향(전년도 주민 1인당 세출예산)(+), 고령인구비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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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도(+)는 행사축제경비 예산편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에 지방선거 투표율, 공무원 수 증가율, 재정성장성(재정자립도 증가율)과
인구이동은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먼저 정치․행정적 요인 중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여부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실시기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예산편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초기에
는 전시성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의 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연간 단위로 이루
어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주기를 거듭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담당 공무원
과 위촉직 민간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러한 결과 행사축제경비와 같은 전시성 또
는 민원성 예산의 통제에도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22).
경제․재정적 요인과 관련하여 주민 1인당 지방세는 행사축제경비 예산편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민의 조세부담 능력이 높은 지
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축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지방세 부담 수준은 다른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행사․축제 등 문화적 수요가 밀도 있게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점증주의적 경향은 행사축제경비 예산
편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행사축
제에 대한 심사 및 평가가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변수 중 고령인구비율은 행사축제경비 예산편성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행정 감시와 견제의 정도가
저하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재선을 위하여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홍보성 예산지출 행태를 보인 결과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인구밀도는 행사축제경비 예산편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특․광역시 내의 구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규모가 큰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도시화 정도가 심화된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역행사와 축제가 다수 개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상대적
으로 젊은 층과 유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 이들의 문화행사에 대한 향유의 요구 등도 작용하였
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2) 정정길․정준금(2003)은 행정제도의 도입 및 정착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정책과 제도변화를 위해서는
시차(time-lag)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시차적 요소로서 변화 소요기간,
인과관계의 시차성,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 숙성기간, 선후관계, 적시성, 시간규범 등을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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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축소 및 폐
지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대해 그 결정요인을 선
별․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과 관련한 변수 중 연임(중임) 여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소
속정당(진보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은 주민 1인당 행사축제경비 예산
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리더십 이론의 특성론(trait theories)에서 밝히고 있는 리더의 특
성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예산편성․집행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
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리더십 관련 연구에서 행태
론적 및 상황론적 리더십 요소뿐만 아니라 특성론적 리더십에 따른 분석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행사축제경비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 및 집행에 대한 통제방
안의 마련과 관련하여 직선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현행 제도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불가능하거
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집행의 성과 점검과 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통제장치의 필요
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예산과목 구분의
합리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행사축제경비 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일몰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이상용, 2010). 먼저 예산과목구분의 합리화와 관련하
여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전경비에 해당하는 예산과목과 구분이 모호하고 사업유형
또한 명확하지 않아 예산집행에 있어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시 행사축
제경비 예산총액의 팽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 과목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된 과목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의 편법적 증가를 통제하기 위
하여 예산 총액 상한제를 운영하여야 한다.(윤태섭 외 2인, 2016).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산총괄부서에 동위원회의 설치를 의무
화하고, 심의위원의 인적 구성에는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외 예산전문가를 의무적으
로 일정비율 유지토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도 이를 명문화하여 수시 심의로
인한 무계획적인 예산지원 사업․행사․축제의 신설을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축제경
비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성과평가의 기준과 계속 지원여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성과평가 및 일몰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기준과 세부지침 제정 및 시달, 일몰제 강제 적용과 총액
한도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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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하여 관련 통제변수와 함께 행사축제경비 예산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
토하였다. 행사축제경비 결정요인과 관련한 모든 요인이 반영되어 분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가 발
표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13일 접수, 2017년 12월 26일 수정,

2018년 1월 12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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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n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Head
Jeong Jaeho1) · Lee Seongwoo2)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n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The
budget has been criticized with respect for the steady increase and inadequate control
mechanism. To construct a model that can identify the effect of the local events′ expenditure,
we utilize four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o ten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are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additional ten control
variables fall into categories of Political Factor, Financial Factor and Social Factor.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per capita.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one-way fixed group effects model) with panel data of fiscal year
2003-2012 a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We summarize the regression results as follows. First, a re-elected local government head
tends to increase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than a newly elected local
government head does. Second, if a head of local government is affiliated to the progressive
party, there is a relative tendency to decrease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Third, local turn out rate tends to increase the size of the budget of local events.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f the desirable local
autonomy.

Key words: the Budget of Local Events,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s′ head, One-way group Fixed 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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