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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경기도 시⋅군통합 논의의 진단과 분석
지난 2011년 9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최종
적인 시⋅군 및 자치구의 통합기준, 통합건의 추진절차,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특례 지원방안을 확정 및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최종 시⋅군 통합기
준에 입각하여 경기도 내 향후 통합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8개 권역,
22개 시⋅군)을 모색⋅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통합 전후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 설정으로 인해 지역 및 주민간 갈등과 불편을 야기하
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8개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의 시⋅군통합 예상지역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ⅰ) 수원권의
경우 수원시는 찬성이고, 화성시는 관망이며, 오산시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오산시는 화성시 동탄⋅정남과의 행정구역 개편을 희망하고 있다. ⅱ) 성남
권의 경우, 성남시와 광주시는 유보입장이고, 하남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성남시의 경우에도 광역시 승격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ⅲ) 안양권의 경우, 안양시는 찬성이고, 군포시와 의왕시는 반대 입장이다. 안양시
의 경우, 시⋅군통합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군포⋅의왕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
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신중한 접근전략을 모색 중이다. ⅳ) 의정부권의 경우, 의정
부시는 찬성이고,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반대 입장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한계에
부딪힌 발전의 재도약 발판으로 통합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동두천시가 중심이 되는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ⅴ) 남양주권의 경우 남양
주시는 찬성이고, 구리시는 반대로써 입장차이가 극명하다. 남양주시의 경우, 향후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건의서 제출 입장이 강하나, 창원시 방문 이후 주민갈등을
의식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 ⅵ) 광명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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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철저히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지역분열을 우려하
여 통합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한편, ⅶ) 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통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경기도의 경계조정 측면에서 ⅰ) 용인시 흥덕지구를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ⅱ) 화성시 반정동을 수원시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ⅲ) 용인시
흥덕지구에 포함된 수원시 원천동을 용인시로 편입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ⅳ) 남양주 수석동⋅도농동 및 구리시 수택동의 경우에는 구리시 수택
동을 남양주시로 편입시키되, 구리시에 대한 경기도의 보전이 필요하며, ⅴ) 안양
시 석수동과 광명시 일직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안양시와 광명시의 면적
이 상호 비슷하므로, 맞교환하는 것이 적적할 것으로 분석된다. ⅵ) 시흥시 거모동
의 근린생활시설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예속시키거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하
나는 시흥시로, 다른 하나는 안산시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ⅶ) 시흥시 거모동
의 신길택지개발지구를 안산시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ⅷ) 의왕시 소속의 삼성
래미안 아파트 106동을 안양시에 편입시키되, 의왕시의 재정수입 감소분은 경기도
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실시하였다.
첫째, 근본적으로 ‘先지방분권 - 後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이행을 위해 기능별 총체적⋅포괄적 권한이양을 규정하
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군통합을 추진하
는데 있어 인구규모의 상한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 지방
자치단체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잔여도부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고, 지나치게
큰 인구규모로의 통합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특례와 재정특례간
상호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 특례로 인한 도 재정의 결손
분을 중앙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군통합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시하여 주민 중심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철저히 주민투표의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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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의거하여 2011년 초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되
어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5~6월까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하여 2014년 7월부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1년 7월 1차적 시⋅군 및 자치구 통합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기준에 대한 권역별 대토론회 및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1차적 통합기
준(안)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비판이 제기되자, 위원회 내부에 T/F팀을 구성하여
자체 검토를 통한 2차적 통합기준(안)을 설정하였다.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 위원들간 이견으로 인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대폭적인 내용 수
정을 통해 2011년 9월 6일에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비로소 최종적인 시⋅군⋅
구 통합기준과 통합건의 절차,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등을 확정하여 공표
하였다(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2011년 9월 8일자 보도자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시⋅도)의 반발, 학계 및 전문가들의 비판 등이 제기되었는데, 이들
의 공통적인 주장은 많은 비용과 시간, 지역 및 주민간 갈등 등을 유발하는 행정구
역 개편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투입요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지방분권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을 필요로 하는 소수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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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통합기준을 마련하다보니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다소 적용이 어려운 통합기
준이 설정되었다는 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인구 50만명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지방자
치법｣ 및 ｢지방재정법｣, ｢온천법｣ 등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특례내용
외에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서, 도(道)의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
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의 13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의 대도시가 이미 속해 있어 도(道)의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조
성호 외, 2011).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
여 시⋅군통합 및 대도시 추가특례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경기도 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증가, 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道)로부터의 독립 등을 야기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현저한 도세(道勢) 약화 및 핵심지역 독
립에 따른 심각한 잔여도부 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시⋅군통합에 대한 심각한 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최종 행정구역 통합기준
이 확정⋅공표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향후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모색하여 통합 전후를 비교⋅분석하고, 현재 불합리한 행
정구역으로 인해 지역 및 주민들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
방안을 제시하며, 대도시의 추가적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2010년 10월부
터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간적 범위로는 첫째로 지난 2009년 행정
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소속 시⋅군이 통합의사를 표명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군
2

