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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재정지출효과에
관한 비교 분석*
윤기현**

본 연구는 단편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 재정과 대비되는 개
념으로서의 지방재정을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관점으로 구분하고, 지방교육재정 및 일
반지방재정의 재정지출효과에 대해 Flypaper Effect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를 상호 비교하는 한편 재정지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재정 운용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당 지출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무조건부 지원금의 효과가 소득
요인의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Flypaper Effect가 나타난 반면, 일반지방재정에서는
Flypaper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 1인당 지출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변인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자치, 지방재정, 지방자치, 재정지출효과, Flypap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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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Expenditure Effect between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Local Finance
Kihyun Yoon*

This study does not just look at the analysi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operations,
but also find out the difference in structure and 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finance
and local administration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finance as contrasted with
central finance. To this end, with checking the equity level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d
local administration finance,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fiscal spending was conducted
by utilizing the concept of Flypaper Effect. Through the analysis, local education finance
operation as the basis fo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is
synthetically identified, comparing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to each other and by
analyzing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the effect of financial expenditure, it aims to
draw a measure for effective fiscal manag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omparing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governments with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based on per capita expenditure, although
there was a Flypaper Effect where the effect of unconditional support in local education
autonomous governments was greater than the effect of income factors, no Flypaper Effect
was found in the local governments.

Keywords: Local Educational Financ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quity, Local
Autonomy, Local Finance, Expenditure Effect, Flypap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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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에서 재정 경제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에 부정
적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미 FTA 폐기로 인하여 관세인하 효과가 사
라지는 경우에는 연평균 32.5억 달러의 수출감소와 3.2만 명의 고용감소가 추정되고 있다(현
대경제연구원, 2017).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에 투자된 해외자본의
유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위 제3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2018).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운용여건 또한 부
동산 경기 변동성 및 국제적인 통화정책의 향방 및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
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행정자치부, 2017), 인건비
및 상환지출 등과 같은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17).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이나 일반
지방재정과 같은 지방재정의 경우 재원 확충의 중앙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정부 간의 재정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결국 국가 전
체의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배분하는 것이 되므
로 일종의 zerosum game으로 볼 수 있다(염명배, 2004). 이러한 가운데 1995년 5월 31일 이

․

른바 “5 31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재정 GNP 5% 확보”나 1999년 국민의 정부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교육재정 GNP 6%의 확보”방안이 제시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자치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였
다고 할 수 있다(송기창, 2015).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
부금 등 의존재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상황을 스스로 개선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손희준, 2012).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은 어느 정도 일반지방재정과도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일
반지방재정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지방세의 직접적 징수권한을 가진 일반지방

․

자치단체와 달리 현실적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인 시 도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재원을

․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과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다(임성일 손희준,
2011). 이러한 재정조달방식은 결국 교육자치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의 재원 마련에 필요한 자구 노력의 부족 등의 원인에 따라 지방교육의 자체재원을 적정하
게 마련하지 못하는 재원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의 의
존도를 심화시키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방
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의존재원이 대부분의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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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의 기본가치 중 재정의 공평성과 운용
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
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성하는 재원에 의해서 그 대부분이 마련되고 있으므로(정현

․

주 한유경, 2017),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이고 공평한 교육투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반상진, 1998).
그러나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정
지출의 효과를 측정하고 지출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지만, 그동
안의 연구는 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확보방안(반상진, 2015; 송기창, 2013; 2015)이나 지
방교육재정의 영향요인(승융배, 2003; 신무섭, 2000; 윤홍주, 2011) 및 배분의 공평성(승융배,
2003; 신무섭, 2000)에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지방교육재정
의 지출효과가 실제 적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지방재
정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실제에 적용하고
자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편적인 지방재정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중앙재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의 지방재정을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
지방재정의 재정지출효과가 적정하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 대한 실태를 종
합적으로 확인하고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효과적인 재정
운용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 1인당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재정지출효과를 비교
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관계
정부의 재정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구분되는
데, 중앙정부의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
별회계로 구분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지방재정의 경우 중앙정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고 예산은 다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가 중앙정부와 차이를 나타내는 점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을 광의의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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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재정과 시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하는데(이준구 조명환, 20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와 교육에 대한 자치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 또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별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재정의 구조

