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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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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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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주민총회, 읍･면･동 자치단체화, 직접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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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의회제도에 대
한 불신과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되고 도입되어옴
19세기 중반 스위스에서는 대의제도 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특정 이익집단에 특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주민들은 직접민주
주의를 도입하는 헌법을 개정함(이기우, 2016)
20세기 초반 미국은 주의회가 철도자본과 금융자본과 같은 이익집단에 편향
적인 법률을 제정하자, 주민들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본받아 여러 주에
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함(이기우, 2016)
20세기 후반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민주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대의제도에 심
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21세기를 전후해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함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은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때
마다 저항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음
특히, 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서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시하거나 인터넷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면서 직접민
주주의 행태를 보임

국민들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하는 결정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추세임
제1장 서론∣3

지방차원에서도 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풀뿌리 단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발안 및 주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지닌 주민총회의
도입이 필요함
주민들은 풀뿌리 단위부터 투표를 통한 주권자 역할 뿐만 아니라 ⅰ)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지방정치인에 관한 불신임 투표, ⅱ)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
는 분야에 대한 주민발안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함
주민들은 주민총회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을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
반영하여 주민 친화적인 정치시스템 구축을 원함

그러나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지만,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읍･면･동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총회 관련 지방자치법
및 주민자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주민투표, 주민조
례발안,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권 강화 제도 외에 풀뿌리 단위에서 주민총회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직접민주주의 중
심조직인 주민자치회가 명시되어 있지만, 시범적 운영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
치단체의 자율적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처럼 열악한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상황에서, 최근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열망을 받아들여, 주민총회가 포함
된 주민자치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주민총회 도입을 위해 노력함
주민자치 관련 법안은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 및 풀뿌리 직접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
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4∣경기도형 주민총회의 도입방안 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인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형 주민총
회의 도입계획(안)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경기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상의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해,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도입모델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분석을 통해 주민총회 및 직접민주주의 이론을 검토
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총회의 국내외 사례를 연구함
국내(주민자치회･서울민회･제주민회) 및 해외 선진국(스위스, 미국)의 주민총회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주민총회 도입계획(안) 및 추진전략을 제시함
특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경기도형 ⅰ) 주민총회의 설치, ⅱ) 주민총회
의 소집과 운영, ⅲ) 주민총회의 기능 및 사무, ⅳ) 주민총회의 지역사회 네트워
크 강화방안 수립, ⅴ) 주민총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본 연구의 범위는 주민총회 도입 지역인 경기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1년 현재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음
내용적 범위는 ⅰ) 주민자치회 및 민회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ⅱ) 외국(미국,
스위스)의 주민총회 사례 분석, ⅲ)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도입방안(설치, 소집･
운영, 기능 및 사무)을 제시하고자 함
- 그리고 ⅰ) 주민총회의 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방안 수립, ⅱ) 주민총회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등을 제시함

아울러, 경기도형 주민총회 구현을 위하여, ⅰ) 읍･면･동 자치단체화 방안, ⅱ)
제1장 서론∣5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위한 입법화 방안 등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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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총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설정
1. 주민총회의 의의
1) 주민총회의 개념

주민총회는 ⅰ) 미국의 타운미팅과 ⅱ)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에서 유래되었음
미국의 타운미팅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출석해서 ⅰ)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ⅱ)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함(남궁곤, 2004)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는 모든 주민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다양한 사안에 관
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게마인데의 주요 사안을 결정함

이기우 외(2020)은 주민총회를 지방세의 징수세율, 예산 및 주요 정책사업들
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라고 정의함
김형호 외(2011)는 주민총회에 직접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의 예산과 집행･결
산을 비롯한 대소사를 논의하고 대표를 선출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자치단체
라고 정의함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주민총회 사례와 학자들이 정의한 주민총회의 개념을
토대로, 주민총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 전체로 구성되는 의결기관
이라고 정의함
주민총회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확보하여 주민
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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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총회의 기원

주민총회의 기원은 그리스 아테네 민회에서 시작되었음. 6,000명의 민회 대
표들이 모여서 연 40회의 회의를 통해 주요한 공공의제들을 토론하고 정책결
정을 하였음(김찬동, 2017)
민회의 주요 안건은 공공질서 유지, 재정, 과세, 외교, 도편추방 등이었으며,
안건은 다수결로 결정했음
민회의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500인 평의회가 구성돼 민회의 의안을 미리 준
비했고, 정부 관리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했음

미국의 타운미팅과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는 아테네 민회의 전통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외국의 주민총회는 민회에서 토론을 통해 공동의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시민에 의한 정치를 이끌고 있음(김찬동, 2017)

우리나라의 주민총회 기원은 신라 시대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던
귀족들의 회의(會議)인 화백제도를 꼽을 수 있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
화백제도는 나라의 중대사에 관하여 여러 관리를 모아 의논 후 결정하는 제도
로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선시대의 주민총회는 자연부락을 단위로 공동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
하고 결정하는 동회(洞會)를 꼽을 수 있음(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1)
동회에서는 마을의 축제인 동제를 비롯하여 수로, 농로, 친목, 제재, 풍기, 행
정, 인선, 품앗이, 부조, 계몽, 모곡, 구휼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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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총회의 기능

(주민의 정치에너지 유인요인)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정치 요구 및 의사와 에너
지를 끌어내는 의결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함
주민총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한 정책결정으로 심의민주
주의를 실현할 수 있음(장수찬, 2011)
심의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현재 구속력이 있지만, 미래 도전에 개방된 결론
에 도달할 목적으로, 시민들이 상호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접근 가
능한 이유를 상호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결정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형태임(Gutmann & Thompson, 2004)

(주민들의 여론형성 및 정부의 주민의사 반영)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함. 즉,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
들의 강력한 여론형성 역할을 함
주민총회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담론장치로써 역할을 수행함(박재창,
2012)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 시에 시민을 참여시킴

(집합적 결정의 정당성 확보) 주민총회는 집합적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
즉, 자치단체장의 입장만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주민총회는 주민들 간의 첨예한 이해 충돌 발생 시, 심의과정을 통해 해결할
기회를 마련함
주민총회는 개인적인 이해와 집합적인 이해 모두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
며, 주민들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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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총회의 필요성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 구현) 주민총회는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주민 중심
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 차원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함(김필두 외,
2008)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참여함으로써 보충성의 원리를 강화
할 좋은 기회를 마련함. 즉, 주민총회는 주민이 지역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이병렬 외, 2015)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주권자로서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
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함으로써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함
- 결과가 아닌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중시하고, 선거 때만 이루어지는 주기적인 참여가
아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김필두, 2018)

(정책의 유용한 정보제공) 주민총회는 지방공무원들이 정책의 성공적 기획
･수립･집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김필두 외, 2008)
주민들은 지역공동체의 자세한 상황과 수요에 대하여 정책분석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적실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담보하며, 갈등을 사전에 방비
함으로써 집행의 순응(compliance)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
주민총회는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을 통한 역할 분담을 통해,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하고 능동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함(정찬헌,
2017)

(근린 수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주민총회는 근린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함. 즉,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중요 결정을 함(김필두, 2018)
주민총회는 주민 중심의 근린 자치를 활성화해 산업화 이후 무너진 지역공동체
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함
주민총회는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복을 주민자치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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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의 실정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민조직임(김필두, 2018)

(공론의 장 마련) 주민총회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 간
공론의 장을 마련함(김주원, 2019)
주민총회는 지역주민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 대화의 장(공론의 장)을 마
련함
주민총회는 주민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함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주민총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함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의 거점이 되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살기 좋은 마을 형성이라는 주민자치의 궁극적 목표 달성이
가능함

(주민의 만족도 및 행정의 효율성) 주민총회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는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
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가능함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함(최근열, 2014)

2. 주민자치와 주민총회

1) 주민자치의 유형1)
1) 한국지방자치학회(2011).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보고서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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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형) 행정기관형은 자치단체의 장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나,
약간의 독립성을 갖고 소속 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함
행정기관형은 한국의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함

(준자치단체형) 준자치단체형은 일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준정부조
직이나 행정기관과 유사하지만, 일정한 행정구역･주민･자치권의 경우 자치단
체에 따르는 지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음
준자치단체는 주민대표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법인격이 없고 자치행정
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이 제한됨
준자치단체형은 ⅰ) 지방의회형, ⅱ) 주민총회형, ⅲ) 자치회형으로 분류됨
- (지방의회형) 지방의회형은 자치사무 처리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이 인정되지만, 조세권을
포함한 자치재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 사례는 영국 패리쉬가 있음
- (주민총회형) 주민총회형은 지방의회형과 같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인정하고,
회비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재정권이 인정되며 시행 사례는 미국
타운미팅이 있음
- (자치회형) 자치회형은 다른 준자치단체 형과 다르게 법인격이고, 자치사무 처리권 및
자치조직권만 인정되며 시행 사례는 일본자치회가 있음

(자치단체형) 자치단체형은 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주민자치를 시행하
는 경우를 의미함
자치단체형은 공법인으로서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으며,
근린 주민자치의 유형 중 유일하게 조세권을 보유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치
권을 가짐
- 자치단체형은 주민 수 3만명 이하의 기초정부에서 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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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민자치의 유형
준자치단체형
구분

행정기관형

지방
의회형

주민
총회형

자치회형

자치
단체형

×

○
(사법인)

○
(공법인)

법인격

×

○
(사법인)

직선자치
단체장

×

×

×

×

×

○

의회 또는
주민총회

×

×

○

○
(총회)

○
(총회)

○

자치사무
처리권

×

×

○

○

○

○

자치조직권

×

×

○

○

○

○

자
치
입
법
권

조례
제정

×

×

○

○

×

○

규칙
제정

×

×

○

○

×

○

자
치
재
정
권

조세권

×

×

×

×

×

○

회비

×

×

×

○

×

○

한국
주민자치
센터

프랑스
지구위원회

영국
패리쉬

미국
타운미팅

일본
자치회

스위스의
게마인데

시행사례

자료 : 소진광 외(2011),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연구”,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 마련을 위
한 토론회 자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위원회.

2) 주민자치와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일정부분을 부여받아,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유형으로 ⅰ) 준자치단체형의 주민총회형, ⅱ) 자치단체형이 있음
(준자치단체형의 주민총회형) ⅰ) 자치조직권, ⅱ) 자치사무 처리권, ⅲ)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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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을 인정, ⅳ) 회비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재정권도
어느 정도 인정됨
(자치단체형) 준자치단체형의 권한과 함께 ⅰ) 단체장 선출 권한, ⅱ)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치재정권도 인정됨

주민총회는 공통적으로 ⅰ) 자치사무권, ⅱ) 자치재정권, ⅲ) 자치조직권 등을 가지
고 있음. 이는 주민들이 자치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잘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주민자치 이념에 부합함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 방법을 결정하여 주민
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 주민총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주민총회는 주민이 지역사
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구심점이 됨(김필두, 2017)

3.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총회

1) 직접민주주의의 개념

직접민주주의는 소수의 국민이 전체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치문제에 대해 질문
하고, 전체 국민이 구속력 있는 대답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Kaufman,
2016)
이 점에서 직접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의회의 다수에 대한 소수의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음(이기우 외,
2021)

직접민주주의는 표결민주주의와 집회민주주의를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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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민주주의는 국민표결을 통한 국민의 직접 결정을 의미하여, 집회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회합을 통해서 국민이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함

2) 직접민주주의 유형2)

(국민투표) ⅰ) 필요적 국민투표(Obligatorisches` Referendum), ⅱ) 임의
적 국민투표(Fakultatives Referendum)로 나누어짐
(필요적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한 안건에 관해 반드시 국민투표로 최종적인
내리는 국민 결정임
(임의적 국민투표) 이미 가결된 법률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일정
수의 국민들이 사후적으로 제기하여 실시되는 국민 결정임

(국민발안) 국회가 발의하지 않은 법률안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여, 국민표결
로 결정하는 제도로 국민이 입법자로서 역할을 하게 됨
국민발안은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안건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임

(플레시비트) 국회의 정치적 다수 또는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 의해 안건이
국민투표에 회부되는 국민결정을 의미함
플레시비트는 국민결정의 법적 구속성에 따라 결정적 국민결정과 조언적 국민
결정으로 구분될 수 있음
플레시비트는 권력자가 정치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실시되며,
권력자에 의해 위로부터 하향적 국민투표가 실시됨

2) 본 내용은 이기우(2016),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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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직접민주주의 유형
구분

하향적
국민결정

상향적 국민결정(직접민주주의)

유형

필요적
국민투표

임의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의견조사

플레시비트

발의자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

일정 수의
투표권자

일정 수의
투표권자

일정 수의
투표권자

국가기관

안건발의
여부

의무적

임의적

임의적

임의적

임의적

발의목적

승인적

거부적

창설적

자문적

권력기관
강화

결정의 방식

국민표결

결정의 성격

구속적

구속적

구속적

비구속적

구속적
/비구속적

결정의 자유

보통

높음

높음

높음

낮음

자료 : 이기우(2016),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3) 지방자치법상의 직접민주주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ⅰ) 주민조례발안제, ⅱ)
주민투표, ⅲ) 주민소환을 들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접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접적 민주주의
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은 자치단체에게 조례의 제･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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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제도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 주민이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임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2-4]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표 2-5] 주민투표법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
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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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임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2-6] 주민소환에 관한 법의 주요내용
지방지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
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
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
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
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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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ⅰ) 주민투표, ⅱ) 국민발안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스위스 게마인데와 미국의 타운미팅 제도가 있음
스위스 게마인데와 미국의 타운미팅 제도는 규모가 작은 기초단위의 자치단체
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주요 공직자 선출(국민투표), 법안 및 청원(국민발안)을
결정할 수 있음

스위스의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는 일반적으로 선거권을 보유한 모든 주민
이 모이는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게마인데의 주요 사안을 결정함(시
도지사협의회, 2017)
주민들은 게마인데인 주민총회를 통해ⅰ) 지방세의 징수세율, ⅱ) 예산, ⅲ)
주요 정책사업들에 관한 법안 및 청원을 통해 주민발안을 수행함

[표 2-7] 게마인데의 업무개관

게마인데 주요 업무
(칸톤 헌법과 칸톤 법률에 근거)

Ÿ
Ÿ
Ÿ
Ÿ
Ÿ
Ÿ

교육(유치원과 초등학교)
폐기물 관리
게마인데 도로 / 지역 인프라 / 공간계획
게마인데 경찰
시민권
게마인데세

자료 : 이기우(2013), 「스위스의 지방세 제도」, 정책과제 2013-1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명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고유한 사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임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는 ⅰ)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ⅱ)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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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설정

1) 주민자치회

김필두(2014)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주민의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획일
적인 주민자치회 모델(협력형)로 인한 지역별 적합도를 악화시켰으며, 모호한 주
민자치회 기능으로 인한 효과적인 사무처리를 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ⅰ) 읍면동 사무의 위탁을 통한 효율성 강화, ⅱ) 주민
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사기를
높여야 함

2014년 이후 주민자치회 관련 논문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발견
과 이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
최상현(2016)은 주민자치회가 ⅰ) 사업재원 확보가 어려우며, ⅱ) 주민의 관심
및 참여가 부족하다고 분석하였음
- 이에 따라,ⅰ)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인화하여 기부금 모금 등으로 자체 사업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ⅱ) 주민의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장교식(2018)은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중앙정
부에 의존하는 구습을 탈피하여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문제들은 스스로 발굴하여 일반주민들도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수연(2019)은 주민자치회의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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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함
- 따라서 주민자치회 설립과 구성 및 운영방안이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표 2-8] 주민자치회의 관련 선행연구
저자

주요 내용

김필두
(2014)

Ÿ 주민자치회는 ⅰ) 획일적인 주민자치회 모델(협력형)로 인한 지역별 적합도 악화,
ⅱ) 모호한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인한 사무 처리의 비효율화 발생
Ÿ 주민자치회의 개선방안 : ⅰ) 읍면동 사무의 위탁을 통한 효율성 강화, ⅱ) 주민자치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사기를 높임

최상현
(2016)

Ÿ 주민자치회는 ⅰ) 사업 재원 확보가 어려우며, ⅱ) 주민의 관심 및 참여가 부족함
Ÿ 주민자치회의 개선방안 : ⅰ)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인화를 통한 자체 사업예산 확보,
ⅱ) 주민의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

장교식
(2018)

Ÿ 주민자치회는 ⅰ) 주민자치회의 의존적인 재원, ⅱ) 주민자치회 내에서 주민의 주도성 부족
Ÿ 주민자치회의 개선방안 : ⅰ)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 강구, ⅱ) 주민의
자발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

김수연
(2019)

Ÿ 주민자치회의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주
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함
Ÿ 주민자치회의 개선방안 : 주민자치회 설립과 구성 및 운영방안이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2) 주민총회

우리나라는 주민총회를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주민총회에 대한 선행
연구는 외국의 주민총회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함
선행연구들은 스위스의 게만인데 총회 및 미국의 타운미팅 등 외국 주민자치
의 사례를 정리할 때, 부분적으로 주민총회의 개념과 운영제도를 소개하고 수
준에 머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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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광 외(2011)는 스위스의 인구 2만 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요 지역사회의 현안을 결정하는 게마인데총회(주민총회)
를 소개함
게마인데총회는 의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준
(準) 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 전통을 살리고 있음

