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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전남과 전북의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남은 생산함수 측면에서 투자적지출이 상대적으로 효율적 모습을 보였지만,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
서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반면 전북은 생산함수 측면에서는 투자적지출의 효율성이 낮았지만,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주제어 : 지역경제, 지방재정,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Ⅰ. 서

론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지방자치의 막이 올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도 20년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최근 인
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는 지역의 제약조건인 경제적 상황과 재정적 여건에 따
라 서로 다른 유형의 재정 운용 방식을 가지고 있다. 지역경제력이 튼튼한 자치
단체는 상대적으로 세입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세출 운용 측면에서도 여
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는 마땅한 세입원을 확
보하지 못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
라 세출 운용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단체의 세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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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한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서비
스를 제때 공급할 수 있다면,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의 생산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교육이나 직업훈
련, R&D투자나 중소기업 운영자금 등에 여러 형태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성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수도 있지만, 그렇
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
정 운용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
활동을 평가하려면 지역경제의 성장(생산) 측면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하여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전남과
전북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하여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한지,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생산함수 측면에서 지방 투자적지출이 어느 정도 지
역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서 그러한 지출활동이
지방세 가격이나 지역소득, 인구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하나의
분석 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적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투자적지출
은 지역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생산성
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투자적지출에 주목하면서,
생산함수 및 지역공공재 수요함수를 하나의 모형 내에서 추정해 전남과 전북의
투자적지출이 성장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운용 면에서의 효율성을 만
족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Ⅱ. 전남과 전북 경제 및 재정 현황 개괄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9년의 기저효과를 제외한다면, 전년 대비 경상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세 비중의 하락, 의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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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비중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이와 더불어 투자적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흐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적지출 비중의 감소는 효율적 재정운용의 걸림돌이 될 가
능성이 높다. <표 1>은 이러한 상황을 요약 제시하였는데, 전국적으로 투자적지
출 비중은 2000년에 52.0%에서 2012년 41.4%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투자적지출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기도 힘들 가능성
이 커질 우려가 있다. 즉,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적지
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
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회복지지출 증가세를 역전시
킬 수 없다면, 자치단체가 투자적지출의 질적 개선을 이뤄야만 지역경제의 지속
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표 1> 최근 투자적지출 및 지역경제･지방재정 주요 지표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증가율 %)

전국

전남

전북

지방세 비중

의존재원 비중

투자적지출 비중

GRDP 성장률

2000

44.78

37.03

52.00

9.61

2005

48.98

33.92

51.10

4.80

2010

43.77

43.40

43.03

10.05

2011

43.10

43.11

41.79

5.87

2012

41.86

44.63

41.39

2.69

2000

10.28

80.21

62.34

2.65

2005

11.78

80.69

57.77

7.83

2010

13.09

77.12

50.75

15.09

2011

13.41

72.88

52.78

6.08

2012

13.05

78.25

48.73

3.63

2000

15.45

74.36

57.05

8.72

2005

15.01

76.71

53.72

2.74

2010

18.12

76.61

41.93

8.75

2011

18.77

74.33

45.82

9.65

2012

17.47

74.64

44.75

1.06

주 : 지방재정 통계는 일반회계 결산, GRDP 성장률은 경상성장률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및 지방재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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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전북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전남의 투자적지출 비중은
2000년 62.3%에서 2012년 48.7%로, 전북의 투자적 지출 비중도 동 기간 동안
52.1%에서 44.8%로 급감하였다. 특히 전남･북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고
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묘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
지만, 자치단체의 고군분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세입 총액
중 지방세 비중이 13～17%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의존재원 비중이 80%
에 육박하고 있어, 세입 측면에서 중앙정부 의존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기 때
문에, 국비 지원이 없다면 재정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재정적 형편을 고려한다면,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게 된다. 사용용도가 명확히 지정된 국고보조금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
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후
생수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 세출총액 대비 %)

자료 : 지방재정연감
<그림 1>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전남･북 투자적지출 비중 추이(199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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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경제 순환과정의 이론과 선행연구
지방재정활동과 지역경제활동은 상호 순환과정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승수
적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의 경제력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적 제
약 하에 경제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소득수준과 분배로 결정된다.
이러한 지역적 소득상황은 나아가 지방세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짓고, 이를 바탕
으로 지방세출의 규모와 구조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세출 활동은 또 그 지역
의 생산활동과 같은 제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를 경
제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설명한다.

