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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COVID-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 차원의 재정지출
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 및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통한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상황이 해결된 이
후에는 재정확대로 인한 문제점들이 주민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위
험요소를 고려한다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건전성 평가지
표를 도출한 후, 재정건전성 관련 측정요소와 측정대상, 회계범위, 정보특성,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모색하였다. 경제기반, 수지구조, 채무관리의 3개 영
역으로 17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지방재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결
과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매년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건강 수준과 건전성 정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정의 위험요소와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시계열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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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정부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은 악화된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지방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세입
의 불안정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연금, 의료비, 보육료 등) 관련 재
정지출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
져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 차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 및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
출을 통한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상
황이 해결된 이후에는 재정확대로 인한 문제점들이 주민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는 개별적으로 건전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관리 수단(재정분석진단, 사전경보시스템, 지방채발행, 복식부기회
계, 통합부채관리, 긴급재정관리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과 한
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전성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
체 재정의 건전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재정분석제도를 통해 재정건전성 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개념과 측정범
위와 대상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건전성 측정대상이 일반회계인지
아니면 공기업 또는 민간투자까지 확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재정상태의 측정과 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건전성의 개념과 핵심요소에 기초한 종합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예산-회계
-재정정보를 통한 종합적인 설계 및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제도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개별적으
로 별도 운영되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전성 관련 제도 간에 연
계성이 미흡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상태와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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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평가방법이 미흡하고 동시에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족하다.
다섯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체계성이 부족하고 단연
도 결산통계 중심이어서 시차 현상이 발생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으로 인해 평가의 실효성 및 수용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정을 위한 재정지표를 총괄적
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검토결과를 토대로 건전성 평가지표를 도출한 후, 재
정건전성 관련 측정요소와 측정대상, 회계범위, 정보특성, 평가방법 등을 고려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재정건전성의
개념 및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모델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4장
에서는 모델 구성의 핵심이 되는 가중치를 구성한다. 연구진의 생각에 따라 기
본 가중치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종합하는 AHP 기법을 통해 이
를 수정하여 적절한 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완성된 모형
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으로 논
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정건전성의 개념
재정건전성이란 재정의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
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적합한 상태에 비추어볼 때, 현재 특정 단체의 재정
상황의 정도”를 말한다. 재정건전성은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imbalance), 현금
부족 상태(deficit), 지불능력(solvency)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로 인해
유동성 위험에 이르면 채무상환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재정건전성의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효, 이희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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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정상태의 건전성은 시간 차원을 지니고 있다.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전성에 따라 단기유동성과 장기적인 미래세대 부담을 포함한다.
즉, 단기적인 지급유동성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지급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건전성은 그 속성상 복잡하고 다면적인 개념이며 이 때문에 재정
상태(financial condition)의 측정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추이, 세
입기반, 채무관리, 연금부담, 내부자원 및 관리능력, 자본시설 등 매우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다(Hay & Wilson, 1995: 405-406).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현재
재정상태와 미래 재정위험 예측 및 지방재정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는 사회경
제적 요인을 망라하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재정상태는 다면적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이고 복합적인 변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재정상태의 악화는 채무증대, 재정적자 누적 뿐 아니
라 경기위축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사회복지비용 증대 등 세출구조의 경직성,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한
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503).
넷째, 재정상태는 일반회계 중심의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공기업‧출자출연기
관 등 간접적 영향도 포함되며, 특히 확정채무 이외에 채무보증이나 연금부채
와 같은 우발상황도 포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재정 건전성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재정상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의 개념과 그에 해당하는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CMA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이들
간의 관련성은 환경적 요인이 조직적 요인에 영향을 주고 다시 조직적 요인은
재정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Groves & Valente, 1994: 4-5).
①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적 영향
요인으로서 재정수요를 창출하거나 재정수입이 증가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인
구 변수는 환경･도시개발･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를 창출하는 반면 조세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환경적 요인은 수입-지출 양자 모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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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수이다.
② 조직적 요인(organizational factors)은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으
로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세입결손이 발생하거나 연금비용과 복지
비용이 급증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
원, 2011: 504).
③ 재정적 요인(financial factors)은 주로 환경적, 조직적 영향의 결과로서 나
타난다(ICMA, 1994). 만약 재정수요가 재원조달을 초과하면 수지불균형이 발
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구조화되는 경우 재정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Berne & Schramm은 재정상태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크게
7개 부문을 제시하고 부문별로 세부요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Berne & Schramm, 1986: 79-82).
① 지역사회의 선호 및 수요는 소득수준, 교육, 고용, 지역경제활동 등과 연
관되며 주로 지역사회의 수요기반을 형성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주민소득, 저소득층비율, 경제활동인구, 교육학령인구, 실업률 등이 해당된다.
② 생산 및 서비스 조건은 주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와 변동성, 주택 상태
등 공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총인구, 인구증감변
화, 주택여건, 기후 등이 해당된다.
③ 자본 및 노동 등의 시장자원은 지역사회의 서비스공급비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임금, 금융, 이자율 등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급여, 지방채이자율
등이 해당된다.
④ 지역의 재정자원은 주로 소득, 재산, 소비, 산업기반 등 주로 세원 형성기
반과 관련되는 요인이다. 예를 들면 주민1인당 소득이나 소비, 산업구조에서 제
조업이 점하는 비중, 재산가치 등이 해당된다.
⑤ 정치 및 정부구조는 지방정부의 정치역학, 선거제도, 이해관계자, 공무원
집단 등 주로 지방정부를 둘러싼 정치･행정적 변수이다. 예를 들면 정당구조,
관료･의원성향, 이익집단 영향력, 관료집단의 압력 등이 해당된다.
⑥ 정부 간 재정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급단체와 하급단체 간에 있어
서 재원배분이나 재정이전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예
를 들면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제도, 보조금에 대한 매칭방식 등이 해당된다.
⑦ 지방의 재정정책 및 관리시스템은 내부관리적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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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주로 지방세관리, 지방채발행, 자
산부채관리 등을 통해 세입재원을 확충하고 내부자원을 활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채무부담, 채무상환비율, 지방세징수, 체납축소, 조세
감면, 부채관리 등이 해당된다.

