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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POSAL

정책건의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ⅰ) 지역정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국내외 지역정부화 사례분석, ⅲ)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태와 과제를 분석하였음
지역정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ⅰ) 지역정부의 개념, ⅱ) 지역주의 관련 이론,
ⅲ) 지역정부의 필요성, ⅳ) 지역정부의 권한, 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국내의 지역정부화 사례분석은 국내(서울･제주･세종)의 자치권(입법･재정･조
직･사무･감사) 수준을 분석하였음
외국의 지역정부 사례분석은 영국･스페인･이탈리아의 ⅰ) 지역정부의 법적 지
위, ⅱ) 자치입법권, ⅲ) 기관구성권, ⅳ)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사무배분,
ⅴ) 자치재정권 수준을 분석하였음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태와 과제는 ⅰ) 시･도의 법적 지위, ⅱ) 자치입법권,
ⅲ) 자치조직권, ⅳ) 자치행정권, ⅴ)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ⅰ) 특례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 방안과
ⅱ)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 방안을 제시함
ⅰ) 특례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 방안은 경기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는
별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개별 법률을 제정한 것을 의미함
ⅱ)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 방안은 경기도를 통치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규정이 담긴 기본적 통치규정을 담은 경기도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하
는 것을 의미함

(단기적 대안 : 특례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 방안) 경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법 및 영국의 런던대도시법 및 스코틀랜드법과 같이, 특례법(특별법) 제정 방식
을 채택하여 지역정부를 구축하는 것임
i

ⅰ) 국회로 하여금 경기도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ⅱ) 경기
도 지역정부법(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임

경기도 특례법의 체계는 ⅰ) 총칙, ⅱ) 경기도의 특례법적 지위, ⅲ) 경기도의
특례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기도의 특례는 ⅰ) 자치사무와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ⅱ)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특례,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특례, ⅳ) 자치재
정 특례, ⅴ) 자치감사체계 및 자치경찰 운영 특례로 구성됨

이때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병행하여 도민직접참여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 (가칭) ‘경기도 특례법 제정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특례법(안) 제정안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수렴, 온라인으로 제안절차 등을
활용하게 되면 온라인 직접투표가 가능함

(중장기적 대안 :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 방안) 경기도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가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시･도의 지역정부
헌법 제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해야 함
모든 지역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기본법률 취지와 규정에 따라서, 지역정부헌법
을 제정할 수 있도록 기본법률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경기도는 국회가 제정한 기본법률 취지와 규정을 준수하여 지역정부
헌법을 제정함
경기도는 지역정부헌법은 ⅰ) 기관구성 형태, ⅱ) 기관운영 원칙과 사무(기능)수
행 절차, ⅲ) 선출직과 임명직 지방공무원 충원, ⅳ) 인사관리, ⅴ) 보수 등 지역
정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역정부헌법은 명시적으로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무들은, 지역정부
헌법을 통해서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광역자치단체, 지역정부,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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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화에 따른 지역화 시대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단방제
국가들은 광역자치단체를 지역정부화 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세계화에 따른 지역화(Regionalization)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국민국가는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제2 근대화의 주역으
로 지역(Region)이 부상하고 있음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영국･스페인･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를 지
역정부(준주정부)화 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도 단위 지역정부에서 지방정부헌법을 제정하여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확보하고 있음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범
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세종특별자시치의 경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라 이루
어진 행정기능복합도시와 행정수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제1장 서론∣3

현 정부는 지역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음
현 정부는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킴
-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6대 전략은 ⅰ) 주민주권 구현, ⅱ)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ⅲ)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ⅳ) 중앙-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ⅵ)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함

그 결과, 다소 미흡하지만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시행,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거대한 국내외적인 자치분권 흐름 속에서, 경기도는 지역화 시대에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특례시 태동 및 남북 분도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폭적
인 자치권 확보를 통한 지역정부화 노력이 시급함
경기도는 인구 폭증과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함
경기도는 국가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신속･정확한 정책의 적시성 확보가 필요하
며, 경기도가 지정학적으로 남북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결정 역량
의 제고가 시급함
경기도는 수원 등 3개 특례시의 태동, 남･북 간 지역격차 심화에 따른 분도론
등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도 지위와 역할이 약화될 우려에 직면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정부 구축방
안을 연구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ⅰ) 국내외 지역정부 사례 분석, ⅱ)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태와 과제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전략을 수립하였음

4∣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분석을 통해 지역정부 이론을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정부의 국내외 사례를 연구함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시･도 및 해외 선진국의 지역정부 사례분석,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태와 과제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의 범위는 지역정부화 대상인 경기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1
년 현재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음
내용적 범위는 ⅰ) 지역정부에 관한 국내(서울･제주･세종), 외국(영국･스페인･
이탈리아･프랑스) 사례분석, ⅱ) 경기도 자치권 실태와 과제분석, ⅲ)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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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정부 및 지역정부화의 개념

지역(Region)은 라틴어의 Regio에서 유래되었으며, 로마시대의 한 지방
(province romaine)을 의미함(Rouge, 1991)
지역은 국토의 공간적 하위계층 단위이면서, 국가 내부적으로 제한적인 자치권
을 가진 실체적 개념과도 관련이 있음(Fougerouse, 2008)

1978년 2월 1일 보르도 선언에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지역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음(안영훈, 2009)
지역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업무를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정의함

그리고 1988년 11월 18일 유럽의회가 지역공동헌장을 인준하면서, 동 헌장
제1조에 지역의 기준을 제시하였음(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지역공동헌장에서 지역은 국가의 하위(Subnational governments) 차원에서
문화, 역사 등의 구분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자치권을 가진 지정학적
공간임을 명시함

한편, 이기우 외(2009)는 지역정부란 지역적 기반을 두고 사회･･경제적 상호
교류를 위해, 국가의 법체계 하에서 정부의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제도화된
자치정부라고 정의함(이기우 외, 2009)
이에 따라, 유럽 지역정부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음
즉, 지역적 기구의 레벨과 차원에 따라 ⅰ) 단방제 국가체제 하의 중앙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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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구에서부터, ⅱ) 연방제 국가체제 하에서 독자적인 재정 및 입법권을 갖는
지역정부를 양 축으로 수많은 형태의 지역정부가 존재함(이기우 외, 2009)

김성호(2010)는 지역정부란 주민이 선출한 지방정치인들로 구성된 정부이며,
다수의 기초 지방정부로 구성된 광역적 상위계층의 지방정부로서, 국가와 기초
지방정부 중간에 위치한 중간 자치정부라고 정의함
즉, 지역정부는 우리나라의 도와 특･광역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이면서, 합법
성･민주성이 뒷받침되는 선출직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부를
지칭함(김성호, 2010)

안영훈(2020)은 지역정부란 ⅰ) 실질적인 자주재원의 보장 , ⅱ) 헌법상 규정
에 근거하여 이양받은 자치권이 보장받는 국가의 하위정부(one of the
subnational governments)라고 정의함
지역정부는 ⅰ) 입법권, 조세권 등 상당한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ⅱ) 헌법상 규정한 원칙에 근거해서 재정을 보전받음

이상과 같은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지역정부’란 국가와 기초
지방정부 중간에 위치하며, 다양한 자치권을 보장받는 정부로 정의하고자 함
지역정부의 자치권은 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으로 구성됨(행정안전부, 2021)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지역정부화’란 지역정부 수준은 아니지만,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자치권을 강화하는 준지역정부로 정의하고자 함
이러한 준지역정부는 단방제 국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형태로서 차등분권 형태로 많이 나타남
예컨대,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 제주도 및 세종시 특별법 등과 같이, 국회에
서 제정한 특별법 내지 특례법에 의해 자치권이 강화된 정부를 준지역정부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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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의 관련 이론

1) 세계화 시대와 지역의 부상

1990년대 이후 세계화에 따른 지역화(Regionalization) 시대의 도래와 더불
어,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국민국가는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제2 근대화의
주역으로 지역(Region)이 부상하고 있음
즉,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며, 이에 세계 각
국가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분권화 및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혁신과 성장의 엔진으로서 지역의 새로운 부상은, 국민국가의 공동화 현상과
세계화 과정에 논리적 근거를 둠(김선기 외, 2010)
경제적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공동화 과정이 경제활동의 영역 규모로서 광역과
도시지역 단위를 부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1970년대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꾀하던 지역 정책이 변화를 강요받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책임을 지역정부에 대폭 위임됨

이에 따라, 1989년 유럽국가 대표들은 지역주의의 장점으로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의 다양한 특성 등을 보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안영훈, 2009)
구체적으로 1989년 뮌헨에서 유럽의 지역주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위원회(Comité des régions)를 탄생시켰음

1990년 독일의 바바리주 주지사겸 장관인 Max Streibl가 주관한 회의에서,
‘보충성 원칙에 근간을 두고 통일된 유럽을 건설하고자 할 때, 그 중심에는
유럽의 각 자치지역에 근간을 두고’자 함(김성호, 2010)
ⅰ) 유럽은 연방주의와 보충성원칙에 근거하여 건설되어야 하며. ⅱ) 유럽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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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 위로 건설되어야 하며, ⅲ) 유럽통합은 주정부(Länders), 지역정부
(Régions), 자치지역정부(Autonomous communities)등이 근간이 되어야 한
다”고 선언함1)

이후 1992년 유럽은 마스트리츠 조약을 통해서 지역정부의 존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정책이 가속화됨(Hourquebie, 2003)
이후 유럽국가 전체적으로 지역(광역) 차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고, 그 영향으
로 벨기에의 연방국가화 등 지역주의가 강화되었고, 자율적 정치 공간의 창조를
지향함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지속적인 헌법개정, 법률 제･개정으로, 그리고 영국의 지
역주의는 내부의 정치적 분권화 강화 등 다양하게 지역정부화가 추진되었음(김
성호, 2009)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인구 규모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 통계적 지역단위
명명법(NUTS :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을 설정함
NUTS 1 지역은 최소인구 300만에서 ~ 최대인구 700만에 해당하며, NUTS
2 지역은 최소인구 80만에서 ~ 최대인구 300만에 해당하며, NUTS 3 지역은
최소인구 15만에서 ~ 최대인구 80만에 해당함
[표 2-1] 유럽연합의 지역구분
유럽연합의 지역수준

최소인구

최대인구

NUTS 1

300만

700만

NUTS 2

80만

300만

NUTS 3

15만

80만

자료 : EU 통계청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urostat”.

1) 이러한 사상은 1990년 7월 독일 연방상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였다(1990년 10월 24일). Max Streibl,
Begrüs ungsansprache (연설), in F-L. Knemeyer, «Subsidirität – Föderalismus, Dezentralisation»,
Deutsches Verwaltungsblatt, Vol. N° 9, 1990 5월 1일, p.451에서 재인용.

12∣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2021년 NUTS에 의한 지역은 NUTS 1(104개 지역), NUTS 2 (283개 지역),
NUTS 3(1,345개 지역)으로 분류됨
EU 통계청은 NUTS 1은 주요 사회경제적 지역, NUTS 2는 지역정책 적용을
위한 기본 지역, NUTS 3은 특정 진단을 위한 작은 영역으로 구분함

[그림 2-1] 2021년 통계적 지역단위 명명법(NUTS)에 따른 지역구분

NUTS
1

NUTS
2

NUTS
3

자료 : EU 통계청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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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지정하는 지역은 지역정책의 단위로서 NUTS 2를 의미하고, 이
단위가 나타내는 각국의 공통적 특징도 바로 지역(Regions)임
NUT 2 수준의 지역은 스페인(17개), 이탈리아(21개), 영국(44개), 프랑스(27개)임

[그림 2-2] 주요국가의 NUTS 2 지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자료 : EU 통계청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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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는 바로 이 공간적 수준에서 주민이 선출한 지방정치인들로 구성된
정부를 의미함(Le Galès and Lequesne, 1998)
이탈리아･프랑스의 Region, 독일의 Region(Regierun- gsbezirke와 Land),
스페인의 Autonomous Communities를 의미함

우리나라에서 지역정부와 상응하는 개념의 지방자치 계층은 도(Province) 및
광역시(Metropolitan City-Region) 등이고, ‘경기도 지역’의 범위는 이와
동일함
우리나라에 이 유럽연합의 개념적 정의를 적용하면, 도와 특별시･광역시인 광역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의미하고, 과거 광역경제권 그리고 현재 ‘광역협력권’ 등도
포함하는 권역이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안영훈, 2019)

2) 지역주의 관련 이론

(1) 정치학적 관점의 지역주의

정치학적 관점에서 지역주의는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을 신장시키거나,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다루어져 왔음
예를 들면, 미시적 차원에서 지역감정, 지역정서, 지역주의적 투표를 의미하기도
하는가 하면,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갈등, 지역주의적 선거연합 등을 의미하기도
함(김태일 외, 2013)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라 하면 영･호남 사람들 간의 지역갈등을 연상하지만,
실제 지역주의는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과는 다른 의미를 지님(조명래, 2006)
즉, 타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거리감이 지역감정이라면, 지역주의는 지역
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음(김진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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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구지역주의를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지역주의
로 인식하고 있음(조명래, 2006)
최근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주의를 신지역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임

(2) 경제학적 관점의 지역주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경제는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하에서 여러 차례의 다각적인 무역 교섭
이 이루어지면서, 다자주의에 의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가 추진됐음
이러한 GATT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종결되고, 1995년 1월부터
GATT를 대신한 WTO 체제가 출범되면서 다자주의적인 범세계적 무역자유화
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음(손수석, 1999).

다른 한편에서는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지역
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특정의 복수국가간에 한정적인 무역자유화의 이익
을 누리기 위한 지역주의 현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지역경제통합체는 전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 이후 1960년대를 전후하
여 세계 각 지역에서 결성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또 한 차례 지역경제통합이
활발히 결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ⅰ) 구지역주의(old regionalism)와 ⅱ) 신지역
주의(new regionalism)로 분류됨(Ethier, 1998)
구지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 전까지의 지역･국가 간 경계
선을 내세우는 지역주의를 의미함
신지역주의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화･세계화･지방화로 인해 국가 간 경계
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주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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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지역주의(old regionalism)와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비교

구지역주의는 지방자치･분권 시행 이전에 중앙집권시대 지배세력이 정치적
기반 지역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체계적 신념임
구지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국가가 경제･사회
의 기본단위이며, 국가 간 경계를 중시하였음

신지역주의는 지방자치･분권 시행 이후에 권력을 공간적으로 분산시키고, 지
역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체계적 신념임
신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역이 경제･사회의 기본단위이며,
지역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
[표 2-2] 구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 비교
구 분
정치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개념
내용
기준
개념
내용
기준

구지역주의
신지역주의
지역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체계적 신념
중앙집권시대 지배세력의 정치적 기반 지방자치시대 권력의 공간적 분산
지방자치･분권 실시 이전
지방자치･분권 실시 이후
국가가 경제･사회의 기본단위
지역이 경제･사회의 기본단위
(국가 > 지역)
(국가 < 지역)
국가 및 국가 간 경계 중시
지역이 국가발전 원동력(국경 초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1980년대 후반
1990년대～현재

자료 : 조성호 외(2013). 세방화시대의 국가운영체계의 진단과 과제, 경기연구원.

3)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지역정부

(1) 협력적 거버넌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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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행위자들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가질
수 없게됨(Kooiman, 2000)
특히, 공공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고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대사회에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어느 한 부문의 역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
기 어려움(김정희, 2014)

따라서 이들 각 부문이 가진 역량과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중앙정부 중심의 계층제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
수평적인 합리적 거버넌스가 빠르게 부상함

기존의 계층제 거버넌스에서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정책결정은 하향적이고, 계층적임(Pierre & Peters, 2000)
즉, 대통령(혹은 수상)이 각료를 장악하고, 각료는 관료를 장악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장악함(Richards & Smith, 2002)

그러나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권력과 영향력이 중앙정부에 독점된
것이 아니라, 지역정부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기업, 이익집단, NGO)
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음
계층제 거버넌스가 권력의 중심이 하나라는 엘리트주의적 권력관에 입각해 있지
만, 협력적 거버넌스는 권력 중심의 다수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권력관에 입각
해 있음(Richards & Smith,2002)

(2) 지역정부의 부상

1990년대 초부터 지역이 정치적･행정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지역의 능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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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의 지역에 관한 관심은 ⅰ) 경제발전, ⅱ) 유럽의 통합정책, ⅲ) 공공서
비스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ⅳ)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 ⅴ)
영토적･지리적･사회적･경제적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요인에 기인함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국가의 발전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남
상이한 레벨의 정부 간 관계의 변화, 다양한 레벨이 참여하는 정책결정의 거버넌
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국가적 행위자와 시민사회 간 경계의 모호 등 이 1990
년대의 대표적인 현상임(이기우 외, 2009)

이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국가들의 이익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
는 방식으로 급부상함
기존의 수직적 계층제인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지역정부 간의 수
평적 연계 및 협동성을 강조함
협력적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
는 지역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분권화 구조로 이해하는 견해임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기반하여, 유럽의 지역정부는 우선 다양한 형태
를 띠고 있음
지역적 기구의 레벨과 차원에 따라 단방제 국가체제 하의 중앙부처의 지역 기구에
서부터 연방제 국가체제 하에서 독자적인 재정 및 입법권을 갖는 지역정부를 양
축으로 수많은 형태의 지역정부가 존재함(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00)
비록 다양한 논의들이 지역정부의 대안적 형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행정적 기능에
대한 시사점 등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이라는 등 수사적
표현을 넘는 모험적인 정의는 없었음(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00)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는 지역기구에 대한 이분법적 견해에 입각한
특징을 제시하였음(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00)
지역분권(regional decentralization)과 정치적 지역화(Political regionalisation)
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지역정부의 개념과 특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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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는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정부로 중앙정부의 기능이나 권한이 이양된다는 것을 의미하
며, 후자는 지역정부가 정치적으로 자립･자치를 의미함(이기우 외, 2009)

지역정부는 지역행정(Regional administration)과 비교할 때 ⅰ)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점, ⅱ) 지역을 중심으로 선출직 공무원
에 의하여 감독을 수행한다는 점, ⅲ) 재정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이라는 측면
에서 고도의 자율권을 가짐

3. 지역정부의 필요성

1) 민주주의의 제고

지역정부는 소규모 기초 지방정부와 국가 간 중간단계의 광역적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정치 행정권한을 이양받아, 기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
관이 가지지 못했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김성호, 2010)
주민직선에 의하여 구성된 지역정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따른 지역
별 다양성을 토대로 다양한 민주주의 포럼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지역정부는 동일한 지리적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공동목표를 위하여 주민
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해 줌

중앙정부가 지역 수준에서의 경제정책까지 중앙집권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는 지역의 잠재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함(김성호,
2010)
오히려 지역정부가 관할구역 내의 경제발전을 위한 일관적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 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종합 조정하며, 지역의 경제적 관심사를
적절히 대변하는 것이 바람직함(이기우 외, 2009)

많은 국가의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어 지방행정을 조정･･통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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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고 있지만, 지방분권화가 강한 국가는 지역정부를 설치하여 지역행정을
민주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함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지역정책은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그
런데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ⅰ) 비선출직, ⅱ) 칸막이식 행정에 의한
부처이기주의, ⅲ) 임시조직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정부와 업무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주민 통제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책임성･민주성･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
식이 지역정부임(김성호, 2010)
지역정부는 보완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지역의 현안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강력한 중앙집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정부 창
설이 논의되었으며, 프랑스는 긴밀한 중앙-지방 관계와 통합된 국가체제가 지역
정부의 창설을 용이하게 하였음(김성호, 2010)

2) 지역의 경제발전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론은 1990년부터 제기되어
21세기에 걸쳐 제기되고 있음(이기우 외, 2009)
경제 관련 권한의 중앙집권은 지역의 잠재적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주장
의 핵심적 내용임

지역정부는 관할 내의 경제발전을 위한 일관적 정책을 추진하고, 발전적 수요
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지역의 경제적 관심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음(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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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정부는 잉글랜드의 여타지역에 비하여
지역의 경제적 이슈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권으로서의 광역적 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김성호, 2010)
일본 현의 합병이나 도주제 논의는, 도주(道州)라는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지역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논리도 포함됨(이기우 외, 2009)
지역발전이라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정부와 중앙정
부 사이에 광역적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중간계층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음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정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
는 정치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함(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00)
정치적 분권에 따라 경제적 권한이 비교적 균등하게 지역정부에 이양되면, 지역
정부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정부의 경제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영국의 경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분권을 위한 지역정부의 창설이 구체적인
사례로 적시되고 있음

3) 광역적 행정수요의 증대

현대사회는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인의 라이
프 스타일, 여가 및 문화활동 등의 활동 범위가 점차 광역화되고 있음
기초 지역정부의 사무수행 시 자기완결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고, 인
접 지역정부와 협력 조정을 통하여 공동처리 해야 하는 행정사무는 매우 증가하였
으며, 앞으로 점점 더 소규모 기초지방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주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함(김성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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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역정부의 사무는 더욱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들이 증가하
고, 설치 및 관리 대상의 공공시설 등이 늘어나고 있음
소규모 기초 지방정부로서는 인력과 재정 및 기술의 한계로 인해 사무수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짐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 요구의 수준이 지속적
으로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있음(김성호, 2010)
따라서 소규모의 기초 지방정부보다는 전문, 기술성을 가진 광역적 지역정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4) 정부의 효율성 제고

각국이 직면한 현안 과제에 생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있는 정부가 필요함(Leach, 1994)
이런 관점에서 지역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전략
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지역의 현안에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지리
적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지역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됨
기초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대처할 수 없었던 횡단적 현안에 대하여 지역적 접근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던 선례들은, 기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새로
운 계층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경험적 자료가 되었음(Council of Europe, 1998)

전략적 접근을 위한 지역정부 창설의 구체적인 요건으로서는 ⅰ) 경제적 효율
성(Economic efficiency)과 ⅱ) 민주적 효과성(Democratic effectiveness)
을 제시할 수 있음(이기우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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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저렴한 교통 및 통신비용, 경제적 상호의존, 서비스의 계획과 전달에 있
어서 상호 협력 및 조정이며, 후자는 유권자의 선호, 소수자의 대변, 정치적 접근
성을 들 수 있음(김성호, 2009)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역정부는 특히 지역계획, 경제발전, 교육 및 문화 활동,
교통과 같은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함
이에 따라, 지역정부는 기초지방정부의 인력과 재원으로 달성할 수 없는 기능
및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음

