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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우리 인간들에게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다.그 욕망
을 이루고자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다.
다양한 일들이 여러 가지의 언어나 문자형태로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또 생성되는
변화과정도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변화과정
을 어떤 경우에는 발전이라는 단어로 또는 어떤 경우에는 변화라는 단어,또는 진
화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져 버리기
도 한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자.처음에 한 사람 아니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사람 모두 두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이러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처음에는 씨족을 형성하여 살다가 부족국가를 만들었고 부족
국가가 연합이 되어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국가를 이루어 그 속에서 보호받고 살면서도 오늘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칠 줄 모르고 불타오르고 있다.각종 편의제품부터 시작하여 전
쟁무기에 이르기 까지 그 종류는 이루 해아릴 수 없다.그러한 하드적인 것 뿐만
아니고 소프트적인 것은 더 많다.이름하여 각종 제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
다.하드웨어적인 제도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제
도가 인류의 문화창달에 기여하여 왔음을 여러 가지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통제해 온 사회제도는 당시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것이다.인간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만들
여 졌다가 없어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 사회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
향은 지대하다.관습과 법이 우리의 행동을 많이 제약하고 있다.모든 법률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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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되는 것도 제도의 합목
적성과 그 정신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는 그 제도라는 틀 속에서 생각
하고 행동하여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만든 제도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지배되고 통제되고 있는데 그
러한 제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
으면 일정한 페널티를 받는 것도 우리가 만든 제도 때문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국가제도 또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따라서 일정한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
게 소멸하고 어떻게 발전하여 가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과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거나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다른 제도와
유기적인 정합성이 떨어지면 마찰이 생기기 쉽다.
인간집단의 최초의 상태를 상정해 보자.인간이 집단을 이루면서 접하게 된 것이
가족제도 씨족사회 부족사회 국가 등의 특정한 사회제도일 것이다.이러한 사회제
도와 인연을 맺고 살기 시작한 이전의 상태를 원초적 상태라고 명명하여 두자.원
초적 상태 즉 흔히 말하는 아나키(anarchy)상태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무질서의
상태였을 것이다.이 상태를 Hobbes는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규정하고 열등한 상태
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회계약을 통하
여 협동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이에 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출현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진화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사회제도
는 관습과 규범의 집합체이며 사회적 관습과 질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하는 우
연의 산물이며 지금까지 존속하는 사회제도는 선택가능한 자연적 경쟁상태에서 선
택되어 살아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보자.최초에는 씨족이나 부족의 자치제에서 국가
의 형태로 변했다가 다시 자치의 필요성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
르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발전단계는 나누는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
지만 근대 지방자치의 시작은 1894년의 갑오경장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진화를 거쳐 오늘날의 모양새가 되었는
지를 고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며 그 변화된 자치제도를 운영하는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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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고 변화되었으며 지금은 그때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분
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1949년 7월 14일 법률 제32호로 제
정된 지방자치법은 2007년 5월 17일까지 크고 작은 개정을 64번이나 하였는데 그
때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재원조달문제,즉 조세법,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
보조금,지방채,지방재정조정제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의 지방재정조정제
도 등의 제도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거기에 알맞게 손질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 즉 지방자치제의 진화에 따라 그 진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

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를 진화
론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진화론적 시각은 제도나 행동을 과거로부터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두고 특정한

제도나 행동이 어떻게 생성되고 지속 유지되는가를 선별과정의 결과로 설명하여
왔다.제도나 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진화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
는 제도나 시스템이 한꺼번에 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어
떤 경로를 거쳐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인간사회를 지배 통제하는 사회제도가 사회계약을 통하여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협동의 관계로 나아가든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선택되어 남아 존속하
든 사회제도가 우리를 구속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회제도의 진화
에 관한 연구는 가치 있는 것이다.지방자치제도의 진화 또는 발전은 우리 생활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틀림없는 사실이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됨
에 따라 지방재정도 변화가 있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지방
재정이 그 변화에 따라가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자본주의 하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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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지 않고서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지
반자치가 파행적 모습을 보여 온 것도 지방재정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
력을 얻고 있는 것을 보아도 지방자치의 발달의 선행조건은 지방재정의 확보라고
하여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면 그 이양의 정도에 따
라 지방재원도 이양 되었는가 이양되지 아니하였다면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지방자치제도나 지방재정 국세
지방세 등을 일종의 사회제도로 보고 먼저 제도가 사회발전을 하는데 기여한 역할
을 살펴보고,제도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로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
고 제2장에서 제도와 사회발전관계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제 4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방
안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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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제제제도도도와와와 사사사회회회발발발전전전

제제제 절절절 제제제도도도의의의 진진진화화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
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지키는 수단으로 현재와 같은 군사조직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한다.국가의 안위는 군대와 같은 조직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지만,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항상 끊임없이 추구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하
여 다양한 방법 들을 고안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국가가 형성되어 발전하는 과
정도 다른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물론 헌법이라는 국가운영의 큰
틀을 만들어 놓고서 그 범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인류
생활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보자면 국가라는 것도 하나의 제도임에는 없다.이
러한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절대적
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가져볼 수 있다.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제도는 수세
기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갖
고 있는 권한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배분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
기도 한다.소위 분권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분권화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전 영역에 걸쳐 전개된다.행정적 분권화는 권한과 책임 재정자원 정부기능을 계
층별로 재배분하는 것으로 기능의 분산 권한위임 권한이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중앙정부가 행사해온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기능을 국토공간상
에 재편성하려는 기능 분산의 일종이며 권한이양은 세출기능과 세입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므로 재정 분권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선진국의 분권화는 이른바 재정
연방주의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거시경제의 안전성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반면에 개도국은 정치적 분권화의 동기에서 출발함에 따라
행정적 분권화와 재정적분권화의 부조화를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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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물론 거시경제의 불안정과 침체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러한 거시
경제적 성과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이미 취해진 분권화정책
을 복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도기도 했지만 이들이 제기한 논지는 분권화
의 설계방식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이 강조한 바
는 분권화 자체가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
야 할 목표이며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입각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
하다는 것이다.(조기현 등,2003)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분권화의 정책성과는 제도
적 설계와 운용방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지하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모태는 정치적 분권화이며 비로소 행적 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르렀다.
우선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하연섭(행정논
총 44,2006)의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에 기술된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특정 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한 체제로서 한꺼번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들이 점차 확산되고 한 제도 내에서도 각기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
전체가 오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양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따
라서 제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진화하는 것은 일시적 일회적 변화에 의존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변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흐름의 방
향성 또는 유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정 제도 또는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회를 구
성하는 사회원 들의 선호 등에 의하여 지속하거나 변화 또는 소멸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은 사회적 조정과 합의 등 사회적
환경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그리고 문화적 여건 또는 정책이나 전략 등 인
간의 사고나 행태에 의해 선택이 이루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선택이라 할 수 있
다.따라서 특정제도의 진화는 제도의 이해당사들이 스스로 가진 반복적 경험과
진화적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자생적 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론적 시각은 장기적 역사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시간적으로 광범위
한 정보에 접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리고 분석단위와 문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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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상대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즉 특정 행위자 또는 문
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나 분석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과 접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또한 진화론적 접근은 시간의 흐름속
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이 보다 쉬어지기도 할
것이다.
신제도주의의 최근의 흐름은 ‘제도’개념의 변화이다.제도란 단일체 아니라 복
합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를 이해하는 최근의 지배적인 경향이다.무엇보
다도 이렇게 제도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로 인식함으로서 제도의 형성
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 제도이론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분석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제도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변화란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새롭게 재결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제도변화 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게 되고,
또 행위자간 권력관계를 이론적 틀 내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또한 다양한 하
위 제도들로 구성된 제도복합체를 상정하게 되면서 제도 간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
는데,이러한 제도 간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 바
로 상호보완성개념이며,이에 기반한 경제모형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논의가 이른
바 자본주의 다양성 혹은 생산레짐(productionregimes)이론이다.
전통적으로 신제도주의의 주된 관심이 제도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었다면,
최근의 주된 관심은 제도변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특히 형식적으로 대부분
의 제도변화는 급격하거나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만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특
징으로 하는데,이러한 통상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신제도
주의가 갖추지 못했다는 반성으로부터 최근의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는 출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단절된 균형모형이나 경로의존 개념의 한계를 뛰어 넘어 완만하
고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동시에 제도변화의 내부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에 최근의 제도 분석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도의 불완전성,제도의 내적 모호성,행위자,권력관계 등의 개념을 광범위
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도의 안정성이나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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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또 하나의 최근 흐름이다.Lieberman(2002)이 표현한 대로,“아이디어의 재발
견(bringingideasbackin)”이야말로 제도연구에 있어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신제도주의의 각 분파에서 아이디어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서로 다르다
고 할 수 있는데,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면,이와는 달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안정과 균
형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아이디어에
주목하게 되면서 행위자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아이디어의 변화와 이
에 기반 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전략적 개념으로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틀 짓기(framing)라는 개념이다.그리고 아이디어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둘러싼 제도적 틀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경
향이다.

복복복합합합체체체로로로서서서의의의 제제제도도도와와와 제제제도도도의의의 상상상호호호보보보완완완성성성
신제도주의에 관한 이론은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이러한 연구경향은 두 가지 흐름을 지니고 있다.하나는 특정한
제도의 복합적 구성요소에 주목하는 경향으로서,특정 제도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를 Lowndes(2002)는 “제도에 대한 전체적 개념에서
분화된 개념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다.제도는 내부적으로 분화되어 있다고
표현되는데,이는 제도의 구성요소들이 반드시 통합된 전체를 구성할 이유가 없으
며,기능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의미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양한
요소들이 특정 시점에서는 특정 제도를 구성함으로서 제도가 안정성을 지니고 있
는 것처럼 보이지만,이러한 요소들 간에는 갈등적인 관계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은 제도가 복합적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제도 연구에 있어서 ‘시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KarenOrren,2004)즉,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일종의 마스터플랜 하
에서 제도를 설계하면서 제도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그 때 그때 생겨
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구성요소로서 편입 되었다는 것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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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제도의 구성 요소 간에는 완벽한 정합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인식하게 되면,제도가 다양한 구성요소
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들이 결합되어 상위개념의 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예를 들면 한 나라의 제도적 모습으로서 정치제도,경제제도,
교육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상위 개념의 제도가 하위 개념의 제도들을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치제도는 다시 선거제도,의회제도,지방자치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렇게 우리가 흔히 제도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것들이 결합되어 상위 개념의 제도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하위 개념의 제도들을
구성 요소로서 가질 수도 있다.이 때 어떤 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연구자
의 학문적 관심이나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제제제도도도의의의 상상상호호호보보보완완완성성성
다양한 제도들이 결합되어 제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나오게 된 개념

이 바로 제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위계성(hierarchy)이라는 개념이
다.특정 영역에서 특정 형태의 제도의 존재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제도의 존재,
기능 및 효율성을 강화시켜줄 때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표현한다.즉,
제도의 상호보완성은 제도 간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제도의 상호보완성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영역에 있는 제도가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의 제도의 기능이 영향을 받게 된
다.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아래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제도의 맥락,즉 다른 상호보완적 제도의 존재 여부와 존재 형태
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Bruno,Amable,2000)
Amable(2002)와 Hall(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정 제도는 다른 제도와 독립
적으로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제도들은 상호작용
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다시 말해서,복수의 제도가 결합되어
서 나타난 효과가 개별 제도의 독립적인 효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이다.따라서
사회현상에 대한 제도의 영향력은 특정 제도만을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 보다는 제
도의 통합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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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ngsworth(2000)는 제도의 상호보완성은 제도의 이식과 수입에 대해서도 중
요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제도는 다른 제도들과 상호보완적인 관
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회로 이식되기 어렵다.특정 영역에서 어떤 제도가
최적의 제도인지를 탐색하고 그에 기반 하여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이른바 벤치
마킹),이식된 제도가 의도했던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그 이유
를 바로 제도 간 상호보완성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North(2005)도 강조하고 있듯
이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제도적 구조가 상호의존적인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제도 하나만을 변화시킨다면 이는 불완전할 뿐
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Grief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제도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이
것이 수평적으로 동일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다른 제도의 운영에
대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고,그렇지 않은 제도들이 있는데,이렇
게 제도들이 상호간의 영향력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보일 경우 제도의 위계성이 존
재한다고 일컫는다. Amable(2002,pp.645-687)은 위계성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제
도는 가장 자주 변하지 않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위계적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제도가 존재하게 되면 특정한 제도적 구조 하에서 다른 제도가 이 제도를 보완하
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또한 위계적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제도가 변화할 경우
다른 제도의 변화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제제도도도의의의 상상상호호호보보보완완완성성성과과과 생생생산산산 레레레짐짐짐 이이이론론론
제도의 상호보완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흐름이 이른바 자
본주의 다양성 혹은 생산레짐 이론이다.생산레짐은 세계시장경제에서의 특정한
생산방식과 경쟁방식을 낳게 하는 제도의 각 요소들이 서로 얽혀있는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특징으로 한다.
생산레짐은 다양한 제도들이 무작위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제도 간에는
상호보완성에 기반 한 응집성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도 간 상
호보완성은 제도운영의 유사성이나 구조적 동형화는 다르다.즉,경제모형을 구성
하고 있는 모든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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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상호보완적인 제도들은 상이한 원칙에 기반 해서 병존하고 있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며,이에 따라 그들 간의 결합이 단일한 논리나 원칙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Bruno.Amable,2002,p.6.)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금융제도,노사관계,교육 및 훈
련제도 그리고 기업 간 관계 등을 들 수 있는데,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에
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각각의 특징과 결합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조정시
장경제는 장기적 시각을 강조하는 금융제도,협력적인 노사관계,초기 직업훈련에
대한 강조,기술 및 표준 설정에 있어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
다.조정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특정적이거나 산업특정적인 숙련을 위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금융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또한 가로채기(poaching)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
력적인 임금설정이 필요하며,고숙련 노동자들로부터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또한 숙련형성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전과 표준설
정을 위해서는 산업에 공통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기업 간 협
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David.Soskice등,1999)
자유시장경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지만 고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금융제
도,비규제적인 노사관계와 약한 노조,일반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및 훈련제도,기
업 간 협력보다는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등을 특징으로 한다.자유시장경
제에서도 제도요소들 간의 강력한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금융제도 하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활동으로 재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에 대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
입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자신을 얽매게 하는 특
정 숙련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빠른 적응을 가능케 하는 일반교
육을 받고자 한다.(David.Soskice등,1999,pp.110-112)