2. 재정건전성의 측정방법
1) FTMS 재정지표

ICMA는 재정상태의 측정을 위해서 재정추이모니터링제도(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FTMS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관리도구이며, 이 제도는 정부의 예산 및 재무보고
서로부터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경제･인구데이터와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다
양한 재정지표를 설정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508~509).
FTMS는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요인에 기초하여 이들 요인의 서로 다
른 7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지표로 구성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509). 재정지표는 크게 세입, 세출, 운영상태, 채무구조, 채무부담, 자본시설 측면
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① 세입측면은 주로 세입확충과 수입구조, 재원의 구속성 여부 등을 파악하
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당 수입액, 구속성 수입비율, 이
전수입비율, 탄력적 조세수입, 일회성 수입, 재산세수입, 재산세체납, 사용자부
담금비율 등의 지표를 들 수 있다.
② 세출측면은 주로 세출증가와 지출생산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를 설정하고 있다. 주민1인당 세출규모, 공무원 수, 세출에서 고정비용이 점하
는 비율, 부가적인 편익 관련 지표가 이에 해당된다.
③ 운영상태 측면은 주로 운영적자, 수지차액, 재무적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
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경상적자비율, 사업손실액, 이월금비율, 유동자산비
율 등이 해당된다.
④ 채무구조 측면은 채무유형(단기채, 장기채), 우발채무, 채무관리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경상채무비율, 장기채무비율, 채무상환
비율, 중복채무비율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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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무부담 측면은 주로 미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지급보증, 공무원퇴직수
당, 연가보상 등에 대한 부채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연금
채무비율, 연금자산비율, 공무원 누적휴가일수 등이 해당된다.
⑥ 자본시설 측면은 주로 감가상각, 자본유지, 자산관리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본시설유지노력, 자본지출비율, 감가상각비용
등이 해당된다.
2) Standard & Poor’s의 채무부담능력지표

Standard & Poor’s는 지방채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511). 여기서는 주
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자치단체 신용평가 차원에서 부채수준과 채무상환능력
을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지표별로 재정압박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S&P 신용평가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주로 부채 관련 변수(부채총액, 단기부채,
장기부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표 1> Standard & Poor’s의 채무부담능력지표
지방채 신용평가 지표
총부채액이 총부동산가치에서
점하는 비중(%)

재정압박의 판단기준
-10% 이상인 경우
-5% 미만이면 매우 양호

총부채의 증가율(%)

-과세기반의 증가율 및 1인당 GRP증가율을 현저히 상회

1인당 총부채액($)

-$1,300 이상인 경우
-$550 이하면 양호

단기성부채($)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

장기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자체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5%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채무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40%를 초과

자료: George Kaufman, Debt Management ; Richard Aronson & Elischwartz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Finance(ICMA, 1981)

3) Aronson & King의 재정압박측정 채무지표

Aronson & King의 재정지표는 주로 채무총규모와 채무상환능력을 지방정부
의 수입능력 및 주민소득과 비교하여 재정압박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511). 이들 지표는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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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s의 채무부담지표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채무총규모나 채무
상환비율을 통해 단순히 지방정부의 채무상태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액을 총수입액이나 자체수입액과 대비시켜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업에 적용하는 측정지표와는 달리 공공부문의 채무상태를 측정하는데 유용
성을 지니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512).
<표 2> Aronson & King의 재정압박측정 채무지표
구분

지표

① LIO

(장기채무누적액+이자지불액(1년)) / 자체수입

② LIT

(장기채무누적액+이자지불액(1년)) / 총수입

③ LIY

(장기채무누적액+이자지불액(1년)) / 1인당 소득(주정부)