4. 지역정부의 권한

지방분권에 근거한 국가의 통치유형을 단일국가와 연방국가로 대분류할 때,
광역권을 대표하는 지역정부 중심으로 체계를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 강화형 모델(단방제 국가)은 ⅰ)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제정권을 보장하며, ⅱ)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
목･세율 등을 결정함
지방자치 강화형 모델의 사례는 ⅰ) 프랑스 레지용 지역정부, ⅱ) 네덜란드 지역
정부, ⅲ) 덴마크 지역정부, ⅳ) 한국 광역시･도가 있음

준연방제형 정부형 모델(준연방제 국가)은 ⅰ) 법률에 준하는 2차법률제정권
을 보장하며, ⅱ) 2차법률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 재정집행, 국가의
재정조정과 재정지원 원칙을 보장함
지방자치 강화형 모델의 사례는 ⅰ) 스페인 지역정부, ⅱ) 이탈리아 지역정부,
ⅲ)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국회가 있음

연방제 정부형 모델(연방제 국가)은 ⅰ) 연방정부에 준하는 법률제정권을 부여
하며, ⅱ) 정부 간 예산운용의 상호 독립성 규정, 연방과 주의 과세권 분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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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함
지방자치 강화형 모델의 사례는 ⅰ) 독일 주정부, ⅱ) 벨기에 주정부, ⅲ) 오스트
리아 주정부, ⅳ) 스위스 칸톤, ⅴ) 미국 주정부가 있음
[표 2-3] 지역정부의 권한 수준에 따른 국가 및 지역정부 통치유형
구분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국가
감사
국정
참여

사례

지방자치 강화형 모델
(단방제 국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제정권
보장
 보충성･자기책임원칙
명시 하에 지방사무를
열거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세율 등 결정
 단일감사원칙
 지자체협의체 법률안
제출권 또는 입법의견
제출권을 통한 국정참
여 보장
 프랑스 레지용 지역정부
 네덜란드 지역정부
 덴마크 지역정부
 한국 광역시･도

준연방제형 모델
(준연방제 국가)
 법률에 준하는 2차법률
권 보장

연방제 정부형 모델
(연방제 국가)
 연방정부에 준하는 법
률제정권 부여

 보충성･자기책임원칙
명시하에,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이외의 사무
는 지방사무로 규정, 정
부 간 지휘감독원 배제
 2차법률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 재정
집행, 국가의 재정조정
과 재정지원 원칙 보장
 단일감사원칙

 연방정부 사무만을 한
정하여 열거(정부조직
및 인사권 등 인정)

 정부 간 예산운용의 상
호 독립성 규정, 연방과
주의 과세권 분리원칙
보장
 단일감사원칙

 양원제 또는 지방상원
제

 양원제

 스페인 지역정부
 이탈리아 지역정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
역국회







독일 주정부
벨기에 주정부
오스트리아 주정부
스위스 칸톤
미국 주정부

5. 선행연구 검토

이기우 외(2009)는 외국(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의 지역정부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ⅰ) 법적 지위와 권한, ⅱ) 정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함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ⅰ) 단기적 대안과 ⅱ) 장기적 대안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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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시도자치법 제정, 시도 기본조례의 제도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주장함
- 장기적으로는 연방제 도입을 통하여 도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등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김성호(2010)는 유럽연합의 지역정부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정부의 ⅰ) 법적 지위,
ⅱ) 기관구성, ⅲ) 기능 및 사무, ⅳ) 재정, ⅴ) 중앙-지역정부간 관계를 설명함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정부로 개편하기 위하여 ⅰ) 자치입법권 및 기
관구성권 보장, ⅱ) 지역정부의 사무보장, ⅲ)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 개
편을 언급함

한국지방자치학회(2010)는 ⅰ) 유럽연합의 지역정부 개념 및 기준, ⅱ) 유럽연
합 지역정부의 운영사례(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 관하여 법적
지위, 기능 및 역할, 재정으로 나누어 분석함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정부로 개편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ⅰ) 자치권
보장, ⅱ) 법률제정권, ⅲ) 사무수행 권한 보장을 언급함

안영훈(2010)은 유럽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지역정부화의 사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가 지역정부를 도입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정리함
우리나라가 지역정부를 도입함에 있어, 문제점은 ⅰ) 시도 위상에 관한 규정 불
명확, ⅱ) 시도 기능과 시군구 기능의 유사중복, ⅲ) 자치입법권의 미약, 광역자
치단체의 자치결정권 미약을 언급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ⅰ) 지역의 대표권을 확보하고, ⅱ) 지역정부
의 광역기능 활성화와 지역입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박해육 외(2017)는 우리나라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하여 ⅰ) 연방
제형 국가, ⅱ) 준연방제형 국가, ⅲ) 지방자치 강화형 모델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과 법령을 분석함
주요국의 헌법과 법령은 ⅰ) 입법권, ⅱ) 사무배분, ⅲ) 재정분권, ⅳ) 정부간 관
계 수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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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개정으로 지역정부의 권한 범위 등과 관련하여, 명확화가 필요
함. 즉, 고도의 자치권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권을 광역자치단체에게 부
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표 2-4] 지역정부의 관련 선행연구
저자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외국

이기우 외
(2009)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ⅰ) 단기적 대안과 ⅱ) 장기적
국내

외국
김성호
(2010)

한국지방
자치학회
(2010)

안영훈
(2010)

 외국(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의 지역정부 지위와 권한에 관하
여 ⅰ) 법적 지위와 권한, ⅱ) 정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함
대안을 언급함
- 단기적 방안 : 시･도자치법 제정, 시도 기본조례의 제도화, 자치입법권 확대
- 장기적 방안 : 연방제 도입을 통하여 도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 보장
 유럽연합의 지역정부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 기관구성,
기능 및 사무, 재정, 중앙-지역정부간 관계를 설명함

국내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정부로 개편하기 위하여 ⅰ) 자치입법
권 및 기관구성권 보장, ⅱ) 지역정부의 사무보장, ⅲ)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언급함

외국

 유럽연합 지역정부의 ⅰ) 개념 및 기준, ⅱ) 운영사례(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 관하여 법적 지위, 기능 및 역할, 재정으로 나누어 분석함

국내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정부로 개편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ⅰ)
자치권 보장, ⅱ) 법률제정권, ⅲ) 사무수행 권한 보장을 언급함

외국

 유럽의 지역정부의 사례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순으로 정리함

국내

 우리나라가 지역정부를 도입하기 위한 문제점을 정리함
- 우리나라가 지역정부를 도입하기 위한 문제점은 ⅰ) 시도 위상에 관한
규정 불명확, ⅱ) 시도 기능과 시군구 기능의 유사중복, ⅲ) 자치입법
권의 미약,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결정권 미약을 언급함
 우리나라는 ⅰ) 지역의 대표권을 확보하고, ⅱ) 지역정부의 광역기능
활성화와 지역입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외국

 우리나라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하여 ⅰ) 연방제형 국가,
ⅱ) 준연방제형 국가, ⅲ) 지방자치 강화형 모델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과
법령을 분석함
- 주요국의 헌법과 법령은 ⅰ) 입법권, ⅱ) 사무배분, ⅲ) 재정분권,
ⅳ) 정부간 관계 수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박해육 외
(2017)
국내

 우리나라는 헌법개정으로 지역정부의 권한 범위 등 명확화가 필요함.
즉, 고도의 자치권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권을 광역자치단체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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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치권 확보방
안을 제시하고 있음
학자들의 연구 정향과 초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분석의 단위는 ⅰ) 자치입법
권, ⅱ) 자치행정권, ⅲ) 자치재정권, ⅳ)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학술적인 논의 성격이 강하여, 규범적인 자치권
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제언을 하는 연구임
그 결과,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역자치단체를
지역정부화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처방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경기도를 중심으로 자치권의 실태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기도의 지역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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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정부의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의 지역정부화 사례분석

1) 서울특별시

(1) 법률체계

서울특별시법은 지위특례로서 제1조 목적과 제2조 지위에서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운영상 특례규정을 명시하고, 대한민국 수도로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 것을 명시하였음(조성호 외, 2015a)
제4조(일반행정상 특례)에서 ① 지방채 발행여부 승인, ② 자치사무 감사, ③
서울시소속 공무원 임용 및 서훈 추천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였음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 특례)에서 수도권지역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
교통, 환경 등 계획 수립 시에 특례를 명시하였음

[표 3-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구분
지위특례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 특례 규정

제2조 지위

 정부직할
 수도로서 특수한 지위

제3조
특례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 특례

 삭제
 지방채 발행여부 승인
 자치사무 감사
 서울시소속 공무원 임용 및 서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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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항

내용

특례

제5조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 특례

 수도권지역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 교통,
환경 등 계획 수립할 때, 특례부여

자료 : 조성호 외(2015). 광역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12, 경기연구원.

(2) 특례의 종류 및 내용

(기구와 조직 설치 특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는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국무
회의 배석, 부시장의 수와 직급, 소속공무원의 직급체제 등이 있음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서울시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부시장의 수(3명)와 직급(차관급)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특수한 지
위를 부여받고 있음(조성호 외, 2015b)
그리고 국･실･본부장･담당관,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등의 공무원 직급 역시 다
른 자치단체보다는 한 단계 높은 체계를 부여받았음(양덕순, 2004)
- 실･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무등급은 서울특별시는 실장･본부장중 5명(1명은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
는 실장･본부장으로 한정)의 범위에서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타 광역시･도보다 확대 및 상향 조정된 특례를 적용하였음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중 1명은 1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7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5명은 3급 일
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
별시의 실･국･본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과장과 담당관은
5명의 범위에서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10명의 범위 안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들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례를 인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에서 서울특별시는 실･국･본
부를 17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례를 인정하였음(조성호 외, 2015)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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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본부

서울특별시

17개 이내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5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3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200만미만

11개 이내

세종특별자치시

7개 이내

도

경기도

21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10개 이내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183호, 별표1.

[표 3-3]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본청)
과장

담당관

소방담당
본부장

소방담당
과장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감

지방
소방준감

부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
소방준감

대구･인천･광
주･대전･울산
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인천광역시
는 소방감)

지방
소방정

세종
특별자치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
소방준감

지방
소방령

경기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감

지방
소방준감

구분

서울특별시

실･국장
실･본부장

국장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제3장 지역정부의 국내외 사례분석∣33

구분
도
(경기도와 제
주특별자치도
제외)

실･국장

과장

담당관

소방담당
본부장

소방담당
과장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충남･전남･
경북은
소방감)

지방
소방정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183호, 별표2.

(공무원 임용상 특례) 서울특별시는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의 임용, 징계, 징계 등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할 수 있음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수도로서 특수한 지위 부
여와 정부관할(국무총리의 관할), 지방채와 감사상의 특례, 공무원 임용상의 특
례, 그리고 분쟁조정상의 특례 등이 있음(조성호 외, 2015b)

(재정상 특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에서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
리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음
(감사상의 특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
을 거칠 것을 명시하였음(조성호 외, 2015b)
(분쟁조정상의 특례) 수도권 지역에 걸친 광역행정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4)
즉, 도로･교통 및 운수관련 사항,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수자
3) 서울특별시는 ｢국가공무원법｣ 제 32조1항~3항, 제78조 1항~4항, 제82조 등에서 규정한 공무원 임용규정을 따름.
4)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5조(광역행정 운영상 특례) 및 시행령 제4조(수도권 광역행정 조정)에서 서울특별
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지역을 수도권이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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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됨
(조성호 외, 2015a)

[표 3-4]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구분

조항

내용

지위 특례

법률 제2조

 지위･조직 및 운영상의 특례 규정
 정부의 관할 하에 두되,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 부여

지방채와
감사상의 특례

법률 제4조

 행안부의 지방채발행 승인결정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행안부의 감사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함

공무원의
임용특례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이 행사함

분쟁조정특례

법률 제5조

 수도권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
한 계획 수립 및 집행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
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함

자료 : 조성호 외(2015). 광역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12, 경기연구원.

2) 제주특별자치도

(1) 법률 체계

제주특별도법은 총 17장 362조로 구성된 장문의 법률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동시에 규정한 법률임(조성호 외, 2015a)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및 적용범위, 국가 및 제주특
별자치도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위원
회 구성과 제3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법적 지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음
제4장 자치사무 및 자치조직, 제5장 주민참여, 제6장 도의회 기능, 제7장 자치
인사, 제8장 자치감사, 제9장 자치재정, 제10장 교육자치, 제11장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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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등으로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
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조직, 인력, 사업, 교육 및 감사, 의회, 특별지방행
정기관 업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음
한편, 제13장 국제자유도시 여건조성, 제14장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환경･교통･
보건복지･안전 등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수립, 개발사업 및 관련 특
례, 추진개발센터 및 환경･교통･보건복지･안전 사무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하였음
마지막으로 제16장 보칙 및 제17장 벌칙에서 국제자유화도시 추진을 위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협력, 개발센터의 출연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때에 벌칙 등을 규정하였음

(2) 특별법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자치조직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
리할 수 있도록 특례(법제13조)를 규정함
자치사무 이양으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제12조)과 제12장 특별지
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을 명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으로 사무처리를 자율적
으로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제10장 교육자치에서 교육의원 선거,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등을 규정하였음(조성호 외, 2015a)
교육위원회 설치, 도교육감 선출,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교육재정 등을 규정하였음

자치경찰제(제11장) 실시를 위한 근거로서 자치경찰 조직과 사무를 규정하고
자치경찰활동의 목표･평가 및 운영을 명시하고, 치안행정위원회를 구성함(조
성호 외, 2015b)
그리고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환경조성과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을 규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 임용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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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외국인의 자유왕래와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체류 특례(제156조), 체류지역 확대허가(제157조), 외국어
서비스 지원(제163조), 외국인에 주택공급(제166조) 등을 규정함
그리고 관광 및 향토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국제회의산업(제170조), 카지노 허가
(제171조의6), 수상레저산업(제175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
과금의 면제(제178조)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였음

산업발전 특례로는 청정1차 산업 육성을 위한 농･임･축･수산업 진흥 관련 특례
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제216조), 제주투자진흥지구(제217조), 선박등
록특구 지정(제221조), 풍력자원의 공공관리(제221조의5) 등의 특례를 지정함
또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의제(제230조), 특별개발우대사
업(제24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제260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
발센터 설치(제3절) 등을 규정함

한편, 벌칙에 양벌규정을 명시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것을 명시하는 특징이 있음(조성호 외, 2015b)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자료의 제출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사무기구의 설치, 법
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제4장
자지사무 및 자치조직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따
른 법령적용상의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 자치조직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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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5장
주민참여의 확대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

제6장
도의회의 기능강화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인사청문회,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7장
자치인사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 및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치감사 계획, 자치감사의 결과 처리 등

제9장
자치재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지방세 특례, 세액감면 특례, 세율조정
특례, 지방교부세 특례, 제주자치도 국가재정지원, 지방채발
행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특례, 지방공기업관리특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특례

제10장
교육자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도교육감,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교육재정

제11장
자치경찰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자치경찰활동의 목표･평가 및 운영,
치안행정위원회,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경찰상호간의 관계, 자치
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자치경찰공무원, 교통안전 및 시설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이관기준, 우선이양대상사무, 국토관리사무 이관 특례, 중소
기업사무 이관 특례, 해양수산사무 이관 특례, 보훈사무 이관
특례, 환경사무 이관 특례, 노동사무 이관 특례, 제주지방노동
위원회 이관 특례, 사무이관 조치, 우선이양 대상사무외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총칙,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등,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국제화교육환경의 조성, 국제화를 위한 의
료서비스 증진, 청정1차산업 육성, 산업발전 특례

제14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계획

 개발계획수립, 개발사업 시행, 제주자유국제도시개발센터

제15장
환경･교통･보건
･복지･안전

 청정자연환경의 보전, 지하수 보전･관리, 교통산업특례, 보
건복지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소방제도 특례

제16장
보칙

 규제자유화 추진, 개발센터 출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징수

제17장
벌칙

 자치경찰, 주민소환투표, 출입국 관리분야, 관광분야, 의료분
야, 자치감사, 국제학교 등에 관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고발 및 통고처분

자료 : 조성호 외(2015). 광역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12,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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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특별자치시

(1) 특별법 체계

세종시특별법은 ⅰ) 지위 및 권한, ⅱ) 행･재정 특례, ⅲ) 조례특례, ⅳ) 감사특
례 등 통 4분야로 나뉘며, 총 30조로 구성됨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범위･책무･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제1조~제7조), 사무
위탁･재정특례･조직특례, 감사사무 특례 등을 규정함

(2) 특별법 주요내용

세종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서 제정된 관계로 말미암아,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해소 및 사업비 조정 등(제12조)을 명시한 특징이 있음(조성호
외, 2015a)
세종특별시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재정지원 및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종특별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제13조), 재정특례(제14
조),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설치(제2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특례(제29조), 주민참여예
산제도 도입(제30조)등 예산적 지원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음

또한 조직특례로서 세종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임용 등을 시조례로
규정하였고, 국가와 세종특별시간 인사교류 기준과 방법 등을 시조례로 규정하
여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음
그리고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특례(제20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제30조)
를 두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와 운영(제21조)을 통
해 감사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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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1조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
치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지위 및 권한

행･재정
특례

조례특례

감사특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한정

제6조 설치

 정부직할 및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음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
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
원회 설치

제11조 사무위탁 특례

 세종시의 장 또는 시교육감은 타 자치단체
에 사무 위탁하여 처리 가능

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내 지역균형발
전

 세종특별자치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
차 해소사업 추진 및 사업비 비율 등을 시조
례로 규정

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시에 대해 행･재
정상 특별지원 가능

제14조
재정특례
제28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특례
제2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특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 별도계정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조례로 제정 가능

제15조 조직특례

 세종시에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임
용을 시조례로 규정

제16조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간의
인사교류 및 파견

 시장은 인사교류 방법 및 지원을 시조례로
규정

제20조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특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 20
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조례로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요구 가능

제21조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제24조
자치감사계획 등

 시장소속하에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감사 수행전 자치감사 계획 수립

자료 : 조성호 외(2015). 광역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12,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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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사례의 전략적 시사점

(서울특별시) 특례는 ① 자치조직권, ② 자치재정권, ③ 자치계획권 측면에서
재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음
① 자치조직권은 서울특별시는 수도라는 특성을 강조하고 정부 관할 하에 두며,
단체장의 지위, 조직 규모 및 공무원 정수에 있어 타 도시에 비해 확대 적용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② 자치재정권은 지방채와 감사 등에 관해 국무총리의 조정 등을 인정함으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③ 자치계획권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 등 상호 연계 및 인접한
지역에 걸친 도로, 교통, 환경 등에 대해 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조정하도록 자치계획권 및 분쟁조정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표 3-7] 서울특별시 특례 개요
구분

내용

자치조직권

 기구와 조직설치 특례로서 단체장의 지위(장관급 대우), 국무회의 배석, 부시
장 수 (3명), 실국본부 17개 설치, 타시도보다 상향 조정된 직급 조정

자치재정권

 서울시 지방채 발행 승인여부를 국무총리에게 보고

자치계획권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 등 상호연계 및 인접한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
등의 계획수립 및 집행시 이견 발행 시에 국무총리 조정

자료 : 조성호 외(2015). 광역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12, 경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는 ① 자치조직권, ② 자치사무권, ③ 자치재정권, ③
자치감사권, ⑤ 자치입법권 측면에서 재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음
자치조직권은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 및 절차, 부지사 정수, 행정기구 설치 운영,
총액인건비제도 비적용, 자치경찰단 설치 등에 조직적 특례와 우수공무원 특별
승진, 인사교류 등의 인사적 특례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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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권은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이양 등을 통해, 자치
적 분권적인 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자치재정권은 재정적 특례를 통해 세액감면, 세액조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과 국가지원 지방교부세, 지방채 발행 등을 명시하여 분권적인 도정운영이 가능
하도록 제도화하였음
자치감사권은 감사위원회 신설 등 자체감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중복감사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특례를 적용하였음
자치입법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지방분권 및 각종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이관뿐만 아니
라, 일반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제주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권한이 강화된 특징이 있음

[표 3-8]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개요
구분

내용

자치조직권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임용 및 절차, 부지사 정수 및 사무분장, 행정기구 설치･
운영 기준 특례(법 제14조)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의 통합 신설(제49조)
 총액인건비제도의 미적용 특례(제52조)
 자치경찰단 설치(제106조)

자치행정권

 중앙권한의 지방에 포괄적 이양(제12조)
 특별행정기관의 이관(제141조-150조)

자치재정권







자치감사권

 감사 등의 특례(제71조),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제66조)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구성 및 정수 특례(제13조, 제14조, 제42조)

지방교부세제도 특례(제75조)
세목의 부과징수(제72조)
세액감면(제73조) 및 세액조정(제74조)
지방채 특례(제77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제260조)

자료 : 조성호 외(2015). 광역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12, 경기연구원.

(세종특별시) 특례는 ① 자치조직권, ② 자치행정권, ③ 자치재정권, ③ 자치감
사권 측면에서 재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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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은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시조례로 규정하였고, 인사
교류 방법 및 지원을 시조례로 규정하였음
자치행정권은 시장 및 시교육감은 사무일부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을 규정하였음
자치재정권은 재정지원 특례로서 세종특별자치세의 세목으로 부과, 징수(제8조
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설치(제28조), 지역격차해소 사업비 비율 규정(제
1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간 특례(제29조) 등을 규정하였음
자치감사권은 독자적인 감사위원회 설치(제21조) 및 사무국 설치(제23조)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였음

[표 3-9] 세종특별자치시 특례 개요
구분

내용

자치조직권

 시조례로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특례인정(제15조)

자치행정권

 사무위탁(제151조)

자치재정권

 재정지원 특례로서 세종특별자치세의 세목으로 부과, 징수(제8조1항) 및 세종특
별자치시계정 설치(제28조)
 지역격차해소 사업비 비율 규정(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간 특례(제29조)

자치감사권

 독자적인 감사위원회 설치(제21조) 및 사무국 설치(제23조)

자료 : 조성호 외(2015). 광역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12, 경기연구원.