제제제도도도변변변화화화
제도변화에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은 변화의 과정과 변화의 원인이다.첫째,변화
가 과연 근본적이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점진적이며 완만하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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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관련된 논쟁이다.단절된 균형모형에 의하면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제도변화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이에 따라 최근의 연
구는 점진적 제도변화의 과정과 형태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JohnL.
Campbell등 2001,RobertC.Lieberman 2002,Karen 등 2004,Kathleen 2004,
Wolfgang등 2005)
둘째 제도변화가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제도변화의 원인은 외부적
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
다.다시 말해서,제도변화에 관한 연구경향은 점진적이고 완만한 제도변화의 내부
적 원인을 밝혀내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적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도 달라진다.즉,제도의 구성요소들이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충돌을 일으키거나 갈등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제도의 변화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RobertC.
Lieberman,2002pp.697-712.)제도변화가 단순히 외적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이 아니라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
성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이는 바로 내부적 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인
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게 되면 경로의존을 설명하는 방식
도 달라진다.경로의존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앞으로의 일의 전개 방향을
제약한다는 의미이다.그런데 왜 경로의존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
지 않지만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제도의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 경로의존의 이유
에 대한 설명도 쉬워진다. 즉 상황이 변화하거나 환경이 변화해서 기존 제도가
바뀌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기존 제도를 구
성하고 있던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하였다는 것이다.이를 Campbell(19
97)은 존속변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Campbell(2005,pp.41-68.)에 의하면,기존 제도의 요소들을 재결합함으로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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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제도변화는 진화적인 동시에 경로의존일 수밖에 없다.
행위자들이 재결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과거의 제도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면 제도
변화의 과정은 경로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가 기존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이고 이러한 기존 요소들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인 이상
변화의 과정은 진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새로운 제도가 반드시 기존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만을 재결합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이유는 없다.기존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에 더 하여 전
혀 새로운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함으로써 새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다른 나
라에서 활용되고 있던 제도의 요소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이들을 기존의 요소
들과 결합하는 방식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특히,새롭게 요소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소들이 첨가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요소들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화는 보다 더 혁명적,급진
적일 수 있다.따라서 제도변화는 진화적 대 혁명적 변화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이것보다는 연속선상에 나타나는 정도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
할 것이다.(Campbell,2005pp.60-61.)
기존의 제도를 구성하던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건 혹은 기존 제
도를 구성하던 요소들과 완전히 새로운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하건 제도
는 기존 요소들의 재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이렇게 되면 기존
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의 모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바로 이것
이 경로의존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제도주의 경제학자인 Greif도 기존의 제도적 요소들의 재결합과 이에
따른 경로의존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Greif(2006)에 의하면 기존 제도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적 제도가 모두 새로운 제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새로운 제도는 과거의 제도적 요소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신념,규범,그리고 조직 등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제도의 요소들이 새로운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의 초기 상태를 구성하기 때문
이다.따라서 기존 제도의 모습이 새로운 제도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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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제도의 실패에 대한 대웅으로서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제도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함으로
써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이를 Greif(2006,p.194.)는 제도의 정교화라고 부
르고 있는데,제도의 정교화가 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즉,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실패한 제도를 보강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한다
는 것이다.이러한 보강은 기존 제도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재결합
하거나 혹은 새로운 요소들을 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Greif(2006,p.194.)도 광범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의도적이며
완전히 새로운 제도변화는 과거의 제도의 결과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는
가능하다.역할모형,즉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적 제도가 알려져 있는 경
우,포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아아아이이이디디디어어어와와와 제제제도도도변변변화화화
아이디어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상황의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즉,개인이 봉착한 현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이러한 복잡한 현실에 대한
여과기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이다.이른바 인식된 현실은 객
관적 현실과는 다르다.인식된 현실에 바탕을 두고 개인은 전략을 선택하고 행위
의 방향을 정하기 마련인데,이때 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이 바로 아이디어 혹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DouglassC.North,1990p.60,2005
pp.5-80.)
아이디어를 통해 상황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탐
색하게 된다.제도변화를 추구할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제도에 도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자들은 아이
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SiobhanHarty,2005)즉,아이디어에 기반 해서 제도의
요소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가 단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구성 요
소들의 재배열과 재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면,이러한 제도적 구성요소들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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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촉발시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이때 이러한 제도적 구성요소들을
재결합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영향력은 제도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
개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입되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현존하는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을 재배
열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Neil.Bradford,1999)
이렇게 본다면 정책 아이디어는 독립변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그렇지만 제도변
화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입되고 해석되고
확산되며 집행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맥락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
다.이렇게 본다면 정책 아이디어는 종속변수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것이다.

제제제 절절절 제제제도도도와와와 사사사회회회발발발전전전

일반적으로 사회진화론은 진화와 자연도태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윈의 이론을 사회현상의 이해에 적용시킨 이론을 말하기도 하며 한편 좁은 의미
로 생물학적 추론에 입각한 기반위에서 사회적 인종적 불평등을 합리화 하는 이데
올로기의 일종을 지칭하기도 한다.(전복희,1993)본 연구에서의 진화론은 다윈의
이론을 사회현상의 이해에 적응시킨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지만 전개상 좁은 의미
의 이데올로기의 전개가 많을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진화론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사회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그 이유는
서구에서 발생한 진화론이 중국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일
본의 진화론의 수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다음의 이
론은 이승환의 한국 및 동양에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가능(중국철학회)을 논자가
재구성한 것이다.원래 논자가 구상했던 것은 사회발전에 관한 것이었다.사회발전
이란 지금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발전의 개념규정에서 몇 가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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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있는데 복지의 가치관에 입각한 발전의 개념은 소득증대,보다 나은 사회보
장,더 많고 나은 교육,그리고 보다나은 삶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발전이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인간생활의 조건을 향한 의식적 변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에서 탄생한 사회진화론도 사회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본고에 인용하는 것이다.

사사사회회회진진진화화화론론론의의의 탄탄탄생생생
사회진화론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극성기에 등장한 자유주의의 변종 이론이
다.원래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 아래 근대 시민계급
을 종교적 억압과 신분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해방의 이념이었다.자유주의
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 과정에서 생겨난 이념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운영의 원리로 국가의 불간섭 즉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해왔다.자유
주의는 성립 초기에 봉건적 신분차별과 종교적 억압을 철폐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
호함으로써 시민계급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그러나 해방과 계몽을
내세웠던 자유주의는 시민계급이 정치․경제․사회적 기득권을 확보하게 되는 18
세기 중․후반부터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되었고,이러한 모순은 자기 분열로 이어
지게 되었다.
그러면 자유주의의 자기모순이란 무엇인가?그것은 바로 자유주의 자신이 옹호
했던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가리킨다.사적 소유
권의 보장으로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이미 확보하게 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적 평등’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원리상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하지만,“현실사회에서
누가 정치참여의 권리를 가지고,사회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슬그머니 ‘모든 사람’이라는 전칭명사를 폐기해 버리고 ‘부르주아 계급’이
라는 특칭명사로 대체해 버렸다.즉,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부르주아 계급만이 인
격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인정받게 되고,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동자와 같은
하층계급은 비인격적이고 수동적인 시민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노명식,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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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8.)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표방했던 이 시기 영국의 법은 포악하기 그지없었으며,투
표권과 참정권도 극도로 불평등하게 인정되었다.이 시기 자유주의 이론과 실제는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었으며,재산권이 없는
자들은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다.재산이 없는 자들은 독립성이 없고 남에게 의
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결국 자유주의
자들이 주장한 평등이란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적용되는 실질적 평등이 아
니라,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했다.엄밀하
게 말해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은 다수의 평등 대신 소수의 자유를 옹호하기에 이르
렀던 것이다.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함으로써만 가능하
며,자유야말로 평등에서 우선하는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자유주의
의 모순은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19세기 후반
에 들어서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었다.이 시기에는 자본과 생산수단이 소수의 자
본가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이 한층 강화되었
다.노동자와 빈민층은 이에 저항하며 계급투쟁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기득권
부르주아 계급은 증대하는 노동계급의 저항에 불안을 느끼고 일체의 혁명적 움직
임을 차단하고자 하였다.따라서 이 시기에는 계몽시기부터 간직해 온 진보에 대
한 희망도 사라지고 회의주의와 비관주의가 유럽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기득권
계급과 보수적 지식인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합리화시켜주고 사회적 갈등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이론적 버팀목이 나타나기를 고대했고,사회진화론은 바로 이러한 기
득권 계급의 수요에 부응하여 탄생하게 된 것이다.(노명식,1991p.145.)
사회진화론에서 자본주의적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되었
고,자본가의 착취와 대중의 빈곤은 ‘자연의 법칙’으로 정당화되었다.한 예로,멜
더스는 인구론에서 자본주의적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실업․기아 등의 현
상은 극히 당연한 자연법칙의 일부이므로 빈민구제와 사회복지 정책은 오히려 자
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인간 사회와 역사의 전개를 자연법칙으
로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당시의 과학주의적 태도는 실상 부르주아 계급의 자기방
어 심리와 자기 정당화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 18 -