안권욱(2020)은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예산 결정에 관련한 사항을 직접 결정한다고 언급함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게마인데총회는 일차적으로 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과 주민 간의 직접적 소통을 가능하게 함(안권욱, 2020)
- 주민과 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자치단체가 개별 각 주민의 정치적 요구 및 의사를 포용할
수 있음

김상욱(2015)은 미국의 주민총회인 ‘뉴햄프셔 런던데리 타운미팅’ 사례를
분석하여 타운미팅의 역사, 타운미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자세히 상술함
200여 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타운미팅을 통해 뉴햄프셔 런던데리 주민들은
마을의 현안들을 결정하는바, 타운미팅은 현재 대의제민주주의가 가진 일정한
한계를 극복함

[표 2-9] 주민총회의 관련 선행연구
구분

스위스
게마인데총회

미국
타운미팅

저자
소진광 외
(2011)
안권욱
(2020)
김상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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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Ÿ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에
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요 지역사회의 현안을 결정하는
주민총회임
Ÿ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예산 결정에 관련한 사항을
직접 결정함
Ÿ 뉴햄프셔 런던데리 타운미팅을 통해 뉴햄프셔 런던데리 주민
들은 마을의 현안들을 결정함

3) 분석틀의 설정

이와 같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라는 주민자치제도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회 선행연구는 활성화되었으나, 주민총회 선행연구는 미흡함
주민자치회 선행연구는 ⅰ)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사무, ⅱ) 주민자치회의 조직,
ⅲ) 주민자치회의 재원, ⅳ) 주민자치회의 법적･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실태와
문제점･개선방안을 제시함
주민총회 선행연구는 스위스와 미국의 ⅰ) 주민총회의 기능, ⅱ) 주민총회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민총회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외국 사례의 소개보다
는, 경기도에 주민총회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도입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주민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
며, 그리고 외국의 주민총회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주민자치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경기도형 주민총회 도입 계획안
을 제시하며, 나아가 경기도형 주민총회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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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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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주민자치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김대중 정부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도입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 김대중 정부하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한 100대 국정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됨
주민자치센터는 제1단계(1999~2000년)로 1999년에 중앙정부가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00년에 전국의 동으로 설치가 확대됨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함
2000년 7월 l일 동법 시행령(제8조 별표 1-타)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 사무로 추가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시･도, 시･군･구의 사무로 지정함

[표 3-1]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8조 관련)
구분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Ÿ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
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Ÿ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
치센터 설치･운영지원

Ÿ 읍･면･동사무소의
치센터 설치･운영

주민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을 수행함
제3장 우리나라 주민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29

[표 3-2]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
구분
자치
활동
기능
문화
여가
기능
사회
교육
기능
사회
교육
기능
정보
교류
기능
협동
경제
기능

지역
복지
기능

주요 내용
Ÿ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 단체, 자치모임들을 주민과 연계하는 기능. 문화, 역사,
교육, 정보, 복지 등의 여러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더 많은 주민자치모임,
자원봉사모임이 새롭게 구성
Ÿ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청소․환경문제, 안전문제, 시설설치와 관리 등 지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자체에 반영하는 통로임
Ÿ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 취미교실을 제공하는 기능
Ÿ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를 위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각종 전시회,
발표회 등의 개최, 문화․취미․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 동호회 및 스포츠 활동
모임 운영함
Ÿ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 활용될 수 있음.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적인 교육기회 제공
Ÿ 교양프로그램, 외국어교육, 인터넷교육, 취업관련 기술교육프로그램, 특히 아동,
청소년, 주부 등 참여가 용이하고 대상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생애학습, 청소
년교실, 노인교실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Ÿ 주민의 생활과 각종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류센터로 운영
Ÿ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물가정보, 취업, 주식, 부동산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
하고 민원행정과 관련된 정보와 중계기능, 지역사회 소식 전달과 공공문제 의견
나눔. 마을신문 혹은 소식지 제작,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운영
Ÿ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교환하는 협동경제 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매개할 수 있음
Ÿ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자원재활용을 위한 녹색가게, 중고물품 교환센
터, 생필품 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 지역화폐 등
Ÿ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가꾸는 기능
Ÿ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우, 실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활 프로그램(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놀이방, 경로 시설 등), 수재․화
재․교통사고 등 재난구호 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함

자료 : 소진광 외(2011),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명목상 운영책임자는 읍･면･동장
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이며 담당 공무원이 지원함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민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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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연직 고문(3인 이내)으로 구성됨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주요
목적으로 함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ⅰ)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ⅱ)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ⅲ)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에 관한 사항, ⅳ)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음

2) 이명박 정부의 주민자치회 도입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0년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제27조에서는 ‘플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
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ⅰ)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ⅱ)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ⅲ)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3-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민자치회
구분

내용

제2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Ÿ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근거 마련

제21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Ÿ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주민화합 및 발전, 법령,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의 수행으
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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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운영 등을 위해서 주민자
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제공
해 오고 있음
표준조례는 제5장 제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됨.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회
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4장 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5
장 보칙임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000 주민자치회 설치･운
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더욱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각 읍･면･동
별 주민자치회에서 별도의 세칙으로 제정됨
일반적으로 지자체 조례에는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자
격, 위촉, 임기, 해촉, 감시, 지자체와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음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원칙･절차, 임
원, 세부기능(임무), 회의운영, 회계절차, 분과, 사업 계획, 총회, 재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4) 최근 주민자치 관련 법 제･개정(안)

2021년 1월 29일 김영배 의원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함
김영배 의원의 법안에 이어 이명수 의원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두관 의원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병도
의원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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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민자치 관련 법률안이 상정됨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의 자격에 관하여 ⅰ) 관할구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ⅱ) 세대별 대표자 1인, ⅲ)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 명시함
김영배의원(안)은 제정안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사람 등으로 주민의 자격을 명시함
김두관･이명수의 의원(안)은 세대별 대표자 1인이 회원이 되도록 제정함

[표 3-4] 법률안의 주민의 정의
(김영배 의원 법률안)
제7조(주민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민으로 본다.
1.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김두관 의원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 회원의 자격과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대표
(이명수 의원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회원”이란 주민자치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별 대표자 1인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과 구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주민총회) 김두관･김영배･이명수 의원(안) 모두 주민총회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김두관 의원(안)은 주민총회의 존재를 명시하였으며, 김영배･이명수 의원(안)
은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결기구를 주민총회로 명시함
- 읍･면･동에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도록 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의 의사를 집합하고 참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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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법률안의 주민자치회 총회
(김영배 의원 법률안)
제9조(주민총회) ① 읍ㆍ면ㆍ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둔다.
(김두관 의원 법률안)
제11조(주민총회) ③ 주민자치회 규약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회원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명수 의원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규약에서 정하는 회원들의 전체회의를 말하며, 주민총회는 주민자
치회의 최고의결기구가 된다.

(주민자치회 규약) 김두관･김영배･이명수 의원(안) 모두 주민총회 규약에 관
하여 명시하였으며, 특히, 김두관･이명수 의원은 규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김영배 의원(안)은 규약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한 주민자치 관련 규칙으로
명시하였으며, 규약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수, 임기, 임원의 구성, 홍보 방법
등 운영 등으로 구성함을 명시함
김두관･이명수 의원(안)은 주민자치 규약에 관하여 ⅰ) 주민자치회의 목적･명칭･구
역, ⅱ) 주민자치회의 사무 및 사업, ⅲ) 주민자치회의 회원자격･대표자, ⅳ) 주민자치
회의 의결정족수 및 자산 및 재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함

[표 3-6] 법률안의 주민자치규약
(김영배 의원 법률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읍ㆍ면ㆍ동 자치규약”이란 읍ㆍ면ㆍ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한 주민자치 관련 규칙을 말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5.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수, 임기, 임원의 구성, 홍보방법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와 자치규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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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법률안)
제5조(주민자치회 설립 등 ③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규약
제6조(규약) 주민자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민자치회 구역, 4. 사무 및 사업, 5. 주민자치회 소재지
6.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대표 및 감사와 임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와 주민총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회비,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
10.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명수 의원 법률안)
제5조(주민자치회 창립총회)
② 주민자치회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규약
제7조(주민자치회의 규약) 주민자치회의 규약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목적, 2. 주민자치회 명칭, 3. 주민자치회 구역, 4. 주민자치회 사무 및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주민자치회 회원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회 대표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0. 규약의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대표성) 김두관･김영배･이명수 의원(안) 모두 주민자치회는 주민
을 대표할 수 있다고 명시함
김영배 의원(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을 대표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김
두관･이명수 의원(안)은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명시함

[표 3-7] 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대표성
(김영배 의원 법률안)
제11조(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은 주민 개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활용하여, 주민을 대표할
수 있게 민주적으로 구성한다.
(김두관 의원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민자치회”란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
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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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법률안)
제9조(주민자치회의 지위)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대표한다.

(주민자치회 인사권) 김두관･이명수 의원(안)은 대표 및 감사에 관한 인사권을
명시하였지만, 김영배 의원(안)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직원 추천권을 명시함
김영배 의원(안)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의 추천권을 명시하였으며, 김두관･
이명수 의원(안)은 1명의 대표 및 2명의 감사 임면권을 명시하였음

[표 3-8] 법률안의 주민자치회 인사권
(김영배 의원 법률안)
제12조(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④ 사무직원은 주민자치회의 추천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의 일정비율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김두관 의원 법률안)
제8조(주민자치회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 방식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명수 의원 법률안)
제12조(임원 및 선출)
① 주민자치회는 1명의 대표자를 두어야 하고 선출방식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선출 방식은 규약으로 정한다.

(주민자치회 사업) 김두관･김영배･이명수 의원(안) 모두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모든 안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표 3-9] 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대표성
(김영배 의원 법률안)
제13조(주민자치회 재정) ③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
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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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법률안)
제13조(재정) ② 주민자치회는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명수 의원 법률안)
제14조(재정) ② 주민자치회는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회비) 김두관･이명수 의원(안)은 주민자치회가 회비, 기부금, 보
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김영배 의원 법률(안)은 이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음
김두관 의원(안)은 회비의 금액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함

[표 3-10] 법률안의 주민자치회 회비
(김영배 의원 법률안)
회비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음
(김두관 의원 법률안)
제13조(재정) ① 주민자치회는 회비ㆍ기부금ㆍ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회비의 금액은 주민자
치회 회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명수 의원 법률안)
제14조(재정) ② 주민자치회는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편, 한병도 의원안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부분적인 개편안임(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종합적으로 최근 주민자치 관련 법 제･개정(안)을 분석해 보면, 김두관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법안은 유사하며, 김영배 법안은 주민자치회의 규약･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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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분야가 차이점을 드러냄
김두관･이명수 의원(안)은 주민자치회의 규약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하였
지만, 김영배 의원(안)은 주민이 정한 주민총회 규약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음
김두관･이명수 의원(안)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자와 감사를 주민자치회 규약에
따라 임면하도록 명시하였지만, 김영배 의원(안)은 구체적인 인사권을 명시하
지 않음
김두관･이명수 의원(안)은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재
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지만, 김영배 의원(안)은 재정 충당방안은 명
시하지 않음

[표 3-11]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의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구성
Ÿ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가?
주민자치회 총회
Ÿ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인 주
민자치회 총회가 있는가?
주민자치회규약
Ÿ 주민자치회 규약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재정･개
정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대표성
Ÿ 주민자치회가 마을‧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자치
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인사권
Ÿ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사업
Ÿ 주민자치회의 활동‧사업을 주민들이 결정‧참여‧시행
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회비
Ÿ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원의 회비를 결정‧
수취‧집행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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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법안

김두관
법안

이명수
법안

○

○

○

○

○

○

△

○

○

○

○

○

×

○

○

○

○

○

×

○

○

2. 주민자치회의 실태와 문제점

1) 주민자치회의 실태

(1) 주민자치회의 도입배경

1999년에 민원발급, 사회복지와 같은 주민에 밀접한 사무를 제외하고, 청소,
주택, 교통, 일반행정 사무는 시･군･구청으로 이관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설치･운영됨(김흥주 외, 2018)
본청으로 행정인력이 이관하고 남은 유휴공간에 문화와 복지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과
심의를 하도록 함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한계로 주민자치의 구심점 미미, 문화 ･ 여가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획일적 운영 등에 지적이 제기되어옴(김흥주, 2019)

2011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는 한계점
을 보완･발전적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함(김흥주, 2019)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보다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와 운영의 자율성
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자치 모델을 설정함
- 이를 위해 현장 방문, 토론회, 위원회 논의를 통해 ⅰ) 협력형, ⅱ) 통합형, ⅲ) 주민조직형
등 3개의 모델을 확정하였음

이후 3개의 모형을 모두 시범실시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우선 협력형 모델을
시범 실시하고 다른 두 가지 모형인 통합형, 주민조직형은 현행법에 배치되어
사실상 제외됨(김필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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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은 1단계(2013.7. ~ 2014. 12.) 총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2015.11.~2016. 12.)는 1단계에서 시범 실시에 참여한 31개 읍 ･면 ･동과
추가로 신청한 18개로 총 4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함

현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을 2020년 12월 9일에 개정하였음

[표 3-12] 주민자치회의 도입과정
연도
2013.7 ~ 2014.12
2014.12
2014.12
2015.10
2017.7
2018.9 ~ 2019.3
2020.12

주요 내용
전국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시점)
지방자치 발전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 채택
전국 18개 지역 시범시역 추가선정, 2016년 12월까지 사업 연장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질화’
포함
Ÿ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 시행계획(안)에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고려
Ÿ 「지방자치법」 개정(실질적 주민주권의 강화)
Ÿ
Ÿ
Ÿ
Ÿ
Ÿ

자료 : 설선미･오재일(2016),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
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를 수정하여 작성함.

(2) 주민자치회의 법적 현황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설치)
와 제21조(기능) 등에 있음
제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자치
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법 제20조(설치)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제21조(기능)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주민화합 및 발전,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의 수행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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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민자치회
제2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을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2013년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대신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은 ‘주민자치회
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또한 동법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
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함

[표 3-14]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민자치회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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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하였으나, 설치와 기능에 관해서는 동일함(김흥주, 2019)
2019년 3월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
고,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함

[표 3-15] 2018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상의 주민자치회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
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의 운영현황

주민자치회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주민자치회는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 중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는 25개 구 중 23개 구에 171개 주민자치회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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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국에서 가장 많음
- 부산시 10개, 대구 6개, 인천 70개, 광주 32개, 대전 21개, 울산 4개, 세종 10개, 경기
104개, 강원 42개, 충북 3개, 충남 64개, 전북 3개, 전남 28개, 경북 10개, 경남 48개가
운영 중임

[표 3-16] 전국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시도

시･군･구

서울
(171)

Ÿ 강남구(2), 강동구(5), 강북구(5), 강서구(5), 관악구(6), 광진구(5), 구로구(4), 금
천구(11), 노원구(6), 도봉구(9), 동대문구(5), 동작구(15), 마포구(5), 서대문구
(5), 성동구(16), 성북구(10), 송파구(6), 양천구(5), 영등포구(5), 용산구(5), 은평
구(16), 종로구(3), 중구(15), 중랑구(2), 동구(1)

부산(10)

Ÿ 동래구(1), 북구(2), 사하구(2), 연제구(2), 영도구(1), 해운대구(1)

부산(10)

Ÿ 남구(2), 달서구(1), 동구(1), 서구(1), 수성구(1)

대구(6)

Ÿ 계양구(12), 남동구(20), 미추홀구(2), 부평구(9), 서구(8), 연수구(14), 중구(5)

인천(70)

Ÿ 광산구(9), 남구(5), 동구(3), 북구(9), 서구(6)

광주(32)

Ÿ 대덕구(12), 동구(2), 서구(4), 유성구(3)

대전(21)

Ÿ 대덕구(12), 동구(2), 서구(4), 유성구(3)

울산(4)

Ÿ 북구(2), 울주군(1), 중구(1)

세종(10)

Ÿ 세종시

경기
(104)

Ÿ 고양시(7), 광명시(18), 군포시(2), 김포시(14), 남양주시(2), 부천시(10), 수원시(8),
시흥시(9), 안산시(2), 오산시(1), 파주시(11), 평택시(4), 포천시(4), 화성시(12)

강원(42)

Ÿ 강릉시(9), 고성군(5), 인제군(1), 춘천시(9), 평창군(8), 홍천군(10)

충북(6)

Ÿ 진천군(3), 계룡시(1), 공주시(2)

충남 (64)

Ÿ 논산시(12), 당진시(14), 보령시(1), 부여군(4), 서산시(2), 서천군(6), 아산시(4),
예산군(3), 천안시(5), 청양군(2), 태안군(1), 홍성군(6)

전북(3)

Ÿ 군산시(1), 완주군(1), 익산시(1)

전남(28)

Ÿ 곡성군(1), 나주시(3), 담양군(12), 목포시(1), 순천시(8), 장성군(1)

경북(10)

Ÿ 안동시(8), 의성군(2)

경남(48)

Ÿ 거제시(5), 거창군(11), 고성군(5), 남해군(1), 밀양시(3), 사천시(2), 의령군(1),
진주시(3), 통영시(1), 하동군(1), 함안군(1), 합천군(1)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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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의 부재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주민자치회는 2019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지방분권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전국적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3-17] 지방분권법상의 주민자치회 설치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주민자치회 모델의 적정성 문제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모델은 협력형이지만, 당초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근린자치분과 위원회에서는 협력형 모델 이외에도 통합형, 주민
조직형 등 3개 모델을 제시하였음
공무원과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에 따라 주민자치회 모델은 협력형이 선정되어
시범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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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민자치회의 기본 유형

자료 : 최근열(2016), 주민참여와 읍･면･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센터).