2. 외국의 지역정부 사례분석

1)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영국은 내각제 및 상･하원 중심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3개의 지역정
부(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있음
2020년 1월 기준 인구는 6,820만 명이며, 인구 1인당 GDP 31,838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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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부의 권한이 가장 강한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만 논의함
스코틀랜드 지역정부(Scottish regional government)는 그 권역에 속한 통합
지방정부(Unitary Authority) 등으로 구성됨
- 즉, 스코틀랜드는 기초정부로서 32개 통합형 통합지방정부(Unitary Local Council)가 있음

[그림 3-1] 영국 지역정부의 지도

(1)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 2016(Scotland Act 2016) 제1조에서, 영국은 스코
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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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는 지역의회와 행정기관을 통합한 지역정부로서
2차 법률제정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정치적･입법적으로 교육 및 복지정책 등
권한이양 된 분야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의 독자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표 3-10]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2016)의 지역정부 법적 지위
제1조 스코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정부의 영속성
1. 스코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는 영국 헌법의 영구적인 부분이다.
2. 이 조의 목적은 이 법의 다른 조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스코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에 대한 영국 의회와 중앙정부의 협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3. 그 협약에 근거하여, 스코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는 국민 투표에서 투표한 스코틀
랜드 국민의 결정에 근거하지 않는 한 폐지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2) 자치입법권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 2008 제29조(입법능력)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 2016
제2조(Sewel 협약)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일반적 입법권한을 부여함
다만,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영국 국회의 입법권과 공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표 3-11]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자치입법권 규정
지역정부법(2008) 제29조(입법능력)
제1항 스코틀랜드 의회 법은 의회의 입법권 범위를 벗어나면 법률이 아니다.
제2항 다음의 조문들이 적용되는 규정은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a) 스코틀랜드 이외 국가나 영토에 관한 법률의 부분에 관련된 경우나 또는 스코틀랜드와
관련되지 않은 권한들에 대한 부여 또는 폐지의 경우
b) 영국 국회 법률 제정권에 유보된 경우
c) 1998년 스코틀랜드법 부록4에서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한 법령
및 (부분)개정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법령들에 대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지역정부법(2016) 제2조(Sewel 협약)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 1998의 28조 제8항에 따라, 영국의회는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의회
의 동의 없이 스코틀랜드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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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과 지방 간 정부 간 관계 측면에서, 영국 중앙정부와 국회는 스코틀
랜드 지역정부에 대하여 여전히 의회(국가)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영국 국회는 법률로 기존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제정된 법률안도 역시 영국 국왕의 승인을 얻어야 발효
가 되는 것은 법적 절차상 동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는 사무배분 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더욱 독립적이며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음

(3) 기관구성권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 1998 제2부 제44조 ~ 66조에 근거하여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는 기관통합형 기관구성을 취함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는 기관통합형(의장-단체장 통합형)으로서 스코틀랜드 지
역정부의 집행부 구성은 선출된 지역의회의원 중에서 지역의회가 제1장관(First
Minister) 을 지명함
- 제1장관은 지역정부를 대표하며 각 집행부 각료(Scottish Ministers)를 임명하여 집행부
를 구성함

스코틀랜드 지역의회(Scottish Parliament)는 지역구 의원 73명과 비례대표
의원 56명, 총 129명의 지역의원으로 구성됨

(4) 자치행정권

영국 국회가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Scotland Act 1998)를 마련하여
국가사무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사무에 대한 사무배분 관계를 새롭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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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스코틀랜드 법에서 국가사무와 지역정부 사무를 구분한 법체계는 다음과 같음
- 즉,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회)의 법적 권한을 세부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대신, 영국 국회가
입법권으로 유보되어 있는 국가 권한을 명기하고 있음(1998년 스코틀랜드법 Schedule 5)
- 또한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회)가 임의로 결정 및 수정할 수 없는 사무분야를 제한 규정하
고 있음(1998년 스코틀랜드법 Schedule 4)

이러한 사무분야들이 일종의 중앙정부 및 국회의 유보권에 속하는 사무들이 되
고 있음(아래 사무배분 체계의 그림 참조)

[그림 3-2]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사무권한 범위

자료 : 조성호 외(2015). 광역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12, 경기연구원.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사무권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① 일반적으로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 사무(국회에 유보된 국가의 권한= 국가주권)
② 특정분야에만 한정되어 국회에 입법권이 유보된 사무(제한적 범위의 국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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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코틀랜드 지역의회 개정법령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령(국회유보 법령제정권)
④ 스코틀랜드 지역의회 개정법령 대상에서 제외된 권한의 예외규정(국회유보 예외)
⑤ 사무로 스코틀랜드 자치사무로 입법이 가능한 사무
⑥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의 사무입법권(스코틀랜드 자치사무) 등

이를 자세히 보면, 기본법인 1998년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에는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법률적 권한이 규정되어 있음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기능들은 헌법, 국방/국가안전, 재정/경제정책, 교통, 연
금, 사회보장, 고용, 방송, 외교, 이민/국적, 에너지 등임
이외의 경우, 스코틀랜드 지역정부가 독자적인 입법기능으로 그리고 지역 내의
세율변경권(3% 내에서 소득세를 독자적으로 증감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독자적
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부연하면,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회)는 입법적‧행정적 분권의 이양 형태로
기본법과 부수적인 법률 제정이 가능하도록 폭 넓은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2차 법률제정권>(Secondary legislation)을 부여받은 것임
그 결과 영국국회 입법분야로 유보하지 않은 사무들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회
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무배분 체계
를 유지하고 있음

[표 3-12] 영국의 국가사무(①②③)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사무(④⑤) 분야
중앙-지역정부 간
사무구분

세부적인 사무규정 내용

① 일반적으로 국회
에 입법권이 있는
사무(권한)

 헌법적 사항･영국 외교정책･영국 국방 및 안보정책
 재정 및 경제정책 / 이민 및 국적정책 /에너지정책 /공동시장 /상호경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업 및 산업정책 /마약 분야 /방송 분야 /선거,
등록 및 정당의 재정적 지원･교통과 관련된 분야 /사회보장 분야 /도박
및 로또 분야 /자료 보호 /무기 / 범인인도 /긴급 분야 / 기회균등 등의
사회적 안전망
 국가에 대한 반역죄, 국사범, 국사범 은닉 / 시간대와 서머타임제 등
스코틀랜드 영역 이외의 해양 어업 / 도량형 기준･국가 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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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정부 간
사무구분
②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 특정분야
③ 스코틀랜드 지역
의회의 자치사무 법
령제정권이 제외된
분야
④ 스코틀랜드 지역
정부의회의 법률제
정권 분야
⑤ 스코틀랜드 지역
정부의회에 이양된
입법권

세부적인 사무규정 내용
 금융 및 경제적 문제 / 내정 / 무역과 산업 / 에너지 / 교통 / 사회
안전보장 / 직업규칙 / 고용 / 보건 및 의약 / 미디어 및 문화 /
 민법 등 사법상 입법절차 규정 (Scotland) Act 1936 / 유럽연합법령/
1980년 지방정부법상 제32조(산업지역 지정 등 권한) / 사회보장행정법
관련 보조수당 및 카운실 지방세 수혜부분
 국회 입법 분야를 제외한 분야로서 지역정부의회의 자율권을 침해받지
않는 분야에서의 2차 법률 제정권 인정
 보건･교육 / 훈련정책과 평생교육 / 지방정부･공적부조사업 / 주택･도
시계획 / 경제발전 / 산업에 대한 경제지원 / 관광･스코틀랜드 도로망
/ 버스 정책･항구 등의 교통 분야 / 형사 및 민사법 / 검찰 및 기소체제
/ 사법･경찰 및 소방･환경 / 자연(문화)유산･유형문화재 / 농업･농업기
준 / 산림･수산 / 스포츠･예술 / 통계 / 공공기록 및 보존

(5) 자치재정권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 2016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는 영국 재무부
장관과 스코틀랜드 장관의 합의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소득세 비율을 정할 수
있고, 부가가 치세 비율 등도 정할 수 있음(안영훈 외, 2017)
스코틀랜드 지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3% 내에서 소득세를 독자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율변경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현재 10% 범위까지 확대)

[표 3-13]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2016)의 지역정부의 과세자주권
제2부 조세, 지방채 및 재정 정보
소득세
13. 스코틀랜드 의회의 소득세율 결정권
14. 2007 년 소득세법 개정
15. 최종 개정안 : 소득세 부가가치세
16. 부가가치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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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인의 자치지역정부

스페인은 내각책임제 및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17개의 (자치)지역정
부5)로 구성됨
2020년 1월 기준 인구는 4,745만 명이며, 인구 1인당 GDP 27,132달러임

[그림 3-3] 스페인 (자치)지역정부 지도

5) 스페인의 자치지역정부는 안달루시아주, 아라곤주, 아스투리아스주, 발레아레스주, 카나라이스 제도, 칸타브리아주,
카스티야 이 레온주, 카스티야 라 만차주, 카탈루나주, 발렌시아주, 엑스트레마두라주, 길라시아주, 마드리드주, 무르시
아주, 나바라주, 바스크주, 리오하주 등 총 17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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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자치지역정부 – 도정부 - 기초정부의 3계층제이며, 지방
정부의 자치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이기우 외, 2009)
스페인 헌법 제137조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지방정부의 종류 등을 규정하며,
제138조에서는 ⅰ) 자치지역정부에 관한 규정 및 ⅱ) 헌법 제2조의 연대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보충성 원칙 및 ‘균등화 원칙’(Equalisation) 등을 제시함

[표 3-14] 스페인 헌법상의 지역정부 법적 지위
제137조
국가는 지역상 기초정부(Municipios), 도정부(Provincias), 자치지역정부(Comunidad Autonomas)
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방정부는 모두 각자의 이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가진다.
제138조
① 국가는 스페인 여러 영토 안에 여러 지역이 공정하고, 섬지역과 같은 곳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보장한 헌법 제2조에 부여된 연대성 원칙의 효과적 실행을 보장한다.
② 각 지역정부의 헌법 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차이는 절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특권(특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자치입법권

스페인 헌법은 제87조와 제149 ~ 150조에서 지역정부의 입법범위를 명시하
며, 이때 지역에 따라 그 입법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함(안영훈 외, 2017)
지역정부 의회는 중앙정부에 법률의 채택을 제청하거나, 의원발의법안을 송부할
수 있음

특히,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지역정부 전부 또는 일부에 법률범위
내에서 지역정부가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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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회가 지역정부의 이와 같은 입법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규정함

[표 3-15] 스페인 헌법상의 지역정부 자치입법권 규정
제87조
① 헌법과 국회규칙에 따라 법률안의 제출권은 정부, 하원 및 상원에 있다.
② 지역정부 의회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채택을 정부에 제청하거나 또는 하원의장에게 의원발의
법안을 송부할 수 있으며, 그 소명을 담당하는 지역정부의회의 의원 중 최고 3명을 하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87조
① 헌법과 국회규칙에 따라 법률안의 제출권은 정부, 하원 및 상원에 있다.
② 지역정부 의회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채택을 정부에 제청하거나 또는 하원의장에게 의원발의
법안을 송부할 수 있으며, 그 소명을 담당하는 지역정부의회의 의원 중 최고 3명을 하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9조
③ 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무들은 지역정부의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서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역정부의 자치법률로 제정하지 않은 사무들에 관한 권한은,
국가의 권한에 속하며, 지역정부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
법률과 상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면, 이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 우선한다. 그리고 국가
법률은 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150조
① 국회는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역정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 법률이
정하는 원칙, 기초 및 방법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정부에 법률 제정권을 이양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중앙부처 등의 입법행위를 통해서 지역정부의 입법권에
대한 감독방법을 국회 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

(3) 기관구성권

스페인의 지역정부는 헌법 제148조에 따라 지역정부의 기관구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스페인의 지역정부는 기관통합
형 또는 내각책임제 형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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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원제의 지역정부 의회와 지역의원이 선출
한 지역정부 지사가 의회와 집행부를 구성･운영함

자치지역의회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하에서 지역정부 영역 범위 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권을 행사함
자치지역의회는 ⅰ) 지역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ⅱ) 국가법률 집행을
위한 입법을 지원함

지역정부지사는 지역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자치지역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지역정부지사는 ⅰ) 집행부 구성, ⅱ) 행정입법명령 (Decretos)의 제정, ⅲ) 정책
계획안 확정 및 집행, 그리고 ⅳ) 자치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함

(4) 자치행정권

스페인은 중앙집권적 성향과 지방분권적 성향의 잠재적 갈등을 보충성의 원칙
에 근거해서 헌법적 차원으로 각 지역 간 다양성에 근거한 자치를 보장하고자 함
기본적인 사무배분 원칙을 헌법에서 국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나머
지 분야의 사무권한은 지방정부(주로 지역정부)에 이양함

[표 3-16] 스페인 헌법 상의 지역정부 사무배분 원칙
제2조
헌법은 국가와 지방의 연대성에 근거한 자치권을 보장한다.
제138조
① 국가는 스페인 여러 영토 안에 여러 지역이 공정하고 적절한 경제적 균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헌법 제2조에 명시된 연대 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제3장 지역정부의 국내외 사례분석∣53

스페인 헌법은 지역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 총 22개로 명시하고 있음(헌법 제148조)
국가의 배타적 입법영역을 명시하였고(제149조), 법률 또는 ‘지역정부 헌법’ 등
에 따라 지정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주로 처리하도록 간접적으로도 명시하고
있음(헌법 제150조)

[표 3-17] 스페인 헌법상의 지역정부 사무배분 원칙 및 분류
제148조
① 지역정부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지역정부의 기구
2. 지역 내 기초정부 경계의 변경, 국가의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 내 지방기관에 관한
국가행정의 역할, 주의 영역
3. 도시주택 정비
4. 지역 내의 공공사업
5. 지역 내 철도 도로에 의한 수송
6. 산업 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스포츠 이용의 항만공항시설 등
7. 경제의 전반적인 틀 가운데서의 농･축산업
8. 산림의 이용
9. 환경보전, 지역 내의 용수･운하관개에 관한 계획건설운영
10. 하천･호소에서의 어업양식･수렵
11. 주내에서의 견본시장
12. 지역축제
13. 국가의 경제정책에 따른 지역 내에서의 경제발전 촉진
14, 수공예업 지원
15. 지역 내의 박물관･미술관･음악원 등 지역의 문화유산･문화 연구의 장려
16. 지역의 공용어 교육
17. 지역 내의 관광 진흥
18. 스포츠와 오락의 적절한 이용 촉진
19. 사회부조
20. 보건･위생
21. 건물시설의 경비와 보호
22. 조직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치경찰에 관한 조정
제149조
① 국가는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이하 생략)
③ 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무들은 지역정부의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서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역정부의 자치법률로 제정하지 않은 사무들에 관한 권한은,
국가의 권한에 속하며, 지역정부 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 법률과 상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면, 이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 우선한다. 그리고
국가 법률은 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54∣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5) 자치재정권

스페인은 헌법에서 지역정부의 자치재정권, 지방세의 세율결정권을 인정함(안
영훈 외, 2017)
스페인 헌법 제7장 ‘경제와 재정’은 지방정부의 지방세 제도와 예산운영에 대한
원칙을 명시함(헌법 제142조, 제156조)
[표 3-18] 스페인 헌법상의 지역정부의 과세자주권
제142조
지방정부 재무부는 법률이 각 공동체에 부여한 사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
여야 하며, 주요 재원은 각자의 조세체계로 재정을 마련하지만 국가와 지역정부의 세원분담에
의해서도 재원 마련이 되어야 한다.
제156조
1. 지역정부는, 국가의 재정운영 원칙과 모든 스페인 국민 간의 연대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정자치권을 향유한다.

스페인 헌법에 근거하여, 국세, 지역정부세, 공동세로 니뉘어짐(안영훈, 2012)
국세 : 개인소득세(IRPF), 법인세(IS), 보험금(Primas Seguros)
지역정부세 : 상속ㆍ증여세(ISD), 순자산세6)(IP), 매매세(ITP y AJ)
공동세(국가 및 지역정부) : 비거주자소득세7)(IRNR), 부가가치세(IVT), 특별소
비세(II. EE.)
- 공동세는 국가가 징수하며 법령상 정해진 기준(인구수 등)에 따라 지역정부에 배분됨

6) IP의 영어식 표기는 Net wealth tax이며, 국내에서 논의되는 부유세적 성격의 조세임.
7) A non-resident company is subject to the income tax on non-residents(IRNR) in respect of the entire
income from Spanish or foreign sources attributable to such establishment if it operat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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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탈리아의 지역정부

이탈리아는 내각책임제 및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20개의 지역정부가
있음8)
2020년 1월 기준 인구는 6,200만 명이며, 인구 1인당 GDP 31,343달러임

[그림 3-4] 이탈리아 지역정부 지도

8) 이탈리아 지역정부는 롬바르디아 주, 리구리아 주, 마르케 주, 몰리세 주, 바실리카타 주, 발레다오스타 주, 베네토
주, 사르데냐 주, 시칠리아 주, 아브루초 주, 에밀리아 로마냐 주, 움브리아 주, 칼라브리아 주, 캄파니아 주, 토스카나
주,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 풀리아 주, 프리울리 베네치아줄리아 주, 피에몬테 주, 라치오 주 등 총 20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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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

이탈리아의 지역정부는 2000년 8월 헌법상 자치권(제117조), 자치행정조직
권(제123조), 자치재정권(제119조)을 보장받았음(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이탈리아는 헌법의 제2부 제5장(지방자치정부)을 개정하면서, 지역정부 – 도정
부 – 기초정부 간의 기능 및 사무의 권한 배분을 재규정함

[표 3-19] 이탈리아 헌법상의 지역정부 법적지위
(자치입법권)
제117조 입법권은 헌법 및 EU 법령 및 국제 의무에서 비롯되는 제한에 따라 지역정부 및
각 지역에 배분된다.
(자치조직권)
제123조 각 지역은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형태와 지역의 조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령을 가진다.
(자치재정권)
제119조 지역정부, 도정부, 기초정부는 수입과 지출 자치권을 가진다.

(2) 자치입법권

이탈리아는 헌법 제5조에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으며, 국가 행정에서의 완전한 행정분권, 그리고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의 요구에 부합하는 입법원칙과 방식을 채택한다고 규정함
이탈리아는 헌법 제121조 제2항에 지역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여한 지역의
모든 기능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3장 지역정부의 국내외 사례분석∣57

[표 3-20] 이탈리아 헌법상의 지역정부 자치입법권 규정
제5조
이탈리아 공화국은 하나이며 나눌 수 없다. 그것은 지방 자치를 인정하고 촉진하며 국가에 의존하
는 서비스에서 행정적 분권화의 완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공화국은 자치와
분권화의 요구 사항에 따라 법률의 원칙과 방법을 적용한다.
제121조
지역기구는 지역단체장, 지역집행위원회, 지역의회이다. 지역의회는 지역에 귀속된 입법 권한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3) 기관구성권

이탈리아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이탈리아 지역정부는 지역정부 법률로
ⅰ) 민선지사, ⅱ) 지역정부 집행위원회(내각), ⅲ) 지역정부 의회 의원 등을
선출할 수 있음(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다만, 이러한 지역정부 법률은 기본적으로 선출직의 임기 등에 관 한 국가 법률
이 규정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야 함

대부분의 이탈리아의 지역정부는 기관통합형 기관구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2001년 헌법 수정을 통하여 소수의 지역정부는 기관분리형 기관구성을 취하고
있음

[표 3-21] 이탈리아 헌법상의 기관구성권
헌법 제122조
헌법과 이탈리아 민주공화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선지사 지역정부 집행위원 및
지역정부 의회의원을 지역 헌법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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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행정권

이탈리아 헌법은 보충성, 다양성 그리고 타당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역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총 14개로 분류함(헌법 제117조)
이탈리아는 헌법 제 117조에 ⅰ) 국가의 배타적 기능 및 사무를 명시하고, ⅱ)
지역정부의 기능 및 사무를 명시함

[표 3-22] 이탈리아 헌법상의 지역정부 사무배분 원칙 및 분류
헌법 제117조 지역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능 및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국제 및 EU 관계
2. 대외 무역
3. 일자리 보호
4. 교육
5. 주민 건강 및 재난 구호
6. 스포츠
7. 재난 구호
8. 토지 이용 계획
9. 민간 항구 및 공항 10. 대형 운송 및 항법 네트워크 통신
11. 에너지의 생산, 운송 및 분배 12. 공공 재정 및 조세 시스템의 조정
13. 주민들의 문화 활동 촉진 14. 저축은행, 농업은행, 지역신용은행의 지원

(5) 자치재정권

이탈리아는 헌법 제119조에 지역정부 권한에 부합하는 조세 및 세입권한을
인정함(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즉, 지역정부는 자체재원을 가지며, 지역정부 재정 및 조세체계의 원칙이 헌법에
부합하도록 세원과 세수를 설립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고, 관할 영역과 관련된
주의 조세 수익을 공유하도록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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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이탈리아 헌법상의 지역정부의 자치재정권
헌법 제119조
 지방정부는 각 계층별로 자치재원을 가지며, 헌법 틀 내에 서 국가재정 및 조세체계의 조정원칙
에 맞추어 자체 조세수입 계획의 시행이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그들 구역과 관련된 국세 총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지역 간 조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국법으로 형평(재정조정)기금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
 사회단결 촉진,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재원을 추가적으로 할당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정부는 투자자금 관련 대출계약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국가 보증은 배제하고 있다.