④ LISO

{(장기채무누적액+이자지불액(1년))+이월된 단기채무)} / 자체수입

⑤ LIST

{(장기채무누적액+이자지불액(1년))+이월된 단기채무)} / 총수입

⑥ LISY

{(장기채무누적액+이자지불액(1년))+이월된 단기채무)} / 1인당 소득(주정부)

⑦ SC

(이월 단기채무 / 현금 및 유가증권 보유액)

4) Wang 등의 재정상태 지표

Wang 등은 ICMA에서 제시하는 4가지 종류의 지불능력(solvency) 개념을 적
용하여 11개 하위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2004~2005년
의 상대적인 재정상태의 건전성을 측정하였다. 세부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현
금지불능력에 해당하는 현금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3개 지표, 예산지불능
력에 속하는 운영비율, 1인당 수지 등 2개 지표, 장기지불능력에 속하는 순자산
비율, 장기부채비율, 1인당 장기부채 등 3개 지표, 서비스지불능력에 속하는 1
인당 조세부담액, 1인당 수입, 1인당 비용 등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Wang
et al, 2007).
5) NICE 신용정보의 자치단체 신용등급 평가표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비교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정
방식을 응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위험을 크게 지방자치단
체의 관리체계, 재정능력, 중앙정부지원가능성으로 범주화한다. 각각의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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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심평가요소를 추출하여 관련되는 위험수준을 평가하며, 평가한 결과를 점
수로 표현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최종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등급을 도출함에 있어 감안되는 평가요소 중
국가전반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
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가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6) 선행연구들의 한계점

이상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정건전성을 자치단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민간자본으로
부터의 지방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재정건전성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재정건전성 측정의 본래 의도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 우
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자유롭게 발행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
며,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NICE 신용정보에서 고려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의 파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개입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
급보증 하에 있는 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B이
하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지방정부의 건전성이란 현재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의 사전
개입이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
줄 수 있는 지표이다.
물론 현재 재정분석, 사전모니터링시스템, 복식부기 재무분석, 통합부채관리
등의 제도에서 건전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각 유형별
로 회계인식기준, 회계대상, 정보성격 등이 상이하다.
첫째, 재정분석과 사전모니터링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주로 수지구조와 채무
관리에 관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전모니터링지표의 경우
재정위험에의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액, 금고잔액 등의 지표
를 포함한다. 수지 관련 지표로는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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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채) 관련 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재
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재원비율, 지방세징수액비율, 금고잔액비율, 지방세
액(1인당), 지방세대비 인건비비율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 복식부기 재무제표 분석 지표는 주로 재정상태표를 대상으로 자산, 부
채 정보를 분석하고 재정운영표를 대상으로 수지 관련 정보를 분석한다. 자산
과 부채 지표로는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유동비율,
우발채무비율 등이 있다. 수지 관련 지표로는 경상수지비율 등이 있다.
셋째, 통합부채 관련 지표는 통합회계 뿐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
관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부채정보, 자산대비 부채 관련 정보를 분석한다. 여기
에는 통합유동부채비율, 자산대비부채비율(일반사용목적), 자산대비부채비율
(주민서비스기반) 등이 있다.
하지만, 각 제도가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고 지표가 달라서 상충할 여
지가 있다. 즉 하나의 제도에서는 건전한데, 다른 제도에서는 건전하지 않다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지방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모델의 구성
1. 측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다. 기본적으로는 재정
의 구조적 측면, 세입･세출 간 불균형 측면, 채무부담 측면에서 재정상태에 영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재정의 구조가 튼튼하다
면, 세입･세출 간 균형을 이룬다면, 채무부담이 없다면, 재정상황은 아주 건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정의 구조적 측면은 주로 재정력, 세입기반과 관련되고 세입･세출
간 불균형 측면은 재정적자, 현금유동성 부족, 가용재원 부족 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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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무부담 측면은 채무총규모, 채무상환능력, 미래채무위험 등과 관련되
는 기준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변수로서 경제기반요인, 수지
구조요인, 채무(부채)관리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기반 요인

경제기반 요인은 재정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변수이며 대표적으로
인구변수와 경제적 변수를 들 수 있다. 경제기반 요인은 채무(부채)관리나 수지
구조처럼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재정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인
구구조 변화, 지역경제쇠퇴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변화, 채무(부채)의 변동
등 이차적인 영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감소, 노령
인구증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등과 관련되고 경제적 변수는 지역내총생산
(GRDP)이나 주민소득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2) 수지구조 요인

수지구조 요인은 세입구조와 지출구조, 재정수지에 의한 건전성에 미치는 요
인을 말한다. 즉, 채무상환압박이 상당히 높을지라도 세입구조가 우수한 자치
단체는 재정상태가 부실한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위험에 직면할 가능성
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재정력이나 재정지출수요 및 재정수지 변화
와 관련되는데,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수입, 자체세입, 재정력지수와 관련되고
재정지출은 복지수요증대, 자본시설비용 등과 관련된다. 또한 재정수지는 재정
상태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하는 세입-세출의 불균형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세입구조는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등과 관련되고 지출구조는 사
회복지지출수요, 자본시설수요 등과 관련되며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실질
수지, 경상수지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3) 채무(부채)관리 요인

채무(부채)관리 요인은 경제기반과 수지구조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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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핵심요소로서 채무부담수준과 채무상환능력 측면에서 건전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말한다. 채무부담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채무상환능력에 어려움
이 나타나고 이러한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채무상환을 연기하거나 채무불
이행 시 재정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527~528).
구체적으로 채무부담수준은 채무총규모, 부채총액, 자산대비 부채비율 등과 관
련되고 부채상환능력은 부채상환비율, 유동부채비율 등의 지표를 들 수 있다.

