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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문 취지에
적합한 해석과 사업 수행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
고 있는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
문 취지에 적합한 해석과 사업 수행 필요
-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단체의 성격,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인식･의사 등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여 권장사업
여부를 판단할 필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
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가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
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질 제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실효성 확보
-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내부적 통제장치의 필요성 등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위원회의 심의의견에 구속
되도록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독립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였을 때 임명권자의 영향력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게 하거나 최소
한 동일하게 법정할 필요 있음

i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전문성 확보
- 위원회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법상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공정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있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기준과 절차 등을 법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도
있음

키워드 보조금, 조례, 지방재정법, 법률우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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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방재정법 제17조의 해석 가이드라인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가능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추상성으로 인해 다수
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관해 실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상황

2) 연구의 목적
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한계를 고찰하고, 조례 해석을 위한 적법요건 검토
지방자치 25년간 축적된 대법원 판례 및 행정기관 해석례 등 유권해석 선례들
의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한계를 고찰하고 보조금
지급 실무상 활용 가능한 적법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선행 유권해석사례의 검토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 실무상 실제 활용 가능한 적법요건을
법리적･정책적 측면에서 검토･제시

제1장 서론∣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유권해석선례의 전수 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작된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
재정법 제17조(구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법
적 분쟁 내지 법제처 질의를 분석 대상으로 함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 법률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며, 그중에서도 지방재정법 제17조, 동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등을 중심으로 함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사업 현황 조사, 보조금 지급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관련 유권해석선례를 사법부 해석례(대법원 판례)와 행정
부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유권해석선례의 심층적
내용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례 제정의 법적 기준 제시 등임

2)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본 연구는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
는바, 이를 위해서는 선행 연구, 법제 및 해석례 검토를 위한 문헌연구가
그 중심이 됨
(자문회의) 헌법 및 행정법(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각 분야 외부 법률
전문가 활용 및 수시 자문회의 실시
(사례연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선행
유권해석사례의 심층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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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연구설계) 연구진 회의를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함
- (현황조사)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 사업 현황과 예시를 조사함
- (사례분석)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조례에 대한 사법
적 해석례와 행정적 해석례를 조사하고 기준별로 분류하며, 사례분석을 실시함
- (정책제언 도출) 연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후 정책제언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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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조례의 현황
1. 지방보조금 지급 조례 현황
1) 지방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2-1] 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자료 :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2호, 2021.7.13. 시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중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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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동년 7월부터 시행 중임
- 동법의 제정이유에서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원칙, 관리,
운영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에 지방보조
금 관리와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자 한다
고 법 제정의 목적을 명시함
- 동법 제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
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동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절차, 지방보조사업 수행, 보조금
관리, 반환과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음2)
- 동법 제2장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에 대해 시･도비 기준보조율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신청과 결정, 교부 조건, 결정 통지 등 절차 전반을
규정함
- 제4장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 사업의 내용
변경이나 인계, 수행 상황 점검, 실적 보고, 회계감사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6장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재 등 각종 제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동법의 제정으로 보조금 관리의 체계화와 부정수급 방지 기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3)
- 동법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던 내용을 이관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관리와 같은 체계로 지방보조금 체계를 구성하여 보조금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있음
- 또한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근거를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7.13. 시행) 제정･개정이유.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7.13. 시행).
3) 류영아(20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29호,
9-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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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
칙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할 것, 지방보조사업자의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출할 것,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것,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을 따르는 법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
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 시행).

- 동 예규에서는 이외에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에 관한 내용, 지방보조금의
사용,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 및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및 지방자치단
체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를 위한 기준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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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와 관련하여, 동 훈령 [별표 3]에서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혹은
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경비를 대상으로 보조금 총액한도 내에서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대상 및 운영 방식, 한도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음
[표 2-3]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영방식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한도 산정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
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14호, 2021.11.3. 시행) [별표 3] 내용을 재
정리함.

2) 지방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집
행,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
조율,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 보조
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시･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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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는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기준보조율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시군에 대해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비율로,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
[표 2-4]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기준보조율 범위

분야

30~70%

보건･사회, 도로･교통

30~50%

산업･경제, 상하수･치수, 청소･환경,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소방,
일반행정

자료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기도 조례 제7271호, 2022.1.3. 시행).

3) 지방보조금의 종류
지방보조금의 종류 및 예산과목별 분류
지방보조금을 보조 대상에 따라 공공단체에 대한 보조와 민간에 대한 보조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단체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함
- 민간 보조는 민간부문의 각종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함
- 각 유형별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음
[표 2-5] 지방보조금의 종류
구분
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지방보조금의 종류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
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자료 :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 개정).
주 : 공공단체 보조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를 의미하며, 민간 보조는 법인 또는 단
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함.

지방보조금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해 보면 경상이전과 자본지출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상이전(300목)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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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되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
사사업보조 등이 포함됨
- 자본지출(400목)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포함되며, 민간부
문에 대해서는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포함됨
[표 2-6] 지방보조금의 예산과목별 분류
경상이전(300목)

자본지출(400목)

자치단체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자료 : 류영아(20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NARS 현안
분석 제229호, 4면.

지방보조금의 유형을 보조 대상과 재원의 성격, 사업목적 등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공공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는 보조금이 당해연도에 소비되는지, 혹은 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지에 따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눌 수 있음
- 경상보조는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조를 의미하며,
자본보조는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해 제공되는 보조를 의미함4)
- 사업목적별 구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민간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
수업계보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대상, 재원의 성격, 사업목적 등 유형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의미와
분류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음

4) 경기도(2022). “2022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매뉴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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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지방보조금의 유형
유형화 기준

의미

분류대상

대상

지원대상이 공공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에
따른 구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재원의 성격

지원대상이 당해연도에 소비되는
재원인지, 재산으로 축적되는 재원인지

경상보조, 자본보조

지방보조사업 관리기준 상의 분류

민간사업보조(경상, 자본),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사업목적

자료 : 윤태섭･이삼주･김성주(2016). “지방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1호, 165면.

