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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향후 제도 변화의 예측과 더불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의 후속 조치는 지
방자치제도에 광범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한 대안으로써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경기도는 적극적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함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 수준의 정책 결정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 주도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모델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모델과 조례안을
마련해 표준조례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기도와 시･군간 협력하여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
치하고, 학술연구 및 주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실천적 대안 개발에 집중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기관구성 형태의 선택, 의회-집행부 관계, 주민의 참여 등을 명시
하는 경기도 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선도하기 위한 ‘(가칭) 경기도 지방자
치 헌장’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 기회 보장과 정부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주민중심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역량을 강화하여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 필요
i

- 도와 시･군간 역할의 차이를 고려한 사무의 분담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경제･사회･문화･환경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다원화에 직면, 지역주
민의 의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경기도 31개 시군이 직접 지역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는 형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의 구축도 고민해야 함
- 순차적으로 ① 대주민 스마트 혁신 서비스 지원 사업, ② 고향소식 디지털 소통 프로젝트,
③ 경기도형 디지털 지역정보 및 대주민서비스 공동 플랫폼 구축(단계별 구축), ④ 디지털
주민주권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함

또한 그동안 정부간 관계에서 많이 고려되지 못했던 도-시･군간 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을 위한 분야별(행정, 재정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주민의 대표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의 마련에
앞서 집행부 차원의 선제적 제도 구축이 필요함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의 역량과 인적 자원이 직접적으
로 연계되어있는 만큼 다양한 실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지방자치법｣상 개정을 통해 새롭게 부여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량에 맞추어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도의회 인사권 및 자치법규 관련 진단 필요
-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규정에
대하여 향후의 방향설정과 경기도의회의 정밀한 세부 진단을 추진하고, 이와 연관된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정비와 제･개정 등의 사전적 준비가 필요함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 제정이 필요함
- 정책지원관 운영의 목적, 정의, 신분, 배치, 직무,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임용권자, 임용절
차, 정원(규모), 보수,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가칭)경기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가칭)경기도의
회 사무직원 인사운영규정(안)｣
- 경기도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와 인사운영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

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정의와
기준의 명확화 등 선제적인 논리적 틀 구축이 필요함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할범위의 단계별 확대 방안 마련 필요함
- 경기도도 지역별 경제 수준 및 발전 정도가 다르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시 경기권
전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범위 설정을 지양해야 함

특별자치단체장 선출 방법을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직선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바람직하지만, 입법권자의 법률제정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출방법의 민주적 대표성 및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의회의 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굳이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원 모두를 포함할 필요는 없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부여가 필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와는 차별화되
는 동시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체계적이며 통일된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실효성 있는 중앙 지방간 사무이양을 위해 경기도의 역량과 노하우에 기반한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가 선행될 필요 있음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사무이양 협의 기제로서 ‘(가칭) 이양사무발굴협의회 구성
건의 및 주도적 참여 필요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4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기구를 건의하고, 정기적으로
지방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는데 전념해야 함

단위사무 중심의 사무 이양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 기능 단위 또는 법률
단위의 사무이양 건의
- 현재의 이양사무는 단위사무 중심으로 이양되고 있어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는 지방자
치단체가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됨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력의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행정기구의 확대설치와 공무원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 이양사무를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함
- (건의 1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
- (건의 2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역 맞춤형 치안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도지사의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가경찰조직･인력의 지방직화 필요
- 경기도는 자치경찰단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자치경찰 인력을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아야 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도지사의 역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주체는 지역과 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가 되고, 자치
경찰사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위원 지명 몫을 시･도의회와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음(조성호 외, 2020)
- 따라서 시･도지사의 시･도경찰위 위원 지명 몫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야 함

시･도지사의 지휘권 확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행 경찰법에 의하면,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
와 감독을 받고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권이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부합함

시･도지사의 인사권 확보가 필요함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철장 임용시 협의권이 있어,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청
장 임명과정에 배제되어 있어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에, 시･도지사에게 협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현재의 열악한 시･도 재정역량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27)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 현재의 열악한 시･도 재정역량을 고려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27)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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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운영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또는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 등의 표현으로 수정이 요구됨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시･도지사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 책임 주체인 시･도지사가 현장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
- 법안 내용 가운데 “시･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과도한
의결정족수 규정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의 자유로운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지나치게 제한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의회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재정자주권 확보와 역차별 최소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의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함
광역과 기초 간 재정균형 뒷받침을 위한 기간세 체계 정립 등 지방재정시스템
발전방안의 마련과 추진을 통해 재정운용 방식의 선진화 도모
- 도-시군의 행정체계에서 도(道)의 경우는 취득세, 지방소비세가 기간세이지만 취득세가
향후에도 지금처럼 기간세 역할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의
기간세는 현행 취득세, 지방소비세에 추가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과세대상 확대)를 포함
하는 조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 세목의 신설도 검토대상임
- 환경세, 복지세, 지방사업세, 로봇세, 반려견세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시점이며, 과세표
준과 세목설치 수준(광역-기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임에도 불구,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지방교부세의 본원적
개편을 위한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 등 복잡한 지방교부세 체계 정비의 필요와 재원 보전과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정체성의 명확화가 필요함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을 통한 재원보전 기능 강화가 필요함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기능 및 사무 차이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추진이 필요함

키워드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지방의회, 자치경찰,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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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한 것은 1991년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한 것은 1991년 지방의원선거와 지방
의회 개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라고 할 수 있음(강재규, 2021)
- 이러한 지방자치의 법적 근간이 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에 전부개정이 된 이후 타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까지 포함해 대략 60번의 개정 후(홍정선 외, 2019), 32년만에 2020
년 12월 9일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전부개정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지방의 의미와 역할 등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주요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1980년대의 개정안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현실과 법의 괴리감 등이 문제로 지적됨
- 이에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전부 개정이
추진됨1)

2020년 6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전부개정임
- 개정은 주민을 지역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주요 개정사항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임

1)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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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에는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됨

전부개정은 지방자치제도를 한층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전부개정은 지방자치제도에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하므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
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수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광범위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야기함
-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임2)
- 이러한 전부개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의 후속 조치는 지방자치제도에
광범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경기도의 대
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함
- 이에 개정에 따른 세부 부문별 경기도의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자 함

2)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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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
- 기존 ｢지방자치법｣과 2020년 12월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함

내용적 범위
- ｢지방자치법｣의 연혁 및 전부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분석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부문별 분석 및 경기도 대응방향 제시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 및 중앙-지방간 협력,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 중앙-지방 간 및 광역-기초 간 사무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관련
분석 및 경기도 대응방향 제시

연구 방법
문헌연구
- 학술논문, 학술서적 등을 통한 문헌분석

관련 법률 및 통계자료 분석
- ｢지방자치법｣ 및 개정과 관련된 법률 분석
-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황분석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
-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문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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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에 기초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추진체계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연혁

지방자치법 개정의의

주요 개정내용

▼
부문별 개정 사유 및 내용과 경기도 대응 방향 제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와
중앙지방 간 협력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2단계
추진

▼
종 장
연구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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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법의 연혁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근간을 다루는 기초임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15일
시행된 것으로, 중요 국가조직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민주국가의 근간을 이루
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왕승혜, 2020)
- 지방자치법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근거로 세워진 다양한 단행 법률 중 하나인 일반법임
- 1949년부터 현재까지 70여년의 이르는 역사 속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대부분 일부개정이고, 전부개정은 1988년 4월과 2007년 5월 단 2회지만, 이마저도
2007년의 경우, 개정이 주목적이 아니라, 체계를 조정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전부개정
은 사실상 1988년 한 차례라고 봄(최철호, 2020)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하며, 크게
도입기, 중단기, 재도입기, 도약기,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음3)
먼저, 도입기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기까지로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
공포되어 제1차에서 3차까지 지방선거가 시행된 시기를 말함
- 1948년 7월 발효된 제헌헌법에 기초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제정 전까지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이 제정되어 운용되었음
- 이후, 지방자치법은 1948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었고, 같은해 8월 15일 발효되
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의결기관 개념규정, 집행기관장의 임명 등을 담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방자
치단체 기관구성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오늘날 지방자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

3) 왕승혜(2020). 법제이력 조사 연구(Ⅰ) -지방자치법-,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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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된 이후 개정(1949년 12월, 1960년 11월 등)에서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시기임

다음은 중단기로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1961년~1988년) 시기를 말함
- 중단기는 군사정부가 집권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개정한 시기로 시장
과 군수를 일반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해 국가임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양상을 보임
- 이 시기는 지방자치가 지방관치로 전환된 시기로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
나, 부칙에서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하거나 통일될 때까지 구성치 않도록 규정하
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가 헌법상 명목적으로만 존재했고, 지방자치 관련 법률도 임시조치
법으로 후퇴함

재도입기는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이 이루어진 1988년부터 2003년까지임
- 제9차 개정헌법이 발효된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1988년 5월 1일
개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되어 지방관치가 끝나게 됨
-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단체장 주민 직선, 지방선거 실시 및 지방의회의원 주민
선거를 통한 선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 및 감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주민의 권리가 확대되었음
- 재도입기는 지방자치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시작된 시기를 말함

도약기는 2003년 참여정부가 시작된 시기부터 2017년까지를 말함
- 이 시기는 별도의 헌법 개정없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관련 법 등이 제･개정되면서 지방자
치 현실과 법제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전함
- 다수의 개정을 거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주민소송제도 도입, 광역자치단체 종류
추가,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설립, 주민소환제 근거 규정 마련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남
- 2003년 집권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와 관련이 있는 지방분권과 사무이양, 행정체제개편, 지역균형발전 등에서도 새로운 법률
이 제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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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전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말함
- 재도입기와 도약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를 다듬어왔다면, 이제 발전기에서
는 지방의 의미와 역할 등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새롭게 전부개정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지방분권의 촉진4)
21세기 새로운 세계 질서 등장과 로컬거버넌스 시대 요청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지식･기술･경제를 축으로 한 국가 간 무한경
쟁이 심화됨
- 이는 분권화를 통해 각 지방의 특성 및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다변적인 국제적
대응을 요구하며, 따라서 문화, 외교,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글로벌 사회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임
- 또한, 다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국가 간 경계를 무너지고, 지역연합(유럽연합 등)의 등장
등은 공공부문의 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공공-민간 사이에 민간 우위 관계를 설정함

복지국가 위기 등 거대정부의 실패는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해 지방화와 분권화를 필연적으로 요청함
- 지방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집합적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제3부문의 행위자 사이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다기관 공동활용을 통한 로컬거버넌스 시대로 직입함
- 이는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하는 복잡한 정책 결정의 생활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복잡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은 로컬거버넌스의 맥락을 제공함
- 따라서, 지방영역은 권력 구조와 균열,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이 지방 차원에서 대표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글로벌 사회 대면, 지역
중심 생활 안전망 요구, 지역경쟁력 강화의 실현으로 나타남

지난 30여년 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가지고,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를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4) 경기연구원(2008).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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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개혁의 필요성
분권형 국가 운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분권화는 중앙-지방정부 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수단임
-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 재배분을 통해 중앙정부는 전국수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문제 해결을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함
- 또한, 국내 민간부문의 성장은 민주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세대의
사회주도 세력화로 야기된 가치의 다원화 현상 등의 대두로 분권형 국가 운영체제의 요구
가 점차 증가함
-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권체제 아래 자율적 의사결정과 창조성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적절한 기능 배분이 필요함

중앙집권적 자치제도의 개혁
- 한국의 지방정부는 국가 법령으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 역할에 치우쳐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권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방이양 실적 미비, 소요시간 과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어, 중앙정부 축소를 의미하는 정치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지방발전에 저해되는 중앙집권적 법제도 운영과 규제 및 통제 등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분권이 촉진을 비롯해 재정분권도 함게 도모되어야 함

지방행정의 책임성 및 역량 강화
-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책임지는 구조, 즉 중앙이 관장하면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 시스템
에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할권 장악하고 통치하던 행정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요구됨
-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둔 생활자치 미정착, 정보화 미흡, 지방정부의 권한이양
수용능력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역량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분권적 개혁이 요구됨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
- 지방분권화 체제에 따른 다양화는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추구할 수 있게 함
- 지방분권의 실현은 자치행정을 중앙할거주의의 행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부서를 초월한
횡단적 조직운영과 대응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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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민주주의 정착
- 오늘날 우리 사회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주민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사회 공공과제
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상향적 자치형의 행정 스타일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출발로써
지방분권화가 요구됨
- 또한, 지방분권화는 국민 참여를 통한 자기의사결정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를
통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3. 지방자치법 개정 의의
자치분권의 확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의 기반이 됨
- 시민 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등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제･개정 준비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구현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
-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
었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의 확대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 의무를 규정하
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이 추진 근거를 마련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 균형 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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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제기된 재정 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하여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됨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의 투표 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법을 제고
- 지방의회의 윤리성을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
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시 의무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증진 및 행정 능률성 제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함

4. 주요 개정내용
주민주권의 구현
지방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를 강조
-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주민자치의 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제1조
목적규정),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제19조)
-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였으며(제17조),
주민조례 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하향하여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을 함(제21조)
-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
의로 주민감사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짐(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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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민주권의 구현 개정 주요 내용
분야

현행

개정

목적규정
(제1조)

Ÿ 목적규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없음

Ÿ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주민참여권
강화
(제17조)

Ÿ 주민 권리 제한적
Ÿ 주민 권리 확대: 주민생활에 영향을
①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
②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할 권리 신설
③ 참정권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19조)

Ÿ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

Ÿ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개･폐 청구 가능
(별도법 제정)

주민감사 청구인 Ÿ 서명인 수 상한: 시･도 500명, 50만 Ÿ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 50만
수 하향조정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제21조)

Ÿ 19세 이상 주민청구 가능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Ÿ 기관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다양화
(제4조)

Ÿ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18세
이상 주민청구 가능
Ÿ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자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12.9.).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충원(제41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제103조)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함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함(제26조)
-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 되며, 겸직 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함(제43조)
제2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15

[표 2-2] 책임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내용
분야

현행

정보공개 확대 Ÿ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제26조)
미규정

개정
Ÿ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
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Ÿ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제74조)

Ÿ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
Ÿ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거 미비

지방의원겸직
금지 명확화
(제43조)

Ÿ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Ÿ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Ÿ 겸직금지 대상구체화
Ÿ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책임성확보
(제65조)

Ÿ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Ÿ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Ÿ 윤리특위설치 의무화
Ÿ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시군구 사무수행
Ÿ 시군구의 위법 처분, 부작위에 대 Ÿ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군구의 위법한 처
책임성 강화
해서 국가가 시정, 이행명령 불가
분 및 부작위에 시정, 이행명령 가능
(제189조)
자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12.9.).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
-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를 부여함(제
198조)
-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광역지자체는 20인 이내, 기초지자체는 15인
이내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함(제105조)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협의를 추진하며, 미해결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도록 경계 조정 절차를 신설함(제6조)

16∣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

[표 2-3] 자치권확대 주요 개정내용
분야
사무배분
명확화
(제11조)
국제교류･협력
근거 신설
(제10장)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제28조)

현행

개정

Ÿ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
Ÿ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무배분 원칙 규정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
Ÿ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
(지방분권법에서 규정)
체의 준수의무 부과
Ÿ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해
외사무소 운영근거 마련

Ÿ 규정 없음

Ÿ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
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
Ÿ 조례의 제정범위 침해 관련 미규정
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
하지 못하도록 규정
Ÿ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하고,
Ÿ 행정수요･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
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특례시 및 자치
단체 특례 부여 Ÿ 규정 없음
(제198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103조)

Ÿ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Ÿ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
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Ÿ 규정 없음
Ÿ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
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능
수 1/2 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
※ 단,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21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제5장)

Ÿ 회의 운영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 Ÿ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정하도록 자율화

자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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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자치권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되어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함(제11조)
-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28조)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활성화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간 협력 의무를 강조함(제164조)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지방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하고, 협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도입함(제186조)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의 마련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
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함(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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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한 개정내용
분야

현행

중앙지방협력
회의
(제186조)

Ÿ 규정 없음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Ÿ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별도법 제정)

Ÿ 규정 없음

Ÿ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
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제184조)

Ÿ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
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가능

Ÿ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
견제출권 신설

매립지 관할
결정절차 개선
(제5조)

Ÿ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
우에도 중분위 절차를 거쳐 결정

Ÿ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 가능

경계조정
절차 신설
(제6조)

Ÿ 규정 없음

Ÿ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Ÿ 미해결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105조)

Ÿ 규정 없음

Ÿ 시･도 20명, 시･군･구 15명 이내에
서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 내로 단체
장 인수위 자율 구성

행정협의회
활성화
(제169조)

Ÿ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Ÿ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지원 근
거 없음

Ÿ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Ÿ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국가-지방
간 협력
(제164조)

개정

자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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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1. 개정 사유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가능 조문 신설
개정 지방자치법5)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특례’를 신설
개정 이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및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의회-집행부의 기관 대립형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획일화되어 있었음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특례’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구성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 지역주민이 주민투표에 이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지방의 고유성, 다양성에 따른 지방자치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선택권을 확대
우리는 그동안 의회-집행부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유지하
여 지방의 다양한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에 미흡
- 개정 이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 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였음

5) 2020년 12월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의 결과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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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지방의 다양한 특성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왔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추진하여 획일적 지방자치단체 기관 형
태의 단점을 해소하는 제도적 정비를 시도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이 선택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고유성,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일환임

지방의 다양성과 무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획일성 개선
다양한 지방의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받는 지방자치로
의 발전에 대한 지속적 노력
-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2계층으로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역적 다양성이나 특성
을 고려하지 않고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광역과 기초 모두 동일한 기관구성 형태로 운영하는 경직된 지방자치가 지속되어
왔음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획일적으로 유지한 지방자치단체 기관
형태 다양화 필요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따라 인
구, 면적, 지형, 산업, 경제, 문화, 역사적 유산이 고유한 특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지방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과 의회-집행
부 기관 대립 형태를 유지하여 지방의 다양성 반영 미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명칭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 등으로 구분하나 기관구성 형태 및 장의 선임 방법은 동일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인구 1,000만이 넘고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세종특
별시의 경우 인구 및 면적이 소규모임에도 기관구성 형태 및 장의 선임 방법은 동일
- 기초자치단체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곳과 단양군 등 인구가
적은 곳이 지방자치법으로 통일한 기관구성 형태를 유지
- 특히, 대도시의 특성으로 특･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도 동일한 기관구성 형
태 및 장의 선임 방법을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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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의 적극적 실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과제로서 주민의 선택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추진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9월에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지방자치
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추진의 주요 방향은 ‘주민 선택권’의 확대라 할 수 있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추진은 단계
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의 내용으로 ‘유형별 운영 모델’ 등에 대하여 우선실시 방안을 비롯한 도입방안을 단계적으
로 추진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 및 재정적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임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을 고려할 수 있는 기관구성 형태
로 ‘의회-단체장’ 유형, ‘의회-행정관리자’ 유형, ‘위원회’ 유형을 예시하고 있음
[표 3-1]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기관구성 모델 유형 예시
구분

핵심 사항

의회-단체장 모델

의회-행정관리자 모델

위원회 모델

Ÿ 감사･인사위원회 등 독립
Ÿ 주민이 직선한 위원
적 행정위원회 설치
Ÿ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
회가 집행기관과 의
Ÿ 직선 단체장이 의회 동의
겸임, 의회에서 행정관리
결기관의 역할 동시
를 받아 부단체장･행정위
자 선임
수행
원장 임명 등

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8.9).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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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
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시
- 아울러,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조례로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
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조문 신설은 주
민 선택에 의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제도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음
[표 3-2]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추진 계획 내용
구분

주요 내용

2019년

Ÿ 지방자치법 개정(제도적 기반 구축)
Ÿ 기관구성 운용모델 및 실시 방안 마련

2020년

Ÿ 운용모델,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Ÿ 제도화 방안 마련

2021년

Ÿ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우선실시 지역 선정 및 법제화

2022년
(지방선거)

Ÿ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구현

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8.9).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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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의 차별적 지방자치단체 운영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2계층으로 나누고 지위를 차
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6)
-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를 2계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
고 있음
-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 계층이며, 시, 군, 구가 기초자치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위 계층으로 규정되어 있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
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하여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차별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별도의 운영 법률로 특별한 지위와
행정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행정특례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률
지방자치법은 행정특례를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차별화와 다양성을 일부 제한적
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행정특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임
-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세종특별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도 기존 지방자치법의 행정특례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등7)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참조.
7) 개정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동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도 행정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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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방자치 특례에 대한 지방자치법 내용
기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법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
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
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
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
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
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
광역시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서울특
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
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
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
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
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
항 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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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을 통한 지방자치의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차별적 지위 및 특례를 부여하는 주요 대상은 서울특별
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임
- 개별적 특별법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차별적 지위, 운영이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음
[표 3-4] 자치자치단체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가능케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조문 신설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를 규
정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음
- 기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의회-행정부 대립 형태로 획일화
되어 있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방법인 주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음

개정 지방자치법은 기존에 획일적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개정의 핵심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의회 및 행정기관의 구성 및 형태와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따로 법률로 정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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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설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를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기존 지방자치법의 획일적 기관구성 형태를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지방이 선택하여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주민
선택권을 확대한 의미가 있음
[표 3-5] 지방자치 기관구성 형태 특례 신설
기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법

<신 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
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추후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실현이 가능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함
-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
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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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의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를 발전시
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라 할 수 있음
- 기존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획일적으로 유지하였던 것을 다양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 운영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지방자치에서 주민 선택을
통하여 다양한 지방자치 기관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조문 신설
의의라 할 수 있음

3. 경기도의 대응 방향
1)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차원 추진 가시화
제도적 정비 노력의 지속적 추진
중앙차원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관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개별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기관구성 형태 모델 개발, 표준조례안 등을 마련할 것임
- 이 경우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시범 실시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임

지방 차원에서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 이후를 대비하여 해당 지방에서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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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종합계획 등 중앙정부 정책 추진 가속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추진 과제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과제추진이 이루어질 것임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조문 신설 이후 추진 과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것임
- 이러한 추진 이행과제는 ‘기관구성 표준모델(안),’ ‘(가칭)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지방의견 수렴,’ ‘표준조례안,’ ‘시범실시’ 등임
[표 3-6]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관련 중앙정책 추진 사항
구분
지방자치법 개정

(가칭)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주요 추진 사항

Ÿ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조
Ÿ 2020년 완료
문 신설(제4조)
Ÿ 기관구성 다양화 실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제도적 필요사항을 별도의 특례법 마련
Ÿ 2021년 이후 지속 추진
Ÿ 지방의회, 단체장의 관계 및 장의 선임 방
법 등 구체화

기관구성 형태 표준모
Ÿ 적용 가능한 모델 설계
델(안) 마련

우선실시

표준 조례(안) 마련

비고

Ÿ 우선실시 희망 지역 선정

Ÿ 2021년 이후 추진
Ÿ 관련 조사 및 연구
Ÿ 지방의견 수렴
Ÿ 지방의견 수렴
Ÿ 주민의견 조사 필요
Ÿ 우선실시 이후 확대

Ÿ 지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관구성 형태
Ÿ 지방의견 수렴
다양화 표준조례안 마련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논의 활성화
개헌 논의에서 의원내각제, 의회 양원제 등이 등장하면 정부 운영구조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논의 활성화 가능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국가 통치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의원내각제 형태와
양원제 도입 주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헌법에서 지방자치 보장을 강화하려는 분권형 헌법 개헌 요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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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가 운영구조 변화 논의는 필연적으로 합리적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것임
- 지방의 다양성,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같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임
- 아울러, 인구 과밀, 과소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 다양한 지역 특성에 따른 적합한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소규모 지방의 경우 소수의 의원으로 인한 의회 운영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 의회-행정부 기관 통합형 형태로 전환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과소인구, 소규모 면적, 자치구 등에서 의회-행정부 분리 형태의 기관구성이 적합한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음

2) 경기도의 지방자치 여건
다양하고 특수한 지방자치 여건
경기도는 수도권에 속해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지역이며, 남북 접경 지역
이기도 함
-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구분하는 등 지역별로 인구 및 재정,
그리고 개발과 규제로 인하여 발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마다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분도론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여건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의 여건과 특수성에 적합한 기관구성 형태를 선책하여 운영하는 것이 당면과제일 수 있음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3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8개 등 다양한 시･군이 존재
- 특례시 등 대도시는 물론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여건에 따른 기관구성 형태의 선택이
주요한 지방의 이슈가 될 것임
- 다양한 여건의 시･군의 존재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구성이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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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경기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황(2020년 12월 기준)
기초 지방자치단체
총 수
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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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이상
대도시(특례시)

50만명 이상 대도시

수원(119만명),
고양(108만명),
용인(108만명)

성남(94만명), 화성(85만명), 부천(82만명),
남양주(71만명), 안산(65만명), 안양(55만
명), 평택(53만명), 시흥(50만명)

이 경우, 경기도는 광역-기초 간의 관계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기관구성 형태 타양화 등 지방자치 운영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시군 간 합리적
관계를 위한 광역 경기도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변화 요구가 증가할 것임

‘경기연정’의 경험으로 고유한 기관구성 형태 정착용이
경기도는 2014년~2018년까지 의회의 경기도정 참여와 책임을 확대하는 ‘경기
연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
- 경기도의 경기연정은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변화한 모델이라 할 수 있음

경기연정을 통하여 기존의 의회-행정부 기관대립 형태를 의회와 행정부가 연합
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이었음
- 경기연정은 위회-행정부가 기관 분리 형태를 유지하면서 도정 운영을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잇음

경기도의 지방자치의 독특한 실험이고 유산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과거 경기연정의 경험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추진하는데 귀중한 유산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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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민선6기 경기연정의 주요 특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추진과정