4) 프랑스의 지역정부

프랑스는 대통령제 및 상원 및 하원 중심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17개의 지역정부(레지용 : Region)가 있음9)
2020년 1월 기준 인구는 4,745만 명이며, 인구 1인당 GDP 27,132달러임

[그림 3-5] 프랑스 지역정부(레지용: Region) 지도

주 : 본 그림은 본토 13개의 지역(Region)에 해당함.
9) 프랑스 지역정부인 레지용(Region)은 본토 12개, 코르시카 섬과 해외영토 4 개를 포함하여 총 17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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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

프랑스의 지방정부는 지역정부 – 도정부 - 기초정부의 3계층제이며 지방정부
자치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이기우 외, 2009)
프랑스 헌법 제72조는 지방정부 종류로 “코뮌(communes) 기초정부, 데파르트
망(départements) 도(중간)지방정부, 레지옹(régions) 지역정부, 특별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3-24] 프랑스 헌법상 지역정부-도정부-기초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위 규정
제72조
① 프랑스 공화국의 지방정부는 코뮌(communes),･데파르트망(départements), 레지옹
(régions), 특별 지위의 지방정부(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그리고 헌법･제74조
에 따른 해외령 지방정부(collectivités d’outre-mer)들이다.
② 다른 지방정부들은 법률로 설치하며, 본 조항의 제1문에서 명시한 지방정부들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자치입법권

프랑스는 헌법 제72조 3항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명시하였으며, 제4항
에서 지방정부가 기존의 법률이나 법규명령을 배제하고 실험적으로 권한 행사
가 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안영훈 외, 2017)
중앙정부의 법규제정권에 의한 관할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지역정부의 법
규제정권 행사가 가능함

지역정부 의회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하에서, 지역정부 영역 범위 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권을 행사함

제3장 지역정부의 국내외 사례분석∣61

지역정부 의회는 ⅰ) 지역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결정을 민주적인 절차 및
논의에 의해 결정하며, ⅱ) 지역의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고 결정하며, ⅲ) 지역발
전, 지역개발 등에 관련된 의제를 심의함

지역의회 의장은 ⅰ) 예산마련을 위한 세금 징수권, 예산집행권, 지역의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ⅱ) 지역정부의 행정사무에 관한 전체적인 책무를
수행함(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그리고 지역의회 의장은 스스로 지역정부를 구성하고 각 집행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임면권을 가지게 됨

[표 3-25] 프랑스 헌법상의 지역정부 자치입법권 규정
헌법 제72조
제3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부는 선출된 지방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치)행정권을 행사
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법규제정(행정입법)권을 가진다.
제4항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 요건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기구는 조직법, 경우에 따라 법률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으로 그 권한에 대한 법률, 행정입법의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3) 기관구성권

프랑스는 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
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통합형 기괸구성을 취함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하는 합
의제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설치하여 간선되는 의회-단체장 통합형의 지방민주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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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기관구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72조와 함께 헌법 제34조에 근거하고, 법률로 지방자치
단체의 지위와 조직권한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3-26] 프랑스 헌법상의 지역정부의 기관구성권
제72조
③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선출된 지방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법규제정(행정입법)권을 가진다.

(4) 자치행정권

프랑스는 제72조 제2항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수행 권한(전권한성, 총
체적 권한)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을 동시에 규정함(안영훈 외, 2017)
그리고 프랑스는 1983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보충성 원칙에 근거한 권한배
분 관련 법률들을 세부적으로 제정하였음
- 그리고 동 법률에 근거해서 보충성 원칙을 기본으로 상위 자치정부는 하위 자치정부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만 한정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새로 규정함

[표 3-27] 프랑스 헌법상의 지역정부 사무배분 원칙
제72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차원에서 가장 잘 시행될 수 있는 소관사항에 대한 권한 전반에 대해 결정하여
야 한다.

헌법상 국가-지방 사무의 열거주의를 택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국가-지방의 사무를 구분하여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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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법은 지역정부의 기능에 대하여 총 6분야로 명시하고 있으며,
총 6개 분야는 ⅰ) 국가경제계획, ⅱ) 지역경제계획, ⅲ) 국토개발계획, ⅳ) 대중
교통, ⅴ) 교육, ⅵ)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분류됨

[표 3-28] 프랑스 지방자치법 상의 지역정부 사무분야
구분

지역정부의 기능

지역경제계획

 지역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데파르망, 10만 이상의 코뮌, 코뮌간 연합체,
경제사회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함

국가경제계획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국가 경제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정부
의견을 수렴해야 함
 지역정부의 단체장은 국가 경제계획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국가경제계획안의
작성과 정책집행에 참여, 지역정부의 정책적 우선권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통지해야 함

국토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의무는 없으나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침을 수립 할
수 있는 발의권을 지님. 도시개발계획을 위해 서 다른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계획안은 사전에 공표해야 할 의무를 가짐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위한 기본법 상 지역정부는 대중교통을 위한 기간설비 설립･운영
을 담당함
 대중교통을 위한 여러 행위에 대한 법규제정과 관련조치에 대한 감독과 통제
도 가능함. 지역정부는 대중교통분야에 서 항구와 하천운하 등의 교통로에
관한 행정적 권한도 보유함

교육

 지역정부는 관련 행정구역내 중학교･고등학교･특별교육기관 등의 교육프로
그램을 수립하고 고등학교 설립, 유지･관리 등에서 사무권한이 있음
 지역정부는･교육자조합, 상공회의소 관련협회 등의 임원들로 구성된 지역정
부 동수위원회(comité régional paritaire)의 의견을 참고, 전문 직업교육분
야의 관련 프로그램 작성･시행을 담당함

지역경제

 지역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이미 1972년부
터 중소기업의 창립을 위해서 자금원조 등을 수행하여 왔음

자료 : 이기우 외(2009). 시･도의 법적 위상에 관한 연구용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5) 자치재정권

프랑스 헌법은 지자체 재원에 관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영훈 외, 2017)

64∣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법률의 상한선, 세율규칙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즉, 법률의 범위 하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

[표 3-29] 프랑스 헌법상의 지역정부의 과세자주권
제34조
①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모든 조세의 과세기준, 세율, 및 모든 성격의 세금징수 방식 그리고 화폐발행제도
제72-2조(과세자주권, 재정지출의 자주성, 중앙권한 이양과 재원의 동시이양 명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조건 내에서 자치단체 재원을 자유롭게 향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5. 외국사례의 전략적 시사점

영국, 스페인 등 준연방제 수준의 국가사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2017~2018년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헌법의 개헌이
필요함
헌법 개정이 무산되자 현 정부는 여러 자치분권 실행과제들을 하나둘씩 이행하
고 있으나, 본질적인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
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음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일본 지방자치제도와 법체계를 그대로 복제하고 있으
므로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자치권의 제약이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외국
사례로 볼 때 자명하므로 반드시 근본부터 개혁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 선진국은 이미 국가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 하 지방정부 수준에서,
각각 그 지역 특성과 자치분권 계층적 구조에 기초하여 지방정부 통치체제 기본
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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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회는 맞춤형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Scotland Act)을 제정하고 스코
틀랜드 지역정부에 자치법률(제2차 법률) 제정권을 보장하였고, 이와 관련한
제･개정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사전승인과 협의가 필수임
- 영국 국회는 1998년 정치분권(political devolution)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스코틀랜드 지역
정부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Scotland Act, 1998, 2016)을 제정하였음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사무특례를
부여할 때에, 다른 법률들로부터 일부 이양하는 부분을 세분하여 이 특별법에
규정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제한적이고 좁은 사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였음
- 반대로 영국 국회는 개별 지방정부에, 그리고 지역정부에 대해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지방정
부헌법(Local Constitutiion)을 자율적 범위에서 그 내용을 결정하여 제정하도록 하였고,
개별 지방정부는 이 개별 지방정부헌법에 근거하여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인사권,
의회운영권, 사무수행에 관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회는 지역정부들에 대하여 각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자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정부의 자치법을 제정함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든 지역정부는 지역주민 투표로 최종 승인을 받은 ‘지역정
부 자치법’(지역정부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정부의 기관구성을 위한 자치조
직권과 함께 자치행정권, 그리고 이러한 자치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제2
차 법률제정권을 받아 국회의 법률에 위반하지 않고 행사하고 있음

프랑스는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으
로서 법규명령 제정권을 부여하였음
국회가 제정한 법률, 대통령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및 행정부 수반인 수상과 각부
장관들이 제정하는 법규제정권과 동일한 권한의 자치입법권으로 하여금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정입법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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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프랑스 헌법 제72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수행을 위한 권한
배분 원칙으로 ‘총체적 권한’ 및 ‘보충성의 원칙’을 동시에 부여하였음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도가 가진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자치도 정도의 권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지방자치 선진국 정도
의 제도가 수립돼야 함
경기도의 특별자치도 지위는 지방자치의 내용과 방법을 풍부하게 하고, 지방분
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지역정부로서 격상하게 됨
이는 또 다른 지방정부의 한 유형으로 헌법상 또는 경기도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근거로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확장된 지역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서 부여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근거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진 지역정부로서 자치헌법체
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기도가 지역정부로서 자치헌법체계를 구축 운영할 경우, 스코틀랜드 등 유럽
지역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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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태와 과제
1.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수준 분석

1)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분석틀의 설정

세계은행(2012)10)은 재정분권지수(Fiscal Decentralization Index)를 ⅰ)
지방정부의 상대적 중요성, ⅱ) 지방정부의 존속보장, ⅲ) 재정분권, ⅳ) 정치
적 분권, ⅴ) 행정적 분권으로 설정함

[표 4-1] 세계은행의 재정분권지수 구성요소






지방정부의 상대적 중요성 : 정부지출 중 지방정부의 비중
지방정부의 존속보장 : 상급정부에 의한 해산 가능성
재정분권 : 재정자율성(과세권, 지방채발행 자율성, 재정수지)
정치적 분권 : 지자체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직선 여부
행정적 분권 : 조직･인사의 자율성

안영훈(2018)은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로 ⅰ) 자치입법권, ⅱ) 자치조직권, ⅲ)
사무배분 관계, ⅳ) 자치재정권, ⅴ) 중앙-지방 간 관계 등 총 5가지로 설정함
안영훈은 세계은행의 기준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제외되었다고 지적하며, 국가 간 헌법과 지방자치법 상으로
보장하는 지방자치관련 핵심어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비교분석틀을 설정함

10)Maksym Ivanyna, Anwar Shah(2012), “Worldwide Indicators on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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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치입법권, 사무배분권, 지방재정권, 자치조직권, 정부 간 관계가 지방분
권의 중요 요소로 적시하며 세부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그 효력의 명시, 지방의회의 입법가능 범위
의 명시, 자치법규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의 명시, 조례로 법칙･ 규정의 명시 가
능 유무를 분권화의 수준을 측정 가능하다는 입장임
사무배분은 보충성 원칙의 명시, 자치-위임사무 명시, 국가-지방 사무의 열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법권 명시로 측정 가능하다는 입장임
지방재정권은 자치사무 자기부담-위임사무의 중앙부담 원칙 명시, 과세자주권
명시, 지방재정조정제도 명시, 지방재정운용원칙 명시로 측정 가능하다는 입장임

[표 4-2] 지방분권의 핵심요소 및 비교분석틀
핵심요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분권화 수준(+ -)

자치제도 보장

 국회-지방정부 간 입법권 배분 성문화
 지방정부의 헌법, 자치법상 입법권 보장
 지방정부의 법규 명령권 보장

자율성 부여

 헌법 또는 법률로 자치조직권의 인정 유무
 다양한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가능성 유무
 획일적인 지방정부기관 구성(-)

특례지위를 가진
지방정부
사무배분 관계

 인정 유무

중앙-지방
사무배분 체계

 위임사무 수행의 강제성 여부
 사무수행에 대한 감독권의 명시 여부

사무배분법의
근거 수준

 헌법, 자치법상 사무배분의 원칙 제정
 사무에 관한 법률제정권(2차 법률제정권) 유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수행체계
자치재정권

 헌법 및 자치법 상 지방정부의 존재 유무

입법권 보장

재정자치
사무수행에 따른
지방재정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광역기능, 기초기능 지역정부의 역할 변화의 유무
 헌법과 자치법의 구분 명확성
 헌법과 법률로 자치재정권 인정
 지방세목 결정권, 지방세 설치권 규정
 지방재정 지원 여부의 유무
 지방재정에 관한 근거법률 존재 및 헌법 조문
 재정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재원보전 방안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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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중앙-지방
광역-기초간 관계
간 관계
중앙-지방 관계

중앙-지방
간 관계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분권화 수준(+ -)
법률적 수직관계 여부
재정지원 관계 여부
보충성 원칙의 충실성
사전 지도감독 유무
대집행권, 예산통제
정부간 계약방식의 활용 여부
중앙 통제의 합법성 여부
정책관여를 통한 적시성의 확보 여부
행정법원에 의한 통제 인가 확인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인가 확인

특별행정기관
조직체계

 지방정부와 별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존재 여부
 통합지방행정청 존재 여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 유무
 지방정부 대표의 입법권 직접참여, 간접참여에 의
한 의견제시 정도(협의체)
 중앙-지방 대표 간 정기적 공식협의 기구의 존재
유무
 지방정부 대표협의회의 국정함여 활성화 정도
 지방정부 간 협력조직의 다양성 정도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자료 : 안영훈(2018). 지방분권체제 강화를 위한 헌법 비교연구, 지방행정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안영훈의 비교분석틀을 토대로 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함
우선, 국가운영체계로의 지방자치를 상정했을 때, 그 법적 지위를 분석함
법적 지위는 ⅰ) 헌법과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과의 관계, ⅱ) 자치법의 경성･연
성 여부, ⅲ) 자치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등으로 분석함

둘째, 자치입법권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효력,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분석함
자치입법권의 경우, ⅰ) 조례의 제정범위, ⅱ) 조례의 법적 지위, ⅲ) 주민의 기본
권 제한 가능 여부 등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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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치조직권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기관의 구성이나 운영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가를 분석함
자치조직권의 경우, ⅰ) 기관 구성 및 운영의 법적 보장 범위, ⅱ) 기관 구성권한
의 범위, ⅲ) 기관운영의 자율성 범위(인사권 등), ⅳ)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관계 등을 분석함

넷째, 자치행정권으로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단체의 관계에 있어, 합법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분석함
자치행정권의 경우, ⅰ) 사무배분에 대한 법률 존재 유무 또는 사무배분법 존재,
ⅱ) 사무배분의 구체성 정도, ⅲ) 보충성의 원칙 준수의 정도(법적 보장 수준),
ⅳ) 국가-광역-기초 간 지방사무 권한 제한 방법 등으로 분석함

다섯째, 재정분권으로 지방정부의 조세권 확보 및 위임 여부, 재정조정제도의
작동 기제 등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재정분권의 경우, ⅰ) 자치재정권(조세권한)의 범위, ⅱ) 사무수행에 따른 비용의
배분,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성 정도 등을 분석함

[표 4-3] 자치권 수준의 분석틀 설정
핵심요소

주요 지표
 헌법과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과의 관계

법적 지위

 자치법의 경성･연성 여부
 시･도의 법률적 명시 수준
 조례의 제정범위

자치입법권

 조례의 법적 지위
 주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 여부
 기관 구성의 법적 보장 범위

자치조직권

 기관운영의 자율성 범위(인사권 등)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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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주요 지표
 사무배분에 대한 법률 존재 유무 또는 사무배분법 존재

자치행정권

 사무배분의 구체성 정도
 보충성의 원칙 준수의 정도(법적 보장)
 국가-광역-기초 간 지방권한 제한 방법
 재정권한(조세권한 포함)의 범위

자치재정권

 사무수행에 따른 비용의 배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성 정도 등

2)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1) 지방자치관련 법체계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정
되어 있음
헌법은 제117조 및 제118조에 의해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와 관련된 개별법에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지방재정
법 등 다수의 법령이 존재함

헌법에서는 제8장에 2개의 조문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존재성과 단체자치를
실시한다는 추상적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하도
록 되어 있음
제117조에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입법권을, 제2항에서는 자치단
체의 종류를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118조에서는 제1항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의
회의 조직･권한･선거를 개별법으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장과 조직과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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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헌법에 의해 일반법에 유보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
권 등 지방자치 핵심사항을 분류해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법으로 제15조에 의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비롯해, 제3장에 조례와 규칙의 법률적 지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개정권
한이 있는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이 제5장 제30조 〜 제92까지 의회의 구성과
운영대해 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해 지방분권법, 지
방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법, 제주도특별법, 세종시법과 그 시행령 등이 있으
며, 주요 규정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 및 지방행정기구 정원 규정
등이 있음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 지방분권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을 통해 세입과
세출 및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표 4-4] 지방자치관련 주요 개별법령
핵심요소

주요 법령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별법에 의한 조례 범위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지방공무원법 지방분권법, 지방국가공무원
법, 서울특별시법, 제주도특별법, 세종시법과 그 시행령

자치조직권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 및 지방행정기구 정원 규정

자치사무권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별법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
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지방회계
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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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으로 시･도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국회의 입법권에 의존하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되는 구조임11)
헌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
되어 있어, 지위 보장의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자치법 제 2조를 통해 지위를 부여
하고 있음
반면 스페인 헌법 제137조에서는 “국가는 지역상 기초정부, 도 정부, 지역정부
로 구성된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문제는 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역시 다른 일반법과 같은 수준
의 연성법 형태를 지니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에 의존성이 높음
시･도 및 시･군･구 등이 헌법 조항이 아님으로서 상대적으로 쉽게 개폐가 국가
의 의지에 의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 중앙과 확장선상에 있는 일선기관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국가체계를 구성하는 중대 요소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법 수준에 연성적인 형태
를 갖게 됨으로서 국가의 근간이 과반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개헌이 필요함

헌법상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특별행정기관의 팽창으로 지방자치의 구조
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
고용부･환경부를 비롯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지방별로 지방청 등 특별행정기관
(이하에서는 특행기관으로 한다.)을 설치해, 고용･환경 등 광역자치단체의 고유권
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일반법 상으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제2조에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로 ‘시･도’를 인정하여 헌법상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
11) 헌법재판소 2006.3.30. 자 2003헌라2 자 : 헌법 제 117조 및 188조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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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등 광역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단체
로 2분화하고 있어, 지역적 범위가 넓은 도의 경우는 광역시와의 형평성으로
인해 그 권한의 범위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함
예컨대, 공원녹지법 상으로 광역시는 설치권한이 있는 반면,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권한만 있음

시･도의 지위가 일반법에 근거함으로 인해, 국가가 쉽게 소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안전, 지역 환경보존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특행기관이 폭증함
전국적으로 5,137개의 특행기관 존재하고 있음(예 : 고용부의 경우, 6개에 달하
는 지방청 및 42여개의 지청 및 출장소, 100여개의 센터를 운영)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등 새로운 광역단체의 출범으로 행정법체계의 왜곡
을 가지고 옴
예를 들어,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의해 광역시 이상의 권한(재정･조직 등)이 부여
되고 기초단체의 기능까지 부여되어 행정법 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됨

헌법상 지방자치를 명문화하고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구분은 되어 있으나,
그 권한의 범위 및 구성의 원리 등 지방자치에 대한 세부적 사안은 법률로
유보함으로서 취약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법령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민
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재산관리로 한정함으로서 단체자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반면 프랑스는 2003년 개정헌법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지방분권 조직에 기초한 국가이다.”
고 명시함으로서 지방자치가 국가의 근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제 118조에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법률에 유보하
고 있어, 헌법적 바탕이 취약함

현행법은 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행사, 재정, 조례제정권 등에서 사실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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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급자치단체와 시･군･구 등 하위자치단체에 대해서 동일한 법률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음
기본적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관한 서비스 전달과 집행기능을 하는 시군 기초자
치단체와 광역에 걸쳐 지역의 주체로서 더 큰 역할을 하는 시･도와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음

3)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1) 조례 제정의 범위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부여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자율적 실행력 담보가 어려움
문제는 헌법 상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
해 지방자치법 제 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
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제한함으로서 지방의 전권한성과 자치책임을 보장하는 법리를 저해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다른 법 우선주의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입법
권을 왜곡･축소함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단서 조항에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서 다른 일반법에 쉽게 제어할 수 있어 자치입법권이
심각하게 축소됨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것이 아닌 자치권임에도 불구하고, 분권
의 형태로 인식되어 제한된 범위 내의 조례입법권한만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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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기본권제약 배제 및 헌법 상 “법령의 범위 안”에 의해
조례가 제･개정됨으로, 법규명령보다 하위로 인식되어 自治立法이 아닌 ‘他治立
法’이 이루어 짐
- 이로 인해 국가법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법령 선점권한이 상시적으로 침해되어
왔음(김성호, 2007)

자치입법권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정 가능함으로서 자치단체
의 살림살이에 국가의 법령선점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전되어, 국가
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받음(안영훈, 2017)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에 의한 획일적인 법령을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적용되어
야 하는 지방의 독자적인 입법권이 필요하나, 이를 배제하고 있음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시행령, 시행세칙, 각 종 규정에 의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자적인 입법권한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음
국가 차원에서도 획일적 법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지방자치
법, 지방분권법을 통해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이지,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
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학계의 논의나 대법원,12) 헌법재판소의 판례 역시 조례제정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음

광역-기초 간 조례제정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안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비롯
한 원칙과 원리에 대한 추상적 규정만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음
지방자치법 제 10조 제3항에는 “시･도와 시･군･구의 기능은 서로 경합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는 불경합성의 원칙이 있으나, 실제로는 시･도가 기획사무를
제외하고는 양자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합 요소로 말미암아,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의 차이가 없으며
12)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4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등 다수 :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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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범위도 동일한 수준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도의 독자적 입법 수요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자치권 제약 규정 등으로 시･도의 조례제정권 범위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음
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자치권에 관한 사항들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치의 주체로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함
헌법 제118조 제2항 또한 지방의회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자치행정
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보완할 장치가 없음

[표 4-5]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자치권을 제약하는 명령 위임 등 조항(예시)
조항

내용

제4조 1항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및 한자 명칭의 변경

제4조의2, 1항

위임주체

행정구, 읍‧면‧동의 폐지나 설치, 분할과 합병

대통령령
행안부장관 승인

제7조 4항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대통령령

제14조 2항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의 사항

제16조 8항

19세 이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제26조 9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법률

제33조 2항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 범위

대통령령 기준

제34조 2항

상해‧사망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의 범위

대통령령 기준

제41조 7항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절차 등

대통령령

제44조 2항

정례회의 집회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제110조 1항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부단체
장의 정수

대통령령

부단체장의 직급

대통령령

제110조 6항

부단체장의 사무분장

대통령령

제111조 4항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령

제110조 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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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12조 2항

내용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위임주체
대통령령 기준

제113조

직속 기관의 설치

대통령령

제114조

사업소의 설치

대통령령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제116조 2항

자료: 김순은(2015: 189-190), 수정.