4) 지방보조금 지급 규모
지방보조금비율
시도별 지방보조금비율
- 지방보조금비율은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교부액의 비율로 산정되며, 이 때 교부액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의 합으로 산정됨5)
-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2-8]과 같음(기준연도 2020
년,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준)
- 2020년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액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10.17%)이며, 가장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4.11%)임

5)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s://lofin.mois.go.kr”(2022.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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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지방보조금의 예산과목별 분류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교부액(A)

세출결산액(B)

서울

3,919,517

65,287,095

교부액 비율
(A/B)×100
6.0

부산

927,339

22,544,126

4.11

대구

798,405

16,218,484

4.92

인천

1,318,256

17,389,642

7.58

광주

857,412

10,147,638

8.45

대전

580,742

8,920,248

6.51

울산

314,235

6,780,487

4.63

세종

97,450

1,552,731

6.28

경기

3,372,977

78,152,100

4.32

강원

1,085,387

18,818,536

5.77

충북

742,847

15,181,349

4.89

충남

1,021,654

21,484,377

4.76

전북

1,040,955

20,446,593

5.09

전남

1,367,430

25,451,129

5.37

경북

1,399,321

29,878,655

4.68

경남

1,241,988

28,781,803

4.32

제주

558,769

5,496,047

10.17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s://lofin.mois.go.kr”, 지방재정 통합공시 항목별 현황(2022.1.4. 검색).

2. 보조금 지급 사업 예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명시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 예시를 검토함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 예시를 검토하고자 함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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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사업에 관한 정보는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법령정보시스템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령과 조례를 확인하였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중 지방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을 선별하여 법령정보시스템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음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시내) (자체/직접)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한시적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됨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비수익･적자 노선
에 대한 적자액을 일부 추가 지원하는 것임
본 사업의 추진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 관리 조례｣에서 찾을 수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상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
- 동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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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서는 도지사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함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남･녀 구분 화장실
및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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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추진계획 등을 정리하
면 다음 [표 2-9]와 같음
[표 2-9]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사업
구분

내용

사업목적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한시적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운영 도모

사업기간

2022-01-01~2026-12-31

총사업비

22,000,000,000원

사업규모

도내 시내버스 업체

사업내용

시내버스 비수익･적자 노선 적자액의 일부 추가 지원 등

지원형태

10(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30, 시군비 70(부담금)

사업위치

-

시행주체

경기도

추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추진경위

-

추진계획

적자노선지원금 산정분석 및 집행계획 수립 : ’22.3~9월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s://lofin.mois.go.kr”, 지방재정 통합공시 항목별 현황(2022.2.7. 검색).

- 2022년도 본 사업의 소요재원으로는 현재 시도비 436억 원이 책정되어 있음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국비/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도내 대기질 개선을 목적
으로 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
는 것으로, 지원은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음
본 사업의 추진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서 찾을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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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
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
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적
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추진계획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0]과 같음

20∣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표 2-10]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질 개선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6,820대(승용 10,100대, 버스 1,420대, 화물 5,300대)

사업내용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지원형태

20(자치단체 보조)

지원조건

국비정액

사업위치

수원시 등 31개 시･군

시행주체

시군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추진경위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대기질 개선

추진계획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s://lofin.mois.go.kr”, 지방재정 통합공시 항목별 현황(2022.2.7. 검색).

- 2022년도 본 사업의 소요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3천 1백 58억 6천만원이, 시도비는
2백억 5천 5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음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기금/지원)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체계
를 구축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수질보전 홍보와 교육,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사업, 오염물질 배출 감
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업임
본 사업의 추진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에서 찾을 수 있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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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에서는 수질 관리 및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도지사의
사업비 혹은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추진계획 등을 정리하
면 다음 [표 2-11]과 같음
[표 2-1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강화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상수원 수질보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한강수계위원회 사무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계획에서 정한 민간단체수질
보전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총액에서 매년 배분비율에 따라 사업비 배정

사업내용

- 수질보전 홍보, 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 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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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내용

지원형태

20(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기금 100%

사업위치

-

시행주체

시･군

추진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
동 지원)

추진경위

-

추진계획

지원사업 공모-사업계획서 제출-심사위원회 심사-사업선정-사업협약 체결지원금 지급-중간평가-정산 및 최종평가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s://lofin.mois.go.kr”, 지방재정 통합공시 항목별 현황(2022.2.7. 검색).

- 2022년도 본 사업의 소요재원으로는 기금보조금 1억 8천 3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음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자
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자체/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
무하는 진료업무 대행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진료손
실금을 보존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함
본 사업의 추진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
보건법｣에서 찾을 수 있음
-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며,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보건의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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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보 및 이와 관련한 시책 추진과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
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동법 제6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6조 제2항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
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
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
요한 비용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
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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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
태 및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추진계획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2]와 같음
[표 2-12]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의료취약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 진료업무 대행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안정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개소

사업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진료손실금 보존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역할 제고

지원형태

20(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도비 50%, 군비 50%

사업위치

연천군 보건의료원

시행주체

연천군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2항, 지역보
건법 제24조

추진경위

-

추진계획

-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s://lofin.mois.go.kr”, 지방재정 통합공시 항목별 현황(2022.2.7. 검색).

- 2022년도 본 사업의 소요재원으로는 시도비 10억 3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5)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정보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자체/직접)
정보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사업은 정보취약계층에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보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국인과 이주민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다문화인의 사
회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은 도비로 이루어짐
본 사업의 추진근거는 ｢도서관법｣과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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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을 수 있으며,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 혹은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도서관법 제4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도서관이라는 공공기관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
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
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
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또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6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제26조 제12항에서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6조(독서문화진흥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직장･지식소외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추진계획 등을 정리하
면 다음 [표 2-1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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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정보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정보취약 및 다문화기관 50개소

사업내용

다문화인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국인과 이주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다문화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원형태

25(민간보조)

지원조건

도비 100%

사업위치

도내 정보취약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시행주체

경기도

추진근거

도서관법 제44조,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6조

추진경위

-

추진계획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모집 공고 : ’22.1~2월
지방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선정 : ’22.3월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실시 : ’22.4~12월
사업 완료/정산 보고 : ’22.12월 / ’23.1월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s://lofin.mois.go.kr”, 지방재정 통합공시 항목별 현황(2022.2.7. 검색).