Ÿ 도지사와 의회 다수당 간 정책협상단 구성
Ÿ 경기도 연합정치 추진
Ÿ 정책합의문 작성

Ÿ 외회-행정부 갈등 예방
목적
Ÿ 효과적 도정 운영 목적

경기연정 체제

Ÿ 제1기(2014년~2016년)에 ‘사회통합부지
사,’ 및 ‘연정협력관’ 신설; 경기도 연정실행
위원회,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경기도 공공기
관 경영합리화 추진 협위회 구성 및 운영
Ÿ 제2기(2016년~2018년)에서는 ‘경기도 민
생연합정치 합의문’ 작성;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2국 4과의 소관
부서를 관할

Ÿ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
원 조례개정
Ÿ 제1기 경기연정 조례로
서 ‘경기도 연정실행위
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Ÿ 제2기 경기연정 조례로
서 ‘경기도 민생연합정
치 기본조례’ 제정(경기
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흡수)

연정위원장과
소관분야

Ÿ 제1연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Ÿ 제2연정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분야
Ÿ 제3연정위원장
: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Ÿ 제4연정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분야
Ÿ 제5연정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분야
Ÿ 제6연정위원장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분야

Ÿ 당초에는 4연정위원장
이었으나 2017년 7월
18일 자로 6연정위원장
체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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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의 대응 방안
자치분권종합계획 추진의 적극 대응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근거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과제가 적극적으
로 추진될 것임
-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추진하는 과제에 대하여 경기도는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자치분권종합계획 상의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대안 개발, 주민의견
조사, 우선실시 대상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대응
개정 지방자치법 이후 추진하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경기도 대안을 제시하여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정부의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특례법 추진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모델과 운영방안’ 및 ‘표준조
례안’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할 준비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모델과 운영 방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개발하여야 함
- 이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학술 및 정책연구, 토론회 및 포럼 운영이 필요할 것임

경기도 차원의 실천적 대안 개발 추진
실천적 대안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 주민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 정책개발
에 노력하여야 함
- 여기에는 경기도-시･군의 협력 및 관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임
- 학술 및 정책연구를 통하여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하는 모형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주민수요에 대해 분석을 하여 경기도 기관구성 형태 모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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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 여건이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다양한 기관구
성 형태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가 경기도 내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향후 도-시･군
관계 및 경기도정 운영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필요할 것임
- 또한, 경기도는 지역적 여건이 상이한 시･군이 존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관구성
의견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나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임

경기도와 시･군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추진 전담 기구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경기도-시･군 관계를 관리하는 ‘태스크
포스’ 설치 필요
- 경기도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등 다양한 지위와 인구, 면적에 맞춘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
-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기도-시･군 간의
협력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임
- 이를 통하여 경기도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설
치하여 미래 지방자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경기도 맞춤형 기관구성 형태와 모델 개발이 필요함
경기도는 미래 국가 통치구조 변화에 대비한 지방자치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에서 추천하는 기관구성 형태 모델이나 표준조례를 넘어서 의원내각제 모델이나
의회 양원제 모델의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는 과거 민선 6기에서 추진하였던 ‘경기연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기관구성 형태의 변화를 보다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임
- 경기연정의 경험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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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기연정 관련 조례 설치를 통하여 지방자치 운영에 변화를 경험하였기에 향후
보다 발전적인 대안 개발이 가능할 것임

경기도는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원제’와 같은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하
여야 함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3개 나타날 것임
- 그러나 특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관련 행･재정 특례는 부여할 예정이지만, 자치단체
지위는 기초자치단체로 변화가 없음
- 따라서, 일반 시･군과 특례시 등 다양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관계
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도 광역의회의 경우 ‘양원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으며,
이를 위한 학술연구와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임

주민의 선택을 명시하는 경기도 ‘지방자치 헌장’ 제정 고려
경기도는 기관구성 형태의 선택, 의회-집행부 관계, 주민의 참여 등을 명시하는
경기도 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 도민이 ‘기관구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적
차원의 최상위의 개념적 근거를 선포할 필요가 있음
- 도민들이 선택하고 합의에 기초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일종의 경기도 헌법인 자치헌장을
제정하여 경기도 지방자치의 토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가 제정한 자치헌장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도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관구성
형태는 도민의 의사에 의한 운영이라는 것이 보다 명백해질 것임

경기도 기관구성 형태가 경기도 지방자치 헌장에서 이를 명시 하여야 보다 발전
된 지방자치로 이행할 것임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로서 다양한 지방자치를 운영
하는 것은 타율적 지방자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음
- 중앙 법률에 의해 채택한 기관구성 모델은 도민의 진정한 자율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
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자치헌장’ 을 근거로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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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경기도 대응 사항
구 분

핵심 과제

주요 검토 내용

‘기관구성 운용모델 및 실시 Ÿ 중앙정부, 특히 자치분권종합계회 추진 과제
방안’ 마련에 대응
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검토와 의견제시
‘(가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응

Ÿ 지방자치법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조문
신설 이후 후속 조치인 ‘특례법’ 제정이 추진
되고 있어 경기도의 검토와 의견 제시가 매우
중요

자치분권종합계획
Ÿ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우선실시에 참여
우선실시 희망 지역 선정에
추진 대응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적극 참여
시･군의 우선실시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주민 의견조사 실시

Ÿ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운용모델, 실시 방안
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
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표준조례(안)’ 대응

Ÿ 경기도 차원의 의견제시와 대안의 반영을 적
극적으로 추진

Ÿ 경기도 기관구성 형태 개발, 광역-기초 관계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발전
발전 방안 개발
과제를 담당하는 ‘태스크 포 Ÿ 경기도 차원에서 의회-집행부-전문가 등이
스’ 설치 운영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 설치 운영
Ÿ 경기도 차원의 토론회 및 포럼 운영

‘경기연정’ 경험 검토

Ÿ 경기도 맞춤형 기관구성 형태 및 운용모델 개
발
Ÿ 경기연정 관련 조례 설치 및 운용 경험 분석

경기도 자체 노력
Ÿ
경기도 의회 ‘양원제’ 등 경
기도-시･군 관계를 고려한
기관구성 형태 개발
Ÿ

‘경기도 지방자치 헌장’
제정

100만 특례시 및 일반 시･군이 공존하는 광역
-기초 관계를 고려한 경기도 기관구성 및 운
용 대안 개발
지속적 학술･정책 연구 및 주민 의견조사･분
석 필요

Ÿ 경기도 기관구성 형태를 정의
Ÿ 경기도 고유의 지방자치 운영 및 기관구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지방
자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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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와 중앙지방 간 협력
1. 개정 사유
1) 개정의 배경
지방자치 주민참여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관련 입법 추진 배경 및 동향
민선지방자치 출범(’95)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하고자
함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을 32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을 추진함
- 민간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수렴 등 거쳐 20대 국회 제출(’19.3.29.) 및 폐기
- 21대 국회 재제출(’20.7.3), 행안위 전체회의*(12.3.)･법사위(12.8.), 본회의 의결(12.9.)
* 전부개정안 3건(정부, 의원2) 및 일부개정안 28건(의원) 등 총 31건 병합･의결

이후 ’20년 ｢지방자치법｣ 개정, ’21년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지방자치 주민참여 및 중앙지방간 협력 관련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되었고, 기타 관련 법률 또한 계류중에
있음
[표 4-1] 지방자치 주민참여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관련 국회 입법 현황
법률 명칭

국회 의결일

비고

지방자치법

’20. 12. 9.

개 정

주민조례발안법

’21. 9. 28.

제 정

고향사랑기부금법

’21. 9. 28.

제 정

주민투표법

계류중

개 정

주민소환법

〃

개 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21. 6. 29.

제 정

※ 이 외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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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중앙-지방협력의무 부과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협력의무 명문화(§ 183)하였음
- 즉, 중앙-지방 간 협력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목적임을 천명함.
- 특히, 안전･복지･경제체제 등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분야
에서는 국가-자치단체 간 정책적 연대 및 협력이 필요함

지방의 국정 참여기구 제도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 의견 반영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기구 제도화 설치근거 및
별도의 중앙지방협력법을 마련함(§ 183,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2) 현행 법령 상 주민참여 등 제도 현황
주민투표(지방자치법 §14, 주민투표법)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임
※ 제외대상 : 위법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타자치단체의 권한, 예산 회계 및 지방세
부과･감면사항,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신분･보수

주민, 의회, 단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구 가능하고 투표권자 총수의 1/3
에 미달하는 경우 미개표하며, 확정시 투표결과에 대한 조치의무가 발생함(2년
이내 새로운 결정 불가)
◈ 주민투표 사례(도입근거 마련 ‘94년 ∼ 현재)
Ÿ 총 12차례 주민투표 실시, 2건 미개표(서울시 무상급식,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주민 조례 제･개･폐지 청구(지방자치법 §15)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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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간접발안 형태로 주민에게
발의권만 인정됨
※ 제외대상 : 법령위반사항,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
◈ 주민 조례개폐 청구 현황(도입근거 마련 ‘00년 ∼ ’19. 12)
Ÿ ’00년부터 시행되어 ’19년까지 총 269건 청구, 가결 121건(45.0%), 부결 34건(12.6%),
각하･철회･폐기 91건(33.8%), 진행중 23건(8.6%)

주민 감사청구 및 소송(지방자치법 §16∼17)
(감사청구)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시･도
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제외대상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
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주민소송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주민소송)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뒤(감사전치주의)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
누구나(1인도 가능) 소송 제기가 가능함
◈ 주민감사청구 사례(도입근거 마련 ’99년 ∼ ’17. 12)
Ÿ 총 358차례 감사청구 제기(감사실시 180건, 각하 169, 진행중 9)
◈ 주민소송 사례(도입근거 마련 ’06년 ∼ ’17. 12)
Ÿ 총 39차례 감사청구 제기(종결 34건, 진행중 5)

주민 소환(지방자치법 §20)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임
(비례대표의원 제외)
시도지사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의 유권자 서명 필요, 임기 개시
일 1년 미경과, 임기 만료일 1년 미만,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 제기 불가
※ 근거 마련(‘06년) 후 총 94건 청구, 소환투표 8건 실시하여 하남시의원 2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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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지방재정법 §39)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참여 범위･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주민참여 범위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 근거마련(‘18. 3월, 재정법 개정)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2020년)
Ÿ ’20년 자치단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60%(1.6조)로, 전년대비
0.2조 증가
※ ’18년 0.43%(1.1조) → ’19년 0.53%(1.4조, ↑0.3조) → ’20년 0.60%(1.6조, ↑0.2조)
Ÿ 주민제안 건수는 49,653건으로, 전년 대비 10,469건 증가
※ ’18년 29,126건 → ’19년 39,184건(↑10,058건) → ’20년 49,653건(↑10,469건)
Ÿ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한 자치단체는 234개로, 전년대비 10개 증가
※ ’18년 214개 → ’19년 224개(↑10) → ’20년 234개(↑10)

주민자치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27∼29)
주민자치회란 공동체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들의 자생적 민관협치기
구임
◈ 주민자치회 주요 기능
① 협의업무 : 주민 문화･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
② 위탁업무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집행업무 위탁
③ 주민자치업무 : 기존 행정체제에서 반영되기 힘든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

※ ’20년 12월 현재 626개 읍면동에서 실시 중(31개소(’13) → 83개소(’17) → 408개소(’19))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미규정
주민참여 확대의 선결 요건인 정보공개와 관련하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공개 중에 있음
- 자율적 공개로 인해 공개 항목 및 방법 등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비교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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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지방의정활동 공개항목별 현황
공개 항목

시･도(17)

시･군･구(226)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보고서 등

16

212

･업무추진비 내역

16

145

･연간 회의운영계획 및 회의록 등

17

225

･위원회 활동결과 및 안건 심사보고서

15

190

･의원별 조례안 대표발의 현황

16

184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17

205

･의원별 회의 출석률

12

127

･시･도정 질문 현황

17

208

･국외연수결과보고서

17

216

･의원 겸직 현황

5

35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참고자료에서 발췌.

지방재정 공시제도(지방재정법 §60, 60조의 2)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임(’06년 도입)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중 중요한 항목을 ‘동종 자치단체’ 및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여 공개하고 있음(’10년 통합공시 도입)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예산 2월, 결산 8월) 결과를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
에 항목별･자치단체별로 비교하여 통합 공시함(예산 4월, 결산 10월)
◈ 동종 자치단체와 유사 자치단체의 개요
Ÿ 동종 자치단체 : 시도(1), 시(1), 군(1), 자치구(1)의 4종
Ÿ 유사 자치단체 : 특별/광역시(1), 도(1), 시(4), 군(4), 자치구(4)의 14개 유형
※ 유형화 기준 : 인구규모(30%), 최근5년 인구증감률(10%),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
치구)(30%), 일반회계예산규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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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공표 제도(정보공개법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
책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기타 개별법에서 정보공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사전에 공시함.
- 예) 국가･지방재정법 상 재정운용상황, 국가･지방계약법 상 계약정보 등
※ 서울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정례적 공표대상(16개), 적극적 공표대상(11개)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자치 관련법의 주민참여 확대 및 정보공개 개정 취지
주민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 관련 법 체계 정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과도하게 대의제 중심으로 설계･운영됨에 따라 지방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
여의 기회 부족, 실질적인 주민 의사 반영 및 적극적 참여에 한계가 있었음
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대전환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① 주민자치 원리･주민참여권 규정 등 포괄적 주민주권 구현(지방자치법)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심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자치의 원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가’라는 본질적 가치 추구와 주민 중심의 자치단체 운영체
제 확립을 위한 주민자치 원리가 미규정 상태에 있으며, ⓑ 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대주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성숙한 참여욕구를 지방자치법의 목적
조항에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 및 확대 도모함
48∣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

② 주민 조례 직접 발안제도 도입 및 청구요건 완화(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므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제
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우려 등을 개선함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자치단체별 인구 편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청구요건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를 개선함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 기준 연령(18세)과 지방의회 의결이나 감사 등을 요청
하는 청구권 연령을 합치시켜 공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함(주민
감사청구･주민소환･주민투표 동일)
조례개･폐 청구 서명 요청에 있어서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함(주민감
사청구･주민소환･주민투표 동일)

③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지방자치법)
현행 자치단체 감사청구 요건이 조례 등 현실 수준을 미반영하고 있음
감사청구 가능 기간이 2년으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3년)에 비해 짧아
주민의 권익침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함

④ 주민소환 청구 요건의 합리적 조정 및 개표요건 하향(주민소환법 계류 중)
현행 개표요건(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의 폐지와 확정요건(3분지
1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조정으로 투표 불참운동의 발생 등 주민의사
왜곡 등 부작용을 불식할 수 있음

⑤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및 개표요건 하향(주민투표법 계류 중)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하고,
투표 불참운동을 예방하고, 주민투표권자들의 의사 확인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
를 제고함

제4장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와 중앙지방 간 협력∣49

⑥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종합규정 등 마련(지방자치법)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급기관의 감독이
아닌 주민의 견제･통제를 통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함

⑦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 계류 중)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등을 신설함

2)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개정 내용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
주민의 권리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
- 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1)하고, ②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17) 신설, ③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제도(§19)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21), ⑤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21, 22)하였으며, ⑥ 주민의 권리‧의
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의견 제출권
(§20) 신설, ⑦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4)하였음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
- ①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대한 일반규정 신설(§26), ② 지방의회 의정활동
의 종합적 공개로 주민 접근성 제고(§26), ③ 겸직금지 대상에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 추가 및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43), ④ 지방의원의 자치단체, 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 등 겸직금지 대상기관 구체화와 영리 목적 거래 금지(§44), ⑤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65), ⑥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하여 지방의원의 징계 등에
대해 심사 전 자문위 의견청취 의무화(§66), ⑦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문 금지 및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등을 통한 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 운영
투명성 제고(§130), ⑧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명문화(§183), ⑨ 시장군수구청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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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 미이행시 주무장관의 권한 행사(§188), ⑩ 시장군수
구청장의 국가위임사무 태만에 대한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명령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불응 시 주무장관의 권한 행사(§189) 등이 규정되었음

①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원리 강화 및 참여권 신설 개정사항
[표 4-3]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원리 강화 및 참여권 신설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
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
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
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
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
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
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신설)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
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
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내용 및 해설
-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분권 내용이 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자치단체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면서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가 소외되어 왔음
- 이에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하여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본관계가 협력관계임을 명시함
- 또한 17조에 주민참여권을 신설하여 그동안 ①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 참정권 등만 있었던 제한적인 주민 권리를 확대하여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한 것임
- (시행령 관련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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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및 기대효과
- 이와 같은 주민의 자치행정참여 원리 강화와 주민의 자치단체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권의
신설은 제도적으로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머물 위험성은 있으나, 자치분권 2.0시대가
지향하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체제를 정립하는데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내용 중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제1조 ③항),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21조 ①항),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
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보충성의 원칙, 제121조 ④항) 등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향후 개헌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시대사적
과제 해결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임

② 주민 조례 직접 발안제도 도입 및 청구요건 완화(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법에는 근거조항만 남기고 별도의 법률 제정을 거쳐 분법
한 것임
[표 4-4] 주민 조례 직접 발안제도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아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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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표 4-5] 주민조례발안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주민조례청구권자(안 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조례청구 요건(안 제5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인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여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함
3. 서명의 요청 등(안 제7조 및 제8조)
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개월(시･군 및 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안 제13조)
1)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 내용 및 해설
-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조례발안의 근거만 규정, ’21. 9. 28일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함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하였음(제2조)
-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현행 자치단체별 2종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완화하였음
- (시행령 관련 특이사항) 주민조례발안법 시행령 아직 미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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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주민조례청구 요건 변화(2종→6단계)
구 분
시･도와
50만이상
대도시

시･군･구

서명인 수
100분의 1 이상 ∼
70분의 1 이하

50분의 1 이상
∼ 20분의 1 이하

청구권자 수

서명인 수

800만 이상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 수의 200분의 1

800만 미만
광역시 등

청구권자 총 수의 150분의 1

50만∼100만
시･군･구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

10만∼50만
시･군･구

청구권자 총 수의 70분의 1

5만∼10만
시･군･구
∼5만
시･군･구

청구권자 총 수의 50분의 1
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

파급 및 기대효과
- 주민조례청구 연령 하량조정, 요건 및 절차의 완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조치 의무 규정,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활성화 효과를 기대함
- 나아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
성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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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지방자치법)
[표 4-7] 주민감사 청구 요건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
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
署)로, ∼
(이하 생략)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
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201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
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
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
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
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
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
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미규정)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
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
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
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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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
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
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
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
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
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
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
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
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내용 및 해설
- 개정 내용의 핵심은 ① 18세 이상으로 청구연령 하향, ② 서명인수의 상한을 시･도 500명
에서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에서 200명, 시･군･구 200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으며, ③ 감사청구가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한 것임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은 ’99년 처음 도입 당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규정되었고 ’05년에 현행 서명인 수로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하향
조정되었음
- (시행령 관련 사항) 시행령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 서명요청절차, 전자서명 요청절차,
청구인명부작성 및 제출,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심의회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파급 및 기대효과
- 특히 상한 기준의 하향조정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211개 시･군 및 자치구(211
개) 중 95개 지역(45%) 이상이 현재 150명 이상으로 청구인 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청구연령 하향 조정으로 청년층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 독려가 가능함.
- 향후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주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통제 및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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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소환 청구 요건의 합리적 조정 및 개표요건 하향(주민소환법 계류 중)
[표 4-8] 주민소환 청구 요건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주민소환법 개정(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
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으로서 ∼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
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기준 주민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명)

서명인 수(명)

5만 이하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
자 총수의 100분의 15

5만 초과
10만 이하

7,500 + (기준 주민소환투
표청구권자 총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3)

10만 초과
50만 이하

14,000 + (기준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
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1)

50만 초과
100만 이하

58,000 + (기준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
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9)

100만 초과
500만 이하

500만 초과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
구인대표자”라 한다)와 ∼

103,000 + (기준 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100분
의 7)
383,000 + (기준 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100분
의 5)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④ 청구인대표자 선정 및 신청, 전자서명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이용신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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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 및 ③항 생략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
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투표권자
------------------------------------------------4분의
1
--------------------------------------

②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
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
를 하지 아니한다.

②-----------------------------------------4분의
1-------------------------------.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정부안) 내용 및 해설
- 주민소환투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①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
세로 하향,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서명자 수를 현행 3종(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선거구 지방의원)을 자치단체의 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6종으로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 ③ 서명방식을 종전의 서면에 의한 서명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방식 도
입, ④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및 개표요건 조정임
- 이 중에서 확정요건은 종전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에서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개표요건도
종전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였음
- 이 외에 ① 전체적인 조문 정비, ② 주민소환투표일 법정화 및 소환투표 운동기간 축소,
③ 코로나 19 등을 고려한 거소투표 대상 확대, ④ 벌칙규정의 상향 정비8)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시행령 관련 특이사항)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해당 사항 없음

8) 개정안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하였는데,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 및 징역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2009년 7월)에서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징역 1년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여 정하되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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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주민소환 청구요건 변화
구 분

서명인 수

시･도지사

10/100

시장･군수･
구청장

15/100

지방의원

20/100

청구권자 수

서명인 수

∼5만

청구권자 수의 15/100

5만∼10만

7,500명 + (5만을 넘는 수의 13/100)

10만∼50만

14,000명 + (10만을 넘는 수의 11/100)

50만∼100만

58,000명 + (50만을 넘는 수의 9/100)

100만∼500만

103,000명 + (100만을 넘는 수의 7/100)

500만∼

383,000명 + (500만을 넘는 수의 5/100)

파급 및 기대효과
- 개정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현재 인구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구요
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주민소환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9)
- 또한 확정 및 개표요건 완화로 투표 불참운동 등에 따른 주민의사 왜곡 등 부작용 예방
효과도 기대됨. 다만 확정요건 완화가 주민의사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10)와,
주민소환제도가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퇴출시킨
다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오‧남용에 의한 지방정치의 불안정
성, 선출직 공직자의 소신행정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하지만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 활성화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9) 다만 세분화된 청구요건이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고, 지방의원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환 청구 요건에 비해
5∼6%p 정도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도의 남용 가능성도 우려
10) 현행 기준에 따를 경우, 전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6분의 1의 득표로 주민소환투표결과가 확정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8분의 1의 득표로 결과가 확정될 수 있음

제4장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와 중앙지방 간 협력∣59

⑤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및 개표요건 하향(주민투표법 계류 중)
[표 4-10] 주민투표 청구대상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주민투표법 개정(안)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

제5조(주민투표권)
-------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
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요결정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전자서명 요청 관련 절차 등의 규정 신설

<신설>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개표)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생략)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
----------------------------------- 4분의 1 ----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1.------------------------- 4분의
1----------------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
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
다.