그러나, 통합형이나 주민조직형에 대한 시범실시 없이 협력형만을 가지고 시
범실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김필두, 2014)
단순히 선호도 조사 결과만 가지고 협력형이 타 유형에 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3)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업무 모호성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 역할을 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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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하혜
영, 2019)
지방분권법 제28조 제2항(주민자치회의 기능)에서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가 위
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능이 있음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위･수탁 사무의 영역을 확정하
는 것이 필요함
- 주민자치의 핵심은 지역 내 마을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사무’의 개발과 수행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표 3-18] 지방분권법상의 주민자치회 기능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한편, 지역에는 주민자치회 외에 다양한 지역의 자생적 참여기구들이 있는데,
유사 단체와의 통합 및 업무 조정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음(하혜영, 2019)
향후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주민참여 유도를 활성화하려
면 읍･면･동 단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타 주민참여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주민자치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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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
문에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채원호, 2020)

(4)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과 역량의 문제

주민자치회는 주거 단위의 근린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조직인 동시
에, 시･군･구 사무의 위임 위탁 혹은 법령에 따른 사무의 위임 위탁 등을
담당하는 일선 행정(지원) 조직으로서의 이중적인 특성을 가짐(김필두, 2014)
단순하게 읍･면･동의 자문기관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
회보다는 2~3배 이상의 많은 역할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되고 있음

이러한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어울리는 위상과 권한
의 부여가 필수적임
시범사업 중인 협력형 표준조례에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과 대등한 위치
에서 읍･면･동의 행정업무 일부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김필두, 2014)
그러나, 현실적으로 읍･면･동장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
자치회에는 부여되지 않았음
- 읍･면･동장과 읍･면･동의 업무를 협의 심의하지만, 궁극적인 집행권은 읍･면･동장이 가지
고 있음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은 다양성이 부족하며,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인력도 부족함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며, 동시에
대표성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
성을 살리기가 어려운 실정임(이병렬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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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자치회 다양성 부족

주민자치회의 조례는 시범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3)에 근
거하여 제시됨에 따라 지역마다 달리 정하거나 자율성을 반영할 여지가 없음
동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음(김수연, 2019)
- 나아가 제5조 기능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의 구체화 수준이어서 자치단
체에서 읍･면･동 단위로 달리 정할만한 수준의 사무 내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실정

[표 3-19]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
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
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별로 다양한 주민자치
회의 구성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김필두 외, 2018)
지역의 특성을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행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획일적인 주민자치회가 구성됨

3) 매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추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개정안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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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회의 실태와 문제점

1) 민회의 실태

(1) 3･1 서울민회

(설립목적) 2019년 1월 3.1 서울민회4)는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립됨
주민들은 오랫동안 의회･정당･정치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혐오감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선거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면
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보임

이에 따라, 3･1 서울민회는 2018년 12월 550명의 시민들이 민회 위원에
신청하였으며, 이 중 300여 명의 정위원을 2019년 1월 추첨을 통해 선발함
3･1 서울민회는 2019년 1월 개회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16일 분과별 숙
의 토론을 거쳐 3월 1일 총회에서 6개 분과선언문과 3･1 서울민회 선언을
발표함

(역사적 전개과정) 2019년 1월 1일 3･1 서울민회는 민회위원 신청을 마감하
고(484명 신청), 2019년 1월 15일 민회위원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
여, 민회 위원 350명, 민회 예비위원 134명을 선정함
2019년 상반기 총회 2회(1월/3월)와 하반기 총회 2회(8월･10월)를 개최하였
으며, 분과위원회와 민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4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
해 국민발안제 입법화 추진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함

4) 3･1 서울민회의 3･1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시 외쳤던 구호인 “우리 조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착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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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축제토론회에서 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ⅱ)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
제, ⅲ)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를 주제로 발표함

[표 3-20] 서울민회의 역사적 전개과정
구분
2019년 1월 11일

주요 내용
Ÿ 민회위원 신청 마감(484명 신청)

2019년 1월 15일

Ÿ 민회위원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위원 350명, 예비위원 134명 선정)
Ÿ 정치개혁분과위원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평화와통일분과위원회,
교육개혁분과위원회, 환경과에너지분과위원회, 마을공화국분과위원
회의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2019년 1월 26일

Ÿ 총회 및 분과위원회 1차 회의

2019년 2월 16일

Ÿ 분과위원회 2차 회의(숙의 토의)

2019년 3월 1일

Ÿ 총회

2019년 3월 8일

Ÿ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2019년 4월 6일

Ÿ 3･1 서울민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19년 6월 1일

Ÿ 전국민회 조직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2019년 6월 2일

Ÿ 확대운영위원회 회의(공동체회의 워크숍)

2019년 7월 6일

Ÿ 3･1 서울민회 위원 워크숍
- 시민이 주인 되는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해야 할까?

2019년 8월 31일

Ÿ 하반기 1차 총회(국민발안제 입법화 추진 결의)

2019년 10월 16일

Ÿ 확대운영위원회 회의(‘2020년 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2019년 10월 26일

Ÿ 하반기 2차 총회(분과위원회 발안 법률안 1건 발표 및 채택)
Ÿ ‘2020년 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결과 채택, 국민발안제
입법화 추진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2019년 12월 7일

Ÿ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회 주관(1.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2.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
치조직, 민회)

2020년
2021년 2월 23일

Ÿ 코로나19로 인한 민회활동 중단
Ÿ 주민자치 기본법 토론회

자료 : 3.1 서울민회 자료집(2019)을 바탕으로 재수정함.

(조직 및 운영) 3･1 서울민회는 ⅰ) 정치개혁분과, ⅱ) 경제민주화분과 ⅲ)
평화와 통일분과, ⅳ) 교육개혁분과, ⅴ) 환경과에너지분과, ⅵ) 마을공화국분
과 등 총 6개의 분야로 나누어짐

50∣경기도형 주민총회의 도입방안 연구

각 분과는 주민자치 관련 법률을 제안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숙의토론회, 강연회 등을 개최함

[그림 3-2] 3･1 서울민회 운영위원회 조직도

자료 : 3.1 서울민회 자료집(2019)을 바탕으로 재수정함.

(2) 제주민회

(설립목적) 제주도는 43개 읍･면･동마다 주민대표 기관이자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중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미비 등으로
주민대표 기관 및 주민자치 조직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ㆍ공표된 ‘자치분권종합계
획’ 제주 편에서 읍･면･동 자치를 천명하였음

이에 따라, 풀뿌리 자치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은 자발적
의지로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민회’를 구성ㆍ운영함
제주민회는 읍･면･동 자치가 실현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로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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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설립하였음. 그리고 43개 읍･면･동마다 3인씩(1인 주민자치위원, 2인 신
청자 중 추첨 선발) 선정 등 총 131명의 민회 위원을 구성함

(역사적 전개과정) 2019년 4월 11일 제주민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
민회의 규약을 제정함
제주민회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제주민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민회의 규모를 확장함

2019년 9월 7일 제주민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개정함
2020년 3월 19일 제주지역 제21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읍･면･동 자치' 공개
질의 및 6월 2일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함

[표 3-21] 제주민회의 역사적 전개과정
구분
2018년 11월 7일
2018년 12월 3일
2019년 1월 9일
2019년 2월~3월
2019년 4월 11일
2019년 5월 ~ 6월
2019년 9월 7일
2019년 10월 6일
2019년 11월 11일
2019년 11월 13일~20일
2019년 11월 20일
2019년 12월 22일
2020년 3월 19일
2020년 4월 23일
2020년 6월 2일
2020년 6월 23일
2020년 7월 16일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주요 내용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함) 출범
특위에서 제주민회 추진 결정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민회 구성 기자회견
제주민회 설명회(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민회 추진위원회 개최, 제주민회 규약 제정
제주민회 제주시 및 서귀포 지역위원회 설치, 각 지역 위원장 임명
제주민회 창립총회 개최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및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 마련
읍･면･동 자치 공론화 특위 구성 청원 기자회견
제주형 읍･면･동 자치 공론화 관련 설문조사
제주지역 9개 정당에 대한 읍･면･동 자치 공론화 공개 질의
12월 22일 임시총회 개최 및 규약 개정
제주지역 제21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읍･면･동 자치' 공개 질의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성명서 발표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읍･면 원탁회의 조례철회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공동개최

자료 : 제주민회 홈페이지(https://cafe.daum.net/jejumin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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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운영) 제주민회는 ⅰ) 7개의 지역위원회와 ⅱ) 운영위원회로 구성되
며, 지역위원회는 ⅰ) 제주시 지역위원회(1~4), ⅱ) 서귀포 지역위원회(1~3)
등 총 7개로 나누어짐
공동의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본회를 운
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

[그림 3-3] 제주민회 운영위원회 조직도

자료 : 제주민회 홈페이지(https://cafe.daum.net/jejuminhoi).

제주민회는 2019년 총회를 통해 개정된 다음의 자치규약을 통하여 운영됨
제주민회의 규약은 ⅰ) 총칙, ⅱ) 위원, ⅲ) 조직, ⅳ) 재정, ⅴ) 규약 개정으로
구성됨

제주민회의 규약 1장은 총칙으로서 민회의 명칭, 목적, 업무 등을 자세히
규정함

제3장 우리나라 주민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53

제주민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읍･면･동 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음
제주민회는 ⅰ)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한 선언문 채택 및 청원, ⅱ)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ㆍ제도개선 연구 및 토론, ⅲ)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조직 등을 업무로 규정함

제주민회의 규약 3장은 조직으로서 제주민회의 운영조직인 총회 등을 자세히
규정함
제주민회의 총회는 위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ⅰ) 읍･면･
동 자치 선언 채택, ⅱ)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ⅲ) 사업계획 심의 확정, ⅳ)
공동의장, 감사 선정, ⅴ) 위원의 제명 등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제주민회의 규약 4장은 재정으로서 제주민회의 수입 등을 자세히 규정함
제주민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하며, 회
비는 연 1만원으로 규정함

[표 3-22] 제주민회 규약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제주민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읍･면･동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존속기간)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만 존속하며, 존속기간의 만료시점은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제5조 (업무) 본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선언문 채택 및 청원
2.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ㆍ제도개선 연구 및 토론
3.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조직
4. 그 밖에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조직
제12조 (총회)
① 총회는 위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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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의 소집일,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단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동자치선언 채택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심의 확정
4. 공동의장, 감사 선정
5. 위원의 제명
6. 위원의 회비 등 본회의 운영경비 조성
7. 기타 의장단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4장 재 정
제21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①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② 회비는 연 1만 원으로 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민회의 문제점

3･1 서울민회와 제주민회를 통해 주민총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ⅰ) 민회의
설치목적과 운영방식의 상호모순 ⅱ) 민회의 주민대표성 부족, ⅲ) 민회 조직
및 구조의 문제 ⅳ) 민회의 재정 부족이 있음

(1) 민회의 설치목적과 운영방식의 상호모순

민회의 설치목적과 운영방식은 상호모순이며,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설치목
적을 달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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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는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설립목
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 운영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민회의 운영방식은 민회 위원을 선발하여 민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며, 이와 같은 방식은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음
민회를 의회로 민회의 위원을 의회의 의원으로 치환하여 조례 등을 검토하면,
다른 점을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위촉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민회의 위원과 의회의 의원의 차이가 거의 없는 가운데 민회로 명칭을 부여한
다른 의사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은 전혀 없음
현재의 민회 운영방식은 민회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 타당성, 합리성 등의 측면
에서 문제가 있음

다시 말해, 민회의 위원과 의회의 의원은 선발방식에서의 차이 이외의 차이가
없는 바, 현재의 민회의 운영방식은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민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민회의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절차적 합리
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하지 않은 위원위촉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함

(2) 민회의 주민대표성 부족

3･1 서울민회와 제주민회의 정책결정은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회와 같이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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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보다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더 큰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민회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게 됨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회를 설치하는 방법은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 주민조직으로 제도화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민회의 의사결정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결정의 민주
성, 합리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그 정책결정은 의미 없음

민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적절하
지 못함
이에 따라,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정단위 또는 자치 단위로 소규모의
민회를 설치하고, 주민생활권 내에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
도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 운영되어야 함

그리고 현재의 민회는 소속 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을 포함하지 않고 소수의
주민만이 가입하고 있어 대표성이 부족함
3･1 서울민회의 위원은 550명이며, 제주민회의 위원은 131명은 다양한 이해
집단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서울시, 제주도)를 대표할 수 없어, 주민총회의
의결이나 판단의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음
- 특히, 서울민회는 지역별 분과로 나누어 구성하는 대신 분야별 분과로 나누어 구성되어,
특정 읍･면･동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두 민회에 참여한 소수가 모든 주민의 의사를 정당하고 동등하게 대변하지
못함
예를 들어,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안건과 관련하여, 이익집단이
모두 투표에 동원되어 투표한 사람 중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
이 상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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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회 조직 및 구조의 문제

민회의 조직화(제주민회)는 중앙집권적 조직화로 비민주적 정책결정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조직화 구조임
서울민회는 목적 중심의 기능적 구조화의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제주민회는 지역 기반의 계층적 구조화의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바,
양자 모두 민주적 의사결정, 즉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조직화 방식임

구체적으로, 서울민회의 경우, 정치개혁분과, 경제민주화분과, 평화통일분과
등 6개 분과로 구조화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방식과
다르지 않음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으며, 동일하다면 굳이 민
회를 광역단위에서 또다시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재고해야 함

제주민회의 경우, 제주민회를 최고의 기구로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산하의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어, 하향식 정책결정 구조와 다르지 않음
민회의 규약은 그 설치목적으로 제주의 읍･면･동 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
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직구조는 읍･면･동의 민회가 제주민회의 하부조직에
미치지 못하며, 민회의 정책결정에서 소외될 확률이 높음

따라서 민회의 조직화는 주민과의 최근접 단위를 최소단위의 민회를 설치하
고, 최소단위의 민회가 연합하여 읍･면･동 단위 또는 기초단위, 광역단위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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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회의 재정 부족

3･1 서울민회와 제주민회는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 등
으로 재정이 구성됨에 따라, 지속적인 주민총회 개최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3･1 서울민회와 제주민회는 회원 1인당 1만 원을 걷어 재정을 운영함에 따라.
민회는 연간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550만 원으로 운영하는 것임
이 정도의 재정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간략한 법률안을 만드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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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민총회의 외국사례
1. 미국의 주민총회

1) 주민총회(Town Meeting)

(1) 주민총회의 배경 및 기원

주민총회 제도(Town Meeting form)는 원래 초기 미국의 북동부 식민지
주민들에 의해 보급되었으며,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버몬트,
코네티컷, 메인 등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더욱 발달하였음(남궁곤, 2004)
매년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며 선거권을 보유한 모든 주민의 직접 참여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조례 제정 등의 중요정책에 관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
는 마을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식민지 시대 및 독립 전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러한 뉴잉글랜드의 주민총회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초기의 이민
역사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음
17세기 초 영국과 네덜란드인인 개신교를 믿는 이주자(필그림과 청교도들)들
은 현재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하게 됨
-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 믿음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본국의 통제가 약하거나 없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 본국으로부터 먼 미국 북동부지역에 정착함

황무지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옛 조국의 원치 않는 중앙적 권위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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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권한의 부재는 이주자들이 본국의 공식적인 간섭 없이 그들의 신
념과 종교적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음
이러한 중앙정부의 부재는 다른 의미에서 정착민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새롭고 자유로운 자치법과 자치(행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새로운 식민지 지역은 명목상은 영국이지만 지역의 기관과 제도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거주자들의 권리가 왕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유럽의 중세 모델과는 달리, 이주
민들은 통치자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기관들을 만
들었음
- 관리들은 본국의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지 않았고, 정착민들에 의해 선출됨

법률들은 멀리 떨어진 본국의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총회
(Town Meetings)라는 곳에서 정착민들에 의해 제정되었음(Bowen, 2019)
이는 정부가 수직적인 상명하달의 명령 모델이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향식(bottom-up)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함

주민총회의 기원에 관해서는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설(說)이 분분하며,
Zimmerman(1999)은 주민총회 기원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함
첫 번째 주장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주장임. 이 주장은 필그림
(Pilgrims)의 초기 정착지인 매사추세츠 해안지대의 자연조건5)을 고려해 그
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보는 견해임
두 번째 주장은 앵글로 색슨족의 전통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으로, 주민총회가
게르만족에서 유래한 원형이 영국인들에게 전해져 이들이 오랜 시간 사용하던
것을 뉴잉글랜드로 가져왔다는 것임
세 번째 주장은 영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영국 유사한 敎區(parish) 형태를
5) 매사추세츠는 인디언 부족어로 큰 언덕배기(large hill place)라는 뜻으로 산과 돌들이 많으며, 땅이 얕은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김영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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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지형에 맞게 조화시켰다는 것임

최근 매사추세츠주의 주민총회는 각각의 타운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온 제도로,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전형적인 타운의 개념은 여러 기원들을 수용
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음(김영기, 2014)

(2) 주민총회의 개념

주민총회(Town Meeting form)는 직접민주주의 특히 주권재민의 정신을
구현시키기 위한 기제로 마을공동체의 대부분 또는 전체 구성원이 주민회의에
참석해 마을의 주요 현안들을 직접 결정하는 지방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음
즉,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지방정부의 예산과 입법, 정책을 제정하기 위
해 모이는 직접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형태는 최소한 일 년에 두 번 타운의 유권자들이 모여 의회(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예산, 조례,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지구제(zoning),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투표하는 것임(Bowen, 2019)