- 2022년 본 사업의 소요재원으로는 시도비 1억 5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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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조금 지급 조례의 해석사례 유형 분석
1. 분석 대상 선정
사례 검색 방법
본 연구의 사법적 해석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검색 기능을 통해
수행됨
- 관련 판례의 검색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된 1995년부터 관련 판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2020년까지로 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상세검색을 활용하여 확보된 관련판례들
가운데 ① 지방재정법 17조 (1996년 이전은 14조)를 선고에 참조하고 있으면서 ②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쟁송일 경우로 한정함
- 아울러 본 연구는 ③ 사건부호 ‘추’의 경우로 분석 대상을 제한함
- 이는 사건번호 ‘추’가 의미하는 기관 소송 관련한 사례들을 의미하기 때문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행정적 해석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의 검색기능을 통해 확인하였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행정적 해석례의 사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재정법
을 검색하여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를 검색하여, 이를 참조한 법령해석례를 바탕으
로 하였음

검색 결과
상기 방법을 통해 검색한 본 연구의 사법적 해석례 분석 대상은 총 12건이며,
행정적 해석례는 총 11건임. 아울러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의 [표 3-1] 및 [표
3-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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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0.25

97.03.28

04.04.23

06.10.12

08.06.12

09.10.15

09.12.24

1

2

3

4

5

6

7

2008추87

2008추32

2007추42

2006추38

2002추16

96추60

96추107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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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연번

원주 혁신도시 주민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강원도 정선군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조례안 무효확인 사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경기도 하남시 행정심판청구 지원조례 사건

인천광역시 장학기금 출연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등에 관한 사건

사건명

원주시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의회

정선군의회

원주시장

인천광역시장

정선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인천광역시
시의회

피고

하남시의회

당사자

하남시장

내무부장관

원고

※ 기간: 1995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총 13건 (2022년 1월 16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검색결과
※ 연번은 선고일자 순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지방의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표 3-1] 분석대상 - 사법적 해석례

선고일자

12.05.24

13.04.11

13.05.23

16.05.12

17.09.21

연번

8

9

10

11

12

[표 계속]

화천군 관내 고교생 교육비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서울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의결 무효확인 사건
울진군민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2012추
176

2013추
531

2016추
5186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2011추
117

2012추22

사건명

사건번호

안성시의회

울진군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화천군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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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울진군수

행정안전부 장관

화천군수

인천광역시장

원고

당사자

08.09.01

09.03.12

10.09.17

11.12.08

12.06.01

14.09.30

14.10.29

14.11.19

16.06.16

17.11.27

18.04.02

1

2

3

4

5

6

7

8

9

10

11

18-0023

17-0514

16-0191

14-0685

14-0637

14-0442

12-0289

11-0581

10-0299

08-0434

08-0170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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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연번

[표 3-2] 분석대상 - 행정적 해석례

지방 연구소에 대한 기부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질의

지자체간 공동사업에 있어 보조금지급 근거 관련 질의

지역 노동단체 운영비 교부 가능여부 질의

지역 장학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지자체 학교이전 사업 관련 경비 지원 가능여부 질의

지자체장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원가능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 관련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여부 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립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질의

지자체의 사립학교 지원 및 운영 가능여부 질의

국립대학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가능여부 질의

공무집행 중 형사소추된 공무원의 소송비 지원 가능여부 질의

사건명

경기도

거창군

노동부

교육부

교육부

익산시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교육부

교육부

경기도

질의 주체

※ 대상: 총 11건 (2022년 1월 16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결과
※ 연번은 법원 답변일자 순

2. 분석 기준 및 결과
1) 분석 기준
상기의 사법적/행정적 해석례를 구분하는 기준은 앞선 장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7조 각 항을 기준으로 함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및 보조금 지급
에 엄격한 기준을 두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외적
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조례를 통한 지원금
지급을 가능케 하고 있음
-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②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것인지 여부
-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에 대한 여부
- ④ 보조금 지출이 없을 시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체단체 권장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 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이에 본 장은 상기 다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사례가 각각 어떠
한 항목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자 함

2) 분석 결과
사법적 해석례
앞서 설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12개 사법적 해석례
에 대한 분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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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5

1997.03.28

2004.04.23

1

2

3

2002추16

96추60

96추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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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연번

[표 3-3] 분류 결과 - 사법적 해석례

결과

위법

위법

위법

판결 내용

Ÿ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급 조례는 위법하
다는 판결
Ÿ 이는 평등권 위반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기
부･보조이며, 지방자체단체 권장사업에 해당하지도 않음.

Ÿ 경기도 하남시가 당해 주민들의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
Ÿ 이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의 기부･보조에 해당

Ÿ 서초구가 지자체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한 연구
단체인 서초구의정회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아
니라고 결정한 판결.
Ÿ 단체의 목적 및 사업의 추상성과 포괄성은 의정회의 활동이 지자
체 권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키 어렵게 한다는 점이
고려됨.

④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해당 여부

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등에 한하여 개
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
능한지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해당 여부
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등에 한하여 개
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
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17조 관련 쟁점

※ 연번은 선고일자 순

선고일자

2006.10.12

2008.06.12

2009.10.15

2009.12.24

연번

4

5

6

7

[표 계속]

2008추87

2008추32

2007추42

2006추38

사건번호

적법

Ÿ 인천광역시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이 적법하다는 판결.
Ÿ 이는 해당 지역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
하는 주민이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지원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특정 기부에 해당하지 않음.

적법

적법

적법

Ÿ 강원도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
Ÿ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주민 복지증진에 해당
하기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요지.