사회진화론은 다윈으로부터 그 개념과 용어를 빌려왔지만,다윈 자신이 자연법칙
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다윈은 종의 기원(1858)에서 생
존경쟁과 자연도태를 통하여 자연세계의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다윈의 진
화론은 진보적인 지식인과 보수적인 지식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는데,특히 부르
주아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려던 보수적 지식인들은 다윈의 이론을 원용하여 “사회
적 불평등과 착취는 자연의 법칙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였다.
사회진화론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은 미국의 섬너
(William G.Sumner)와 영국의 스펜서(HerbertSpencer)라고 할 수 있다.스펜서는
사회 정학과,사회학 연구 그리고 사회학의 제 원리 등의 저서에서 ‘인간사회’와
‘자연’은 동일한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인간사회는 생물의 발전법칙
과 마찬가지로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통하여 저급의 단계에서 고급의 단계로 진
화한다고 주장하였다.그는 극단적인 방임주의의 입장에서,자유시장의 경쟁메커니
즘은 생물학적 발전법칙과 마찬가지로 사회도태를 초래한다고 보았고,이러한 생
존경쟁→적자생존→자연도태의 과정을 통해서 고도로 진화된 이상적 인간이 탄생
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그는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오자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따라서 빈민의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노력
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며 진보에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그는 철저한
방임주의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심지어 공교
육․구빈법․공중위생법 등 사회복지에 관한 정부의 역할도 경쟁의 자유를 해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쟁체제로부터 야기되는 적자생존과 자연도태를 ‘자연 법칙’으로 정
당화하려는 사회진화론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고
기득권 계급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반동적 도그마가 되었다.따라서 불평등을 시정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반과학적인 일로 간주되었다.이처럼 사회진화론은 자유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발
생하는 불평등을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이념체계이며,인간 사회에서
약육강식과 자연도태를 조장하는 반인도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여기에는 오직
‘강한 자의 권리’와 ‘가진 자의 자유’만이 있을 뿐,손톱만큼의 인류애나 인간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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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없다.인간 사회를 ‘동물의 왕국’의 틀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이러한 이
념체계는 자연스럽게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독점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자유경쟁은 생산의 집적을 낳고,생산의 집적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독
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독점은 자본주의 생산체계에 고유한 무정부성을 강화하
고 심화시킨다.그리하여 독점체와 독점체 사이의 경쟁 그리고 독점체와 비독점체
간의 경쟁은 더욱 첨예화되고,자본의 일반법칙인 공황의 주기성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이러한 독점 자본주의의 단계에서는 막대한 과잉자본을 투자하여 이윤
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후진국을 겨냥한 대규모의 자본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수출을 통하여 소수의 독점 자본가는 세계 대다수 국가와 민중을
착취하며 그 위에 기생충으로 군림하게 된다.(박세영,1988)
제국주의는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진화론과 같은 의사 과학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동물사회에서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이 필연적인 법칙이듯
이,인간사회에서도 능력있고 우월한 인종이 그렇지 못한 인종을 지배․정복․추
방․예속․절멸시키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본 것이다.기딩스(Franklin H.
Giddings)나 키드(BenjaminKidd)와 같은 영․미의 학자들은 인류의 다양한 인종
가운데 튜톤족 특히 그 가운데서도 앵글로-색슨족만이 최고로 능력있고 우월한 인
종이라고 보았다.이들은 “인류의 진보는 종족간의 투쟁을 필요로 하는데 이 투쟁
에서 약한 민족은 멸종하고 능률적인 인종은 살아서 반영한다.우리는 능률적인
인종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영국의 로즈베리(ArchibaldPhilipRosebery)는
“영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위대한 선의 세속적 대리인”이라고 하였고,챔버린
(Chamberlain)은 “앵글로-색슨족은 세계의 역사와 문명에서 탁월한 힘을 가질 운
명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듯이,사회진화론에 편승한 인종주의는 제국주의를 정당
화하는 보조 이론이 되었다.(신홍범 등,1982p.112.)
인종주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주장되었
다.독일어권에서는 굼플로비치(LudwigGumplowicz)가 사회진화론을 학파로 구
성한 대표적 인물이다.그는 ‘자연’과 ‘사회’의 진행과정은 절대적으로 동일하고 질
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절대 동일성’과 ‘질적 무차별성’의 전재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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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의 불평등은 자연 법칙의 일부이며,평등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
도 않다”고 주장하였다.그의 이러한 입장은 볼트만(Woltmann)에게로 이어져 독일
제국주의의 전개 이념적 초석을 제공하였다.볼트만은 “흑인이나 백인들은 언제나
식민지 지역에서 지배인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제국주
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겼다.
프랑스에서 인종주의를 부추긴 사람은 고비노(JosephArthurGobineau)를 들 수
있다.그가 쓴 인종 불평등론은 자연과학적 엄밀성으로 분장한,인간의 평등에 반
대하는 호전적이고 반민주적인 저작물이다.그는 모든 사회적 갈등을 인종의 문제
로 환원시켰다.그는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을 세 가지 인종으로 환원시켜서 설명
했다.그에 의하면 “백인 귀족은 지배에 적합한 인물이고,백인 부르주아 계급은
지배인종에 가까운 혼합인종이며,유색 혼혈인종은 피지배 계급이다.”그는 인간의
원칙적 불평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도 거부했고,
인간의 이성마저도 부인했다.그에게는 오직 백인종의 역사,백인종의 진보만이 있
을 뿐이었다.인종주의는 제국주의적 압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써,지구의
모든 인종을 ‘고가치’의 인종과 ‘저가치’의 인종으로 서열화하고 저가치의 인종이
고가치의 인종에게 종속당하거나 지배당하는 것을 정당화했다.이처럼 인종주의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과학적 용어로 합리화시킴으로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백색인종의 유색인종에 대한 지배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
다.(신홍범 등,1982p.147.)

중중중국국국에에에서서서 사사사회회회진진진화화화론론론의의의 전전전개개개
19세기 중반에 들어 서구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인 ‘팽창의 논리’에
따라 세계의 각 지역에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침략의 손길을 뻗치기 시
작했다.예를 들어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은을 요구하였다.이에 청왕조가 세관을 폐쇄하고 아편 매매금지령을 내리자,영국
은 자유무역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1840-1842년의 2년여
에 걸친 아편전쟁의 결과 중국은 영국에게 힘없이 패배하고 남경조약을 체결하여
영토의 일부를 할양해 주고 주권마저 제약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중국은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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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등 열강 제국과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반식민지의 상태로 전락
하였다.뒤이어 안으로는 태평천국의 난(1851-1864)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중일전쟁
(1894-1895)에도 패배함에 따라 청왕조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1911년 신해
혁명이 일어나 청왕조는 몰락하고 중화민국이 창립되었으나,다시 황제가 되고자
했던 원세개와 혁명파의 격돌로 중국의 정세는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반식민지와 반봉건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중국의 생존과 부강을 위
하여 ‘변법’을 주장하게 되었다.이 시기 변법파의 주요 논객인 엄복은 헉슬리
(ThomasH.Huxley)의 진화와 윤리(1893)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서구의 진화론을
소개하고,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거하여 중국인의 자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원래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교회 측의 반박에
대응하여 진화론을 옹호할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었다.헉슬리의 관점은 스펜서의
관점과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즉,스펜서는 진화론이 생물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임을 강조하며,생존경쟁과 약육강식으로 전개되
는 자본주의적 현실을 옹호하였다.그러나 헉슬리는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
이 단지 자연계에 적용될 뿐 인간사회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왜
냐하면 인간사회에는 선험적 도덕준칙이 있어서,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욕망
을 억제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통하여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적
능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따라서 헉슬리는 스펜서의 자연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능동적 노력을 중시하였다.
엄복은 진화와 윤리를 번역함에 있어서,헉슬리의 관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스펜서의 관점을 골격으로 삼아 의역을 하였다.그는 진화를 천연(天演)으로,생존
경쟁을 ‘물경(物競)으로,적자생존 혹은 자연도태를 천택(天擇_이라는 단어로 번역
하였다.엄복에 따르면 ‘물경’이란 각 생물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고,‘천택’이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존재가 살아남는 것이다.생명체들은 생
존을 위하여 처음에는 종과 종이 싸우고,나중에는 집단과 집단이 싸우게 된다.이
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고,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 부림을 당하게 된다.이렇게 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
존하고 후세에 자기의 종족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엄복의 번역이 보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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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물경천택(物競天擇)’이 새로운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용어로 부상하게 되었다.
엄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했지만,당시 중국의 현
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민을 계몽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들의 노력
이며,아직 ‘민’이 지․덕․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약육강식의 현실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군주와 국가가 구심점에 서서 국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보았다.엄
복에게 있어서 ‘민’은 아직 개혁의 주체 혹은 경쟁의 주체가 되기에 미흡한 존재였
으며,단지 교화와 계몽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엄복의 이러한 계몽주의적 개혁
론은 당시 보수파와 혁명파의 두 진영 사이에서 개량주의적 입장으로 낙착되게 된
다.엄복은 무술변법(1898)이 좌절된 이후에는 급격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기울게
되었고,그가 소개했던 사회진화론도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논리가 아니라 혁명파
에 반대하는 이론적 도구로 전용되기에 이르렀다.그는 말년에 이르러 심지어 혁
명파의 민주혁명 사상이 진화의 자연스런 법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그가 고취했던 사회진화론은 진보적 의의를 상실하고 보수․반동 세력의
이념적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다.(양일모,1992p.87)
엄복과 더불어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양계초
이다.그는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일본식 용어인 ‘우승열패(優勝劣敗)’로 번역하
여 소개하였다.그는 1898년 무술변법의 시도가 좌절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여 그곳
의 대표적 사회진화론자인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영향을 받았다.그는 당시
세계의 주도적인 흐름을 루소의 ‘민약론’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스펜서의 사회진화
론을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양대 세력으로 보았다.그는 민권과 계약을 강조하는
루소의 ’민약론‘은 민의를 중시하는 장점은 지니지만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로 빠져
국가 질서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강
조하는 스펜서의 진화론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은 있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외침에 대항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양계초는 국가
의 부강을 당면과제로 파악하는 엄복과 일본 학자들의 입장을 수용하여,개인보다
국가를 중심에 놓으려는 국가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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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더불어 영국의 사회진화론자인 벤자민 키드(Benjamin
Kidd),그리고 스위스 법학자인 블룬칠리(JohannKasparBluntschli)의 ’사회 유기
체설‘을 적극 수용하게 된다.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은 엄복․양계초 등에 의해 수용되어 국망의 위기에 처한
중국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각성제로 작용하였으며,생존을 위한 자강과 계몽을 고
취시키는 활력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즉 서구에서와 달리,중국에서 사회진화론
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의 논리가 아니라,약자가 강자로 되기 위한 필요성을
촉구해주는 자강의 담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엄복․양계초 등에 의한 초기 수용단계에서는 진화의 주체를 ‘인민’이 아
닌 ‘국가’로 상정함으로 말미암아 민중들의 ‘민권’과 ‘자유’를 유보하고 말았다는 한
계를 지니며,아울러 제국주의적 침략의 논리를 분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
조하고 말았다는 결함을 지닌다.그러나 엄복과 양계초 이후 중국에서 진화론의
전개는 장병린․노신․이대조 등을 거치며,진화의 주체가 점차 국가→민족→인민
으로 변화해가면서 민중의 혁명을 가져왔다.

일일일본본본에에에서서서 사사사회회회진진진화화화론론론의의의 전전전개개개
일본에 진화론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동경대학 미국인 교수인 모스(Edward.S.
Morse)였다.그는 1877-1879년 사이에 동경대학에서 동물학과 진화론을 강의했는
데,이시가와 치요마스(石川千代松)가 이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물진화론으로 펴
냈다.이와 더불어 1877-1886년까지 동경대학에서 철학․경제학․정치학을 강의하
였던 페놀로사(ErnestF.Fenollosa)는 스펜서의 진화론적 사회학을 소개함으로써
진화론은 일본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시작했다.이외에도,일본의 사회진화
론에 영향을 준 것은 독일의 국가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은 메이지 유신
(1860-1870)이래 국가중심의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이러한 기류는 독일 국가
주의 철학과 노선이 비슷하였기 때문에,일본에서는 독일계통의 사회진화론이 환
영받게 된 것이다.독일의 사회진화론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계급적․엘리트
적 사회질서를 찬양하며,민족 공동체를 유기적 전체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적 특성
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견해는 인종적 불평등과 계급적 불평등을 기반으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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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회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팽창적 민족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고,이는
결국 독일 파시즘에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진
화론자는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로서,그는 국가를 개인의 위에 놓는 독일의 국
가주의 철학을 주도적으로 일본에 보급시킨 거물급 관료 사상가였다.그는 처음에
는 진정대의와 국체신론등의 저작을 통하여 서양의 입헌제도와 천부인권론을 기반
으로 한 근대적인 국가관을 제시하였다.그러나 1875년 이후 독일의 생물학․철학
자 헤켈(ErnstHeinrichHaeckel)의 저작을 통해 진화론에 접하게 되면서 생각을
바꿔,이전에 자신이 옹호하였던 천부인권설을 오견과 망설로 규정하고 스스로 자
신의 두 책을 절판시킨 후 인권신설을 새로이 저술하였다.이 사건을 소위 “카토
의 전향”이라고 부르는데,이후로 그는 ‘강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절대주의 국가관
의 일본의 대외 진출을 옹호하고,말년에 가서는 입헌적 족부통치론(立憲的族父統
治論)을 내세우며 천황을 향한 국민의 맹목적 충성심을 강요하였다.(조경란,1996)
카토가 사상적 전향을 할 무렵인 1870년대 중반의 메이지 정부는 보수적 기류가
강화되던 시기였다.메이지 정부는 1875년 엄격한 언론법을 제정하여 언론의 자유
를 탄압하고,계몽단체인 ‘명륙사’의 해산을 강요하였다.자유민권운동이 탄압 당하
는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 카토는 메이지 정부의 편에 서서 참정권과 자유를 주장
하는 민권론자들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비판하고,민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승열패’의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즉,확고한 국가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확고한 인권도 있을 수 없으므로,서구 열강과의 관계
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당면과제는 강력한 민족국가의 확립이라고 본 것
이다.그는 강자의 경쟁과 권리 그리고 도덕과 법률 진화의 이치에서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인류 사회의 핵심법칙으로 천명하고,세포로서의 개인은 전체로서의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그는 또한 강자의 권리란 강인한 인간의 육
체적 ․ 정신적 유전과 적응에 의해 얻어진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권력이라고 보았
다.이러한 강자의 권리를 얻기 위한 싸움에서는 항상 집단적 싸움이 개인간의 싸
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자유와 평등 대신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다.그는 일본민족의 족부(族父)를 천황이라고 주장하며 일본민족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주장하는 국수주의로 흘러갔다.(윤건차,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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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의 권리만 인정하고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의 이론은 서
구 제국주의의 사회진화론처럼 자연스럽게 인종주의와 조우하게 된다.그는 인종
들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는 인종들 간의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유럽 민족은 질적으로 고가치한 민족으로서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반
면,다른 인종들은 수동적이며 여성적이라고 보았다.생존경쟁과 우승열패를 인간
사회의 자연스런 법칙으로 이해하는 카토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정
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그는 일본의 팽창정책이 문명화되지
못한 민족을 문명화시켜 줄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과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소수의 문명화된 민족만이 전 지구의 지배자이며 소유자가 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의 이러한 입장은 서구의 사회진화론이 그랬던 것처럼
강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약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로 기
능하였다.