1. 생산함수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성장을 촉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다양한 이견이 있다. 일부 학자는 정부지출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장
률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Rivas, 2003). 그러나 공
공지출이 소득 성장률이나 소득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다양하게 존
재하고 있는데, 공공지출을 투자적지출로만 한정하여 분석하거나, 공공지출에
경상적 지출을 포함하여 분석하더라도 그 비율이 적정한 수준일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rro, 1990;
Slemrod, 1995). 예를 들어 Barro and Sala-i-Martin(1995), Hansson and
Henrekson(1994)을 보면 교육 관련 공공지출은 경제 성장에 유의한 양의 효과
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투자가 민간자본
의 수익률 증가를 가져와서 민간투자를 자극하기 때문이다(Aschauer, 1989;
Easterly and Rebelo, 1993; Gramlich, 1994; Morrison and Schwartz, 1996).
즉, 공공지출은 민간자본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저축, 보건의료, 환경
등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에 이득을 가져오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국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의 경우에도 정부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케인즈적 인과관계와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동시에 성립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Abizadeh and Yousefi(1998)
에서는 전자를, Cheng and Lai(1997), 주만수(2001), 오병기(2006a;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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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b) 등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투자적지출은 지역의 기업들에게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자치단체가 투자적지출을 효율
적으로 운용할 때 그 지역의 기업들은 생산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생
산함수에 정부 부문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선행연구로는 Barro(1990) 및 Barro
and Sala-i-Martin(1995), 노근호 외(1995), 오병기(2001; 2007b) 등을 들 수 있다.
Barro(1990)는  기업의 Cobb-Douglas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  ⋅     ,     
이 생산함수는 노동 및 자본에 대하여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것을 가정한 것
이다. 공공재(  )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면 자본의 축적에 따른 수익은 체감하
지만, 공공재 공급 수준이 자본량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면 수익이 체감하
지는 않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내생적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Barro and Sala-i-Martin, 1995, pp.152-154).
김성태(2000), 오병기(2001; 2007b) 등은 지역경제의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모형으로 가정하고 자치단체 투자적지출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생산함수를 가정하고, 분석대상 변수를 선별하여
통합모형분석을 시도한다.
ln    
 
  ln    
  ln    
  ln     

(1)

여기서,  =시간

 : 지역내총생산
 : 자본 투입량
 : 노동 투입량
 :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지출

2. 수요함수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모형이 중위투표
자 모형이다. 특히 Bergstrom and Goodman(1973)의 중위투표자 모형이 많이 사
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성태(1994), 국중호(2003), 오병기(2004; 2006c;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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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수(2010) 등이 이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Bergstrom and Goodman(1973)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재 수요 이론은 개
인들이 집합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를 동일한 양(가령   )만큼 수요한다고 가정
한다. 공공재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혼잡 때문에   는 지역사회의 인구(즉,  )
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국내 문헌 중 상당수는 자치단체의 거시 지
출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도 지역공공재의 대리변수로 지방세출
자료를 활용하되, 생산함수까지 고려하여 지방세출 중 투자적지출만을 분석대상
으로 선택하였다. 선행연구를 따라 본고에서 고려한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모형
은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log   
  log    

(2)

여기서,   시간

 :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지출
 : 지역내총생산
 : 지방세 수입
 : 의존재원 수입
 : 특성변수(인구, 인구밀도, 교육 등)
식 (2)는 임의의 지역에서 투자적지출의 수요는 그 지역의 소득, 공공재의 가
격, 상위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 그 지역의 특성변수 등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추출하거나 지역공공재 수요함수를 추정한 해외
문헌으로는 Edwards(1990), Crane(1990), Falch and Rattsø(1997; 1999),
Heinesen(2004)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연
구로는 김성태(1994), 강준규(1999), 박경원･최진수(1999), 국중호(2003), 황규
선･김병현(2003), 김봉진･김일태(2004), 오병기(2004; 2006c; 2007a; 2007b),
주만수(2010) 등을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지역공공재의 수
요함수 추정에서는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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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모형
한편 지역의 인구를 연구한 문헌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래의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개인의 효용(편익)을 기
대소득(Y), 지방공공재의 공급수준(G), 생활환경의 쾌적도(Z) 등의 함수로 설정
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G(지방공공재 공급 벡터) : 교육기회, 도로보급률, 상하수도 보급률
Z(생활환경의 쾌적도 벡터) : 기후, 대기오염정도, 교통난 등
개인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비용(C)은 다음과 같이 거주비용(PV)과 지방세
(LT)의 함수라고 가정하자.