2. 건전성 평가지표
1) 경제기반 요인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성 경비 충당능력이 개
선될 수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재정운용상의
융통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인구의 구성에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확대에 기
여할 수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지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노년층 비중이 확대될 경우에는 복지, 의료 및 연금관련 지출 부담이, 유소년층
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에는 복지 및 교육관련 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인구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있어 긍정적이지만 급속한 인구의 성
장은 지역 내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소요를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단기
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변수로는 인구 총규모,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비율 등을 들 수 있다. 인구 총규모는 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이를 기준으로 자치단체
유형도 결정되고 있다. 인구증감률은 중요변수인 인구 규모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연적 증감률과 사회적 증감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높을수록 좋다. 노령인구비율은 사회복지수요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서 지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변수이다.
경제활동인구비율은 생산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변수이며, 본고에서는
세계 공통 경제활동인구의 기준(만15세~만65세)이 한국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한국에서의 실제 경제활동인구인 만25세~만70세(경제활동인
구2)와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판단되는 만30세~만60세(경제활동인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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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 측정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산업기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외에 지역 내 공공서비스 및 공공
시설을 제공하는 주요대상이 된다. 또한 산업기반은 생산을 통해 지역 인구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법인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치단체의 세원 또는 수입원
이 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산업생산 규모가 클수록 직접세, 간접세를 통한 세
원의 확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세원 외에도 기타 수익사업 등을 통한 수입원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생산 규모에 대한 평
가는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파악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
라서 산업변수로는 자치단체의 생산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GRDP를 사용하
기로 한다. 국내 30대 대기업의 관련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등도 고려해 보았으나 결국 가장 종합적인 생산력은
GRDP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2) 수지구조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능력 평가의 기본은 수입 및 지출의 규모와 구
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수지구조를 보이고 있는가를 파
악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자체수입뿐 아니라 중앙정부로
부터의 이전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지구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적인 수입 및 지출의 내용만
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전재원을 통해 기본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
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조건이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변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다. 따라서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의 파악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수
행함에 필요한 재원 중 얼마만큼을 자체적인 세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부담 대비 세수의 규모가 충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세수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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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세입변수로는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를 선정하였
다. 1인당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세입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지표이며, 재
정자립도 역시 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대표지표이므로 세입변수로 선정하였다.
지출구조변수로는 사회복지수요 및 자본시설수요를 선정하였다. 사회복지수
요는 지출구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자치단체 재정압
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출구조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자본시설수요는 도로시설유지관리와 같이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필수지출에 해당하므로 자치단체 지출구조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재정수지 변수로는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을 선정하였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지표이므로 선정하였고, 실질수지비율은 자치단체의 지출여력을 의
미하는 순세계잉여금과 거의 동일한 지표이고 경상수지비율은 경상수익대비
경상비용을 보여주는 변수로 실질수지비율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재정수지변수로 선정하고 있다.
3) 채무(부채)관리 요인

채무부담변수로는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우발채무비율을 선정하
였다. 관리채무비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채무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로서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판단하고
선정하였다. 지방채무잔액비율은 BTL을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순
수한 채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관리채무비율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부담상
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우발채무비율은 최근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선정된 단체 중 하나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지급보증으로 인해 재정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사전 관
리의 의미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표이다.
부채상환능력변수로는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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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에서 환금이 가능한
자산대비 부채의 비율을 판단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자치단체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부채를
1년 이내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과 비교해 보여주는 것으로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4) 기타 요인

기타 요인으로 공기업부채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자치단체가 공기
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발채무비율에서 이미 일부가 고려되고 있으
므로 기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공기업부채비율이 선정되는 경우, 채무부담변
수에서 가중치의 일부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3. 가중치의 부여기준
1) 범주별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해 경제기반, 수지구조, 채무관리의 3
개 범주를 활용하였다. 종합 100%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성의 배경이 되는 경
제기반에 30%를 부여하고, 실제 운영 중인 수지구조에 45%를 부여하였으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채무관리에 25%를 부여하였다.
경제기반은 인구기반과 산업기반으로 구분하였는데, 인구와 산업을 비교하
였을 때, 보다 중요성이 높은 변수는 인구이므로 인구에 20%, 산업에 10%를 부
여한다. 수지구조는 세입구조, 지출구조, 재정수지구조로 구분하였는데, 세입에
보다 중요성을 두어 15%, 세출에 10%, 수지균형 부분에 20%를 부여한다. 채무
관리는 채무부담과 부채상환능력으로 구분하며 채무부담에 15%, 상환능력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상기 가중치 부여는 추후 전문가 검증 및 통계적 유사성 검증을 거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다시 공유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종합 정리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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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별 구분