(2) 조례의 법적 지위

헌법에는 제 117조에 자치입법권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존재할 뿐이고, 구체
적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됨
헌법 제 117조 제1항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96헌바77전원재판부)

지방자치법에서는 제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대한 정의나 원칙보
다는 지방자치의 운영의 수단으로서 조례를 명시할 뿐 그 효력과 지위에 대한
명시가 없음

조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ⅰ) 법률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하고자하는
입장과 ⅱ) 법령의 하위 규범으로 보는 입장이 있음
조례자주입법설에 따르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 전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조례는 지역적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고유한 배타적 규율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법률과
조례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조례가 우선한다.”는 입장임(소수설)
제한적자주입법설에 따르면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이라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의
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입법권이 부여되고 법령에 위반되는 않는
한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13)(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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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법과 시행령뿐 아니라 시행세칙, 규정보다 하위 개념으로 인식됨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으로 “법령이 정한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법령 이외에
세칙 및 규정까지도 조례를 기속하고 있음
- 반면, 스페인의 헌법은 제 149조 및 제 150조에서는 지역별 조례의 상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헌법 제 72조에서 기존의 법률이나 법규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
지 부여함

또한 조례 위반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력 동원에도 한계를 갖게 됨

(3) 주민의 기본권 제한가능 여부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해야 함
제정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는 “조례나 그 장의 규칙에 의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이 있을 때에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제 20조에 의해 “조례에 의하여 3월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후 형벌권은 삭제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을 부과함(현행 지방자치법 제 27조)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의 벌칙과 관련해, 형사벌은 국가사무인
반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국가사무가 아님으로 가능하다는 법원판결이
있음
형벌은 헌법 제20조에 의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대법원 1995, 선고
93추83)되며, 제27조의 과태료는 조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제도적 보
장이 필요함(합헌)

김성호(2007)는 “지방자치법 단서조항은 지방의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을 보장
하는 헌법의 원리에 어긋나며,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율적
13) 김하룡(200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법제연구」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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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도 재한해 법령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함
반면 류지태는 “법령이 직접 규율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독자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며 없는 경우에만 직접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함”14)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일본의 ｢지방자치
법｣에도 없는 규정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조항15)과 관련하여 국가의 입법사항과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는 핵심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헌법재반소
연구보고서, 2006)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통합지방자치법 제L2131-1조에 의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는 자치입법적 절차에 의해 부과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법 제 22조는 판례에서와 같이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2002추23) 적극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음
“법률이 정하는 조건”으로 또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조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로 해석하고 그 조건을 열거할 필요가 있음

4)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1) 기관구성의 법적 보장 범위
헌법(제118조 제 2항) 상으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유보하고 있음
14) 류지태(1993).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소고.” 법학논집(제29),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5)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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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상으로 자치단체 장 및 의회에 대한 권한 등 기본틀은 명시하고 있으
나, 기관의 설립 및 정원 등 자율성은 다른 개별법 및 법령, 규칙, 규정 등에
의해 간섭받음으로서 진정한 자율성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음
보조기관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 외에 지방공무원법, 정원은 지방분권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별도의 일반법에 규정함
기관의 형성과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짐

집행기관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6장(제93조〜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 장,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둘 수 있음
자치단체의 장은 선출과 임기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사무집행권, 사무위임
권 등 권한, 직원 임면권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권한의 범위에 독자적인
기관형성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부지사 또는 부시장 등 보조기관 등은 법령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 등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는 장 및 직원에 대한 임면권한은 있으나, 창설할 권한은 없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5장에 선출에 의한 의원, 이를 대표하는 의장･부의
장 및 위원회의 구성, 사무처 등을 구성하도록 규정
의원은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상임위의 위원, 의장･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됨
- 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은 조례에 의해 설치되나, 위원회의 정수는 의원정수
와 맞물려 있어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의 영향을 받음
- 사무처와 사무직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 부처의 정원규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정해짐

시･도 기관구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법이 강시장 - 약의회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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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을 명시하고, 각각의 틀을 규정함으로서 획일적인 기관구성만 가능하
다는 것임
기관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 의해 기관장, 보조기관, 소속
기관 등이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는 조직과 인력에 있어 집행기관에 비해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치권이 위축되게 되어 있음

(2) 기관운영의 자율성 수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보다는 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법
그리고 법령이 아닌 각종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어, 자율성의 범위가 협소함
지방공무원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직렬 및 직급이 한정되며, 임용절차 등도
획일적이며, 지방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의해 인력의 규모 및 직급정원이 관리됨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에 의해 행정구의 설치 등 기관의 설치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만 분구 등이 가능함

특히 인사권과 정원 및 조직구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 다른 제도에 의해 자치조직권이 위축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상에도 지방의회직 부재로 의회의 독립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법령이 아닌 기구･정원 규정에 의해 기구와 기준인건비제도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직구성이 제약되며 기관구성의 다양화도 불가능함

통일성을 강조한 획일적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기구형성 및 인력증원으로 이
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반면 해외 자치분권 선진국의 경우는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관구성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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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직급 및 정원 그리고 기관형성을 자유
롭게 할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는 헌법 제72조 및 제34조에 의해 법률로 지방정부의 지위와 조
직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시장제도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와 조직운영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
- 부시장은 지방의원 정수의 30% 수준 내에서 자유롭게 임명이 가능해, 파리시의 경우에는
최대 47명까지도 가능함

(3) 특행기관과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

특행기관이란 일정 관할지역(일반적으로 광역단체) 내에 전국적 통일성･전문
성･특수성이 요구되는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일선기관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축시킴
단체자치를 취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위임사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특행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의 법리를 심각
하게 위배하는 것임
- 특행기관은 중앙부처와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도
한계가 있음

전국적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국가의 고유사무(국세, 병무 등)가 아닌, 고용, 주
민안전 등 자치단체 고유사무까지도 침해받고 있음

정부조직법 제 3조에 의한 특행기관의 팽창으로, 시･도의 고유권한이 위축됨
에 따라, 지방분권법 제12조에 의해 특행기관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
적으로는 제어하지 못함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 2-4에서 광역자치단체 수요 중심의 점
진적 특행기관 기능이양 추진을 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기준 5,107개 특행기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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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을 제외한 노동･현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표 4-6] 특행기관 현황(2019)
기관 수(개)

구분

계

1차

2차

3차

정원(명)

계

5,107

(100%)

243

819

4,045

236,883

노동행정기관

48

(0.93%)

6

42

-

6,308

세무행정기관

181

(3.54%)

40

141

-

23,995

공안행정기관

2,716

(53.18%)

91

448

2,177

163,858

현업행정기관

1,858

(36.38%)

1

12

1,845

30,928

기타행정

304

(5.95%)

105

176

23

11,794

자료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료(2020).

특행기관은 법령에 의해 쉽게 설립되어, 해당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법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 손쉽게 부처의 자의적인 편의로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부처의 이기주의의 보호막 구실을 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이나 원칙도 부재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도 미비함
지방의 문제를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배타적 권한이 형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압도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반면 외국의 경우는, 특행기관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축소에 노력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는 1992년 ‘행정 분권기관 헌장’을 제정해 중앙부처가 부여된 권
한 밖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행기관
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거나 폐지함
- 그 원칙은 ① 지방에 소재한 다른 지방행정기관에 사무수행의 위임을 금지한 법률이 존재하
지 않아야 하며, ② 전국적 성격의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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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특행기관인 지방지부분국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어,
설치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심의를 받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5) 광역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1) 사무배분에 대한 법률 존재 유무

헌법 상으로 사무에 대한 개념은 추상적이며 지방자치에 핵심인 사무에 대한
헌법 조문이 부재함
헌법상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및 “재산관리”라고 한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음
반면 스페인 헌법 제148조, 이탈리아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정부의 일반적
사무, 스페인 헌법 제142조 및 제156조, 이탈리아 헌법 제119조에서는 재정분
권에 대한 권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에서도 사무배분에 대한 “주민복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위임사무 과잉으로 자치권을 침해받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사무범위를 명시하고, 제10조에는 시･도와 시･군･구에
대한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는 국가고유사무에 7개를
명시하고 있음
문제는 헌법 상 명시된 “주민의 복리”가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구체화되지 않
아, 그 내용이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사무인지에 대한 기준을 하위 제도인
시행령이나 세칙 또는 규정에 의해 해석됨에 따라 혼란과 법적 근거가 취약함

지방사무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근거의 취약성은 위임사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불경합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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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개별 법령이 우선하게 되어 있어, 국가에 의해
자치단체의 권한 범위가 축소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남
구체성은 떨어지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헌법 제95조에 “국가가 임의로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고 일반적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사무가 과잉되게 되고 그에 따른 위임사무 역시 과잉되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위임사무의 과잉은 주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와 지방정치와 협치
기능을 하는 시･도 간에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아, 상급단체로서의 시･도의 법적
위상이 저해되고 지방자치법 제 10조 제3항에 규정된 불경합성의 원칙이 스스
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
무엇보다 개별법에 의존해 국가사무가 과잉인 현행 체계에서는 시･도의 자율성
이 위축되어 단순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님으로서, 조정과 광역정책기능 보다는
인･허가, 감독 등 소극적인 사무를 수행하게 됨

반면 프랑스는 헌법 제72조 제2항에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정부 자율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2004년에는 국가사무에 대한 권한이양 원칙을 재정의하고, 이에 따른 재정보전
및 조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통합자치법에서는 데파트망, 레지용,
코뮨에 대한 사무권한과 그 범위를 조문화하였음

(2) 사무배분에 대한 구체성 정도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은 언제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와 상호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권한에 의해
제한되는 예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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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사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
법 제9조 및 11조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열거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① 지자체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 생화환경에 관한 사
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사무, ⑥ 지역민방위･소방 사문 등 6개 분야
57개 사무를 열거함
제 11조에는 국가의 배타적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국가가 헌법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됨

[표 4-7] 국가의 배타적 사무 비교
한국 ｢지방자치법｣ 제11조

독일 ｢연방기본법｣ 제73조

이탈리아 ｢헌법｣ 제117조

1.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
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
하는 사무
3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
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
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
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
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1.외교문제와 민간인보호를 포함
한 국방
2.연방에서의 국적
3.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국내외
의 이민 및 범인인도
4.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표준 도
량형과 표준시간
5.관세구역과 통상구역의 통일, 통
상조약과 항해조약, 상품교역의
자유, 관세의 국경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6.항공교통
6a.연방철도의 노선건설 유지와
경영 그리고 철도노선의 이용
에 대한 요금의 징수
7.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
8.연방과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단
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적 관계
9.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

1.외국인 정책･국제관계･EU와의
관계 및 EU 역외국 국민에 대한
지위 및 망명에 관한 사항
2.이민정책
3.공화국과 종교와의 관계
4.국방기능
5.외환관리, 재무 및 세제관리
6.국체 및 선거법(소환), 유럽 의회
관련
7.국가행정조직
8.자치경찰업무를 제외한 공공질
서 유지
9.시민권, 시민권리 및 등록업무
10.사법부 및 절차법 : 민법･형법,
행정법 운영 체계
11.국가시설물 위탁이익
12.교육에 대한 일반적 비전
13.사회보장
14.선거관련 법안, 시･도 경계 및
기본기능 관리
15.세관･출입국･방역관리
16.도량형, 표준시간, 국가통계관
리 및 국가인재 관리
17.환경보호, 생태 및 문화유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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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법｣ 제11조

독일 ｢연방기본법｣ 제73조

이탈리아 ｢헌법｣ 제117조

10.다음 사항에 있어서의 연방과
州의 협력
a) 범죄수사경찰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州의 존립과 안전의 보호
(헌법보장)
c) 폭력의 사용이나 그것을 목적
으로 하는 표준행위로써 독
일연방공화국이 대외적 이익
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
에서의 기도의 방지, 연방범
죄수사경찰관서의 설치와 국
제적인 범죄진압
11. 연방용 통계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경우, 문제는 ⅰ) 6개 분야 이외의 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상대성의 문제와 ⅱ) ｢지방분권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에 규정한 자율성･종합성･비중복성･포괄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범위의 문제로 요약됨
상대성의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국가-지방사무를 “예시”하고 있어 확장성을 인
정하지만 법원은 지방위임사무에 대해 엄격히 제한을 가하고 있어,16) ｢지방자
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6개 분야에 대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자치사무에 대한 예시는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구속력을 지닌 자치사무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개별입법으로 명확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형식이 없을 때에는
전국적 통일성과 재정 및 실행주체에 의해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17)

범위의 문제는 법에 위임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의 핵심영역임으로 제
11조에 규정한 분야를 제외한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라고 해석이 가능
16)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4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등 다수 : 국가사무인 기관위임
사무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7)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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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예시한 300여개의 사무는 예시 수준
을 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0조에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제시하여
비경합성의 원칙을 밝히고 있음
광역사무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거치는 광역사무, 기초단체를 동일한
기준과 통일성에 입각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조정 업무 그리고 한 기초
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를 처리함
그 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
며, 광역과 기초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 기초단체가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및 제9조(자치구 사무
의 특례)에 따른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6종, 47개 분야를 광역 317개, 시･군 353개
단위로 사무배분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사무의 배분에 있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임
우선,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 의한 다른 법 우선주의에 의해, 사무배분의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둘째는 중복이 많고 단체위임이 많아 제10조의 비경
합성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은 제9조의 다른 법 우선주의와 제10조의 비경합성의
원칙을 서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옴

외국의 경우에는 위의 표 [4-7]에서 보듯 헌법적 수준에서 국가의 배타적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지방정부의 포괄적인 사무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74조 제4항에서는 일정 범위와 기간 내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국가의 법률이나 행정입법을 위반해서, 배타적으로 포괄적 자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실험법’의 개념까지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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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성의 원칙 준수의 정도(법적 보장)

국가-지방 사무배분에 대한 헌법적 미비, 지방분권법 제 9조에 규정된 사무중
복 금지 및 보충성의 원칙 등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사무배분에 대한 구속력이
약함
헌법상 지방사무는 “주민복리” 및 “재산관리”에 한정하고 있으며, 사무배분에
대한 명시가 없음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 상, 국가-지방 간 사무에 대한 배분기준의 엄격성
보다 개별법에 규정이 우선(지방자치법 제 9조)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권에
대한 보장이 취약함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실행에 있어서도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에 기초한 업무
배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보충성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반면 독일의 경우, 행정간소화나 관할의 집중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상급기
관 이전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음18)
왜냐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분권적 사무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자치사무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
또한 행정의 일반적인 경제성과 절약성 역시 사무이전의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으며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이고, 단지 현저한 비용의 초과지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의 사무이전이 정당화될 수 있음

세계적으로는 국가 - 광역사무의 기준으로서 전권한성 및 포괄성을 취하고,
기초와 광역의 사무기준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을 취함으로서 계층 간 업무 평등
화를 꾀하고 있음
18) BVerfGE 83, 363(382); BVerfGE 79, 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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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광역-기초 간 사무권한의 제한 수준

지방자치법 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사무는 예시(제9조)라고 명시하고 있으
나, 실제로는 다른 개별법 우선주의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지방
제한 방법이 개별법의 숫자만큼 많음
지방자치법 제 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단서 조항으로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

독일의 경우, 사무이전은 공공복리 및 공익의 이유에서만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공동체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할 것과 입법자가 공익상의 요청에 의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고 있음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무이전의 법적 정당화의 근거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는 적합한 사무처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이럴 경우, 국가의 임무는 우선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경제성과 절약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한정됨20)

이런 점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따라 재정이 배분되어야 하고,
역으로 재원이 사무의 처리를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함
광역단위의 사무가 많은 경우,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나 경제성을 이유로 사무를 이전하는 것은 정당화하
지 않음21)

미국의 경우, 주 중심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딜론의 원칙도 공공복리
에 대해서는 딜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19) 독일연방재판소판결(BVerfGE), 83, 363(382). 헌법재판소 연구보고서(2006)에서 재인용.
20) BVerfGE 79, 127(153).
21) BVerfGE 79, 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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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론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는 주가 자신의 권한에 일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피조물이자 단순한 정치적 부속물로 ⅰ) 명문으로 부여된 권한, ⅱ) 명문으
로 부여된 권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권한들이며,22) ⅲ)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Richard Briffault/Laurie Reynolds, 2004),
1903년에 연방대법원에 위해 채택됨23)
그러나 '주민의 공공복리(general welfare)’ 사무에 대해서는 “주 법률에서 포
괄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공공복리에 관한한 딜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판시함24)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추세임(Home Rule)

6)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범위

헌법상으로 “재산관리”라는 포괄적 명시 조항은 있으나, 개별법에 의해 분산적
지방재정 권한을 부여함
세출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개별법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권과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22) “Local governments are creatures, mere political subdivisions, of a state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a part of its powers. They may exert only such powers as are expressly granted to them or such
as may be necessarily implied from those granted” - Richard Briffault/Laurie Reynolds,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w, (6.ed), 2004.
23) Atkins v. Kansas, 191 U.S. 207, 48 L.Ed.148. (1903) : 지방자치단체는 “주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피조물이자 단순한 정치적 부속물”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일 8시간 이상을 노동하도록 하는 것을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금지시킨
캔자스주법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인데, 미연방대법원은 캔자스주 법을 합헌으로 선언했다.
24) State of Utah v. Hutchinson, Supreme Court of Utah, 624 P.2d 1116(1980) :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
풍속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치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달러 미만의 금전적 제재를 가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타주 대법원은 이 규정에 대해 주입법자가 일반적 복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았다. 이 판결에서는 “딜론의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공공복리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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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배분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헌법 제117조의 ‘재산의 관리’를 들어 재정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함으
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주권이 없음
지방자치의 본질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기능에 있어서도
다양한 조세 감면 및 지방세 세목의 설치 등은 필요하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주
권주의로 인해 최소한의 조세감면 및 세율인하, 지방세 신세목 설치 등은 조세특
례제한법 등에 의해서만 가능함

문제는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실제 주민의 복리를 제고해야 하는 지방재정이
부족한 체계 하에서 이를 배분하는 형태여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반면 스페인의 경우는 헌법 제142조 및 156조에 의해 과세자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헌법 제119조에 자치재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헌법 제72조의 3에 의해 자주재원을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건전재정 및 국가시책 구현 등 운영의 원리를 비롯해 세입과 세출
을 다루고 있으나, 그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에 의제하고 있음
- 세출예산은 본 예산 외에 계속비･예비비･추가경정예산･예산불성립시 준예산, 결산의 방법
을 명시함
-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사용료 등을 명시함

지방재정법은 경비의 부담이나 예산, 결산, 수입･지출, 재정분석 등 기본적인
지방재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
- 성과주의 예산을 지향하고, 회계구분, 경비의 비담, 예산편성의 방법, 부채관리 등에 대해
실질적인 세출예산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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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
무 및 권리구제에 목적을 두는 반면,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
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 지방세의 종류와 과세방법, 징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가-지방 간 재정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세목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재원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
조정교부금법 등이 있음
국세지방세조정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정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나, 조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재정에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
하는 재원에 대한 종류와 시기 및 운영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 6 : 지방 4의 세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세입구
조는 국가 8 : 지방 2로 이루어져 지방의 국가 의존도가 심한 수준임
세입-세출 구조상으로 20%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위
축시키고 국가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20%의 차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재정조정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 입법낭비를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반면, EU권 국가들은 헌법에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
며, 개별법도 지방세관련법과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법 내지 제도로 단순한
구조를 이루고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는 헌법 제 119조에 의해 과세자주권과 재정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별법에 의해 세목의 배분 및 재정조정을 받을 수 있음
- 1999년 기준, 세입입이 국가 46.7%, 지방 47.7%로 수준이며. 국가의 이전재원은 2001
년 기준 10% 수준이며, 과세자주권 뿐 아니라 세율 조정권･감면권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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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임

스페인의 경우도 헌법 제137조에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정부재정에 관한 조직법에 의해 재정조정제도 등을 수행함
조세수입의 비중이 2006년 기준 국가가 53%, 지역정부가 35%이며, 양도세 등
은 공통세원으로 국가 : 지방이 7 : 3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

(2) 사무수행에 따른 비용의 배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유형별 경비부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3조에 의한 자치사무는 교부금을 포함한 자체재원과 보조금으로 충당됨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제 103조에 의한 단체위임사무는 교부금을 포함한 자체
재원과 국가부담금으로 충당됨
지방자치법 제 102조 〜 제 104조에 의한 기관위임사무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충당됨

[표 4-8] 지방자치단체 사무 유형별 경비부담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3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3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103조･104조
｢정부조직법｣제6조

경비부담

자체재원+보조금

자체재원+국가부담

전액 국가부담

우리나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사무가 약 70%를 점하고 지방사
무가 약 30%를 점하고 있으나, 세입구조는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점하는 구조여서 국가의 세입이 과대함
국가가 광역, 기초단체와 함께 수행하는 공동사무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사무가
80%를 점하게 되어 ‘8 : 2’ 지방자치의 논거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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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공동사무 및 위탁사무 10%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전을 하는 형태를 지님
문제는 이 10%가 시･도 입장에서는 수행하는 사무로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사무여서 중복적으로 계상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40%의 지출이
이루어지며 이는 국가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표 4-9] 국가와 지방 간 사무구분 현황(2019년도 기준)
사무구분
국가사무
국
가
사
무

위임
･위탁사무

공동사무
(국가-지방)

지
방
사
무

광역자치단체
자치사무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
공동사무
(광역-기초)
전체

111.
112.
121.
122.
123.
124.
125.
131.
132.
133.
211.
212.
213.
221.
222.