①18세--------

<삭 제>

개정 내용 및 해설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주민투표 청구에 있어 종이 서명부에 서명하는 방식 외에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을 도입하여 주민투표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사가 오타와 같이 본질적
이지 않은 부분으로 무효화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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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전자주민투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사회 전반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
디지털 전환추세를 반영한 것임
- 개정안은 주민투표 확정요건을 완화하면서 개표요건을 폐지함
- 즉, 현행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확정요건을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3분의 1미달 시 미개표 조항을 삭제하여 개표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 이 외에 ① 전체적인 조문 정비, ② 주민투표일 법정화, ③ 코로나 19 등을 고려한 격리조치
를 받은 주민투표권자에 대한 주민투표권행사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시행령 관련 특이사항)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해당사항 없음

파급 및 기대효과
- 확정 및 개표요건의 완화로 주민의사 왜곡 예방 효과 및 주민의 알권리 제고. 단 주민의사
대표성 논란은 주민소환과 동일함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으로 젊은 층의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함
-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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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종합규정 등 마련(지방자치법)
[표 4-11] 주민의 알권리 보장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미규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② ③ (현행과 같음)
<신설>

개

정

안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
체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
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
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겸직금지 대상에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 추가

개정 내용 및 해설
- 정보공개 관련 개정 내용의 핵심은 ① 자치단체 정보공개의 일반 원칙 및 방법 등 정보공개
의 방향성 규정, ② 의회 의정활동의 종합적 공개로 주민 접근성 제고, ③ 지방의원 겸직대
상 확대 등임
- (시행령 관련 사항) 없음

파급 및 기대효과
-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정보공개에 따른 주민참여 확산과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의 기대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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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 계류 중)
[표 4-12] 주민자치회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법개정(안)<한병도의원>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
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면･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
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
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
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
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7조의3(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의
2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
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을 위한 사항
2. 지방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
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
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
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
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
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
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
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4(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
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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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및 해설
-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행안위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이 부분을 제외한 법안을 선의결하고, 이 부분은
조속한 기일 내에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로 당시 개정에는 미반영된 내용임
- ‘한병도의원안’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과 유
사할 뿐만 아니라 여야합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예시하였음
- 이 외에 ‘이해식의원안’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유사하며, ‘김영배의원안’은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
- (시행령 관련 특이사항)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안으로 해당 사항 없음

파급 및 기대효과
- 지방분권법 상의 주민자치회의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이관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설치‧운영에서 벗어나 본격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전국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 내용은 〔표 4-13〕, 〔표 4-14〕에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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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주민의 권리 강화 규정
주요 항목

현행

개정내용

비고

-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명시

§1

② 주민참여권 강화

- 주민 권리 제한적:
①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 참정권

-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17

③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시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

- 별도 법률로 제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
⦁ 청구요건 완화(19세→18세)

§19

④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미규정)

-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
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의견 제출 가능

§20

⑤ 주민감사 청구 제도개선

- 서명인수 상한: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 청구가능기간 2년

-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 청구가능기간 3년

§21

⑥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은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⑦ 기관구성 다양화

- 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

- 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보장
* 추후 별도법 제정 추진

①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 원리 강화 - 단체자치 중심

§21, 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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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주민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주요 항목

현행

개정내용

비고

① 정보공개 제도화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Ÿ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대해 일반규정 신설

§26

②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회 의정활동이 분산적으로 공개되어
접근성 하락

Ÿ 의회 의정활동 종합적 공개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

§26

겸직 금지대상직 명시
(미규정)

Ÿ 겸직금지 대상에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 추가
Ÿ 겸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

§46

Ÿ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 겸직금지 대상기관
과 영리 목적 거래 금지

§44

Ÿ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65

Ÿ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지방의원의 징계 등에 대한
심사 전 자문위 의견청취 의무화

§66

Ÿ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문 금지
Ÿ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130

③ 지방의원 겸직금지 정비
④ 지방의원 영리목적 거래금지
대상기관 구체화
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영리목적 거래금지 대상에
자치단체, 공공단체 명시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미규정)

⑦ 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 운영
투명성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⑧ 국가와 자치단체의 협력의무

(미규정)

Ÿ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의
무 명문화

§183

⑨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및 미이행에 대한 주무장관 권한

(미규정)

Ÿ 시장군수구청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
지 미이행시 주무장관이 권한 행사

§188

⑩ 위임사무 태만에 대한 주무장관
의 이행명령 및 대집행 권한

(미규정)

Ÿ 시장군수구청장의 국가위임사무 태만에 대한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미이
행 또는 이행명령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불응시 주무장관의 권한 행사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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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 및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 (주요 내용) 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근거 마련(§189), ②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구성, 운영 등 규정(§202∼214), ③ 행정협의회 구성 간소화
(§169), ④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을 하도
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노력(§139) 신설, ⑤ 중앙행정기관 장의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167) 신설 등이 규정되었음
[표 4-15] 지방자치법 주요 변경 사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9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② <신설>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6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① (현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신설>

제18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
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
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189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
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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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법 주민조례발안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안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1)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
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의
대표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2)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며,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 됨
3)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심의 결과의 활용(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4. 실무협의회(안 제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시･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개정 내용 및 해설
-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① 지방자치법 제9장의 제목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 ② 중앙-지방 간 협력의무 명문화,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근거 마련임
-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정부안과 민홍철의원안, 박완주의원안을 병합심사하여 행안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안 제2조), ②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③ 심의 결과의 활용(안 제4
조), ④ 실무협의회(안 제6조) 등임
- (시행령 관련 특이사항) 없음

파급 및 기대효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됨
-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과정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함
- 중앙-지방간 동반자 관계 형성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 내용은 〔표 4-1〕에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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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
주요 항목

현 행

개정 내용

비고

① 국가와 자치단체의 협력의무

(미규정)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
을 위한 협력 의무 명문화

§183

②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미규정)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근거 마련

§186

③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미규정)

-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
치, 구성, 운영 등 규정

§199
∼211

④ 행정협의회 구성 간소화

- 행정협의회 구성시, 자치단체 간에 정한 규약
을 지방의회 의결 후 고시

- 행정협의회 구성 시, 자치단체 간에 정한 규약을 지방의
회에 보고한 후 고시

§169

⑤ 지방재정의 조정

(미규정)

-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자치단체, 자치
단체 간 재정조정을 하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노력 명시

§139

⑥ 자치단체간 협력 지원

(미규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규정 신설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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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의 대응 방향
1) 주민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주민중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역량 강화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결
정권한의 확보와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가 가능함
- 따라서 주민주권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정책결정 기준 설정 필요하며, 경기도의 자체적
인 분석과 논의 필수적임
- 이와 함께 적극적인 주민중심 자치단체 운영체제로의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역량 강화가 필요함
-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경우 관련 조례가 많아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며, 가급적
조례 내용에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여･협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자치법규 제･개
정
-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경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의회 기본조례 등이 모두 제정된 것은
아니며, 제정된 조례 또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협력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부족한
실정임
◈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참여･협력 관련 일본 사례
Ÿ 2000년 12월 니세코쵸(ニセコ町)의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를 효시로, 자치기본조례 또는 주민
참여 기본조례 등이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정되고 있는 중임
Ÿ 2006년 5월 쿠리야마쵸(栗山町)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의회기본조례는, 제1조 목적, 제2조
의회의 활동원칙, 제3장 주민과 의회의 관계 등의 조문에서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 정보공개,
의정활동 설명, 주민의사 반영, 주민과의 의견교환, 주민과의 협력을 위한 의회의 책무와 노력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Ÿ 주민의 개념 속에는 개인으로서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NPO, 주민자치조직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Ÿ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의회기본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860개(총 1,788개 중
48.1%)로 오히려 주민참여 기본조례보다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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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중심 정책개발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 ‘포용사회’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감염병 대응 목적의 통제･감시 권한의 강화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자치단
체 정치･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한 주민 참여방식의 다양화와 주민주도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통해 투명한 양방향 소통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전자증명
서’ 확대, 간편결재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과태료의 확인･납부 등
비대면 생활문화 정착 및 민원‧복지 등 스마트 주민 행정수요도 급격한 증가 추
세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최소한 경기도형 자치단체 비대면
주민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함
정부는 비대면 생활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임(’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편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생활 위주의 삶의 방식이 가족, 마을 등 소단위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어, 주민자치
회, 마을공동체, 기타 주민조직 등 주민자치조직 간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합적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이 필요함
특히 행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온･오프라인 관계
망을 구축하여 주민주도형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영역 발
굴이 필요함
경기도의 경우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47) 결과 전체적으로는 인
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시와 군 지역 간, 북부와 남부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서는 향후 교류인구 및 관계인구 중심의 공간전략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조
직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음(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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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지역사업 발굴
현재 경기도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민
자치회 시범실시, 마을기업 및 마을만들기 등의 영역을 향후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후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통합하고, 민관협치 기반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즉, 경기도는 주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경기형 주민자치제도 개선 등의 광역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군과 연계하여 주민자치교육･주민자치컨테스트･주민자
치 홍보 등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마을공동체 지원
- 현재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은 ⓐ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리, 통) 단위의 주민자주조직(대표 단체 또는 각종 협의회),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 형태와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조직
의 구성 및 활성화에 동기부여가 필요함

② 선도 마을공동체 컨설팅
- 특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 또는 희망하는 ⓐ 신규 주민자치회 전환 읍면동, ⓑ
신규로 설치된 통･리 단위 주민자치 조직 등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공동체의식 강화
활동, 자치기반 형성 등 공동체별 전문가 컨설팅 실시를 추진함

③ 선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 평가 및 우수 마을공동체 컨테스트
- 사업 종료 후 마을공동체별 사업 성과를 시･군별로 평가하고 시군별 우수 사례를 경기도
전체에서 주민자치 박람회 내지 페스티발 형태로 공유시킴으로써 우수 사례 및 주민자치
의지 확산에 활용함
- 우수 평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사업비를 부상으로 지원함

④ 교류인구 및 관계인구 창출･확대 사업 지원
- 2019년 12월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라는
사회현상이 반영되어 국토와 국민,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와 마을, 일자리와 가정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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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존 계획과는 달리 성장 위주보다는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공간 자체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포용적 가치를 내세워, 인구감소, 저성장,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을 반영하여,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지정했으며, 세대･계층･지역 간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삶의 질, 건강
등 가치를 구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임
- 기본적으로는 그간의 정주인구 중심에서 체류인구 및 교류인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장기여행 활성화(예 : 가평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단･장기 이주 지원, 관광 활성화 등
교류인구 중심의 공간전략을 천명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지난 30년 간의 인구 증감 변화와 장기전망을 고려할 때 북부지역과 남부지
역 간, 특히 도시와 농촌 간, 상당한 불균형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인구정체 및 감소 지역 시･군은 향후 정주인구나 교류인구와는 달리, 지역과 다양하
게 관련되어 있는 관계인구에 착안하여 지역의 외부에서 유입인구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관계인구는 당해 지역으로 이주한 정주인구도 아니며, 관광하러 방문한 교류인구도 아님.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지역에 장차 이주 의사 등을 갖고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 당해
자치단체 내의 특정 기관, 마을공동체 등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타 지역의 모든
개인, 특히 도시지역의 시민단체, 학교, 대학 동아리’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음
◈ 일본 사례
Ÿ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8년부터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관계인구 창출･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Ÿ 특히 총무성 주관으로 각종 연구･재정지원 등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인구〔관계인구〕 포탈사이
트를 운영하고 있음(https://www.soumu.go.jp/kankeijinkou/index.html)

- 한편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각각 다름. 도시지역이 지역권의
경제를 견인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가 가질 수 없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와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경기도 내의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관점과
상호 교류를 통해 상생협력할 수 있는 공생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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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간 공생 네트워크

자료 : 김명선(2020.2.). “지역별 인구분석과 지역발전방안 연구”, 가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예를 들어 체류 내지 교류인구 증대를 위한 ⓐ 지역 내의 폐교, 빈집, 자연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체험시설의 설치 및 인근 자치단체 소재 학교와의 협약을 통한 학생체험교육, 지역
기업 직원 체험연수 등 교류인구 창출 노력, ⓑ 자치단체와 주민자치 조직 간 협력에 기초한
귀농･귀어･귀촌 이전 단계로 ‘단기 이주’ 지원, ⓒ 지역문화･예능 등의 전승 확산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자치단체와 주민자치 조직 간 협력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에 즈음하여 출향인사 등 지역연고자를 찾아 고향소식을
전달하고, 특정시기를 지정한 고향방문의 날 등 이벤트 추진 등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주민중심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최근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비
대면 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추진(’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임
※ 초중고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 교육 강화,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등

또한, 자치단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드라이브스루 검사‧
판매, 화상면접 등 비대면 주민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어 대주민 디지털 서비
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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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주민 스마트 혁신 서비스 지원사업
- 앞으로 5G 국가망 확산, 5G･AI 융합 서비스 확산에 따른 행정혁신의 급속화, 코로나19
비대면 생활문화 정착 및 민원･복지 등에 대한 스마트 주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다양한 비대면 주민서비스 수요를 디지털 행정 혁신
기법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② 고향소식 디지털 소통 프로젝트
- 출향인사 등 지역연고자, 교류 및 체류인구 나아가 주민 간에도 SNS 기반 디지털 앱을
개발하여 자치단체별로 커스티마이징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계절별 고향의 풍경, 주요 행사 등 고향소식 데이터는 주민자치 조직을 활용하여 생성하고,
이를 자치단체별로 종합하여 제공하는 방식 등 여론을 수렴하여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소통
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③ 경기도형 디지털 지역정보 및 대주민서비스 공동 플랫폼 구축(단계별 구축)
- 앞으로 경기도 권역 내의 인구 관련 통계 현황,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지역 경제 관련
각종 기초통계 데이터는 물론 공공･민간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교통, 복지, 문화, 안전 등 주민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비대면 디지털 행정시스템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하여 디지털 지역정보 제공 및 비대면 주민서비스 제공의 공동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
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통합･연계 가능성 검토 필요함

④ 디지털 주민주권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공간 내에 접근 가능한 모든 유권자들을 접속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과정에 Cyber Town Hall Meeting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주민
참여 확산 등 새로운 Tele-Democracy가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Output 중심의 성과와 함께 무엇보
다도 자치단체의 정치･행정 과정의 투명성과, 과정 전체에 대한 주민참여가 요청되고 있으
므로, 자치단체의 정치･행정에 대한 법 규정 이외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등을 포함한 디지털
주민주권회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 및 자치단체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주민전자
투표시스템 내지 주민주권회의 시스템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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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대응에 따른 기대효과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주민
수요에 능동 대처는 물론 풀뿌리 주민자치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각종 현안 과제에 주민자치 조직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의 공공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
이 제고됨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문화의 내재화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자치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제언 및 정책 추진 방향
기타 제언
경기도 지방정치세력 간, 정치와 행정 간 협력을 통한 자치단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됨
-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가 실질화하여야 함
-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의 적극 활용 및 주민서비스 공급의 효율화가 필요함
- 핵심지역인재의 육성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공동 활용이 필요함
- 자치단체 간 실질적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행정체제(구역･계층･기능조정･근린
자치 등) 개편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경기도와 시･군 간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주민주권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능분담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사무분담을 도 자체적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함
- (방법) 법령에 의해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적극적 위임, 또는 이양할 수 있음.
- (방향)은 지역의 자주적 판단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능력에 대응하여 지역맞춤형
사무배분을 추진함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위임･이양 수요 전수조사 등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 (자치단체 간 교류 및 관계인구 확대) 도 내･외부의 자치단체 간 교류인구 및 관계인구*는
향후 경기도의 성장동력이며, 도의 존립 가치를 입증함
- 21세기의 새로운 지방자치체제의 구축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광역 및 기초자
치단체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며, 특히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야 함

76∣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

정첵 추진의 방향성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지방 권력은 주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주민주권 구현임. 주민중심의 자치단체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
해서는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보장, 정치･행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자치
단체의 책임성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지향성이 요구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지방자치체제의 구축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 그리고 자치단체 간, 특히 자치단체와 주민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작은 디지털
정부로의 개편을 추진하여야 함
자치분권 제도의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내의 단체장, 의원, 공무원, 주민
모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임. 미래를 내다보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인력･예산의 유연성 확보, 창조적 아이디어 등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고려할 때 ➀ 장기적이며 종합
적인 접근, ➁ 함께 노력하여 바꿔나가는 협력적 관계 문화의 구축이 소망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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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11)
1. 개정 사유
1) 개정의 배경
의정책무수행 한계의 적시
지방의회의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 혜택과 비용을
배분하는 정책과정에서의 의사결정자로서의 책무수행을 하여야 함
- 이와같은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늘날 지방의회가 다루어야 하는 의정의 활동영역은
그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고도화, 복잡화, 다원화, 전문화
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우며,
단순히 정치적 절차를 준수하거나 일상적 지식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음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 여건의 마련이 필요함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방의원의 지식과 전문성 등 대응력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
의원에 대한 조직적･제도적 지원 장치가 요청됨
- 특히, 인적자원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의 구축은 의정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지원과 의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독립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음

11) ｢제5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부분은 신원득(2021).“지방의회의의 역량강화와 인사권 독립”, ｢자치의
정(3/4월호) 제24권 제2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신원득(20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 ｢경기도의회 지방자
치개혁정책토론회 주제발표(2013.3.8.)자료｣, 경기도의회, 신원득(2012), ｢경기도의회 인사권독립. 정책연구원제도
운영방안 연구(경기도의회 용역연구과제)｣경기개발연구원 등의 내용을 인용･참조하여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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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발전의 전향적 조건 인식
각종의 교육･훈련 등으로 점차 분업화･전문화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양적･질적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됨
- 선거에 의하여 신분이 취득되는 지방의원은 정치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일반가
(generalist)의 지위에 있으며, 전문가(specialist)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도울수
있는 조력가(助力家)의 도움이 필요함
- 이와같은 정책 분석 등의 지원 인력의 조력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자치입법, 행정감시, 예산심의 등의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음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자원의 관리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책임성･효율성의 운
영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임명권은 타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하고, 복무는
견제기관인 의회의장의 명에 따르도록 하는 “직무행위의 이중성”이라는 모순에 직면하게
됨
- 지방의회를 위해 복무하는 지방의회소속 사무직원을 지방단체장이 임명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주적 조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임

2) 개정의 노력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의 지속적인 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본연의 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을 지속되어 왔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되었음
-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의정보좌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은
꾸준하게 전개되었음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 및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 등의 실현을 위하여 국회는 입법을 통한 실현을 위하여 의원발의
등을 통하여 노력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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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은 제18대 국회(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20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에서
꾸준하게 입법 발의되었으나 개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표 5-1]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사례
구 분

제18대 국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제18대 국회
정책전문
인력의 지원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대표발의 의원

제안일

양승조 의원

2009-04-15

이시종 의원

2009-09-17

김성조 의원

2009-09-18

안경률 의원

2009-10-01

이성헌 의원

2010-09-15

이상민 의원

2010-10-26

최재성 의원

2010-11-24

문병호 의원

2012-10-08

문병호 의원

2012-11-16

이상민 의원

2012-12-07

김영주 의원

2013-01-21

정수성 의원

2003-02-01

배기운 의원

2013-11-20

정청래 의원

2015-08-24

추미애 의원

2016-07-14

김광수 의원

2016-11-25

정병국 의원

2017-05-11

임동규 의원

2009-12-08

김성곤 의원

2010-05-06

최재성 의원

2010-11-24

정청래 의원

2012-09-06

추미애 의원

2016-07-14

정병국 의원

2017-05-11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과 임면권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부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상호간 협력을 위한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지방의원 의정활동 및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보좌 인력의 지원

제21대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8일 발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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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2020년 12월 8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장 대안 법률안
으로 제21대 국회 제382회 제안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내용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제15차 본회의
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음

2. 주요 개정내용
1) 국회의 논의와 전개과정12)
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13)
제1차 소위원회
2020년 9월 16일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는 지방의회의 정책연구위원 제도의 도입과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
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심사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안설명에서 정책연구위원에 대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
도의 기존 사례를 참조하면서 의원정수 대비 인력규모의 적정선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는 광역의회인 시･도에는 가능하
나, 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의 인력규모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안자인 정부 측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필요성이
인정되나 규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사무직
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하여서도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인정되나 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
에는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12) 국회의 논의와 전개과정은 제382회 국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원회(수석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2020년 9월)｣ 및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2020년 9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9차 회의록(2020년 11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0차 회의록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1차 회의록(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7차 회의록(2020년 12월 3일)｣,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2020년 12월 8일)｣, ｢제15차 국회 본회의회의
록(2020년 12월 9일)｣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은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한병도 의원,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박재호 의원, 오영훈 의원, 이형석 의원, 국민의 힘
권영세 의원, 김형동 의원, 이명수 의원, 최춘식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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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석 위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하여
는 찬성하나, 전문인력의 채용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을 통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의 충원이 요청됨을 주문하였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독립에
대하여 시･도의회만 국한하여 허용하고 시･군･자치구의회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서
는 반대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리고 국민의 힘 소속 이명수 위원 또한 광역의회인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인
시･군･자치구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인사관리와 시･군･자치
구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독립과 인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음

제9차 소위원회
2020년 11월 30일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연구위원 제도의 도입과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하
여 보다 구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졌음
-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위원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며, 명칭은 의정지원관으로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개인 보좌관
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나 사무처 등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기하는
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위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
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14) 그리고 국민의 힘 김형동 위원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및 절차와 방식, 그리고 신분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법률에 적시할 것인가 혹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였음
- 한편, 국민의 힘 이명수 위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과 관련하여 당초 행정자치부에
서 제안하였던 ｢의정지원관｣ 대신 ｢정책전문위원｣을 수용하는 방안과 직급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시기과 규모에 관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채용하는 경우,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현행의 지방의회와 차기의 지방의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주장하였
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은 제출된 정부(안)의 경우, 사무직
원 임명권은 시･도의회에 우선 적용하고 시･군･자치구의회에는 현행과 같이 사무직원은

14) 이형석 위원은“전문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지난번에 제가 한번…… 1/2을 두는 것은 좋은데 전문인력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채용 관련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씀이지요”라고 질의하였다(행정
안전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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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
며,15)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차관 역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우선 부여하고 단계
적으로 시･군･자치구의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이명수 위원은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의회도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위원은 사무직원의
인력 규모를 이유로 시･군･자치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
고 있으며, 김민철 위원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음

제10차 소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및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에 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졌음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에 일괄 도입을 하며,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세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과 도입시기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하여 국민의 힘 이명수 위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칭에 대하여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음16)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위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은 일괄적으로 하되, 명칭
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이후에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도
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정책전문 지원인력에 관하여는 토론 결과,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에 일괄 도입하
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명칭에 대하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하였음
15) 수석전문위원은“다음으로 안 103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특히 시･군･구의회도 인력 운영의 자율성 부여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구의회 사무인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으로 사실상 독립적인 인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시･도의회의 우선 도입을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이후에 범위의 확대를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16) 이명수 위원은 “지방의회에는 입법 보좌하는 공무원과 전문위원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원을 내년에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시･도, 시･군･구를 도입은 하되 그건 단계적으로 3분의 1 내에서
연차적으로 2분의 1로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정책지원관이냐 정책지원 인력이냐
하는 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그건 크게 우리가 서로 이견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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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 전속적 권한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는 시･도 광역의회만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면에 소위원회 위원
들은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의회 등도 포함하여 전체 지방의회에 도입하는
것을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시･도의회의 광역의회와 마찬가지로 시･군･자치구의회
의 기초의회까지 둘 수 있도록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음

제11차 소위원회
2020년 12월 2일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에 일괄적으로
두며,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직급･직무･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두도록 하였음
-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여 광역의
회의 경우 6급 기초의회는 7급으로 설계하는 구상을 밝히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에 관하여는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이 임면･교
육･훈련･복무･징계 등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며,17) 집행기관의 인사위원회와
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 제1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31건의 지
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행정안전위원
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였음18)

17) 수석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어제 위원님들께서 시･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구의회 의장에게도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문 정리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
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라고 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위원회 제1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18)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한병도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제26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1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가결을 선포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제1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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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법률안 가결
2020년 12월 3일 개회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들을 의결하였음
-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양경숙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8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그리고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회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및 감독
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 법률안)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31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행정안전위원회(안)으로 본회의
에 제안하는 의안을 최종 가결하였음19)

⑶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2020년 12월 8일 개회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
전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
고, 대체토론을 거쳐 의결함
-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률안을 상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지 32년 만에, 그리고 1995
년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임을 강조하였으며, 전문위
원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음
19)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1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오늘 수정된 부분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가결을 선포하였다(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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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86호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부문은 특별한 대체토론 없이 가결되
었음

⑷ 제15차 국회 본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2020년 12월 9일 개최된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사일정 제40호로 상정되어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서 가결되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출한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을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였음20)

2) 개정(안)의 주요내용
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
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를 신설하였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서 정책지
원 전문인력의 규모와 임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
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
력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지방의회 의정지원 인력의 도입을 정하고 있음
20) 행정안전위원장(대리)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제1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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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의 세부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에 관하여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
입규모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
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
다”는 조건 규정을 두고 있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
력의 도입에 관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임용절차 등의 사항을 ｢대
통령령(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정책지
원관’으로 규정함
- 다만, 법률상 용어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인력’ 용어를 사용하여 직위 명칭으로 부적절
하다는 의견 등 명칭 변경 필요성 제기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고 규정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항내지 제3항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공적 의정활동 지원에
한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
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1) 제3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음

21) 지방자치법 제47조무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
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 등에 관한 사항이다.

90∣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

-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항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
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하도록 하여, 사무기구 유형, 위원
회 유무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 등에 배치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책지원관의 임용절차는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서 “이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 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종류(일반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만 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의 임용절차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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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안)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배치토록 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표 5-2]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신･구 조문 대비표)
법 령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법

<신 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
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
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신 설>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
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
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
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
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
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
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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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 의장의 권한 규정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
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을 두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
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였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제103조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소속 직원의 임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는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제10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였음

다만, 부칙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신분상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제경과
조치를 두었는데, 부칙 제20조(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규정 삭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일을 앞두고, 법안 제
1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지방
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분 규정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3조 제2항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
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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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
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사무직원의 겸임 업무)의 “(개정전)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위임범위 등에 대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공무원 범위(별표
7의2)”등을 삭제토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의 “(개정전)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2)”는 조항을 삭제함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의 운영원
리를 적용토록 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법 시행령에 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 2 [별표 7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범위는 1)｢지방공무원법｣제4조제2항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제1
항에 따라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행정직군
방호직렬 공무원,‘기술직군 위생직렬 공무원’,‘기술직군 조리직렬 공무원’,‘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공무원’,‘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관리운영직군 공무원’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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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신･구 조문 대비표)
법 령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
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
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
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
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
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
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
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사무직원의 겸임 업무) 법제90
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
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
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
위) 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란 별표 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
다.