Ÿ 원주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혁신･기업도시 주민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2천
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Ÿ 이러한 자금지원은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등의 법률 규정에 근
거한 것.
Ÿ 인천광역시 중구의 수도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재정적 지원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Ÿ 지하수 개발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자체가
권장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

결과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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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에 대한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해당 여부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에 대한
여부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에 대한
여부
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한지 여부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17조 관련 쟁점

2012.05.24

2013.04.11

2013.05.23

8

9

10

2012추176

2012추22

2011추117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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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연번

[표 계속]
결과

위법

적법

위법

판결 내용

Ÿ 인천시가 공무상 병가,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
원 중 선발된 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Ÿ 법령 외의 보수 등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44조 등을 고려할
때, 위로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개인에 대한 공
금 지출에 해당.

Ÿ 화천군이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관련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Ÿ 이는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해당하며 농어촌지역 특별법 제23조
의 지원금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Ÿ 서울시 퇴직공무원 및 서울시 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
인 서울시 시우회 및 서울시 의정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는 위법이라는 판결.
Ÿ 보조금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의 권장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인 단체의 성격,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
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

④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해당 여부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에 대한
여부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에 대한
여부
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17조 관련 쟁점

선고일자

2016.05.12

2017.09.21

연번

11

12

[표 계속]

2016추5186

2013추531

사건번호

결과

적법

적법

판결 내용

Ÿ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울진군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공요금 지원은 적법하다는 판결.
Ÿ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공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Ÿ 안성시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Ÿ 이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37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한
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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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에 대한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해당 여부

③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에 대한 여
부
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17조 관련 쟁점

1995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 이뤄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와 관련
한 사법적 해석례 1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총 12건의 사법적 해석례 가운데 적법판결은 7건이며, 위법판결은 5건임.
- 또한 판례들 가운데 지방재정법 17조를 참조했는지 여부에 있어서 ①(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판결은 5건, ③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
에 대한 여부를 고려한 판결은 4건, ④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고려는
5건, 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는 4건이 해당되었음.

행정적 해석례
다음으로 본 연구의 11개 행정적 해석례에 대한 분류를 실시한 결과는 다
음의 [표 3-4]에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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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2008.09.01

2009.03.12

2010.09.17

연번

1

2

3

10-0299

08-0434

08-0170

사건번호

[표 3-4] 분류 결과 - 행정적 해석례
결과

적법

적법

위법

판결 내용

Ÿ 경기도가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국립대학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해당 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의견.
Ÿ 상위 법률에 근거 조항이 있으며 국고보조재원으로 이루어진 사업
에 해당.

Ÿ 경기도가 그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
사소추 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법
하다는 법원 의견.
Ÿ 이는｢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이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Ÿ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립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의견.
Ÿ 사립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자금 출연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
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제3장 보조금 지급 조례의 해석사례 유형 분석∣41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인지 여부

지방재정법 17조 관련 쟁점

※ 연번은 답변일자 순

2011.12.08

2012.06.01

4

5

12-0289

11-0581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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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연번

[표 계속]
결과

적법

위법

판결 내용

Ÿ 도립대학 설립･운영･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 지원에 대한
충청북도의 질의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건.
Ÿ 도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은｢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17
조의 지원사업에 해당한다는 것.

Ÿ 지자체가 ｢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기관 : 농수산식품
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의견.
Ÿ 해당 사안의 쟁점은 마사회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Ÿ 이를 판단하기 위해 마사회 업무의 내용, 영역, 시행방식 및 수입
주체를 살펴본 결과, 마사회의 업무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경마사업 역시 지자체에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며, 그 수입 역시 지자
체가 아닌 마사회에 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
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Ÿ 또한 마사회 사업의 사행적 성격 역시 판단의 기준이 됨.
④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해당 여부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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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2014.09.30

2014.10.29

연번

6

7

[표 계속]

14- 0637

14-0442

사건번호

결과

위법

적법

판결 내용

Ÿ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야상동물 연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
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의견.
Ÿ 구체적으로 동법 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
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고 규정한 바,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지원주체로 확대해석
할 여지가 없다는 것.

Ÿ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의견.
Ÿ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
군･자치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
정｣ 제2조에서 다양한 경우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Ÿ 교육경비보조규정 역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군･자
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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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지 여부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인지 여부

①(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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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2016.06.16

8

9

16-0191

14-0685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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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연번

[표 계속]
결과

위법

위법

판결 내용

Ÿ 지역 사단법인 장학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는 법원 의
견.
Ÿ 광주시 동구는 지역 장학회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지
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재정법
｣ 제32조를 근거 규정으로 고려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는 장학회
와 같은 사단법인 대한 보조금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또한
지방대학인재법 역시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포괄적 추상적･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는 것.

Ÿ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자체는 국가
시책에 협조하고, 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동단체 운영 경비를 지원
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에 법원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
Ÿ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는 지자체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지역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추상적 규정이며, 노사관계발전법 제3
조 역시 지역 노사민정으 협의회 설치를 위한 규정으로 지역노사
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교부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여타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 교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

①(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지 여부

①(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17조 관련 쟁점

답변일자

2017.11.27

2018.04.02

연번

10

11

[표 계속]

18-0023

17-0514

사건번호

Ÿ

Ÿ

Ÿ

Ÿ

Ÿ

판결 내용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경
상남도 조례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근거가 있음
에도, 거창군 역시 조례로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는 법원 의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
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지자체는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는 바, 비록 상위 행정기구가 조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하위 행정구역 보조금 지원사
업에 대한 지출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것.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
아 설립된 연구소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의견.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는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연구소들이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
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인･허가라는 행정처분을 매개로 설립되는
것이기에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
이는｢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
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위법

위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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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한지 여부

①(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17조 관련 쟁점

1995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 이뤄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와 관련
한 행정적 해석례 1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총 11건의 행정적 해석례 가운데 적법판단은 4건이며, 위법판단은 7건임
- 또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적 해석례에 비해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정적 해석례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현행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및 판단이 사례의 다수를 차지
-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상위 법률의 구체성, 명시성 등이 적법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
- 구체적으로 ①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9건,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인지 여부관련 사례가
2건, ④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해당 여부인지 관련이 1건, 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한지 여부 관련이 1건임