지표별로는 기본 5%를 배당하고 이 중에서 종합적인 성격을 띠거나 대표적
인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중치(10%)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
용하였다.
인구기반 변수로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비율을
활용하였는데, 4가지 지표 모두 중요도를 동일하게 파악하여 각 5%를 부여한다.
산업기반 변수로 GRDP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지표이
므로 10%를 부여한다.
세입구조 변수로 1인당 지방세와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는데, 재정자립도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며, 대표지표에 해당하여 10%를 부여하고, 1인당 지방세에
5%를 부여한다. 지출구조 변수로 사회복지수요와 자본시설수요를 사용하였는
데, 성격상 대표지표에 해당하기는 하나 인구와 같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므로 동등하게 각 5%씩 부여한다.1)
재정수지 변수로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의 3가지 지
표를 활용하였는데, 이 중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지표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므
로 이에 10%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각 5%씩 부여한다. 경상수지비율의 중요성
을 감안할 때, 실질수지비율의 가중치 일부를 경상수지비율로 이동시키는 방안
도 고려될 수 있다.
채무부담변수로는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우발채무비율을 사용하
였으며, 각 5%씩 부여한다. BTL 잔액을 제외하면, 관리채무비율과 지방채무잔
액비율은 유사하므로 가중치를 줄이고, 우발채무비율의 가중치를 늘리는 방안
도 고려될 수 있다.
부채상환능력 변수로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을 이용하였
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 5%를 부
여한다. 두 지표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외에 다른 지표가 추가될
경우, 부여된 가중치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수요와 자본시설수요는 단순한 현황이므로 수지로 볼 수 없다는 이견도 있으나,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수요와 자본시설수요를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규모를 늘리는 주요 요인으
로 파악하여 이를 수지요인에 포함시켰음. 243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와 자본시설
수요를 모두 비교하면 이들이 높을수록 지출도 늘어날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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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중치 부여는 다음 장에서 추후 전문가 검증 및 통계적 유사성 검증을
거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다시 공유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종합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Ⅳ. AHP 수행 및 가중치의 설정
1. AHP 기법의 개요
본 연구 결과의 가중치가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지방재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실시하였다.
AHP는 주로 평가, 선택,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대안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
한 문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대안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므로 이를 가중치로 바꾸어 본 연구의 가중치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만약 본 연구의 목적인 재정건전성이라는 개념의 측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져 있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 항목의 변화량이 재정건전성 변화량에 미치
는 영향력을 회귀분석한 다음, 도출된 회귀계수를 가중치로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라는 개념의 측정이 이루어져 있
지 않으므로 이 방법은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역별 가중치를 종합해주는 AHP 기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와의 연구결과를
비교해보고, 조정을 시도하기로 한다.
AHP는 상충되는 다수의 기준 하에서 의사 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다속성 의사결정기법(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method)
의 하나이다.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한 후 상위 계층 요소에 대한 직계 하위계
층 요소들의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해
추출하여 궁극적으로 최하위 계층에 있는 요소나 대안들의 가중치(weight) 또는
선호도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을 계층화와 쌍대비
교를 통해 단순화하며,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또
한 평가의 논리적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
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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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방법을 개발한 Thomas L. Saaty 에 따르면, AHP 과정은 계층구조의 설
정, 평가지표의 쌍대비교, 가중치 추정 및 일관성 평가, 가중치종합의 4단계로
구성(Satty, 2012)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먼저 계층구조의 설정(Construction of the AHP Hierarchy) 단계는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요소들(decision elements)로 계층화하는 과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AHP 계층(Hierarchy)구조는 최상위 계층에 목표(Goal)를 두고 그
밑에 평가기준이 되는 평가요소(Criteria)를, 최하위계층에 대안(Alternatives)을
두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제성 3단계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이며, 평가요소는 경제기반요인, 수
지구조요인, 채무관리 요인의 3가지이다. 대안으로 먼저 경제기반요인에서는 인
구규모, 인구증감율, 노령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 GRDP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지구조요인에서는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수요, 자본시
설수요,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의 7가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채무관리요인에서는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우발채무비
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평가지표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s of elements)이
다. 이는 계층구조 설정을 통해 얻어진 하위요소들이 직계 상위요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중요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요소들 간에
1:1 비교를 행하고 그 결과를 행렬화 하는 과정이다.(Satty, 2012) 쌍대비교에는
다양한 형태의 척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Saaty(2012)는 1-9점 척도의 사용을 권
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랐으며, 입력 값은 응답자들의 기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가중치의 추정 및 일관성 평가(Estimation of Relative Weights
and Evaluation of Consistency)이다. 쌍대비교를 통해 얻어진 값을 고유치
(Eigenvalue)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계층별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한다.
더불어 응답자가 자신의 선호를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지 판단의 논리적 일관성
을 점검하기 위해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를 계산하였다. Saaty(2012)의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는 일관성이 클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CI가 0.1을 넘으면 응답자의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Satty, 2012). 본 연구의 가중치와 CI 값은 다음 장에 결과 표로 정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103