주민총회는 타운의 등록한 유권자(registered voter) 주민들이 일정한 절차
를 거쳐 소집된 주민회의에 출석해 법률과 예산 등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타운정부 최고･최종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김영기, 2014)

(3) 주민총회의 특징

(정부형태로서 주민총회) 2005년 미국의 일반목적 지방정부 중 3.8%가 주민총
회 형태(Open Town Meeting form), 1.1%가 대의적 주민총회 형태
(Representative Town Meeting form)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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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의 지방정부가 주민총회 형태의 지방정부를 채택하고 있음(강인호･백형
배, 2007)

뉴잉글랜드 타운에서는 주민총회가 의회의 역할을 대신함
대부분의 뉴잉글랜드 타운에서는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해, 지역주민
(유권자)들이 직접 주민총회에 출석해 집합적 회의체를 구성해 의결기관처럼
타운의 예산을 비롯해 중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구조임
- 주민총회를 의결기관으로 사용하는 뉴잉글랜드 타운정부에서는 선거도 최소한으로 하고,
지역주민(유권자)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대의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유권자의 직접 참여와 결정) 뉴잉글랜드 주민총회는 보편적으로 유권자에게
부과하는 요건으로서 국적, 연령, 거주 요건 외에 본인 의사에 따라 유권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누구에게나 주민총회에 출석할 자격과 권리를 부여함
이러한 뉴잉글랜드 타운의 주민총회는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결정한
다는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 정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민 의사의 왜곡과 같
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민주제도라
고 할 수 있음

(최고･최종 결정기관) 주민총회는 뉴잉글랜드의 타운정부의 두 기관 중 하나
임. 주민총회는 입법권과 세금에 의한 예산과 기금의 사용과 지출을 승인하는
입법부임
뉴잉글랜드 타운정부에도 집행기관6)이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민총회
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최고･최종의 장치로서 힘을 가짐
모든 타운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 최종의 정책결정기관이 바로 주민총
회임

6) 일반적으로 타운정부의 집행부는 집행위원회(Board of Selectmen)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3명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위원들은 파트 타임제(시간제) 임(Bowen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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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적 주민총회(RTM) 형태의 지방정부

(1) 대의적 주민총회(RTM)의 현황과 기원7)

(RTM의 현황) 미국 일반목적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 중 주민총회 형태의 지방
정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민총회 형태(Town Meeting)의 지방정부는 Open
Town Meeting(OTM)을 의미함
다른 하나는 대의적(대표적) 주민총회 형태인 Representative Town
Meeting(RTM)임
- 2005년 현재 미국 일반목적 지방정부의 3.8%가 OTM, 1.1%가 RTM을 채택하고 있음

RTM은 OTM이 장소와 출석률 문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의적
(대표적)요소를 주민총회라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결합한 변형적 형태의 지
방정부임
RTM은 주민총회(타운미팅)에서 타운선거를 통해 몇몇의 대표 유권자를 선출함
그 지역의 선호도에 따라 대표 유권자의 수가 다르며, 보통 50명에서 429명까
지 다양함
- OTM에서 RTM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특수이해 집단의 투표에 대한 OTM(오픈
타운미팅)의 유권자들의 두려움, 저조한 참석률 등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함

RTM은 50명에서 429명의 사이의 유권자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해 타운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점만 다를 뿐, 운영은
OTM과 다르지 않음
7) RTM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1% 내외이기 때문인지, RTM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헌들을 미국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다. RTM에 관한 심층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김영기(2014)의 「뉴잉글랜드 타운정부론」제8장
(173~182쪽)에 소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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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RTM에 출석한 대표들은 OTM에 출석한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함(김영기, 2014)

(RTM의 기원) 주민총회(OPM)와 시정부(city government)에 직접민주제
의 요소와 대표민주제의 요소를 절충한 형태가” 대의적 주민총회임
RTM은 “유권자들은 주민총회의 장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비교적 많
은 수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대신하는
방식” 임

Zimmerman(1999)은 1708년 보스턴의 경우 적정한 리더와 공직자의 부재
로 OTM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OTM에 대한 회의론이 일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RTM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아닌가하고 추론하고 있음
공식적으로 RTM이 법제화된 것은 1820년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인구
12,000명 이상의 타운에 RT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
면서부터임

(2) RTM의 운영

미국의 지방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구조를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김영기, 2014)
RTM의 출현도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RTM의 운영에 관해서는
매사추세츠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함

(대표의 선출과 지명)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특별위원회에서 RTM을 검토한
후, 표준 RTM법안에 의해 RTM 대표는 선거구 내의 등록된 유권자들 가운데
서 비정당제로 선출함8)(김영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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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RTM 특별법은 선거구 수는 규정하지 않으나, 주민총회 대표의 선출은
선거구별로 최소 대표 수와 최대 대표 수를 규정하고, 각 선거구에서 최소한
400명의 유권자를 갖도록 규정함
- RTM대표는 무보수 명예직의 3년 임기로 선출은 매년 3월에 실시하며, 매년 1/3씩 선출하
고, 대표의 수는 50명에서 429명 범위이며, 평균 240명임

(직무담당 대표의 지명) 표준 RTM법은 각 타운에서 자치법(by-laws)에 규정
해서 특정한 공직자를 주민총회에 참여할 직무권한을 가진 대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김영기, 2014)
관례적으로 해당 타운에 거주하는 주의회 의원들에게 RTM 대표로서 직무권
한을 부여함
- 이렇게 직무권한을 부여해 핵심적인 타운 대표로 지정하는 것은 그들의 출석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임

(RTM의 운영) RTM를 채택한 타운의 약 1/3은 선거구별로 예비 주민총회
(pre town - meeting)를 갖는데, 예비 주민총회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대표
들과 일반 유권자자들이 함께 출석해 다가오는 주민총회의 안건들에 관해
토론함
사전회의는 대개 타운의 재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해 예산안에 관해 설명함
사전회의의 중요 목적은 일반 유권자이든 주민총회에 출석할 대표이든 타운의
주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정책결정의 질을 높
이기 위한 것임

RTM은 OTM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집되고 진행되며, 집행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소집공고를 결정함
타운의 총무국장(clerk)이 회의 참석 대상자들에게 고지하고 경찰국장

8) 모든 타운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의 타운에서 비정당제로 선출됨. 매사추세츠 Montague타운은 정당제로 선출함(김
영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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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ble)은 게시하거나 공고하는 일을 담당함

RTM의 의결정족수(quorum)는 과반수를 정족수로 하며, RTM의 회의 진행
등은 OTM과 동일함(김영기, 2014)
RTM의 두 가지 특징은 ⅰ) 회의 출석자 2/3의 표결에 의해 비밀투표를 사용
할 수 있다는 점과, ⅱ) 대의제(대표제) 주민총회에서 결정했더라도 그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를 채택해 최종 정책결정권은 여전
히 유권자 전체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점임

3) 타운정부의 구조와 기능

(1) 주민총회의 법적 기초

매사추세츠의 주민총회는 주의 법률 편재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됨(김영
기, 2014)
주 헌법과 주 헌법에 근거해 제정된 법률(General Law), 법률에 근거해 지방
정부가 기초해 주민투표로써 통과시킨 자치헌장(Home Rule Charter), 지방
정부가 주민총회를 통해 제정한 자치법, 조례와 규칙 등으로 편제를 이룸

(2) 타운정부의 구조

(의결기관) 주민총회는 해당 타운별로 등록된 유권자들의 출석으로 이루어지
는 집합체 또는 집합적 의결기관임
매사추세츠주 법률 제39조 제9절에는 “각 타운의 정례 주민총회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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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또는 6월에 개최하며, 여타 총회는 집행위원회가 요구하거나 자치헌
장, 자치법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음(김영기, 2014)
- 모든 타운의 회의와 선거는 최소한 7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주민총회 공고에는 회의시
간, 장소, 안건이 명시되어야 함
- 집행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등록된 유권자가 연명으로 요구한 모든 안건은 주민총회 공고
에 포함시켜야 하며, 100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 또는 전체 등록 유권자의 10% 이상이
연명으로 요구한 모든 안건은 임시총회 공고에 포함시켜야 함
- 이러한 회의는 유권자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회의 개최와
관련된 유권자의 청원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서명뿐만 아니라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기각됨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임명하는 공직자와 부서로 구성됨
자치헌장은 선출직 공직자로 집행위원, 교육위원, 기획위원, 의장(moderator),
주택의원, 그리고 법률이나 지방정부 간 협약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
을 열거해 명시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Select Board), 교육위원회(School Committee), 주택위원회(Housing
Authority), 기획위원회(Planning Board)의 구성 방식, 임기 권한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집행위원회(Board of Selectmen)는 뉴잉글랜드 타운정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집행 또는 행정기관임(김영기, 2014)
집행위원은 격년 또는 동시에 선출되는 3명에서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3명으로 구성됨
- 일부 규모가 큰 타운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상당한 권한을 전일제로 근무하는 타운 매니저
(town manager or town administrator)에게 위임하기도 함

선출직인 의장(moderator)은 주민총회를 주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짐
의장의 선출과 권한 그리고 책무 등에 관해서는 매사추세츠 법률 제1편 제7장
제39조 제14절부터 제18절까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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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타운별로 헌장이나 타운자치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민총회라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뉴잉글랜드 타운정부에서 의장은 독특한
선출직 공직자임(김영기, 2014)
의장의 핵심적 직무는 정례 및 임시 타운미팅의 진행임. 타운정부가 자치법규
에 따라 의장의 임기를 1년에서 3년까지 정해 선출된 경우가 아니면 주민총회
때마다 먼저 의장을 투표로 선출해야 함
- 여기서 선출된 의장은 다음 해 주민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또는 후임자가 선출된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며, 다른 사유 등으로 의장직이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해
직무를 수행하게 함

4) 주민총회의 운영사례

(1) 매사추세츠 시츄에이트(Scituate, MA)9)

(타운 현황) 시츄에이트 타운의 지방정부 형태는 Open Town Meeting으로,
1636년에 설립되었음
행정구역상 플리머스 카운티(Plymouth County)에 있는 해안 도시로, 보스턴
과 플리머스(Plymouth) 중간에 있는 남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음

2018년 인구는 18,760명으로 아일랜드계가 인구구성의 다수를 점하고 있
고, 은퇴한 부유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1년 예산은 $88,702,350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정부이며,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학력성취도가 높은 공립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음
9) 시츄에트 타운의 주민총회사례는 2019년 11월1일 경상북도 의성군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lloquium on Town Autonomy에서 “Town Meeting and Town Autonomy in America”를 발표한 Dr. Bowen
(시츄에트 타운의 주민총회 의장)의 발제문과 Dr. Bowen과 조선대 강인호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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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운영방식과 구조) 시츄에이트 주민총회는 조례제정권과 조세에 의
한 자금의 사용과 지출을 승인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수행함
집행부는 선출직, 시간제 집행위원회(Board of Selectmen)로 유권자들에 의
해 선출된 3∼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주민총회 동안 집행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입법정책(legislative policy)들을 설명
하고 많은 업무들을 담당함
-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출의 승인 및 고속도로 건설과 보수, 상수도, 공원 그리고 여가시
설, 사업개발을 승인하거나 타운 구매 대행사 역할을 하고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타운의
모든 활동을 감독함

연례 주민총회는 매사추세츠 주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최(보통 2월부터 5월
사이 봄에 개최)되고 이 회의는 연례 예산회의(the annual budget
meeting)라고도 알려져 있음
이 회의에서 타운은 현 회계연도10)말 이전에 남아있는 미결된 관리품목을 처
리하고 새 회계연도 예산을 승인함으로 새로운 회계연도를 준비함
- 타운은 예산 관련 항목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과 용도지역･지구제(zoning)에 관한 조례안
도 투표하며, “Warrant(소집공고)”라고 알려진 입법 항목의 의제 목록도 투표함

임시주민총회(Special Town Meeting)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며, 연례 주
민총회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나 기타 관련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보통
개최됨
임시주민총회는 정기주민총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100명의 유권자 서명
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집가능함
- 집행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유권자도 청원서(탄원서)를 통해
소집할 수 있고 임시 타운미팅을 소집하기 위한 청원서 서명은 100명 또는 유권자의
20% 정도 되어야 함

10) 미국의 주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회계연도가 7월1일부터 시작이 되며 1년이 아니라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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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헴프셔 런던데리(Londonderry, NH)11)

(뉴헴프셔 주민총회) 뉴헴프셔 주의 주민총회는 앞에서 살펴본 매사추세츠
주민총회와 거의 유사함
뉴헴프셔 주에는 221개의 타운정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인구가 42명인 타운
에서부터 30,000명에 이르는 타운까지 편차가 비교적 큼
대다수의 뉴헴프셔 주 타운정부는 Open Town Meeting을 채택하고 있음

뉴헴프셔 주의 대다수 타운의 연례 주민총회는 매년 3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됨
주민총회는 집행위원회가 개최를 공고하고, 공고에 포함된 안건에 따라 심의･
결정하고,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일을 함
주민총회에서 논의할 기타 안건들은 보통 유권자 25명 이상의 서명이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뉴헴프셔 주의 주민총회에서도 연례보고서 제출과 사전 회의 절차를 가짐
회의공고에는 반드시 타운 공직자 선거와 관련된 후보명단, 투표일, 장소, 시
간, 그리고 논의할 안건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함
주민총회와 공직자 선거 등의 업무는 당일에 모두 이루어지며, 주민총회의 의
결정족수는 각 타운마다 타운헌장에 명시하고 있어, 자유롭게 정하고 있음(김
영기, 2014: 242-244)

(런던데리 주민총회) 1719년에 설립된 뉴햄프셔 주 런던데리 타운은 200년
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Open Town Meeting을 채택하고 있음

11) 런던데리 사례는 남궁곤(2004)의 논문과 본 연구의 외부참여연구원인 조선대 강인호교수가 2013년 7월 Town
Council을 직접 방문하여 참관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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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 로킹햄(Rockingham) 카운티에 속하며, 사과밭으로 유명하고, 유
기농유제품 생산업체로 유명한 스토니필드 농장(Stonyfield farm)의 본산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이민자들에 의해 타운이 형성되었음

2019년 현재 인구(추정치)는 26,490명이며, 전체인구의 95.8%가 백인이지
만 점차 타인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가구당 중위소득은 90,263불이고 1인당 소득은 38,553불로 전형적인 뉴잉글
랜드 지역의 소도시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운헌장(Town Charter)은 1996년에 채택되었음
이 타운헌장의 수정 채택으로 타운의 살림살이와 행정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전업직(full-time job) 타운 매니저(town manager)직이 신설되었고, 타운
매니저는 또한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타운의회(Town Council)12) 의원
들을 보좌함

런던데리의 주민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연례주민총회와 타운 내의 특별
한 관심사항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주민총회(Special
Town Meeting)로 나누어짐
보통 연례 주민총회는 당해 연도 예산(안)을 비준하거나 타운 내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함
- 연례 주민총회에서는 회계감사보고, 공직자 보고, 각종 위원회보고 순으로 진행이 됨
- 주민총회에 의제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25명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타운의
회에 제출하면 가능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지원하는 기능은 타운의회에서
수행함
타운의회는 연례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무보수･명예직

12) 타운의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저녁에 개최되며, 무보수 명예직 시간제 근무인 5명의 의원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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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명의 의원들로 구성됨

타운의회는 타운의 연간예산을 결정하고, 주민총회에서 논의될 의제를 설정함은
물론 타운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집행위원회(Board of Selectmen)와 각종 위원
회를 구성하고 타운 매니저와 경찰서장을 임명함
집행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위원, 타운 매니저, 그리고 경찰서장은 타운 의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
람들 중에서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주민총회 개최 전에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타운을 위해
봉사할 지원자를 공개 모집함
이러한 과정을 ‘인재뱅크(Talent Bank)’라고 부르며, 임시주민총회는 타운 내
의 특별한 안건이 생겼을 때 타운의회가 ‘Warrant(소집공고)’를 공고하면서
시작됨

5) 정책적 시사점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 형태인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규모와 당위성을 중심으로 정책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주민총회 형태의 지방정부 도입 필요성

(도입 당위성) 주민총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치적 기제
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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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는 한국 사회에서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동
안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없었음
그래서 2019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만든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도 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모델(안)로 제시조차 되지 못했음13)

2000년대 이후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기능에 한계에
부딪치자 일반시민들은 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과정에 전달될 수 있는
직접･참여･심의민주주의의 기제로 주민총회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주민총회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정치체제이기 때
문에,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한국과 일본에서 그 활용가치와 관심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주민총회는 2001년 한국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TV토론
대신에 입후자와 선거민이 직접대면방식으로 미국식 타운미팅 제도의 검토 필요성
이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음(남궁곤, 2004: 128)
일본에서도 고이즈미 총리당시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 관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미국식 타운미팅 제도가 언급된 바 있음
또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인터넷을 활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실시간 ‘e
- townhall meeting’이 실시가 되고 타운미팅이 선거 캠패인이나 갈등해결,
소통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참여 수단으로 활용되면
서 그 중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있음