      
거주비용(PV) : 전세값, 임대료, 토지가격 등
지방세(LT) : 지방공공재 혜택의 반대급부로 지불하는 지방세
이와 같은 편익과 비용함수를 바탕으로 t연도 순편익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이 현거주지와 이주대상지 사이의 기대소득, 지방공공재 공급수준, 거주비용
등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변수
  : 이동 비용
 = 지역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공공부분 요
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는바, 경제적 요인은 주로 취업기회, 실질임금과
기대임금의 차이 등에 따라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Lewis(1954), Todaro(1981), Gupta(1993), Green-Wood, et. al.(1986), Salvatore,
Porell(1982) 등이 있다. 한편 공공부문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모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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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조세 가격을 고려하여 이주에 관한 의
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연구로는 Tiebout(1956)가 선구적이라 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인구이동에 경제적 요인과 공공부문 요인이 동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한다. 국내 연구로는 이은우(1993), 유경
문(1991), 최진호(1982), 김성태･장정호(1997), 한이철 외(2005), 김리영･양광식
(2013), 홍성효･유수영(2012) 등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이
공공부문 요인보다 인구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4. VAR(VECM)통합 모형
선행연구에서는 지역 생산함수와 지역공공재 수요함수를 각각 별도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생산 측면과 지역공공재 공급 측면
을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하나의 분석 틀 안에서 분석할 때보다 명확한 시사점
을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상반되는 분석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병기(2007b)는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함수를 패널자료로 분석･비교하였지만, 분리된 회귀분석으로서 일정한 한계
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함수와
수요함수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VAR 모형에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에서 계(system)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최소자승법(OLS), 가중
최소자승법(WLS), 유사무관회귀분석(SUR), 가중2단계 최소자승법(WTSLS),
완전정보최우추정법(FIML), 일반화적률법(GMM)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동시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모형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방법은
특정 경제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적합한 경제이론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추정, 경제이론의 실증적 적합성을 검정한다. 이
때 사용되는 경제이론은 대체로 변수들 간의 동적관계(dynamic relationship)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게다가 추정과 추론은 내생변수가 방정식
의 양측 항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모형화하는 비구
조적(non-structural) 방법이 사용된다. 이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벡터자
기회귀(VAR)모형과 벡터오차수정(VEC)모형이다(송일호･정우수, 2002). 본 연
1) 이상의 내용은 김성태·장정호(1997)를 참조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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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VAR모형과 VEC모형을 분석함으로써, 내생변
수의 문제를 피하고 통합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2)
이와 같이 지역생산함수,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인구모형의 모든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의 왼편은 생산함수 관
련 변수를, 오른편은 투자적지출의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관련 변수를 배치하였
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경제에서 인구의 증가는 투자적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투자적지출의 증가는 GRDP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다시 인
구가 증가하는 순환과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투자적지출의 증가는
지방세수입 증가 혹은 의존재원 수입 증가로 인해 촉발될 수도 있으며, 그 이후
에는 GRDP 증가, 지방세수입 증가라는 또 하나의 상승적 순환과정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경제이론에서 제시하는 인과관계의 흐름이며, 실
제 경제에서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전남과 전북 경제에서 나타나는 경제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선
행연구의 전국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림 2> 지역경제변수 사이의 경제이론적 관계 도해
2) 이상의 내용은 오병기(2014a; 2014b) 참조.