마지막 단계는 가중치의 종합(Synthesis of Relative Weights)으로 하위계층에
있는 요소(평가지표)들의 통합가중치(상대적 중요도)는 각 계층에서 도출된 요소
들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그 결과 또한 다음 장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
AHP 설문은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분석 실사단
인원 중에서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15인이 응
답하여 응답율은 50%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답이 생략되었거나 2중 응답된
경우 등을 제외한 13인의 응답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AHP 결과
1) 재정건전성 범주의 가중치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범주로 본 연구에서는 (1) 경제기반,
(2) 수지구조, (3) 채무관리의 3가지 요소를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이 세 가지
범주에 대한 AHP 우선순위는 경제기반 요인이 15%, 수지구조 요인이 43%, 채
무관리요인이 42%로 나타났다. CI지수는 0.0024로 판단기준인 0.1에 비해 현
저히 낮았다. 이로 인해 본 답변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기반 범주의 하위지표 가중치

경제기반 범주의 하위 지표는 (1) 인구규모, (2) 인구증감률, (3) 노령인구비
율, (4) 경제활동인구비율, (5) GRDP의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이
다섯 가지 하위 지표에 대한 AHP 우선순위는 (1) 인구규모 14%, (2) 인구증감률
14%, (3) 노령인구비율 9%, (4) 경제활동인구비율 22%, (5) GRDP 41%로 나타났
다. CI지수는 0.0093로 판단기준인 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3) 수지구조 범주의 하위지표 가중치

수지구조 범주의 하위 지표는 (1) 1인당 지방세 (2) 재정자립도, (3)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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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4) 자본시설수요, (5) 통합재정수지비율, (6) 실질수지비율, (7) 경상수지
비율의 일곱 가지로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이 일곱 가지 하위 지표에 대한
AHP 우선순위는 (1) 1인당 지방세 7% (2) 재정자립도 16%, (3) 사회복지수요
9%, (4) 자본시설수요 4%, (5) 통합재정수지비율 22%, (6) 실질수지비율 23%,
(7) 경상수지비율 19%로 나타났다. CI지수는 0.0309로 판단기준인 0.1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4) 채무관리 범주의 하위지표 가중치

채무관리 범주의 하위 지표는 (1) 관리채무비율 (2) 지방채무잔액비율, (3) 우
발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의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이 다섯 가지 하위 지표에 대한 AHP 우선순위는 (1) 관
리채무비율 43%, 2) 지방채무잔액비율 31%, (3) 우발채무비율 9%, (4) 환금자산
대비부채비율 7%, (5) 통합유동부채비율 10% 로 나타났다. CI지수는 0.0212로
판단기준인 0.1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 AHP 결과 종합

상기 결과를 최소단위 5를 기준으로2) 구분되도록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경제기반 15%, 수지구조 45%, 채무관리 40%로 정리될 수 있으며, 세부 지
표는 최종 가중치를 통해 판단 가능하다.

3. 결과 비교 및 가중치 보정방안
본 연구의 결과와 AHP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AHP 결과에서는 연
구결과에 비해 경제기반 요인이 대폭 하락(30%=> 15%)된 대신, 그만큼 채무관
리(25%=> 40%)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HP 결과에서는 관리채무비율, 실질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비
율, 경상수지비율에 대한 가중치가 5%이상 높아졌고, 노령인구비율 등 인구기
반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본 연구의 결
2) 건전성 평가 시 리커트 5점 척도 적용을 위하여 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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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기준(AHP 결과)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보여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기반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현재 전문가들은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채무 쪽의 비중을 높
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
영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조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AHP 결과)을 본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관리채무비율, 실질
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경상수지비율의 비중을 각각 5% 확대하는 방향으
로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영역에서 총 20%의 가중치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노령인구 비율을 제외(5% 삭제)하고, 인구규모
와 증감율을 통합하여 5%로 조정하며, GRDP와 재정자립도를 각각 10%에서
5%로 비중을 낮추어 최종 조정을 완료하였다.
<표 3> AHP 결과를 반영한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 가중치 종합
범주

경제기반
15%

하위범주

인구기반

산업기반
세입
수지구조
50%

지출구조
재무수지

채무관리
35%

채무부담
부채상환능력

평가지표
인구규모
인구증감율
노령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1
경제활동인구2
경제활동인구3
GRDP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수요
자본시설수요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우발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연구결과
5%
5%
5%