<삭 제>

※ 지방자치법 부칙 제20조(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
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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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의 대응 방향
1) 기본방향
경기도의회 인사권 및 자치법규 관련 진단 필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향후의 방향설정과 경기도의회의 정밀한 세부 진단이 요청됨
한편,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내용과 연관된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정비와 제･개정 등의 사전적 준비가
필요함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
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규모에 관한 부칙의 특례 규정에 따
라 ｢정책지원관 운영조례｣ 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운영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
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위원회 설치 및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경기도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및 부서의 조직과 편재,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
고 있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경기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와 ｢정책
지원관 운영조례｣,｢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정｣,｢경기도의회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조례｣ 등의 제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2) 경기도 자치법규의 제･개정
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의 제정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 제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지방자치법 시
행령(개정안)｣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의 시행에 적정한 ｢(가칭)경기도의
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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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011년 3월 29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서 신설된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정책연구원 제도를 제
5조(정책연구원)에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음23)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에서는 정책지원관 운영의 목적, 정의,
신분, 배치, 직무,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임용권자, 임용절차, 정원(규모), 보수,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에서 연차적으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정원(규모)의 검토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안)｣ 예시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안)｣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
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안) 예시
제1조(목적) 정책지원관 설치･운영의 목적
제2조(정의) 정책지원관 용어의 정의 등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 규정과의 관계
제4조(신분) 정책지원관의 신분
제5조(직무)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제6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정책지원관의 임용절차 및 자격
제7조(임용권자) 경기도의회 의장 및 위임사항
제8조(임용절차) 정책지원관의 임용과정
제9조(정원) 정책지원관의 규모(단계별 충원인력)
제10조(보수) 정책지원관의 보수규정
제11조(교육훈련) 직무수행 능력배양
제12조(복무) 정책지원관의 복무사항
부 칙

23)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제5조(정책연구원)는 다음과 같다.
① 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원은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원은 해당 의원의 임면요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④ 정책연구원은 해당 의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1.3.29.](무효판결,대법원2011추49.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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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상위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와 관련하여 ｢지
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1년 9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장의 제안으로24)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9
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 그동안 인사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의회에서도
독자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제6조 제2항에서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
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둘째, 인사위원회 사무직원인 간사와 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1조 제2항에서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구성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하였음

24)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년 8월 2일)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1년 9월 8일)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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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불리한 처분 등의 소청을 심사･의결 등의
사항을 지방의회 독자적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가능토록 하였음
- 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었음

넷째,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가 필요할 경우에 인사교류협의회의 기준에 따라 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 제30조의 2 제2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그리고, 제30조의 2 제3항에서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
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음

｢(가칭)경기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가칭)경기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운영규정(안)｣ 예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대강의 방향이 정하여지게 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경우, 이와 관련
하여 경기도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와 인사운영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 및 규칙(규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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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조례 및 규칙(규정) 예시
(가칭)경기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조례(안) 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기능)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의견청취등)
제8조(간사)
제9조(운영세칙)
제3장 인사교류 절차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 부 칙 >

(가칭)경기도의회 사무직원
인사운영규정(안) 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기능)
제6조(간사 및 서기)
제7조(비밀유지 등)
제3장 승진 및 승급
제8조(기본원칙)
제9조(승진임용 방법)
제10조(결원보충)
제11조(특별승급)
제4장 보직관리
제12조(기본원칙)
제13조(주요직위 임용기준)
제14조(순환전보)
제15조(직위해제 등 징계)
제5장 인사교류
제16조(기본원칙)
제17조(전입 및 전출)
제18조(운영세칙)
제6장 근무성적평정
제19조(평정대상 및 시기)
제20조(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제21조(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2조(기능)
제7장 보 칙
제23조(위임사항 등)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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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1. 개정 사유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020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개정 부분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도 특별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
- 현행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언급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
치단체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6-1] 지방자치법 조문 비교
조문

현행 시행법률
내용

제2조
제3항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지
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법률
내용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
제2조 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
제3항 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
치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
제199조
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제1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지난 30여 년간 존재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
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체화 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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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거의 동일한 체계를 유
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동법 제12장에 별도로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6-1]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기초-기초자치
단체, 광역-광역자치단체들 간 구성이 가능하게 됨
-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됨

인구소멸이라는 위기와 국제화･세계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 상호 간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됨
- 기존의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가지는 집행력과 구속력에 관한 단점들을
상당 부분 보완할 것으로 보임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이유
기존의 보통(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행정사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하
기 위하여 별도의 행정구역과 조직을 구성하기 위함(정재화, 2006)
오랜 전통과 역사에 기반한 현행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지방행정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설치이유는 다음과 같음
- 고도로 기술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적절함.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공무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설립목적에 따라 구역을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과세 수입원으로 운영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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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 또는 저항을 피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사무에 관한 충돌을 피할 수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여야 할 한계도 있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나친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조직, 관할구
역, 재정부담에 관한 혼란의 원인 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특정 공무원 또는 집단에
의해 조직운영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한계 및
문제점을 극복해야 함. 이러한 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향후 구체적인 설
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임

3) 지방자치법 개정 제안이유
제출된 법률안의 개정이유 및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함
특히 일반적인 도시 행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광역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대도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행정수요가 나타남
- 코로나 19 이후 중앙-지방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중요성도 증가함

기존 지방자치법에도 광역행정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
한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한 상태였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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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종합
기존법률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함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
체가 본격 실시되었으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운영되지 못함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함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향후 설립･운영에 관한 방향 및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커짐

2. 주요 개정내용
1)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개정내용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로 예정됨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12장 제 199조부터 13개 조문을 통해 전반
적인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하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함(문상덕,
2019)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형태를 가지며 구성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호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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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반
드시 받아야 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 위임사항들에 대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정기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관련 사무 위임을 요청할
수 있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관 및 구역에 관한 규정이
제시됨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는 구
조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에 의거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구성
되도록 규정을 함. 따라서 구성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의원을 겸직할 수 있음
집행기관의 구성은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임
- 합의된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구조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의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함(문상덕, 2019)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받은 후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무집행으로 인한 수혜집단,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하는 구조임
-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한 사무처리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
처리상황 등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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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들에서 이미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특별지
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법률에서 이를 규정함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자치구･군수)에 대해 인용하고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서 정한 사무와 관련된 경우 관련 규정은 특별지
방자치단체장 또는 특별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
- 해당 법률 조문(제211조)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으로 인한 법률적 충돌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2)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정안의 법률적 쟁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정의를 지나치게 협의로 규정한 측면이 있음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목적 및
필요에 의해 설립되는지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적 공동 사무처리단체만으로 정의될 수 있음(문상덕, 2019)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외국의 사례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제도적 틀로 이해하고 여
러 종류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미국의 교육자치구(School districts) 특별자치구(Special districts)와 일본
의 재산구･특별구와 같은 형태로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것으로 설정이 필요함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명칭에 관한 쟁점이 존재함
현재 보통(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명칭을 통해 쉽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알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 도,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자치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시, 군,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명칭을 정할 수 있게 하였음
-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와는 별도로 자유롭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 명칭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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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자율성이 부여되면 해당 기관 명칭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부산･진해경자자유구역청, 수도권 교통 본부와 같이 해당기관의 명칭만으로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조합과는 달리 실제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이므로 통일된 명칭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문상덕, 2019)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도 다른 유사기관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 방법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함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라고 규정함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 제 1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중 하나인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를 구성하여야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의 지방의원들로 구성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겸직하
게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권 관련 법리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구성자치단체 전부로 할지 일부로 구성할지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 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나의 대안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장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음. 즉 구성자치단체 지방의회 일부 상임위
의원들을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하는 것 있음
- 입법취지와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전부로 특별지방자치
단체 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일부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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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간선제로 정해지는 단체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위헌
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1인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을 위헌으로 판시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판례 따르면 “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
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선거권을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규정하
였다고 볼 수 있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판례의 논리를 확장하여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에 대한 부분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할 경우 별도의 선거제도 도입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하는 것이 현실
적인 대안임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적 구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제도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상호 시너지
를 통한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김수연, 2019)

현재의 상호협력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명확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고,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유사제도와 차별화
를 해야 함
- 현재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제도로는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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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147조, 전면개정한 지방자치법 제
16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 공
동처리에 관한 요청이 있으면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유형은 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 기업투자 설명회, 박람회 개최
등이 있음
- 이러한 협력사무에 적합한 사무의 사례로는 협력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무,
제공되는 서비스 수혜그룹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경우,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김수연, 2019)
- 분야별로는 하수처리, 상수도 관리와 지역개발 사업 등이 대다수임

둘째,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의 위탁을 하나의 상호협력제도의 유형으로 제시하
고 있음
- 사무위탁은 자치단체 간 사무의 중복을 피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함
- 주요한 사무위탁 분야로는 쓰레기 처리와 수질 개선 분야가 해당 됨
- 사무위탁의 개념적인 특징은 별도의 기관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임. 다만 환경과 관련
한 혐오시설을 위탁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함
- 관련한 세부절차 부족으로 현재는 자치단체 간 사무위탁보다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음

셋째,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할 수 있음
- 행정협의회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만든 협의기구임
- 해당 행정협의기구를 통해 주로 행정정보의 공유, 공공시설의 설치, 광역계획 등을 논의함
- 협의회 주체가 시･도 일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자치구 경우 시도지
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는 규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과 유사함
- 다른 협력제도와 차별화되는 점은 협의회는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임.
따라서 관련 사항들은 자치단체장의 명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넷째,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개념적으로 가장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조합 간의 명
확한 구분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당연법인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등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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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짐
- 법인격이 부여되는 점이 행정협의회와 가장 큰 차이점이며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지방
사무를 협력하여 처리한다는 점은 행정협의회와 동일함. 표 8-2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5개의 조합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2개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동일함
- 조합의 경우 조합회의라는 의결기관을 가지며, 조합장과 위원 및 사무직원의 경우는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선임함
[표 6-2] 지방자치단체조합
명칭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
부산･진해 경제자
유구역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대구･경북 경제자
유구역청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설립목적
관할구역 내 외자유치 및 인･허가사무
관할구역 내 외자유치 및 인･허가사무
지리산 부군 관광개발사업 공동 추진
관할구역 내 외자유치 및 인･허가사무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익을
지방상생발전 재원으로 이용

구성 자치단체
경상남도･전라
남도
부산시･경상남
도
장수･남원･곡
성･구례･산청･
하동･함양
경상북도･대구
시

설립연도

17개 시･도

2010

2004
2004
2008
2008

자료: 김수연(2019).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추진 실태와 과제.

대표적인 광역행정제도로서 운영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례는 1991년에 설
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임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지방공사로 2000년에 전환되었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서울
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설립함
의결기관인 조합회의 위원 구성은 서울시 5명, 경기도 3명, 인천시 3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고 조합장은 구성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순서를 정해 겸
임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상근조합장을 임명함
- 재원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폐기물 반입료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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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인사 및 재정 부분을 지나치게 구성지방자치단체
에 의존해 독자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받았고,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았음
- 결국,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2000년에 지방공사로
전환됨
[표 6-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운영
명칭

내용

설립방법

임의설립

설립년도

1991년 설립, 2000년 지방공사로 전환

설립목적

수도권 쓰레기 매립

법적지위

공법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위 미부여

기관기능

수도권 지역 쓰레기 및 폐기물 반입･매립

구성자치단체
기관구성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립형 기관구성
- 조합장: 집행기관
- 조합회의: 의결 및 심의

자료: 금창호(2018).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이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점은 조합장의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
이 제약되어 있으며,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음.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부분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큰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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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선행연구의 특징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적음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연구 범위와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창호(2018)에 따르면 연구 내용을 기준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유와 도입설계에
관하여 기존 연구를 분류하로 있음. 연구범위를 기준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별적 사례
에 관한 연구와 일반적인 논의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8-1]에서 관련 선행연
구를 분류함
[그림 6-1]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선행연구

자료: 금창호(2018).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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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0년대 초반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주
장한 연구들이 존재함(김병준, 2000; 박준수, 2003)
2010년대 이후에는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한 대안으로 특별자치단체의 도입
을 주장함(금창호, 2016; 조성호, 2018)
2000년 이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됨(금창호,
2004; 금창호, 2005; 김해룡, 2007; 김길수, 2008; 금창호, 2017). 표 8-4에
서 기존 선행연구들의 특징을 분석함
[표 6-4] 지방자치단체 선행연구 분석
구분

주요 특징

김병준(2000)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기여함

박준수(2003)

특별지방자치단체가 1990년대 도입한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해 필요함

도입 이상수(2003)
이유
금창호(2016)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및 갈등조정 기제로 작동함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주장함

조성호(2018)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 자율적 협력을 위한 대안
일 수 있음

금창호(2004)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필요사항과 설계 대안 제시

금창호(2005)
도입
설계 김해룡(2007)
김길수(2008)
금창호(2017)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대안 제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필요사항과 설계대안 제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필요사항과 설계대안 제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필요사항과 설계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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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외사례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또는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광역행정
을 통해 도시 및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는 1980년대부터 존재하였
으나 후속법령의 미비로 최근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광역행정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향후 우리 사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을 위해서는 외국 사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가장 가까운 해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이 있음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광역연합체이며,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문화･관광･스포츠진흥, 광역방재, 자격시험･면허, 직원연수, 광
역환경보전 등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음
간사이 광역연합의 조직구조는 광역의회, 광역연합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됨
- 사무국의 경우 현재 1개 본부와 9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57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임

[그림 8-2]에 따르면 간사이 광역연합의 세입구조는 조세수입에 기반하지 않지
만, 수수료와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국가사무의 위탁집행에 따른 비용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직접 받고 있는 재무구
조를 갖고 있음
- 그림 8-3에 따르면 자체수입은 재산운용수입, 기부금, 예금이자, 기타수입, 전입금, 이월
금, 사용료 및 수수료로 구성되어있음.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국고 위탁금으로 구성되어있음. 구성 지방정부도 운영에 관한 분담
금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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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간사이 광역연합 세입구조(2021년)

자료: 박관규･주윤창(202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재정구조 분석: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사례 재정리.

[그림 6-3] 간사이 광역연합 세부 세입구조(2021년)

자료: 박관규･주윤창(202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재정구조 분석: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사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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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광역연합에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간사이 광역연합은 직접적인 지방세 수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외수입이
존재함
- 국가사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기준으로 기부금(고향납세)를 직접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이외에도 세출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 부분을 사업비에 투입
하고 있음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연합 사례가 있음
미국의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비교적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시기인 1967년에 설립되었음
- 미네소타의 트윈시티 광역연합은 세인트폴(Saint Paul)과 미니아폴리스(Minneapolis)로
구성되어있음

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목적은 공유지 및 공원관리, 폐수처리, 대중교
통,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주로 기초자치단체와 카운티 정부의 업무를 통합해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미네소타 광역연합은 의회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의원은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구조임
- 광역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무를 집행하는 부서
도 따로 존재함
- 최근 자료에 따르면 트윈시티 광역연합 공무원 수는 대략 4,300명임(박관규･주윤창,
2021)

[그림 6-4]를 살펴보면, 미네소타 광역연합은 간사이 광역연합과는 달리 자체
세입이 전체 세입의 72%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6-5]를 보면 또한 세수가 자체수입에 포함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간사이 광역연합과 다른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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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트윈시티 광역연합 세입구조(2021년)

자료: 박관규･주윤창(202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재정구조 분석: 미국과 독일사례 재정리.

[그림 6-5] 트윈시티 광역연합 세부세입구조(2021년)

자료: 박관규･주윤창(202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재정구조 분석: 미국과 독일사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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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첫째, 영국의 경우 근접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들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연합
기구(Combined Authority, CA)가 있음
- 근거 법률은 도시와 지방분권법(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과
경제발전 및 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등이 있음(김예성･하혜성, 2021)
- CA라고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구성 지방정부가 합의한 기능
인 교통, 재생, 경제 등의 기능을 집행함
- 대표사례로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reater Mancheter Authority, GMCA) 등이 있음
- 광역맨체스터 연합기구는 현재 10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쇠퇴하는 지역경제
활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둘째, 프랑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합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에서 협력체가 구성된다고 함
- 코뮌 간의 협력 유형은 크게 조합형, 연합형, 계약형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함
- 조합형은 단일사무담당 기구, 복합사무담당 기구, 혼합조합으로 구성됨
- 연합형의 경우 주로 대도시권에 형성되어서 도시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사례로는 24개의 코뮌이 연합한 낭트대도시공동체(Communuautes urbaines de
Nantes) 등이 있음
- 계약형은 자치단체 간 협정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임
- 최근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들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대도시연합형태인 ‘메트로폴’
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고, 이 메트로폴은 현재 총 21개 도시의 연합형태임(김수연, 2021)

셋째, 독일도 1994년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설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설립함
-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이 수행하는 주된 목적은 대중교통, 지역경제, 폐기물처리, 지역개
발, 공원 및 녹지, 관광 업무임
- 다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의회를 보유했으며 대략 90명이고 임기는
5년이며,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고, 의원들이 단체장을 선택하는 구조임
- 단체장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국장(Regional Diriector)로 불리고 8년 임기이
며,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대략 8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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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독일 슈투트가르트 세입구조(2021년)

자료: 박관규･주윤창(202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재정구조 분석: 미국과 독일사례 재정리.

[그림 6-7] 독일 슈투트가르트 세부세입구조(2021년)

자료: 박관규･주윤창(202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재정구조 분석: 미국과 독일사례 재정리.

- [그림 6-6]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이 총 61%를 차지
하고 있고, 세수는 없는 구조임
- [그림 6-7]에 세부세입구조에 의하면 세입구조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교부금이 대략
34%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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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서 운영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필수적임
-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전재원을 포함하여 자체수입을 갖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특별자치단체의 목적 및 사무와 연계된 세수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고, 재원 부족시 필요한 이전재원(교부금)도 필수적임

둘째, 세외수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연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국고보조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함

6) 특별지방자치단체 국내추진현황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광역행정을 장려
하였고, 여러 권역 설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참여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광역별 기능별 역할 분담을 강조함
- 당시 설정된 4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4대 광역권에 비해 추가로 3개의 광역경제권을 설정함
-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였음. 해당지역은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이 새롭
게 추가되었고,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동남권은 기존과 동일함

박근혜 정부는 총 56개의 지역행복 생활권을 전국적으로 설정하고 광역행정사
업을 추진함
이전 정부들의 광역협력을 통한 시도들은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함(김예성･하혜
영, 2021)
- 실패 원인으로는 첫째, 광역행정 및 협력기구가 위상이 낮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함
- 둘째, 광역협력사업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어려
움. 정권교체 이후에는 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함
- 셋째, 지방정부들이 광역행정기구에 칸막이식 예산지원을 하므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
다고 지적함(강현수･강민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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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메가시티를 포함한 광역행정 정책적 시도는 과거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권역별 광역자치단체 자발적인 전략에 의해 추진됨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메가
시티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메가시티는 현재 지방분권의 대세가 된 상황임
메가시티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통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의미하며 즉,
인구의 규모가 충족요건임
우리나라에서는 본래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인구의 규모가 기준점이 아닌
대도시 거점 중심의 발전전략을 공유한 권역을 의미함(박충훈, 2021)
대표적인 메가시티 추진지역으로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4개의 시도가
포함된 충청권임
- 부･울･경 메가시티는 총 783만명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행정･문화･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광역 단일경제권임
- 부･울･경 메가시티의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 부산연구원, 경남연구
원, 울산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고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2022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가장 앞서가고 있음
- 충북･충남･세종･대전 연합 충청권은 현재 광역교통협의회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말에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광역 교통망 구축, 혁신도시 및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외에도 광주･전남(330만 명), 대구･경북(506만 명) 등이 행정통합논의를 진
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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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의 대응 방향
1) 기본방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사유,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해외사례,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음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사유, 주요 개정내용의 분석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와 관련한 쟁점 및 이슈를 분석할 수 있었음
주요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광역행정의 사례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나라 메가시티를 비롯한 광역행정 현황을 분석함

법률개정 및 주요 사례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자세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후속법령의 미비로 인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계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따라서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규
정함으로써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이전법률과 가장 큰 차이는 법률 12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제12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부분을 구
체화하였으나, 여러 가지의 쟁점 사항이 존재함
- 첫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협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둘째, 향후 설립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어떻게 일관되게 결정할지가 관건임
- 셋째,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방법 및 의회의 구성방법에 대한 쟁점이 생길 여지가 있음

현재 해외에서는 이미 광역행정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임
국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통한
광역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설정 및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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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방향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범위의 단계별 확대 방안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기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
성하고자 함
- 대개 관할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재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수준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정체성과 관련성이 낮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들을 경제성
고려 없이 포함하면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 할 경우 관할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박충훈, 2021)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발전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박충훈(2021)이 제시한 메가시티 발전방안은 초창기에 경남, 울산, 부산 전체를 포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부산, 울산, 경남(동부)만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함
- 구체적인 이유로는 행정구역 전역을 포함할 경우 경남(서부) 낙후지역의 분배 주장에 의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초창기 전략이 어려워지고, 공동이익의 극대화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함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기에는 한정된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 관할
구역을 설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성공시키고, 추후에 관할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박충훈, 2021)

경기도도 지역별 경제 수준 및 발전 정도가 다르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시
경기권 전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범위 설정을 지양해야 함
- 관할 지역의 연계성 및 동질성이 높은 몇 개의 작은 권역으로 시범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
체를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 될 수 있음

특별자치단체장 선출 방법을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함

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125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의회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하고 있고, 규약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소수의 구성지방단체 의회의 의원들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민주적 대표성이 부족함
궁극적으로 주민직선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바람직하지만, 입법권
자의 법률제정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출방법의 민주적 대표성 및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
간선제를 규정한 입법권자의 의지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전원이 특별지
방자치단체의 선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실적인 여건과 민주적 대표성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의회의 구성이 필요함
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주요한 이슈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들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
되었으므로 굳이 구성지방자치단체 의원 모두를 포함할 필요는 없음
-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모두가 참여할 경우 비효율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음
-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을 선출할 때 일시적으로 구성자치단체의 의원 모두가 참여할
필요는 있음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상임
위원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높아서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관리 및 감독이 수월함
-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율에서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어떠한 비율로 의원 수를 배분할지,
선출 및 선임 방법과 관련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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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부여가 필요함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규약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규정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자율성 부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체계적인 제도도입을 방해할 여지가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례를 보면 해당기관 명칭을 통해 기관이 자치단체
의 조합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가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마저 자유롭게 명칭을 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행
정협의회와는 차별화되는 동시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체계적이며 통일된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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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방 간 사무이양
1. 사무이양 원칙
1) 지방자치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와 관련하여 4개의 조문이 있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법률에는 5개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음
[표 8-1]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이 제시되
어 있지 않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음
- 이 중에서 사무이양과 관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은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임
[표 7-1] 지방자치법 조문 비교
조문

현행 시행법률
내용

조문
제11조

2022년 1월 13일 시행법률
내용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제15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제시되어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을 일부 자구수정 후 가져온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사무이양의 원칙으로 행정책임명확화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포괄이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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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조문 비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022년 1월 13일 시행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
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
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
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
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
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
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
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
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
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
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
분하여야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
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
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
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
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
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이념
사무이양의 원칙은 다수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보충성
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행정책임명확화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정정화 외, 2019: 87-89; 배정아, 2021:
168-170))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충족이 어려울 때 중앙정부로 행정
수요의 충족책임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함(이종수 외, 2008: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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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명명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
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수요의 처리과정에서 서로 경합할 때에는 기초자치
단체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임(국회행정자치위원, 2003: 8)
행정책임명확화의 원칙은 불경합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경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사무의 소관, 처리권한과 책임 그리고 경비부담의 관계가 명백하고 명확하
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임(최봉석 외, 2015:10)

행정능률의 원칙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
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에 사무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이용
환 외, 2006:13)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 등의 역량차이로 인하여 모든
주민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임(배정아, 2021: 169-170)
전권한성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역적 사무를 특별한 권한 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것으
로 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임(배정아, 2021: 170)

3) 논의 종합
지방자치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무이양의 원칙과 지방자치이념에 근거하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무이양의 원칙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첫째, 보충성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사무를 이양하여야 할 지방행정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양사무의 발굴과정에서부터 발굴 후 이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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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과 전권한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무
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여야 하고,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 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양사무의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사무처리를 위한 기구와 인력에 대한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구 수와 인력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무이양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그림 7-1] 사무이양원칙과 논의방향
Ÿ
Ÿ
Ÿ
Ÿ

보충성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

Ÿ 행정책임명확화의 원칙
Ÿ 전권한성의 원칙

→

Ÿ 해당 지방행정계층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 반영

→

Ÿ 기능이나 법률단위의 포괄이양
Ÿ 이양사무처리비용보전
Ÿ 이양사무처리를 위한 기구 및 인력의 확대

결국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때에는 다음
과 같은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바 본 연구에서는 충족여부를 살펴본 후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첫째, 이양사무의 발굴과정 및 이양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
어 있는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제들이 적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넷째, 이양사무가 기능 또는 법률단위로 이양되고 있는가?
다섯째, 이양사무의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있는가?
여섯째, 이양사무에 대한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양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는가?
일곱째, 이양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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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이양 실태
1) 이양사무의 규모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한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에 이르는 동안 이양실
적을 살펴보고 그 다음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이양실적을 살펴보고자 함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 대해 이양이 완료되었거나 미이양
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경우에는 이양확정된 사무
에 대한 이양이 추진 중에 있어서 양자 간에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임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이양실적을 보면 다음
과 같음<[표 7-3] 참조>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까지 총 3,101건의 이양사무
가 확정되었고, 이 중에서 2,489건이 이양(80.26%)되었으며 612건이 미이양됨
국민의 정부가 612건을 이양확정한 후 611건을 이양완료(99.84%)하였고 참여
정부는 902건을 발굴하여 875건을 이양(97.01%)하였으며 이명박정부가
1,587건을 발굴하여 1,003건을 이양완료(63.20%)함
국민의 정부에서 1건, 참여정부 27건 그리고 이명박정부 584건이 미이양되었음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이양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음<[표 7-4] 참조>
박근혜정부는 별도의 실적이 없음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85건을 발굴하였고 현재 89건의 이양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400개 사무를
발굴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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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1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위하여 사무이양 관련 입법예
고하였음<[표 7-5] 참조>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된 사무는 14개 부처, 48개 법률, 214개이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이양 171개 사무, 대도시 특례 43개 사무임
- 지방이양사무 171개는 2019년 이후 의결된 사무 114개와 장기 미이양 사무 26개 그리고
위원회 연계사무 12개, 행정안전부 발굴 19개 사무 등임
- 대도시 특례 43개 사무는 2021년 의결 사무 6개, 2012~2017년 의결사무 15개, 2011년
이전 의결사무(1차 국회 불수용) 5개, 행정안전부 발굴 17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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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의 사무이양실적
(’21.7.31 기준, 단위: 사무건수)

지방이양추진위
구분

총계

국민의 정부

지방분권촉진위

참 여 정 부

이명박 정부

소계

’00

’01

’02

소계

’03

’04

’05

’06

’07

소계

’08

’09

’10

’11

’12

이양확정

3,101

612

185

176

251

902

478

53

203

80

88

1,587

53

698

481

277

78

이양완료

2,489

611

185

176

250

875

466

53

191

79

86

1,003

52

456

262

188

45

미이양

612

1

-

-

1

27

12

0

12

1

2

584

1

242

219

89

33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내부자료.

[표 7-4]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사무이양실적(20~현재 지방이양 추진현황)
(’21.7.31 기준, 단위: 사무건수)

지방자치발전위
구분

총계

자치분권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소계

’13~’16

소계

’17

’18

’19

’20

이양확정

85

-

-

85

-

-

45

40

이양완료

-

-

-

-

-

-

-

-

추진중

85

-

-

85

-

-

45

40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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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된 사무
- 지방이양 171개 사무
① 지방이양(171개)
구 분

사무(개)

계
①+②

국가→
국가･시도

시도→
시군구

국가→
시군구

국가→
시도

국가→
국가･시도,
시군구

국가,시도→
국가･시도, 시
군구

국가･시도
→ 시도

국가→
국가,시군
구

시도→
시도,시군
구

국가→
시도,시군
구

214
(215)

45
(46)

44

36

19

10

9

3

2

2

1

166*

33

41

27

14

9

8

3

2

2

1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내부자료.