경기도 시⋅군통합 논의의 진단과 분석

가운데 향후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둘째로는 현재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구역으로 인해 지역 및 주민
들간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들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
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시⋅군통합 기준의 내용을 과정별로 살펴보고, 향후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 우리나라의 도⋅농통합 및 자율통합
사례, 일본의 시⋅정⋅촌 통합사례를 분석하며, 경기도 내 시⋅군통합 예상지역의
모색 및 분석⋅평가, 경기도 내 시⋅군의 경계조정 방안 제시 등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전체 13개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의 대도시가
경기도에 속해 있음에 따라, 대도시 행⋅재정 특례로 인한 경기도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기타 도(道)에 비해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향후 시⋅군통
합에 의해 경기도 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의 추가 및 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道)로부터 독립 등이 이루어질 경우, 경기도의 현저한 도세(道勢) 약화가
초래되므로 대도시 특례에 대한 정책 건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에 관련된 각종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부발간 간행물, 회의자료, 관계 법률,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2차
자료 중심의 문헌연구조사방법을 동원하였으며, 경기도 내 시⋅군통합 예상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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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내용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주요활동을 토대로,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
펴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구 분

관련 규정

주요내용

총칙

제1조~제5조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 기본방향 등

추진
기구

제6조~제11조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추진
과제

제12조~제40조

∘ 6대 과제를 제시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군 개편
-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 시⋅군⋅구의 개편
- 읍⋅면⋅동 주민자치강화
- 통합 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 지방분권의 강화
* 기타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과제를 위원회 의결로 추진
* 특별시, 광역시,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

추진
일정

제4⋅9⋅10⋅
14조

∘
∘
∘
∘

지방행정체제개편 종합기본계획 대통령⋅국회 보고(2012.06)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대통령⋅국회 보고(2013.06)
지방행정체제 개편 완료(2014.06)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활동 종료(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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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통합의 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사항들 가운데, 시⋅군통합과 관
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는 “국가는 시⋅군의 인
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
질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지원하
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 제2항에서는 “시⋅군⋅구 통합에 있어
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시⋅군통합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전국적으
로 보다 활발한 시⋅군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자치단체의 구역
에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는 시⋅군통합에 대한 절
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 작성⋅공표로부
터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적인 통합기준을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있다(1단계). 그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1/100~1/50이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통합 건의를 실시하며(2단계), 통합 건의를 받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3단
계).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해야 한다(4단계). 마
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최종 결정절차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간 통합 권고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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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연구용역(안)
1. 1차적 시⋅군통합 기준(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제4항
에 의거하여, 2011년 초에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시⋅군통
합에 대한 통합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용역을
통해 1차적 통합기준이 마련되었고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와 같으며,
1차적 통합기준은 주로 국내⋅외 학자들의 선행연구, 영국⋅일본⋅독일⋅스위스
등의 해외 통합사례, 우리나라의 1995년 도⋅농통합 사례와 2006년도 제주특별
자치도의 통합사례, 2009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사례 등에
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기준을 중심으로 도출되었다(허 훈⋅박종관⋅박해육,
2011: 32-43).
<표 2-2>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연구용역(안)
유 형

기 준
행정 효율성

공동 사회성

주민편의
정성적(포괄적)

생활권
공유

기 준

세부기준
행정비용절감
상⋅하수도 공급 등 광역적 행정수요처리
역사⋅문화적 동질성
사무소 소재지 동일 구역
시내버스⋅택시 운행권역
교육권역
통 근

일상교류

통 학
경제활동

지리적
특성

지리적 근접
시⋅군지형 유형

지역발전
가능성

지역경쟁력
공간계획

도로(고속도로⋅국도⋅지방도)
수계(하천 등)
군 중앙형, 군 한쪽형 등
지역내 총생산(GRDP)
광역도시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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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유 형

기 준

세부기준

인 구

인구 규모

정량적(구체적)

면 적

면적 규모

기 준

재정력

재정자립도

인구 대 공무원 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

자료 : 허 훈⋅박종관⋅박해육(2011: 44).