최종안

수정

5%

-5%

0%

-5%

5%

5%

0

10%
5%
10%
5%
5%
10%
5%
5%
5%
5%
5%
5%
5%

5%
5%
5%
5%
5%
10%
10%
10%
10%
10%
5%
5%
5%

-5%
0
-5%
0
0
0
+5%
+5%
+5%
+5%
0
0
0

4. 결과의 활용과 점수화 방안
이제 상기한 지표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

106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1호
을 고려해본다. 재정건전성의 측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점수화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이제까지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보여주면, 명확히 건전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다음은 점수화를 위한 기본 논거와 점수 부여 방법, 그리고 점수의 활
용방안이다.
1) 기본 논거

통계학에서 자연 상황을 가정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포는 정규분포이며,
이는 평균에 해당하는 가운데가 높고, 좌우 날개가 낮은 좌우 대칭형의 종 모양
을 띠고 있다. 대표값에 해당하는 평균 근방의 빈도가 가장 많고, 특이 집단인
우수 및 미흡의 빈도는 적은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를 반영하
여 중간점수는 많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작으며, 좌우 대칭인 종모양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사회과학에서 질적 변수의 성격을 띠는 설문 응답을 양적 변수로 변환하는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리커트 5점 척도이다. 5점 척도는 3점으로 답
변이 집중되는 중앙 집중 경향을 가지고 있어 6점 척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
으나, 정규분포형태로는 6점 척도보다는 5점 척도가 적합하므로 5점 척도를 활
용하기로 한다.
2) 점수 부여

본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표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초로 정규분포형태
를 띨 수 있도록 점수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 5점: 상위 10%
- 4점: 상위 30%(20%)
- 3점: 중위 40%
- 2점: 하위 30%(20%)
- 1점: 하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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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요인별 평가기준의 선정
1) 경제기반 요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표(안)에 따르면, 경제기반 요인은
인구규모, 증감율, 노령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 GRDP의 5가지 평가지표를 통
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표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모든 지표에서
1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하 6점, 모든 지표에서 90% 이상의 점수를 받
는 경우 최고 30점까지 격차가 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GRDP를 제외한 각 지표
들은 외생적 변수에 해당하여 정책적으로 증감을 조절하기 어려운 지표들이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분석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의해서 관찰할 자
치단체는 최하 6점을 받은 자치단체들이라 판단된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본 평가가 상대적인 비교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절대적인 건전성 주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인구가 특
정 규모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등 행정효
율의 측면에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 절대적인 건전성 주의기준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수
준의 10%를 증감하여 정책 판단의 여지를 제공하는, 민감도 분석 수행의 논리
를 빌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 평균의 90% 이하를 주의수준 혹은 정책적인 개
입이 필요한 건전성 주의수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각 지표들의 건
전성 주의수준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경제기반요인의 재정건전성 주의수준
범주

경제기반

하위범주

인구기반

산업기반

평가지표

건전성 주의수준

인구규모

9,500인 이하

인구증감율

-4.5% 이하

노령인구비율

37.1% 이상

경제활동인구1

51.4% 이하

경제활동인구2

50.0% 이하

경제활동인구3

26.0% 이하

GRDP

시도 9.9조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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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나, 15세에서 65세라는 비현실
적인 기준인 경제활동인구 1보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 지역에서는 경제활
동 2을 적용하고, 은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농촌 지
역에는 경제활동 3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지표 중에서
GRDP는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매년 경제성장율 만큼을 보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지구조 요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표(안)에 따르면, 수지구조 요인은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수요, 자본시설수요, 통합재정수지비율, 실
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의 7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평
가표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모든 지표에서 1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
우 최하 9점, 모든 지표에서 90%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고 45점까지 격차
가 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상 인구 및 법 규정에 따라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사회복지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지표들은 장단기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증감을 조절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자치
단체의 재정운용 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의해서 관찰할 자치단체는 최하 9점을 받은 자치단체들이라
판단된다.
또 본 평가는 상대적인 비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최고
불황기를 가정하여 절대적인 건전성 주의 기준을 산출해 보고자 한다. 상기한
경제기반 요인의 절대적인 건전성 주의기준 산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민감도
분석 수행의 논리를 빌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 평균의 90% 이하를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건전성 주의 수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각 지표들의
건전성 주의 수준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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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지구조 요인의 재정건전성 주의수준
범주