사무유형
국가처리사무
특별행정기관사무
국가위탁사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위임사무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국가+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광역자치단체 위탁사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초자치단체 위탁사무

231.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사무수(건)
37,550
4,442
788
54
725
31
164
4,964
1,521
325
3,252
68
137
3,645
51
3,358
61,075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사무수행 비용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EU국가들은 헌법 및 개별법
에 의해 재정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꾸준히 해 왔으며, 일본의 경우는
‘법정수탁사무제’ 실시로 재정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프랑스는 헌법 제72-2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고 규정을 함
그리고 사무배분법에서 재정보전과 행정수단의 원칙을 구체화 하였으며 ‘지방분
권화 교부금’을 설치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실히 이루어 지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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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일본의 경우는 ‘법정 수탁사무 징표’를 통해 전국적 위임사무와 공중보건, 재난
등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재정을 보전하고 있음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성 정도

지방공공재 공급과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조정하는 것은 어느 국가이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 의한 재정조정은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
방교부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됨
- 가장 일반적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배정하며 그 중 ‘보통교부세’가 97%,
특별교부세가 3%를 점함

광역-기초 간 재정조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한 교육청 전출금이 있음
- 가장 일반적인 일반조정금은 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4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함

국가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
에 교부하며, 2020년 기준 52.2조 원 규모임
일반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는 분권교부세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
주특별자치도분 보통교부세를 교부함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19.24% 중 3%를 재원으로 하며, 지역현안수요 40%, 재난
안전수요 50%, 국가지방협력수요 10%로 구성됨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균형재원으로 편성되어, 제주･세
종 및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함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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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됨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원조를 하는
것으로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이 있으며 2020년 기준 61조 원 규모임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
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교부금은 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중 국민편의성 및 경비의 효율성을 사유로 국가
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협의의 보조금은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상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
회계 편입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55.2조 원 규모임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도세의 27%
(대도시 47%)를 재원으로 함
서울시･광역시는 시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
22.6, 울산 20.0% 등 상이함

시･도 보조금은 광역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기초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단체위임사무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그 외에 예산이 아닌, 기금의 형태로 서울･경기･인천 출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이 있이 있으며, 규모는 2019년 기준 4,817억 원임
그 용도는 지방채 및 공사채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
사업 지원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의 양대 기능인 재정보전
기능과 재정 형평화 기능 중 본질적 목적인 형평화 기능은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김성주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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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보
유하는 것을 전제로 많은 제도를 양산한 데 기인함
따라서 부족재원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조세체계 개선
하는 등 재원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외국의 경우도,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방향성에 있어
서는 지방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기반으로 함
조세제도 개선 중심의 국가인 미국은 지방정부가 연방 및 주 정부의 법률이 불일
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세 자치권을 행사하고, 주 정부가 관여
할 때에는 특별법을 제정해 하위 지방정부를 제어하는 구조임
이전재원 개선 중심의 국가인 프랑스는 헌법 제 72-2에 의해 재정보전의 수단을
확보하고, ‘분권화 교부금’ 등 목적 중심의 교부세 제도 확립과 지방정부의 권한
보장을 위해 ‘지방재정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의 자의적 결정 또는 차별적 배분을
차단하고 있음

7) 소결

시･도의 법적 지위의 측면에서 헌법에 의해 지위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존도가 높으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법 역시 연성적이
어서 법적 지위가 취약함
시･도는 국가 구성체계임에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위가 부여되어,
국회의 입법과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임
지방자치법 역시 제9조에 의한 타법 우선주의를 명시하고 있어, 국가에 의한
자치권 침해가 높은 편임
대표적으로 시･도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환경 등도 특행기관이 수
행하여 국소적･제한적 권한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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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의 측면에서, 시･도는 ‘법령의 법위 내’에서 소극적인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음
국가에 의한 법률 의존성이 강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입법이 불가하며,
추상적 규정만 존재할 뿐 구체적이어야 하는 시･도-시･군･구 간 조례제정의 범
위도 존재하지 않음
조례의 지위가 시행세칙이나 규정보다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실행력 담보를 위한 기본권 제한도 불가능함

자치조직권의 측면에서법 이외에 지방행정기관･정원 규정 등 법 하위의 제도
에 의해 획일적으로 조직권한이 부여되어 시･도지사의 자율적 기관형성권이
제한적임
특행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독자적 조직구성에 침해적 요소가 많음

자치행정권 측면에서, 헌법적 명시가 없고 핵심가치인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가사무의 연속선상으로 위임사무가 과잉한 상태임
헌법이 아닌 연성법인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사무에 대한 예시만 존재하고, 타법
우선주의에 의해 지방사무가 국가의 자의성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임
국가와 지방 간 사무배분에 대한 예시만 되어 있으며,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
가 미비하며 특히 광역과 기초의 자치단체 간 사무는 기획기능을 제외하고 차이
점이 없음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헌법 제 59조에 의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자주권’
이 없으며, 국세 위주의 세입구조로 국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임
헌법상 ‘재산관리’ 라는 포괄적 명시만 되어,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 등 개별법
에 의해 시･도의 재정권한이 국소적으로 보장되는 구조임
열악할 세입구조로 인해 교부금과 보조금 등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다양한
지방의 발전전략이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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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역시 지방의 안정적 재원확보에 중점이 아닌 복잡한 구조로
편제되어 있어, 실질적 수요를 담보로 하는 지역의 형평성, 특수성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표 4-10]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수준 분석의 결과
구분

법적 지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권 수준
 입법･조직･인사･사무권한 등 자치핵심가치는 헌법이 아닌 개별법에 유보
 헌법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 의존적 단체자치가 실시되는 구조임
 시･도는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위가 부여되어, 헌법에 의해
지위를 인정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음
 국가 구성체계인 지방자치체계가 일반법에 의해 결정되어 국가(국회
포함)에 의해 개폐가 가능한 연성적 자치법 체계를 이루고 있음
 지방자치법 우선이 아닌 타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연성적 구조(지
방자치법 9조)
 특행기관의 존재로 국가행정기관의 개별법 또는 하위 시행령에 의해
자치권이 침해받는 구조
 헌법 제 117조에 의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지방의 전권한성을 저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입법이 불가
 지방자치관련 법에 보충성 등 추상적 규정만 존재해, 시･도-시･군･구
간 조례제정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음
 조례의 지위가 시행세칙이나 규정보다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이 불가능(법 22조)
 기관 구성에 있어 자치법･분권법 외에 지방행정기구･정원규정 등 하위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로 조직권 보장이 취약함
 시･도지사가 보조기관, 소속･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형성권이 부여되
지 않음
 강집행부-약의회 형태의 기관구성의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져, 획일적
이고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특행기관의 존재로 고용･환경 등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침해
 헌법상 지방사무를 주민복리 및 재산관리만 명시하고 사무배분에
대한 명시가 없음
 사무배분에 핵심가치인 주민복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가사무
에 의해 제어되고 위임사무가 과잉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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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치권 수준

자치행정권

 기초-광역 간, 구별없이 사무배분에 대한 예시만 지방자치법에 명시,
기능별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움

자치재정권

 헌법상 ‘재산관리’ 라는 포괄적 명시만 되어,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시･도의 재정권한이 국소적으로 보장
 헌법 제 59조에 의한 조세벌률주의로 시･도의 과세자주권한이 없음
 8 : 2의 세입구조로 국가의 교부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의 안정적 재원확보에 있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2. 광역자치단체 자치권 강화의 과제

1) 법적 지위의 확보

(헌법상 시･도의 지위 확보) 시･도를 연성적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서 발생
하는 보충성 및 전권한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시･도 정도는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에 의한 도 폐지 등 불합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을
차단할 수 있음

(헌법 상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에 대한 근거 마련) 국가의 배타적 권한, 입법권,
조직･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에 대한 필수 요소들은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타법 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를 개정하고 헌법 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우선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최소한 지방자치법령의 우위 확보) 헌법개정의 한계가 있다면,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관련 법안 처리를 헌법 개정 수준으로(2/3) 상향해, 지방자치법을
경성화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우위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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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구성하는 체계임으로 다른 법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타법 우선주의, 기본권제한 불가 등 독소적 조항을 철폐할 필요가
있음
중앙의 시행령은 차치하고서라도 각종 시행세칙이나 규정, 지침보다는 지방의회
가 정한 입법이 우선 내지 동일시될 수 있는 수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행정법의 이원화) 기본법은 국가가, 실행법은 광역중심으로 개선해야 함
1,500여 개에 이르는 행정법을 재구성해 중앙정부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
항은 ‘〇〇기본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조문 중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이라는 책임성이 모호해 전권한성이 위축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음

실행법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개정함으로서 시･군･구와의 경합을 피하고 책임
성 및 정책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으며 특행기관의 팽창을 제어할 수 있음

2) 자치입법권 확보

자치입법권은 사무처럼 배분되지 않는 자치권임에도 불구하고, 분권의 가장
중요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강력한 교육프로
그램이 작동되어야 함
국가의 법률이나 시행령은 일반적 수준에서 범용성을 가지고 제정됨으로, 지방
의 특성을 제대로 포함할 수 없음
사무수행 위주의 조례제정은 자치단체 스스로 입법권을 제어함으로 보다 포괄적
이고 자연권의 개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함

시･도의 자치입법권이 최소한 시행령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해야 함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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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의 실행범위가 시행세칙과 그 이하의 규정, 지침에게
까지 기속되어 자치고권을 심대하게 위축하고 있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만하더라도 성의 조례는 국무원의 령과 법률적 다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의 지침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 22조와 같은 독소적 조항을 제거하고,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를 개선해야 함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인 기본권 제약이 확보되지 못하여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정책의 시의성과 적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법률과 조례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조례가 우선한다.”는 조례자주입법설을
취할 필요가 있음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조례법률주의가 조례에 적용할 경우에는, 자치의 본질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시･도 - 시･군･구 간 조례 범위에 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지방자치법 제 10조에는 불경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획사무를 제외
하고는 양자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르는 조례의 수준도 동일한 차원에
서 제･개정되고 있음
따라서 재정투입의 정도, 사무의 광역성 등을 고려해 명확하게 전권한성의 원칙
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시･도는 지역정치의 주체로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함
헌법 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으나 주민청원, 대리인으로서의 역
할 즉 정치의 주체로서 한계를 지니므로, 광역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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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조직권의 확보

(헌법상 근거조항 마련과 법적 지위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체계의 근본이
고, 이를 정하는 것은 헌법임으로 헌법에 당연히 명기되어야 하는 사항임
현재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사항은 법률로 유보하고 있음

(조직･인사권에 대한 통일된 법령의 마련) 지방자치법상으로 부지사, 부시장
등 보조기관 정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법에도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제2부시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분산적임
조직･인사권이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운영되며, 더 큰 문제는 지
방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등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조직･인사에 대한 통일된 법령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행기관의 팽창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우위를 인정하도록 특행기
관의 설립단계에 국회동의를 거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제3조를 개정해 특행기관이 세무, 병역 등 배타적 사무이외에는 확대
를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000개가 넘는 특행기관의 존재로 지방자치가 왜곡되고 있으므로 사무이양이
되면, 조직과 인사를 시･도로 이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4) 자치행정권의 확보

사무배분법 제정으로 국가 – 광역 - 기초 간 사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 통합자치법과 같이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권한과 범위를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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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할 필요가 있음

국가사무의 경우, 배타적 사무를 헌법에 규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법의 제9조에서 타법 우선의 원칙을 없애고, 헌법 상 배타적 권한을
협소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중복을 배제하도록 전권한성의 원칙과 보충성
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함
위임입법이 과도하게 많음으로 국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재정비해, 기능
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할 필요가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과 같은 주체의 이중성으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전권한성과 보충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제력을
둘 필요가 있음

독일과 같이 행정간소화나 관할의 용이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상급기
관 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통일지방자치법 제정 등 지방사무에 대한 법적 일원성 확보가 필요함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및 각 종 규정과 규칙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원
화하는 통일지방자치법 제정이 필요함

5) 자치재정권의 확보

(자주과세권 및 공통세 실시) 헌법 제 59조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포기하고
자치단체에 조세감면권과 지방세 신설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헌법상 근거 조항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소비세와 같이 국가
-지방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세원에 대해 지방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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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점증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

(지방재정관련 법안의 정비, 단순화) 10여 개에 달하는 지방재정관련법을 정비
해 지방세법, 지방재정법으로 개편하고, 위탁사무법을 신설 하는 등 3원화하여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법정수탁사무제 실시) 현행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위탁사무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인력과 재원의 배분에 예산의 전용을 비롯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가-광역 간, 광역-기초 간 위임사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에 의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정수탁사무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재정조정제도의 구체화를 위하여 목적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일반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범용성 뿐만 아니라 전용성이 크므로, 지방의 세
원을 1단계 8 : 2에서 7 : 3 구조로 세제를 개편하고, 점증적으로 6 : 4 구조로
전환되도록 지속적인 조세개편을 추진함
재정조정제도는 국가시책이나 지방이 추진하는 구체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할 필요가 있음

6) 소결

첫째, 시･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야 함
헌법상으로 시･도의 명시적 지위 확보 및 지방자치의 핵심가치(자치입법･조직･
사무･재정)가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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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관련 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법체계를 마련해 타법 우선주의를 배제
해야 함
장기적으로 행정법 체계를 이원화하여, 기본법은 국가가 실행법은 광역중심으
로 제정하도록 해야 함

둘째, 시･도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지위가 확보되어야 함
시･도의 조례는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해야 함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의 적용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시･도의 최소한
자주과세권 확보 등 자치권 행사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함
시･도-시･군･구 간 조례범위 명확해야 하며, 지역정치의 주체로 광역의회에 대
한 법적 지위의 확보가 필요함

셋째, 시･도의 자치조직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행정기관 및 정원규정 등 다분산적
이고 체계적으로 일원적이지 않은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통일된 조직･인사 제
도를 구축해야 함
특행기관의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 국회심의 및 동의절차를 제도화하고, 국가･지
방공무원법 통합 등도 고려해야 함

넷째, 시･도의 자치행정권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함
사무배분법을 제정해 국가-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국가의 배타적 고유사무에 대한 헌법적 명시와 이를 제외하고는, 광역과 기초자
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함
분산적인 지방자치관련 법안을 취합하여, 통일지방자치법을 제정해야 함

다섯째, 시･도의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10여 개에 이르는 다분산적인 제도
와 복잡한 재원배분 구조를 정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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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자주과세권을 보장하고 지방소비세와 같이 비율에 의한 국가-지방 간 공통세
를 확대해야 함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 10여 개에 이르는 지방재정관련 법안의 정비
및 단순화가 필요함
국가위탁사무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소요경비와 인력에 대한 산식개발과 이에
근거한 법정수탁사무제를 실시해야 함
다분산적이고 전방위적인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 사업목적별로 재정이
배분되도록 목적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실시하고,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해야 함

[표 4-11] 광역자치단체 자치권 강화의 과제
분 야

자치권 강화의 과제

법적 지위 확보






헌법 상 시･도의 명시적 지위 확보
헌법 상 지방자치의 핵심가치(자치입법･조직･사무･재정) 반영
지방자치관련 법이 일반법 보다 우선하는 법체계 마련
장기적으로 행정법 체계 2원화 : 기본법은 국가가 실행법은 광역중심

자치입법권






중앙의 시행령에 준하는 지위 확보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의 적용한계 규정
시･도-시･군･구 간 조례범위 명확화
지역정치의 주체로 광역의회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자치조직권

 지방조직은 국가체계의 근본이므로 헌법적 지위 확보
 조직･인사권에 대한 통일된 법령 마련
 특행기관 팽창 제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치사무권






사무배분법 제정으로 국가-광역-기초 간 사무기준 명확화
국가 고유사무에 대한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칙과 전권한성의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구속력 강화
통일지방자치법 제정

자치재정권






시･도의 자주과세권 및 공통세 실시
지방재정관련 법안의 정비 및 단순화
법정수탁사무제 실시
목적별 지방재정조정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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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
1.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1)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방향

(1)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주체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입법권 수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관계도 여전히 제약받고 있음
시･도의 자치단체 조례는 중앙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인 법규명령에 비교해서 그 법적
지위가 낮은 상황임
그 결과, 중앙정부 각 부처의 시행령들도 선점적으로 시･도의 자치사무 영역에까지 자치
권을 종종 침해하고 있음

시･도는 지역사회 발전을 리드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치정
부로서의 독자적, 독창성 등을 제약받고 있음
예컨대, 지역사회 기반공사, 건설공사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시･도
의 입법적 강제력이 제약을 받아, 지역 중심의 자주적이고 건실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리고 시･도는 제도적으로 시･군의 사무권한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 및 집행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시･군･구와 사무배분 측면에서 제약받고 있음
자치입법권 측면에서 큰 차별성이 없이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지위 속에서, 광역자치단
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치권의 제약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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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방경제, 세계화 등으로 지역 간 경쟁이 세계화가 된 상황에서, 지역을 대표하
는 시･도의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필수적임
즉, 지역정부로서 관할지역의 시･군･구 문제를 비롯한 독자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자율적
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자치분권의 확대 및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2)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치재정권의 보장

인구고령화와 지방재정력 약화로 인해 시･도 자치단체의 재정적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18년
738만명(14.3),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45년 1,818만명(36.0)에 달하여 인구고
령화가 가속화된다고 함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0년 간 지방재정의 연도별 예산 추이를 순계예산 규모로 볼 때, 1995년 52.4조원이었
던 것이 2016년에는 246.8조원으로 4.7배가 증가하였음

그 결과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 측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은 시･도의
지역발전의 주체로 역할을 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함
지방세 비율(2015년 기준)은 OECD 국가 중 연방형 국가(federal countries)의 평균
31.3% 보다 적은 25.6% 수준이고, 사실적으로는 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음

앞으로 시･도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재정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
시･도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세목의 신설 권한등을 보장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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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제조건의 어려움으로 당장은 실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파트
너십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음
즉, 지역경쟁력의 공간적, 지리적 기반을 확보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개별 지방자치단
체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역간 파트너쉽 구축 및 행정구역의 법적 위상을 다양화시키
는 전략이 필요함

현재 부산, 울산, 경남 등의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치
및 활용방안 등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자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주로 지역개발,
광역교통체계의 현대화, 지역공간의 공동개발 등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치시스템
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3)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행정권 확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역정부로서의 권한 보장을 위해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해야 함
유럽국가들의 경우, 지방자치권의 결정이 여러 가지로 지역정부 또는 주정부 입법권에
근거할 수 있음
EU 지역정부에서는 국가 헌법에서 보충성 원칙 이외에도 연대성 원칙 등을 규정하면
서,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도 헌법으로 명문화하여 자치권도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

시･도의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
분체계를 명확히 하고, 각 자치계층에 맞는 명확한 사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개정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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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지방정부의 종류, 권한, 지방자치권을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여 명문
화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도의 입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지
역에 분점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함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향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공간은 인구 규모 및 지방자치 계층체제 수준 측면에서,
시･도의 공간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역발전정책에서 광역권의 범위는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 이외에도 시･
도 및 시･군･구 상호 간 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는 광역기능 이행을 위한
공동생활권,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 범위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법정 관할행정구역에 의한 지역 범위로서는, 서울시(976만), 경기도(1,300만) 등을
비롯하여 대전시(149만), 울산시(115만), 제주도(66만), 세종시(31만) 등 지역권에 따라서
다양한 인구분포를 나타냄
- 그 결과, 도 평균 351만 명, 광역시 평균 216만 명의 인구분포로 형성된 지역권의 광역자치
단체를 구축하고 있음25)

역대 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주체가 중앙정부와 시･도가 되었으나, 각 주체
간 부여된 자율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추진체제였으므로 사업기반
이 되는 지역 자립성은 더욱 결여되어 왔음
이러한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발전정책을 중앙집권 방식으로 추진하면
서, 지역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창의성 등을 촉진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반영
하지 못하는 불균형적 제도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25) 이하 근거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통계기준은 2018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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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들의 중앙집권적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보면, 시･도가 지역주권을 행
사하는 진정한 지역정부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표 5-1] 과거와 현재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체제
구성체계
근거법

참여정부
균특법 제정

이명박 정부
균특법 개정

박근혜 정부
균특법 개정

문재인 정부
균특법 개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집행기구

재정예산
광역권
주관기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위원회
중앙부처
광역경제발전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협의회
(법정기구)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발전협의회
(임의기구)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법정기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협의회
(법정기구)
균형발전
상생회의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용
역 보고서.