전남과 전북의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 인과관계 분석

33

Ⅳ.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1. 자료 및 기초분석
계량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시계열자료이다. 생산함수 관련 변수 중 지역소득변수로서 지역내총생산,3) 노동
변수로서 취업자 수, 자본변수로서 유형자산연말잔액4)을 고려하였다. 한편 지역
공공재 수요함수 관련 변수 중 지역공공재변수로는 투자적지출,5) 지역공공재의
가격으로는 지방세 수입, 의존재원 수입,6) 소득변수로는 지역내총생산, 특성변
수로는 추계인구, 전국 대비 지역의 교원 수 비율(교육),7) 인구밀도(쾌적도)를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일반적인 인구모형에도 투입되는 변수들이다.
모든 변수는 분석 이전에 자연대수를 취하였고, 분석에는 EViews 6.0을 활용하
였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때는 Net Miner 4.0을 활용하였다.
시계열 분석 이전에, 자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위근 존재 유무를 검
정하였다. 그 결과, 수준변수 중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변수는 전남의 경
우 교육, GRDP였으며, 전북에서는 교육, 유형자산, GRDP로 나타났다. 1차차분
변수 중에서는 전남의 투자적지출, 의존재원, 취업자 수, 지방세 수입, 인구밀도,
인구 등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북에서는 투자적지출, 의존재원,
GRDP, 취업자 수, 지방세 수입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준
3) 소득변수로서 2005년 기준 경상가격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선택하였는데, 최근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자료를 발
표하면서 과거 자료가 미공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불변가격이 아닌 경상가격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총량자료와 1인당
자료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본질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 및 의존
재원 수입의 총량자료가 시계열적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GRDP도 총량자료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에 수록된 10인 이상 사업체의 유형자산연말잔액(9차개정)을 활용하였는데,
2007년 이전 자료(8차개정)와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보정하였다. 또한 2010년 누락 자료는 전년도
와 후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여 투입하였다.
5)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적지출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연감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회계 결산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방
투자적지출은 여러 번의 장관별 분류 변경이 있었는데, 오병기(2012)의 분류 방법을 따라 재분류하였다. 최근 연도의 분류
기준을 따르자면 교육,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의 합계가 투자적지
출이다.
6) 지역공공재의 가격에 해당하는 변수는 지방세 수입과 의존재원만을 활용하였다. 지역공공재의 재원으로는 지방세 이외에 세
외수입도 포함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국중호(2003)에서 지적하듯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지방세 수입
이외의 재원으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합한 의존재원 총액을 이용하였다. 지역내총생산
과 마찬가지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1인당 자료와 총량자료를 모두 고려했으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총량자료가 좀 더
우위에 있어서 총량자료를 투입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7) 교육변수로는 지역별 학생 수, 교원 수, 전국 대비 지역 학생 수, 전국 대비 지역 교원 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후, 기초분
석 결과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전국 대비 지역 교원 수 비율을 선택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4

지역개발연구 제46권 제2호(통권 63집)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 GRDP 사이에는 수준변수를 이용하여
VAR 및 그랜저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 이외에는 공적분검정 결과에 따라
VAR 및 VECM에 기초하여 그랜저인과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표 2> 시계열 ADF 단위근검정 결과

전
남

유형
자산

교육

투자적
지출

의존
재원
수입

GRDP

취업자
수

지방세
수입

인구
밀도

인구

수 t-통계량
준
확률

-2.332

-3.092

-1.836

-0.983

-4.270

-2.844

-2.619

-1.095

-1.254

0.171

0.042

0.355

0.742

0.003

0.069

0.104

0.695

0.628

t-통계량

-2.577

-1.046

-4.518

-4.305

-2.433

-3.480

-4.880

-4.346

-7.282

확률

0.113

0.718

0.002

0.003

0.145

0.019

0.001

0.004

0.000

1차

전
북

수 t-통계량
준
확률

-4.14

-3.122

-1.696

-0.713

-3.185

0.678

-2.502

-1.481

-1.377

0.004

0.040

0.420

0.824

0.034

0.989

0.128

0.524

0.575

t-통계량

-2.53

-0.510

-5.463

-4.543

-3.091

-4.372

-3.992

-1.885

-1.429

확률

0.122

0.871

0.000

0.002

0.042

0.003

0.006

0.333

0.55

1차

주 :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

선행연구에서 패널자료를 활용해 VAR(VECM) 통합모형을 활용했을 때와는
달리 전남과 전북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
서 충분한 공적분벡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두개 변수 사이에서
공적분검정을 시행하고, 공적분검정 결과에 따라 VAR 및 VECM분석,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한 후, 변수 사이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파악하
였다. 공적분검정 결과는 <표 3>부터 <표 4>까지 제시하였다.

<표 3> 시계열 요한슨 공적분검정 결과(전남)
귀무가설

교육,
GRDP
통계량

0
Trace

확률

유형자산,
인구밀도
통계량

확률

유형자산,
인구
통계량

확률

교육,
취업자 수
통계량

확률

교육,
지방세 수입
통계량

확률

15.947 0.043** 19.491 0.012** 21.640 0.005** 25.715 0.001** 17.869 0.022**

최대 1 4.593 0.032**

4.278 0.039**

7.945 0.005**

7.873 0.005**

3.693 0.055*

0
11.354 0.137
15.213 0.035** 13.695 0.061* 17.842 0.013** 14.176 0.052*
MaxEigen 최대 1 4.593 0.032** 4.278 0.039** 7.945 0.005** 7.873 0.005** 3.69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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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교육,
인구밀도
통계량
Trace

0

확률

교육,
인구
통계량

확률

투자적지출,
GRDP
통계량

확률

의존재원,
GRDP
통계량

확률

GRDP,
취업자 수
통계량

확률

20.067 0.010** 22.410 0.004** 22.625 0.004** 23.904 0.002** 15.721 0.046**

최대 1 7.917 0.005**

4.894 0.027**

5.972 0.015**

0
12.151 0.105
15.007 0.038** 16.363 0.023** 19.010 0.008**
MaxEigen 최대 1 7.917 0.005** 7.403 0.007** 6.262 0.012** 4.894 0.027**