․

자료: 이준구 조명환(2017: 28). 재구성

지방재정을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과 교
육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일반지방재정(협의의 지방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서 제시되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하나는
세입의 집권화와 세출의 분권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전자의 개념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나 재정능
력이 취약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나타나는
재정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들 수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교부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 배분의 공평성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다.
한편, 광의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개념 중 국가로부터의 자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점 중 후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자치와일반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구조가 어느정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일반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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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재정권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제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중 하나로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지방자치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가 같이 발전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분리로 인해 일반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
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

․

․

라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
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과 일반지방행정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해 교육비특
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국, 기관과
회계를 구분하여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별도의 자치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교
육자치단체에서 징세권이 없으므로 자주적인 재원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부로부터의 조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
방교육재정에서 재원의 집행 주체와 부담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포
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43조 8,344억 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의 약 66.3%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11조 9,035억 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의 약 1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약 84.3%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자체재원의 비중은 2010년 14.4%에서 2013년 10.4%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
세에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세입의 자율성이 낮은 상황은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

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하봉운 이현국, 2016)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육세를 포함
한 지방세수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은 무상급식이나 누리과
정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일반지방자치단체 간의 논쟁이 제기
되는 것처럼 상호 불만의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및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비교적 유사한 구조를 지닌 지방교육재정교
부금과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도 관련 재원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측정
항목이나 측정단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도 달리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2016년 세입결산액인 66조
979억 원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55조 8,854억 원
으로 전체 수입의 약 84.6%를 차지하고 있어(한국교육개발원, 2017),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은
외부의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지방재정의 경우 2016년 세입결산액 중
의존재원으로 볼 수 있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비중은 전체 세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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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 등 외부로부터의 의존은 지방교육재정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서 자율성의 취약이 기존 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
고 있던 부분(이재은, 2014)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여건만 상이할 뿐 어느 정도 유사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의 수단으로서의 지방채의 경우 다소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나고 있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육채의 잔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
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의 잔액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가가 그 부담을 담보
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차입하는 경우는 일반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의 부채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므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정도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송기창, 2011; 반
상진, 2015; 엄문영, 2017). 그러나 지방채의 개념상 단순한 재원조달의 측면을 넘어서 가까
운 시일 내 또는 미래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점과 재원 확보의 안정적인 확보방
안 없이 교육에 필요한 수요를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지방재정 운용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할 때(송기창, 2014; 반상진, 2015) 지방재정에 필요한 적정한 재
원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구조의 세입 세출 및 재정구조에서 나타난 차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과 일
반지방재정의 연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분리로 인해 나타나는 비효율과 갈등은 상호 간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
치와 일반지방자치의 재정적 특성을 살펴보고 양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한편, 이
를 토대로 발전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지방재정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종
합할 때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은 상호 배타적인 구조가 아니라 상보적인 구조가 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재정효율성
재정효율성의 단어의 의미를 고찰하면 재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효율(效率)의 사전적 의미로는 애쓴 노력과 얻어지는 노력의 비율이나(국립국어연구원,
1999), 들인 힘과 노력에 대비하여 실제로 얻은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고려
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효율성(efficiency)에 대한 의미는 투입 대비 산출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주의, 즉 경제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며, 투입과 산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
이다(김성종, 2002; 반상진 외, 2014). 효율성은 교육행정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 교육행정에
서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다(이종수 외, 2012). 효
율성은 능률성이라고도 하지만, 효율성을 efficacy로 보고 efficiency를 능률성으로 이해하여
양자를 구분하기도 한다(주삼환 외, 2012), 효율성은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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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천세영, 2001), 효율성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의 개
념으로 경제성, 효과성, 생산성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효율성과 유사한 성격의 각 용어
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은 당초에 계획한 투입수준 대비 실
제 투입수준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주로 투입 측면에 한정하여 논의되는 개념이다(엄준
용, 2009). 경제성이 투입에 대한 개념을 중시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비용 절감 내지는 절약
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입에 따른 산출의 증감과 무관하게 당초 계획한 투입보
다 실제 투입이 줄어들었다면 경제성의 향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엄준용, 2009). 효
과성(effectiveness)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Quade, 1989) 이때 제시되는 목표
로는 단순히 일상적인 행정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성
(programmatic)을 띠고 있는 목표를 말한다. 그러나 효과성에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표
는 공공영역에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할 때가 많으며, 교육정책에서의 효과는 정책목표가 달성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도 있는 반면, 정책의 부수적인 산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정정길
외, 2016). 효과성은 당초 계획했던 산출 수준과 실제 달성한 산출 수준의 관계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설정한 목표 또는 그 이상을 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입한 양과는 관계없이 효
과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로 산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엄준용, 2009).
생산성(productivity)은 경제학에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나 얼마나 효과적인 자원의 활
용하는지에 대한 투입요소 대비 성취 결과의 비율로 나타낸다(Warmer, 1996). 이러한 개념적
정의로 볼 때 생산성은 효율성의 개념과도 유사하지만, 생산성은 효율성이나 효과성 및 기타
관련된 성과지표를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행정학에서 논의하는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산출대비 투입으로 나타나는 능률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로 나타나는 효과성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Rosen, 1993)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으
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효율성의 개념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모두 내
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학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부문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신현대, 2004).
경제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효율성의 개념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사람이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므로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하는 선택의 문제와 자원
을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제의지(will to economize)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이라는