특히, 정량적(구체적) 기준 가운데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 기준은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가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측
면을 반영한 것이다. 즉,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인 1,000명당 공무원 수의 평균이
2.74명인 반면, 인구 3만 미만인 도시는 20.33명에 달해 무려 10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종관, 2009).
본 연구용역을 담당한 허 훈⋅박종관⋅박해육(2011: 45-46)에 따르면, <표
2-2>에서 도출된 통합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통합지역별 통합목적과 여건의 고
려이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역별로 상이한 통합여건과 목적이 있으므로, 전국을
포괄하는 특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예
컨대,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 또는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 50만 기준을 전국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통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구(밀도),
면적 등을 적절히 조합해서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통합에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합지역별 환경의 고려이다. 이것은 지역마다 상이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통합 기준들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군의
환경에 따라 통합이 매우 시급한 지역, 도시나 지역유형 또는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특정기준을 단일하게 부여하여 적용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기준 중 우선순위가 높은 기준을 우선 적용되어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서 행정안전
부장관의 통합권고를 규정한 것과 같이,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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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에도 통합기준의 적용이 제한되는 통합제외 기준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1).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용역(안)에서도 각종 기준에 맞지 않고, 통합
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의 일부 시⋅군은 제외 기준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전체 통합 기준에 맞지 않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통합도 곤
란하며, 또 통합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제외 대상지역으로 분류될 시⋅군을 고려해야 할 기준은 ① 통합 실현 가능
성이 낮은 도서지역(예 : 울릉군 등), ② 통합시에 면적은 과다하나 인구는 과소한
지역, ③ 지역특성을 살려서 경계만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있다.
이와 같이 1차적 시⋅군통합 기준(안)이 마련되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원회에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2011년 7월 권역별로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2011년 7월 11일 개최된 ‘시⋅군⋅구 통합기준 마
련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의 경우, 당일 참석한 공무원⋅학계⋅시민들로부터 통합
기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불명확하고, 해당 기준별 적용방법이 부재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연구진들은 비판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인 시⋅군통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한편, 같은 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시⋅군통합에 관한 성
명서를 발표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20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시⋅군통합에 반대하
며, 先지방분권 - 後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학계⋅전문가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에 근본적 반대입장 표명하며, 정부는 통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 나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1) 과거 1994~1995년 도⋅농통합 당시에도 양 시⋅군이 독자적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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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반박의 근거로써 첫째,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인
구 규모는 이미 크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이 미약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주요
국가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205,000명) → 영국
(140,000명) → 일본(71,000명)의 순서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림 2-1> 주요 국가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명)

둘째,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면적 규모 역시 이미 크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
성이 미약하다는 입장이었다. 주요 국가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면적규모를 살펴보
면, 호주(12,900㎢) → 캐나다(2,700㎢) → 스웨덴(1,550㎢) → 영국(562㎢) →
우리나라(420㎢)의 순서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림 2-2> 주요 국가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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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다수 국가들이 자치 2~3계층의 중층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
라도 자치 2층제를 유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프랑스⋅스
페인⋅이태리⋅벨기에는 자치 3층제를, 미국⋅캐나다는 자치 2~3층제를, 스웨덴
⋅네덜란드⋅덴마크⋅호주⋅일본 등은 자치 2층제를 운영하며, 모두 지방분권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라는 것이다.
넷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합기준’ 마련 전에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전국적⋅획일적 기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통합을 희망하는 해당 시⋅군⋅구에 적합한 지역별 기준 설정을 요구하였다.
다섯째, ‘과대’ 혹은 ‘과소’라는 표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
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활동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현재
13~17만명의 자치구가 ‘과소한 구’라는 주장의 근거가 불확실하며, 이 역시 통합
기준을 억지로 설정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라는 주장이다.