한한한국국국에에에서서서 사사사회회회진진진화화화론론론의의의 전전전개개개
오랫동안 중국과 사대관계를 맺은 한국은 1870년에 들어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
국을 하게 되었고,개국이후 가속화된 제국주의의 침략과 더불어 한국은 자본주의
적 세계시장의 주변부로 편입되게 되었다.전통사상인 유교는 급변하는 국제 정
치․경제적 상황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었고,이에 따라 진보적 지식인들
은 중국의 양무운동(佯務運動)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개화운동을 전개하
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수용된 사회진화론이 개화운동
의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개화라는 말은 개국직후 선진적 인사들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했고,1880년대에 들어서는 점차 대중화된 구호로 퍼지게 되었다.개화사상은
중인 및 천인 출신의 신지식인들과 계몽적인 양반 자제들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들이 참고로 한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중국의 양무운동이었다.김윤식․
김홍집․어윤중 등은 중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한편으로 조선의 전통적 제
도와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기술과 산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
였다.그러나 김옥균․서재필․윤치호 등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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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산업․기술 뿐 아니라 문화제도와 사상까지도 모조리 서구로부터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개화사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유길준(1856-1914)은 개화의 당위성을
사회진화론에 근거하여 설파하였다.그는 1881년 일본에 사절단으로 가서 경응의
숙에 다니면서 후쿠자와유기치(福澤諭吉)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1883년부
터는 미국에 유학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길에 유럽을 둘러본 뒤 그 감상을 서유견
문으로 펴냈다.그는 ‘개화’를 “인간 세상의 온갖 사물들이 지극히 선하고도 아름
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후쿠자와 유기치와 마찬가지로 개화
의 정도를 개화,반개화,미개화의 세 등급으로 나누고 당시 한국은 반개화의 상태
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유길준은 개화의 원동력을 사회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경쟁에서 찾았다.그가 사회
진화론을 처음 접한 것은 일본 유학시절이었다.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진화론에
관한 서적이 간행되어 널리 읽히고 있었다.헉슬리(ThomasH.Huxley)의 Lectures
onOrigineofSpecies가 존원시론(生種原始論)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고,다윈
(CharlesDarwin)의 TheDescentofMen의 제 2판이 인조론(人祖論)(1881)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동경대학에 초빙교수로 와 있던 모스(EdwardS.
Morse)의 강연으로 진화론이 지식층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가고 있었는데 유길준은
경쟁론이란 글에서 경쟁의 보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김봉렬,1998)
무릇 인생의 만사는 경쟁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큰 것은 천하 국가의 일로
부터 작은 것은 일신․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보할
수 있는 것이다.만일 인생에 경쟁이 없으면 무엇으로써 지덕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국가가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무엇으로써 광위(光威)와 부강을 얻을
수 있으리오(유길준,1971)
여기서 볼 수 있듯이,유길준은 경쟁이 개인의 국가의 부강을 실현하게 해주는
진보의 동력이라고 보았다.그는 인도와 같이 오랜 역사와 광대한 국토를 지닌 나
라가 영국에 멸망당하고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인도가 일찍부터
외국과 교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열과 선후를 경쟁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보고 있다.그는 심지어 서로 경쟁할만한 적국이나 외환이 없으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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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곧 멸망하게 된다고 하여,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적국이나 외환과 같
은 경쟁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김봉렬,1998p.58.)
그러면 경쟁이란 무엇인가?유길준에 의하면 경쟁이란,각기 자기의 직분에 힘쓰
며,자기가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뜻한 바를 달성하고자 앞을 다
투는 것을 말한다.(유길준,1995)이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경쟁은 약육강식에서 자
연도태로 이어지는 무자비한 야수적 투쟁이 아니라,진보에 대한 신념과 자유주의
적 낙관론이 결합된 선의의 경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문명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탈을 정당
화하던 당시의 제국주의적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유길준은 한 나라가
부귀를 추구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하나는 무력과 전쟁으로 약소
국을 침탈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남이 이익과 영달을 취하도록 배려해주면서 자신도 이익과 영달을 추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유길준은 근대 서양이 부귀를 취하는 방식은 후자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즉,유럽의 봉건시대에는 왕과 귀족들이 권세와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아 부귀영달을 이루었으나,근대에 들어서는 문명이 개
화하고 민생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난폭한 악습은 사라지고 경쟁을 통하여 자신과
더불어 남의 이익까지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출현한 한국 최초의 사설신문으로서,“대한의
독립과 진보와 인민의 자유권을 위하여”라는 기치를 내걸고 창간되었다.(1899.4.
7.논설)<독립신문>의 주 멤버인 서재필과 윤치호는 수 차례의 논설을 통해서,사
회진화론에 입각하여 국민들에게 국제 정치의 현실을 알리고 국권확립을 위한 계
몽을 부르짖었다.<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Independent에 실린 윤치호의 글을
통하여 당시에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자연과학은 약자와 우둔한 자는 항상 강자와 지적인 자의 노예라고 우리에게 말
해준다.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법칙에서 기인하는 결과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기서 윤치호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서구 사회진
화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전달하고 있다.윤치호의 이러한 논설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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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패’와 ‘적자생존’으로 이어지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
여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을 가감 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는 당시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약육강식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
고 있다.
만국의 오늘날 나타난 현상을 볼진대,동맹국이니 통상국이니 하나,실상은 한
나라가 눈이 없는 즉 그 코를 베어먹을 판국이라 그러하나 이는 인간의 자연한
형체라.(독립신문,1898.1.22.논설.그리고 광무 2년 4.7.논설을 보면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
다.)독립신문의 논설에서는 또한 서구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인종주의마저도 그대
로 답습하여 소개하고 있다.즉,독립신문의 여러 논설에서는 지구상의 인종을 피
부색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몽고족은 황인,코가사족은 백인,아프리카인
은 흑인,말레이인은 황적색인,아메리카인은 홍인 등으로 분류하고 백인을 가장
영민하고 부지런한 인종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리고 황인종 가운데서도 청국인을
세계에서 제일 천하고 약한 인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서구의 사회진화론에
서는 엿볼 수 없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청국인에 대한 독립신문의 이
러한 평가는,한국이 일본이나 서구의 침략으로 받는 위협보다는 과거 청국에 의
해 당해왔던 피해와 예속을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는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한국의 언론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래
군․관․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30여년의 개혁을 통해 개화국으로 진입한 모범적
국가로 그려지는 반면,청국은 그 반대이거나 심지어 적개심과 경멸감을 불러일으
키는 국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화와 계몽을 주장하는 독립신문의 논조에는 서양인들이 지니고 있는 정복주의
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편견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이나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받
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예를 들어,윤치호는 서구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여,세계는 정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하여 지배
된다고 보았으며,힘이 곧 정의고 나아가 세계의 신이라고 보았다.그는 문명화된
민족이 문명화되지 못한 민족을 정복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강자에게 정의와 성공
을 가져다주고 약자들에게는 부정의와 실패를 가져다준다고 보았다.그래서 그는
영국은 인도와 모든 종속국의 스승이다.이것은 미국의 흑인 및 인디언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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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마찬가지다.‘모든 인종이 궁극적 개선은 신의 섭리이다’라고 주장하며 영․
미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주의를 두둔하였다.그는 심지어 강국이 식민지를 훈육시
키느라 자행하는 착취와 범죄 행위마저도 진화의 법칙상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
고 옹호하였다.
윤치호는 당시 우리나라와 같이 문명화되지 못한 나라가 문명화된 나라를 이기
고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선진 문명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길밖
에 없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당시 밀려오던 외세 앞에서 한국이 생존능력을 회
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자,윤치호는 폭정과 가난에 시달리는 한국민
을 위해서는 한국이 문명화된 외국정부에 의해서라도 지배되거나 문명화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국사편찬위원회,1890)
윤치호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무능력에 대한 분노와 비판
을 드러내주기도 하지만,나아가서는 스스로 자진해서 제국주의의 논리에 세뇌되
어가던 자칭 선진적 지식인들의 몰주체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대변해준다.당시에
는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자처했던 윤치호였지만,사회진화론의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스스로 제국주의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
근대사의 서글픈 단면을 엿 볼 수 있다.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신문 논설자들의 이러한 태도는,이들 신지식인들이 미국에
서 교육받았던 탓으로 암암리에 서구 중심적 사고가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고 보인다.윤치호는 1881년부터 1883년까지 일본 동지사학교를 다녔고,1884년에
서 갑신정변 전까지는 미국 외교관 푸트(LuciusH.Foot)의 통역관으로 일했으며,
갑신정변 후인 1885년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영중학원
에 다녔다.그는 1888년 미국으로 건너가 벤더빌트 대학에서 신학을 배우고,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영중학원에서 영어선생을 하다가 1895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윤치호는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문명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지만,피치 못할
경우에는 국가의 독립보다 외세에 의존해서라도 문명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신학도였던 윤치호는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의 문명화에 중대한 기여를 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기독교는 한국의 구제이며 희망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제국주의적 침략에 앞장섰던 기독교의 정복주의적 선교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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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식인의 무지와,서구 중심적 문명화에 대한 몰주체적이고 맹목적인 열광을
엿볼 수 있다.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신문의 논설자들에게 대중과 지식인들이 모두 다 동조했던
것은 아니다.황현 같은 우국지사는 서재필의 서양식 흉내 내기에 심각한 분노를
표하고,문명화란 이름 아래 식민지주의에 자발적으로 매몰되어 가는 신지식인의
모습을 통탄하기도 했다.매천은 이렇게 서재필을 꾸짖는다.
서재필이 미국에 있었을 때,그의 부인과 부득이하게 떨어져 있게 되었는데도 미
국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갑오년에 귀국해서 고종 황제를 뵐 때에는 자
신을 미국 시민으로 자처했고,안경 끼고 담배를 입에 문 채 뒷짐을 지고 조정에
나아갔으니,애통하고 분하도다!이 같은 작자가 어찌 하늘의 도리를 안다고 하겠
는가?
이렇게 1890년대에 독립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포된 사회진화론은 국제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던 약육강식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적 수단이 되었고,일반
대중들에게 근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각성제의 기능을 수행했다.그러나 사
회진화론을 유포한 지식인들 자신이 제국주의의 폭력적 성격에 대해 냉철한 인식
을 하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였던 점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진보적 인사로 자처하던 이들 지식인은 심지어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에 들러리를 서거나 구미의 강권적 문명화의 요구에 몰주체적으로 복종함으
로써,훗날 한국의 근대화가 모방적 근대화의 길을 걷게 만든 이념적 선구가 되었
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회진화론은 자유주의의 자기모순에서 비롯된 불평등의 이론
이다.사회진화론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갈등이 첨예화하고 독점 자본주의
가 해외를 향하여 침략의 손길을 뻗치던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반동적인 이데올로
기였다.이러한 이론은 이미 충분히 자본을 축적한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는 힘 있
는 계급․인종․민족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힘없는 자의 패배․종속․절멸을 자연
법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이론체계였다.
이러한 이론이 지닌 약점은 너무도 자명하다.첫째는 인간 사회의 갈등을 자연의
이름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을 스스로 부정해버렸다는 점이다.