- 대도시특례 43개 사무
② 대도시 특례(43)
시도→시도 50만

국가시도→국가, 시도, 100만

국가, 시도→국가, 시도, 50만

시도→시도,100만

20

12

8

3

14

3

6

3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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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이양절차
문재인정부의 이양사무 처리절차를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라는 정책기조 하에 지방분권을 추진 중
에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약속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과 같이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 기능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을 추진한다는 것임
-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을 한꺼번에 추진하고자 하였음

살펴본 것과 같이 효율적으로 기능중심의 이양을 추진하고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음
- 또한,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음
종합하면 문재인정부의 기능이양 방식은 주요 권한 등을 분야별 패키지로 이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단위 방식의 이양에서 기능단위 방식의 이양으
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 실제로 기능 및 법률단위로 사무가 이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항목을 달리하여 논의하고자 함

문재인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때 6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1단계는 지방이양(국가환원) 대상사무의 발굴단계를 의미함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4단체, 위원, 전문가그룹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홈페이지, 공청회, 학계, 순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함

2단계는 필요시 사무발굴 사전심의 TF를 개최하는 것이며,
- 사무발굴 TF 구성 및 접수된 사무 심의 그리고 발굴된 사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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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 단계임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4단체, 전문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무에 대한 의견를 조사
하고 필요시 토론회 및 현장조사,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함

4단계는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단계임
- 관계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견 청취 등과 같이
중앙･지방 의견 청취 및 안건 검토･조정, 심의하는 단계를 의미함

5단계는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심의･의결단계임
- 관계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견 청취 등과 같이
중앙･지방 의견 청취 및 안건 심의･의결단계임

6단계는 본위원회 심의･의결단계임
- 분과위 의결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7-2] 사무이양 절차
① 지방이양(국가환원) 대상사무
발굴

 정기 : 대상사무 조사･발굴, 각 기관 등 요청
- 중앙부처, 자치단체, 지방4단체, 위원, 전문가그룹 등
 수시 : 홈페이지, 공청회, 학계, 순회토론회 등

⇩
② 사무발굴 사전심의 TF
(필요시)
⇩

 사무발굴 TF 구성 및 접수된 사무 심의
 발굴된 사무 지자체 등 관련기관 의견 수렴

③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

 대상사무에 대한 의견 조사
-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지방4단체, 전문단체 등
 필요시 토론회 및 현장조사,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④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심의

 중앙･지방 의견 청취 및 안건 검토･조정, 심의
- 관계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 관련부처, 자치단체 공무원 의견 청취

⇩
⑤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중앙･지방 의견 청취 및 안건 심의･의결
- 관계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 관련부처, 자치단체 공무원 의견 청취

⇩
⑥ 본위원회 심의･의결

 분과위 의결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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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사무의 처리과정을 보면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절차가
각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음
본위원회 심의･의결단계 이전인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가 보장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제시되
어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
설, 변경 그리고 폐지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
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사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법령을
제･개정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관련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협의
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사무
를 위임하고자 할 때 시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할 때라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협의체
의견 수렴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사･연구 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이양사무의 단위
중앙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3,100개가 넘는 사무를 발굴하여
이양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무의 배분원칙
에는 포괄 배분하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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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를 이양할 때에는 이양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
임하에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단위사무 중심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단위 또는 법률
단위로 이양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이양사무의 목록을 보면 기능이나 법률 단위 중심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무 중심으로 이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차 지방이양일괄법에서 이양할 예정인 사무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음
- 해수부(59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관련 사무((국가→국가(국가항), 시도(지방항)) 등
- 국토부(36개):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따른 투자의향서 제출(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등
- 환경부(36개):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처분 관련 사무(국가→시･군･구) 등
- 식약처(19개):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관리 기능 관련 사무(시･도→시･군･구)
- 문체부(13개):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무(국가→시･군･구) 등
- 행안부(13개):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국가→시･도, 시･군･구) 등
- 산업부(10개):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 사무(국가→국가, 시･도) 등
- 질병청(8개): 감염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 등
- 복지부(7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국가→ 시･군･구) 등
- 농식품부(7개): 도시농업협의회 구성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등
- 중기부(3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산승인 사무(국가→시･도) 등
- 고용부(1개):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 공정위(1개): 공개정보 검색 등 전자상거래업무 관련 자료제출(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 법무부(1개): 자치단체 행정소송의 국가 지휘권(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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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양사무에 대한 보전비용과 보전규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때에는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야 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3항에 의하면 행･재
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양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양한
권한 및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은 원가방식과 회귀분석방식 등이 있음
자치분권위원회 비용평가전문위원회에서는 사무이양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원
가방식에 의하여 비용평가를 하였음
- 원가계산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별 인력소요를 조사하여 비용을 산정하였음
- 1차 일괄이양된 사무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그리고 사업비 등 소요비용을 산정하였음
- 인건비는 신규이양사무별 소요인력산출 결과에 1인당 인건비를 곱한 금액으로 하였고,
경상비는 인건비의 30%를 추계하였으며, 사업비는 부처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기준으
로 산출하였음

비용평가전문위원회는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비용
을 보전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대안을 마련하였음
첫째, 2021년에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바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해당금액을 증액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
음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
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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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에 하나는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
금을 연계한 재정보전방안임
･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산정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21에다가 이양기능에 대한
비용평가분을 증액반영하는 것임
･ 이양기능에 대한 비용평가분으로 증액한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전출한 후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환사업보전계정에 이양기능에 대한 비용평가분으로 증액한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임
･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전환사업보전계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양기능에 대한 비용
을 보전함
[그림 7-3]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계한 비용보전방안

- 다른 하나는 가칭 기능이양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음
･ (가칭)기능이양교부세의 재원은 현행의 내국세입: 이양사무 비용(인건비와 경상비 및 사업
비) 산정액을 3개년도(2017년~2019년) 내국세입 평균값의 일정률로 환산하여 결정함
･ 내국세입의 변동을 고려, 3개년 평균치 적용 및 향후 급격한 변화 시 조정함
･ 배분방식은 지방일괄이양법 이양사무의 비용산정 총액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산
정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양비용 점유율)을 산출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교부
세액’은 총 ‘지방이양교부세액’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양비용 점유율과 동일하도록
점유율을 적용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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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A의 이양비용 점유율이 5%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A의 지방이양
교부세액은 당해연도 지방이양교부세 총액의 5%임
-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재원 및 배분 방식
등을 규정함(라휘문, 2020)

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는 2단계 재정분권방안에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2단계 재정분권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4.3%p 추가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1조원 순증함
- 둘째, (가칭)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여 1조원을 추가 확충한 후 이를 지방소멸지역
등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에 사용함
- 셋째,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을 인상하여 지방정부의 복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이때
의 규모는 0.2~0.5조원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음
- 넷째,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이양규모는 2.3조원으로 확정하였음
[표 7-6] 2단계 재정분권(안)
(단위: 조원)

지방재정부담

3.1 지방재정확충(①+②+③)

① 지역 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3

② 지방교부세 자연감소

0.8

+5.3

지방세확충(①)

+4.1

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4.3%p↑)

+4.1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1.0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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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양사무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의 확충
중앙정부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기구에
대한 확대 노력이 있어야 함
중앙정부는 사무를 이양하면서 인력과 기구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은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1항에 제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과 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인력은 행정안전부가 기준인력을 제시하며, 이때 9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기준인력은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함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인구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이양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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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광
역
시

구분

실･국･본부의 수

서울특별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도

6개 이상 8개 이하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표 7-8] 시･군･구 실･국의 설치기준
구분
인구 1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도농복합형태의 시)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인구 15만 미만
군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인구 20만 이상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구 광역시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자치구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실･국의 수
1개
1개
2개
2개
3개
4개
5개
3개
4개
5개
6개
7개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개
3개
4개
4개
5개
6개
7개
5개
6개
7개
8개
9개
3개
4개
5개
6개
3개
4개
5개
6개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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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의 대응 방향
1) 기본방향
사무이양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이양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았음
사무이양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보장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제의
충분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정도, 이양사무의 단위, 소요비용에 대한 산정
과 보전, 인력과 기구에 대한 확대 등과 같은 7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태를
분석함

실태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이양사무의 발굴과정 및 이양결정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6개의 단계
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무이양과정 중 5개의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사무이양과정에서 만들어져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제는 중앙정부의 의견
제시 요청에 의한 의견제시가 대부분임
-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제가 아니라 소극적인 참여기제를 보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이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무에 대한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
포괄적인 사무의 이양정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단위사무중심으로 이양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양사무의 소요비용 산정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자치분권위원회 비용평가전문
위원회에서 원가방식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보전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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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의 확충여부에 대한 조
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
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중앙정부가 발굴한 사무의 이양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요청에 응답하
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참여기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참여기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제의 마련이 필요함

사무의 이양은 단위사무 중심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양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기구의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대응방향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사무이양 협의기제 마련 건의 및 참여
(가칭) 이양사무발굴협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함
-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전문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4단체 등이 참여
하는 상시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이양사무발굴협회의는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분권위원회에 설치함

(가칭) 이양사무발굴협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이양사무에 대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도록 참여기제를 마련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상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사무이양을 처리하는 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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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칭) 이양사무발굴협회의를 구성한 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의
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임
- (가칭) 이양사무발굴협회의가 설치되면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2022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제시되어 있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에 제시 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 별표3과 별표4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가
제시되어 있음
･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3개가 있고,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8개가 있음

기능 단위 또는 법률 단위의 사무이양 건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의 이양사무는 기능단위 또는 법률단위로 이양
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무 중심으로 이양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양방식은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됨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인 사무이양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단위사무 중심이 아니라 기능단위 또는 법률단위로 사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임
동시에 사무배분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도 건의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수직적 사무배분과 처리체계(계층적 기능배분)를 수평적 사무배분과 처리체계(분리
적 기능배분)를 구축하는 것으로 개선한 후 이를 건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중앙→광역→기초로 연계되는 계층적･연계적 기능배분체계이나 이를 중앙사무,
광역사무 그리고 기초사무로 구분하는 분리적･대등적 기능배분체계로 전환함(계층형･연
계형 기능배분체계 → 분리형･대등형 기능배분체계)
･ 예를 들면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거,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협력사업 등과 같은
주민복리증진형 기능의 시군이양, 축산, 산림, 해양수산 등과 같은 지역특화형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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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이양 그리고 교통, 재난안전, 투자유치, SOC, 기초정부 간 재정불균형 해소, 균형발
전 등과 같은 조정 등 광역형 기능의 도 이양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림 7-4] 계층형･연계형 기능배분체계에서 분리형･대등형 기능배분체계로의 전환모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력의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건의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사무가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경우 행정기구를 확대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확대설치를 위해서는 인구수가 증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
이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는 않음
- 또한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인구, 면적, 주간 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 수,
장애인 수, 외국인 인구, 농경지 면적 등과 같은 9개의 변수 값이 증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이양을 통한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능함

행정기구의 확대설치와 공무원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 이양사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건의할 수 있을 것임
･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구설치 및 공무원 수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분별한 남설과
증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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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행정기구의 남설과 공무원 증원
은 불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행정안전부는 일정한 산식을 마련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산식에 의거하여 기구의
수와 공무원의 규모를 결정한 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민단
체와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조직분석제도를 확대 강화한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을 것임
･ 인구수에 의하여 기구의 수가 결정되고 9개의 변수에 의하여 기준인력이 책정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 이양사무의 수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건의하여야
한다는 것임
･ 즉, 사무를 이양할 때에는 기구에 미치는 영향과 공무원의 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구의 수와 공무원 수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경기도는 (가칭)이양사무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하여야 할 것임
･ (가칭)이양사무영향평가제는 기구, 공무원수,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영향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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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치경찰제 도입
1.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1)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는 단체장 책임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안영훈(2007)은 자치경찰제란 의회 또는 단체장 책임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신현기(2010)은 자치경찰제란 경찰의 조직권･인사권･경비부담･사회질서 책임
부담을 모두 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설치, 운영하면서 경찰권한을 행사하는 경찰
제도로 규정함
김하경(2018)은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주민의
복리사무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원칙과 보
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조직되고 유지･운영되는 제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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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념
저자
안영훈
(2007)

개념
Ÿ 의회 또는 단체장 책임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
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신현기
(2010)

Ÿ 경찰의 조직권･인사권･경비부담･사회질서 책임부담을 모두 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설치, 운영하면서 경찰권한을 행사하는 경찰제도

김하경
(2018)

Ÿ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주민의 복리사무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조직되
고 유지･운영되는 제도

(2) 경찰기능 중심의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은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방지함으로써,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임
최종술(2003)은 자치경찰은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방지함으로
써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라고 정의함
이황우(1999)는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에 따라 경찰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근거하여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고
규정함
신평우 외(2016)는 자치경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분배된 기능에 따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라고 정의함
[표 8-2] 경찰기능 중심의 자치경찰 개념
저자

개념

최종술
(2003)

Ÿ 자치경찰은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방지함으로써 자주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

이황우
(1999)

Ÿ 지방분권에 따라 경찰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근거하
여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신평우외
(2016)

Ÿ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분배된 기능에 따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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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행정을 구현해야 함
지방정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을 구현해야 함

주민과 합께하는 치안행정을 실현해야 함
자치경찰 활동은 일선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
안을 마련 → 효과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해야 함
※ 현행 국가경찰의 지휘체계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
소장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적 치안활동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황문규, 2018)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
경찰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함

3) 자치경찰제의 모형
자치경찰제 도입단위는 ⅰ) 기초형(시･군･자치구), ⅱ) 광역형(시･도), ⅲ)
절충형(광역+기초)으로 분류됨
우선, 기초형 자치경찰제는 시･군･구 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대 또는
자치경찰과로 운영되며, 시･도 단위는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으로 운영됨
장점은 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ⅱ) 보충성 원칙에 충실, ⅲ) 주민생활에 밀착
된 치안서비스 제공, ⅳ) 주민의 참여 및 통제로 치안행정의 책임성 제고가 있음
(조성호 외, 2020)
단점은 ⅰ) 광역･기동성 치안수요에 대응 곤란, ⅱ) 지역정치 영향으로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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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곤란, ⅲ) 지역토착세력과 밀착 비리 조장, ⅳ) 재정형편상 지역 간 치안
불균형 심화, ⅴ) 민생침해범죄 대응력 약화가 있음(조성호 외, 2020)
기초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ⅰ) 초기의 영국, 미국, 프랑스, ⅱ) 참여정
부안과 이명박 정부안이 있음(조성호 외, 2020)

다음으로 광역형 자치경찰제는 ⅰ)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그 산하
에 시･도 경찰청이 운영되며, ⅱ) 시･군･구 단위에는 시･도 경찰청소속하의
경찰서운영, 국가경찰의 지방경찰분국으로 운영됨
장점은 ⅰ)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의 확보, ⅱ) 지역토착세력과 거리 확보의
용이, ⅲ) 주지역간 치안서비스 균질성 확보, ⅳ) 사기진작 및 인력관리 유리,
ⅴ) 공감대 확산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저항의 최소화가 있음
단점은 ⅰ)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수요에 대응 미흡, ⅱ) 보충성 원칙 위배
, ⅲ) 국가경찰의 반발 우려가 있음
광역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ⅰ) 일본 및 1960년대 이후 영국, ⅱ) 국민
의 정부안이 있음

끝으로, 절충형 자치경찰제는 ⅰ)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그 산하에
시･도 경찰청 운영, ⅱ)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그 산하에 시･
군･구 경찰서 운영, ⅲ) 국가경찰로 중앙에는 경찰청으로 운영됨
장점은 ⅰ) 치안의 현장성과 광역성 동시 충족, ⅱ) 일반 행정과의 연계성, 종합
성 강화, ⅲ) 광역, 기초자치단체별 치안책임성의 제고가 있음
단점은 ⅰ) 경찰지휘체계가 복잡･다원화로 치안 효율성 저하, ⅱ) 국가경찰-자
치경찰간, 자치 경찰 상호간 갈등과 비협조 증대 , ⅲ) 광역-기초자치경찰간
역할 혼선과 분쟁 발생, ⅳ) 지역정치의 영향력 차단 곤란, ⅴ) 치안비용 부담
과다가 있음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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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자치경찰제 도입단위에 의한 모형의 비교
구분

기초(시･군･자치구)

광역(시･도)

절충(광역+기초)

Ÿ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 Ÿ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
회 설치, 그 산하에 시･도 회 설치, 그 산하에 시･도
Ÿ 시･군･구 자치단체장 소속
경찰청 운영
경찰청 운영
자치
의 자치경찰대 또는 자치경
Ÿ 시･군･구 단위에는 시･도 Ÿ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위
경찰
찰과 운영
경찰청소속하의 경찰서운 원회 설치, 그 산하에 시･
조직 Ÿ 시･도 단위는 국가경찰의
영
군･구 경찰서 운영
지방경찰청 운영
Ÿ 국가경찰의 지방경찰분국의 Ÿ 국가경찰로 중앙에는 경찰
운영
청 운영

장점

Ÿ
Ÿ
Ÿ
Ÿ

Ÿ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의
확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Ÿ 지역토착세력과 거리 확보 Ÿ 치안의 현장성과 광역성 동
보충성 원칙에 충실
의 용이
시 충족
주민생활에 밀착된 치안서 Ÿ 지역간 치안서비스 균질성 Ÿ 일반 행정과의 연계성, 종
비스 제공
확보
합성 강화
주민의 참여 및 통제로 치안 Ÿ 사기진작 및 인력관리 유리 Ÿ 광역, 기초자치단체별 치안
행정의 책임성 제고
Ÿ 공감대 확산으로 자치경찰 책임성의 제고
제 도입에 대한 저항의 최소
화

Ÿ 경찰지휘체계가 복잡･다원
Ÿ 광역･기동성 치안수요에
화로 치안 효율성 저하
대응 곤란
Ÿ 국가경찰-자치경찰간, 자
Ÿ 지역정치 영향으로 엄정한
Ÿ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수 치 경찰 상호간 갈등과 비협
법집행 곤란
요에 대응 미흡
조 증대
단점 Ÿ 지역토착세력과 밀착 비리
Ÿ 보충성 원칙 위배
Ÿ 광역-기초자치경찰간 역할
조장
Ÿ 국가경찰의 반발 우려
혼선과 분쟁 발생
Ÿ 재정형편상 지역 간 치안 불
Ÿ 지역정치의 영향력 차단 곤
균형 심화
란
Ÿ 민생침해범죄 대응력 약화
Ÿ 치안비용 부담 과다

Ÿ 초기의 영국, 미국, 프랑스
국가
Ÿ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안

Ÿ 일본 및 1960년대 이후 영
국
Ÿ 스페인, 이탈리아
Ÿ 국민의 정부안

자료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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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경찰제 도입 주요 내용
1) 사무 구분 및 수행
(사무구분)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자치 경찰사무
제외), 자치경찰사무는 경차의 임무 내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다중행사
관리･수사 등 경비로 구분됨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됨
[표 8-4]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사무분야
구분

사무의 종류
생활안정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 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소년범죄･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등의 예방
Ÿ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업무
Ÿ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 제외
Ÿ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Ÿ
Ÿ
Ÿ
Ÿ

생활안전

경비

교통

Ÿ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경비
Ÿ 지역축제 등 각종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Ÿ
Ÿ
Ÿ
Ÿ
Ÿ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자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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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수사사무는 각각 경찰청장･시･도 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함
국가경찰사무는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함
자치경찰사무는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에서는 시･도경찰
위원회로 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함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하도록 함
[표 8-5]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분야

Ÿ
Ÿ
Ÿ
Ÿ
Ÿ

공연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 범죄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수사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자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2) 조직 및 인사
(국가경찰의 조직) 국가경찰 조직으로 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경찰기관을 지역적 분장기관으로 구분함
경찰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지방경찰청을 시･도 경찰청으로 변경함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를 설치함
- 지구대･파출소는 현재와 같이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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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경찰법상의 경찰조직

자료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홈페이지. “https://www.gaok.or.kr”.

(자치경찰의 조직)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
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함
(인사) 국가직 유지, 현 계급과 같이 일원화된 계급 체계를 유지함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도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 가능함(경찰청장
→ 시･도지사 → 시･도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
로 구성됨
(구성방법) 시･도지사 1명 지명, 시･도의회 2명, 국가 경찰위원회 1명, 시･도교
육감 1명, 위원 추천위원회 2명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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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 장비 등 주요정책 △ 자치경찰사
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
정･개정 또는 폐지 등임
(사무가구) 시･도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함
- ｢지방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의무규정함

(시･도경찰청) 시･도 경찰청은 국가사무를 담당 하는 공공안전부,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수사부,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본부로 나누어 조직됨
- 국가사무 부서는 경무과, 청문감사관, 112 종합정보실, 공공안전과로 나뉨
- 수사사무 부서는 수사과, 형사과, 정보안전과로 나뉘어짐
- 자치사무 부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로 나뉘어짐
[그림 8-2]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조직체계
시･도 경찰청 조직체계

경찰서 조직체계

자료 : 경기도(2020). “자치경찰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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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 임명)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 → 경찰청장 추천 → 행안
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이 임명함
(지휘･감독)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 수사
사무는 국수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경찰서장은 국가･자치경찰사무 구분없이,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
행함

3) 재정지원 및 예산 등
(국가의 지원의무) 국가는 지자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함
(예산 수립) 자치경찰의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경찰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함

3. 경기도의 대응방향
1) 현행 자치경찰제의 평가
(1) 현행 자치경찰제의 장점
(조속한 자치경찰제의 추진) 현행 지역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두는 등 ‘경찰 조직체계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분
리를 통해 신속한 자치경찰체를 추진함
(국가재정의 절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할 경우, 경찰의 지원인력
비용과 청사와 사무실의 확보 등에 대한 예산을 절감함
당정청 회의자료에 의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이 이원화 모델에
비해 약 5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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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서비스의 National Minimum 확보) 경찰인력 및 장비, 경찰청사 비용
등을 국가가 분담하는 만큼, 일원화 모델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자립도와 관계
없이 균일한 치안서비스를 보장함

(2) 현행 자치경찰제의 단점
(지방자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약화) 자치경찰제는 일부 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자 변경에 불과하여 자치경찰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시･도지사는 자치사무가 도입되어도 권한이 없는 실정임
현행 경찰법은 시･도지사의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 대한 인사 권한을
미부여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7명 중 1명의 시･도경찰위 위원을 임명할 권한
만 있음
다만,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관련 예산편성권 등 의무･책임만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휘･감독체계의 혼란) 기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
부장, 자치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 → 경찰 사무의 복합성으로
인해 지휘･감독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
찰의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업무 등에 대해 혼란
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 및 지역특성 반영 한계)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들은
국가직이 임명되는 국가 우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 → 주민편익과 지역특성
보다는 경찰청장의 지휘와 통제가 우선 반영될 소지가 있음
｢지방분권법｣ §12③ :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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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대응 방향
(1)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가경찰조직･인력의 지방직화
현행 자치경찰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과도기적인
자치경찰제임
중기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조직과 인력은 국가경찰과 인력으로부터 분리
되어야 함(국가경찰의 지방직화)

따라서 경기도는 자치경찰단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자치경찰 인력을 중앙으로
부터 이관받아야 함
자치분권위원회의 종합계획안처럼, 자치경찰제의 정착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사
무의 지방이양 및 인력의 지방이관 추진이 필요함
[표 8-6]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방안(예시)
구분
대상
지역

1단계
(일부지역+일부사무)
5개 지역
(서울･세종･제주외
2개 시･도)

2단계
(전국+일부사무)

3단계
(전국+전체사무)

최종단계

전국

전국

전국

사무

자치경찰 사무 약 50%
(일부 수사권 포함)

인력

7,000~8,000명

자치경찰 사무
약 70~80%
(일부 수사권 포함)
30,000~35,000명

시점

1년차

3년차

자치경찰 사무
100%

평가 후
추가 확대

43,000명
4년차

정착수준에 맞춰
평가 후 판단

자료 : 자치분권위원회(2018).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자치경찰 인력을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을 경우, 경기도
자치경찰 소요인력은 약 8,600명에 달할 전망임
총 경찰인력 대비 총 이관인력의 비율을 산정하면,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19.1%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면 8,170명이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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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부서 총 경찰인력 대비 총 이관인력의 비율을 자치경찰로 이관할 경우,
전체 72,021명 중 14,454명이 차지하는 비율인 20.1%인 8,643명이 산출됨

(2) 시･도지사 권한 확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주체는 지역과 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
가 되어야 함
경찰법 제18조(자치경찰의 조직)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
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 §20③),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0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1항에서는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위원을
①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②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③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그러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주체는 지역과 주민의 대표인 시･
도지사가 되고, 자치경찰사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지사
의 위원 지명 몫을 시･도의회와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음(조성호 외, 2020)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자
치경찰사무에 대한 간섭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도지사의 시･도경찰위 위원 지명 몫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야 함
국가경찰위원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시･도지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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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권한 확대: 시･도지사의 지휘권 확보
현행 경찰법에 의하면,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
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권이 부재한 실정임
치안 일선에서 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직접 관여를 못하도록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을 통해서만 사무수행이 가능하
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와 시민 참여민주주의 원칙 등이 결여되어 있음
즉,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치경찰제의 본질인 시･
도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자치경찰과 유사한 제도인 특별사법경찰과 소방 분야의 경우, 도지사 지휘권
이 인정되고 있음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의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음
- 다만,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해당 지검장 등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

(소방)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6호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사무
로 규정하고, 운영상으로 시･도지사가 업무지휘권을 가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혼합된 현행 경찰법보다는 별도의 자치경찰법
을 제정하여,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
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부합함
제주도처럼 치안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도
지사의 지휘권 확보가 필요함
제주도처럼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지휘권을 확보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과 자치
경찰 통합형의 채택이 가능하여, 유사업무의 중복 해소와 신속한 치안행정서비
스 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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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 권한 확대: 시･도지사의 인사권 확보
현행 경찰법에 의하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철장 임용시 협의
권이 있어,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청장 임명과정에 배제되어 있음
경찰법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 경찰청장을 두며, 시･도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고 규정함
②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
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함

그 결과, 현장에서 자치사무를 총괄하는 시･도지사 등 단체장 중심으로 모든
행정체제가 이행되기가 어려워, 시･도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권 확보가 필요
함
자치단체장이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충분한 권한과 조직, 인력을 제공해야 함
그리고 정치권과 경찰에서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토호세력과의 유착
관계 등을 배제하도록 제도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시민에 의한
직접적, 민주적 통제권을 확립해야 할 것임

(단기적 개편대안) 최소한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에, 시･도지사에게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안
부 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수정이 필요함

(중장기적 개편대안) 최근 영국, 미국 등 분권 선진국에서는 단체장의 자치경
찰 수장에 대한 인사권이 강화되고 있음
2012년 이후 런던대도시 및 맨체스터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선출직 직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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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명한 ‘부단체장 겸 지방경찰위원제’로 바꿔, 관할지역의 모든 경찰권을
단체장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전면 개편함
현재 뉴욕시장은 5년 임기의 경찰위원장을 임명하고, 경찰위원회는 현재 1명의
경찰부위원장과 17명의 경찰위원 등으로 구성됨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 임명은 지방자치의 총괄책임자
인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치경찰제는 시･도경찰청장을 지역주민의 대표이고 지방자치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현재의 열악한 시･도 재정역량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27)
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함
경찰법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
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제35조(예산)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
도록 규정함

(단기적 개편대안) 현행 자치경찰제는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유지(제
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경우 국가 경찰로 전환)로 인해 실질적인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되므로,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와 규모 등이 명확히 제시되
어 있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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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열악한 시･도 재정역량을 고려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
무기구(§27)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비용 일체
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또는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소요비
용의 전액 국비 지원” 등의 표현으로 수정이 요구됨
특히, 현 정부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소요비용에 대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
으로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 개편대안) 향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이관할 경우, 재정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범칙금 등을 지방정부의 자치경찰 운영예산에 귀속시
키고, ‘자치경찰교부금’ 또는 ‘(가칭)자치경찰세’ 등을 신설하여 지방의 재정부
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지방경찰교부금 재원마련방법은 기존의 국가재원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이전하
거나 교부 및 보조하는 성격의 재원들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재정대책임
- 하지만, 자치경찰재정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국가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일반교부금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지원을 통한 일반지방행정과 연계가 강
화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가 재정적인 지원을 계기로 자치경찰업무에 관여할 경우, 자치경찰의 중립성 훼손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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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자치경찰 재원조달 방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지방경찰 Ÿ 국가경찰 사무의 자치경찰이양에 합치 Ÿ 단기적으로 자치경찰 재정의 국가재정
교부금
되는 재원이양
의존성 강화
Ÿ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지원을 통한 Ÿ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재
일반
일반지방행정과 연계가 강화
정적인 부담
교부금
Ÿ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Ÿ 자치경찰의 중립성 훼손문제가 발생
Ÿ 적절한 세목의 선정과 지방세제의 개
Ÿ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지방경찰세
편의 어려움
Ÿ 다양하고 탄력적인 자치경찰 재정 운영
Ÿ 세원 편차에 따른 재정력 격차를 초래

교
부
금

자료 : 김석태(2004).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 –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경우, 재구성.