․

․

개념을 도출한다(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4). 그러므로 경제학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
대의 효과를 얻거나(최대효과의 원칙), 일정 효과를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최소비용의 원칙)

․

․

하는 것을 가리켜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로 본다(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4).
법학에서 논의하는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효율성과 유사하게 산
출된 효용이나 목표와 대비 투입된 비용, 자원의 관계를 말하며, 최적의 자원배분을 위한 결
정규칙을 의미한다(박종수, 2009). 효율성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찾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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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목적론적 해석을 고려할 때 법원칙으로서의 효율성은 국가 행위가 사전에 갖추어야 할
행위준칙일 뿐만 아니라 국가 행위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행위준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
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
조 제2항에서 효율성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국가작용의 중요한 기준이자 원칙
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박종수, 2009: 623-624).
교육재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효율성의 개념은 투입과 산출 중 한쪽만 강조하기보다는 양
자 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율성의 개념은 단순히
비용 대비 효과나 투입대비 산출과 같이 비교 가능한 것으로부터 추구되는 기계적인 효율
(mechanical efficiency)로부터 출발하였으나,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의 산출에 대한 명
확한 인식이 없으며 효율성의 관점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비판 하에 Dimock은 사회적 효율
(social efficiency)을 주장하면서 기계적인 효율성을 비판하기도 하였지만(백완기, 2007), 교육
행정의 준거로서의 효율성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결국, 재정효율성의 목적을 설명하면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의 관점에서 세입의 확충
과 세출의 절감 등과 같은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15a), 이러한 관점 하에서 교육에서의 효율성은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대하기 위한 모형에 따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에서의 재정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 교육행정기관에서 재정활동의 투입대비
산출에 대한 성과를 높임으로써 교육본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교육을 통한 성과를 향상시
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Flypaper Effect
Flypaper Effect는 “끈끈이효과” 또는 “지출자극효과(stimulative effect)”로도 불리우며(김흥

․

주 박상철, 2017), 지방정부의 지출에서 별도 조건 없이 지원되는 지원금(교부금)1)의 증가가
지역 내의 소득의 증가보다 더 많은 공공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말하
면 지방정부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증가하면 동일한 금액만큼의 지방소득 증가에 비해 지방
정부에서 지방공공재에 대한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개념이다(Rosen & Gayer, 2007). 기본적