한편, 현 정부는 전략적 기반으로 “헌법적 가치 강화, 균형발전 상생 회의의
제도화,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을 출범시켰음
현 정부는 2018년 10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등 세
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역의 대표들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와 일
심동체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 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 간(2018~2022) 농어촌인구의 순 유입 15년 대비 10% 이상(15년 농어촌
인구 939만 명) 달성을 제시한 바 있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이외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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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조금･세제･금융 등을 집중지원하며 혁신도시･산업단
지･대학 등이 연계된 지역경제 동력의 재가동에 주력하고 있음
이미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경제자유구역･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은 기존 거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지역의 다양한 사회
적, 경제적, 문화적 자본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재구축에 노력하겠다
는 것임
- 현 정부는 자발적인 지역발전 노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중앙부처 장관 13명과 위촉위원 19명 이외에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 2인을 추가함
-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예산편성과
정책의결에 반드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실행되도록 지역 리더의 영향력 행사를
제도로 강화시킨 것임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대표들인 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지역리더십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정책공간으로서
지역권 및 지역거버넌스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화 해야 함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중앙
부처 및 소속 특행기관)들이 관할 하는 전국적 범위를 대상으로 기능적, 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한 공간적 범위에서 일어남
시･도 및 시･군･구를 대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근거에
의한 관할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발전정책 및 공공서비스 제공은 법정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광역적 기능’과 지역발전정책의 지역별, 권역별 추진을 위한 ‘생활광역권 및
기능적 광역권’ 등 다른 정책 추진에 의한 경계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지역발전정책 및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광역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경제권(생활광역권 및 광역경제권)이 필요하게 됨
- 공공서비스, 지역발전사업, 사회적 또는 물리적 인프라 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기능적
실체로 작동하는 1개 이상의 법정 관할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기획 및 운영주체, 관리체계 등 일련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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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로서 지역거버넌스 주체가 될 필요가 있음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시･군 및 지방공공기관 및 지역 소재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상호간 네트워크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강력한 지방분권 촉진을 통해 경기도에서
지역 주체인 도의 자치권과 책임성을 폭 넓게 보장하는데 있고, 이는 곧 ‘지역정부’로 자치권
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음

3)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의 원리 명시) 단일국가 체제에서 중앙집권적
통치제도를 지방분권 원리의 확대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법 단서조항(제15조)의 위헌성 여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헌법 제117조의 2에 ⅰ) 시･도와 시･군･
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할 것인지,
나아가 ‘광역’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함
왜냐하면 ‘광역’ 보다는 ‘지역정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되는
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하기도 함

(헌법상에 국가와 지역정부의 입법권 및 사무배분권 부여 범위 명시) 우리나라
에서 시･도가 EU 국가의 지역정부와 같은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법적 개선사항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즉, 국가와 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입법권 및 사무집행권의 경우에는 주로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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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범주에서 구분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헌법상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예를 들면, 먼저 ⅰ) 국가의 배타적인 권한을 명문화하고, ⅱ) 국가와 시･도자치단
체 간 경쟁적 권한을 명문하며, 만약 ⅲ)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
나머지 분야가 귀속되도록 사무배분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임
- 이때 국가는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광역적 기능의 집행은 시･도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함

그리고 지역정부가 될 경우 지역정부의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특히, 헌법 제107조와의 입법권 관계에서 볼 때, 조례에 형벌권 및 조세권 등의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26)

또한 반드시 지역정부에 대해서는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정부로 하여금
관련법률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주민들의 궁극적인 승인 여부도 보장해서, 지치권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적
확장이 필요함

이처럼 사무배분 체계를 명문화하면, 국가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대한 행정명령,
법규명령권은 국가에 귀속되나, 국가가 시･도에 이러한 법규명령권(사무의 집행
권)을 위임할 수 있음

(지역발전 주체로서 지역정부의 권한 확대 필요) 국가와 시･도가 경쟁적인
권한을 가진 분야는 국가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제정만 하고, 구체적인 법규
명령권은 지역정부에 귀속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시･도에 지역발전을 위한 총체적 정책결정권을 부여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맞는 요구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지역발
전정책의 자율적 주체자로서 더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도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
조, 제15조 단서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26) 이때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제40조(국회의 전속적 입법권), 제13조 1항(죄형법정주의),
제59조(조세법률주의) 및 법률과 명령에 대한 규범통제 양태를 달리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와의 관련성 하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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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시･도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
그리고 대통령령과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한 효력 정지 내지는 개정 등이 필요함

2.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기본구상

1) 경기도의 여건 분석

(1) 국내외 여건

국가성장의 동력원으로 부상하는 지방분권의 세계적 패러다임은 더욱 강화되
는 추세임
단방제 국가인 일본과 프랑스는 경제성장 둔화를 과감한 지방분권전략으로 돌파하였음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준연방제 구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지역정부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영국 등 준연방제 국가들은 분권화를 위해, 지방분권관련 핵심 사안을 헌법에
규정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인력 및 재정에 관한 지역정부의
권한도 강화하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 정부에서는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는 신자유주의 발전국가 모델을 넘어서,
사회계층 간 공명정대한 상생연대를 기본으로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구현하는데 공동목표를 두고 있음27)
특히, 지역주권을 보장하는 지역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를 확산하는
27) 참조: 성경륭 외. 포용국가, 21세기북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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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방분권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정부의 준연방제 수준의 분권정책은 시･도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현 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
도의 자치권 강화는 미흡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2) 지역 여건

최근 변화하는 경기도의 지역 여건을 분석하면, 우선적으로 경기도는 인구
폭증과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함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은 2020년 기준 전국이 –0.28%로 감세인 반면, 1.12%로
세종시 4.23% 다음으로 높음
노령화 지수는 95로 2019년 대비 7.5 증가하였지만, 출생아 수는 5.6% 감소해
노령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출생아는 감소함
높은 인구 증가율과 1,300여 명에 이르는 인구밀도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거, 교통을 포함한 복지정책에 대한 급격한 수요 변화가 예측됨

둘째, 경기도는 국가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신속･정확한 정책의 적시성 확보가 필요함
경기도의 2019년 기준 GRDP는 477조 원으로 전국의 25%를 점하고 있어, 2위
서울 22.5%보다 높음
- 2019년도 기준 가구당 경상소득은 6,430만원이며 가구당 자산은 4.75억 원, 부채는 1.02
억 원으로 한국의 중산층이 밀집함

산업 구조적으로도 제조업이 36.7%,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9%, 도소
매업이 9.3%이며, 그 업종으로는 첨단 ICT 및 반도체 등 국가 주요성장 동력과
신성장동력이 집중되어 있음
- 국가성장동력이 집중되어 있고 첨단산업의 주기가 빠른 만큼,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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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

셋째, 경기도가 지정학적으로 남북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결정권
등의 확보가 긴요함
지리적으로 북한과 중국 동부와 마주하고 있어, 대 중국 수출 및 남북한 교류의
교두보 역할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경기도는 대외협력을 위한 정책결정권 및 준 외교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끝으로, 경기도는 수원 등 3개 특례시의 태동, 남부 지역의 대도시 증가, 남･북
부 간 지역격차 심화에 따른 분도론 등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함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성남･평택 등 10개이며, 10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고양･용인 3개 도시로 사무 등의 특례를 요구하고 있음
- 대도시 특례요구 사무의 약 95%는 도 권한이기 때문에, 도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2022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한 대도시(특례시 제외)와 ‘도-시 간 특례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도 사무 이양협의 등의 추진도 경기도 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균형발전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도의 강력한 조정
력이 필요하나, 최근 분도론이 재점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성장의 거점화 및 남북교류의 교두보 역할
수행, 3개 특례시의 태동 및 분도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의 지역정부화가 긴요함
경기도가 당면한 국가성장의 거점화, 남북교류의 교두보 역할 등의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확보가 시급함

2)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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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 지위와 역할의 현주소
경기도는 헌법 제117조 ~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의 하나로서 ‘도
자치단체’임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며, ⅱ)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임
‘광역시’는 공식적으로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는 법률용
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는 두 가지를 의미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의 시･군 지방자
치단체들의 행정구역을 모두 포섭하는 상위 행정계층을 구성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한 기본원칙, 사무범위 등과 관
련해서, 경기도는 관내 2개 이상의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는 기능과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임

그리고 경기도는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
급자치단체’로서 상위계층에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임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은 시･도와 시･군･구 간의 행정구역상 관할(계층적) 관
계를 규정함
이에 의하면 경기도 내의 시･군은 상급기관인 도 내의 관할구역 하에 위치하여
감독받는 중앙-시･도-시･군 간 계서적 계층관계를 내포하고 있음

또한 경기도는 실정법상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관내 시･군
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상으로 상급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수직적 계층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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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법상으로 경기도는 관할구역 내에서 자치권의 공법인 주체이며,
국가의 (기관/단체)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
행정기관의 하나임
그리고 경기도는 관내 시･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 기관이며, 관내
시･군의 사무를 감독하는 지도･감독 기관이면서 동시에 경기도는 국가(중앙부
처)의 피감독기관임

[표 5-2] 지방자치법상의 경기도의 지위와 역할





경기도의 광역 관할구역에서 자치권의 공법인 주체
국가의 (기관/단체)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하나
경기도 내 시･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기관
경기도 내 시･군의 사무를 감독하는 지도･감독 기관이면서, 동시에 경기도는 국가(중앙부처)의
피감독기관
 국가-경기도-시･군 간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간 경유기관

경기도의 사무 권한에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배분에 대한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음
경기도는 “광역적인 사무, 보완적인 사무, 조정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경기도 내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그 외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경기도가 수행하는 “광역적인 사무, 조정적인 사무”도 궁극적으로는 시･군이 처
리하기 어려운 사무라는 점에서, 경기도 사무는 결과적으로 시군사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사무임

지방자치법상 경기도 사무는(제10조 1항 1호) 크게 6가지 광역기능을 수행함.
대분류상 6가지 기능으로는 ⅰ) 광역행정기능, ⅱ) 통합유지기능, ⅲ) 보완대
행기능, ⅳ) 협력조정기능,ⅴ) 공동처리기능, ⅵ) 연락조정기능 등임28)
28)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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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기도 기능은 위의 6가지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도･감독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이어서 연락･조정･보완･대행･광역행정･협력조
정 등의 정부 간 역할 관계를 수행하고 있음

(2) 경기도 지역정부화의 전략적 대안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역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임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관내 지역의 정치 주체이기는 하지만, 헌법에서
‘시･도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적시된 헌법 제8장의 제117조, 118조에서는 지방의
정치 주체로서 ‘지역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를 단체자치에 그치게 함
- 즉, 지방정책의 결정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주민자치)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격체로 봄

그 결과,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경기도는 국가(중앙정부)-도-시･군과의 관계 속에서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앙정부–경기도-시･군 간 수직적 계층관계는 지방자치법상으로 볼 때 사무수
행 관련 조항 및 지도･감독에 관련된 조항에서 더 명확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직할하에 있고, 국가(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관할권에 귀속되어 있어서 정부의 하부행정기관임
제2항 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광역행정기능)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보완대행기능)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통합유지기능)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연락조정기능)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공동처리기능)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협력조정기능)

130∣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 반면에 경기도 관내의 시･군은 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귀속되는 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동시에 도의 하부행정기관의 하나로서 도의 ‘감독권’ 관할에 있는 중앙정부-경기도 등
2계층의 상하관계에 속해 있음

그 결과 경기도는 확실한 지역거버넌스 주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안
영훈, 2018)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평가한다면, 경기도는 ⅰ)
광역경제권 정책, ⅱ) 산업발전계획, ⅲ) 미래의 제4차산업 이행 측면에서 제대
로 결실을 맺지못해 왔음(김동주 외, 2012)
- 경기도는 비수도권인 부산 및 경남 지역의 광역시･도에 비해 생활지역권, 도민의 인구
규모, 산업 형태의 구성 인프라 등이 달라, 독자적인 도 자체의 지역발전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지역거버넌스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내 경기도 - 시･군 간 연계
및 협력에 기초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따라서 경기도는 관내 시･군 간 협력을 통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 관내의 불균형
해소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을 넘어 지역정부화 하는
노력이 긴요함
특히, 경기도는 2개 시･군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자치권 수행 역량의 강
화를 위해 지역정부화가 필요함

경기도의 지역정부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과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이 있음
법률 제정을 통해서 지역정부화 하는 방안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안임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부화 하는 방안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지위와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안임

(단기적 대안)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자치권이 강화된 ‘지역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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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지위와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으로 경기도는 지역정치의 주체로서 자치권이 제약받
고 있으므로, 특례법 제정에 의한 특례를 부여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서울특별시 특례법’ 등과
같이, 국회가 경기도에 대하여 개별법률로서 ‘(가칭)경기도 특례법’을 제정하면
서 자치권을 강화시킨다면 가능할 것임

(중장기적 대안) 헌법 개정을 비롯한 법체계를 완비해, 광역단위에서 지역정부
헌법을 제정해 영국 등 준연방제 국가 수준의 지역정부를 구축하는 방안임
국가 헌법에서 도의 지위를 보장하고, 지역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입법권, 조직
권, 사무권, 재정권 등에 대한 보장 또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개별법 체계를 개편해 기본법은 국가가, 시행관련법은 지역정부가 협의에 의해
관리하고 분권에 중점을 둔 법체계를 구축함

3. 경기도의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법제화 방안

1)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자치입법 체계 및 자치권 검토
우리나라의 자치입법 체계는 국가 헌법과 일반(기본)법으로서 지방자치법, 그
리고 개별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서울시 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세종자치시 특별법 등으로 분류됨
즉, 국가 헌법(National Constitution) → 국회가 제정한 법률(일반법, 특별법,
지방자치법) → 개별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국회 제정 특별법 → 시･도-시･
군･구 자치단체 조례로 분류됨

영국의 자치입법 체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지방정부법, 그리고 개별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런던대도시법, 스코틑랜드법이 있고, 그 외의 각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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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는 지방정부헌법을 제정함
영국의 자치입법 체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정부법, 그리고 여러
다른 분야의 개별법률과 개별 지역정부에 적용되는 특정법률(Greater London
authority act, Scottish act) → 지방정부법에 근거하여 그 외의 모든 지방정부
가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지역정부헌법 → 개별법률에 근거한 지역정부 조
례 및 개별 지방정부법에 근거한 지방정부법률로 분류됨

미국의 자치입법 체계는 각 50개 주헌법에 근거하여, 주의회가 제정한 지방정
부법과 홈룰법 및 일반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음
자치입법 체계는 주헌법 → 주의회가 제정한 홈룰법(Home-rule law) → 지방
정부 홈룰 하의 자치헌법(Home-rule charters) → 지방정부법률로 분류됨
그리고 주의회가 제정한 일반법, 특별법, 지방정부법 → 시정부법, 카운티법,
타운법 등 → 지방정부법률로 분류됨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국가 헌법에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헌법상 지역정부 입법권한을 명시하고, 일반 자치제도를 규정한 지방
자치법과 함께 적용함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지역정부의 경우, 국가 헌법에서 → 지역정부의 자치입법
권으로 제정 가능한 자치입법권의 제정 범위와 분야를 규정함
이 규정에 따라서 지역정부헌법에 의한 입법제정권을 명시 → 국회에서 지방정
부법, 일반법, 특별법 제정 → 지역정부헌법을 근간으로 각 시･군 등 기초정부는
개별 기초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정 → 지방정부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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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헌법(지역주민 승인)
 지방자치법
 특별법

주헌법(지역주민 승인)
홈룰(제정)법
카운티법
타운법
일반 지방정부법
특별지자체법

 주헌법(승인)
 법률
 특별법

지방정부법
특별법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
런던대도시법












헌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지역정부헌법(승인)





 지방정부법/런던대도시법/스
코틀랜드법 등 지역정부헌법
에 근거한 조례/지역정부 법률
제정

 각 지역정부헌법 제정권(지역
주민/국회승인)
 지방자치법/특별법 적용
 국회는 헌법상 지역정부 입법
권 침해 불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시도 조
례 제정권
 서울시특례법/제주특별자치도
법/세종특별자치시법 등에 위
반하지 않는 시도 조례 제정권

주정부/지역정부(시도)
지방정부 법률 제정권
주정부
지역정부(시도)

 주헌법(승인)

헌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례법
(제주/세종)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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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

영국

스페인
･
이탈리아

한국

구분

국가(국회)의
(통합형) 지방자치법 제정권
연방국가
단일 국가

[표 5-3] 각 국가의 지방정부와 자치입법권 수준

 연방법률/주헌법/주법률/지방
정부 기본(헌)법에 위반하지 않
는 지방정부 법률 제정

 각 지방정부(city, county,
village) 헌법 제정 및 지방정부
법률 제정
 주정부의 지방정부법/특별법에
위반하지 않는 city, county,
village, town의 지방정부 법률
제정

 지방정부법/카운티헌법, 디스
트릭트헌법, 버러헌법 등 법률/
지방정부헌법에 근거한 조례/지
방정부 법률 제정

 국가헌법/지방자치법/특별법에
위반하지 않는 기초정부 법률
입법권 행사
 관할지역 지역정부헌법에 위반
하지 않는 기초정부 법률 적용

 법령/시도 조례에 위반하지 않
는 시군구 조례 제정권

지방정부/기초정부
지방정부 법률 제정권
기초정부

2) 우리나라의 지역정부화를 위한 법제화 사례의 검토

서울시는 1991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995년 ｢서울
특별시법｣ 제정을 추진함
과거 서울특별시의 경우 개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 경
우가 있었음
-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현재까지 특례사항을 명시
한 내용으로 지속적 효력을 갖고 있음

그리고 이후 1995년 당시 조순 시장도 “서울특별시법”을 추진하고자 하였는
바(김석태, 2016), 이때 더 과거의 서울시헌장(1946년 8월 10일) 제정을 참고로
하였음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함
국회는 제주도 자치단체에 대해서 2006년 특별법을 제정하였는 바, 이는 제주
도를 특별자치도의 지위로 격상하면서, 그 특별법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행정기관 운영체계 및 지방의회 운영, 지역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방식 등 다양
한 기관운영 관련 법제 등을 규정하였음
이러한 제반 제도운영 방식은 국회가 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지방자치법보다도
법적으로 더 우위를 갖도록 하였음

세종시는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국회는 2010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군 기초단
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하나로 ‘특별자치시’ 유형을 창설함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기관구성과 운영, 자치사무의
범위 및 기타 자치권 사항 등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법
으로서 지방자치법 이외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법방식을 다양화함

제5장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135

2017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음
이 “헌장 조례”는 최초로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 헌법 체계의 도입을 시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즉, 자치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는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음
- 이 서울시 ‘헌장 조례’는 헌법과 법률, 판례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자치권의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독자적 자치입법권 보장과
그 실행을 위한다는 원칙을 공포한 조례임

그러나 서울시 헌장조례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본적 규범만이 담긴
조항들로 제정되었음
이러한 ‘헌장 조례’는 일본의 2000년대부터 실시되어 온 ‘자치기본조례’의 수준
에도 미치지 못한 정도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에 있어서도 ‘헌장 조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음
- 이후에 수원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시민권 보장을 실현하고, 또 담보받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자치입법권의 원칙 등을 포함한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
등 유사 헌장 조례들을 다수 제정하기도 하였음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
서울시의 ‘자치헌장 조례’는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입법체계 하에서 판결된
판례의 범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극적 수준의 자치권 집행원칙을 담았으며,29)
동시에 미국 지방정부헌법인 city charter를 ‘헌장’으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였음
하지만 이때 ‘헌장 조례’라는 명칭에서 ‘헌장’의 의미와 내용은 실제로는 ‘자연보
호헌장’, ‘바다환경서비스헌장’ 등과 같은 원칙 수준의 규범에 불과한 정도였으
며, 오히려 일본이 2000년부터 시도하였던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
례’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특례법과 특별법’ 제정 사례들과 ‘헌장 조례’ 등의 취지는,
주요 지방자치 선진국의 자치입법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임

29) 김용섭(2018).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법연구 제53호, 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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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의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법제화 대안

(1) 단기적 대안 : 특례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 방안

제주, 세종 특별시･도의 경우, 시도 광역자치단체(지역정부)에 대하여 지방자
치법과는 별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개별 법률을 제정한 것임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개별 광역자치단체에 대
해서 예외적으로 포괄적인 자치권을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하였고, 서울특별
시에 대해서는 먼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특례적 자치권을 부여함

이와 같은 방식은 ⅰ) 영국의 런던대도시법, 스코틀랜드법 등이 있고, ⅱ) 미국
의 경우에는 지방정부헌법인 City Charter를 특별법과 같이 포괄적인 자치권
을 인정한 경우와 ⅲ) City Charter를 제정하지 않고 일반법으로서의 지방자
치법, 카운티법, 빌리지법 등에 의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로 구분됨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경우, 지역정부는 국가헌법에 근거하여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하여 그 관할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시･군 등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와 지역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법체계상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국가헌법에서 기초정부와 지역정부 간 법적 지위의 평등성을 완전히 보장하면서,
각각의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국가헌법에서 법규제정권인 행정입법상의 지방정부법 제정권
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음

영국의 국회는 정치적 분권을 위해서 1998년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법률
(Scottish Act, 1998)을 제정하였고, 1999년에는 런던대도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 2007, 2011)을 제정하였음
- 이 법률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관구성 운영체계, 자치행정권 집행방식, 사무수행 분야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지방정부 통치체제를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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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런던대도시법) 런던시가 지역정부로서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회
에서 제정한 런던시에만 적용하는 법률임
1999년 제정 당시 425개 조항, 12편으로 구성되었고, 22개의 장과 34개의 부록으로
제정된 바, 영국 국회가 193년 인도법(India Act)을 제정한 이후 가장 긴 법률로 약
500페이지로 되었고, 런던시민들이 직접 찬반투표를 하여 72.01%로 승인되었음30)

[표 5-4] 영국 대도시법 목차
제1편 런던대도시의 지위 / 제2편 사무(기능)와 절차 / 제3편 재정 관련 규정/ 제4편 대중교통
분야 / 제5편 런던개발청 규정 / 제6편 런던경찰청 규정 / 제7편 런던소방재난청 규정 / 제8편
지역계획 / 제9편 환경사무(기능) / 제10편 문화, 미디어, 스포츠 / 제11편 기타 일반규정
/ 제12편 보충규정 / 이하 부록(Sections)

(영국 스코틀랜드법) 국회가 스코틀랜드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1998년
법을 제정하기 전에 스코틀랜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제정하였음
영국 국회가 제정한 스코틀랜드법으로 스코틀랜드 지역정부가 탄생하였고, 이
지역정부는 지역의회와 집행부를 탄생시켰으며, 지역정부의회는 자치입법권으
로 지역정부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음31)
이는 영국 국회가 제정한 국회법률인 스코틀랜드법과는 다른 지역정부의 자치법
률(Local law)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5-5] 영국 스코틀랜드법 목차
제1편
제2편
제3편
제6편

선거 규정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집행부(지역정부 지사, 집행부위원, 법무공무원, 지방공무원)
재정 규정 / 제4편 조세권 규정 / 제5편 기타 일반규정 (영국 국회와의 관계)
보충규정

3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9/29/contents/enacted” (2021년 8월 검색).
3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46/contents” (2021년 8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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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례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화 법제화(안))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제
도 하에서, 제주 및 세종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영국의 런던대도시법 및 스크
틀랜드법 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임
국회로 하여금 경기도 특례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법이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함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행정특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참고하여, 경기
도 특례법 제정안을 제안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적용범위, 경기도의 책무,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함
제2장(서울시 행정특례법 참고) 경기도의 특례법적 지위에서,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행정 조정,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경기도의 법률안 제출 및 입법
반영 등을 규정함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볍 참고) 경기도의 특례에서, 중앙권한 이양, 자치조
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감사체계 및 자치경찰 운영 특례 등을 규정함

[표 5-6] 경기도 특례법 제정(안)
경기도 특례법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경기도의 책무
제5조 국가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기도의 특례법적 지위
제7조 경기도 수도권 광역행정의 조정
제8조 경기도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9조 경기도의 행재정 사무배분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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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례법 체계
제0조 경기도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제3장 경기도의 특례
제1절 자치사무와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제2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3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특례
제5조 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6조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8조 국가와 경기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9조 경기도내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10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특례
제4절 자치재정 특례
제5절 자치감사체계 운영 특례
제6절 자치경찰 운영 특례

그리고 국회의 경기도 특례법 제정과정에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도민직접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가칭)경기도 특례법 제정 검토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각 시･군 및 자치구별로 도민 대표위원들을 선출하여 특례법 제정을 위한 검토
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도민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특례법(안)을 주민투표하면 도민이 원하는 특례법(안)이 될 것임(영국의 런던대
도시법 사례 참고)

그리고 경기도의 특례법(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 온라인으로 제안절차
등을 활용하게 되면 온라인 직접투표가 가능함
향후 설치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러한 도민 직접참여제도를 활용하
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자치분권의 장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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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적 대안 :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 방안

지금까지 주요 지방자치 선진국의 사례에 근거한 지방정부헌법의 개념을 정의
하면 다음과 같음
지역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또는 제한적인 기능/권한을 명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외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임
-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인 정부조직과 재산처분 등을 규정한 ‘지역정부헌법’은 지역정부
를 통치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규정이 담긴 기본적 통치규정을 제정한 공식문서임
- 헌법과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자치법(Home-rule) 체계 하에서 부여된
모든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즉, 지역정부의 ‘자치기본헌법’이란 국가헌법보다는 하위법이고 다른 일반법과
특별법 보다는 상위의 법적 효력을 가진, <지방정부의 조직법>을 포함한 법률집
(corpus)임
- 지역정부와 같은 하위정부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조직을 통치하는 근거법이고, 그 형태는
국가의 헌법체계를 모사한 법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음32)