한국에서도 지방정부 간 갈등해결과 기업의 소통창구로서 타운미팅이 활용
되면서, 타운미팅의 실효성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음(김형호･송경재, 2011)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용이성) 다양성과 시민의 참여와 주권확대를
13) 2019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지방정부구성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모델(안)로 단체장
-의회형(미국의 Mayor-Council Form)과 의회-행정관리자형(미국의 Council - Manager Form), 위원회형
(Commission Form)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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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들이 증가하면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시되기 시작했음
이러한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14) 체계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
는데, 주민총회 형태의 지방정부 구조는 이에 아주 용이함

협력적 거버넌스는 조직 간의 협력과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쉽고, 정부관
료제의 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문화나 틀에 얽매이지 않아 혁신
이 수월함
또한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시민 친화적인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됨
정부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참여자들 간의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역재생정책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때 참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정책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
다양성과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개발정책의 흐름에서도 주민참여
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이제 지역쇠퇴 문제에 대해 과거처럼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수행하던 시대는
지나갔음

14)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벗어나 민간부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각종 “공적포
럼에서 소통과 의견조율을 통해 의사결정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의견수렴과
심의의 집합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공공정책이나”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함(강인호･박성진, 2020: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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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지속성
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것임

특히 지역재생정책은 지역의 물리적 기반에 대한 재생뿐만 아니라 지역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해 삶의 질을 재창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기존의 정부주도의 지역계획 및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실질적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강인호･박성진, 2020)

(2) 경기도의 적용가능 자치단체

Zimmerman(1999)은 뉴잉글랜드 주민총회의 응용과 제도적 활용에 주목을
하고 있음
그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민총회에 관한 연구에서 민주적 책임성과 자치권
력, 다양한 시민참여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음
- Zimmerman은 주민총회를 정책결정자와 시민들 간의 괴리와 간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제로 보았음

이러한 주민총회 형태의 지방정부 규모에 대해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2005)의 자료에 의하면 OTM은 인구 5만명 미
만의 지방정부에서, RTM은 인구 5만명 이상 25만명 미만의 지방정부에서
채택하고 있음

인구수 기준으로 살펴볼 때 주민총회 형태의 지방정부를 적용할 수 있는 경기
도의 자치단체 수는 전체 자치단체의 38.7%인 12개 자치단체에 적용이 가능
한 것으로 분석됨
연천군은 2020년 12월 기준 인구수가 43,824명으로 OPM형태의 지방정부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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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215,834명), 안성시(183,405명), 의왕시(161,153명), 양평군(116,874명),
여주시(111,083명), 과천시(58,289명), 양주시(222,314명) 등은 RTM 형태
의 지방정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음
- 대다수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대의적 형태의 정부보다 주민총회 형태의 지방정부가 대중들을 더 잘 포용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음(Bowen, 2019)

하지만 주민총회는 인구 규모가 큰 시·군 보다는 주민의 정치적 참여가 용이한
읍･면･동 수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도입 시 고려 요인

경기도에 주민총회를 도입한다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OTM보다는 RTM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짐
주민총회의 효용성 측면에서 RTM은 미국 내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차원에
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일정과 결합하면서 주민들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고 있음
또한 주민의 관심 유도와 활발한 토의를 거치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정치적
참여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능을 담당함

이러한 사유로 인구증가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의 저조한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로서의 기능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주민총회의 문제점은 참석률의 저조로서, 직접 참여민주주의는 유권자
가 시민의 의무감을 가질 때 효력이 있음
특히 젊은층의 참여를 이끄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집에서 주민총회를
시청하면서 전자투표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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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 주민총회15)

1) 개관

(1) 스위스 정치제도의 특징

(직접민주제) 스위스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여 대의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이에 스위스에서는 준직접민주주의
(halbdirekte Demokratie)라고 부르기도 함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 정치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에 속하지만, 스
위스에서 발명된 것은 아니고 프랑스 혁명헌법에 영향을 받아 발전시킨 것임

직접민주제도는 집회민주주의와 투표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음. 집회민주주
의(Versammlungsdemokratie)는 의회를 대신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집
회를 통하여 직접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임
스위스에서는 대체로 소규모의 게마인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임. 이러한 주민집회를 지방총회 또는 주민총회라고 함
- 칸톤 수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직접 의안을 결정하는 칸톤총회(Landsgemeinde)제도가
일부 칸톤에 남음
- ⅰ) 아펜젤 인너로덴(Appenzell Innerrhoden), ⅱ) 글라루스(Glarus)에서는 매년 4월
마지막 일요일과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각각 개최함

투표민주주의(Abstimmungsdemokratie) 속하는 것으로는 국민투표
(Referendum)와 국민발안(Initiative)을 들 수 있음

15) 본 절은 이기우･안권욱(2021).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기초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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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을 통해서 국민은 국회나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짐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치적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통제를 함
-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을 통해서 국민들은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침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은 칸톤 수준에서 갱생 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1830년대에서 1860년대에 걸쳐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연방과 자치단
체로 확산하였음
연방 차원에서 직접민주제는 1848년 연방헌법에서 헌법개정을 필요적 국민투
표를 규정하였음
- 1874년에는 법률안에 대한 임의적 국민투표가 도입되었고, 1891년에 부분적 헌법개정
국민발안제가 도입되었음
- 1921년 이후 국제조약에 관한 국민투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하였음

한가지 유의할 것은 스위스에서 직접민주제도가 특징적이라고 해서 국회를
통한 간접민주제도가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임
대부분 안건은 의회에서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대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
며, 국민투표나 국민발안은 예외적인 입법방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의회민주주의는 스위스의 연방이나 칸톤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합의체 집행부) 스위스의 연방정부(행정부)는 4년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7명의 각료로 구성되는 각료회의(Bundesrat)임
각료의 임기는 4년이며, 주요 정당은 의회에서 의석의 비율에 따라 각료를
배출하게 되므로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연립내각을 이루게 됨

7명의 각료는 연방의 7부처를 각각 1개씩 관할하며, 그들 중 한 명의 각료가
순환 원칙에 따라 1년간 연방 대통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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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구성원은 평등하며 연방 대통령도 다른 각료와 마찬가지로 한 부처를
관장하는 행정책임자가 됨

행정 각료들은 협상과 타협을 하면서 협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의민주주의(Konkordanzdemokratie)라고 부름
이 점에서 승자독식을 의미하는 다른 나라의 다수민주주의(Mehrheitsdemokratie)와
는 차이가 있음

이러한 회의체 정부도 칸톤에서 먼저 도입하기 시작하여 연방정부와 자치단체
로 확대되었음
오늘날 스위스의 행정부(집행부)는 연방뿐만 아니라 모든 칸톤과 자치단체에
서 채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정당이 그 구성에 관여함

(2) 스위스 게마인데의 사무 및 조직

(게마인데 사무) 게마인데 사무는 ⅰ) 칸톤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위임사무),
ⅱ) 칸톤이 스스로 선택한 업무(자치사무)가 있음
게마인데는 연방이나 칸톤, 다른 공공단체의 배타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자치
사무로 수행할 수 있음

칸톤 헌법은 많은 공공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게마인데에 관련된 업무도
있음. 게마인데는 단순한 집행사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무도 수행함
칸톤 베른 헌법상 지방자치사무로 규정된 것으로는 환경-동물-식물보호, 경관
및 전통보호, 공간계획, 교통, 상수도, 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안전조치, 보건, 교육, 문화, 여가, 스포츠, 휴양, 경제 등임

주의할 것은 헌법상이나 법률상의 자치사무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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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사무도 연방이나 칸톤 등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능력이 미치는 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임
(게마인데 조직) 게마인데는 칸톤법에 의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조직상의 자치
권을 가짐. 칸톤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조직 형태를 규정하고 있음
하나는 작은 게마인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게마인데
를 예상한 것임

이른바 정규적 조직은 게마인데총회(Gemeindeversammlung)와 게마인데
합의제 집행기관(Gemeinderat)로 구성됨
게마인데 합의제 집행기관은 통상 5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이 되며, 게마인데
총회는 게마인데의 모든 유권자로 구성됨

게마인데 총회는 세금이나 인사 등 게마인데의 중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재정
에 관한 결정이나 중요한 개별 사안을 결정함
게마인데 집행회의는 주민총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규칙을
제정함

규모가 비교적 큰 자치단체는 선출된 지방의원들로 구성되는 게마인데의회
(Gemeindeparlament)가 있음
게마인데의회는 주민총회를 대신하며, 스위스에서는 게마인데 총회가 통상적
인 게마인데의 의결기관 내지 입법기관임

전체 게마인데의 약 80%에 주민총회가 개최되며,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음16)

2) 스위스 칸톤 차원의 주민총회
16) Ladner, Andreas, Geemeindeversammlung oder Gemeindeparlament(http://www.sgp-ss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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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주민총회에는 ⅰ) 칸톤 차원의 주민총회(Landsgemeinde), ⅱ)
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총회(Gemeindeversammlung)가 있음

(1) 개관

아직도 칸톤 글라루스와 아펜젤 인너로덴에는 최고 입법기관인 칸톤총회
(Landsgemeinde)가 있음
예전에는 추크(1848), 쉬비츠(1848), 우리(1928), 옵발덴(1998), 니더발덴
(1966), 아펜젤 아우서로덴(1997) 등에도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음(괄호
속의 숫자는 폐지된 연도임)
- 게마인데에는 게마인데 총회(Gemeindeversammlung)가 있는 곳이 대부분임

스위스의 칸톤총회는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형태의 직접민주제의 일종임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헌법상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날
에 특정한 야외의 장소에서 회의함

(글라루스 칸톤총회) 글라루스 칸톤총회는 입법기관으로 글라루스의 모든 유
권자들의 회합이며, 칸톤총회는 칸톤의 최고기관임(글라루스 헌법 제61조)
권한은 법률과 헌법의 제정과 개정, 세율과 징수세율(Steuerfuss)의 심의와 결
정, 칸톤법관과 칸톤지사의 선출 등임(1971년까지는 칸톤정부의 각료도 칸톤
총회에서 선출하였음)

모든 유권자는 투표권뿐만 아니라 발언권과 수정제안권(Abänderungsrecht)
및 발안권도 가짐
유권자가 발안권을 행사하여 안건을 발의하면 칸톤총회는 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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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톤총회는 칸톤지사(Landamann)가 주관하며, 칸톤의회가 마련하여 칸톤
지사가 투표권 증서와 함께 세대별로 발송한 메모가 칸톤총회의 기초가 됨
칸톤총회에서 투표는 투표권 증서를 높이 들어서 하며, 표의 차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는 칸톤지사가 추산으로 다수결 결정을 함
- 다수를 추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4명의 칸톤정부 구성원들을 소집하여 논의함
- 여기서 명백한 다수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칸톤지사가 불문율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결정을 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취소할 수 없음

(아펜젤 인너로덴 칸톤총회) 아펜젤 인너로덴 칸톤총회는 최고기관으로서 입
법권과 여러 기관의 선거권 등을 가짐
권한은 법률과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규모가 큰 재정지출, 칸톤정부(Staatskom
mission)의 각료선출 등임
모든 유권자는 투표권뿐만 아니라 발언권과 수정제안권(Abänderungsrecht)을
가지며, 각 유권자는 발안권(Initiativerecht)도 가짐
- 유권자가 발안권을 행사하여 안건을 발의하면, 칸톤총회는 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함
- 발안권을 통해 결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재정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음17)

(칸톤총회와 칸톤의회의 관계) 칸톤총회가 있는 칸톤에서도 칸톤의회가 있으며,
예컨대, 글라루스에는 칸톤의회(Landrat)가 있으며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글라루스 헌법 제60조
Ÿ 칸톤총회는 그 권한은 그 일부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칸톤의회나 칸톤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칸톤헌법 제60조 제3항).
Ÿ 헌법 개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
Ÿ 헌법이나 법률 및 일정 규모 이상(백만 프랑, 반복적 지출은 매년 20만 프랑)의 지출에 관련된
조약이나 기타 계약

17) 참고로 아펜젤 아우서로덴에서는 1997년 9월 28일 주민투표로 칸톤총회를 폐지하였다(54%가 폐지에 찬성). 2010
년 6월 13일에 아펜젤 아우스로덴에 칸톤총회의 재도입을 위한 국민발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으나 부결되었다
(70.3%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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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백만 프랑, 반복적 지출은 매년 20만 프랑)을 수반하는 결정
5백만 프랑 이상의 토지취득
그 밖에 칸톤의회에 의해 제안된 안건
징수세율(Steuerfuss)의 결정

칸톤총회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칸톤의회가 다른 칸톤의 의회와 마찬가지 역할
을 함
칸톤총회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칸톤의회가 준비를 할 수 있음. 예컨대, 법
률안이나 헌법 개정안 기타 안건을 준비하는 역할을 함

(2) 스위스 자치단체의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흔히 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 표현됨
정확한 표현은 각 칸톤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최고기관은 유권자가 되고, 그
의사가 주민총회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봄

베른과 투르가우의 지방자치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칸톤 베른 지방자치법(Gemeindegesetz)
제12조 주민총회, 투표소투표
1. 유권자는 자치단체의 최고기관이다.
2. 조직조례가 투표소표결이나 투표소 선거를 규정하지 않는 한, 유권자는 주민총회에서 그의
의사를 표현한다.
칸톤 투르가우 지방자치법
제2장: 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유권자 전체
제2조 최고기관
1. 유권자 전체는 자치단체의 최고기관이다.
2. 투표소표결이나 투표소 선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유권자는 그의 의사를 주민총회에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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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자치단체의 주민총회의 명칭으로는 게마인데총회(Gemeinde
versammlung)라는 표현을 쓰는 칸톤이 가장 많음. 하지만 일부의 칸톤에서
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예컨대, 장트 갈렌에서는 시민총회(Bürgerversammlung)이라고 하고, 발리
스에서는 "원총회(Urversammlung) 또는 제1차 회의(Assemblée primaire),
프리부르와 유라에서는 지방회의( Assemblée communale)라고 함(Ladner,
2016, 8)

독일에서는 주민총회(Einwohnerversammlung) 표현을 쓰지만, 스위스에
서는 잘 쓰지 않음18)
한국에서 시민과 주민을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고, 주민총회라는 표현이 일반
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편의상 스위스의 지방총회를 "주민총회"라
고 표현하기로 함19)

주민총회는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자치단체의 "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짐
하지만 주민총회가 모든 사무를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자치단체에서
는 주민총회를 설치하지 않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이 됨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단지 투표소의 표결로 결정하는
곳도 있음

게마인데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선거를
들 수 있음
약 85%의 자치단체에서 집행기관의 선거를 투표소 선거에 시행함. 또한 자치단체
의 헌장(Gemeindeordnung)도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음
18) 스위스에서 주민총회라는 표현은 시민자치단체(Bürgergemeinde)의 총회를 시민총회라고 부르고, 일반 자치단체
(Einwohnergemeinde)의 총회를 구별하기 위해 주민총회(Einwohnerversammlung)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드물다(Ladner,a.a.O.9).
19) 앞으로 읍 ･면 ･동 단위에서 주민전체회의를 한다면 읍 총회, 면 총회, 동 총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개념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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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의 권한, 절차, 조직, 진행에 대해서는 칸톤마다, 자치단체마다 매우
다양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예를 들어, 주민총회의 진행은 통상 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음
- 칸톤 바트와 유라에서는 집행기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주민총회를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베른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총회마다 주재자를 선출하여 사회를 보도록 하기도 함

게마인데 총회는 자치단체의 합의제 집행기관인 게마인데라트(Gemeinderat)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석권을 가진 자들이 필수적인 문건을 접할
수 있어야 함
오늘날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사무총장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일부 칸톤에서는 유권자들이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컨대, 칸톤 취리히에서는 유권자 총수의 1/6이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3) 스위스 주민총회의 시사점

(1) 민주주의의 원형으로서 주민총회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는 집회민주주의를 의미했으며, 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주민총회에 있었음
그리이스 이래 "게마인데 구성의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형태는 언제나 마을
이나 농촌의 자유롭고 무장한 남자들의 모임에 있었음"(Knauss,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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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이스에서 시민의 모임인 민회(ἐκκλησία, ekklêsia)는 고대 폴리스의 뿌리이자 법원
이었음

고대도시의 자유가 몰락한 후에 기독교의 게마인데가 교회의 명칭을 고대 폴리스
의 민회인 에클레시아에서 따온 것은 우연이 아님(Kurtz, 1951, 13)
- 민회의 개최장소였던 아고라(Agora)와 포럼(Forum)은 고대의 생활중심지였음

국가의 본질에 대한 그리스의 개념을 게마인데(Polis)보다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그 구성원의 총회인 민회는 항상 고수되었음
- "결정적인 것은 게마인데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석해야지 대표를 보낼 수 없다는데
있으며, 게마인데의 구성원이 곧 게마인데이고 따라서 대표될 수 없다" (Knaus, 1949).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형은 오늘날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와 칸톤총회인 란쯔
게마인데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타운미팅(Town Meeting)에 남아있음
이 점에서 집회민주주의는 가장 오래된 민주제도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집회민주주의는 현대적인 이론인 참여민주주의와 숙고민주주의의 관점
에서 재조정되고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대적인 민주제도에 속한
다고 볼 수도 있음

(2) 주민 주권의 직접 실현공간으로서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정당이나 지방의회를 매개로 하지 않고, 모든 주민이 직접 지방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함
이에 따라, 주민의 역할을 수년마다 한 번씩 대표자를 선거하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주민의 자기결정을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충실한 민주제도라고 할 수 있음
주민이 직접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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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등한 참여의 보장