5.972 0.015**

GRDP,
지방세 수입
통계량
Trace

0

확률

13.862 0.087*

최대 1 3.303 0.069*

0
10.559 0.178
MaxEigen 최대 1 3.303 0.069*

7.403 0.007**

GRDP,
인구밀도
통계량

확률

12.876 0.120
4.563 0.033**
8.313 0.348
4.563 0.033**

6.262 0.012**

9.749 0.229

GRDP,
인구
통계량

확률

16.664 0.033**
4.888 0.027**
11.776 0.119
4.888 0.027**

주 :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임.

<표 4> 시계열 요한슨 공적분검정 결과(전북)
귀무가설

지방세 수입,
의존재원
통계량

Trace

0
최대 1

0
MaxEigen 최대 1

확률

13.734 0.091*
4.015 0.045**
9.72 0.231
4.015 0.045**
투자적 지출,
유형자산
통계량

Trace

0

확률

지방세 수입,
투자적 지출
통계량

확률

14.69 0.066*

25.654 0.001**
0
MaxEigen 최대 1 10.963 0.001**

통계량

확률

10.486 0.182

16.515 0.022**

4.204 0.040** 10.558 0.001**
지방세 수입,
GRDP
통계량

확률

5.349 0.021**
7.511 0.431
5.349 0.021**

의존재원, GRDP
통계량

확률

의존재원,
유형자산
통계량

확률

27.072 0.001** 18.291 0.019** 43.104 0.000**

4.204 0.040** 10.558 0.001**

36.616 0.000** 12.860 0.120

최대 1 10.963 0.001**

지방세 수입,
교육

지방세 수입,
유형자산
통계량

확률

14.722 0.065*
3.132 0.077*
11.590 0.127
3.132 0.077*

6.531 0.011**
11.76 0.12
6.531 0.011**

8.393 0.004**
34.711 0.000**
8.393 0.004**

투자적 지출,
GRDP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12.837 0.121
3.564 0.059*
9.273 0.264
3.564 0.059*

주 :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임.

2. 실증 분석 및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생산함수 변수와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변수 사이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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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VAR(Vector Auto Regression) 분석법과 그랜저 인과관
계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인 그랜저 인과관계의 정의를 통한 분석은 선형
예측만을 가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비선형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선형변
형을 통해서도 인과관계가 변질되지는 않는다. 가령  와  라는 두 변수의
VAR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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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시간,  : SC로 선택한 최적 시차
이들 식에서   는  의 과거변수가  의 그랜저 원인인지를 파악하는 계수이
며,   는  의 과거변수가  의 그랜저 원인인지를 파악하는 계수이다. 따라서
     ⋯     이라는 결합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채택된다면  는 

의 그랜저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동가설이 기각된다면  는  의 그랜
저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     의 결합가설이 기각되지 않
는다면  는  의 그랜저원인이라 할 수 없다.8)
본고에서는 분석대상 변수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결과에 기초해, 두 변
수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거나, 단위근이 존재하더라도 공적분 벡터가 존재
할 경우는 VAR에 기초하여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정하여 단기 인과관계를 파악
하였다. 한편 단위근이 존재하는 변수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는 분석에서는 공적분 벡터가 존재할 때 VECM 분석을 통해 장･단기 인
과관계를 파악하였다. <표 5>부터 <표 8>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정 결과
만을 바탕으로 변수 사이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요약 제시한 것이며, 이를 시각
화한 것이 <그림 3>과 <그림 4>이다.
8)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의 예측에 적합한 정보가 단지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 속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현실 경제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포함될 수 없는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기에 현재까지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이 항상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단지 영향력에 대한 방향성이나 시간상의 선후 관계만을 확인할 뿐이므로, 여러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과 다른 결과
가 도출되기도 한다(이홍재 외, 2005, pp.447-451). 본고는 이러한 그랜저 인과관계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연구에서와 같이 그 인과성에 대한 결과를 논리적 원인-결과의 관계로 해석할 것이다(주만수, 2000,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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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계열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분석 결과(전남)
D(교육)
오차수정항
(t통계량)
D(교육(-1))
(t통계량)
D(취업자 수(-1))
(t통계량)
오차수정항
(t통계량)
D(교육(-1))
(t통계량)
D(인구밀도(-1))
(t통계량)