- 31 -

이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유적 존재로서의 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야수적인 이념체계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사회 발전의 법칙을 동물세계의 진화 법칙에 비유함으로써,능동적․주체적․
의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스스로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어 버리는 동물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사회진화론이 지닌 두 번째 약점은 좀 더 철학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그
것은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혼동하는 자연주의의 오류에 빠졌다는 점이다.침략
과 지배 그리고 정복의 야욕에 불타는 야수적 인간에 대한 묘사는 사실의 문제이
다.그러나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좀 더 바람직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이다.그러나 사회진화론자들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
분하지 않은 채,혹은 사실의 문제로 가치의 문제를 소멸시키면서 ,교묘하게 사실
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환원시켜 호도하였다.
그렇다면,그렇게 수많은 문제와 결점을 지닌 사회진화론을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앞장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가?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제국주
의적 약육강식의 현실에 대처하고 국가 민족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수단
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 점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할 때,자국 내 국민 개개인 사이의 경쟁 대신 국가
대 국가 혹은 민족 대 민족의 생존 경쟁을 강조했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이런
점에서,서구에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약육강식적 수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
기로 기능하였던 사회진화론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약자인 한국이 강자의 발 밑에
서 살아남기 위해 능동적 행동을 고취시키는 이론적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원래 사회진화론이 지닌 여러 요소 가운데 특정한 측면들만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용되어 원래의 모습과는 변형된 형태로 수용되게 된 것
이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한국에 전래된 사회진화론은 긍정적인 기능과 더불어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긍정적인 측면으로는,사회진화론이 한국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 필요한 계몽운동과 실력양성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는 점
이다.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자연법칙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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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자발적으로 정당화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에 의해 각색된 사회진화론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백인종과 황인종의 인
종다툼으로 보고 일본을 맹주로 하는 황인종의 단결을 주장하였던 바,개화파 지
식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한
국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사회진화론이 유행했던 제국주의의 극성기로부터 1백 여 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다.그러면 사회진화론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되었는가?결코 그
렇지 않다.사회진화론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외투를 걸치고,노벨 경제학상이
라는 훈장을 달고서,이 시대의 진리로 자처하며,또다시 인류를 약육강식의 늪으
로 몰아넣고 있다.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대부인 하이에크(Friedrich Augustvon
Hayek: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프리드만(MiltonFriedman: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은 사회진화론의 맥을 잇는 이론적 대부들이다.신자유주의는 자
본주의의 내부 동인에서 야기되는 독점 자본주의의 또 다른 형태이지만,지금은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교육․환경․의료․복지 등 제반 사회 영역에서
진리를 자처하며 위세를 부리고 있다.
자유 그 자체는 고귀하다.그러나 자유주의는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난 1백 여 년 전에 전 지구적으로 전개된 사회진화론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서,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자유주의의 변용된 한 갈래일 수는 있지만 진
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충족시켜 주는 이념은 아니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현재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바로 그 자유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국
내․국제 사회로부터의 도전을 받고 있다.과연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인가?과연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유주의의 모순은 지난 1
백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자유주의의 모순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자
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주의 자체 내에 간직된 자기 모순을 새삼
스럽게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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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한한한국국국의의의 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와와와 지지지방방방재재재정정정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은 지방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이란 단어가 그러한 환경의 변화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를 해결하여야
함과 동시에 국경 없는 경제 전쟁에서 경제영토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힘 벅찬 과
제를 안고 있다.따라서 중앙정부는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함과 동시에 어느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여
진다.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보호주의 경제체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또한 소규모의 개방경제는 규제정책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여건이다.따라서 전통
적으로 집권화 된 정치 행정체제의 유산 속에서 참여와 경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
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합리적인 분권화가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 된 정책결정구조와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서어비스 공급이 초래하는 비효율
성 때문에,정치적 측면에서는 참여와 경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때문에 지역
서어비스의 공급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책임과 자기부담 하에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지역 내의 사무나 공공문제를 처리
하는 과정이다.따라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그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신장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물론 분권화에 다른 문
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적 조정메카니즘이 만들어
져야 한다.정부 수립이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그때 마다 시작과 실패가 반복되곤 하였다.지방자치가 성공과 실패가 반복 될 때
지방재원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였는가?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제도가 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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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에 수반한 재정구조도 당연히 변하고 변화했어야 한다.만일 중앙집권에
서 지방분권으로만 진화되고 재정분권은 진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튼튼하지 못한
제도이다.따라서 지방분권의 모양인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발달 하였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지방재정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지방자치 발달의 단계는 학자
에 따라 다르게 나누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최봉기(2006)의 분류를 인용하고자
한다.
최창호는 지방자치학(최창호,2001)에서 지방자치의 발달을 1,근세이전의 지방자

치 2,근대국가의 지방자치 3,현대국가의 지방자치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
지방자치의 전사를 1,통일신라 이전 2,고려시대 3,조선시대로 분류하고,근대적 지
방자치의 생성을 1,갑오경장기 2,일제시대 3,미군정시대로 나누고,민주적 지방자치
의 발전기로 1,지방자치의 시동기 2,지방자치의 중단기 3,지방자치의 재동기로 분
류하여 그 시대의 특징과 지방자치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발행한 한국지방자치론(한국지방자치학회,1995)에서는 다음

과 같이 나누고 있다.1.갑오개혁이전 2.갑오개혁-1948년 까지 3.지방자치의 여명기
(1948-1952)4.지방자치의 시동기(1952-1961)5.지방자치중단기(1961-1991)6.지방자
치의 부활기(1991년 이후)의 6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제제 절절절 한한한국국국의의의 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의의의 진진진화화화

근근근대대대이이이전전전의의의 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따

라서 근대적 지방자치의 발달은 그 역사가 매우 짧다.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
어 있던 왕조시대에도 지방행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지방행정은 중
앙에서 임명된 지방 관리에 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자치적 요소가 거의 발견될
수 없었다.그렇다고 지방행정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민의의 반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여기서는 근대이전의 한국사회를 삼국시대,고려시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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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조선시대의 세 시대로 구분하여 시대별 지방행정체제에 엿보이는 자치적 요
소를 주로 행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삼국시대
우리나라의 고전관제나 지방제도를 잘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연원을 어느 정도 발
견할 수 있다.고구려․신라․백제는 모두 부족국가에서 출발하여 전제왕국으로
발전되었다.전제왕권이 확립된 후는 전국의 행정구역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
적합하게 재편되었다.예를 들면 고구려의 경우 5부․3경․군현제를 갖추게 되었
다.그리고 각 행정구역은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서 임명된 자가 통치하였다.
그러다가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된 후에는 전국을 다시 9주 5소경 117군 283
현으로 재편성하였다.그리고 말단 행정구역으로는 향읍과 촌락이 있었고,부곡이
라고 하는 일종의 특별행정구역도 설치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런 행정단위의 지방
사무는 역시 왕권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임명된 관리가 수행하여 근대적
의미의 지방 자치적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2)고려시대
고려는 건국 초기에는 신라의 지방제도를 답습하다가 제6대 성종 때부터 중국의
당나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더불어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지방은 초기의 제도가 몇 차례 바뀌어 제8대 현종 때에 전국을 5도․양계로 나누
고 그 밑에 경․도호부․목․부,그리고 군․현․진을 두게 되었다. 5도는 일반 행
정구역으로서 경상도,전라도,교주도,서해도,양광도이며,양계는 군사목적을 위한 특수지
역으로서 동계와 서계로 구분되었다.지방행정제도로서 중요한 것은 사심관제와 향직단체
가 있었다.사심관제는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
을 가지고 지방을 통치하게 한 제도로서,약간의 지방분권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
다.

3)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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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가산국가(家産國家)적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지
방에는 왕의 대리인으로서의 지방관이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담당하였고,이들에
대하여는 엄격한 중앙통제가 가하여졌다.지방행정구역으로는 전국을 8도로 나누
고 그 밑에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을 설치하였다.대개 품격에 따라
이런 지방단위에 관찰사나 수령은 모두 왕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이들은 주
로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주민교육이나 민생구휼사업에 주력하였다.그런 가
운데서도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청이나 향약과 같은 일종의 자치
제도를 채택․운영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관직을 물러나 귀향한 자나 향리에 세력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유향

소는 지방수령에 대한 행정고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임의조직이었는데,이것이 발
전하여 나중에는 향청으로 공인을 받게 되었다.명예직으로,임기 2년의 좌수 및
별감 수명으로 구성되는 향청은 수령에 대한 자문․아전규찰․관리천거․정령전
달․풍속교령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또 구성방법이 민선이라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자치적 요소를 제법 지니고 있는 대표적 지방행정기관이었다.

근근근대대대의의의 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

1)갑오경장시기
1894년 갑오년에는 중국식 가산국가체제가 서구식 근대국가체제로 바뀌는 대규모
의 개혁이 단행되었다.갑오경장을 거쳐 국왕이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홍범 14조를 공고하여 지방제도 또한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달라졌다.
처음 개혁에서는 23부제를 채택하였으나 이듬해 곧바로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을 두고 교육과 지역사회복지사업을 관장케 하였다.이런 사무처
리를 위하여 1895년에는 회계법,그리고 1909년에는 지방비법(地方費法)을 제정하
여 지방재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의 제도적 산물 중에서 가장 지방자치의 정신을 많이 엿볼 수 있
는 것은 향회제도였다.1895년 11월 3일 향회조규에 의하여 채택된 향회제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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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이
다.군․면․리에 각각 그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군회․면회․리회를 설치하여
공공사무에 관한 의결권을 부여하였다.그리고 면․리의 집행기관으로 임기 1년의
집강 및 존위를 주민이 선출케 하고,만약 이들이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임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렇게 보면 향회는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매우 유사하며 집행기관의 주민선출제도 또한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그러나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로서 훌륭한 제도도 1910년 한일
합방과 더불어 폐지되고 말았다.

2)일제시대
일제시대의 행정제도는 식민통치를 위한 것으로 개편되었다.중앙에 조선총독부

를 설치하면서 지방제도도 개편을 단행하였는데,지방에는 도․부․군․면을 두고
그 아래 동․리를 두었다.이런 지방단위의 주요사업이 국민교육과 지역복지였음
은 과거와 다름이 없으나,행정의 초점은 한국인에 대한 동화와 경제적 착취에 맞
추어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면모를 갖추었다.1930년 지방제도를 전면 개

정하면서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도와 읍에는 공법인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도․부․읍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도회․읍회․부회를 설치하였으며 면에는
자문기관으로 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2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되는 도회와 12
명 내지 30명으로 구성되는 부회는 의결권․선거권․의견제시권․회의규칙개정권
등이 부여되어 있어서 명목상으로는 일단 지방의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3)미군정시대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 허울 좋은 지방제도의 개편이 막을 내리고 3년간

과도기적인 미군정시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미군정기에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정치․행정제도를 이 땅에 도입하려고 하였다.즉 대의적 민주주의와 분권화된 행
정체제를 이식하려고 하였다.그러나 과도기적 군정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일제시
대의 통치기구는 거의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정치․행정제도상 변혁은 별다른 것이



- 38 -

없었다.그런 가운데서도 행정구역의 편제는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승격시키고
제주도를 전라남도에서 분리하는 등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며,교육구와 교육위원
회를 설치한 것은 교육자치를 위하여 진일보한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일제시대
존재하였던 도회․부회․읍회․면협의회를 폐지하여 일반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측
면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현현현대대대적적적 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제제제도도도

1)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의 규정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1개의 장,2개의 조문을 둠으로써 지

방자치제도를 국가통치제도의 일환으로 보장하고 있다.즉 헌법 제8장 제117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재산을 관리하
며,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다.이처럼 헌법에 지방자치를 제
도적으로 보장한 제117조(제1항)의 의미는 우리나라 지방의 통치는 지방자치로 해
야 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률로서는 박탈할 수 없는 헌법적으로 보장
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8조는 그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였

고,그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
법,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
다.이처럼 동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고 했거나,제2항에서
굳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지방의원선거 등을 우선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
치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함을 밝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즉
제117조에서는 지방의 통치는 지방자치로 해야 하며,지방자치는 지방의회를 중심
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의미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하는 것과 함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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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하는 것 역
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자치제도에 관
한 현행 헌법규정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의 헌법적

사항 또는 국가의 기본질서,즉 기본적 통치제도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즉 헌
법의 기본권,정부조직,정당제도 등과 함께 헌법의 기본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다.
둘째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지방자치가 일반행정과는 다

른 특별한 정치적 제도로 보장받고 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을 창설하여 보장하였다는 점과 그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보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그 동안 지방의 자치권이 국가이전부터 존재한 지방의
고유권인가,국가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국권(國權)인가에 관한 인식여하에 따라
자치권의 성격을 달리 보았다.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자치권을 “주권하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방 자치권은 분명히 헌법에 의해 창설․부여되고 있
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보장은 전체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적 보장이고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관한 보장은 아니라는 점을 유
의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법률에 의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일시적으로 권능을 제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의의의 경경경험험험
지방자치제도의 터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에 지방자치조항이 규정

되면서 부터이다.1948년 11월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 된 이후 1952년 피난수도 부산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포하
였다.이것이 한국지방자치의 시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많
은 폐단과 결점을 드러내었다.특히 당시 주민들의 문맹률이 높았던 것은 물론이
고,국민적 정치역량과 민주적 정치의식이 매우 낮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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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1961년 5.16군사 쿠테타에 의하여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가 1991년 기초자치단

체의 의회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됨으
로 인하여 새로운 자방자치단체의 시대가 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49년 7월 4일 최초의 근대적 지방자치