1)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재원 중 조건부로 교부되는 재원을 조건부 교부금, 별도의 조건 없이
교부되는 재원을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무조건부 교부금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있고, 일반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무조건부 교부금은 지방교부세가 있다. 교부금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어의 혼동이 우
려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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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비자 선택이론에 따르면 사적재와 지방공공재가 일반재라는 전제 하에 무조건부 지
원금의 교부는 지방정부의 예산제약선을 우상향으로 평행이동시키게 되므로 이로 인한 균형
점 또한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는 결과를 나
타낸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이론에 의하면 무조건부 지원금이 높아지게 되면 같은 금액만큼
의 지역 소득의 증가와 동일한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교부되는 지원금은 지방정부에 무조건부 지원금으로 지원될 때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지방정부 간 수평적인 재정불균형(horizontal fiscal imbalance)을
해소하여 수평적 공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지원금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반
으로 작용하고 있다(Bradford & Oates, 1971). 그러나 무조건부 지원금의 증가는 실제 지역의
소득증가보다 지방정부의 더 많은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을 Flypaper Effect라고 한다. Flypaper Effect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교부하게 되면
교부된 재원이 전부 주민에게 지원되고 배분되어 주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된 재원의 일정 부분이 지방정부의 수중에 남는 현상을 파리가 끈끈이의 일정 부분에
내려앉게 되면 그곳에 붙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이준구, 조명
환, 2017), Flypaper Effect를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그림 2>와 같다. Flypaper Effect가 나타
난 것은 교부되는 지원금이 그만큼 사적재 소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이전되지
않았거나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수준에서 재원배분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후생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출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Flypaper Effect로 인한 재정지출 효과의 변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성과를 실현하고 확인하기까지는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부문에 재원
을 투입한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활동 단계를 통해 중간 단계의 성과로서의 산출(output)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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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성과(outcome) 단계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박형수 류덕현, 201
0)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영향
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측정되는 성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지출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대체로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재정적 요인(구정태, 2002; 박선희,

․
․
정치적 요인(정연택․이명숙, 2007; 정현주․한유경, 2015), 인적 요인(정연택․이명숙, 2007)

2008; 손희준, 1999; 허명순, 2003), 사회 경제적 요인(배상석 권성욱, 2007; 손희준, 1999),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Flypaper Effect의 개념을 정의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중앙
정부로부터 무조건부로 지원되는 재원이 지역 내의 소득증가보다 지방정부에 더 많은 공공
지출을 발생시키며, 지방재정의 지출 증가가 지역의 총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한 채 재정지출
의 수준만 높이게 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된 재원이 지역주민의 세금부담 감소 등과 같
이 후생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확충 등에 투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재정운용
의 비효율이라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관련 요인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 Flypaper Effect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재
정 운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Flypaper Effect는 무조건부 지
원금과 주민소득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는 데 그 의
의가 있으므로 Flypaper Effect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선행연구(구정태, 2002;

․

․
․
2014; 황태연․신현철, 2012)에서 다양하게 제시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관련 선행
김렬 배병돌 구정태, 2003; 김흥주 박상철, 2017; 김효선, 2010; 박선희, 2008; 최웅선,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변인을 종합 검토하여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정부지원금, 주민소득, 재정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설정하고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지방교육재정에
서 주민소득의 경우 주민에 대한 징세권도 없고 소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의 경제력과 학생 지출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
2)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는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를 구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효율성
(overall efficiency)은 투입(input) 또는 비용(cost) 대비 성과(outcome)로 측정하는 한편,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은 투입 또는 비용 대비 산출(output)로 측정할 수 있다(박형수 류덕현, 2010: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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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이전수입을 변인을 선정하는 한편, 일반지방재정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
가로 지방교육재정에서의 소득요인을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으로 하여 참고적으로 분석하
였다. 종속변인은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으로 설정하는
한편, 일반지방재정에서는 주민 1인당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지출효과에 대한 Flypaper Effect를 확인하기 위한 변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인의 종류 및 내용

변인

설정 근거

지방정부의
종
수준
속 1인당 세출 지을 출나타낼
변
(EXP) 수 있는 변
인
인
무조건부 Flypaper
분석
이 지원금(G1) Effect
시
지방정부
전
지출에
재 조건부 의영향을
원 지원금(G2) 칠 수 있는미
변인
독
립
변
인

변인의 내용
지방교육재정
일반지방재정

20102016년 연도
별 학생 1인당 교
육비특별회계 평균
세출결산액
학생 1인당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결산액

20102016년 연도
별 주민 1인당 지
방자치단체 일반회
계 평균 세출결산액
주민 1인당 지방교
부세 결산액

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 결산액
학생 1인당 지방자
치단체 이전수입(Ⅰ)
주민 1인당 지방
세 부담액(Ⅱ)
학생 1인당 자체수입
액

주민 1인당 국고보
조금 결산액 •지방교육
재정알리미
•지방재정365
주민 1인당 지방세 •교육통계
서비스
부담액
•국가통계포털

지역 경제
력을 대변
할 수 있는
변인
지방정부 자
재정적 변인(F) 체의 재정적
여력 변인
지방정부지 인구밀도
출에 영향을
사회경제적변인 미칠 수 있
(X1, X2) 는 변인 중
지역사회내 학급당 학생 수
발생 변인
주민소득
(Y)