2. 2차적 시⋅군통합 기준(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1차적 시⋅군통
합 기준(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과 비판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자체 검토를 통해 2차적 시⋅군통합 기준(안)을 마련하
였다. 2차적 시⋅군통합 기준(안)에서는 기존의 추상적⋅피상적이었던 통합 기준
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 및 상⋅하한선 제시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연구용역 검토(안)
유 형

주민편의⋅
지역경쟁력
기준

기 준

역사⋅문화적
동질성

생활⋅경제권

세부기준

세부지표

행정구역 분리

∘ 원래 동일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시⋅군으로 분리된 지역

시(군)청
동일구역

∘ 청사가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에 위치
한 지역

통근⋅통학비율

∘ 한 시⋅군의 전체 통근⋅통학자 중 5%
이상과 타 지역 통근⋅통학자 중 30%
이상이 통근⋅통학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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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유 형

주민편의⋅
지역경쟁력
기준

기 준

세부기준

세부지표

지리적 여건

시⋅군지형 유형

∘ 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

지역발전가능성

공간계획

∘ 법률, 국가 및 시⋅도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경제자유구역,
대규모 매립지, 도청 이전지역)

인 구

자족성
기준

시

∘ 인구 15만명 이하

군

∘ 인구가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만
3천명 이하인 지역

인구규모

면 적

면적규모

∘ 통합시 면적 상한선 3,000㎢
∘ 62.46㎢(전국 面지역 평균) 이하

재정력

재정규모

∘ 5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
에 미달하는 지역

지역경쟁력

GRDP

∘ 시⋅군의 GRDP가 3년간 대한민국 1
인당 GDP보다 낮으면서 GRDP성장률
이 GDP성장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역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행정학회(2011: 38).

우선, 주민편의⋅지역경쟁력 유형으로서 여기에는 역사⋅문화적 동질성, 생활
⋅경제권, 지리적 여건, 지역발전가능성 등이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 유형에 대한
각각의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적 동질성’은 동일했던 행정구역이거나, 청사가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을 의미한다. 충청북도의 청원군청(청주시 소재), 전라
북도의 완주군청(전주시 소재), 인천광역시의 옹진군청(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울
산광역시 울주군청(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등이 시(군)청 소재지가 불일치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생활⋅경제권’은 통근⋅통학자의 비율로 파악하며 다
음의 <표 2-5>와 같이, 한 시⋅군의 전체 통근⋅통학자 중 5% 이상과 타 지역의
통근⋅통학자 중 30% 이상이 통근⋅통학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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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통합논의 주요지역의 통근⋅통학 비율
구 분

전체 통근⋅통학자 중 비율

타 지역 통근⋅통학자 중 비율

마산⋅창원⋅진해

진해 → 창원 : 13.9%

진해 → 창원 : 45.3%

안양⋅군포⋅의왕

군포 → 안양 : 14.2%

군포 → 안양 : 24.2%

청주⋅청원

청원 → 청주 : 10.0%

청원 → 청주 : 51.9%

전주⋅완주

완주 → 전주 : 20.8%

완주 → 전주 : 78.6%

목포⋅무안

무안 → 목포 : 5.9%

무안 → 목포 : 72.1%

자료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단(2011: 5).

셋째, ‘지리적 여건’은 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주민생활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지역발전 가능성’은 법률이나 국가
⋅시도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예로 경제자유
구역,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 도청 이전지역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자족성 유형으로서 여기에는 인구규모, 면적규모, 재정력, 지역경쟁
력 등이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 유형에 대한 각각의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규모는 시(市)의 경우 인구에 15만명 이하인 지역, 군(郡)의 경우에
는 인구가 3년간 감소하고 3만3천명 이하인 지역을 의미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논의의 저하를 우려하여 인구규모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존립, 각종 시설 운영, 발전역량 등을 위해 최소한의 인구규모
만 제시하였다.
둘째, 면적규모는 62.46㎢ 이하의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최소 기준), 통합시
면적은 3,000㎢로 제한하였다(상한선). 최소 기준(62.46㎢)의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면(面)지역 평균
으로 설정하였고, 통합시 면적의 상한선(3,000㎢)은 인구는 적고 면적만 넓은 군
(郡)간의 통합으로 면적과대⋅인구과소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 전국에서 가장 넓은 시(市)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안동시(1,520㎢)의 약 2배로
설정하였다.
제2장 중앙정부의 시⋅군통합 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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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정력은 5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자치능력(역량)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경쟁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총생산(GRDP)의 규모로써
파악하는데, 시⋅군의 GRDP가 3년간 대한민국 1인당 GDP보다 낮으면서, GRDP
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자체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된 2차적 시⋅군통합 기준(안)에 대
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2일 전국 시⋅도 소
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담당공무원과 지역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들을 대상
으로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2차적 시⋅군통합 기준(안)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 및 연구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개최된 것이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주최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와 비판사항, 건의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16개 시⋅도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연구원 대부분(인천⋅강원⋅제주 제
외) 통합 기준뿐만 아니라 통합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통합이 추진될 경우에는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에 입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역분열과 주민갈등만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 공통적으
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통합기준에 합치되더라도(혹
은 부합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을 추진(혹은 미추
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서울⋅경기⋅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은 통합 보다 지방분권
을 우선해야 한다는 ‘先지방분권 - 後체제개편’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전북⋅전남
⋅대구⋅경북⋅경남⋅충북⋅충남 등은 전국을 획일적 기준으로 통합하는데 반대
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통합기준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통합기준은 통합이 필요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지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경기⋅대전 등은 각 기준별로 명확한 상한선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는데, 대다수 통합기준(안)은 하한선만 제시되어 있어 최고 상한선이 추가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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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통합논의를 양산하여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며,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2차적 시⋅군통합 기준(안)에 대한 시⋅도별 입장
구 분