지방경찰세(국세의 지방이양)는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자치단체의
경제력이나 세원규모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자치경찰재정운영의 여지가 있
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지방경찰세 신설 또는 이전에 따르는 적절한 세목의 선정과 지방세제의 개편의
어려움, 세원편차에 따른 재정력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6)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시･도지사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시･도지사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현행 경찰법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

“

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고 있음
향후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마련을 위한 초석이자, 완성이 아닌
과정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시･도 입장에서 현행 경찰법의 이러한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자치경찰
사무의 실질적 책임 주체인 시･도지사가 현장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개선방
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
지난 제20대 국회의 정부안(홍익표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 제57조에서는 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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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된 자치분권위원회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이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
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자치분권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8조25)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 경찰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음에 따라, 이상의 내용에 관한 조항
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내용 가운데 “시･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과도한 의결정족수 규정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의 자유로운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의회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26)

25) 제8조(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6) 지방의원의 자격 상실을 의결할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제출권이 과연 그 정도로 과도한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봄.

제8장 자치경찰제 도입∣173

09
재정분권 2단계 추진
G

1. 단계별 재정분권 추진 과정

y
e

2. 재정분권 2단계 주요 내용

o

3. 경기도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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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재정분권 2단계 추진
1. 단계별 재정분권 추진 과정
1)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
세부과제의 구성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27) 발표
했는데, 그 가운데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가 문재인 정부
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해당함([표 9-1])
-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분권의 흐름을 따르면
서 최근 달라진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 수용성과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에 초점을
맞춘 재정혁신 대안 모색의 성격을 띰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기본방향은 지방세입의 근간을 자체재원으로 바꾸는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지방 스스로 재정운영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율과 책임의 지방재정 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28)
문재인 정부는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세부과제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
득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률 15% 수준 관리를
포함하였고, 이전재원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
27)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인 2017년 7월에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지역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며,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3대 국정전략으로 내세웠음.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만들기에 속함. 자세한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를 참조하기 바람.
28)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21.5. p.307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수입)을 자체수
입(자체재원), 자주재원, 이전수입(의존수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자체수입(자체재원)은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
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지방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의 합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정의함.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자체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
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접근은 자체재원주의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자체수입(자체재원)에 그 재원을 사용함
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을 추가한 일반재원(재량재원)의
확충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은 일반재원주의로 부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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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실질적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과제
로 설정하였음
-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지방 세외수
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하였음
- 더 나아가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지자체 핵심정책･
사업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명시하였음
[표 9-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국정과제

지방재정 관련 세부과제 내용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Ÿ
Ÿ
Ÿ
Ÿ
Ÿ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률 15% 수준 관리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 지역 간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Ÿ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Ÿ 국고보조사업 정비
Ÿ 실질적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Ÿ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Ÿ 지방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Ÿ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Ÿ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Ÿ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Ÿ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를
통한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p.112.

[표 9-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는 역대
정부의 경우와 비교할 때, 관련된 영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목표
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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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와 재정분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발전상(發展相)을 정립하고, 주체적
인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역운
영을 이끌 수 있어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임
- 이런 기반 마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을 꾸려나가는 기틀을 구비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실효적 자치분권(지방분권)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경제적･재정적 처지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자치분권 추진은
지방의 독립적 위상 정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그 방식은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음
- 자치분권(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각 지방이 그 처지를 고려하여 미래지향
적인 발전 기반을 이루어나가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각 지방은 서로
다른 경제･재정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은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을
그렇지 않은 지방보다 더욱 튼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이런 까닭에 자치분권은 그 취지와 실행이 가져올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 또는 완화하는 장치의 강구를 요구하게 됨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는 그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202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48.7%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음
-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는 우리 지방재정이 드러내는 당면과제와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 모색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음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적 위기가 상시화(常時化)의 양상을 띠고 있고,
이런 추세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기제의 마련을 통한 실효적 대응은 시대적 요구라고 하겠음
-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는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 지방이 중앙과 역할을 나누어 국가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재정기반이 튼실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그렇지 못함
-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재정기반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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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모색되는 다양한 대책과 그것의 시행을 위한 여러 조치를 포괄하여 재정분권이라
고 부를 수 있을 것임
-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체계를 혁신하여 발전적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의 합리적
재정립을 의미하는 재정분권을 통해 실행력을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임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면 중앙과 지방 간 재정체계 개혁의 의미도 내포함
- 변화된 여건에 걸맞은 방식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고, 그런 토대 위에 자치분권이 추진
되어야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자치분권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자치분권은 재정분권과 톱니바퀴의 관계임
- 자치분권은 실효적 재정분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치분
권의 수준은 재정분권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하겠음

2) 재정분권 1단계의 내용과 특징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기본체계
2018년 10월 30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그 성격과 내용
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골격에 해당함([표 10-2])29)
- 동 방안에서는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상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뒷받침하
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상생과 협력에 기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표 9-2]에 제시되어 있듯이 재정분권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을 7:3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되 세입(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세출의 합리화 등을 도모함30)
29)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마련되기까지 경과를 보면 2017년 11월부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재정분권 1차 TF’(‘17.11월~‘18.3월)가 구성되어 ‘재정분권 추진방안(안)’을 논의하였음. 이어 2018년 9월
11일 재정분권 추진방향 등을 담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음. 그 이후 범정부
재정분권 1차 TF의 논의결과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하여 재정분권 추진방안
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과정(‘18.7월~‘18.10월, 국무조정실)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에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확정･발표되었고, 이 과정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참여하였음. 이런 까닭에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부처협의 및 조정과정을 거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라고 하겠음. 하지만 재정분권의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된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음도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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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방세 확충뿐만 아니라 의존수입(이전수입)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도 모색한다는 취지임
[표 9-2]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체계
1단계
구분

지방세 확충

소방직 지원

’19년

’20년

3.3조
*지방소비세율
+4%p

5.1조
*지방소비세율
+6%p

0.3조
0.2조
*소방안전교부세율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10%p

기능이양

-

-3.5조 내외

지방재정
순확충**

2.9조

0.8조

국세:지방세
(16년 76:24)

75:25

74:26

2단계
소계(‘19~’20년)
순증

누적

8.4조 11.7조

0.5조

합계

12조+α
*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

20.4조+α

-

-

-

-

70:30

70:30

0.8조

-3.5조 내외
3.7조

’21~’22년

6.6조

74:26

*’19년: ‘19년 예산안, ’20년: ‘18 -’2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지방세 확충(+), 소방직 지원(+), 기능이양(-), 교부세 감소분(-) 등 감안
자료: “정부, 재정분권 본격화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18.10.30.).

재정분권 1단계의 추진내용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2018.10.30.)에 제시되어 있듯이 2019-2020년이 대상 기간임
- 그 추진내용을 보면 지방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 10%p인상,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율 25%p 인상31) 등이 이루어졌음

30)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는 [표 10-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당초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였음. 하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문 간 이견(異見) 조율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21년 7월
28일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발표되었고, 그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으로 설정되었음.
31)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2020년 4월 1일 부터 개별소비세
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함. 당초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022년까지 총 2만명)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을 2019년 35%, 2020년
45%로 점진적인 인상을 계획했지만 국회 논의 지연 등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담배분 개별소비세수 가운데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율이 기존 20%에서 45%로 한꺼번에 25%p 인상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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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가운데 3.6조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기능(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결정되었음

재정분권 1단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 관련 부문 간 재정
중립, 광역과 기초 간 상생연대 등을 추구하였음
- 이런 까닭에 지방세수(지방소비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소방안전교부
세 인상32)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분은 미보전하도록 했음
- 그 결과 지방교부세 재원규모 축소로 빚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지방교부세) 감소
는 광역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결정되었음
- 이는 광역과 기초 간 재정연대 강화 또는 내실화의 의미를 가짐

반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은 국세의 지방 이양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재정소
요(所要), 관련 부문 간 재정중립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
율의 인상이 결정되었음
-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2018년 20.27%에서 2019년 20.46%,
2020년 이후 20.79%로 조정이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조치는 2010년에 지방소비세 도입이 결정되었을 때,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인상된 것과 똑같은 방식임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는 그간의 재정분권 방식과 다르게 중앙정부 정책
에 의해 발생한 지방세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의 중앙과 지방 간 주고받기식
재정제도 개편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의 본원적인 개혁을 지향한
특징을 가짐
- 하지만 지방 의견수렴 미흡, 재정분권 목표 조정(축소),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확충 미포함,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등의 한계도 함께 드러냈음

32)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
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시행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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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분권 1단계의 특징
자체재원주의와 재정중립을 연계한 지방재정 혁신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자체재원주의를 따르되 지방세
확충이 초래하는 지역 간 지방세수(지방세입) 격차를 보완하는 장치로 정률분
지방교부세의 조정(증액)도 포함시켰음
- 이에 근거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자체재원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일반재원주
의를 부분적으로 가미하여 현실수용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를 갖는 실용적 재정개
혁의 성격이 띠었다고 하겠음
- 자체재원주의의 지향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운용상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은 자체재원주의 지향과 아울러 재정중립을 기본으로 함
- 재정중립이란 국민(주민)의 조세부담률과 중앙･지방간 가용재원(총재정사용액) 배분 비율
을 변경하지 않는 방향에서의 재정분권 추진을 의미한다고 하겠음33)

포괄적 재정시스템 개혁 모색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지방세에만 한정된 개편이나 일부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조정만을 다루는 등의 부분개편 방식은 개혁성과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
- 또한, 재정중립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대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중을 낮추는 방안의 검토가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지방교부세보다 국고보조
금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과 유사하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삼위일체 재정개혁 초기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역 간 지방세(지방세입)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겪었고,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 추후에 지방교부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33)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 관련 내용을 보면 국민(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증세 등 국민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재정분권(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재정중립은 국민부
담 측면에서의 중립을 의미하며, 더불어 현재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사용하는 비율인 4:6을 유지하는 체계를 말한다고
하겠음. 다만, 증세를 비롯하여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국민이
그 필요성 등에 대해 동의한다면 향후에 증세를 추진하는 방안은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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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세 확충에 따라 지역 간 지방세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인상)을 포함시켰음34)

한편 지방세 확충으로 지방의 자체재원이 늘어나는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가 드러낼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지방세출 분야 조정을 포함하였음
- 더 나아가 지방과 지방 간 상생･연대를 위해 관련 제도(예: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를 다듬는 보완도 함께 다루도록 설계되었음

관련 부문 간 재정연대･협력 강화와 재정책임성 제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자율과 책임의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재정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함
- 그런 까닭에 중앙과 지방(지방교육청 포함) 간, 지방과 지방교육청 간, 지방과 지방 간(광역
과 광역 간, 광역과 기초 간, 기초와 기초 간)에 재정 연계를 강조하였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그간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에 초점을 맞추
었던 접근을 넘어 지방과 지방교육청 간, 지방과 지방 간 협력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측면이 뚜렷함
- 이런 접근은 관련 부문 간 연대협력, 상생에 기초하여 재정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35)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전의 재정분권보다
진일보했다고 하겠음
-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할 세출분야인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의 내실화
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은 물론 광역과 기초 간 해당 서비스의 제공 수준과 그것에 대한
재정 부담 책임을 재설계하려는 계획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시켰음
34)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재정분권과 일본의 삼위일체 재정개혁이 내용 측면에서 중첩적인 것은 양국 재정제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도 역대 정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 실정을 반영한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합리화)을 지향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 수 없음.
35) 다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측면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정분권 방향과 방안을 마련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음.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종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이 관계를 맺는 한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임. 앞으로 어떤 정부가 재정분권을
추진하든 관련 부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방식을 외면하기는
어려움. 이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향후 정부도 참고해야 할 주요한 준거가 아닐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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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세입과 세출 모두를 대상으로 합리화를 모색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부문들이 더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접근의 성격을 가짐36)

2. 재정분권 2단계 주요 내용
1) 재정분권 2단계의 논의 과정과 쟁점
재정분권 2단계의 논의 과정
재정분권 2단계 방안 모색을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단
계 재정분권 TF가 구성되어 ’19.9.~’20.7.의 기간 동안 운영되었음
- 동 TF는 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외 11명(관계부처 실장급 4,
자치단체 협의회 추천 2, 민간전문가 5(기재부 추천 3, 행안부 추천 1,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으로 이루어졌고, 총 19차례 회의(’19.9.6.~’20.7.31., 월평균 2회) 등을 통해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TF대안): 12조원 확충(순확충 3.4조
규모, 국세 대 지방세 개선효과 70:30(‘20년 결산기준 74:26)｣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 이후 청와대(BH) 협의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 부문 간 이견을 조정키로
결정되었음(‘20.10.)
- 국무조정실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TF 대안을 토대로 국조실(안) 제시 및 관계부처 의견수
렴 등이 이루어졌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가 개최(1차 ‘20.12.10.,
2차 ‘21.2.17., 3차 ‘21.3.10.)되었지만 부처 간 합의안 도출이 성사되지 못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內 재정분권특별위원회(1대 위원장 홍
영표 의원)가 출범되어 운영(‘21.2.~‘21.7.)되었고, 2차례 회의(1차 ‘21.2.3.,
2차 ‘21.4.8.)를 거쳐 그 간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행안부･분권위 조율 대안[7
조원 확충(순확충 4.5조원 규모), 국세 대 지방세 개선 효과 72:28(‘20년 결산
기준 74:26)]이 검토되었지만 결론을 이끄는 데는 실패하였음
-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2대 위원장 김영배 의원)는 당･정･청 전체회
의 2차례(1차 ‘21.6.2., 2차 ‘21.7.28.) 및 소위 3차례(1차 ‘21.6.23., 2차 ‘21.7.7.,
3차 ‘21.7.19.) 등 총 5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2021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재정분권 2단계 방안의 골격이 완성되었음
36)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방향과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이런 측면을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재정분권과 다르게 부문 간 관계를 포섭하거나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 측면은 부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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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2단계의 쟁점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에 따르면 재정분권 2단계에서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도록 결정되었음
- 첫째, 지방분권세(지방공유세)37)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과 아울러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모색함
- 둘째, 국민최저보장적 복지사업 부담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지방자치단
체 이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설정한 국세와 지방세 간 7:3 비율 실현
을 위해서는 20조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가 필요함
- 재정분권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기존 11%에서 21%로 10%p 높임으로써 지방
세수를 8.5조원 정도 증대시켰음
-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이행 준수를 전제하면 재정분권 2단계
(2021-2022년)에서는 지방세가 12조+α만큼 확충되어야 국세-지방세 간 7:3 비율 실현
이 가능하게 됨

2019년 말에 불어 닥쳐 코로나19 팬데믹은 2021년 10월 현재 기세가 여전함.
- 이로 말미암아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염병 방역 등 의료분야 지출 팽창, 생계
곤란층을 비롯한 국민생활 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되고 있음
- 재정분권 2단계 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여건변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음
- 애초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설정한 재정분권 2단계 목표의 이행을 무조건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달라진 환경을 빌미로 재정분권 수준(지방
세 확충규모 등)을 관련 부문 간 합의 없이 낮추는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임

37) 문재인 정부는 1단계와 2단계 각각에 대해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만들어 지방분권세(지방공유세)를 비롯한 여러
방식의 재정분권 방안을 검토하였음.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된 지방분권세는 형식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보전하는 근간 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등을 공동세 형태의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간섭 없이 세수를 나누는 제도를 말함. 하지만 이 제도를 제안한 기획재정부조차 지방분권
세가 지방세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세체계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세수(재원)를 나눌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도 학계와 직접적 당사자인 지방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었음
이런 까닭에 지방분권세는 국세의 지방이양을 찬성하지 않는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국세를 지방으로 넘기지 않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제시한 대안으로 간주되었고, 2단계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도 소수(少數) 견해의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 다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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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정립하는
성격을 띠며, 또한 기한(期限)이 있는 1회성 조치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영속적 과제라고 하겠음
- 재정분권 2단계는 당초 예정된 일정과 간극을 드러내었지만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분권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차기 정부 등에서 추진될 재정분권과 연계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진일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재정분권 2단계의 원칙과 기본방향
재정분권 2단계의 원칙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제시된 재정분권 2단계는 현실 수용성 등
을 감안할 때, 다음을 뒷받침하는 접근이 불가피했음
- 첫째,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혁신을 도모해야 하며, 이런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를 늘리
는데 무게를 두어야 함
- 둘째,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세입 감소 지방자치
단체 발생 차단)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지방세수의 확충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하되 양자 간에 균형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함

재정분권 2단계의 기본방향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현주소),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에 따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음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었음
첫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특성 때문에 지방세수가 확충된 규모와 똑같은
수준에서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방세 확충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청 전출, 조정교부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제도
개편(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도 세입이 감소되는 곳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음
-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 지방세 확충 규모가 아니라 그것이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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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지방세입 순증가액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으로 발생되는 소요비용(재원)이 일치되거나 전자가 후자보다 커야 됨
- 재정분권 2단계의 방안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이어야 했음38)

둘째, 재정분권의 추진은 그것과 관련된 중앙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기능, 세입 등에 변화를 초래하게 됨
- 이에 따라 관련 부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간 재정분권
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 등 관련 부문 간 재정중립을 전제하였음
- 재정분권 2단계에서도 관련 부문 간 혼란을 줄이고, 재정분권 구체화 방안의 현실 수용성
담보를 위해 재정중립이 준수되어야 했음39)

셋째,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지방세입(지방세) 기반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세출
의 합리화(적정화)를 함께 도모해야 함
-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지출 팽창으로 지역유지에 필수적인 세출조차 줄여야
하는 재정압박을 겪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는 지방세출 항목의 정비는 지방세입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음
-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출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재정
립할 필요가 있었음

넷째, 우리나라 세제는 세원분포 측면에서 신장성을 갖춘 소득 및 소비과세의
세원이 중앙에 편중되어있는 특징을 가짐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강화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38)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는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로 되어 있음.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방세 확충규모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똑같게 하는 방식으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그런 조치 이전과 비교하여 세입이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할 수 있음. 지방세 확충규모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가
똑같으면 지방재정제도 등의 작동과 맞물려서 세입이 감소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됨으로써 이런 방식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은 현실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에서도 지방세 확충규모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의 관계에서 전자보다 후자가 적은 방식을 따랐음.
39) 재정중립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재정분권 또는 국세-지방세 간 구조개선 차원에서의 재정중립은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4:6의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함. 다시 말해 재정중립
은 현재처럼 재원이 중앙과 지방간에 4:6로 사용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동시에 관련된 여러 제도의 기본체계가
유지되는 방향에서 재정분권 또는 국세-지방세 간 구조개선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하겠음. 이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
치단체(지방정부)의 재원사용 몫이 현행보다 늘거나 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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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확충은 국세의 세원 또는 세수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편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임으로써 의존수입
중심의 세입체계를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이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세입이 감소되는 지방자치단체 발생의 방지를 위해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요 과제로 고민했음

다섯째, 지방재정의 취약성, 학령인구의 감소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할 때, 일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현행 체계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음
- 이를 개선하는 첫 걸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예산 운용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재정분권 2단계에서 이 분야를 다루었음

3) 재정분권 2단계의 추진 과제와 의의
재정분권 2단계의 추진 과제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2단계 방안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
회에 정부 부처, 청와대 등이 참여한 2021년 7월 28일 당･정･청 회의 전체회의
에서 결정되었음
- 따라서 재정분권 2단계 방안은 기재부･행안부･BH(청와대) 등 관계기관 합의를 거친 대안
에 해당함
- 그 내용을 보면 지방소비세 확충,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 재정제
도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2021년 기준 21%에서 2022년에는
2.7%p, 2023년에는 1.6%p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총 4.3%p를 높여 2023년
부터 25.3%로 운영하도록 결정되었음40)
- 또한, 이와 연계하여 2.25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등을 지방으로 이양(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이양)하되 2022년에는 1.03조원, 2023년에는 1.22조원을 넘기는 순차
적 방식을 따르도록 하였음41)

40) 당초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는 [표 10-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21-2022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음.
하지만 재정분권 2단계 논의 과정에서 2022-2023년으로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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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표 9-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세수(지방소비세수)는 재정분권 2단계
가 시행되는 2022년에는 2.6조원, 2023년에는 1.5조원이 추가로 늘어나 총 4.1조원의
확충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표 9-3] 2단계 재정분권 당･정･청 최종 합의안
(단위 : 억원, %)

지방재정 부담(ⓐ+ⓑ)

(3.1)

ⓐ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

ⓑ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지방재정 확충(①+②+③)

+5.3

지방세 확충(①)

+4.1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4.1

② 지역소멸대응 기금 지원

+1.0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자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 2021년 7월 29일자 기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라 빚어지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분(0.8조원)은 늘
어나는 지방소비세 세수를 통해 보전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은 1조원의 순확충이 예상됨
- 지방소비세수 순증분 1조원은 광역 6 : 기초 4로 배분할 계획인데, 조정교부금을 감안하면
실제 배분은 광역 4 : 기초 6이 되고, 국세 : 지방세 비율은 2020년 기준 73.7 : 26.3에서
2022년에는 72.6 : 27.4로 1.1%p 개선효과를 전망하고 있음(지방소비세 확충)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치단체 지역소멸대응
기금 1조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은 2022.1.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4.1일부터 0.75조원을 지원하고, 이후는 매년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함
-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설정하되 성과 등 평가 후 연장여부를 검토하도
록 하였음
- 동 기금 재원은 기초의 상황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간 ‘2.5 대 7.5’ 비율로 배분하도록
결정되었음(지역소멸대응기금)
41) 이처럼 재정분권 2단계의 경우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식을 따르도록 했음. 다만, 1단계와 다르게 지방으로 이양되는 중앙정부 기능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특정화시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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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1단계의 후속조치 성격을 띠는 재정분권 2단계 논의 과정에서는 기초
단체의 재정여건 보강의 목소리가 컸음
- 반드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정분권 2단계의 주요 내용으로 기초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인상이 포함되었음
- 구체적으로 자치구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보조율 인상 등 핀셋지원(0.2조)
을 시행하도록 하였음
- 이후 국고보조를 0.2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

재정분권 2단계의 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이 가는 항목으로 일반지방재정과 지
방교육재정 간 협력을 위한 첫 단계를 작동시킨 점을 들 수 있음
- 재정분권 2단계 방안으로 교육청-시･도 간 공동사업 특별회계 도입이 포함되었음
- 이는 그간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과정에서 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개혁방안 논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조차 못한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가 아닐 수 없음(재정제도 개편)

재정분권 2단계의 의의
재정분권 2단계의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첫째, 재정분권 1단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정분권 2단계에서도 지방재정
순증을 따르는 접근을 하였음
- 이런 방식의 2단계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지방세입을 자체재원 중심으로 전환
하여 지방이 재정운용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재정분권 취지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간 7:3 비율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2단계에서 지방세수 12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했는데, 코로나 19 발생 등 변화된 여건이 감안되어 지방소비세 4.1조원
확충에 그친 점은 재정분권 목표의 축소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지방세입 순확충을
통한 지방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42)

42) 재정분권 2단계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지방소비세 순확충 1.0조원(=지방소비세율 4.3%p 인상분 4.1조원-지역밀착
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조원-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0.8조원),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 1.0조원, 국고보조율
인상분 0.2조원을 합한 2.2조원 수준에서 지방재정의 순확충이 이루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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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정분권을 위하여 지방세 확충을 포함한 개별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우
리나라처럼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개연
성이 높음
-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함께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
-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광역보다 기초의 세입 확충을
강조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신설을 통해 기초단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제로 삼고자 하였음(침체 지역 지원을 위한 활력기제 모색)