자료출처

주민 1인당 세외
수입액
인구밀도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비교하고자 하므로 일반지방자

․

․

치단체에서 배분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배분 운
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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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배분 및 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재정지출효과를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바는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정지출의 효과
를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금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운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로서 Flypaper Effect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는 한편, 세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재정지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 1인당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정
하게 선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재정운용의 효과를 확인하고 양자의 비교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1인당 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인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단순히 비교가능성만을 제고하다보면 양자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결
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공통된 변인을 선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지방교육재
정과 일반지방재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인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1인당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한편, 어떤 변인
이 1인당 세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분석틀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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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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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paper Effect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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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결산액

• Flypaper Effect 발생 여부 및 1인당 세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비교분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과 학생에 대한

․

․

재정상의 영향(fiscal impacts)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김렬 배병돌 구정태, 2003; 반상진,

․

1994; 임상수, 2015; 황태연 신현철, 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을 토대로 지출효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Flypaper Effect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에서 재
정과 관련된 변인을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로 전환하여 구성하였다. Flypaper Effect와 관
련된 연구에 대해 함수형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으며(최웅선, 2014) 특히, Fly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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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의 원인으로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Becker, 1996) 모형
구성 시 변인에 자연대수를 적용하지 않고 선형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Flypaper Effect와 관련

․

된 효과가 과대하게 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배상석 류세은, 2007).
본 연구에서 Flypaper Effect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

․

․

고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Flypaper Effect와 관련된 선행연구(구정태, 2002; 김렬 배병돌 구

․

정태, 2003; 유금록, 2000; 임상수, 2015; 장덕희, 2009; 최성수, 1993; 황태연 신현철, 2012)
에 따르면 Flypaper Effect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인당 세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무조건부 지원금의 계수와 지역소득 요인의 계수를 비교하여 Flypaper Effect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Flypaper Effect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무조건부 지원금의 계수(
 )
와 지역주민 소득의 계수(
  )는 이론적으로 같은 값을 가진다(장덕희, 2009).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기술하면 무조건부 지원금과 지역소득 요인의 영향을 비교하고 지역소득이 1인당 세
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무조건부 지원금이 1인당 세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Flypaper
Effect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를 고려하여 무조건부 지원금의 계수와 지역소득 요인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무
조건부 지원금의 계수가 지역소득 요인의 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Flypaper Effect
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lypaper Effect가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 본 연구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고, 분석모형은
<그림 4>와 같다.

lnEXP = α+ lnβ1G1 + lnβ2G2 + lnβ3Y + lnβ4F + lnβ5X + ε
<그림 4> 지방재정 재정지출 효과 확인을 위한 분석모형

이전재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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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재정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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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변인
(X)
독립변인

학생(주민) 1인당 세출액
(EXP)

종속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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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지방교육재정의 지출효과 분석
소득요인을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지출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3).

<표 2> 지방교육재정의 지출효과 분석 결과 Ⅰ

종속변인: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액(EXP)
독립변인
OLS
FE
RE
PraisWinsten
학생 1인당
0.597***
0.367***
0.540***
0.5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G1) [0.0361]
[0.0827]
[0.0423]
[0.0443]
학생 1인당
0.00613
0.00904*
0.00862*
0.00897*
국고보조금(G2)
[0.00531] [0.00462]
[0.00469]
[0.00504]
학생 1인당
0.164***
0.127***
0.158***
0.156***
이전수입(Y)
[0.0153]
[0.0417]
[0.0179]
[0.0187]
학생 1인당
0.0381***
0.0799**
0.0404**
0.0412**
자체수입(F)
[0.0145]
[0.0367]
[0.0176]
[0.0186]
0.000000834 0.0000340 0.000000365 0.000000635
인구밀도(X1)
[0.00000142] [0.000131] [0.00000178] [0.00000173]
학급당
0.0289***
0.0503***
0.0345***
0.0361***
학생 수(X2)
[0.00434] [0.00827]
[0.00510]
[0.00561]
4.593***
8.701***
5.709***
6.024***
상수
[0.770]
[1.010]
[0.901]
[0.902]
모형적합도(R2)
0.983
0.900
0.968
0.999
***p<.01, **p<.05, *p<.1
주: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였을
때 그 영향의 크기가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 이전수
입”, “학생 1인당 자체수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서 Flypaper Effec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요인을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3) F검정과 BreuschPag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OLS 분석이나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보다 적
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모두 고려한 PraisWinsten(이하
“PW”라 한다)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아래 분석도 모두 동일하
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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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무조건부 지원금을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설정한 후 이들이 학생 1인
당 공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PW 분
석 결과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지출효과( 
  )가 0.156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무조건부 지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는 0.525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지출효과보다 약 3.37배 정도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Flypaper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도만 달리할 뿐 다른 분석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선행