법이 제정된 이래 195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8차의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모두
25년간의 지방자치경험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 전체의 5천년 역사에 비하면 극
히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이지만 그나마 전반기 10년의 경험 이후 30년간의 지방자
치 공백기간을 거친 이후 비로소 오늘에 이른 것이다.
1991년 제4차 지방선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5년의 자치경험이 축적되었

지만,아직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고치고 다듬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결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통치권
자와 중앙정부,지방자치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
리고 지방공무원,자치제도 시행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지역주민,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비판과 국민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의
언론과 관련 시민단체,그리고 학자들이나 전문가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
에서 자치제도의 발전적 수행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비판과 통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속도는 대단할 것으로 기대 된다.어떤 주체가 어떤 내용으로 개선책을 강
구하던 간에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문제가 수반하게 된다.그 수반된 비용
의 해결이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전술하
였지만 제도가 바꿔지면 그것에 수반된 재정제도도 당연히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만 우리나라는 손 따로 발 따로 제각각 놀아나는 형국이지 않는가 싶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자치제의 변화와 함께 재정분권도 변화를 가져 왔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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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한한한국국국의의의 지지지방방방재재재정정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헌법 제117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자
치권과 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어서 제
118조 제1항과 제 2항에서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
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이 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조직을 운영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당위
성이 있는 것이다.재원의 확보는 조세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조세가 재정
의 대부분을 충당하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위하여

공권력에 의거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 관리하는 과정이다.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두 부문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경제의 주체적 활동이며 민간영역의 사경제가

수익성성과 이윤동기에 의해 지배되는데 반하여 중앙정부의 공경제는 공정성과 공
익성에 의하여 지배된다.즉 지방재정은 지방정부의 재정이고 지방정부는 독립적
인 경제주체이다.지방정부가 건전한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권능이 인정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의 뒫받침이 있어
야 한다.즉 재정적인 자주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
는 것이다.또한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
져야 한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의 재정상태는 어느 정도 인가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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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김동기,2005)의 지방재정의 실태와 과제를 참고로 하여 기술하고자 한
다.

한한한국국국지지지방방방재재재정정정의의의 실실실태태태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부간의 관계는 지방자치시대에 국가재정과의 관계이

다.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한 국가에 있어서 권한의 배분문제이며 행정사무처리권
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자치권한의 규명문제이고 누가 경비를 지불할 것인가 하
는 경비부담의 문제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행정책임소재의 문제이기도 한
다.지방재정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세입 또는 세출의 배분
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화의 정도를 말한다.이하에서 한국지방재정실태를 보기
로 하자.

1)총재정규모
<표 1> 국국국가가가 ․․․ 지지지방방방재재재정정정 규규규모모모 추추추이이이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3
일반재정1)(A) 20,805 48,703 105,451 180,024 233,808
국가재정(B) 15,000 32,537 72,915 123,916 155,666
지방재정(C) 5,805 16,166 32,536 56,108 78,142
GDP2) 79,301 178,262 377,349 517,096 721,346
C/A 27.9 33.2 30.9 31.2 33.4
C/B 38.7 49.7 44.6 45.3 50.2
V/GDP 7.3 9.1 8.6 10.9 10.8
A/GDP 26.2 27.3 27.9 34.8 21.6

(단위: 10억원, %)

주:1)세출순계규모임,2)1990년까지 GNP기준 적용.
자료:1)기획예산처,「예산개요」,각 연도.2)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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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총재정규모는 국가재정 중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정을 국가재정에 포함
시켜 세출순계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듯이 2003년도의 경우 233조 8,084
억원으로,총재정규모에 대한 국가재정의 비중은 66.6%,지방재정의 비중은 33.4%
로 나타나고 있다.2003년도 GDP대비 지방재정의 비중은 10.8%에 달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국가재정과 비교할 경우 1985년 38.7%이던 것이 2003년에는 50.2%로

서 지방재정의 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절대규모는 1990년에 비해
4.8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국가와 지방단체간 자원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분권화의 문제가 제기된다.이에는 재원과 업무의

배분이 문제가 된다.분권화의 정도는 그 나라의 통치형태,역사적 전통,재원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일반적으로 중앙집권형 국가는 국가위주로,지방분권형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재원배분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중심으로 배분되는 형식적 배분과 지방재정조정재원인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실질적 배분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국가․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

주 :실질적 배분은 지방양여금(지방양여금,지방교육양여금),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을 고려한 비율임.

자료:1)재정경제부,「조세개요」,2002.2)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각 연도.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1 2004예산

형식적
배분

국 세 87.8 80.8 78.8 81.9 78.2 79.2

지방세 12.2 19.2 21.2 18.1 21.8 20.8

실질적
배분

국 가 74.5 62.4 51.3 48.8 47.0 59.1

지 방 25.5 37.6 48.7 51.2 53.0 40.9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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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이 각각 79.2%,20.8%로 형식적으로는 국
세위주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 조정을 한 후의 실질적 재원배분실태를 <표 2>를 통해
살펴보면 국가가 59.1%,지방자치단체가 40.9%로 나타나 국가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등의 결정이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

고,지방재정조정재원 규모도 법률과 국가예산에 의하여 국가가 결정하고 사업내
용도 국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므로 재원배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배
제된 채 국가위주로 결정되므로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실질적 배분으로 볼 수 있는
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왜냐하면 자주재정권은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
성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출기능 분담
일반행정,국방,사회개발,경제개발,채무상환 및 기타의 기능별로 정부세출을

분류하는 IMF방식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2004년도 세출기능분담을
일반회계 순계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일반행정분야는 지방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현장중심의 행정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행정서비스의 노동집약
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국방 분야는 민방위를 제외하고 국가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교육은 국가가 72.9%,지방자치단체가 27.1%를 분담하고 있어 국가
의 지원 비율이 높다.
사회개발분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하게 분담하고 있고,경제개발

분야는 구가의 비중이 높으나 점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기능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채무상황 및 기타도 IMF이후 국가채무 및 이자 등의 증가로
국가의 부담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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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국가와 지방간 세출기능의 분담비율

주:1)일반회계 순계기준.2)2000년은 결산기준,2004년은 당초예산기준.
자료:1)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각 연도.

2)행정자치부,「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4)국세와 지방세 비율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 즉 지방세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1994년의 21.9%였던 지방세의
비중이 2003년에는 20.2%로 오히려 축소되었다.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의 수직적 불공평성이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조세수입측
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총조세의 1/5이하,국세의 1/4이하를 차지하였으나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증가함으로써 국가 총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중이 1995년 48.7%에서 2002년에는 51.1%로 중앙정부의 비중을 능가하기에 이르
렀으나 2003년 예산기준으로는 49%로 하락하였다.그런데 2001년부터 지방세 비중

구 분
2000 2004

합 계 국 가 지 방 합 계 국 가 지 방

1.일반행정 17,644
(100)

8,164
(46.3)

9,480
(53.7)

25,849
(100)

11,373
(44.0)

14,476
(56.0)

2.국방(민방위) 16,552
(100)

15,479
(93.5)

1,073
(6.5)

21,548
(100)

19,790
(91.8)

1,758
(8.2)

3.교육 및 문화 16,356
(100)

12,704
(77.7)

3,652
(22.3)

30,261
(100)

22,046
(72.9)

8,215
(27.1)

4.사회개발 22,387
(100)

10,600
(47.3)

11,787
(52.7)

33,163
(100)

16,025
(48.3)

17,138
(51.7)

5.경제개발 38,979
(100)

23,879
(61.3)

15,100
(38.7)

47,128
(100)

29,477
(62.5)

17,651
(37.5)

6.채무상환 및
기타

17,504
(100)

16,638
(95.1)

866
(4.9)

23,537
(100)

19,645
(83.5)

3,892
(16.5)

합 계 129,422
(100)

87,464
(67.6)

41,958
(32.4)

181,486
(100)

118,356
(67.2)

63,130
(32.8)

(단위: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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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진 이유가 새로운 지방재원이 창출되어서가 아니라 국세였던 교육세 중 일
부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지방교육세 부분을 제외할 경우 지방세 비중은 2001년 18.9%,
2002년 16.8%,2003년 17.7%로 감소하였다.2003년 당초예산 총재정사용액기준으로
하는 중앙정부재정규모 대 지방재정규모의 비율은 51:49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의 자율권을 가지지 못하는 교육예산 13%를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돌릴 경우에는 중앙 :지방의 재정비중은 64:36으로 지방의 기능은 오히려 축소된
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이 자주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전개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염명배,2004)

지지지방방방재재재정정정의의의 과과과제제제
현대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과제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분권화의 문제가 제기되

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지역주민과의 관
계에서는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느 국가 어느 시대에나 많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나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재적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분권화의 문제
지방재정의 분권화란 재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분배하는 과정으로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또한 재원배분에 있어서 분권화문제는 특정한 국가의 정부형태,집권화
의 정도,역사적 전통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따라서 이는 정치적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재원배분에 따른 정치적 산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나누면 분리방식(tax

baseseparation)과 공동방식(taxbasesharing)으로 구분된다.공동방식은 다시 사
용형태에 따라 중복방식(taxoverlapping),공동세방식(taxsharing)그리고 양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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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taxtransfer)으로 나눌 수 있다.(이계식 등,1990pp.44-46).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에 있어서 지방재정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04년 예산기준으로 10.8%이며,총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4%로 일본과
연방형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지방재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재원
인 지방세가 2004년 예산기준으로 36.6%를 차지하고 있으나,조세구조가 국세위주
(국세 :지방세 =79:21)로 되어 있고,법률에 의하여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는 조
세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세목을 설정하고 세율을 인상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지방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은 법정외세

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2004년 지방예산에서 26.6%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국가정책목적 등으로 800여종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분권화문제는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분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방․외교 등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사업은 국가가 국가재원으로 처리하
고,지방도로․지역경제 등 그 편익이 그 지역에 미치는 사업은 그 지역의 지방자
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처리하되,광역교통․환경문제 등 상호관심사는 그 지역실
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지원재원과 지방비
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배분기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경비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비 부

담을 둘러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국가
사무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하지 않거나,법령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무시하여 지
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다.

2)형평성문제
지방재정의 형평성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형평성과 지방자치단

체간의 수평적 형평성 문제로 구분된다.수평적 형평성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
분문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와 면적이 다르고 지역경제의 발달 정도가 다르므
로 지방재정력에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이에 따라 지방재정지출에 의한 행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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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서비
스를 요구하고 있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력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형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재정지표인 재정자립도를 2004년 예산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도의 경우 서울이 94.5%이나 전남은 14.2%에 그치는 등 격차가 매우 심하며,
시․군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성남시가 70.4%이나 신안군은 7.1%인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만도 전체의 87.6%인 219개 단체이다.또
한 지방세로 소속직원 등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62%나 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 존립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또한 지방세의 66%,세외수입
의 70%가 서울특별시․광역시․시에 편재해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정력의 형평성을 도

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중앙조정재원인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이다.그 중에
서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의 역할이 제일 중요시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
로 그 조정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수평적 재원배분관계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방자치단체간 자원배분
을 둘러싼 재정적 할거주의와 함께 지역 간 조세수출(taxexport)및 조세회피현상
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
고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3)효율성의 문제
지방재정의 효율성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직내부와 주민과 관련된 문제

이다.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
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효율성에는 X효율성과 분배적 효율성이 있다.X효율성
은 주어진 생산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이 투입되어 공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이다.분배적 효율성이란 한정된 재원을 각 부문에 배분함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이다.이와 같은 상황이 최적배분상태(pare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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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ity)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X비효율성은 어느 조직에서나 발

생할 수 있으나 정부부문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조직목적이 불투명하
거나 독점적인 경우 그리고 조직이 방대한 경우 생길 수 있다.
니스카넨(W.A.Niskannen)은 심의안건에 대한 관료제의 통제와 정보의 비대칭

성을 바탕으로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분배적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현실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반대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역의 선택(adverseselection)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두 가지 비효율
성이 압력단체간․조직간 할거주의와 조정능력의 결여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비효율성을 그
대로 방치하기도 한다.

제제제 절절절 지지지방방방재재재정정정혁혁혁신신신의의의 추추추진진진

지지지방방방재재재정정정혁혁혁신신신의의의 목목목표표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세로 설정하고 재정분권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의 협력적 파트너관계를 정립하고 재정의 계획 → 집행 → 평가과정을 재설
계한다는 방침아래 지방재정을 포함한 재정․세제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개혁안이 시행된 전후의 지방재정의 모습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이를 위해 2003년까지 지방재정관련제도를 일제히 정비하고,
2004-5년에는 제도를 시행한 후 2006년 이후에는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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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혁신후의 지방재정모습

자료 :행정자치부.
주 :중앙과 지방의 재정규모는 총재정사용액기준으로 지방분권로드맵상의 계획임.