-0.052
[-1.56975]*
0.680
[ 4.16169]**
-0.090

(t통계량)
D(투자적지출(-1))
(t통계량)
D(GRDP(-1))
(t통계량)
오차수정항
(t통계량)
D(GRDP(-1))
(t통계량)
D(취업자 수(-1))
(t통계량)

(t통계량)
D(GRDP(-1))
(t통계량)
D(인구밀도(-1))
(t통계량)

[ 2.34393]** (t통계량)
0.264 D(지방세 수입(-1))
[1.64227]* (t통계량)
0.552 D(교육(-1))

D(지방세 수입)

0.004

[ 1.64175]*

[ 3.85907]**

-0.167

-0.040

[-0.73743] [-1.88433]**
-0.888

0.739
[ 8.03992]**

[ 2.19381]** (t통계량)

[-0.89263]

D(인구밀도)

D(교육)

-0.038
[-1.92077]**
1.034
[ 8.80628]**
-0.972
[-1.74206]**

-1.246
[-4.37778]**
0.411
[ 1.98307]**
-0.035

-0.015 오차수정항
[-3.08147]** (t통계량)
0.058 D(교육(-1))
[ 1.97437]** (t통계량)
0.625 D(인구(-1))
[ 4.50850]** (t통계량)
D(GRDP)
-0.019 오차수정항
[-0.13501] (t통계량)
0.014 D(GRDP(-1))
[ 0.13482] (t통계량)
0.517 D(의존재원(-1))

[-0.06721]

[ 1.96834]** (t통계량)

D(GRDP)

D(취업자 수)

-0.025
[-2.71055]**
0.283
[ 1.29153]
0.634
[ 0.91093]

-0.204
[-2.67225]**
0.214
[ 1.16905]
-0.396
[-0.22614]

-0.008 오차수정항
[-2.14072]** (t통계량)
-0.037 D(지방세 수입(-1))
[-0.44329] (t통계량)
0.384 D(GRDP(-1))
[ 1.44545]* (t통계량)
D(인구밀도)
-0.007 오차수정항
[-0.78811] (t통계량)
-0.009 D(GRDP(-1))
[-0.39809] (t통계량)
0.823 D(인구(-1))
[ 3.99818]** (t통계량)

주 :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임.

D(교육)

0.018

D(교육)

D(GRDP)
오차수정항

0.076 오차수정항

[-0.35121]

D(투자적지출)
오차수정항

D(취업자 수)

D(인구)

-0.037

-0.014

[-1.89949]**

[-3.77729]**

1.034

0.058

[ 8.70715]**

[ 2.56539]**

-0.965

0.683

[-1.76219]**

[ 6.57166]**

D(GRDP)

D(의존재원)

-0.243

0.982

[-2.00586]**

[ 2.98674]**

0.505

0.525

[ 2.81211]**

[ 1.07739]

0.009

0.159

[ 0.12406]

[ 0.80437]

D(지방세 수입)

D(GRDP)

-0.184

0.174

[-0.75424]

[ 2.26340]**

-0.090

-0.020

[-0.33954]

[-0.23625]

1.320

0.205

[ 1.88912]**

[ 0.92872]

D(GRDP)

D(인구)

-0.164

-0.017

[-1.98020]**

[-2.52903]**

0.338

-0.007

[ 1.81489]**

[-0.50473]

-0.861

0.993

[-0.47579]

[ 6.9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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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계열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분석 결과(전북)
D(지방세 수입) D(의존재원)
오차수정항
(t통계량)
D(지방세 수입(-1))
(t통계량)
D(의존재원(-1))
(t통계량)

-0.222
[-1.610]*
0.220
[ 1.034]
-0.059
[-0.263]
D(지방세 수입)

오차수정항
(t통계량)
D(지방세 수입(-1))
(t통계량)
D(교육(-1))
(t통계량)

-0.081
[-0.741]
0.216
[ 0.915]
0.147
[ 0.220]
D(의존재원)

오차수정항
(t통계량)
D(의존재원(-1))
(t통계량)
D(유형자산(-1))
(t통계량)

-0.307
[-2.056]**
0.055
[ 0.263]
-0.249
[-1.046]
D(지방세 수입)

오차수정항
(t통계량)
D(지방세 수입(-1))
(t통계량)
D(GRDP(-1))
(t통계량)

-0.528
[-2.70641]**
0.229
[ 0.96841]
0.067
[ 0.08575]
D(투자적 지출)

오차수정항
(t통계량)
D(투자적 지출(-1))
(t통계량)
D(GRDP(-1))
(t통계량)