주민총회에는 모든 주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분이
나 자격에 의해 참여가 제한되는 고대 민주주의와는 차별화되는 현대적인
요소를 가짐
스위스의 자치단체는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 세워진 헬베티아공화국에서 종전
의 제한적인 시민게마인데(Bürgergemeinde) 중심에서 모든 주민에게 개방
된 주민게마인데(Einwohngemeinde)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주민총회에
서 참여의 평등이 이루어짐

오늘날 지방의회에는 선출된 주민인 지방의원들만이 심의와 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선출에 의한 참여의 불평등이 발생함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정책결정은 과거의 신분에 의한 참정권의 차등을 선거에
의한 차등으로 전환했을 뿐 일반주민의 평등한 참여는 사실상 제한을 받게 됨

이 점에서 주민총회는 주민 모두의 참여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대도시나 광역자치단체,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는 대표자에 의한 정책결정이
불가피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읍･면･동 수준에
서는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의 평등한 참여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숙고민주주의에 의한 합의민주주의의 실현과 예외

주민의 평등한 참여는 주민총회 외에도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에 대한 주민표결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하지만 주민표결은 진정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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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결집해내는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해서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총회에 참석해서 집행기관에 질문을 할 수
있고, 참여자 간의 토론을 통하여 무엇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찾아
가는 숙고민주주의로써 의미를 갖게 됨
이러한 숙고 과정을 통해서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에 근접한 정책결정이 가능
하게 됨
- 루소가 제안한 민주적인 정책결정은 안건 제안자가 충분한 숙고를 거쳐 안건을 제안하고,
이를 주민이 찬반 의사표시로 결정하는 방식에 의함

스위스 주민총회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숙고적으
로 안건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숙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면에서 주민총회는 합의적 민주주의(unitary democracy)를 실현하
는 통로가 됨

만약 주민총회에서 주민 간에 합의에 따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찬반 표결에 의해서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어 경합적인 민주주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하게 됨
이 경우 대부분의 스위스 칸톤에서는 주민 전체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주민투
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총회에 의한 경합적 민주주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강제적 주민대표 대신에 자발적 주민대표 기능

스위스에서 주민총회에 참석률은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20%를 넘는 때도 있지만, 주민 수가 5,000명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5%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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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주민총회를 방문하면서 이러한 저조한 출석률로 인하여 주민총회의
정책결정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방정치인과 주민들에게 질문을
한 기회가 있었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위스의 지방정치인들과 주민들은 "참석한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을 대표하므로 문제가 없으며, 주민총회의 참석자들은 전체 주민에 대
한 자발적 대표임. 우리는 이러한 주민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 대답하였음
주민총회에 대한 전문가들은 주민총회가 법률상 주민의 대표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Zimmermann, 1999, 191)거나 출석한
참석자가 전체 주민을 기능적으로 대표함
- 마치 투표소에서 선거나 표결을 한 유권자가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Auer,
2016, 154)"라고 함

따라서 주민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출석률이 아니라 출석 가능성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 있음
만약 모든 주민이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모두 발언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주민
총회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이 점에서 주민총회의 대표기능은 불가
피한 측면이 있음(Rochat, 2020, 46)

(6) 주민총회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주민총회를 한국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두 가지 장애요인이 있음
먼저 주민총회의 특성에 다른 장소적 제약요인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
의회에 관한 헌법 조항에 따른 장애요인을 들 수 있음

(공간적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주민총회는 좁은 공간에서 주민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규모가 큰 단위에서는 주민총회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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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규모가 20만 명이 넘을 때, 기초 지방자
치 단위에서도 주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하지만 주민총회는 주민 수가 3만 명 미만인 군이나 시에서는 시도해 볼
수도 있으나, 읍․면․동 수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총회는 원래 우리나라의 읍･면･동 중에서 인구 3만 명 미만인 곳에서 실
시할 수 있음
주민총회의 주민 대표적 기능에 착안한다면 보다 큰 읍 ･면 ･동에서도 도입할
수 있으나 실행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음

(법률적인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스위스의 자치단체(게마인데)의 주민총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는 대체 관계에 있음
지방의회를 설치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총회 제도를 채택하지 않음. 주민총회
가 직접민주제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스위스처럼 주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를 폐지
하게 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헌법 제118조 제1항이 "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모든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 의회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헌법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극복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독일헌법(기본법)처럼 지방의회
대신에 주민총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총회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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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방법임
하지만 헌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하에서 주민총회 제
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찾아보아야 함

해결의 실마리는 현행 헌법이 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필수적인 기관을 요구
하고 있을 뿐 주민총회 제도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지방의회를 설치하되 주민총회를 추가로 두는 방안인데, 이 경우에 자치단체
의 집행기관을 합의제기관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에 지방의회가 관여하고 겸직
을 허용함
따라서 이중기관의 설치로 인한 문제점도 해결하고, 독임제 자치단체장의 권
력 집중과 권력남용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앞에서 기술한 스위스의 일부 칸톤(글라루스와 아펜젤 인너로덴)에 잔존하
는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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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도입방안
1. 주민총회의 설치

1) 외국 주민총회의 검토

미국의 주민총회는 ⅰ) 개방형 타운미팅(OTM)와 ⅱ) 대표형 타운미팅(RTM)
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개방형 타운미팅(OTM)은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이 모여 타운의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구조임
대표형 타운미팅(RTM)은 주민들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수의
대표유권자를 선출하여, 대표유권자가 타운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임

스위스의 게마인데는 ⅰ) 총회모형 게마인데와 ⅱ) 의회모형 게마인데로 나누
어 운영하고 있음(이기우 외, 2021)
총회모형 게마인데는 지방의회를 대신하여 유권자 전체가 게마인데의 주요사항
을 투표를 통하여 의결기능을 수행함
의회모형의 게마인데는 지방의회를 설치하여 특정사무분야에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의결기능을 수행함

미국의 개방형 타운미팅과 스위스의 총회모형 게마인데의 시행을 위한 인구기
준은 상이함
미국의 대표형 타운미팅은 인구 5만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스위스의 의회
모형 게마인데는 인구 3만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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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설치 방안

경기도는 미국의 타운홀 미팅과 스위스의 게마인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
구에 따른 주민총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ⅰ) 3만명 이상의 읍･면･동에는 대표형 타운미팅을 도입하고, ⅱ) 3만명 미만
의 읍･면･동에는 개방형 타운미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기도는 읍･면･동에 자치단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개 유형의 주민총회를 설치함
인구수(3만명 기준)에 따라 ⅰ) 대표형 주민총회, ⅱ) 개방형 주민총회를 설치하
도록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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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헌법상으로 자치단체의 필수요건인 점을 감안하여, 대표형･개방형 주민
총회에서도 존치하도록 함
[그림 5-1] 경기도형 읍･면･동 주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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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3만명이 넘는 읍에는 대표형 주민총회를 도입
하며, 대체로 인구가 3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동･면에는 개방형 주민총회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임
읍의 행정단위별 인구수는 각각 39,455명이며, 동･면의 행정단위별 인구수는
27,379, 7,840명으로 분석됨

[표 5-1] 2019년 경기도의 읍･면･동 단위별 인구수
구분

인구(명)
(A)

읍･면･동(수)
(B)

행정단위별 인구수
(A/B)

읍

1,459,827

37

39,455

면

807,497

103

7,840

동

11,033,576

403

27,379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

2. 주민총회의 소집과 운영

1) 외국 주민총회의 소집과 운영

(1) 스위스의 게마인데 총회20)

스위스의 게마인데 총회의 소집과 운영방안은 ⅰ) 주민총회의 소집, ⅱ) 정보
제공, ⅲ) 표결권 및 발의권한, ⅳ) 주민총회 의장, ⅴ) 총회 종결 후 조치
분야로 나눌 수 있음

20) 본 절은 이기우･안권욱(2021).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기초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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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의 소집) 주민총회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게마인데라트(Gemeinderat)에 의해서 소집됨
소집시기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직조례에 정해진 시기, 업무상 추가적으로 필
요한 때, 유권자 10% 또는 조직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표결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임

주민총회는 최소한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안건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주민총회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최되거나, 주민표결로 요구된
경우는 예외임
미리 예고되지 않은 안건도 주민총회에서 심의될 수는 있으나, 중요한 안건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은 차기 주민총회에서 해야 함

(정보제공) 지방행정청은 심의할 안건과 관련된 정보를 투표권자에게 제공하
여야 함
정보제공에는 정보편집, 표결권자에 대한 정보지, 홈페이지나 사회매체 정보,
보도자료 공표, 서류철의 공개, 주민총회의 안내 등을 포함함

(표결권 및 발의권) 당해 자치단체의 모든 표결권자는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과
표결권 행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자치단체의 안건에 대한 표결권은 당해 자치단체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칸톤 안건에 대한 표결권이 있는 사람이며(베른 지방자치법 제13조), 표결권
자 명부에 미리 등록되어야 함

모든 표결권자는 의안목록에 있는 안건에 관하여 의사진행과 의안에 관한
발의를 할 수 있음
모든 주민총회참석자는 심의대상에 대해서 발언권과 발의권을 가지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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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될 수 없음

(주민총회의 의장) 주민총회의 의장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장(Gemeinde
ammann)이 맡아서 총회의 심의를 진행함
의장은 회의장의 정숙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회의경찰권을 행사
할 수 있음

(총회 종결후의 조치) 주민총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표되어야 하며, 자치
단체의 합의제 집행기관인 게마인데라트는 주민총회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함
주민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표결권자의 1/10이 30일 이내에 투표소 표결을 요
구할 수 있음(임의적 주민투표)
-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총회의 의결은 단지 의결되거나 부결될 수만 있음
- 자치단체 헌장 제정이나 개정, 자치단체의 존립에 관한 결정, 지방의회의 도입에 관한
결정은 필요적 주민투표 사항임

(2)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타운미팅

미국의 타운미팅은 필그림과 청교도들의 뉴잉글랜드 이주 후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그 후 오랫동안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자치제도로서 타운미팅은 그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영방안과
절차들을 수정･보완하면서, 그러한 절차와 운영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
도록 제도화시켜 나갔음

매사추세츠주 타운미팅 의장협의회에서 발간한 회의진행규칙의 타운 공직자
들의 역할 조항에서는 의사정족수, 의장･총무국장･집행위원･타운 법률고문･
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경찰국장･유권자 점검자･검표자의 역할과 기능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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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있음
회의 진행과 관련한 조항들에서는 회의 준비(공고･의안･절차에 관한 정보와
회의 진행 장비), 타운미팅의 개회, 위원회의 보고, 의안심사의 순서, 의안 독
회, 예산(안)심의, 방송과 녹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역할과 기능에 관한 조항들과 회의진행 관련 조항들 다음으로, 동의안의 제출과 심의,
토론, 표결 등에 관한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음

타운미팅 회의는 ⅰ) 회의 준비단계와 ⅱ) 진행단계로 구분됨(김영기, 2014)
회의 준비단계는 타운의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집행(행정)부서들이 타운미팅에
제출하기 위해 안들을 마련하고, 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재정위원회는
예산과 사업집행(안)을 마련하며, 이러한 의안들이 포함된 공고(안)의 준비･인
쇄 및 배포 게시 그리고 등록된 유권자 명부 준비･확정단계 등이 포함됨
회의 진행단계는 유권자 출석, 개회식,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결정, 안건상정
과 심의표결, 결과선포,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됨

2)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운영전략 도입방안

(주민총회의 소집) 주민총회는 집행부인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소집됨
소집시기는 ⅰ) 주민총회 규약에 정해진 시기, ⅱ) 중요한 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 ⅲ) 주민의 10% 또는 주민총회 규약이 정하는 비율의 표결권자가 요구
하는 경우임
주민총회는 최소한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안건이
포함되어야 함

(정보제공) 집행위원회는 주민총회 사무국을 통하여 심의할 안건과 관련된
정보를 투표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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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사무국은 주민총회에서 의결될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정보를 다양한
형식(보도자료, 신문, 동영상, 눈)의 매체를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표결권 및 발의권) 모든 표결권자는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발언과 표결권 행사
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주민총회의 안건에 대한 표결권은 당해 자치단체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모든 주민총회 참석자는 심의대상에 대해서 발언권과 발의권을 가짐

(주민총회의 의장) 주민총회의 의장은 주민총회의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
총회의 안건을 규약에 따라 진행할 권리를 가짐
의장은 회의장의 정숙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진행 중 총회 경찰
권을 행사할 수 있음

(총회 종결후의 조치) 주민총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주민에게 공표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합의제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는 주민총회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함
주민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표결권자의 1/10이 30일 이내에 투표소 표결을
요구할 수 있음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총회의 의결은 단지 의결되거나 부결될 수만 있음

3. 주민총회의 기능 및 사무

1) 외국 주민총회의 기능 및 사무

미국의 타운미팅의 기본적인 기능 및 사무는 ⅰ) 주민발안(입법 기능), ⅱ)
주민투표를 통한 운영예산에 관한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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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주민총회에서는 ⅰ) 회계감사 보고, ⅱ) 공직자 보고, 각종 위원회 보고를
받음

스위스의 게마인데 총회의 기능 및 사무는 ⅰ) 게마인데 헌장의 제･개정,
ⅱ) 정치적 게마인데의 경계조정에 있어 구역･존립의 변경, ⅲ) 게마인데의
대표자 및 구성원 선출 등을 결정함
게마인데 총회는 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 ⅱ) 예산의 승인과 징수세율
의 결정, ⅲ) 회계연도 결산의 승인 등임

[표 5-2] 외국 주민총회의 기능 및 사무
구분
미국의 타운미팅

스위스의
게마인데 총회

기능 및 사무
주민발안(입법 기능)
주민투표를 통한 운영예산 결정
회계감사 보고･공직자 보고, 각종 위원회 보고
게마인데 헌장의 제･개정
정치적 게마인데의 경계조정에 있어 구역･존립의 변경
게마인데의 대표자 및 구성원 선출(게마인데 헌장이 규정한 경우, 지방의
회의원의 선출)
Ÿ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
Ÿ 예산의 승인과 징수세율의 결정
Ÿ 회계연도 결산의 승인
Ÿ
Ÿ
Ÿ
Ÿ
Ÿ
Ÿ

2)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기능 및 사무 도입방안

(입법 분야)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주요사안에 대하여 입법 기능을 수행함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직접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마을의 문제를 직접
개선하고, 상위 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 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관하여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

(재정 분야)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읍･면･동 예산의 승인과 징수세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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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는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읍･면･
동의 결산과 특별한 별도 결산을 승인함

(계획･조직 분야)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의 대표자 및 집행부를 직접
선출함
주민총회는 읍･면･동의 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함

(심의･감사 분야)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읍･면･동의 주요 정책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읍･면･동의 예산 및 재정 등의 감사를 보고 받음
주민총회는 읍･면･동의 주요 정책사업을 사전 심의하며, 읍ㆍ면ㆍ동의 국･공
유 재산의 활용 계획을 심의함
주민총회는 읍･면･동의 연간회계 감사 보고, 예산 및 재정을 보고받음

(주민소환 분야)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읍･면･동에 속한 공직자의 임기종료
전 해직에 대한 소환투표를 시행함

[표 5-3]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기능 및 사무
기능
입법
(주민발안)
재정

사무
Ÿ 읍･면･동 자치조례에 제･개정
Ÿ 상위 자치단체조례 제･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Ÿ 주민투표를 통한 읍･면･동 예산의 승인과 징수세율의 결정
Ÿ 주민투표를 통한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승인
Ÿ 읍･면･동의 예산 결산 승인

계획･조직

Ÿ 주민총회의 대표자 및 집행부 선출
Ÿ 주민투표를 통한 읍･면･동의 자치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심의･감사

Ÿ
Ÿ
Ÿ
Ÿ

주민소환

Ÿ 읍･면･동에 속한 공직자에 대한 임기종료 전 해직에 대한 소환투표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
읍･면･동의
읍･면･동의

주요 정책사업 사전 심의
국공유재산 활용 계획 심의
연간회계 감사 보고
예산 및 재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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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총회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방안 수립

1) 지역공동체 등록제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의 전문분야와 설립목적 등에 관한 정보화가
필요함
경기도와 31개 시･군에는 다양한 목적을 갖는 수많은 주민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 내의 공동체의 목적과 구성원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
로 정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
- 특정한 지역문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은 물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함

이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하는 지역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관한 체
계적인 분류 및 구조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등록제도의 도입이 긴요함

경기도는 읍･면･동에서 지역공동체 등록을 접수하고, 자료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시･군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현재의 지역공동체는 특정 분야별 지역공동체를 시･군 단위로 설립･운영하는
바, 단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공동체 등록 사무를 직접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읍･면･동에 지역공동체 등록 접수 및 DB(Data Base) 구축･운영사무를 위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임

장기적으로, 읍･면･동의 자치기능이 확대되고, 지역공동체의 설립･운영에서
읍･면･동을 기본적인 구역단위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경우, 지역공동체
등록사무는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읍･면･동이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구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주민과 최근접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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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구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2) 수평적 분과위원회 운영

읍･면･동은 전문분야별로 지역의 공동체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함
읍･면･동의 분과위원회는 전문성을 확보한 지역의 공동체가 참여하여 전문분
야별로,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는 체계로 운영함
읍･면･동의 분과위원회는 지역의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읍･면･동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주민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구성하되, 운영
분과위원회를 공통조직으로 포함하도록 함
읍･면･동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읍･면･동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ⅰ) 기능을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를 구성하는 방식과, ⅱ) 대상 또는 주체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시함
먼저, 기능을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사회복지분과, 환경분
과, 안전분과 등과 같이 특정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임
-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주민들이 직접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데에는 기능중심의 분과위원회 구성이 효과적임