지지지방방방재재재정정정 혁혁혁신신신의의의 방방방향향향

1)중앙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국가사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경찰․복지․SOC․시설관리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도 조정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이양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부세의 상향조정 또는 지방소비세도입 등 조세이전 방식으로 지방에
이양한다.

2)지방자주재원의 확충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검토하고,특별소비
세 중 일부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며,관광세․카지노세․원자력발전세 등 신세원

구 분 2003 2008

중앙 :지방재정규모
국세 :지방세 비중
자율투자사업비
예산편성

지방지원방식
지방채발행
재정지출관리
지방재정정보화
통합재정분석

자치단체 회계방식

51:49
80:20
17%

지침준수
단위사업별
개별사업승인
부분적 점검

개별정보시스템구축
일반․특별회계․기금개별관

리
단식부기

45:55
78:22
25%

기준범위내 자율편성
포괄지원

일정범위내 자율발행
성과관리 방식

통합정보시스템구축
통합재정분석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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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는 등 지방세수 기반을 확충한다.

3)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국가재원의 지방이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

으로 상향조정하여 특별교부세규모를 축소하며,증액교부금제도를 폐지한다.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포괄보조금화 하고 지방이양 대상사업재원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전액 보전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
한다.

4)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의 제고
지방재정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관리가 가능하도

록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의 평가기능을 강화
하여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예산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하여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하되 수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출의 효과성을 높인다.

5)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사전배분

(top-down)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개별사업별 지방채발행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방
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집행에 있어 자체 이․전용과 이월범위를 확대하고,중앙의무조달제도를 단

계적으로 자율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권한을 확대한다.

6)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법제화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다.예산을 편성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예산집행의 책임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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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다.또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분석지
표를 다양화하고 분석․진단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제도화하여 높여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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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국국국세세세와와와 지지지방방방세세세의의의 합합합리리리적적적 조조조정정정방방방안안안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은 국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이다.지방분권이란 결
정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이란 자원과
재원을 분산하여 지역발전의 형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따라서 지방분권이
곧 국가의 균형발전을 뜻하지 않으며 또한 분권이 자치단체간의 형평화를 자동적
으로 보장 해 주지 않는다.여기에서의 문제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든 국가균형
발전이 되었던 간에 여기에 소요될 독립된 자원이 필요하고 이자원의 조달을 어떻
게 하는가하는 조달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분권과 균형발전에는
반드시 재정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분권에 대한 문제가 동시
에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지면 당
연히 지역주민이 받는 모든 편익과 서비스는 향상되게 되는 것이다.즉 지역주민
이 받을 서어비스나 편익에 관련된 일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결정하고 제공하
는 것이 효율적이 되는 것이다.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화 되어있는 형국이다.따라서 권
한과 책임이 없는 집행만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지방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단
체가 재정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갖고 주민의 수요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그러한 맥락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재정 분권화에 대한 실태분석을 보면 세출기능과 세입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고 지방세의 이전재원 역시 부족하다는 사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
제를 해결 하는 방법으로는 세출기능을 중앙정부에 이양함으로서 축소지향적 재정
분권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세입기능을 확대하는 확대지향적 재정분권화를
통하여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본고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하는 미시적 방법만을 제시하고자 한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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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의 원리에 맞는 지방세제의 구축과 지방세의 주민부담 원칙과 응익원칙에
맞는 지방세의 세목을 찾아내는 일은 차후의 연구로 미루고자 하다.

제제제 절절절 세세세원원원배배배분분분이이이론론론과과과 세세세원원원배배배분분분모모모형형형

세세세원원원배배배분분분 이이이론론론
세원배분의 문제는 국가의 행정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데서 발생한다.즉 행

정의 분권화가 재정의 분권화를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분권화는 국세와 지방세의
분할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Bahl(1995)와 Musgrave(1983),그리고 Oates(1972)의 전통적인 재정분권화에 대한

근본적인 경제적적 논리는 지역주민 선호의 다양성을 감안한 공공재와 서어비스
공급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효율성의 증대 또는 후생손실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어비스를 공급하는 집권화에 비해 분권
화는 주민의 선호를 실천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함으로서 후생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결과는 서어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부화를 통해
편익을 받는 주민이 부담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이러한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가정을 기초로 한다.첫째 분권화의 편익이 지역적으로 한정되
어 있고 둘째 민간재와 공공재,그리고 공공재의 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사
람에 따라 다양하다.셋째 지방정부의 서어비스 수준과 세율의 차이에 따라 소비
자는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박정수,1996,p.19.)
한 국가의 세원 배분문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국세와 지방세에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국세와 지방세에 각각 어떠한 세목을 어떠한 형식으로 배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논의가 주된 과제이다.물론 우리가 중앙과 지방의 세
원배분을 논의 할 때에는 민간경제로부터의 부담정도 즉 국민이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입의 원천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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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grave(1983),King(1984)등은 세원배분의 기준으로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의
일치라는 형평성과,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효율성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누진적인 재분배 목적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둘째 경기안정화 목적에 적합한 목적의 조세는 중앙정부에 할당하여야 하고
지방정부의 조세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는 세목이 좋다.넷째 이동
성이 많은 세원은 중앙정부가 관할 하는 것이 더 좋으며 다섯째 거주와 관련된 세
원 즉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 부과되는 물풀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지방 특히 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여섯째 전적으로 이
동성이 없는 요소에 대한 과세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일곱째 응익세와 사용료 등은 모든 단위의 정부에 적합하다.(박정수,1996,
p.21.)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이동성이 높은 세원은 중앙정부가 이
동성이 적은 세원은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나 행정적인 논리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따라서 개인소득세와 같은 주거기준의 세원은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이동성이 좋다하더라
도 세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중앙정부에 배분하는 것보다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자원에 대한 원천근거조세는 경제적인 왜곡과 수평적인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Owens와 Norregaard(1991)는 지방세로서 적합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과표는 이동성이 좋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가 세율이 높은 지역
으로부터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과세권을 제약받게 된다.

(2)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게끔 세원이 명료하여야 한다.
(3)지방정부의 지출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신장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은 필수적이다.

(4)지역주민이 아닌 대상이 부담의 주체가 되는 조세전가가 세원의 큰 비중을 차
지해서는 안된다.이는 편익과 조세부담과의 연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5)세원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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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유한 납세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만큼 누진정도가 심해서는 안된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분할은 배분방식의 임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성 문제를 안고 있는 이전재원방법보다는 자주재원
인 지방세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를 들면 지방세를
통하여 지방교육서비스 비용을 지역주민들이 부담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지방 공공
재인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연계시켜 응익원칙을 알게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목적의 원칙을 잘 수행하기위해서는 학부모로서
주민이 교육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교육세의 전면개편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지방세제 개편의 핵심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을 높임으로서 지방재정

의 자율성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국세와 지방세의 배
분비율은 79:21인데 비하여 실질적인 국가와 지방의 세출 배분비율은 44:56으로 불
균형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배분비율과 세출비율의 불균형의 완화는 재정자율성
및 재정책임성을 강화시킴으로서 가능 하다.지방재정에 있어서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자주재원 보다 높기 때문에 지방세 등의 자주재원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높지 않으며,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보다는 이전재원을
통하여 확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2005년도 지방예산(117조 7,416억원)중 지
방세(33조 6,953억원)비율은 28.62%이다.
현행 지방세 제도는 세수의 탄력성이 낮은 재산세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재정자

립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별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조달하기에 미흡하
다.따라서 소비 또는 소득과 관련된 세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뿐만 아니라 지방세
의 16개 세목중 11개 세목에 탄력세율이 허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보유과세의 과표 현실화 비율이 3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제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중앙과 지방간 세
원 재배분을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둘째,지방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탄력세
율제도의 활용,과표현실화,신세원 개발 등을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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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세원원원배배배분분분 모모모형형형(류금렬,2000)
지방세의 세원의 조건으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응익성과 비교적

이동성이 적고,상대적으로 세원이 지역간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세수의
안정성 등을 들고 있다.실제로 지방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세제 중의 하나
인 부동산 세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중앙정부는 소득세와・소비세를 주된 세입원으
로 삼아 왔다.
그러나 분권화의 추세에 따라 여러 가지의 행정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

라 전통적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 구조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에 상응하는 세입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이에 따라 전통적 방식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 배분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당위성이 대두되었다.중앙과 지
방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이론은 공공경제학적 접근법,공공선택적 접근법,정책적
관점 접근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공공경제학적 접근 (thepubliceconomicapproach)
공공경젝학에서 전통적 세원 배분 방식은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

기되었다.이 방식에 의하는 경우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지방정부는 대부분 재정
수요에 비해 세수가 적은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간에 수직적 재정 불균형(verticalfiscalimbalance)이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 세원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첫째,

경제는 조세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완벽하게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모든 조세의
쐐기효과(taxwedge)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조세는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의 왜곡현
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이러한 전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할
때에는 명백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조세의 쐐기효과는 조세의 부과에 따라 어떤 현
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말한다.예를 들면,고급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
면 자동차의 판매가 감소하는 경우이다.그 세금은 자동차 생산자의 판매욕구와 구매자의
구매 욕구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과 같다.
둘째,중앙과 지방간의 세원 배분에 있어 정책 목표간에 위계(hierarchy)가 있으

며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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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제로 한다.이러한 예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중앙정부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그러나 연방국가에서는 주나 지방정부가 폭 넓은 자주적 정
책 목표를 갖고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셋째,전통적 세원 배분 방식은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한다.그러나

정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관리와 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이러한 기능은 순수한 경제 이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세원 배분 방식은 순수한 규범적(normative)차원의 이론이

라는 점이다.현실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에 배분되어 있는 세원 구조를 설명할 수
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세수가 많은 세목을 중앙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규범
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요컨대,전통적 공공경제학적 접근 방법은 세원 배분 이론은 현실을 설명할 수

없고,현실을 개혁하는 데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채택할
경우 재정수요와 세입간의 불균형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을 초래한다.이 방식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접근이 아니라는 점이다.

2)공공선택적 접근(thepublicchoiceapproach)
공공경제학적 접근 방법의 이러한 결점은 공공선택적 접근 방법에 의해 보완 또는
치유될 수 있다.공공선택적 접근방법은 1969년 Olson에 의해 기본 원리가 제시되
고 Hettich와 Winer에 의해 더욱 이론적 깊이가 더해진 이론이다.그러나 이 이론
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Brennan과 Buchanan이다.
Hittech와 Winer는 정부가 조세의 배분을 중앙정부세로 할 것인지 또는 지방정

부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공공경제학적 접근 방법과 같이 경제적 원리나 계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정치적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세원배분과정에
는 과세권을 가지려는 정부간의 세원확보경쟁(competitionfortaxbase)이 발생하
고 이의 결정에는 정치인들의 재선의 가능성 등 정치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고 한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보다 하위정부에 대한 세원의 배분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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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위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세수 규모가 적은 잡동사니 세원 또는
중앙정부가 세무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행정 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정치적
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재산세와 같은 세원이 지방세가 된다.이들의 설명은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을 상당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그러나 규
범적,선험적으로 어떤 세원 배분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의 견해와는 달리 Brennan과 Buchanan은 무엇을 세원 배분 기준으로 삼아

야 하는가를 명백히 하고 있다.그들의 견해는 세입의 극대화 모형(revenue-maxim
izingmodel)으로서 지방세(subnationaltaxes)는 이동성있는 요소(mobilefactors)에
대해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한다.그렇게 될 때 지방정부간 경쟁은 거대한 정부의
권력을 제약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경쟁이 바람직하듯이 정부간 경쟁도 유익한 결
과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
공공선택론적 접근 방법의 단점은 경쟁적 시장에서와 같이 자동 조절 기능이 없

는 여건에서 지나치게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욱이
Breton은 정부가 실제로 Brennan과 Buchanan의 주장보다 더 경쟁적이고 덜 단일
체적이며 독점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동급의 정부간의 수평적 경쟁(horizontalcompetition)과 다른 계층의 정부간 수

직적 경쟁(verticalcompetition)에 대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양극단에 치우친 견해를 갖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 취하는 정부간 경쟁은 유해한 것이라는 견해도,극단적인 공공선택론자들이
주장하는 정부간 경쟁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3)정책적 관점 접근(PolicyPerspective)
어떤 국가에서나 중앙과 지방간의 현실적 세원 배분 방법은 규범적 기준이나 원

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이 과정에서 경제학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세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보다는 주어진 틀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처방을 제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McLure는 지방정부는 분권화된 지출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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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자체수입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
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지방정부가 세율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재정 책임을 지게됨을 의미한다고 한다.이 접근 방법은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
분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유용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지방정부의 지출 책임 배분에 상응한 세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지방