․

․

․

연구(김렬 배병돌 구정태, 2003; 박선희, 2008; 서정섭 조기현, 2007; 최웅선, 2014; 황태

․

연 신현철, 2012; Deller et al, 2007; Grossman, 1990; Melo, 2002)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
타나고 있었다.
한편, 지역소득을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으로 보고 지방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지출효과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지방교육재정의 지출효과 분석 결과 Ⅱ

종속변인: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액(EXP)
독립변인
OLS
FE
RE
PraisWinsten
학생 1인당
0.536***
0.334***
0.441***
0.4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G1) [0.0424]
[0.0903]
[0.0502]
[0.0477]
학생 1인당
0.00535
0.0114**
0.0130***
0.0140***
국고보조금(G2)
[0.00656] [0.00507] [0.00504]
[0.00506]
주민 1인당
0.0994***
0.0512
0.103***
0.0977***
지방세 납부액(Y)
[0.0142]
[0.0624]
[0.0191]
[0.0203]
학생 1인당
0.0592***
0.0790**
0.0604***
0.0598***
자체수입(F)
[0.0169]
[0.0375]
[0.0222]
[0.0228]
0.00000296* 0.0000882 0.000000374 0.000000173
인구밀도(X1)
[0.00000166] [0.000148] [0.00000239] [0.000000214]
학급당
0.0472***
0.0670***
0.0574***
0.0601***
학생 수(X2)
[0.00508] [0.00717] [0.00550]
[0.00632]
6.711***
10.66***
8.481***
9.150***
상수
[0.865]
[0.892]
[1.001]
[0.988]
모형적합도(R2)
0.976
0.857
0.962
0.999
***p<.01, **p<.05, *p<.1
주: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였을
때 그 영향의 크기가 앞서 소득요인을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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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게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 “학생 1인당
자체수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Flypaper Effec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요인을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으로 설정하고 무조건부 지원금
을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설정한 후 이들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에 미치
는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PW 분석 결과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의 지출효과( 
 )
가 0.0977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무조건부 지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는
0.408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지
출효과보다 약 4.18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요인을 주민 1인
당 지방세 납부액으로 하여 분석한 다른 모형과 정도만 달리할 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앞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Flypaper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반지방재정의 지출효과 분석
소득요인을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으로 하여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일반지방재정의 지출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인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G1)
주민 1인당
국고보조금(G2)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Y)
주민 1인당
세외수입(F)
인구밀도(X)
상수
모형적합도(R2)

종속변인: 주민 1인당 일반회계 세출액(EXP)
OLS
FE
RE
PraisWinsten
0.0283*
0.0766*
0.0725***
0.0417*
[0.0151]
[0.0452]
[0.0210]
[0.0215]
0.659***
0.602***
0.591***
0.636***
[0.0325]
[0.0690]
[0.0413]
[0.0456]
0.400***
0.327***
0.362***
0.336***
[0.0275]
[0.0647]
[0.0340]
[0.0349]
0.0275**
0.00427
0.00672
0.0246**
[0.0112]
[0.0113]
[0.0101]
[0.0108]
0.0000204*** 0.000115
0.0000259*** 0.0000252***
[0.00000303] [0.000195] [0.00000582] [0.00000641]
0.569
0.674
0.567
0.452
[0.538]
[1.003]
[0.653]
[0.732]
0.939
0.831
0.870
0.999