다음으로, ⅰ) 대상 또는 주체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부녀
회, 노인회, 청년회 등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하는 방식과, ⅱ) 육아･보육분과, 청소년활동분과, 노인돌봄분과 등과 같
이 대상을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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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다르게,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스스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경우, 대상중심 또는 주체중심의 분과위원회
구성방식이 효과적임

읍･면･동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유사분야의 지역공동체들로 구성함
지역공동체의 설치목적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하나의
분과위원회는 단일의 공동체가 전담하는 방식보다는, 복수의 공동체가 하나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읍･면･동의 전반적인 운영, 즉 기본적인 유지･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분
과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읍･면･동의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민과의 소통창구, 읍･면･동 과의
소통창구, 그리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담당함
- 또, 읍･면･동의 개최를 담당하여 읍･면･동 개최를 위한 절차이행을 관리하며, 분과위원회
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조정하며, 읍･면･동의 재무･회계관리를 담당함
- 읍･면･동의 운영위원회는 다른 분과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읍･
면･동의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함

읍･면･동의 분과위원회의 핵심은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해낸 정책을 주민총회
의 투표를 통해 조례 재･개정을 하는 것임
- 읍･면･동의 분과위원회가 주도하여 주민의 참여를 통해 도출된 정책결정 내용은 주민총회
의 투표를 통한 읍･면･동의 최종적인 정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천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
여예산위원회의 참여가 긴요함
읍･면･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한 지역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바, 주민총회의의 의결사항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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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선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주민총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1) 주민총회의 운영지원

(1) 주민총회 정착을 위한 지원

(주민총회 개최 관련 공직자 직무교육 등 시행) 시･군･자치구 과장급 이상,
읍･면･동장,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총회의 개최 취지 및
진행과정, 홍보사항, 협조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총회의 개최지원이며, 개최대행과 구분되어야 함
주민총회 개최 관련 공직자 직무교육 등은 단기적 지원사항이며, 장기적으로,
읍･면･동의 자치권이 현행보다 확대되어 자치단체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 읍･
면･동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고유사무로 전환해야 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주민･지역단체･조직･지역공동체 사이의 사
회적 합의 및 지방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 지원이 필요
주요 대상은 마을공동체모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협의회 등임

(행･재정 지원계획 수립 및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 전담(읍･면･동)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간전문 지원기관 운영 등을 지원
(주민총회 설치･운영 조례 제･개정)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경기도 조례 제정
및 경기도 내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제시함
주민총회조례 시행규칙, 읍･면･동별 주민총회 운영 규정을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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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적으로 읍･면･동이 자치단체화할 경우, 읍･면･동에서 행･재정 및 자치법
규 정비를 독자적으로 추진함

(2) 주민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

(주민자치연구포럼 지원)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기구로
포럼을 구성하고 포럼 내에 분과위원회 구성
5개 분과, 분과별 3~5인 위원(민관학 고려) 구성
분과별 현장 기반(읍･면･동 단위) 소규모 연구 진행
분과 위원 외 전문가, 주민자치 종사자, 활동가 등 연구 주제 및 지역을 고려하
여 분과 구성원의 추가 구성(10명 내외)

분과회의(소규모 연구) 모임 운영 지원
주민자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분과회의(소규모 연구) 운영
분과별 연구 및 토론 등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논의
소규모 학습 연구조직 형태로 주기적 운영(격월 1회 이상)
학습 연구 경비 지원(과제당 약5백만원 내외)

(소규모 주민자치 학습 모임의 운영 지원) 주제별‧권역별‧테마별 등 자발적
주민자치 학습 모임 운영 지원
주민자치 관련 7인 이상 학습 모임 지원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학습 모임별 최소 2회 이상 운영
주민자치교육, 문제인식 및 숙의과정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퍼실리테이터 지원

학습 모임 결과에 대한 공유의 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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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습 모임 주제 및 결과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현장 기반 주민자치 현재의 문제와 해결 방안, 사례 논의

(경기도형 주민공론장 지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방식으로 세미나(공론
장) 개최 지원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상호간의 공감확산을 목적으로 함
즉, 주민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웃과 의견을 나누
고, 개인의 문제를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격상시키는 과정으로 활용함

분과회의 개최지원 및 온라인 채널 운영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온라인 유투브 채널 개설 및 운영 지원
온라인 분과회의를 위한 온라인 채널 개설 및 운영 지원
온라인 투표(예: 서울특별시 m-voting system) 시스템 개설 및 운영 지원 등

공론주제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주민총회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 공론화 과정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도 내 다수의 읍･면･동에서 공통된 주제에 관한 논의 여부확인 및 각 논의
주제별 전문가 집단의 공동참여 등 지원체계 구축
유사사례집의 발간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정보 제공체계 구축 및 운영

2)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주민참여 범위를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읍･
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의 전국 확산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촉진을

제5장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도입방안∣113

목적으로 함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집행･모니터일 등의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등 주민참여의 범위의 확대를 추진함
-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을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치 참여
하는 것으로부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함
- 이에 따라, 예사편성 이후, 사업의 집행과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가능해 짐
- 다만,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의 절차를
강화함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활성화) 현행의 참여예산제도 운영
은 주민세 재원을 활용하여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 재원으로 편성을 추진함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주민
참여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읍･면･동 별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결정되며, 예산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을 승인한 후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 경기도 주민총회 개최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맞는 자치계획, 또는
지역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주민총회의 결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규모를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긴요함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주민이 사업을 상시 제안할 수 있고, 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운영
- 공모사업 제안내역 및 선정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결과 및 성과,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실적 및 회의록 등 공개
- 사업 제안 보완 및 제안자 검토를 위한 컨설팅 실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즉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보완여부 검토 및 검토경과 공유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동 집행부
및 주민총회의 재정 확보방안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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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총회 구현을 위한 읍･면･동의 자치단체화 필요성

1) 주민의 정치 접근성 확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나라의 기초정부와 비교해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 주민자치가 어려운 환경임
선진국의 경우, 최소정부의 인구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대단히 적은 편임
- 예를 들면, 프랑스 380명(Commune), 스위스 3,236명(Gemminde), 독일 6,850명
(Gemminde), 미국 9,064명(Municipality) 등임

[표 6-1] 2017년 외국 선진국의 기초정부 평균 인구수
구분
자치구
대한
시
도농 복합형태의 시
민국
군
프랑스(Commune)
독일(Gemeinnde)
스위스(Kommun)
미국(Municipality)

기초자치정부 수
69
74
51
85
36.600
12,013
2,596
19,429

평균인구(명)
328,000
308,000
242,000
55,000
380
6,850
3,236
9,064

자료 : 장수찬(2013) “주민자치회 입법의 필요성과 일상의 민주주의 효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부에
대한 접근성,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가 쉽지 않음(장수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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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미세한 정책선호가 전달되고 반영되기 어려우며, 주민들이 정책 이
슈에 대한 주도성 혹은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참여
를 통해서 획득되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 낮음

주민자치는 주민에 근접할수록 주민의 결정권과 영향력은 커지며, 소규모 단
위일수록 풀뿌리 자치에 근접함(이기우 외, 2021)
우리나라의 경우, 통･반･리 단위의 주민자치보다는 평균 주민 수 15,000명
이상인 읍･면･동이 비교적 적절한 마을 자치의 규모임(신용인, 2013)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마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권
선진국처럼 마을인 읍･면･동에 지역사단으로서 자치단체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읍･면･동을 해당 지역의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사단으로서 법인격
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민의 민주의식 강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neighborhood)의 기능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음(장수찬, 2018)
자치위원회가 문화 여가, 주민자치, 지역복지 등에 관여하고 있지만, 지극히
주변적인 사업들을 다루고 있음

주민의 권한이 작은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주민자치를 폐지하고 읍･면･동 자치
단체화(주민총회 포함)를 통해 자치단체 내 주민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통하여 주민의 자치 의식과 책임감을 크게 증대시키
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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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치단체화는 주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참여의식 강화로 진정한 주민
자치가 실시되고 이로 인한 생활 자치의 실현이 가능함(안영훈, 2014)
주민들은 주민총회에서 마을의 주요 안건을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민의
자치 의식을 강화시키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시킴

지역의 경제･사회적 배경을 잘 아는 주민들이 주민총회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행정을 맡음으로써,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행정이 가능하고 지역
발전을 활성화시키며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음
읍･면･동이 기초자치단체가 됨으로써 그동안 논의의 대상이었던 기초자치단
체의 규모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읍･면･동 자치단체화는 행정의 주민참여가 강화할 것임. 즉, 읍･
면･동 자치단체는 중대한 자원을 배분할 권한을 가진 기초정부로 격상되어야
함(장수찬, 2018)
읍･면･동이 중대한 자원을 배분할 권한을 가진 정치적 단위가 되어야, 주민들
의 공적 참여가 본격화되고 민주주의 학습이 발생함

3)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입법권 보장

읍･면･동의 자치단체화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의결기관인 주민총회 내지 의회
를 통해 조례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주민참여 입법과정은 읍･면･동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함으로
서 실질적 주민자치를 달성할 수 있음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스위스, 핀란드는 주민들에게 직접 법안을 만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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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해오고 있음
스위스는 1891년 헌법 개정안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 내에서도
총회를 통하여 주민의 입법권을 보장함(하혜영, 2019)
핀란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발안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시민주도의
(www.kansalaisaloite.fi)’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법안을 제안할 수 있음(하
혜영, 2019)

따라서 주민들의 자치입법권 보장은 의회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구현하여 주민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킴
낮은 지방 선거율과 지방의원의 주민대표기능 수행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주
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4)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참여하지만, 시･군･구의 하급기관인 읍･면･동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음
주민자치회는 일정한 사무에 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와
의무는 결국 소속 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에 속하게 됨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주민의 지방자치로서, 주민들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이 있어야 함(이기우 외, 2021)
자치대상인 자치사무에 대해 자치주체인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읍･면･동의 자치단체화는 지역의 고유 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서 주민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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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음
주민들은 읍･면･동의 고유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 헌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전권한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음

2. 읍･면･동 자치단체화 방안21)

1) 읍･면･동의 기관구성

(1)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의 검토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유형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분리 여부에 따라 기관분리형과 기관통합형으로 구분됨(최진혁, 2012)
(기관분리형) 주민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이들이 상호 독립
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임(김병국 외, 2011)

[그림 6-1] 기관분리형 기관구성의 기본모형
주민
선거

선거
지방자치
단체장
(집행기관)

지방의회
(의결기관)

위원회

위원회

실･국

실･국

자료 : 조성호 외(2017), 「연정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21) 현행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 측면에서 주민총회의 하위개념으로 주민총회 도입 시 주민자치회는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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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형) 하나의 자치단체 내의 집행부와 입법부 기능의 지방의회가 통합
하여 수행하는 형태임(김병국 외, 2011)

[그림 6-2] 기관통합형 기관구성의 기본모형

주민
선거

지방의회
(의결기관)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장
(집행기관)

⇒

위원회

실･국

실･국

자료 : 조성호 외(2017), 「연정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기관분리형)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지방의회)을 각각 설치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구조임(이행준, 2016)
단체장에 부여되는 권한 및 책임의 집중도에 따라 ⅰ) 단체장 중심형(강시장
- 의회형), ⅱ) 단체장 권한분산형(약시장 - 의회형)으로 분류됨

(단체장 중심형) 단체장 중심형(강시장 - 의회형)은 단체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기관구성의 형태임(임승빈, 2017)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행정적 수장인 동시에 단일 정치 수장으로서 자치단
체를 대표하는 의례적 기능을 수행함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조직･지휘･감독･조사 권한 등을 가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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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막강한 권한･책임을 가짐

단체장 중심형은 명확한 리더십의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
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함
그러나, 단체장 중심형은 ⅰ) 단체장 – 의회 간의 갈등으로 집행 지연 발생 또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ⅱ) 단체장이 정치적 문제에 봉착할
때 행정 안정성 확보가 미약함

[표 6-2]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의 특징
구분

주요 특징

특징

Ÿ 단체장 중심형(강시장 - 의회형)은 단체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기관구성
Ÿ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행정적 수장인 동시에 단일 정치 수장으로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의례적 기능을 수행함
Ÿ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조직･지휘･감독･조사 권한 등을 가짐에 따라
막강한 권한･책임을 가짐

장점

Ÿ 단체장 중심형은 명확한 리더십의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함

단점

Ÿ 단체장 중심형은 ⅰ) 단체장 – 의회 간의 갈등으로 집행 지연 발생 또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ⅱ) 단체장이 정치적 문제에 봉착할 때 행정 안정성 확보
가 미약함

자료 : 김지수 외(2020).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외국사례 연구」를 수정하여 작성함.

(단체장 분산형) 단체장 분산형(약시장형)은 자치단체장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음(김병
국 외, 2011)
지방의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등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의회에 분산하여 운영함(박종화 외, 2013)

단체장 분산형은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확대되어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함(김지수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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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체장 분산형은 단체장의 행정통제 능력이 낮아 효율성이 저하할 가
능성이 존재하며, 지역 토호 세력이나 재력가들의 조작 및 통제 가능성이 있음
[표 6-3] 단체장 분산형(약시장형)의 특징
구분

주요 특징

특징

Ÿ 단체장 분산형(약시장형)은 자치단체장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음
Ÿ 지방의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등 자치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의회에 분산하여 운영함

장점

Ÿ 단체장 분산형은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확대되어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함

단점

Ÿ 단체장 분산형은 단체장의 행정통제 능력이 낮아 효율성이 저하할 가능성이 존재하
며, 지역 토호 세력이나 재력가들의 조작 및 통제 가능성이 있음

자료 : 김지수 외(2020).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외국사례 연구」를 수정하여 작성함.

(기관통합형)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정도에 따라 ⅰ) 의회 중심형, ⅱ)
책임행정관형, ⅲ) 위원회형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박종화 외, 2013)
기관통합형은 기관분리형과 비교할 때,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통합수준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음

(의회중심형) 의회 중심형은 시민이 지방의회만을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자치
단체장을 임명해 집행부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함(김지수 외, 2020)
내각은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내각은 수석행정관 및 기타 고위공
무원을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함

의회 중심형은 내각 중심의 정책결정을 통해 위원회형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
고 정책결정이 빠름
그러나 의회 중심형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없어, 의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124∣경기도형 주민총회의 도입방안 연구

[표 6-4] 의회 중심형의 특징
구분

주요 특징

특징

Ÿ 의회 중심형은 시민이 지방의회만을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임명해 집행
부를 운영하는 방식임
Ÿ 내각은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내각은 수석행정관 및 기타 고위공무원을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함

장점

Ÿ 의회 중심형은 내각 중심의 정책 결정을 통해 위원회형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고
정책 결정이 빠름

단점

Ÿ 의회 중심형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없어, 의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자료 : 김지수 외(2020).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외국사례 연구」를 수정하여 작성함.

(책임행정관형) 책임행정관형은 시민이 지방의회만을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책임행정관을 임명해 집행부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함(김지수 외, 2020)
책임행정관형은 의회가 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모두 가지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의원으로 구성된 내각(cabinet)을
운영함(김병국 외, 2011)

책임행정관형은 ⅰ) 책임행정관을 통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하며, ⅱ) 의회와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작아 효율성을 제고함
그러나 책임행정관형은 ⅰ) 지방의회의 임면에 따른 책임행정관의 정치적 편
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ⅱ)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함

[표 6-5] 책임행정관형의 특징
구분
특징

주요 특징
Ÿ 책임행정관형은 시민이 지방의회만을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책임행정관을 임명해
집행부를 운영하는 방식임
Ÿ 책임행정관형은 의회가 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모두 가지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의원으로 구성된 내각(cabinet)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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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점
단점

주요 특징
Ÿ 임행정관을 통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하며, ⅱ) 의회와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작아 효율성을 제고함
Ÿ 책임행정관형은 ⅰ) 지방의회의 임면에 따른 책임행정관의 정치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ⅱ) 지방의회 견제 기능이 약함

자료 : 김지수 외(2020).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외국사례 연구」를 수정하여 작성함.