하위범주
세입

수지구조

지출구조

재무수지

평가지표

건전성 주의수준

1인당 지방세

61,000원 이하

재정자립도

7% 이하

사회복지수요

69.3% 이상

자본시설수요

67.5% 이상

통합재정수지비율

-15.3% 이하

실질수지비율

-1.8% 이하

경상수지비율

41.6% 이하

3) 채무(부채)관리 요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표(안)에 따르면, 채무관리 요인은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우발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
부채비율의 5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표에 따라 산술
적으로 계산하면, 모든 지표에서 1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하 5점, 모든
지표에서 90%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고 25점까지 격차가 나도록 구성되
어 있다.
건전성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그만큼 0%인 자치단체들도 많다. 저금리 시대에 적정 수준의 부채는 재정
운용에 바람직하지만, 적정 수준에 대해 논란이 많으므로 본 지표들은 분석 및
관리 목적상 낮을수록, 즉 0에 가까울수록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우발채무가 외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내생적인 요인도 상당하므로 전체
적으로 본 채무관리 요인의 지표들은 상당부분 정책적으로 증감을 조절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의해서 관찰할 자
치단체는 최하 5점을 받은 자치단체들이라 판단된다. 총점 10점 이상 즉, 70%
수준의 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 고유의 적정 수준의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
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점 이하 혹은 5점을 받은 자치
단체들은 그 채무나 성격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
해야 할 것이다.
또 본 평가는 상대적인 비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최고

110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1호
불황기를 가정하여 절대적인 건전성 주의 기준을 산출해 보고자 한다. 상기한
요인들의 절대적인 건전성 주의기준 산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민감도 분석 수
행의 논리를 빌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 평균의 90% 이하를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건전성 주의 수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각 지표들의 건전성
주의 수준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채무관리 요인의 재정건전성 주의수준
범주

하위범주
채무부담

채무관리
부채상환능력

평가지표

건전성 주의수준

관리채무비율

40.5% 이상

지방채무잔액비율

68.2% 이상

우발채무비율

5.7% 이상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318.1% 이상

통합유동부채비율

220.0% 이상

6. 종합 건전성 판단기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표(안)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1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하 20점, 모든 지표에서 90%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최고 100점까지 격차가 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표에서 3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38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19점에서 38점의 중간인 종합점수 29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는 일단
주의대상 단체로 판단하되, 세부 지표로 들어가서 세부 지표의 기준에 따라 건
전성을 개별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비록
25점을 받아서 건전성 주의대상 단체이지만, 세부 지표 판단결과 자치단체의
개별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제기반요인에서 최저점인 5점을 받은 결과
라고 한다면, 그 단체는 관리측면에서는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절대 기준에 해당되는 단체이다. 사회과학에서
모든 지표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30점 이상을 받은 자치단체가 위 5절에서 제시한 절대기준을 초과한 경
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하나라도 절대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자치단체는 총점과 무관하게 원인 분석 및 건전성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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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지방재정분석제도는 매년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표를 변경하여 건전성 분석
을 실시하므로 시계열 분석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건
전성 지표들은 이대로 고정하여 같은 지표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나가
는 경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재정분석제도는 건전성
과 효율성을 함께 평가함에 따라 설사 건전성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라고 하더라
도, 효율성이 높으면 재정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외 파산자치
단체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들은 재정위기를 겪기 전에 높은 투자 효율성으로
많은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미국 오렌지 카운티)을 사거나, 폐광 이후 성공
적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 공로로 우수 자치단체 표창을 받기(일본 유바리
시)도 하였다. 이는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 측정에 초점을 두고 건전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인과 그
에 따른 건전성 지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등급화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신
용평가로 연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는 지방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
가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한 금융상품 및 자치
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의 평가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신용도를
감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하위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상위단체에 대한 자
율성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통치체제의 일부이며, 지역 내 비영리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존립목적 및 운영방식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개인 또는 기업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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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달리 지역 내 필수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피
해를 미치며, 타 지역으로 전이되는 특성이 있어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법적,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상위 단체들에게는 중
앙정부에서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치의 본질을 살리는 접근이 필요하며,
건전성 관리가 부족한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
의 권리를 보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건전성 측정에만 초점을 두는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지방재정 현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있는 제도는 지방재정분석
제도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분석제도는 건전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하다보니 지표 방향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건전성
이 뛰어나도 효율성이 좋지 않으면, 전체 평가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분석
종합점수 가중치 추세를 살펴보면, 건전성보다는 효율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
다. 해가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건정성보다는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가 높아지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온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강
수준과 건전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의 측정에만 초점
을 맞추어 재정의 위험요소와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시계열 관리가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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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Health Evalu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s
Lee, Heejae & Lee, Hyo
Recently, COVID-19 has made national fiscal income decreasing and
national fiscal spending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are also increasing
their fiscal spending and financial burde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tively
manage fiscal soundness due to the cause of overcoming the crisis through
fiscal spending. After the situation is resolved, problems caused by fiscal
expansion are likely to return to the burden of the residents and the people.
Considering these risks, continuous monitoring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iscal soundness is required. This study diagnos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fiscal soundness in relation to the current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examines financial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view, the study
shows a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s by
considering the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targets, scope of
accounting,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methods. The
assessment model was constructed using 17 indicators in three areas:
economic base, accounting structure, and debt management, and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was adjusted through AHP results for local financial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 local governments to score and grade
their financial status each year from a minimum of 20 to a maximum of 100
points, so that they can intuitively judge their financial health level and
soundness. This allows for managing financial risk and sustainability and
long-term time series management by focusing only on fiscal soundness.
Keywords: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Fisc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Fiscal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