정부가 오로지 거리 청소를 하고 쓰레기나 치우는 일만 담당하고 있다면 사용료나
재산세만으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공공경제학적 접근방법은 대체로 이
러한 상황에서 세원배분 기준으로 적합한 모형이다.그러나 지방정부가 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
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정부는 보다 많은 세입을 확보해야 하므로 전통적 접
근방법으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하다.둘째로 의미 있는 세원배분이 되
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도 부여되어야 한다.지방정
부는 자체 재원으로 가급적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개발도상국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어떤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과표는 무
엇으로 할 것인가,세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과세권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제제 절절절 국국국세세세와와와 지지지방방방세세세의의의 세세세원원원조조조정정정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현행 지방세 체계 하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
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의 확보는 지방세의 제도 뿐 만 아니라 지방재정제도
의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만 지방의 세입예산과 지방세의 연계가 잘 되어 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낮은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우선
적으로 실시하여 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게 되면 재정의 책임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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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는 독립된 세원을 서로 조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세
원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각 나라
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역간의 경제력의 편차가 큰 경우 세원 분리주의에 입각하여 세원을 조정하는 것
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독립된 세원을 서로 조정하는 방법에 따라야만 세원
의 지역적 편재 징세의 효율성 그리고 세원의 응익성 등 제반 지방세의 기준에 합
당한 세목을 발굴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지방정부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확
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기간 국세에 대해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 내지는 중복과세제도의 활용도 고려하여 볼 수 있는 방법
으로 생각된다.에를 들면 주민세를 도입하여 이미 중복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지방세의 세목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로 나누어 볼 때 지나치게 재

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세수의 소득 탄력성과 신장성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없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비율
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전술한 것처럼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자체사업에 대해서
는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세를 통해서 부담하게 함으로서
책임성과 응익성을 주민 들 스스로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즉 사업과 비용부
담을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지방분
권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부문에 대한 재정분권은 크게 개선
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그러한 연계
전략을 통하여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의 비율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재정분권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자치단체가 지방공공재를 공
급할 때는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한다.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선 어떤 지
방공공재를 어느 정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
다.따라서 지방공공재의 공급주체인 자치단체에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영희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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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방방방소소소득득득과과과세세세
지방소득세 도입의 논거는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공

공재의 편익구분에 의한 정부간의 세원배분모형에도 일치하며 응익과세란 지방세
원칙에도 일치한다는 것이다.응익과세의 원칙은 대가의 원칙과 이익조정의 원칙
을 포용하는 개념이다.이러한 지방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할당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할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Musgrave(1983)는 주장하고 있으며 김정훈(2002)은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들을 제시하고 있다.예를 들면 주민세 세원 중에
서 자본 과세분,즉 법인이 부담하는 주민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대신 등록세의 국
세이양과 함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국세의 지방이양을 모색하는 주된 이유는 현행 지방세 체계 내에서 획기적인
세원확충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재산중심의 지방세 세원
을 소득과 소비세원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로부터 출발한다.이
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
는데 대체로 지방소비세 도입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따라서 국내의 많은 학자
들도 지방소비세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손쉽게 의지
하고 싶은 세금이 소득세이며 의료나 교육과 같이 소득 탄력적인 공공재 수요에
공급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지방정부가 소득세에 부가세(附加稅)를 부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Bird1999)는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
의 북유럽 국가들은 지방세로서 소득세를 걷고 있다.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크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의 폭이 큰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주된 세원은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는 지방소득세이
다.이와 유사한 세제는 캐나다의 주정부의 소득세이다.(류금렬,2000)
정병순,지해명은(2003)현행 소득관련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조정할

것,소득세와 법인세의 대상을 공동세화 할 것,양도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렇게 하면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재정력을 강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윤희 등(2005)은 레저세를 사행행위에 대한 과세
에서 지역적인 성격을 가지는 레저활동과 관련한 지방세목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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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유럽에도 이원적 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세와 지

방세의 할당문제가 아니라 자본과세의 국제적 경쟁,그리고 자본과세 자체의 비효
율성 문제 때문이었다.그러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차별화하여 조세정책을 입
안하는 이러한 관점은 국세와 지방세의 할당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구분하는 이원적 소득세는 소득세의 전통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포괄적 소득세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DiamondandMirrlees(1971)
이후로 공공경제학 분석의 근간이 되고 있는 최적과세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포괄적 소득세이론에 따르면 모든 소득은 세원과 상관없이 통합하여 동일한 세
율로 과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현재 각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소득
세제의 기본원칙이라 보기 힘들다.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금융소득과 근로
소득에 대하여 각각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전 세계적으로 법인소득
세와 근로소득세 세율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원적 소득세제 관점에서 국세와 지
방세의 할당 문제,특히 주민세 세원의 조정문제를 생각해 보면 일단 주민세 과
세대상인 근로소득,금융소득,법인소득의 성격을 다르게 분류하여야 한다.근로
소득에 부과한 일정률의 주민세를 금융소득이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도 동
일하게 부과하여야 할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지지방방방소소소비비비과과과세세세
소비세는 신장성이 크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원

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 수용가능성과 지방정부가 세무행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한 세율을 책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있
다.소비세는 목적지기준으로 과세하면 왜곡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류금렬,
2000p.197.) 소비는 지방행정서어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
할 수 있는 세원으로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세원
이다.최근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McLure(2001)나 Bird(1999)등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부가가치세 세원은 지방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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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세원이 풍부하고 다른 세목들에 비하여 일
반 소비세의 지역간 편중이 심하지 않으며 세 부담의 누진성이 높지 않아 응익과
세로서의 적절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이처럼 지방세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세목이 지

방세로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국세로 존재하는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방소
비세가 본연의 지방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세율을 책정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지방이 별도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비
용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납세순응비용 역시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물론
McLure(2001)나 Bird(1999)등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최근에는 행정비용을 높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세원을 지방세 부과의 대상으로 할 경우 공동세의 성격으로 할 것인

가 아니면 McLure(2001),Bird(1999)등이 주장하는 독립적인 지방부가가치세를 도
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공동세의 성격으로 하는 경우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교적 단시일 내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
의 자율적인 세율 결정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McLure(2001),Bird(1999)등
이 주장하는 독립적인 지방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경우는 지방정부의 과세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점이지만 행정비용이 매우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공동세의 성격을 갖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

다.왜냐하면 공동세의 성격을 갖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율
결정권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주어진 세율 결정권
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세율 결정
권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세제에서 소비과세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담배소비세가 거의

유일한 세목이기 때문에 일반소비세를 확충할 필요성 때문에 일반소비세로서 부가
가치세가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다.김현아(2003)는 지방소비세의 도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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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부가가치세의 공동세화를 주장하면서 교통세도 지방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재재산산산과과과세세세
재산세는 전통적으로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원으로 여겨져 왔다.그러나 이러

한 경향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
산의 매매 또는 등록이나 소유의 파악은 비교적 용이하나 그 평가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왜냐하면 평가에는 항상 재량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중요한 지방세의 세원이 되었으며 교육이나 보건
등의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서는 이러한 재
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원의 확보가 필요하
게 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첫째는 이 세목들의 세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들이
경쟁적으로 취득세․등록세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지역에서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즉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재산 소유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세수출이 일어나고 있다.재산과
세의 조세수출은 다른 세목에서도 발생하는데 다른 세목 보다는 취득세나 등록세
의 조세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들 세목이 조세수출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
이 강하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 세목 들을 국세로 전환시키면 없어지

는 것들이다.예를 들어 영국에서 비거주자분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였듯이 비거
주자분 취득세․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부담 조정은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조세정책 과제인데,

이러한 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전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이고 후자는 기초자치단
체의 세원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취득․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면 세부담 조정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도 완화시킬 수 있다.



- 66 -

급급급여여여과과과세세세
급여세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호주

의 주정부 세입 중 급여세의 비중은 높으며 그 밖에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국가들
이 급여세를 채택하고 있다(류금렬,2000p.89.)급여세의 장점은 세무행정이 간편하
다.그러나 급여세는 고용을 저해하고 많은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재원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사사사업업업과과과세세세
지방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과세하는 사업세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법인세

자본과세 비주거용재산세 등과 고대의 물품 등에도 과세할 수 있다.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사업세는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과 시민들 모두에게 상대적
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조세라고 생각된다.그 이유는 재산세에 비해 탄력성이
커 보다 많은 세수의 확보가 가능하며 지방주민이 아닌 외부사람에게 부과하기 쉬
운 점이다.
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과세권과 자체세입의 충분성을 전제로 한

다.의존재원의 형태가 무엇이든 의존재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분권화
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원론적으로 볼 때 세출과 조
세를 연결시키는 의사결정기구가 만들여져 있을 때 자치단체가 세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제력이 확보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세 구조에서도 세수신장성이 높은 세원을 개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현행

지방세구조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66.7%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이와는 대조적
으로 경기변동에 탄력성이 우수한 소비과세나 소득과세는 각각 15%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McLure(1998),Bird(2000)가 제안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원화는 세원

재조정의 수단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조기현 등,2003.p.17)Bird and
Gorden(1997)도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방과의 세원공유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부가가치세의 일정



- 67 -

비율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세의 도입은 지방세입의 확충에 의한 재정분권화의
수준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정채대안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여 그 세수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하여야

한다.물론 지방소비세의 구체적인 세율수준은 다른 대안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배분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취득에 등에 관련된 등록세와 취득세는 통합하여

국세로 이관하는 것이다.
셋째,레저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사행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국세로 하고 지역적

성격이 강한 것은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스키장이나 골프장 같은 레저
관련시설의 이용이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주민세의 강화이다.주민세의 소득할이나 법인세할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법인
세할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장들은 보다 많은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사업소세의 강화이다.사업체들이 특정 자치구에 위치하여 제반 사업활

동을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각종 서어비스를 사용하게 되며 또한 각종 비용도 야
기 시키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도 이들 사업체의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다.

지지지방방방 환환환경경경세세세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이것을 위하여 가능한 한 사전에 환경오염을 줄
여야 하며 오염이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그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소요될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오염이 발생한 단계에서 과세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자동차가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의 환경오염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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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많기 때문에 환경세적 요소를 감안하여 자동차의 오염유발의 정도에 따라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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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결결결론론론

재정분권화에서 지방세의 위상을 중요시하는 이면에는 지방재정 혹은 일반재정
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위상이 높을수록 가격기능이 더 발휘된다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기능에 의한 신호효과가 작동하기 위해서
는 과표와 세율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세원을 조정하는 목적이 과세자주권의 신장 내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
하는데 있다면 굳이 지방재정의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몰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네델란드나 영국과 같이 지방세의 위상이 극히 낮은 국가들을 지방자치의
후진국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면 이는 지방세의 위상제고에 의한 세입기반확충이 재
정분권화의 충분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와 상통한다.즉 세원조정의 문제의
핵심은 재원확충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과세자주권을 도입함으로서 신호효과
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있다.
정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주체의 책임성을 필요

로 하며 이러한 책임은 정부의 자발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된다.‘대표 없이 과세 없다’로 표현되는 근대 민주주의의
조세원칙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발로 하는 투표’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의 원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과
세입에 대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직접 민주주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주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도 있
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대개 그 나라의 정치적 성숙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지방자

치에 대한 만족도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최근 들어 급속하
게 신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성숙도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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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은 제도의 결함과 연계되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제도가 국민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지는 지방정부가 주민에 대

한 책임성을 갖지 않을 때 자치제도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치유하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주장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

정적 권한이다.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연계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 주
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의 도임을 통하여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
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 강화만 논의 될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
의가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방안은 지방세의 주민부

담 원칙,응익원칙,그리고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가격기능 활성화 방안 등의 시
각에서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지만 지방세의 가격기능에 대한 연구는 차
후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여 그 세수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하여야

한다.물론 지방소비세의 구체적인 세율수준은 다른 대안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배분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취득에 등에 관련된 등록세와 취득세는 통합하여

국세로 이관하는 것이다.
셋째,레저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사행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국세로 하고 지역적

성격이 강한 것은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스키장이나 골프장 같은 레저
관련시설의 이용이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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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넷째,주민세의 강화이다.주민세의 소득할이나 법인세할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법인
세할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장들은 보다 많은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사업소세의 강화이다.사업체들이 특정 자치구에 위치하여 제반 사업활

동을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각종 서어비스를 사용하게 되며 또한 각종 비용도 야
기 시키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도 이들 사업체의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지방세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세의 비거주자 부담이 사라지고 지방

세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 지방세의 가격기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에서 위와 같은 방안으로 조세체계가 확립되면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이전재원의 역할도 향상되며 지방세원칙에 맞게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현재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되고 지방세의
주민부담 원칙,응익원칙,가격기능 원칙에 따라 지방세와 이전재원의 효율성과 형
평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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