3. 분석 결과 검토
상기의 사법적/행정적 해석례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법 17조
의 각 항목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자체를 통한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는
상위 법률의 구체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됨
- 14-0442 행정례를 살펴볼 경우,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환경
부장관” 과 “시･도지사”가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석하면서 “시장･군수･
구청장” 등을 지원주체로 확대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또한 14-0191 및 14-0685 행정례를 살펴볼 경우, 보조금 지급의 쟁점이 되었던 노사관
계발전법 제3조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32조와 같이 포괄적, 추상적,
선언적 성격의 법률안이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힘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상위 법령의 목적이 지자체 주민의 전반
적인 복리 향상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함
- 2006추38이나 2008추32 사법례를 통해 살펴볼 경우,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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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강원도 정선군 및 원주 혁신도시 주민들 일반에 걸쳐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에 해당하는 기부 및 보조금일 경우 법률 적용의 해석을 보다 넓게 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음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인지 여부
법률을 통해 보조금 제한 규정 및 지방의회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가 존재함
- 14-0637 행정례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통해 시･도의 교육･여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을 통해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음. 아울러 각급 학교의
교육 설비에 있어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지정해 두었는데, 이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인 학교 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경우에도 “학교 시설의 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
정의 개발”로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음

08-0170 행정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을 근거로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주체로서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및 협의를 주문
- 즉, 대학교육 및 학예와 관련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무로서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재원의 지원･보조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초지자체의
경쟁적 보조금 지출이 지방의 건전재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밝히면서 지방 보조금의 범위나 재정지원 수준 등에 대하여 정책결정자들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에 대한 여부
상기 사례들 가운데 조례를 통해 용도가 지정 및 제한된 기부금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례가 적법사례로 판단되었음
- 사법례 2007추42, 2008추32, 2012추22, 2013추531, 2016추5136이 이에 해당
- 구체적으로 일반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즉 인천시민
일반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2007추42), 원주혁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2008추32), 화천군 학생 일반에 대한 수업료 지원(2012추22), 울진군 원자력발전소
피해주민들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2013추531),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2016추5136) 등은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고 목적이 주민 일반의 복리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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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률에도 위배되지 않기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목적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사례로 판단
- 사법례 2011추117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 조례안 규정에 따라 공무상 휴병가를 경험하는
인천지역 소방공무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지방공무원법
44조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바,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위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
이 존재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해당 여부
보조금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의 권장사업 여부 판단은 대상인
단체의 성격, 사업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제시함
- 2012추176 사법례를 통해 살펴볼 경우 ① 서울시 시우회라는 회원제 단체의 친목성,
② 단체 목적의 포괄성과 성과 예측의 불가능성, ③ 보조금 지급 관련 조례안의 비구체성,
④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⑤ 아울러 지방자치단
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권장사업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됨
- 2002추16 사법례 역시 서초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연구단체인 서초구 의정회의
사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점을 근거로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림
- 12-0289 행정례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마사회 사업이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특정 지자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 영역도 전국에 걸쳐 있고, 사업 역시 지자체
위탁이 아닌 직접 시행 방식이며, 수입 역시 마사회에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권장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지자체 권장사업 여부 판단에는 해당 단체 사업의 결과 뿐 아니라 본질적
성격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임
- 즉, 상기 사례에서 마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창출 및 경제 활성화, 해당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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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에 도움이 될지라도 이는 기관사업의 부수적 결과에 해당할 뿐 그 본질은 게임진흥
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행성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자체 권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한
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05-0109 해석례 참조)
- 상기 취지로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으로서
동법 제2항 제1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해당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 일례로 18-0023 행정례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법 42조를 근거로 설립된 연구소들의
경우에도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라는 행정처분을 매개로
설립되는 기관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다만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일 경우 보조금 지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함
- 예컨대 사법례 2007추42나 2013추531의 경우 특정 공공단체 및 기관이 아닌 개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지역 주민 전반에 걸쳐 있으며, 그 목적이
주민 생활 개선과 같은 공공복리에 해당할 경우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나 원자력발전
소 설립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음

시사점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사법적 해석례와 행정적 해
석례의 주요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사법적 해석례와 행정적 해석례를 전수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
체를 통한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 법률의 구체성이
판단 기준이 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향상에 법률의 목적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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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보조금 제한 규정 및 지방의회 통제
절차가 법률에 마련된 경우에 보조금 지급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함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은 대체로 적법사례로 판단되었으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사례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단체의 성격, 사업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
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고려함
-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일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

50∣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04
보조금 지급 조례의
적법요건 검토
G

1. 유권해석사례의 기준 및 경향성

y
e

2. 보조금 지급 조례의 적법요건

o

3. 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한계

n
g
g
i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제4장

보조금 지급 조례의 적법요건 검토
1. 유권해석사례의 기준 및 경향성
1) 주요 사법적 해석례 분석
(1) 인천시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사실 관계
피고(인천광역시의회)는 2011. 9. 29.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2011. 10. 4. 원고(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함
피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
(위로금 지급) 시장은 공상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
하여 공무상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조례안에서 정한 위로금의 일일단가로 계산한 위로
금을 지급함 (조례안 §9 내지 §13 등)
※ 가장 높은 계급인 소방령 42,230원, 가장 낮은 계급 소방사 29,480원 등 일일단
가 단계적 책정

판결 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공무상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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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 지급하는 내용의 당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44④에 반함
지방재정법 §17①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님

판결 이유
(지방공무원법 §44④ 위반) 당해 조례안 위로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
질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시 소속 소방공무원 일반에게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양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
- 지급방법도 요양기간 동안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높은 계급일수록 높은 일일단
가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지방재정법 §17① 위반) 이 사건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17①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사정도 없
음
- (§17①단서 1호 해당되지 않음) 지방자치법 §9②1호 마목, 2호 가목 및 다목,
6호 나목을 보더라도, 위로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17① 단서 제1호 소정의 ‘법률
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17①단서 2, 3, 4호에도 해당되지 않음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2) 인천시중구 지하수이용주민 지원조례 사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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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피고(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2008. 10. 27.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
용 주민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
원고는 2008. 11. 17.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함
피고는 2008. 11. 25.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은 확정됨