***p<.01, **p<.05, *p<.1
주: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

86

감사논집 제33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 1인당 세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였을 때
그 영향의 크기가 “주민 1인당 국고보조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주민 1인당 지방
교부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 Flypaper Effect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요인을 주민 1인당 지방세로 설정하고 무조건부 지원금을 주민 1인
당 지방교부세로 설정한 후 이들이 주민 1인당 세출액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PW 분석 결과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의 지출효과( 
  )가
0.336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무조건부 지원금인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는
0.0417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지방세 납부액의 지출효과가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보다 약
8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도만 달리할 뿐 다른 분석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는 Flypaper Effect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

․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박선희, 2008; 장덕희, 2009; 황태연 신현철,
2012)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3. 비교 및 논의
지방재정의 운용에서 학생 및 주민에 대한 세출이 효과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 1인당 세출액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
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재정의 지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Flypaper Effect와 관련하여 발생 여부와 1인
당 세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에서는 소득요인을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하거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하는 것에 무관하게 Flypaper Effect가 나타나고 있었다.
Flypaper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역소득 요인을 반영하는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영향이 무조건부 지원금의 영향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 내지는 학부
모가 선호하는 수준에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공적 지출에만
집중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증가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총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한 채, 재정지출의 수준만 증가시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후
생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교육재정이 학생에 대한 공교육
비를 지출하면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동하지 않거나, 지방교
육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교육재정의 지출과 확보 및
배분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
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지방교육재정의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부분은 전체 세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건비로 나타나고 있어 경직적인 재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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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경직
적인 세출구조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자체재원의 확보수단이 마땅하게 확보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과세권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재정확보에
대한 자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재정에서 재정의 자율성은 세입과 세출 측
면의 자율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입에 대한 자율성은 주로 재정자립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세출에 대한 자율성은 재정자주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박선희, 2008). 그러므로 재
정자립도가 낮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상적 경비에 주로 충당하게 되
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공적 지출만 늘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 배분의 관점에서 교부된 무조건부 교부금을 주민이나 학부모 등의 민간 효
용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되는 도구로 지방세율의 변동 권한이 있지만(장덕희, 2009), 앞서 확
인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과세권이 부재하므로 이러한 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에서 나타나는 Flypaper Effect는 일반지방재정에서 논

․

의하는 Flypaper Effect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태일 장덕희, 2006).
반면, 일반지방재정에서는 Flypaper Effect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우와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일반지방재정에서 Flypaper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조건부 지원금이 교부될 때 일반지방재정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
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같이 소극적인 지출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김효선, 2010), 일반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지방세 징세권 등과 같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만 이러한 자율성이 충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박선희, 2008). 한편, 재정의
배분의 측면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탄력세
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탄력세율제도는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서 재량권을 가지고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장덕희, 2009) 지방교부세의 민간이
전을 통한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지
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세율을 변경하는 경우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의 교부
액을 변화시킬 수 있다(주만수, 2017). 이상에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서 Flypaper
Effect의 발생여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Flypaper Effect의 발생여부와 관련된 지방재정 간의 특징 비교

구분
지방교육재정
일반지방재정

Flypaper Effect
발생여부
O
X

자체 재원확보
방안 여부
X
O

재정운용의
자율성 유무
X
△

재원의 배분기제
유무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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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비교하는 한편 상호 어떠한 양
상을 나타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Flypaper Effect
의 개념을 통해 각각에 대한 재정에서 재정지출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lypaper Effect 발생 여부의 검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발생여부와 1인
당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 정도가 상이하다. 지방교육재정에서는 Flypaper Effect
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반지방재정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
정과 일반지방재정 모두 재정운용의 독립성이 낮은 가운데 Flypaper Effect의 발생여부가 다
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유래한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은 재정에서의 자율성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반지방재정
과 달리 상대적으로 재원확보의 수단이나 확보된 재원을 지역주민 내지 학부모에게 배분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
의 운용에서 Flypaper Effect가 나타났다고 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일반지방재정의
운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는 곤란하다. 지방교육
재정의 경우 Flypaper Effect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분명하고 명
확한 결론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Flypaper Effect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 개념에 미루어 볼 때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동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구정태, 2002).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에서 Flypaper Effect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반지방재정과 달리 적

․

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기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태일