셋째,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비교하여 기초단체의 재정여건 강화를
우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세입과 세출 양 측면을 고려하였음
- 세입 확충과 관련해서는 늘어난 지방소비세수가 궁극적으로 광역과 기초 간에 4:6의 비율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광역과 기초 간 배분 비율도 2.5 대 7.5로
결정되었음
- 나아가 세출 분야에서는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주요 방안으로 채택하였음
- 이런 조치들은 재정분권 1단계가 상대적으로 기초보다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일각
의 지적을 보완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처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여겨짐(기초단체 재정여건의 실효적 개선 도모)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청 재정지원,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재정제도의 마련은 국
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이런 현실 등이 고려되어 재정분권 2단계 방안으로 교육청-시･도 간 공동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특별회계 도입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향후 양자의 관계 합리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시스템 전반을 효율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리 마련)43)

43) 2021년 7월 28일 발표된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서는 관련 법안 당론 발의(8월초) → 법안 통과(9월 정기국회)
→ 시행(’22.1.1.)의 향후 일정을 예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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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의의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와 2단계에서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관련 부문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호 상생을 강조했다고 하겠음
- 오늘날을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는데, 그 핵심 특징으로 무정형(無定形), 초연결, 융합
등이 지목됨
-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주목한 관련 부문
간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재정운영체계의 모색은 시대흐름과 변화된 환경(여건)에
부합한다고 하겠음
- 이는 차기 정부는 물론 그 이후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도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방향처럼
관련 부문 간 연대와 협력을 기초로 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큼을 의미함

재정분권은 특정 시기에만 요구되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
하여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영속적 과제임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공과(功過)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그런 가운데 바람직한 측면은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잘못된 접근은 반복되
지 않도록 차단되어야 마땅함
-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 재정체계를 더 낫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더불어 지방재
정 시스템의 혁신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목표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입의 근간을 자체재원인 지방세 중심으로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성 간에 조화를 이루는 재정운영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문재인 정부는 최초 재정분권 논의 단계에서 광역과 기초 모두를 대상으로 지방
세를 강화하는 대안을 찾는 방향을 설정하였음
- 하지만 관련 법제 정비의 미완 등으로 말미암아 기초자치단체세의 확충은 차기 정부 몫으
로 넘겨졌음
-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자율과 책임의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은 다음 정부 그리고 그 이후
정부에서도 계승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향후에도 광역과 기초의 지방세 확충 또는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재정분권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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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대응 방향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시행 예정인 1단계와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완성형
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지방재정의 현실 등이 반영되
어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까닭에 재정분권 3단계 또는 미래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한 국세･지
방세 구조 개선을 도모해야 하며, 더불어 국고 보조금제도의 혁신,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지방세출의 합리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경기도는 인구규모, 지역경제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가운
데 핵심적이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와 그 이후 정부에 의해 추진될
재정분권과 궤를 같이 하면서 이하에 제시된 지방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의 실행
에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함
- 광역과 기초 간 재정균형 뒷받침을 위한 기간세 체계 정립 등 지방재정시스템 발전방안의
마련과 추진은 전체 지방의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경기도의 재정운용 틀을 보다
나은 모습으로 다듬는 기능을 할 것임

1) 광역과 기초 간 재정균형 뒷받침을 위한 기간세 체계 정립
기간세 구축의 기본방향
지방세를 확충(강화)함에 있어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세원을 대상으로 과세
하여 소요재원(세수)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상적(理想的)일 것임
-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세원의 빈약성(협소성)으로 말미암아 국세와 연계되
지 않은 독립세 방식의 지방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난망함
- 따라서 중앙과 지방 간 세원공동이용방식(공동세 포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확충할 수밖
에 없는 처지임

기간세(基幹稅, mainstay tax)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성하는 세목들 가운데 세
수비중 등에서 중추를 형성하는 조세를 말함
- 또한, 세원의 보편성, 세수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다른 세목을 압도하는 위치에 있는
조세를 가리킴44)
44) 일본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기초자치단체(시정촌)는 모두 기간세를 갖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광역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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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2원의 행정체계인데, 구체적으로 특별･광역시(광역
자치단체)-자치구(기초자치단체)의 체계45)와 도(광역자치단체)-시군(기초자치
단체)의 체계로 구분됨
- 2021년 현재 특별･광역시-자치구 행정체계의 경우는 11개 지방세 가운데 자치구가 재산
세와 등록면허세 2개 세목에만 과세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세목은 특별･광역시세임
- 반면, 도-시군 행정체계의 경우는 도세(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레저
세, 지역자원시설세, 6개 세목)와 시군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
세, 5개 세목) 세목 개수가 비슷함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 체계는 현실적 여건과 그간의 지방세제
개편 연혁 주기(週期)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적어도 10년 안팎은 현재와 같은
지방세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범주 내에서 구축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반면 멀리 보면 언제가 될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세제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음
- 그때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 기간세 체계가 만들어져야 함은 물론임
- 이런 제약을 고려하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 체계 모색은 우선 현행
지방세제를 벗어나지 않는 틀 속의 구체화가 요구되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는 2원 행정체계 각각에 대해 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특별･광역시-자치구의 기간세
특별･광역시-자치구 행정체계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들이 좁은 면적
내에서 지리적으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정이 넓을 수밖에 없음
-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의 기간세는 현행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면서 충실한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광역시세 가운데 보편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특정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단체인 도부현의 기간세는 도부현민세, 지방소비세, 사업세(=개인사업세+법인사업세, 개인사업세 세수: 미미)의 3개
세목인데, 2019년 기준으로 도부현 전체 세수입에서 이들 세목의 세수가 점유하는 비율은 80%를 상회함. 기초자치단
체에 해당하는 시정촌의 기간세는 시정촌민세와 고정자산세의 두 세목임.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시정촌의
경우는 보유자산과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세와 소득과세인 시정촌민세의 비중 합계가 전체 세수입의 85%를 넘음.
45) 광역시 가운데 부산(기장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은 자치구 이외에 군(郡)을 포함하는
행정체계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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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와 더불어 특별･광역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기간세 역할이 기대되는 세목으
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를 들 수 있음
- 세수의 규모와 신장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광역시의 핵심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임
- 따라서 특별･광역시의 기간세 체계는 이들 세목을 내실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음

도-시군의 기간세
도-시군의 행정체계에서 도(道)의 경우는 취득세, 지방소비세가 기간세이지만
취득세가 향후에도 지금처럼 기간세 역할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들 간에도 견해가 갈림
- 따라서 도의 기간세는 현행 취득세, 지방소비세에 추가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과세대상
확대)를 포함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시군의 경우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기간세에 해당함
- 두 세목 모두 기간세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세수기반을 넓혀주는 보강이 요구됨
-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는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국민(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세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세입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해야 함
- 또한, 재산세의 경우도 현재의 체계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수동적인 접근
을 고집하지 말고, 여건 조성을 통해 일본의 고정자산세처럼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임46)

지방소비세 확충
향후 재정분권 모색에 있어서도 지방소비세 확충은 주요 방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때 늘어나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들에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간 재정균형 측면을 결합한 기초지방소비세
형태로 전환하는 개편을 하면 기초자치단체 세수기반 강화와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효과도 기대됨47)
46) 그 이외 자동차세 개편을 통해 환경세로 만들어 시군의 기간세화 하는 방안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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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확충
그간 학계 등에서 지방소득세 확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안되었음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처럼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현
행 10%에서 15% 또는 20%로 인상하는 방안(방안1)
- 이 방식은 지방소득세 체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운영상 혼란을 피하면서 납세자의 세부담
왜곡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짐48)
- 다만, 이 방안은 국민(주민)의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양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49)

둘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그리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
율을 각각 통합하고, 그것들의 각 구간에서 지방세분과 국세분의 세율을 구분하
되 국민(주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방세분을 확대하는
방안(방안2)
- 예를 들면 국세인 소득세의 가장 낮은 소득구간 세율은 6%이고, 이것과 관련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 세수의 10%이기 때문에 양자를 합산한 개인(국민)의 부담 세율은
6.6%(=개인지방소득세분 0.6%+소득세분 6%)임
- 이 수준(6.6%)을 유지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분을 현행 0.6%에서 높이고, 소득세분은
낮추는 조치는 국민의 세부담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됨(예: 6.6%=소득세분 6%+개인지방소득세분 0.6%→6.6%=소득세분
5.4%+개인지방소득세분 1.2%)

47) 지역 간 재정균형 측면을 결합한 기초지방소비세의 체계는 해외 사례, 우리나라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임.
48) 국가(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소득세는 통상 누진세율체계를 따름. 그렇다면 지방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소득세
도 범주적으로는 소득세(소득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 과세유형별 과세 틀의 일관성
유지에 부합하는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49) 지방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를 따르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수의 수도권 편중을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일각에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현행 누진세율구조에서 단일 비례세율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을 함. 하지만 지방소득세 세율을 단일 비례세율체계로 변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많은 과세대상에 대해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하므로 세제의 복잡성 초래가 불가피함.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많은 항목들은 그 특성상 개별의 소득세와 법인세로 볼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부르는 것이 그에 해당함. 한편 지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율 방식으로 바꾸면
고소득자의 지방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개연성이 높음. 그렇게 되면 제도 개편 전보다 지방소득세 납세자 간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더욱이 대부분의 지방소득세 납세자들은 하위 소득구간에 속하므로 누진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율 방식으로 전환해도 수도권의 세수 집중 완화효과가 나타날지는 단정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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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 이와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충방식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그것의 세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방안을 실제 추진하여 제도 개편 이전과 마찬가지 수준의 세수를 그대로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등 보완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지방소득세 확충을 위한 방안1과 방안2 가운데 현실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는
방안2의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 경우 방안2와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를 구성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모두
를 인상시키는 접근과 개인지방소득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만 인상
하는 형태를 구분하기도 함
- 개인 납세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 담보 등을 전제로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인상을 위해서
는 선행적으로 소득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구됨
-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확충은 우선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음
- 덧붙여 말하면 먼저 법인지방소득세 확충에 집중하고, 여건 정비 등을 통해 향후 개인지방
소득세도 함께 늘리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임

법인지방소득세의 인상은 동일한 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간 세수
격차를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그 보완 대책으로 인상된 법인지방소득세 세수의 일부를 시군 간 공동세(시군 공동지방소
득세 또는 공동법인지방소득세)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50)

50) 시군 공동지방소득세 또는 공동법인지방소득세는 각 도(道)를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하는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전국의 모든 시군으로까지 포함하는 방식을 놓고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지역 간 이해의 충돌, 제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자가 후자보다 실행 여지가 높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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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 세목의 신설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추인 지방세는 지방의 역할 증대, 지방재정수요 급증
등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세목의 도입을 요구받고 있음

환경세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한편 그것에 의해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환경세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때 환경세 형태는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지방의 독립세(지방환경세) 또는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51)

복지세
저출산･고령화는 향후 심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장치로 다음과 같은 방식의 복지세 또는 지방복지세 도입이 제안되어 왔음
- 첫째, 재산세 감면액에 덧붙여 복지세를 확보하는 부가세(sur-tax) 방식
- 둘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부과액을 대상으로 복지세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
- 셋째, 담배소비를 대상으로 복지세를 직접 과세하는 방식
- 넷째,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대해 복지세를 직접 과세하는 방식 등52)

지방사업세
지방세 원리에 부합하는 지방세 신세목을 설치하여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안으
로 기업의 소득(법인소득) 대신 그 외형(매출액 등)에 과세하는 ‘지방법인세’
성격의 지방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이 기대됨
51) 환경세는 탄소세 등 환경과 관련된 조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2) 프랑스는 일반사회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부유세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복지재원을 마련하
고 있음. 따라서 일반사회기여금은 성격상 사회보장세(사회복지세)에 해당함. 프랑스의 사례는 복지확대에 대응하여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소득, 소비, 재산, 상속 등을 포괄하여 세원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제9장 재정분권 2단계 추진∣199

- 관련된 주요국 사례로는 일본, 미국 등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상･하수도 정비, 도로
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소재 기업에 과세하여 확보하는 지방세를 들 수 있음

일본은 지방세의 주요 세목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세를 과세하는데, 이 조세는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53)와는 그 과세표준 등이 다름
- 일본 사업세54)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 부가가치 등임

미국 오하이오 주는 매출액에 대하여 ‘상업활동세(Commercial Activity
Tax)’를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의 사업세와 미국의 상업활동세는 외형표준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편익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 편익원칙에 충실한 세목이고 지방세
원리에 부합함

다른 국가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재정 확충, 과세자주권 강화 등을 위해 새로운
지방세 세목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지방사업세(또는 지방영업세)로 개편하여 외
형표준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로봇세
한국은행 등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글로벌
로봇 수요가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용 로봇(가정 및 오락용 등)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55)
- 현재보다 우리의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정도가 커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로봇세의
도입은 적극적 검토 대상이 아닐 수 없음
- 로봇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으로 기존 조세의 과세대상에 로봇을 추가하는 방안과 새로운
세목, 즉 지방세 세목으로 로봇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56)

53) 일본의 주민세는 개인주민세와 법인주민세로 나뉨. 개인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되고, 각각에 대해 광역과
기초가 별도로 과세함. 따라서 개인주민세는 다시 도부현민세 균등할, 도부현민세 소득할, 시정촌민세 균등할, 시정촌
민세 소득할로 분류됨. 법인주민세는 균등할과 법인세할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 광역과 기초가 별도로 과세함.
이에 따라 법인주민세는 도부현민세 균등할, 도부현민세 법인세할, 시정촌민세 균등할, 시정촌민세 법인세할로 나뉨.
한편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과세대상)은 소득(소득금액)이지만 법인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액(법인세수)
임. 현재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도부현민세 소득할과 시정촌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합할 경우 소득의 10%임.
일본 총무성(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ichiran01.html)에
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기 바람.
54) 일본의 사업세는 지방세이며, 범주적으로 지방법인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55) 한국은행(2017).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국제경제리뷰(제2017-27호), 20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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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의 신설은 인공지능 로봇 사용의 보편화가 이룩된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으며, 동 조세의 목적은 인간의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해고 등으로 소외될 사람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용도
로 설계하고, 영구세 형태보다 한시세 방식이 현실적일 것임
- 영구세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 장차 로봇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비관적인
미래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음
- 혹여 먼 훗날 우리와 사이버 인간이 똑같은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적어도 로봇은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이어야 할 것임
- 또한 로봇세는 인간과 로봇이 지금보다 적절한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재원과 시간 확보를
뒷받침하는 세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시세 방식이 바람직함

로봇세의 과세대상은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으로 하고, 인명
구조･범죄예방, 재난 시 긴급지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로봇
과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에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은 제외함
- 그 밖에 로봇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징수방법과 납기 등은 관련 사항
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모색해야 할 것임
- 로봇세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 지능형 로봇, 서비스 로봇을 모두 과세대상으
로 포함해야 하므로 관련된 실제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로 설치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여 가장 실효적인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함57)

반려견세
현재도 그렇지만 장래에는 반려견(애완견)을 비롯한 반려동물과 그것의 사육인
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을 더 낫게 다듬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미래 사회는 우리의 생존이 반려견을 비롯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과 반려동물 간 공생,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재원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56) 로봇을 현행 조세의 과세대상화 하는 방안은 로봇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 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이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로봇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는 근거를 갖추어야 가능함.
57) 그밖에 미래의 조세로 4차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세(빅데이터세, Data Tax), 디지털세(Digital Tax), 구글세(Google
Tax) 등이 거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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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반려견세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가칭)사회공존세58)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환경세(지방환경세), 복지세, 지방사업세, 로봇세, 반려견세 등을 지방세 세목으
로 설치한다면 광역자치단체세 또는 기초자치단체세 여부를 선택해야 함
- 이 경우 각 세목의 성격, 지방세체계의 현주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역 간 세수격차 조정원칙 마련
어떤 지방세 세목을 막론하고, 그 세원은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수의 지역 간 편중성(집중성)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국세를
추가적으로 지방세에 이양하는 방안을 실행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음
- 세수의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은 그 세목이 광역자치단체세냐? 기초자치단체세냐
를 구분하는 접근을 따를 필요가 있음

광역자치단체세 확충에 따른 세수 편중 보완
광역자치단체세 확충에 따른 세수 편중은 다음의 방향에서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첫째, 광역자치단체세를 확충하는 조치는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세
수 편중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수 편중 광역자치
단체의 지방교육청 전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조치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간 연계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짐
- 수도권의 해당 지방교육청 전출금이 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수도권에 지원되
는 재원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교육청 전출금(광역자치단
체세의 3.6%)을 축소시키는 효과도 기대됨

58) 장차 (가칭)사회공존세의 도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애완묘) 등을 추가적으로 과세대상화하
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202∣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

둘째, 세수(세입)가 커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낮추는
조치를 검토함

기초자치단체세 확충에 따른 세수 편중 보완
기초자치단체세 확충에 따른 세수 편중은 다음의 방향에서 보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첫째, 세수가 늘어나는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도록 함
- 예를 들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인상에 따라 경기도의 일부 시 지역의 자체수입(지방세) 기반
이 크게 확충될 경우 이들 지역의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조정(국고보조율 인하)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세수가 늘어
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지원을 조정(축소)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59)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역 간 세수격차완화 방안이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와 협력 등이 필수적임은 물론임

4) 지방교부세의 본원적 개편
지방교부세 체계 정비의 필요성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
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장치임60)
- 이런 목적에서 보면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4개 항목의 지방교부세는 넓은 의미의 지방교부
세제도 도입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하겠음

59) 그 밖에 늘어난 기초자치단체세의 일부를 세수(재원)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세를 만들어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때 공동세는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형평화제도에 해당함.
60)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
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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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05년의 부동산교부세, 2015년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지방교부세
제도의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최초 지방교부세제도의 전형적인 틀을 훼손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더불어 지방교부세제도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하겠음.

지방교부세제도의 간소화와 그 체계의 합리화 등을 위해서는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수를 그 재원을 하고 있다는 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
세인 재산세 간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통합을 통해 부동산교부
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그 용도가 소방행정 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안전세
(가칭)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작지 않음
- 어떤 방식을 따라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단정
하기 쉽지 않지만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정비 요구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지방교부세 정체성의 명확화
지방교부세는 각 자치단체가 표준행정수요(표준행정서비스 또는 national
minimum)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재원보장기능)하
고,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재정형평화기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
방재정조정제도에 해당함
- 이처럼 지방교부세는 각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장과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의 2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그것의 주 기능은 재원보장이라고 하겠음
- 하지만 경기침체의 만성화 등에 따라 내국세 세수가 저감되는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의 세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재원 규모로는 각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를 지원하는 재원보장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놓고 보통교부세를 가능한
많이 배분받으려는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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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지방세입 기반 약화, 지방세출 급증)에
따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재정형평화기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뒷받침 없이는 재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재정력 취약 자치
단체 입장에서 보면 보통교부세를 늘려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된지 오래되었음
- 부족한 재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 간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통교부
세의 배분을 실현할 수 있느냐가 현행 지방교부세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이 되고 있음
- 이런 등의 이유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주 기능이 재원보장기능에서 재정형평
화기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아님
- 이는 지방재정 환경이 악화되면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기능이 이전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일 뿐임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주 기능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자치단체가 표준행정수요(국민적 최소한, national minimum)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재원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표준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보통교부세가 2차적으로 재정형평화기능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음
-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세입이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체계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이전에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주 기능은 각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장기
능이며, 부수적 기능은 재정형평화기능임
- 이것이 우리 식 지방교부세의 정체성이라고 하겠음61)

61) 만일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세입을 확보하는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굳이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에 의존하여 재원을 조달할 이유가 없을 것임. 이런 새로운 지방재정체계에서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주 기능이 재원보장기능에서 재정형평화기능으로 바뀌거나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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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기능(목적)의 재정립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변형된 형태이고, 일본의
지방교부세와 비교해도 상당히 다른 틀을 구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교부세액 결정(교부세 배분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방식의 불합리성과 불형평
성을 보완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부세 배분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
부세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4개 지방교부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
리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 지방교부세 체계를 본원적으로 개혁
할 것이냐를 우선 결정해야 할 것임
- 전자이든 후자이든 지방교부세의 개편(개혁)은 지방세제도와 연계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
를 창출할 수 없음
- 지방분권(자치분권)의 틀에서 보면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은 줄여
나가는 대신 지역 간 재정형평화기능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개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체계의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정비해 나가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1962년에 제정된 지방교부세의 핵심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여건 개선
보다는 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을 뒷받침(지방행정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지방교부세법 제정 당시의 상황에서는 지방교부세제도가 이런 목적을 갖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동 법 시행이후 60년 안팎의 세월이 흐른 현시점에서 보면 동 제도의 목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지방교부세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부세의 기능(목적)을
①재원보장, ②지역 간 재정형평화로 2분화하는 한편 그에 맞추어 지방교부세
의 종류를 재원보장과 관련된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포함)와 지역 간 재정형평
화 기능을 하는 (가칭)지역균형발전교부세로 나누는 운영체계 구축이 요구됨
- 이럴 경우 전자의 재원보장 기능과 관련된 영역은 현행처럼 지역의 표준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되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 틀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보완을 모색해야 나가야 할 것임62)
62)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체계에서 기본 행정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와도 거리가 있음.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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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인 (가칭)지역균형발전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을 갖
기 때문에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여건 반영을 유인하는 체계로 배분방식을
결정하도록 함
- 한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종류에서 분리하
여 각각에 대해 별도의 법령(예: 부동산교부세법, 소방안전교부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칭)지역균형발전교부세는 재원의 원천과 규모, 배분방식 등을 새롭게 설정하
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수요액(배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맑은 물 및 청정공기 제공, 뛰어난
자연경관 및 문화재, 지역의 지하자원 부존량과 생산시설 설치, 환경오염정화
시설 입지 등을 측정항목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63)

산정과 관련된 현행 4개 측정항목과 16개 세항을 달라진 여건에 맞추어 꾸준히 조정(개편)해야 함. 덧붙여 말하면
지방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일반행정비(세항: 인건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문화환경비(세항: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사회복지비(세항: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보건사회복지
비), 지역경제비(세항: 농업비, 임수산비, 산업경제비, 도로관리비, 교통관리비, 지역관리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63)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는 보통교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는 그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를 통해
지원받음.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이런 방식의 지방교부세 운영 체계에서 힘들이지 않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행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배분방식은 뜻하지 않게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저해하
는 부작용을 발생하게 됨.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근 보통교부세액 산정에 있어 지방의 지방세 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을 보통교부세 산정･배분에 반영하고 있지만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미약함.
이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말미암아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자치단체
의 자체재원(지방세) 확충 노력을 반감시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개선이 어려움을 시사함.
보통교부세는 수혜한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며,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메워주는 핵심적인
수단 역할을 함.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보통교부세의 합리적 운영은 중요하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현행 보통교부세제도는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지원하
는 기능을 보다 실효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저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가 자치단
체의 지방세 확충 노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제도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단체가 전년도보다 지방세를 확충한 부분은 기준재정수입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보통세 수입액의 80%를 포함하는 방식에서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그것을 75%로 낮추어 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촉진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보재원’을 늘려주는 방안의 모색도 요구됨. 이때 재정자립도 50%미만인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기준재정수입 산정에 있어 보통세 수입액의 75%를 포함하도록 하는 이유는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보재원을 늘려주게 되면 지역 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지방재정지출의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보통
교부세 배분방식의 역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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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조정
일본은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해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100% 보전해주고 있으
며,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재정계획｣의 틀 내에서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지방재정
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의 19.24%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90% 이하의 조정률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근간 목표인
각 자치단체의 재원보장기능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임
-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64)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기능 및 사무 차이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및 사무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배분함에 있어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동일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를 적용하는 한편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세액을 결정하는 체계임
-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과 배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 문제의 보완･개선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
하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를 구분하여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64)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조정(인상)은 현행 지방재정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지방의
부족재원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만일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세입이
자체재원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는 축소되어야 함은 물론이라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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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
원칙에 입각한 국고보조사업 정비
늘어난 지방세수에 맞추어 지방의 수용성에 대한 검증 없이 지방이양 사무를
확대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는 지양되어야 함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한 지방세 확충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세입의 근간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혁하여 지방이 재정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지방재정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무조건
그 만큼 낮춘다면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조치
는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겠음

향후 재정분권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에서 지방세수가 확충되든 그것과
연계하여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조정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늘어난 지방세수에 맞추어 지방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확대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전망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확충과 궤를 맞춘다는 구실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넘기거나,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획일적으로 낮추
는 방식으로 이전재원을 줄이면 지방세의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수의 증대가 미미하여 이양 받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국고보조율의 축소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
-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보조율 조정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어느 곳에 사느냐와 관계없는 주민 필수적 국고보조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한 국고보
조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지방세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축소(예: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인하)하면 부작용 수반이 예상됨
-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은 중앙과 지방 간 협치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국고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업수와 관련 예산규모, 보조율 등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기준보조율 체계의 전면개편(정비), 포괄보조 강화 등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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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간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빅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이관 또는 중앙과 지방 간 사업
빅딜(Big Deal) 등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①기초연금, ②기초생활급여, ③장애인연
금(이상 보편적 사회보장 분야), ④영유아보육료, ⑤가정양육수당, ⑥아동수당(출산･양육
관련 사회복지 영역)의 6개 항목이 근간에 해당함
- 이들 6대 사업은 국민최저보장(National Minimum, 국가최저보장)의 성격을 갖지만
2005년에 단행된 사회복지 사무 지방이양으로 지방이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노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재원은 중앙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동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담은 지방이 맡는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 기능
(사업) 빅딜 추진도 적극 검토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 개선
일몰도래 국고보조사업의 원칙적 폐지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한정
하여 그 연장을 허용해야 할 것임
- 국고보조사업 신설 또는 연장 등에 예비타당성 심사의무화 검토
- 지방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병행하는 국고보조금 총괄 관리기구의 도입