조례안의 주요 내용
(목적) 관내 수도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 목적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도가 미설치
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4)
(지원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비와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지원 (§5)

판결 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아님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17 및 동법 §3 등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이유
(지방재정법 §17①4호 해당) 지방재정법 §17조① 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
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 §17①단서 4호의 세부항목 중 ‘필수성’ 요건 해당성 및 ‘권장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론 도출한 판결
- (권장사업 해당) 각종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급수 시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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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수시설을 완비하여
국민들이 이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 권장사업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적 판단은 없음
- (사업수행 불가능) 지하수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을 주민 개인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지하수 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

지하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②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3) 원주시 혁신도시주민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사건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사실 관계
피고(원주시의회)는 2008. 6. 5.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
민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원주시장)에게 이송
원고는 2008. 6. 27. 이 사건 조례안 중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
피고는 2008. 6. 30. 위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
였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
(목적) 원주 혁신도시 및 원주 기업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
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함을 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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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혁신･기업도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혁신･기업도시 주민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6
2호)
시장으로 하여금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의 수익금으로 혁신･기업도시 주민지
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주민생계회사에 향후 5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기금을 각각 지원하도록 함 (§7①)

판결 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아님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6 2호 및 §7①
등은 지방재정법 §17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 이유
(지방재정법 §17①1호 해당)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건설에 따라 발생한
이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은 혁신도시법 §47의2, 기업도시법 §14 등
의 지원 대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
법 §17①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 결국, §17①단서 2, 3, 4호 판단은 요하지 않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
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
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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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선군 셋째자녀 양육비 지원조례 사건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사실 관계
피고(정선군의회)는 2006. 4. 25.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정선군수)에게 이송
원고는 2006. 5. 15.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요구
피고는 2006. 6. 13.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은 확정됨

조례안의 주요 내용
(목적) 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 지원 목적 (§1)
(재원) 군비로 확보 (§3)
(지원대상)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군 관내에서 출생한 자에 한하되 셋째
이후의 출생 자녀 모두 지원 (§4)
(지원규모) 매년 지원대상 자녀 1명당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예산사정 등
을 참작하여 현금 지급 (§11)
(지원기간) 12세까지, 친권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군 관내를 벗어난 지역으
로 전출할 때 지원대상자격 상실 (§12)

판결 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아님
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58∣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판결 이유
지방재정법 §17① 1호 해당되므로 동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의 ‘아동･소년･부녀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는 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한 시책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등
※ 그 외, 구 지방자치법 §99･§118, 구 지방재정법 §5･§38, 동법 시행령 §32에도 위배되
지 않음
※ 결국, §17①단서 2, 3, 4호 판단은 요하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
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서울시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 사건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사실 관계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2001. 10. 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
구의정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
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에게 이송
원고는 2001. 10. 27. 이 사건 조례안 중 의정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원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3조) 등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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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함
- (원고의 재의요구 이유) ①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위반, ②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
위반, ③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결을 하고
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

피고는 2001. 12. 21.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서 이 사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됨

조례안의 주요 내용
(구성) 의정회는 서초구의회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 (§2①)
(사업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발전･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 조사 연구,
② 의정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의정 홍보, ③ 서초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복지증진 방안 연구, ④ 그 밖에 이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3①)
(경비보조) 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3②)

판결 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진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

판결 이유
(쟁점 정리) ① 서초구의정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공기관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구 지방재정법 §14(현 §17)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기부･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쟁점①: 공공기관 아님)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
정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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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 광범위
하여 어떠한 활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
- 구청장인 원고가 재의요구 및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회가 영위하려는 사업이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공공기관 해당 요건(구법 시행령 §24①):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일 것, ②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져야 할 것

(쟁점②: 각호 해당사항 없음)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음
- 구 지방재정법 §14① 4호(현 §17① 4호)에 해당되지 않음
- 즉, ① 의정회 사업이 서초구 권장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② 회비 징수 등의
방법으로 목적 사업 수행 가능(보조금 없이도 사업 수행 가능)
※ §17①단서 4호의 세부항목 중 ‘필수성’ 요건 해당성 및 ‘권장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론 도출한 판결
※ 의정회 추진사업 경비보조가 §17①단서 1, 2, 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

2) 주요 행정적 해석례 분석
(1) 지방자치단체의 한국마사회 재정지원 사건 (법제처 2012. 6. 1.
회신 12-0289 안건)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방재정법 §17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
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
당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17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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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쟁점 정리) 마사회가 지방재정법 §17②의 적용대상이 되는 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②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18 및 §19에 따라 동법상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함 (지방재정법 §17②1호)

(쟁점①: 소관사무 아님) 마사회의 사업 내용, 업무 영역, 사업시행 방식
및 수입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마사회의 업무는 특정 지방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없음
- 한국마사회법 §36･§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①2호 참조
※ 신규 경마장 설치 지역의 지자체의 세수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그 밖의 해당
지자체 개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규경마장 유치를
통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임

(쟁점②: 권장사업 아님) 마사회의 경마사업은 “사행성게임물”로서 마사회
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마사회의 경마사업 역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등 경마사업을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다목

(예외조항 엄격 해석) 지방재정법 §17에서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재정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조항은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
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동법 §1(목적) 및 §3①(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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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 라. 생략)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가. ~ 마. 생략)
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4. 경마장 내 간이체육시설 및 시민위락시설의 설치･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 11.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 비용지원 사건 (법제처 2009. 3. 12.
회신 08-0434 안건)
질의 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아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7①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
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음

판단 이유
고등교육법 §7①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
든 지방자치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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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7①에서의 지방자치단체란 대학에 대한 지원･보조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
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립학교의 설립･경영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
체)를 의미하는 것 아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
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고등교육법 §18①, §19②, §42①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의미함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하는 행위임
-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법령 해석상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17
①1호)
- 고등교육법 §7①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사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됨
- 동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대학에 재정지원은
당연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자치사무, 지방자치법 §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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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
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
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로 구분한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다.
제19조(학교의 조직)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
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형사소송