0.278 오차수정항
[ 2.189]** (t통계량)
-0.328 D(지방세 수입(-1))
[-1.670]* (t통계량)
0.105 D(투자적 지출(-1))
[ 0.502] (t통계량)
D(교육)
0.041 오차수정항
[ 4.268]** (t통계량)
-0.019 D(의존재원(-1))
[-0.936] (t통계량)
0.939 D(GRDP(-1))
[ 15.996]** (t통계량)
D(유형자산)
0.427 오차수정항
[ 4.683]** (t통계량)
-0.052 D(투자적 지출(-1))
[-0.408] (t통계량)
0.389 D(유형자산(-1))
[ 2.673]** (t통계량)
D(GRDP)
-0.086 오차수정항
[-1.29926] (t통계량)
0.106 D(지방세 수입(-1))
[ 1.31958] (t통계량)
0.106 D(유형자산(-1))
[ 0.39644] (t통계량)
D(GRDP)

-0.455

-0.104

[-2.32496]**

[-1.56473]*

-0.063

0.123

[-0.30815] [ 1.76012]**
-0.287

0.091

[-0.38762]

[ 0.36280]

주 :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임.

D(지방세 수입) D(투자적 지출)
-0.003

0.283

[-0.028]

[ 3.230]**

0.154

-0.421

[ 0.605]

[-2.219]**

0.017

-0.015

[ 0.068]
D(의존재원)

[-0.079]
D(GRDP)

-0.779

0.042

[-3.515]**

[ 0.487]

0.310

0.043

[ 1.557]*

[ 0.547]

-0.014

0.357

[-0.023]

[ 1.535]*

D(투자적 지출)

D(유형자산)

-0.458

0.531

[-2.101]**

[ 3.580]**

0.066

-0.039

[ 0.275]

[-0.238]

-0.184

0.531

[-0.806]

[ 3.426]**

D(지방세 수입)

D(유형자산)

0.061

0.156

[ 0.76451]

[ 3.42658]**

0.019

0.016

[ 0.07116]

[ 0.10511]

0.018

0.150

[ 0.06015]

[ 0.8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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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계열 VAR 및 VECM에 기초한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전남)
통계량

확률

귀무가설

통계량

확률

교육 ↛ GRDP

귀무가설

5.132

0.077*

인구 ↛ 유형자산

7.583

0.023**

D(지방세 수입) ↛ D(교육)

3.551

0.060*

유형자산 ↛ 인구

12.134

0.002**

인구밀도 ↛ 유형자산

5.524

0.063*

D(인구) ↛ D(교육)

3.105

0.078*

유형자산 ↛ 인구밀도

6.241

0.044** D(교육) ↛ D(인구)

6.581

0.010**

D(인구밀도) ↛ D(교육)

3.035

0.082*

3.569

0.059*

D(교육) ↛ D(인구밀도)

3.898

0.048**

통계량

확률

D(GRDP) ↛ D(지방세 수입)

주 :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임.

<표 8> 시계열 VAR 및 VECM에 기초한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전북)
귀무가설

통계량

확률

귀무가설

GRDP ↛ 유형자산

5.356

0.031** 지방세 수입 ↛ 의존재원

3.491

0.062*

유형자산 ↛ 교육

4.729

0.042** 지방세 수입 ↛ 투자적 지출

2.975

0.085*

D(투자적 지출) ↛ D(GRDP)

3.098

0.078*

주 :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임.

두 변수 사이에 그랜저인과관계와 오차수정항의 장기인과관계가 나타난 경우
만을 고려할 경우, 전남에서는 GRDP에 인구, 의존재원, 교육, 지방세수입, 취업
자 수, 인구밀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인구,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 취업자 수는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생산요소 중 노동(취업
자 수)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지만 자본(유형자산)과 투자적지출이 직접적
으로 GRDP에 영향을 준 인과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전남의 투자적지출은 GRDP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지방세 수입이나
의존재원 수입, 기타 다른 변수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즉, 전
남에서는 GRDP 증가 이후 투자적지출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바그너적 인과관계
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공공재로서 투자적지출이 지역주민이 부담
하는 지방세 수입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 수입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
지지 못함으로써,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
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전남 지역의 경우, 교육 변수가 지역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었다. 교육은 인구, 지방세 수입, 취업자 수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 수준의 제고는 GRDP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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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 수준의
양적･질적 제고가 중요하며,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지역
경제가 성장한 후에는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연쇄적 인과관계가 작동한다면,
자체재원의 증가로 인해 투자적지출의 증가를 통한 또 다른 재정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남은 교육에 대한 양적, 질적 투자를 제고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전남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교육 변수는 중요성을 갖는다. 결국 본고의 분석 결과는 전남의 인
구 감소가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교육 기회의 감소로 인한 부분이 크다는 하나
의 증거이므로, 전남의 인구를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으려
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주 :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변수 사이에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그림 3> 시계열 분석 결과의 시각화(전남)