중앙부처 공모사업 축소
- 국고보조사업과의 중복성, 지방재정 부담 가중, 지자체와 민간이 어우러져 지방재정 왜곡
등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엄격한 운영과 더불어 축소가 요구됨

6) 맞춤형 재정분권의 모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
존의 지방세입 체계를 보완하는 정도를 넘는 개혁 차원의 조치가 요구됨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재정시스템을 통일적으로 적용하
는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음
- 재정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세 강화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임
- 반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이전수입의 뒷받침 없이 자체수입을 강화하여 소요세입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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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리도록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대안 제시가 아닐 수 없음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재정시스템을 구분하
여 시행하는 맞춤형 재정분권(차등적 또는 이원적 재정분권)의 추진을 심도 있
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음
-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 중심으로 세입을 구성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재정성과의 향상을 이끌도록 유인하고, 재정력 취약 지방자치단체
는 현행처럼 지방세입의 큰 몫을 이전수입으로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맞춤형 재정분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 형성과 사전준비 과정
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실행이 가능할 것임
첫째, 각 지역의 경제기반, 재정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자치단
체가 획일적 규정을 적용받는 현행 지방재정 시스템은 달라진 지방재정 환경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재정 의존성
을 심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을 오히려 퇴보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관련 부문 간 인식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둘째, 제한적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해당 지역의 재
정을 스스로 꾸려나갈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의 지원이 없을 경우 독자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립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에 해당하는 지역과 후자에 속하는
지역의 지방재정 운용 방식을 다르게 구축하는 개혁의 추진이 요구됨
- 전자는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로 명명(命名)하고, 후자는 (가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
단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임
[그림 9-1] 지방세입(재원) 확충방향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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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와 (가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틀이 상이하게
설계되어야 차등적 재정분권(이원적 재정분권)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
-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명칭에 걸맞은 재정운용 권한을 부여하고, (가
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의 적정 재정관리와 더불어 중장기적으
로 자체수입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을 유도해야 할 것임
-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세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
는 비중이 80%를 넘거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65)
- (가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성이 개선되어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의 위
상을 갖추게 되면 (가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로 그 지위를 격상시키고 관련된 권한
등을 변경해주어야 할 것임66)

셋째, 맞춤형 재정분권(차등적 또는 이원적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하는 수입으로 지역 재정을 끌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차등
적 재정분권의 원활한 시행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진
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토대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세원의 빈약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그 지역에서 확보하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입의 80%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런 지역까지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고자 하면 그 실익보다 감당해
야 할 부담이 더 클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차등적 재정분권은 (가칭)자립형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확대하는데 초점
을 맞추게 될 것임

넷째, 맞춤형 재정분권은 법제의 뒷받침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행
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67)

65)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은 물론임. 보다 합리적인 정의는 관련 부문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66) (가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수입으로 필요 재원의 큰 몫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런 문제의 차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예: 선거주기 4년 기준)을 단위로 설정하여 자구노력(자체
수입 확충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전수입 지원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67) 그 이외 미래 지향적 지방재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체계는 지방세 강화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의존재원 지원은 줄이면서 지방간에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 격차를 줄이는 틀을 만들어야 함(지방 간 재정연대 기제의 정비와 내실화). 둘째, 학령인구
감소 등 달라진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관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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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연구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투입함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중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다차원의
제도개선을 도모하였음

2020년 6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주요 개정사항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임
전부개정은 지방자치제도를 한층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둠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
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임
이러한 전부개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의 후속 조치는 지방자치
제도에 광범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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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부문별 개정 사유와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도 여건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와 중앙 지방간 협력,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 독립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중앙-지방간 사무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등 7가지 부문별 개정 사유와 이
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으로서 1949년 제정･시행됨
1949년부터 현재까지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60여 차례 개정됐으나, 대부분
일부개정이고 전부개정은 1998년과 2007년 두번 이루어졌으며, 2007년은 개
정이 주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부개정은 1988년 4월 한 차례임

2020년 새롭게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현장에서
시대적,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의 결실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자치단
체의 행정능률성 제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역량강화 등임
이번 정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아쉬운 점도 노정함
- 우선, 주민주권 및 주민참여를 강조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원안과 달리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
- 또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로 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
적인 제약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
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자치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발안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률제
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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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
략을 세우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제정의 독려, 자치입법권 제약조항에 대한 전략적
대응, 수원시 등 경기도 내 대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사무의 발굴 등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문별 개정내용과 경기도 여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제･개정 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향상시키
고, 주민의 선택권을 제고시킴으로써 지방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따른 지방자치
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둠
- 개정 이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 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지방의 다양한
특성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
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왔음

- 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을 왜곡할 수 있거나 지방의 다양성과는 무관한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이 선택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고유성,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일환임

(제･개정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지역 주민이 주민 투표에 의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는 선택적 기회를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라 할 수 있음. 기존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획일적으로
유지하였던 것을 다양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운영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
성 형태의 특례’ 조문 신설 의의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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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추후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
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함

(경기도 상황)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추진이 가속화 되는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
기도를 둘러싼 여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실현을 위한 실험장이 될 것으로 예상
- 경기 남북도간의 불균형, 도내 3개의 100만 이상 대도시, 8개의 50만 이상 대도시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지역적 여건과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은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
-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때 ‘경기연정’ 등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어 기관과 의회간의 협력
모델 구축에 용이하며,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성이 실현가능한 기회와 역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와 중앙 지방간 협력
(제･개정 사유)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 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책임 있는 지방자치의 구현 그리고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과도하게
대의제 중심으로 설계･운영됨에 따라 지방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 부족, 실질적인
주민 의사 반영 및 적극적 참여에 한계가 있었음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유도

(제･개정 주요 내용)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보다 주민이 지방정책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고,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의무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 원리 강화 및 참여권 신설, 주민조례 직접
발안제도 도입 및 청구요건 완화,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주민소환 청구 요건의
합리적 조정 및 개표요건 하향,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및 개표요건 하향,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종합규정 등 마련,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제･개정함.
- 주민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등을 제･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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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와 자치단체간 협력 의무, 국정
참여 기구의 제도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행정협의회 구성 간소화, 지방재정의 조정,
자치단체간 협력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들을 마련함

(경기도 상황) 경기도는 시민과의 접점은 시･군에 비해 크지 않으나 도 내 시･군
의 의견을 들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다는
특징을 가짐
- 시･군과 협의를 통한 중앙-지방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은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
회의 추진 등 직접 시민과의 연계와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의 마련과 실행 등은 향후 지속적
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제･개정 사유) 지방의회가 다루어야 하는 의정의 활동영역은 그 규모가 급속하
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고도화, 복잡화, 다원화,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기능적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구동
하기 위한 기본 여건의 마련이 필요함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방의원의 지식과 전문성 등 대응력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
의원에 대한 조직적･제도적 지원 장치가 요청됨
- 정책 분석 등의 지원 인력의 조력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자치입법, 행정감시, 예산심의 등의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음

(제･개정 내용)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방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됨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에 관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명칭･직무･임용절차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함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소속 직원의 임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였음. 기존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분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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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황) 경기도의 경우 현재 여 타의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문 지원
인력이 다수이고, 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대응력이 높다고 판단
되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사 시스템 개편에 따르는
사전 관리제도의 충실한 검토가 필요함
- 남경필 지사 때 지사의 인사권 중 일부를 당시 의회와 협의하여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 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관되는 것은 경기도 행정시스
템의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제･개정 사유) 형해화 되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함으로써 특정 행정사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구역과 조직을 구성하기 위함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지난 30여 년간 존재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체화 되지 못하였음
- 일반적인 도시 행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광역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대도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행정수요가 나타남. 이에 더해 코로나
19 이후 중앙-지방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중요성도 증가함
- 기존 지방자치법에도 광역행정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한 상태였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

(제･개정 주요 내용)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하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것
으로 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12장 제 199조부터 13개 조문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들
을 구체화하고 있음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형태를 가지며 구성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호협의에 따라 규약
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 위임사항들에 대해서 구성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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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장이 행정기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관련 사무 위임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는 구조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에 의거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구성되도록
규정을 함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겸직할
수 있음
- 한편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들에서 이미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법률에서 이를 규정함

(경기도의 상황) 특별 지방행정 체계의 장점에도 불구,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도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한계
로 등장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정의를 지나치게 협의로 규정한 측면이 있고, 특별지방자치단
체 및 의회의 명칭에 관한 쟁점이 존재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 방법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간선제로 정해지는 단체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위헌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음

중앙-지방간 사무 이양
(제･개정 사유)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 추진 중인 중앙-지방간 사무
이양이 정부간 관계에서의 원칙 등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함임
- 중앙-지방간 사무 이양은 현재의 실적을 기초로 추가적인 보완 기능을 포함한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여타의 제･개정 사례와 다른데 궁극적으로 현재 까지 추진된 중앙-지방간 사무이
양의 실적이 미진하였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 국민의 정부는 612건을 이양확정한 후 611건을 이양완료(99.84%)하였고 참여정부는
902건을 발굴하여 875건을 이양(97.01%)하였으며 이명박정부가 1,587건을 발굴하여
1,003건을 이양완료(63.20%)함.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1건, 참여정부 27건 그리고
이명박정부 584건이 미이양 된 한편 박근혜정부는 별도의 실적이 없음
-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85건을 발굴하였고 현재 89건의 이양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400개 사무를 발굴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2021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위하여 사무이양 관련 입법예고하였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된 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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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부처, 48개 법률, 214개이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이양 171개 사무, 대도시 특례
43개 사무임. 지방이양사무 171개는 2019년 이후 의결된 사무 114개와 장기 미이양
사무 26개 그리고 위원회 연계사무 12개, 행정안전부 발굴 19개 사무 등임. 대도시 특례
43개 사무는 2021년 의결 사무 6개, 2012~2017년 의결사무 15개, 2011년 이전 의결사
무(1차 국회 불수용) 5개, 행정안전부 발굴 17개 등임

(제･개정 주요 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와 관련하여 4개
의 조문이 있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법률에는 5개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음
- 사무이양의 원칙은 다수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보충성의 원칙, 현지
성의 원칙, 행정책임명확화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등을 들 수 있음

(경기도의 상황) 경기도는 현재까지 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정부간 사무 배분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하였음에도 불구 현재까지는 국가 수준에서의 의견 수렴
의 활성화 정도, 자발적･적극적 사무 발굴의 미흡,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 보전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의 확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는 않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자치경찰제 도입
(제･개정 사유) 거시적인 맥락에서 국가-지방간 사무와 책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단체가 보다 큰 책임을 갖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을 총괄함으
로써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만의 경찰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둠
-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지속적인 사무이양 대상으로 제시되어 왔음. 자치경찰
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는 종합행정의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행정 추진, 다양성을
확보한 치안 행정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을 구현해야 하고, 자치경찰 활동은 일선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민
과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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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마지막으로 찰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음

(제･개정 주요 내용) 자치경찰에 관련한 근거는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 아닌
｢자치경찰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사무 구분 및 수행
범위, 조직 및 인사 그리고 재정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사무 구분 및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자치
경찰사무 제외), 자치경찰사무는 경차의 임무 내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다중행사
관리･수사 등 경비로 구분됨. 국가･자치･수사사무는 각각 경찰청장･시･도 자치경찰위원
회･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함
- 조직 및 인사와 관련하여 국가경찰 조직으로 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경찰
기관을 지역적 분장기관으로 구분함. 또한 지방경찰청을 시･도 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시･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를 설치함, 시･도지사 소속으
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함
-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
는 시･도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 가능한데, 일단 자치경찰가 시행될
경우 국가직 유지, 현 계급과 같이 일원화된 계급 체계를 유지함
-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 장비 등 주요정책,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함
- 시･도 경찰청은 국가사무를 담당 하는 공공안전부,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수사부, 자치사무
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본부로 나누어 조직됨
- 국가는 지자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함

(경기도의 상황)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시절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온 덕분에 경기도형 모델까지 발굴한 저력이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실질적인 권
한의 한계, 재정부담 등은 경기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
- 자치경찰제는 일부 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자 변경에 불과하여 자치경찰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시･도지사는 자치사무가 도입되어도 권한이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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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 → 경찰 사무의 복합성으로 인해 지휘･감독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들은 국가직이 임명되는 국가 우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 → 주민편
익과 지역특성 보다는 경찰청장의 지휘와 통제가 우선 반영될 소지가 있음

재정분권 2단계 추진
(추진 사유)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분권의 흐름을 따르면서 최근 달라진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 수용
성과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에 초점을 맞춘 재정혁신 대안 모색의 성격을 띰.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은 실질적 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추진
-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기본방향은 지방세입의 근간을 자체재원으로 바꾸는 혁신을 이룩
함으로써 지방 스스로 재정운영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율과 책임의 지방재
정 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세부과제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률 15% 수준 관리를 포함하였고, 이전재원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실질적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과제로 설정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지방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하였음
-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명시하였음

(추진 계획)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2018년 정부합동 발표된 ｢재정분권 추
진 방안｣에 따르면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상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
보를 뒷받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상생과 협력에 기초하는 지속가능한 발
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재정분권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을
7:3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되 세입(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세출의 합리화 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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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추진 내용)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에 제시되어 있듯이 2019-2020년이 대상 기간임. 이
기간 동안 지방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 10%p인상,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율 25%p 인상 등이 이루어졌음. 세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가운데 3.6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기능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결정되었음
- 재정분권 1단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 관련 부문 간 재정중립, 광역
과 기초 간 상생연대 등을 추구하였음
-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은 국세의 지방 이양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所要), 관련 부문 간
재정중립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결정되었음
-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는 그간의 재정분권 방식과 다르게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발생한 지방세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의 중앙과 지방 간 주고받기식 재정제도 개편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의 본원적인 개혁을 지향한 특징을 가짐

(2단계 추진 내용) 2단계 추진은 당초 계획대로의 진행이라는 목적과 실제 1단
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재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갈등을 봉합하면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가짐.
- 재정분권 2단계 방안 모색을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단계 재정분권
TF가 구성되어 ’19.9.~’20.7.의 기간 동안 운영되었음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內 재정분권특별위원회(1대 위원장 홍영표 의원)가 출범되어 운영
(’21.2.~’21.7.)되었고, 2차례 회의(1차 ’21.2.3., 2차 ’21.4.8.)를 거쳐 그 간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행안부･분권위 조율 대안[7조원 확충(순확충 4.5조원 규모), 국세 대 지방세
개선 효과 72:28(’20년 결산기준 74:26)]이 검토되었지만 결론을 이끄는 데는 실패하였음
-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2대 위원장 김영배 의원)는 당･정･청 전체회
의 2차례(1차 ’21.6.2., 2차 ’21.7.28.) 및 소위 3차례(1차 ’21.6.23., 2차 ’21.7.7.,
3차 ’21.7.19.) 등 총 5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2021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재정분권 2단계 방안의 골격이 완성되었음
- 재정분권 2단계의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첫째, 재정분권 1단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정분권 2단계에서도 지방재정 순증을 따르는 접근을 하였음. 둘째, 재정분권
을 위하여 지방세 확충을 포함한 개별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개연성이 높음. 셋째,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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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와 비교하여 기초단체의 재정여건 강화를 우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세입과 세출
양 측면을 고려하였음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소비세의 인상은 광역세로서 경기도 재정의 순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외부에서는 평가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의 법정경비 가중으로 순증의 폭은 기대 이하임. 특히 급격하게 증가되는 인구
와 행정수요에 타당한 재정 증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35%를 향후 10년 동안 출연해야 하며,
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수가 무려 11개나 되어 조정교부금
배분비중이 과거 38%에서 현재 39%로 증가되었고, 앞으로는 40%까지 증가될 수 있는
등 세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 위주의 재정분권 추진은 장기적으로 경기도 재정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큼

2. 정책 제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따른 대응 전략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정부입법 추진에 대한 대응
- 경기도는 자치분권종합계획 상의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대안 개발, 주민의견 조사, 우선실
시 대상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개정 지방자치법 이후 추진하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경기도 대안을 제시하여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특례법 추진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모델과 운영방안’ 및 ‘표준조례안’에 경기
도 의견을 반영할 준비를 하여야 함

경기도 차원의 실천적 대안 개발 추진
- 실천적 대안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 주민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 정책개발에 노력하
여야 함
-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추진 전담기구 설치 및 맞춤형 모델 개발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경기도-시･군 관계를 관리하는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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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에서 추천하는 기관구성 형태 모델이나 표준조례를 넘어서 의원내각제 모델이나
의회 양원제 모델의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과거 민선 6기에서 추진하였던 ‘경기연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기관구성
형태의 변화를 보다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는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원제’와 같은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하여야 함

주민의 선택을 명시하는 경기도 ‘지방자치 헌장’ 제정
- 경기도는 기관구성 형태의 선택, 의회-집행부 관계, 주민의 참여 등을 명시하는 경기도
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기관구성 형태가 경기도 지방자치 헌장에서 이를 명시 하여야 보다 발전된 지방자
치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임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와 중앙지방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
주민중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역량 강화
-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여･협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이
필요함
-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경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의회 기본조례 등이 모두 제정된 것은
아니며, 제정된 조례 또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협력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부족한 실정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중심 정책개발
- 미증유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래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기반한 선제적
정책개발이 필요함
- 특히 경기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47) 결과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
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시와 군 지역 간, 북부와 남부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향후 교류인구 및 관계인구 중심의 공간전략이 기초자치단체
와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음

주민주도 지역사업 발굴
- 현재 경기도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회 시범실
시, 마을기업 및 마을만들기 등의 영역을 향후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후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통합하고, 민관협치 기반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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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주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경기형 주민자치제도 개선 등의 광역적 역할을 수행하
면서 시･군과 연계하여 주민자치교육･주민자치컨테스트･주민자치 홍보 등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 중심 디지털 시스템과 경기도-시군 협력 체계 구축
- 자치단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드라이브스루 검사･판매, 화상면접
등 비대면 주민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어 대주민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① 대주민 스마트 혁신 서비스 지원사업, ② 고향소식 디지털 소통 프로젝트, ③ 경기도형
디지털 지역정보 및 대주민서비스 공동 플랫폼 구축(단계별 구축), ④ 디지털 주민주권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함
- 경기도 지방정치세력 간, 정치와 행정 간 협력을 통한 자치단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와 시･군 간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주민주권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능분담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사무분담을 도 자체적 추진을 적극 검토
해야 함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 전략
경기도의회 인사권 및 자치법규 관련 진단 필요
-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규정에
대하여 향후의 방향설정과 경기도의회의 정밀한 세부 진단이 요청됨
- 한편,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내용과 연관된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정비와 제･개정 등의 사전적 준비가 필요함

경기도 조례 및 규정 제정 필요
①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 제정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안)｣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의 시행에 적정한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야 함
-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에서는 정책지원관 운영의 목적, 정의, 신분, 배
치, 직무,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임용권자, 임용절차, 정원(규모), 보수,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
② ｢(가칭)경기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가칭)경기도의회 사무
직원 인사운영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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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
한 대강의 방향이 정하여지게 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의회 사무직원
의 인사교류와 인사운영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범위의 단계별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 할 경우 관할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범위를 단계적으
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발전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기에는 한정된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 관할구역을
설정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성공시키고, 추후 관할구역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경기도도 지역별 경제 수준 및 발전 정도가 다르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시 경기권
전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범위 설정을 지양해야 함

특별자치단체장 선출 방법을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
-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함
- 주민직선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바람직하지만, 입법권자의 법률제정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출방법의 민주적 대표성 및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
- 간선제를 규정한 입법권자의 의지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전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 선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의회의 구성이 필요함
- 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주요한 이슈임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들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굳이 구성지방자치단체 의원 모두를 포함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의원
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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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부여가 필요함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규약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마저 자유롭게 명칭을 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경기도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와
는 차별화되는 동시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체계적이며
통일된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실효성 있는 중앙 지방간 사무이양을 위한 대응 전략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사무이양 협의기제 마련 건의 및 참여
- (가칭) 이양사무발굴협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는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전문위
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4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기구로 추진함
- (가칭) 이양사무발굴협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이양사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기제를 마련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상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수
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사무이양을 처리하는 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는 (가칭) 이양사무발굴협회의를 구성한 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
여야 할 것임
: 특히, 2022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제시돼있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에 제시돼있는 내용을 볼 때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기능 단위 또는 법률 단위의 사무이양 건의
- 현재의 이양사무는 기능단위 또는 법률단위로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무 중심으로
이양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양방식은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단위사무 중심이 아니라 기능단위 또는 법률단위로 사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력의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건의
-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사무가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경우 행정기구를 확대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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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구의 확대설치와 공무원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 이양사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건의할 수 있을 것임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을 것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가경찰조직･인력의 지방직화 필요
- 현행 자치경찰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과도기적인 자치경찰제임
- 경기도는 자치경찰단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자치경찰 인력을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아야 함
- 자치분권위원회의 종합계획안처럼, 자치경찰제의 정착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사무의 지방
이양 및 인력의 지방이관 추진이 필요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도지사의 역할 확대 필요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주체는 지역과 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가 되어야 함
- 자치경찰사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위원 지명 몫을 시･도의회
와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음(조성호 외, 2020)
- 따라서 시･도지사의 시･도 경찰위원 지명 몫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야 함

시･도지사의 지휘권 확보
- 현행 경찰법에 의하면,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
와 감독을 받고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권이 부재한 실정임
- 자치경찰과 유사한 제도인 특별사법경찰과 소방 분야의 경우, 도지사 지휘권이 인정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혼합된 현행 경찰법보다는 별도의 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부합함

시･도지사의 인사권 확보
- 현행 경찰법에 의하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철장 임용시 협의권이 있어,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청장 임명과정에 배제되어 있음
- 그 결과, 현장에서 자치사무를 총괄하는 시･도지사 등 단체장 중심으로 모든 행정체제가
이행되기가 어려워, 시･도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권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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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개편대안) 최소한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에, 시･도지사에게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적 개편대안) 최근 영국, 미국 등 분권 선진국에서는 단체장의 자치경찰 수장에
대한 인사권이 강화되고 있음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 현재의 열악한 시･도 재정역량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27)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 (단기적 개편대안) 현행 자치경찰제는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유지(제주특별자치
도 자치경찰의 경우 국가 경찰로 전환)로 인해 실질적인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
하게 되므로,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 현재의 열악한 시･도 재정역량을 고려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27)의 인건
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또는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 등의 표현으로 수정이
요구됨
- (중장기적 개편대안) 향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이관할 경우,
재정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범칙금 등을 지방정부의 자치경찰 운영예산에 귀속시키고, ‘자치
경찰교부금’ 또는 ‘(가칭)자치경찰세’ 등을 신설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시･도지사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시･도지사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현행 경찰법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시･도 입장에서 현행 경찰법의 이러한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자치경찰사무의 실질
적 책임 주체인 시･도지사가 현장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경찰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음에 따라, 이상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내용 가운데 “시･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과도한
의결정족수 규정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의 자유로운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지나치게 제한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의회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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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2단계 추진을 넘어 재정자주권 향상을 위한 대응 전략
재정균형 뒷받침을 위한 기간세 체계 정립
- (도의 기간세) 도(道)의 경우 취득세, 지방소비세가 기간세이지만 취득세가 향후에도 지금
처럼 기간세 역할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갈림. 따라서
도의 기간세는 현행 취득세, 지방소비세에 추가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과세대상 확대)를
포함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지방소비세 확충) 향후 재정분권 모색에 있어서도 지방소비세 확충은 주요 방안으로 다루
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때 늘어나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광역자치단
체 내 기초자치단체들에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간 재정균형 측면을 결합한
기초지방소비세 형태로 전환하는 개편을 하면 기초자치단체 세수기반 강화와 아울러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효과도 기대됨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 세목의 신설 검토
① 환경세
-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한편 그것에 의해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
하는 방안으로 환경세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때 환경세 형태는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지방의 독립세(지방환경세) 또는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음
② 복지세
- 저출산･고령화는 향후 심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장치로 다음
과 같은 방식의 복지세 또는 지방복지세 도입이 제안되어 왔음
③ 지방사업세
- 지방세 원리에 부합하는 지방세 신세목을 설치하여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기업의
소득(법인소득) 대신 그 외형(매출액 등)에 과세하는 ‘지방법인세’ 성격의 지방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로봇세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글로벌 로봇 수요가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서비
스용 로봇(가정 및 오락용 등)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로봇세의 신설은 인공지능 로봇 사용의 보편화가 이룩된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으며,
동 조세의 목적은 인간의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해고 등으로 소외
될 사람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용도로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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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반려견세
- 반려동물과 그것의 사육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더 낫게 다듬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지방교부세의 본원적 개편
-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 등 복잡한 지방교부세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재원보전과 균형발전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정체성의
명확화가 필요함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을 통한 재원보전 기능 강화가 필요함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기능 및 사무 차이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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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June 2020,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five related law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was decided at the plenary session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Follow-up measures to these revisions are
expected to change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idely.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future changes in
the system following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o prepare preemptive countermeasures for Gyeonggi-do. To this end,
the study was conducted by presenting the reasons and contents of the
revision by sector of the Local Autonomy Act, conditions of Gyeonggi-do,
and directions for respons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First, Gyeonggi-do should start active preliminary preparations for
diversification of institutional composition as an alternative to
implementing true local autonomy. Second,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epare effective alternatives to ensure
opportunitie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direct democracy and to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eemptive system at the administrative level
before establishing a system to support resident representatives to
faithfully perform their functions. Fourth, in order to efficiently promote
administrative affai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eemptive logical
framework, such as clarifying definitions and standards that may be
disputed. Fifth, in order to effectively transfer office work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ntinuous government proposals based
on Gyeonggi-do's capabilities and know-how need to be preceded.
Sixth, for the effective supply of local customized publ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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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it is necessary to secure practical authority in the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can be responsible for the
residents' safety. Finally,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independence in
Gyeonggi-do and minimize reverse discrimination, a comprehensive
review of independent and transfer funds is required.

Keyword

Local Autonomy Act, Resident Participation, Local Council, Self-Governing Police,
Fis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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