비용지원

사건

(법제처

2008. 9. 1. 회신 08-0170 안건)
질의 요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가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아님
원칙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
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
용으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
자치법 §9(지자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동법 §22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17①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 방법이나 내용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

제4장 보조금 지급 조례의 적법요건 검토∣65

판단 이유
(비용지원 취지)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비용지원 가능)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 1회에
한해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지방자치법 §9②1호 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인 점, 둘째, 그 제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22상에
서 언급하는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지방자치법 §9②1
호 마목에 근거한 이상 지방재정법 §17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이 그 이유임

(주의사항) 비용지원 시 다음의 사항 규정 필요
- ① 비용지원 대상인 범죄 종류 제한, ② 수사단계 지나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지원은 특별한
사유 필요, ③ 수사가 개시된 경위 고려, ④ 지원 여부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마련, ⑤ 지원 액수 및 범위 규정, 유죄 판결 받은 경우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 조치
등
※ 지방공무원법 §48･§65의3①3호･§44④,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8･§30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등의 내용 및 취지도 고려해야 함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교법인 설립행위 사건 (법제처 2010. 9. 17. 회신
10-0299 안건)
질의 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사립고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
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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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
립고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없음

판단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자금출연 등으로 그 설립에
관여하는 것은 관계 법령상 ‘공립’학교만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결과가 됨
- 초･중등교육법 §3, 고등교육법 §3의 취지에 반함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의 선행행위가 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출연 등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단순히 ‘학교’에 대한 지원･보조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음
- 초･중등교육법 §30의2②4호, 고등교육법 §7①을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행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이미 설립된 학교 등에 대한 지원･보조
는 가능하나, 여기서의 ‘지원･보조’에 ‘학교법인 설립’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43는 문언상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의 존재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 및 감독행위를 규정

원칙적으로 학교법인 설립을 포함한 ‘대학’의 설치에 관한 사무나 ‘교육･학예’
에 관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임

(지방재정법 §17 위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립의 학교법인 설립
내지 출자행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에 근
거가 있는 행위가 아님
- 지방재정법 §17①1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32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관련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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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공금 지출 가능하다고 규정

(지방재정법 §18 위반) 지방재정의 충실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법
§18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립학교법인 설립 내지
출자행위는 타당하지 않음
- 지방재정법 §18는 법령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나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 규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
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
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2. 보조금 지급 조례의 적법요건
1) 적법요건 일반 : 지방재정법 제17조
(원칙)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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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본문의 문언, 규정 목적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
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및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예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 허용
(예외①) 소관사무 관련성 충족,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17①1호)
(예외②) 소관사무 관련성 충족,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17①2호)
(예외③) 소관사무 관련성 충족,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17①3호)
(예외④) 소관사무 관련성･사업수행 필수성･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성 충족,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17①4호)
(예외⑤) 소관사무 관련성･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성 충족, 공공기관(§17②1･
2호)에 지출하는 경우(§17①,②)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
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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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사업의 판단요건6)
개관
앞서 살펴본 예외 요건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 요건 추가 검토
필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
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권장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단체의 성격
법인 또는 단체가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지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

사업의 내용
문제가 되는 조례안의 사업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이나 시행 효과가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추상
적인 규정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운지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각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편성, 예산

6) 서울시 시우회등 지원조례 사건(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의 판시 내용을 중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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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
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판단 가능

주민의 인식･의사
문제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조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다른 민간단체 등의 경우와 비교하면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서 지역 주민의 일반적인 인식과 의사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4-1] 권장사업 판단의 세부기준 및 내용
세부기준

내용

단체의 성격

Ÿ 친목 목적 단체인지 여부 등

사업의 내용

Ÿ 포괄성, 추상성, 광범위성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인식･의사

Ÿ 보조금 규모 제한 규정 유무
Ÿ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결정이나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의사

Ÿ 특혜성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3. 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한계
1) 조례 제정의 일반적 한계7)
소관사무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함8)

7) 최성환･김수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구, 경기연구원, 2016, 3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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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관청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9)

소관사무의 원칙 위반 문제는 결국 특정의 사무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중 어떠한 사무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에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경
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
고 하여 추상적이나마 사무구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10)

법률우위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
관하는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상 별도의 수권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기능함
-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은 물론이고,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
칙11)이나 조약, 국제법규, 그리고 평등원칙12), 비례원칙 등 법적 일반 원칙들도 포함된다
고 볼 것임13)

‘법령의 범위 안’이라 함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새길 것임14)
이것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대법원은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8) 동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임을 알 수 있음.
9)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판결 등 참조.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판결 등 다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문상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지방자치법연구, 제4권 제2호(2004), 386-387면 참조.
1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참조.
12) 대법원 1997. 7. 9. 선고 97마1110 결정;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13) 홍정선, 신지방자치법(제3판), 박영사, 2015, 343면.
1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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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15)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16)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가 자치입법의 영역에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17)
위임의 정도와 관련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할 것이 요구되지만, 동항 단서에 의해 법률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함
대법원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
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18) 지방의회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구체적 위임만이 아닌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고 볼 것
임19)20)
15)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등.
16)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은 제34조, 제49조 제5항, 제156조 제2항임.
17) 동조 단서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는, 박찬주,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범위,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2009),
495-510면 참조. 참고로 판례의 입장은 합헌설임.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병합) 결정 참조.
1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19)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령의 경우는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조례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대법원과 마찬가지의 입장임.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97 결정 등.
20)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 수권으로도 가능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구체적 수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음. 박균성, 행정법론(하)(제11
판), 박영사, 2013, 171-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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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지급 조례의 개별적 한계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2014. 5. 28. 개정되어 그 본문과 단서의 문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조항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바람직
만약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방보조금 등의 형태로 공금을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가 없게 될 것이므로,21)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
17조 제1항의 규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조직과 예산만으로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
함에 있어 실제적인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
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
금을 지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몇 가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관해 대법원은 “지방재정법이 제17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
으로 금지하면서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
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22)