장덕희, 2006).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에서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운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선
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인 구조에 의해
Flypaper Effect가 나타날 수 있으며(Bradford & Oates, 1971), 지방교육재정 운용에서 주민참
여예산제 등과 관련된 주민의 참여는 일반지방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이
는 점을 감안할 때(최준렬, 2013a),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서 지역주민의 견해나 의견을 보다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지방재정에서 Flypaper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기보다는 재정운용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정적인 자율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재정운용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1인당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일반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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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1인당 세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지원금으로서의 국고보조금이 1인당 세출액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반면, 지방교
육자치단체의 경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용도를 특정
하여 재원의 전액이 지방정부의 지출로 연결되므로 상대적으로 지출의 자율성이 부여된 무
조건부 지원금보다 1인당 세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추진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부담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
치단체 중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규모가 낮은 경우 국고보조금의 효과가 재정지

․

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박선희, 2008; 황태연 신현철, 2012) 지방교육자치단
체에서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없는 상황에서 용도가 특정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경우 오히려 학생 1인당 세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체재원 확보와 재원 배분에 대
한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와 같이 Flypaper Effect가 나
타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지원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의 운영과정에서 지
방재정의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방의 재정격차를 축소하고자 하는 재정

․

․

운용의 수평적 형평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김렬 배병돌 구정태, 20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배분 체계에서 Flypaper Effect가 발생
하게 되는 경우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지출은 결국 다시 재정
환상(fiscal illusion)을 초래함에 따라 Flypaper Effect를 심화시키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수요를 명확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정부 보조금의 배분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모두 필요하며,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되도록 보조금을 배분
할 때 효율성뿐만 아니라 재원 배분의 공평성이 달성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윤석완,
2007),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재정에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재원배분 방식
의 모색이 중요하다.
한편, 재정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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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나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재정분권’의 의미를 지니며(김대원, 2003). 재정자
율성은 크게 세입자율성과 세출자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현조, 2001). 재정자율성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가 교부된다는 것이 결국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낮추게 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지
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충족
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지역주민의 후생 향상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방재정에서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세출의 책임을 명
확화하고 세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자율성이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기반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김의섭, 2011). 다만 단순히 재정의 자율성만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압박 하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연
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재정의 책무성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비효
율성이(감사원, 2012; 2015) 교육재정 확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책무성 확보방안의 마련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 확보에 대한 우선순위 등에 대한
합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 재정운용의 적정을 확인하기 위한 재정운영 및 관
리제도에서 상호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이 분
리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용 양태 등은 재정 전반
에 걸쳐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양자를 통합하고자 하는 주장은 보다 신중하게 논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통합 논의는 지방자치의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에 대한 논의로 귀
결될 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한 자치에 대한 논의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견해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대한 관점에 대한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송기창, 2004; 이기우,
2011), 이러한 논의는 일방에 대한 논리적 우월성이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방적인 통합 논의는 실현되기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
방재정의 분리로 인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효율 등의 문제점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제

․

․

․

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민희 장지현, 2015; 이광현, 2016; 임성일 손희준, 2011; 하봉운

이현국, 2016). 결국, 지방자치에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가 구분되어 있는 현실적 여
건 하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본질의 합의를 전제로 상호 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한
편, 공동의 노력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여 진정한 상호협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신현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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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재정분석과 관련된 공통적인 지표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지방교육재정분석을 통해서, 일반지방재정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양자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
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 특성이 상당히 상이하지만, 일반지방
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을 논의할 때에도 양자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이 언급되는 것은
결국 양자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연계
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
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시스템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독특한 구조이다(하봉운 이현국, 2016). 지방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

․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시 도의 사무이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지방자치와 구분된 기관 및 특별회
계를 설치하여 지방교육행정과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경우 자주재원
이 부재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효율성이나 책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분리가 갖고 있는 한계
가 존재한다(임성일, 2016). 현재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이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파생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호협력을 통해 효
율성과 책임성의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행위 주체의 참여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자발적이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상호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과정, 운영과 관

․

․

․

련된 종합적인 체계로(서순탁 민보경, 2005; 신현석, 2011; 신현석 정양순 윤기현, 2018;
이혜승, 2010), 지방재정의 운용에서 Flypaper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일
반재원이 비탄력적이며 지역주민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지역주
민 등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구정태, 2002; 박선희,
2008),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상호협력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1인당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무조건부 지원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지방세 부담액 및 자체(세외)수입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실제 1
인당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인당 세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확인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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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Flypaper Effect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독립변인 중 주민소득을 학
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보고 분석하였는데, 지방
교육재정에서 재원확보방안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에서 Flypaper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소득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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