주요 건의내용

서울특별시

∘ 획일화된 전국적 기준이 아닌 지역별 통합기준 필요
∘ 先지방분권 - 後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

대전광역시

∘ 단순히 인구규모만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
∘ 통합기준별 명확한 상⋅하한선의 제시 강조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무리한 통합 추진 보다 현행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진단 필요
∘ 인구규모만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은 무의미

울산광역시

∘ 先지방분권 - 後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
∘ 신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필요

부산광역시

∘ 先지방분권 - 後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
∘ 통합기준별 명확한 상⋅하한선의 제시(통합기준 재설정) 필요

광주광역시

∘ 先지방분권 - 後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

경 기 도

∘ 先지방분권 - 後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
∘ 인구규모 등 분야별로 명확한 상한선 설정 요망

충청북도

∘ 도시 및 농촌지역의 고유 특성이 미반영된 통합은 주민갈등 심화
∘ 공급자 중심의 통합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통합 추진 필요

충청남도

∘ 획일화된 전국적 기준이 아닌 지역별 통합기준 필요
∘ 충청남도만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통합기준 필요

전라북도

∘ 현재의 통합기준은 많은 주민갈등의 소지 내포
∘ 통합기준별 가중치 부여 필요

전라남도

∘ 현재의 통합기준은 지표별로 정량화⋅정성화 곤란
∘ 각 기준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으로 판단 필요
∘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통합 추진 강조

경상남도

∘ 통근⋅통학 인구수 및 공간계획은 통합기준으로 활용가치 존재
∘ 대다수 기준들은 통합이 필요한 소수 지역에 국한되는 논의에 불과

주 : 인천광역시⋅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히 건의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주민의사에 입각한 통
합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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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최종 기준
1. 최종 시⋅군통합 기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자치
학회⋅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총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
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했으며,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분과위원회⋅전체위원회는 물론 별도의 T/F
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2011년 9월 6일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
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하여 공표하였다. 이는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시⋅
군⋅구 통합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2011년 9
월 8일자 보도자료).
최종 공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최종 시⋅군통합 기준의 각각에
대한 정의(예시적 해설)를 살펴보면, 기존의 1차적 시⋅군통합 기준(안)과 2차적
시⋅군통합 기준(안)과는 달리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기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해당 지방차지단체가 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위원회가 하게 되며, 2011년 9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아, 오는 2014년 6월 이전까지 시⋅군통
합을 완료하여 2014년 7월부터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하였다.
<표 2-6> 최종 시⋅군 통합기준
유형

1
차
적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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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인구규모가 과소한 지역

면적규모가 과소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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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 해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
∘ 인구⋅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규모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 자치구의 경우, 인구⋅면적이 당해 광역
자치단체의 자치구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표 계속>

유형

2
차
적
기
준

기 준

1차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세부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지역

세
부
기
준

예시적 해설
지리⋅지형적
여건

∘ 시⋅군간 경계가 상당히 연접하여 통합
하면 시너지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 수계⋅산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통합
이 불가피한 경우

생활⋅경제권

∘ 통근⋅통학, 생활편의시설 이용 등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
∘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
∘ 행정구역의 분리로 지역산업의 연계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역사⋅문화성

∘ 오랫동안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간에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경우