전북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과 투자적지출은 양방
향의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전남에서는 바그너적 인과관계만을 보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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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바그너적 인과관계와 케인즈적 인과관계가 모두 나타난 것이다. 비
록 GRDP와 다른 생산요소와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전북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계획에 따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사이에 상승적 순환과정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전북의 경우, 지역의 물적 자본인 유형자산 증가에 GRDP, 의존재원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 내 자본 축적에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과
지역생산 증가가 모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의 투자적지출은 지방세 수입, GRDP, 유형자산과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남보다는 효율적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전북의
투자적지출은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수입과 지역 내 자본, 지역생산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재가 공
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전남은 생산함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요소인 노
동(취업자 수)이나 인적자본(교육) 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 효율적 모습을 보였지
만, 투자적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GRDP만을 발견할 수 있어 지역공공재

주 :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변수 사이에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그림 4> 시계열 분석 결과의 시각화(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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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반면 전북은 생산함수 측면에서 투
자적지출만이 GRDP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어 효율성이 낮았지만, 투자적지
출에 지방세 수입과 GRDP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공공재 수요 측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전국 패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비
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오병기(2014a)에서 전국 패
널자료의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결과, 지역내총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는
유형자산, 노동(취업자 수),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교육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유형자산,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즉, 우
리나라 지역생산함수 측면에서는 노동(취업자 수)과 자본(유형자산)이 모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이라는 지방재정변수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편 투자적지출에 영향을 준 변수는 의존재원, 자
본(유형자산), GRDP, 인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의존재원과 인구는 투
자적지출과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의 투자적지출이 주로 국
고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투자적지출이 증가한 후
에는 다시 국가의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생산 증가 이후 투자적지출이 증가하는 관계는 목격되었지만, 그 반대의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에서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만약 변수 사이의 연속적 인과관계를 가정한다면, GRDP → 유형자산 → 투
자적지출 → 취업자 수/인구와 같은 상승과정과 투자적지출 → 의존재원 →
GRDP와 같은 상승과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분석 결과
와 전남･북의 분석 결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즉, GRDP 증가가 투자적지
출 증가를 가져오고, 투자적지출 증가가 다시 GRDP 증가를 가져오는 상승적
순환과정이 전국 차원에서는 간접적이나마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남과 전북, 두 자치단체 모두 지역경제의 상승적
순환과정을 이끌어 내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
장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측면까지 고려한 투자적지출
의 효율적 운용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동력
을 한층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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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변수 사이에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료 : 오병기(2014a)
<그림 5> 패널 분석 결과의 시각화(전국)

Ⅴ. 결

론

지역경제는 지방재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자치단체가 선심성 이전지출이나 축제경비에 치중하는 재정운용 방식을 고수하
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지역의 장기적 성장을 결정할 중요한 기반시설을 구
축하거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면 10년 뒤나 20년 뒤 두 지역경제의 성장
은 확연하게 차이날 것이다. 결국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지역경제
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전남과 전북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성장
측면과 지방재정 운용 측면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지역의 재정운용 효율성이 상당히 차이나고 있는 것을 발
견하였다. 전남은 투자적지출이 생산함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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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지만,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반면 전북은
생산함수 측면에서는 투자적지출의 효율성이 낮았지만,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
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함의를 명확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남과 전북
의 재정 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본 연구가 두 지역경제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측면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 자치단체의 세부적 재정운용 방식의 차이를 분
석해 본고의 분석 결과와 연결 짓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다만 하나의 힌트를 찾자면, 전북에서는 재정전문가와 도 본청 및 시･군 예산
담당자가 모여 전북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재정포럼을 상당 기간 운
영해 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전남보다는 거버넌스 측면의 우위성을 확보하
고 있다. 전남에서도 열악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이전
재원 확충과 더불어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수시로 모
여 토론하고 정책방안을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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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ynamic Causality Analysis on Loc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at Jeonnam Province and Jeonbuk Province in
South Korea
Beung-K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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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 at
Jeonnam Province and Jeonbuk Province in South Korea. Application of the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VAR analysis of various time series variables
suggests a significant Keynesian model which local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 leads the growth of G.R.D.P. in Jeonnam Province. On the other
hand, the demand of local public service(local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
is relatively efficient in Jeon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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