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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주민총회 도입방안은 ⅰ) 주민총회의 설치, ⅱ) 주민총회의 소집과
운영, ⅲ) 주민총회의 기능 및 사무, ⅳ) 주민총회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ⅳ) 주민총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으로 나누어 제시함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설치) 경기도는 읍･면･동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개 유형의 주민총회(대표형, 개방형)를 설치함
- (대표형 주민총회) 인구 3만명 이상의 읍･면･동은 유권자 중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구성함
- (개방형 주민총회) 인구 3만명 이하의 읍･면･동은 모든 유권자가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개방형 주민총회를 구성함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소집과 운영) ⅰ) 주민총회의 소집, ⅱ) 정보제공, ⅲ) 표결
권 및 발의 권한, ⅳ) 주민총회 의장, ⅴ) 총회 종결 후 조치를 제시함
- 특히, 표결권 및 발의권 분야는 주민총회를 통해 자신이 속한 읍･면･동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음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기능) ⅰ) 입법, ⅱ) 재정, ⅲ) 계획･조직, ⅳ) 심의･감사,
ⅴ) 주민소환으로 나뉘며, 특히 입법과 재정 분야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음
-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ⅰ) 주요사안에 대하여 입법 기능을 수행하며, ⅱ) 읍･면･동 예산의
승인과 징수세율을 결정함

(주민총회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ⅰ) 지역공동체 등록제, ⅱ) 수평적인 분과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
- (지역공동체 등록제) 경기도는 읍･면･동에서 지역공동체 등록을 접수하고, 자료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시･군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수평적 분과위원회 운영) 읍･면･동은 전문분야별로 지역의 공동체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해낸 정책을 주민총회의 투표를 통해 조례 재･개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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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ⅰ) 주민총회의 운영지원,
ⅱ)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확대가 필요함
- (경기도와 시·군의 주민총회 운영지원)ⅰ) 주민총회 정착을 위한 지원, ⅱ) 주민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 ⅲ) 주민자치 연구포럼 지원, ⅳ) 경기도형 주민공론장 지원 등이 필요함
-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동 집행부 및 주민총회의 재정 확보방
안으로 활용되도록 함

경기도형 주민총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ⅰ) 읍･면･동 자치단체화 방안, ⅱ)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위한 입법화 방안이 필요함
(읍･면･동 자치단체화 방안) ⅰ) 읍･면･동의 기관구성, ⅱ) 읍･면･동의 기능 및
사무, ⅲ) 읍･면･동의 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함
- (읍･면･동의 기관구성)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5~7명의 행정위원(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을 채택함
- (읍･면･동의 기능 및 사무) ⅰ) 자치행정, ⅱ) 조세, ⅲ) 에너지⋅환경, ⅳ) 건축⋅건설,
ⅴ) 교육, ⅵ) 복지 등 총 7개 분야를 제시함
- (읍･면･동의 재정마련)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읍･면･동의 독자
적인 재원인 지방세(직접세)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함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위한 입법화 방안) ⅰ) 지방자치법 개정, ⅱ) 군의 행정
계층화 및 읍･면의 자치단체화 방안을 제시함
- (지방자치법 개정안) 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읍･면･동을 자치단체화 하고, ⅱ)
읍･면･동에 지역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군의 행정계층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인 군을 행정 계층화하고, 읍･면을 자치단체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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