경기도를 지역정부화 하면서 지역정부헌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 사항을
법규명령 제정권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대륙법계 국가인 스페인･이탈리아는 국가헌법에서 지역정부에 대하여 지역정
부의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 두 나라의 국가헌법에서 제정하도록 한 지역정부헌법들은 관할지역 내에 소
재하는 기초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법으로서 작용하
고 있음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가헌법에서 명시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헌법
32) “https://portal.cor.europa.eu/divisionpowers/countries/MembersLP/Italy/Pages/default.aspx.”
(202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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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할 때 필연적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 5-7]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가헌법에서 규정한 지역정부헌법과 자치권 제정 근거
스페인 국가헌법상 지역정부헌법 규정 조항
제147조
① 현재의 헌법 조건에 따라서, 지역정부헌법은 각 지역정부의 기본통치법규이며 국가는 이를
법체계의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지역정부헌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역사적 동일성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정부의 명칭
b) 지역정부의 영토 경계
c) 고유의 자치기관의 명칭, 조직 및 그 주소지
d)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인수된 권한 및 이러한 권한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기준
③ 지역정부헌법의 개정은 그 개별 지역정부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어떤 경우라도
조직법을 제정하여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탈리아 국가헌법상 지역정부헌법 규정 조항
모든 지역정부는 지역정부헌법(uno statuto)을 가지며, 이는 국가 헌법과 일치되어야 하며,
지역정부의 형태(forma), 조직운영 원칙, 사무수행 방식 등을 규정한다. 지역정부헌법은 지방정
부 법률과 행정시책들에 대한 자치법률과 주민투표를 규정할 수 있다.
...
지역정부헌법은 (개정안이 지역정부의회에서 절대다수결에 의해 통과된 후) 3개월 이내에 지역
주민의 1/5 또는 지역정부의회 의원의 1/5 이상이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주민투표에 붙인 지역정부헌법(개정)안은 유효투표 다수결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각 지역정부헌법은 지역정부와 그 관할지역의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하여
자문기구의 지위에서 기초의회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스페인의 지역정부헌법 제정 방식) 스페인 헌법 제1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페인의 각 지역정부의 자치권들은 그 규모와 재정력 등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때 지역정부의 공통 권한은 스페인 국가헌법 제147조 등에 근거하고 있는데,
지역정부의 명칭, 영토 경계, 권한, 조직, 지방정부 법률과 행정시책들에 대한
자치법률과 주민투표 등임
지역정부의 공통 권한 외에도 주택, 지방세 등에 대한 특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역정부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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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투표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스페인 국가헌법
제152조 제2항)
- 예를 들면, 기관구성 다양화 제도 운영을 도입하기 위한 1단계는 지역정부 수준에서(단체
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의 임기와 선출방식 등 선거제도, 주민투표제 운영범위 등을 동일하
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기초정부들의 자치법(조례)으로 결정하여 다양화를
보장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역적 정체성과 광역적 협력기제 등은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기초단
위에서는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는 집행부 조직 및 운영체계를 다양하게 차별화
시킬 수 있음

이는 유연한 방식으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이 변형된
방식으로 지역정부헌법을 채택 운영하게 되면 지역정부와 그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기초정부 간 합리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활성화할 수 있음
지역정부헌법 운영방식은 광역과 기초 간의 합리적 협력관계를 유리하게 하고,
최대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의 뜻에 맞는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치권 행사기관이 되면서 자율성 및 책임성도 함께 보장해 줄 수 있음

(이탈리아의 지역정부헌법 제정 방식) 이탈리아는 국가헌법 제116조에서 시칠
리아(Sicilia), 사르데냐(Sardegna) 등 지역정부의 자치권 형식과 조건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였음
그리하여 2001년 이탈리아 수정헌법 제5장(제114조～제133조)을 통해 더욱
분권화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였고, 국가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중앙정부
사무권한 이외의 권한은 지역정부에 2차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음
그 결과 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이 2차 법률 제정권(secondary legislation)으
로 명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로서 지역정부는 준연방제 형태로 주정부의
지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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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스페인 및 이탈리아 지역정부헌법 조항 대조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정부 자치기본헌법(2010)
임시조항(제1~7조)
제1권 마드리드 지역정부 기관구성(제8~16조)
제2권 마드리드 지역정부의회(제9~16조)
제2장 마드리드 지역정부지사(제17조~21조)
제3장 마드리드 지역정부 사무권한(제26~34조)
- 헌법 근거에 따라서 마드리드 지역정부의
자치기본헌법 제26조
- 지역정부 조직 및 기관구성, 운영에 관한 자
치권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창설, 폐지, 행정구역 변경 및 제한 등에 관
하여 (자치기본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조건
에 따라) 결정
- 지역정부 소소기관들의 특수성에 따른 행정
운영절차를 제정
-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지역건설 철도, 지
역도로, 고속도로 등 도로교통항만, 공익 목
적의 해양 스포츠시설 관리 등 해양관련 시
설지역 공용전기설비, 해양수, 온천 등 에너
지 생산관리 등등
제3권 마드리드 지역정부에 대한 통제(감독)(제 42~44조)
제4권 마드리드 지역정부 사법조직(제45~50조)
제5권 마드리드 지역정부 재정운영(제51조~63조)
제6권 마드리드 지역정부 자치기본헌법 개정 절
차(제64조)
보충규정

이탈리아(시칠리아 지역정부 자치기본 헌법)
서문
제1권 지역정부 조직
- 지역정부지사와 집행부 구성
제2권 지역정부기구의 기능과 역할
- 지역정부지사와 집행부 기능과 역할
- 제9조 지역정부의회 의결로 지역정부 조직
구성(지사선출 등)에 관하여 투표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3권 사법기관
- 제25조 시칠리아 지역에 소재한 최고법원은
지역정부의회가 제정한 지방정부 법률의 헌
법 적법성을 판결한다.
- 제26조 시칠리아 지역에 소재한 최고법원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칠리아 지
역정부 법률에 부합하게 제정되었는지 그 합
헌성을 판결한다.
- 제28조 정부대표는 지역정부의회가 제정한
지방정부 법률에 대하여 최고법원에 이의제
기(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권 경찰권
제5권 자산관리 및 재정운영
지역정부 자치기본헌법 개정 절차

주 : 지방정부 수준의 헌법(자치기본헌장, 자치기본조례 등)에 행･재정권, 조직인사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
여 주민의 투표로 인정을 받아 운용됨.

예를 들어, 위의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지역정부 헌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적, 역사적 배경과 지방민, 언어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례지위의 지역정부로 활동함
시칠리아 지역정부헌법 제14조는 17개 분야(농업, 임업, 토지개량, 도시개발
등) 사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또한 재정･세제상 특별권한으로 공유수면을 포함한 시칠리아 지역 소재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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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시칠리아 지역정부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이양받았으며(지역정부
헌법 제32조), 시칠리아에서 생산된 법인세는 지역정부 기관이 징수하여 귀속하
고 있음(지역정부헌법 제37조).
중앙정부는 시칠리아 지역정부에 연간 일정액의 기금을 지원하며, 이는 지역경
제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건설, 학교건립 등 공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지역정부
헌법 제38조)
또한 중앙정부는 시칠리아 섬 지역의 관세 규정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하기는 하지만, 시칠리아 지역정부와의 협의 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지역정부헌법 제39조)

(경기도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안)) 경기도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는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지역정부헌법
제정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모든 지역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기본법률 취지와 규정에 따라서, 지역정부헌법
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표 5-9] 경기도 지역정부헌법 도입 및 제정을 위한 헌법개정(안)

국가 헌법 개정에
따른 지역정부헌법
규정 조항(안)

제00조
제1항 (경기도) 지역정부(시도 자치단체)는 기본통치 규범으로서 지역정
부헌법(법규명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항 (경기도) 지역정부헌법은 국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민투표
와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3항 (경기도) 지역정부헌법은 기관구성 형태, 기관운영 원칙과 사무(기
능)수행 절차, 선출직과 임명직 지방공무원 충원, 인사관리, 보수
등 지역정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항 (경기도) 지역정부헌법을 개정할 경우 지역주민 투표권자의 1만
명 또는 지역정부의회 의원의 1/5 이상이 주민투표로 개정을 요
청할 수 있다.
계속) 제출된 개정안은 1개월 간 공개적으로 게시한 후, 2월 이내
에 국회 승인을 거쳐, 다시 1월 이내에 지역주민의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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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헌법 개정에
따른 지역정부헌법
규정 조항(안)

제00조
제1항 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무들은
지역정부헌법을 통해서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지역정부헌법으로 제정하지 않은 사무권한은 국가의 사무권한에
속한다.
제3항 지역정부에 배타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상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국회
가 제정한 법률이 지역정부 법률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경기도는 국회가 제정한 기본법률 취지와 규정을 준수하여 지역정부
헌법을 제정함
경기도는 지역정부헌법은 ⅰ) 기관구성 형태, ⅱ) 기관운영 원칙과 사무(기능)수
행 절차, ⅲ) 선출직과 임명직 지방공무원 충원, ⅳ) 인사관리, ⅴ) 보수 등 지역
정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역정부헌법은 명시적으로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무들은 지역정부
헌법을 통해서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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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ⅰ) 지역정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국내외 지역정부화 사례를 분석함
지역정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ⅰ) 지역정부의 개념, ⅱ) 지역주의 관련 이론,
ⅲ) 지역정부의 필요성, ⅳ) 지역정부의 권한, 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국내의 지역정부화 사례분석은 서울･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입법･
재정･조직･사무･감사) 수준을 분석하였음
외국의 지역정부 사례분석은 영국･스페인･이탈리아･스페인의 ⅰ)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 ⅱ) 자치입법권, ⅲ) 기관구성권, ⅳ) 자치행정권, ⅴ) 자치재정권 수
준을 분석하였음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태와 과제에 관하여 ⅰ) 법적 지위 및 ⅱ)
자치권(입법･조직･행정･재정) 측면에서 분석함
(시･도의 법적 지위의 측면) 헌법에 의해 지위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존도
가 높으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법 역시 연성적이어서
법적 지위가 취약함
(자치입법권의 측면) 시･도는 ‘법령의 법위 내’에서 소극적인 자치입법권을 행사
하고 있음
(자치조직권의 측면) 시･도는 법 이외에 지방행정기관･정원 규정 등 법 하위의
제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조직권한이 부여되어, 시･도지사의 자율적 기관형성권
이 제한적임
(자치행정권 측면) 헌법적 명시가 없고 핵심가치인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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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어, 국가사무의 연속선상으로 위임사무가 과잉한 상태임
(자치재정권 측면) 헌법 제 59조에 의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자주권’이
없으며, 국세 위주의 세입구조로 국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임

그리고 시･도의 자치권 강화의 과제는 ⅰ) 법적 지위, ⅱ) 자치권(입법･조직･
행정･재정)을 강화하는 것임
(시･도의 법적 지위의 측면) ⅰ) 헌법상의 시･도의 명시적 지위 확보, ⅱ) 지방자
치 관련 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법체계 구축(타법 우선주의 배제)을 제시함
(자치입법권의 측면) ⅰ) 시･도의 조례는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준하는 지위 확
보, ⅱ)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의 적용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자치조직권의 측면) ⅰ) 다분산적인 현행 제도개편을 통한 통일된 조직･인사
제도 구축, ⅱ) 특행기관의 제어를 위한 국회심의 및 동의절차 제도화, ⅲ) 국가･
지방공무원법 통합을 제안함
(자치행정권의 측면) ⅰ) 사무배분법 제정을 통한 국가-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의
기준 명확화, ⅱ) 국가의 배타적 고유사무에 대한 헌법적 명시를 제시함
(자치재정권의 측면) ⅰ) 시･도의 자주과세권의 보장(비율에 의한 국가-지방 간
공통세 확대), ⅱ) 지방재정관련 법안의 정비 및 단순화 등을 제시함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
은 ⅰ) (단기적 대안)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 ⅱ) (중장기적 대안)
헌법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함
(단기적 대안)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자치권이 강화된 ‘광역자치단
체’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으로 경기도는 지역정치의 주체로서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으므
로, 경기도 특례법 제정에 의한 특례를 부여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중장기적 대안) 헌법 개정을 비롯한 법체계를 완비해, 경기도에서 지역정부헌법
을 제정해 영국 등 준연방제 국가 수준의 지역정부를 구축하는 방안임
- 국가 헌법에서 도의 지위를 보장하고, 경기도는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해 지역정부를 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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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에 대한 보장 또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이와 같은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내지 비수도권의
반발이 우려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심한 상황 하에서, 경기도의 자치권이 강화
되는 지역정부에 대해 중앙정부 및 비수도권이 반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역정부화가 차등적 분권 원리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 및
비수도권을 설득해야 할 것임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는 지역마다 자치능력이 다르므로 모든 지역정부에게 일률
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기보다는, 인구나 경제･사회적 능력에 적합한 차등분권을
시행 중임
- 우리나라는 제주 특별도 및 세종 특별시처럼 소규모 광역자치단체에 특별법을 통하여 자치
권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있음

영국, 스페인 등의 중앙정부는 대도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치권을 이양함
- 영국은 경제 및 재정적 역량이 높은 주요 대도시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2011 지역주의법｣
을 제정하여,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에 2차 법률권을 이양함
- 스페인의 경우, 국가의 지역정부 기본헌법을 통하여, 수도인 마드리드 및 대도시인 카탈루
냐 지역에 지역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선정하여, 권한과 재정 이
양을 추진함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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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적 대안 : 경기도 특례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안)

단기적 대안은 경기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는 별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개별
법률을 제정한 것을 의미함
경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법 및 영국의 런던대도시법 및 스코틀랜드법과 같이,
특례법(특별법) 제정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정부를 구축하는 것임
ⅰ) 국회로 하여금 경기도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ⅱ) 경기
도 지역정부법(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임

경기도 특례법의 체계는 ⅰ) 총칙, ⅱ) 경기도의 특례법적 지위, ⅲ) 경기도의
특례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기도의 특례는 ⅰ) 자치사무와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ⅱ)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특례,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특례, ⅳ) 자치재
정 특례, ⅴ) 자치감사체계 및 자치경찰 운영 특례로 구성됨

경기도 특례법의 효율적인 제정을 위해서는 차등분권의 논리를 토대로 경기도
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중앙정
부와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각 중앙부처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는 노력을
해야 함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
도 지원단을 운영 중임
제주특별자치단의 주요 업무는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 관련 법｣의 운영･협의 및 정책과 사업의 총괄･조정, ⅱ) 제주영어교육도
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됨

그리고 경기도 내부적으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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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정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특례법(안) 제정안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수렴, 온라인으로 제안절차 등을
활용하게 되면 온라인 직접투표가 가능함

2) 중장기적 대안 :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통한 지역정부 법제화(안)

중장기적 대안은 경기도에 대한 통치의 기본원칙과 규정을 담은 경기도 지역정
부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함
경기도 지역정부헌법 제정을 위하여,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국가 헌법에
지역정부를 명시하고, 국회가 제정한 기본법률에 경기도를 포함한 시･도의 지역
정부헌법 제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해야 함

그리고 경기도는 국회가 제정한 기본법률 취지와 규정을 준수하여 지역정부
헌법을 제정함
경기도는 지역정부헌법에 ⅰ) 기관구성 형태, ⅱ) 기관운영 원칙과 사무(기능)수
행 절차, ⅲ) 선출직과 임명직 지방공무원 충원, ⅳ) 인사관리, ⅴ) 보수 등 지역
정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역정부헌법은 명시적으로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무들은, 지역정부
헌법을 통해서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지역정부헌법을 효율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연합회
인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임
경기도는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헌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
위성을 담은 지역정부헌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협의회와 국회를 설득
해야 할 것임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53

REFEREN CE

참고문헌
김동주 외(2012). 미래국토 개척과 신균형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김선기･이소영･김순은･임승빈(2010). 바람직한 광역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발전방안,
정책연구 2010-4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배(2006).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논리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총, 8,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성호(2010). 지역정부 창설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정희(2014).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연구 :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NGO연구 제11권 제2호.
김진하(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010(가을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김태일･남지민(2013). “지역주의와 선거”, 지역사회연구, 21(1), 한국지역사회학회.
손수석(1999). “신지역주의의 전개와 한국의 지역주의저책”,무역학회지, 24(3), 한국무역
학회.
안영훈(2009).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9-03,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안영훈(2018), “지역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역할 재정립을
위한 소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발표집.
안영훈(2019). 지방정부헌법 구축방안, 2019년 3월 자치포럼.
안영훈(2020) “스페인 지역정부 중심의 경찰제도 연구”, 자치경찰연구.
이기우･김순은･권영주(2009). 시･도의 법적 위상에 관한 연구용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조명래(2006). “자치시대 지역주민의 양상과 쟁점 : 신자유주의와 지역민주주의의 문제를 중
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2), 한국지역개발학회.
조성호･윤준희(2013). 세방화시대의 국가운영체계의 진단과 과제 , 기본연구 2013-03
경기연구원.

조성호･박주혁(2015a). 책임부지사제 도입방안, 정책연구 2015-108, 경기연구원.
조성호･최성환･박주혁(2015b), 광역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109, 경
기연구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2012).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채원호(2008).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구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2), 한국거버
넌스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2010). EU 지역정부 사례 연구 최종보고서.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07). Place Matters.
Committee of the Regions(2004). Strengthening regional and local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Vol. 1 and 2.
Cooke, P. and K. Morgan(2000). The associational economy: firms, regions and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Council of European,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Coulson Andrew, Ferrario Caterina(2007). ‘Institutional Thickness’: Local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Birmingham,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ume 31.3,
September 2007, pp. 591-615.
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CEMR)(1999). European section
of IULA,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Europe.
Fougerouse Jean (2008.), L’Etat régional, une nouvelle forme d’Etat: Un exemple

de recomposition territoriale en Europe et en France, Bruylant S.A.,
Bruxelles,
Keating Michael(1998). there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in Europe, in Le Galès
Patrick, Lequesne Christian(Ed), Regions in Europe, London, Routledge.
Kooiman, Jan(2000). Social Governance: Levels, Modes, and Orders of

Social-political Inter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155

K. Morgan(2000). The associational economy: firms, regions and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Marvin, Simon and Harding, Alan and Robson, Brian(2006). A Framework for

City-Regions : Germany and the Netherlands, ODPM.
Michael Keatingm(1998). “ Is ther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in Europe?”,

Regions in Europe, London, Routledg.
Pierre, Jon & Guy Peters(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Le Galès Patrick, Lequesne Christian(Ed) (1998). Regions in Europe, London,
Routledge.
Porter, M(2001). Region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In A.J. Scott
(ed.), Global city-regions :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Rouge J.(1991). Les institutions romaines, Paris, A. Colin.
Walter-Rogg Melanie et al(2007). Réforme de la gouvernance métropolitaine en
allgemagne, in Collin Jean-Pierre, Robertson Mélanie, Gouverner les

Métropoles: Enjeux et Portraits des Expériences sur Quatre Continents,
Canada, Pul (Les Presses de l’UniversitéLaval), pp. 311~347.
Warner M & Hefetz A(2002). Applying Market Solutions to Public Services: An
Assessment of Efficiency, Equity and Voice, Urban Affairs Review, 38(1),
pp. 70~89.
Wile, A. A.E.G. Jonas and D.C. Gibbs(2004). Unblocking the city: growth

pressures, collective provision and the search for new spaces of
governance in Greater Cambridge, Eng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A
36.
Wollmann, Hellmut and Bouckaert, Geert (2006). State Organisation in France
and Germany between Territoriality and Functionality, In Vincent
Hoffmann- Martinot and Hellmut Wollmann (eds.),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form in France and Germany: Divergence and
Convergence,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156∣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suggest a plan for regional government in
Gyeonggi-do, theoretical discussion on regional government and analysis
of cases of regional government in Korea and abroad are analyzed. For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regional government, i) concept of regional
government, ii) theory related to regionalism, iii) necessity of regional
government, iv) authority of regional government, and v) previous
research were reviewed. In the case of regional governmentization in
Korea, the level of autonomy (legislative, financial, organizational,
administrative, and auditing) of Seoul, Jeju, and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and provinces was analyzed. For the case
analysis of foreign regional governments, ⅰ) legal status of regional
governments, ii)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ii) authority to organize
institutions, iv)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ⅴ) level of
self-governing power of UK, Spain, Italy, and Spain were analyzed.
(Alternative 1 : Legislation of regional government through special law)
Gyeonggi-do needs to establish a regional government by adopting
special laws enactment method such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London Metropolitan City Act and Scotland Act. It is
necessary to have the National Assembly enact a law on special cases
in Gyeonggi-do, or ii) have the National Assembly enact a regional
government law (draft) in Gyeonggi-do. The system of Gyeonggi-do
special laws needs to consist of i) general rules, ii) special legal status
of Gyeonggi-do, and iii) special cases of Gyeonggi-do. In particular,
Gyeonggi-do's special cases include: i) special cases related to
self-governing affairs and autonomous organizations, ii) special cases
Abstract∣157

related to personnel system and autonomy in operation, iii) special cases
for the transfer of office work by special reg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iv) special cases for self-governing finance, and v) autonomy. Consists
of audit system and special cases for autonomous police operation.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Gyeonggi-do Special Act
Legislation

Review

Committee>

(tentative

name)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n parallel with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opinions of Gyeonggi-do residents. For
revising this special law, online direct voting is possible by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and using online proposal procedures.
(Alternative 2 : Legislation of regional government through reg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enactment) To enact the Gyeonggi reg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recogniz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 Province.
All regional governments should come up with regulations so that they
can enact regional government co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regulations of the basic law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Gyeonggi Province enacted the constitution of the regional
government in compliance with the purpose and regulations of the basic
law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Gyeonggi-do, the constitution
of the regional government includes: i) organizational structure, ii)
institutional operation principles and procedures (functions), iii)
recruitment of elected and appointed regional public officials, iv)
personnel management, and v) remuneration. There is a need to defin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at affairs not explicitly stipulated by the
national authority in the reg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can be
exercised by the authority through the reg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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