(위원회형) 위원회형은 소수의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집행위원회를 만들고 집
행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함(이종수, 2010)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원회에 집중시켜 운영하는 기관구성 형태로, 시
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서의 수장 역할을 수행함(김지수
외, 2020)

위원회형은 ⅰ)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 및 참여가 쉬우며, ⅱ) 민주정치,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함
그러나 위원회형은 ⅰ) 의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익집단 및 지역의 입장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ⅱ) 특정사안의 책임이 개별위원이 아닌 위원회
전체에 있어 책임소재 불명확함

[표 6-6] 위원회형의 특징
구분

주요 특징

특징

Ÿ 위원회형은 소수의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집행위원회를 만들고 집행위원회가 지방의
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함
Ÿ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원회에 집중시켜 운영하는 기관구성 형태로,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서의 수장 역할을 수행함

장점

Ÿ 위원회형은 ⅰ)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 및 참여가 쉬우며, ⅱ) 민주정치,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함

단점

Ÿ 위원회형은 ⅰ) 의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익집단 및 지역의 입장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ⅱ) 특정사안의 책임이 개별위원이 아닌 위원회 전체에 있어 책임소
재 불명확함

자료 : 김지수 외(2020).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외국사례 연구」를 수정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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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검토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지방정부들은 주민 대다수가 모여
마을의 현안을 직접 토론하는 주민총회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안을 집행하
는 집행부(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 기관구성이 대부분임
위원회형 기관구성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양 기관의 마
찰이나 이로 인한 행정의 낭비나 지연이 없어 행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그리고 위원들이 직접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의 의사를 모아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
하므로 정책과정 전반에 거쳐 신중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외국의 대표적인 위원회형 기관구성은 ⅰ) 미국의 타운미팅(Town Meeting)
기관구성, ⅱ) 스위스의 게마인데(Gemeinde)가 있음
미국의 타운미팅(Town Meeting)은 ⅰ) 의결기관인 주민총회, ⅱ) 3~9명의 선
출직으로 구성된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로 구성됨
- 집행위원회가 임명해 구성하는 행정부서(공직자로서 타운 매니저 또는 위원회), 행정수장
으로서 지위를 부여한 타운 매니저가 임명해 구성하는 행정부서로 나누어짐

스위스의 게마인데는 집행기관인 게마인데 집행부(Gemeinderat)와 의결기관
인 게마인데총회(Gemeinde versammlung)로 구성됨
- 스위스의 게마인데는 ⅰ) 유권자 전체로 구성된 의결기관인 게마인데 총회와 ⅱ) 게마인
데의 단체장과 각 행정부서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기관인 게마인데 라트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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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미국의 타운미팅 기관구성

[그림 6-4] 스위스 게마인데 기관구성

자료 : 이기우 외(2021).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
치｣, 서울특별시.

스위스와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유형은 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면서도 ⅱ) 집행부를 설치하여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두 가지 유형은 다양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원활하게 수렴할 수 있도
록 하는 행정의 편의성을 제공함. 즉,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합의안의 부재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기관구성임

(3) 읍･면･동의 기관구성 방안

첫째, 읍･면･동의 기관구성은 ⅰ) 미국의 타운미팅(Town Meeting)과 ⅱ)
스위스의 게마인데의 기관구성인 위원회형 기관구성을 채택함
위원회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통합한 기관구성으로서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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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읍･면･동의 집행부는 5~7명 정도의 행정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형 기관
구성을 취하며, 정책방향은 5~7명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합의제 형태를 취함
집행부의 장(長)은 5~7명의 행정위원들이 일정한 기간을 나누어 맡으며, 집행
부의 장은 경기도형 주민총회 의장도 함께 겸직함

2) 읍･면･동의 기능 및 사무

(1) 외국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및 사무

스위스의 게마인데의 기능 및 사무는 ⅰ) 전기에너지공급, 상･하수도, 폐수처
리, 쓰레기처리, ⅱ) 건축･건축허가, 게마인데 도로건설･관리, ⅲ)초중학교의
건물･체육관의 건축･유지보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미국 타운미팅의 기능 및 사무는 ⅰ) 고속도로 건설과 보수, ⅱ) 상수도 관리,
ⅲ)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가로등 및 쓰레기 수거 서비스, ⅳ) 공원 및 여가시설
개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6-7] 외국 기초자치단체(읍･면･동 수준)의 기능 및 사무
구분

기능 및 사무

스위스의
게마인데

Ÿ
Ÿ
Ÿ
Ÿ
Ÿ
Ÿ
Ÿ

전기에너지공급, 상･하수도, 폐수처리, 쓰레기처리 등
건축･건축허가, 게마인데 도로건설･관리 등
초중학교의 건물･체육관의 건축･유지보수
아동･가족 육성, 노인돌봄, 유해물질 박멸 등
게마인데 경제 육성, 대중교통 분담금 등
자치단체의 조세･징수세율 등 자치재정 관련 사무
게마인데 조직 및 총회 운영 등

미국의
타운미팅

Ÿ
Ÿ
Ÿ
Ÿ

고속도로 건설과 보수
상수도 관리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가로등 및 쓰레기 수거 서비스
공원 및 여가시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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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동의 기능 및 사무 도입 방안

읍⋅면⋅동 기능 및 사무는 ⅰ) 자치행정, ⅱ) 조세, ⅲ) 에너지⋅환경, ⅳ)
건축⋅건설, ⅴ) 교육, ⅵ) 복지 등 총 7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자치행정) 읍⋅면⋅동 조직을 운영하고, 경기도형 주민총회를 운영함
(조세) 읍⋅면⋅동의 조세･징수세율 등 자치재정 관련 사무를 처리함
(에너지⋅환경) 읍⋅면⋅동의 상･하수도, 폐수처리, 쓰레기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함
(건축⋅건설) 읍⋅면⋅동의 공공시설 건축 및 도로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함
(교육) 읍⋅면⋅동의 초중학교의 건물･체육관의 건축･유지보수 등을 사무를 처
리함
(복지) 읍⋅면⋅동의 아동 및 가족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를 수행함

[표 6-8] 읍⋅면⋅동의 기능 및 사무
기능
자치행정
조세
에너지⋅환경
건축⋅건설
교육
복지

Ÿ
Ÿ
Ÿ
Ÿ
Ÿ
Ÿ

읍⋅면⋅동의
읍⋅면⋅동의
읍⋅면⋅동의
읍⋅면⋅동의
읍⋅면⋅동의
읍⋅면⋅동의

사무
조직운영 및 경기도형 주민총회 운영 등
조세･징수세율 등 자치재정 관련 사무
상･하수도, 폐수처리, 쓰레기처리 등
공공시설 건축 및 도로관리 등
초중학교의 건물･체육관의 건축･유지보수
아동･가족 육성, 노인돌봄

3) 읍･면･동의 재정

외국 자치단체의 세입 구성은 ⅰ) 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하는 지방세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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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광역 정부가 교부하는 국가보조금(교부세)이 주요 구성원임
2016년 독일 게마인데의 지방세입 구성은 ⅰ) 자체세수(64.1%), ⅱ) 보조금
(21.7%), ⅲ) 수수료(14.2%) 등으로 구성됨
2018-2019년 영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ⅰ) 보조금(51%), ⅱ) 지방세
(20%), ⅲ) 이익잉여금(12%), ⅳ) 주택임대 수입(5%) 등으로 구성됨

[그림 6-5] 2016년 독일 게마인데 지방세입 구성

[그림 6-6] 18-19년 영국 자치단체의 세입예산

자료 : Statistisches Jahrbuch Deutscher Gemeinden(2016).

자료 :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2019).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원인 지방
세(직접세) 재원이 필요로 함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읍･면･동세를 도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세원 발
굴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시･군･자치구세의 세원인 재산세･주민세 등을 읍･면･동과
공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세율과 징수율은 주민총회나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재
정 자율성과 재정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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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위한 입법화 방안

1) 읍･면･동 자치단체화 및 주민총회 설립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자치단체를 3가지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즉 광역 단위 – 시･군･구 - 읍･면･동 기초정부로 계층화하는
것이 필요함(장수찬, 2018)
읍･면･동 단위에 기초자치 기능을 부여하여, 읍･면･동을 명실상부한 기초자치
정부로 전환해야 함

읍･면･동 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1년에 2번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단, 읍･면･동 의회가 상위 자치단체의 의회에 비해 소규모(5~7명)으로 한정하
고, 의원의 자격 또한 명예직 및 무소속으로 제한함

장기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더불어 주민총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총회의 주민 대표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표 6-9]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2조(자치단체의 종류) ① 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3. 읍, 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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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30조(의회의 설치) 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다만, 읍･면･동 은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1년에 2번 이상 개최한다).
제32-1조(지방의회의 의원 정수)
① 읍･면･동 의회의 의원정수는 5~7명으로 한다.
제32-2조(지방의회의 의원 자격)
① 읍･면･동의 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읍･면･동의 의회 의원은 정당에 속하지 않는다.

2) 군의 행정계층화

우리나라 군의 규모는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제1공화국 당시 시･읍･면 단위의 자치체로 출범하였으나, 1961년 군사정권 수
립 이후, 효율성을 강조하여 보다 큰 규모의 시･군 단위 자치체로 이행하였다가
다시 현재와 같은 시･군･구체제로 전환함

군은 규모의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근린차원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안영훈 외, 2014)
즉, 자치구역이 클 경우 주민이 참여하기 어렵고, 행정객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확대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인 군을 행정계층화하고, 읍･면을 자치단체화를 할 필
요가 있음
즉, 기초자치는 군(82개)보다 작은 하위단위인 읍(230)･면(1,182)에서 시행되
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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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2020년 전국 행정구역 현황
구분

시

군

구

읍

면

동

계

75

82

69

230

1,182

2,079

자료 : 행정안전부(2020).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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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요약

경기도형 주민총회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ⅰ)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우리나라 주민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ⅲ)
외국의 주민총회 사례분석을 실시함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민총회의 의의, 주민자치와 주
민총회,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총회,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우리나라 주민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은 주민자치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 주민자치회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민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
외국의 주민총회 사례분석은 미국과 스위스의 주민총회 사례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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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방안은 주민총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미국의 타운
미팅과 스위스의 게마인데 사례분석을 토대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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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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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개방형 주민총회를 구성함

(경기도형 주민총회의 소집과 운영) ⅰ) 주민총회의 소집, ⅱ) 정보제공, ⅲ)
표결권 및 발의 권한, ⅳ) 주민총회 의장, ⅴ) 총회 종결 후 조치 분야로 나누어
제시함
(주민총회의 소집) 주민총회는 집행부인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소집해야 하며,
소집 시기는 ⅰ) 주민총회 규약에 정해진 시기, ⅱ)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임
(정보제공) 집행위원회는 주민총회 사무국을 통하여 심의할 안건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형식(보도자료, 신문, 동영상, 눈)의 매체로 투표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표결권 및 발의권) 모든 표결권자는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발언과 표결권 행사
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주민총회 참석자는 심의 대상에 대해서 발언권
과 발의권을 가짐
(주민총회의 의장) 주민총회의 의장은 주민총회의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
총회의 안건을 규약에 따라 진행할 권리를 가지며, 추가로 회의장의 정숙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진행 중 총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총회 종결 후의 조치) 주민총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주민에게 공표되어야 하
며, 자치단체의 합의제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는 주민총회의 결정을 집행하여
야함

(주민총회의 기능과 사무) ⅰ) 입법 ⅱ) 재정, ⅲ) 계획･조직, ⅳ) 심의･감사,
ⅴ) 주민소환 분야로 나눌 수 있음
(입법)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주요사안에 대하여 입법 기능을 수행함
-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직접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마을의 문제를 직접 개선하고,
상위 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 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관하여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

(재정)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읍･면･동 예산의 승인과 징수세율의 결정함
- 주민총회는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읍･면･동의 결산과
특별한 별도 결산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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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조직)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의 대표자 및 집행부를 직접 선출함
(심의･감사)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읍･면･동의 주요 정책사업을 사전 심의하
고, 읍･면･동의 예산 및 재정 등의 감사를 보고 받음
(주민소환) 경기도형 주민총회는 읍･면･동에 속한 공직자의 임기종료 전 해직
에 대한 소환투표를 시행함

(주민총회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ⅰ) 지역공동체 등록제, ⅱ) 수평적인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
(지역공동체 등록제) 경기도는 읍･면･동에서 지역공동체 등록을 접수하고, 자
료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시･군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수평적 분과위원회 운영) 읍･면･동은 전문분야별로 지역의 공동체가 참여하
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해낸 정책을 주민총회의 투표
를 통해 조례 재･개정을 함

(주민총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ⅰ) 주민총회의 운영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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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사업을 활성화하
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동 집행부 및 주민총회
의 재정 확보방안으로 활용되도록 함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139

2. 정책건의

읍･면･동 자치단체화의 필요성은 주민들의ⅰ) 정치 접근성 확대, ⅱ) 민주의
식 강화, ⅲ) 자율적인 자치입법권 보장, ⅳ) 자기 결정권 강화로 분류됨
(정치 접근성 확대) 읍･면･동 자치단체화는 주민의 결정권 및 영향력을 강화해
주민들의 정치 접근성을 확대함
(민주의식 강화) 읍･면･동 내 주민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민주의식 및
참여의식을 강화함
(자치입법권 보장) 읍･면･동의 자치단체화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의결기관인
주민총회를 통해 조례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자기결정관 강화) 읍･면･동의 자치단체화는 지역의 고유 사무를 직접 처리함
으로써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음

경기도형 주민총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ⅰ) 읍･면･동 자치단체화 방안, ⅱ)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위한 입법화 방안이 필요함
첫째, 경기도형 주민총회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화 방안으로서ⅰ) 읍･면･동의
기관구성, ⅱ) 읍･면･동의 기능 및 사무, ⅲ) 읍･면･동의 재정확보가 필요함
(읍･면･동의 기관구성) ⅰ) 미국의 타운미팅(Town Meeting)과 ⅱ) 스위스의
게마인데의 기관구성인 위원회형 기관구성을 채택함
- 위원회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통합한 기관구성으로서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위원
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읍･면･동의 기능 및 사무) ⅰ) 자치행정, ⅱ) 조세, ⅲ) 에너지⋅환경, ⅳ) 건축
⋅건설, ⅴ) 교육, ⅵ) 복지 등 총 7분야를 제시함
- (자치행정) 읍⋅면⋅동 조직을 운영하고, 경기도형 주민총회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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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읍⋅면⋅동의 조세･징수세율 등 자치재정 관련 사무를 처리함
- (에너지⋅환경) 읍⋅면⋅동의 상･하수도, 폐수처리, 쓰레기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함
- (건축⋅건설) 읍⋅면⋅동의 공공시설 건축 및 도로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함
- (교육) 읍⋅면⋅동의 초중학교의 건물･체육관의 건축･유지보수 등을 사무를 처리함
- (복지) 읍⋅면⋅동의 아동 및 가족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수행함

(읍･면･동의 재정)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읍･면･
동의 독자적인 재원인 지방세(직접세) 확보방안을 제시함
- 현재 시･군･자치구의 세원인 재산세･주민세 등을 읍･면･동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함

둘째, 경기도형 주민총회 구현을 위한 입법화 방안은ⅰ) 지방자치법 개정,
ⅱ) 군의 행정 계층화가 필요함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자치단체를 3가
지 계층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함. 즉,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기초
정부로 계층화하는 것이 필요함
읍･면･동 은 지역의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1년에 2번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단, 읍･면･동 의회가 상위 자치단체의 의회에 비해 소규모(5~7명)로 한정하고, 의원의
자격 또한 명예직 및 무소속으로 제한함

장기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더불어 주민총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총회의 주민 대표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군의 행정계층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확대하
기 위하여, 자치단체인 군을 행정계층화하고, 읍･면을 자치단체화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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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sures to introduce the Gyeonggi-do's general meeting include:
i) establishment of a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ii) convening and
operation of the general meeting, iii) functions and affairs of the general
meeting, iv) strengthening the local community network of the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iv) support for the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Presented by dividing Gyeonggi-do and establishing roles of cities and
counties
(Establishment of Gyeonggi-do's Residents' General Assembly)
Gyeonggi-do has established two types of general residents' assemblies
(representative and open) to deliberate and decide on major agenda
items in Eup, Myeon, and Dong. (Representative General Assembly) Eup,
Myeon, and Dong with a population of 30,000 or more constitute a
general meeting in which a representative elected from among the voters
participates in the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Open Resident General
Assembly) Eup, Myeon, and Dong with a population of 30,000 or less
constitute an open general assembly in which all voters participate in
the Resident General Assembly.
(Convocation and operation of the Gyeonggi-do's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ⅰ) convening of a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ii) providing
information, iii) voting and issuing rights, iv) the chairman of the general
meeting, ⅴ) proposing action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general
meeting. In particular, in the fields of voting rights and initiative rights,
grassroots democracy can be strengthened b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directly solve problems in the eup, myeon, and dong to which one
belongs through the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Function of the Gyeonggi-do's Residents' General Assembly) It is
divided into ⅰ) legislation, ii) finance, iii) planning an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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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eliberation and audit, and ⅴ) recall. can strengthen. Gyeonggi-do's
Residents' General Assembly i) performs legislative functions on major
issues, ii) approves Eup, Myeon, and Dong budgets and determines the
tax collection rate
In order to realize a Gyeonggi-style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i) establish a plan for localization of eup, myeon, and
dong, and ii) a plan for legislativeization for localization of eup, myeon,
and dong.
(Measures

to

become

self-governing

Eup/Myeon/Dong)

i)

Organizational composition of Eup/Myeon/Dong, ii) Eup/Myeon/Dong
functions and bureaucracy, iii) Eup/Myeon/Dong financial security plan
is presented. (Organization of Eup/Myeon/Dong) Adopted a committee
type consisting of 5-7 administrative members (members) directly
elected by the residents. (Functions and office work of Eup, Myeon, and
Dong) 7 areas are suggested: ⅰ)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ⅱ) tax,
ⅲ) energy·environment, ⅳ) architecture·construction, ⅴ) education,
and ⅵ) welfare. (Finance of Eup, Myeon, and Dong) Suggests a plan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tax (direct tax), which is the
independent source of Eup, Myeon, and Dong to smoothly operate the
general residents' meeting in Eup, Myeon, and Dong
(Measures to legislate for localization of Eup, Myeon, and Dong) ⅰ)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ii) Propose a plan for
administrative stratification of counties and localization of Eup and
Myeon.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i) It is necessary to make
Eup, Myeon, and Dong into self-governing bod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ii) to establish a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in Eup, Myeon, and Dong to deliberate and decide on major
regional issues.
Keyword

General Meeting for Resident, Eup･Myeon･Dong Localization, Direct Democracy, Grassroot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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