(원칙)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 금지
앞서 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법성 충족에 있어

21)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후단 생략)
2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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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한계를 가짐
대법원의 판시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가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
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이에 동조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사실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에 비해 그 관할 구역이 협소한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는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 또는 이익집단 등의 요구
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고, 지역사회 내 관료들과 이익집단 등과의 접근성
이 높으며, 나아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감시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23)

(예외) ‘주민 일반’에 대한 공금지출 허용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
정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것이라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정 조건을 층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금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금지하
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이 아니라고 보아야 함
즉,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개인’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이 아닌 ‘특정 개인 내지 특정 단체’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
로 하는 모든 재정지원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이어서, 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결과 초래
- 특히, 주민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24)

결론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들을
23) 육경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적 연구, 창원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0, 56-57면.
24) 고은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제107호(2016),
592-5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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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임25)

시사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권장사
업 판단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허용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단체의 성격과 사업의 내용,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인식･의사 등을
고려할 필요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민 일반’에 대한 공금지출을 허용함
- 조례 제정의 일반적 한계로는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주민 일반’에 대한 공금지출을 허용함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금지출의 경우 동 조항 위반이 아니라
고 보아야 할 것임

25) 위의 논문, 5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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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요약 및 정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관한 사법적 해석례와 행정적 해석례를 전수 조사, 유형
별 검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
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
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사업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
인,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의 다섯
가지 경우로 한정됨
동 조문에 관한 사법적 해석례 총 12건과 행정적 해석례 총 11건에 대해 다섯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례와 해석례를 통해 분석하였음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상위 법률의 구체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상위법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전반적인 복리 향상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검토함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법률에 보조금 제한 규정 및 지방의회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경우가 있음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조례를 통해 용도가 지정 및 제한된 기부금의 경우 대체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
하다고 판단함
-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권장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의 성격과 사업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본질적 성격 역시 중요하게 고려함
-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일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
제5장 결론∣79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법적 분쟁 및 정부유권해석 질의 지속
1995년부터 2020년 사이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와 관
련한 사법부의 해석례(대법원 판례) 12건을 분석해 보면, 이 중에서 조례
의 적법성 인정 판결은 7건이며, 위법성 인정 판결은 5건임
역시 같은 기간 동안의 행정부의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1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 조례 제정 등 공금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적법하다는 의견제시는 4건이며, 위법하다는 의견제시는 7건임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보조금 지급 조례의 적법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
으로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이 금지되나, 법률상 다섯 가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금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알 수 있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성 충족과 관련하여서는, 단체의 성격,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인식･의사 등 보다 세부적 내용 검토
필요
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한계는 일반적 한계와 개별적 한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전자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일반 법리인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이 있으며, 후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 원칙적 금지, ‘주민 일반’에 대한 공금지출 예외적 허용이 그 내용
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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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문 취지에
적합한 해석과 사업 수행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
고 있는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
문 취지에 적합한 해석과 사업 수행 필요
-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단체의 성격,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인식･의사 등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여 권장사업
여부를 판단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수행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법적 해석례와 행정적 해석례를 참고할 필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
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가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
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
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의 질 제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26)27)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결기능 부여 방안 검토
26)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처음 규정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되고 2021. 7. 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27)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진행 절차는 사업 공모 및 접수 – 사업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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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
회는 행정조직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심의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28)
- 즉,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현재 심의기능만 보유하고 의결기능은 가지지 못하는바, 지방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내부적 통제장치의 필요성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
회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위원회의 심의의견에 구속되도
록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원의 임기 조정 방안 검토
- 현행법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였을 때 임명권자의 영향력을 애초에 차단하
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게 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법정할
필요 있음
- 물론 민간위원의 연임을 법률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연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명시 방안 검토
- 동 위원회의 관장사항이 법상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30) 민간위원이 전체
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비상설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이를 모두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
- 동 위원회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장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 지방보조관리위원회 개최 – 1차 사전검토 의견 조회 – 1차 사전검토 후 필요시 보충자료 요청 – 2차 최종의견
조회 – 심의결과 통보의 단계로 진행되며, 매월 넷째 주 정기 심의를 연 10회 개최하며 정기위원회 안건은 공모대상
보조사업 지원 결정 및 사업자 선정 등 심의이며, 수시위원회 안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긴급 현안 등의 사유이다.
경기도(2022). 2022년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매뉴얼, 25면.
2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2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3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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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법상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3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및 위원 구성의 기준과
절차 구체화 방안 검토
-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 내지 제9항은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더라도 동 위원회가 가진 심의기관이라는 성격,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지방의
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지방보조금 지출결정을 번복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32) 상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있음
- 추가적으로, 동 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임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위원 구성의 기준과 그 절차 등을 법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33)

31) 홍종현,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2호(2018.6.), 193면.
32) 위의 논문, 192, 196면.
33) 위의 논문,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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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precedents and cases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17 of the Local Finance Act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reviewed. As a result of the review, Article 17 of the Local Finance Act
exceptionally permits public expenditures to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must carry out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rticle.
The quality of local subsidy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by
improving the operation method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First,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must be secur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system, such as the need
for a strong internal control mechanism to prevent the illegal use of
local subsidies, a plan to grant the status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a decision-making body to be bound by the deliberation
opinion of the committee is reviewed.
Second, the independence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must be secured. Considering that the tenure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four years, in order to block the influence of the
appointing authority in the first plac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tenure
of the private members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longer than the tenure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at least
the same.
Third, the expertise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must
be secured.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committee's
decis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specify in the law a
specialized agency that supports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to make objective and rational decisions on matter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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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jurisdic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prepare strong
sanctions against those who violate the rules for exclusion, avoidance,
and avoidance of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Article
26, Paragraphs 7 to 9 of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more detail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composition of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Keyword

Local Subsidies, Ordinance, Local Finance Act,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Affair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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