지역경쟁력
강화 가능성

∘ 2개 이상 시⋅군⋅구에 설친 대규모 사업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한 발전권역에 속하나 행정구역이 분리
되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시⋅군⋅구 통
합건의 절차를 최종 확정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장⋅군
수⋅구청장에 의한 건의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건의서에 통합대상 지방
자치단체와 통합건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후 통합건의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두 번째, 지방의회에 의한 건의로서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건의
서와 의결서 사본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통합건의서를 받은 시
⋅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
도록 한다. 세 번째, 주민에 의한 건의로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건의인서명부와 통합건의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고, 시⋅군⋅구에서는 건의인서명부 열람 및 심사⋅확인 등을 실시하여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며, 통합건의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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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 특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인 시⋅군통합 기준을 공표하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특례사항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에 관한 특례로서 새로운 부담
추가의 금지, 각종 세금 불이익 금지, 여객자동차 운임 및 등록기준, 행정구⋅출장
소 설치, 예산편성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 2-7>과 같다.
<표 2-7> 지역주민 불편 해소에 관한 특례
지원 특례

주요 내용

관련 근거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특별법§23

각종 세금 불이익 ◦ 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34,
금지
5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세율 적용 가능
§113⑤,§151④
여객자동차 운임
및 등록기준 등

◦ 운임에 대한 기준․요율은 폐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름
(1년 이내 조정)
◦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면허 또는 등록기준은 과거기준 인정

특별법§32

행정구⋅출장소
설치

◦ 폐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출장소 설치 가능

특별법§16②

예산편성 지원

◦ 통합 후 최초예산은 종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한 금액
특별법§25③,
◦ 통합 지자체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29,
폐지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비율이 유지되도록
시행령
노력(유지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지방 조례로 정함)

주 : 특별법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둘째, 통합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례로서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
정, 시책사업 우선 지원, 재정투융자 지원, 통합자치단체 재원배분 우대, 통합자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우선 반영, 부처편성사업 우선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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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례
지원 특례

주요 내용

관련 근거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정 등

◦ 국가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지구․지역 지정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정가능
특별법§26②,
* 통합이 따라 지정요건이 상실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시행령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해 종전의 지정요건
을 인정하여 우선 지정 가능

시책사업 우선
지원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가능
1.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사업
2.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
3. 교육여건 개선사업
특별법§26③,
4.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시행령
5.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6.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
7.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8. 기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사업 등

재정투융자 지원

◦ 재정투융사 심사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소요를 고려 특별법§26①,
하여 심사
시행령

통합자치단체
재원배분 우대
통합자치단체
대한 인센티브

◦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시도별로 배분된 재원을 시⋅
군⋅구로 재배분시 통합지방자치단체를 우대

시행령,
예산편성지침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실적을 연계사업 추진 및 정책
협조사례 등으로 간주, 통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정액지급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재원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 자율편성 통합지역의 신규 소요를 적극 반영
사업우선 반영
◦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예산요구 단계부터 타 지역보다
통합지역의 사업을 우선 검토토록 독려
부처편성사업
우선 반영

시행령,
예산편성지침 등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계정(부처편성사업) 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 과제 선정시 우선 반영,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율 인하

주 : 특별법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셋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로서 재정상 특별지원, 교부
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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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지원 특례

주요 내용

◦ 국가는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국가는 통합에 따른 절감 운영경비 등(국가 부담)의 일부
재정상 특별지원
를 지원 가능
◦ 국가⋅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조금, 재정투융자 등
특별지원 가능

관련 근거

특별법
§25①․②,
§26①, §28

교부세 지원

특별법§27,
◦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이전보다 적을 경우 그
지방교부세법§12,
차액을 4년간 보정
시행령§13,
◦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폐지되는 시⋅군당 특별교부세
시행규칙§5,
50억원 지원
§6의2, 별표4

광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자율편성 사업을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으로 간주, 국고보조율 10%p
예산편성지침 등
상향조정

주 : 특별법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넷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으로서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 보장,
한시기구 및 그 소속 한시정원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 2-10>과
같다.
<표 2-10> 행정지원에 관한 특례
지원 특례

주요 내용

관련 근거

공무원의 공정한 ◦ 통합에 따른 초과정원을 정원 외로 인정
처우보장
◦ 폐지되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

특별법§24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단, 100만
이상 통합시는 10년)
◦ 100만명 이상 통합시는 실국장 2명과 의회사무국장을 3급
한시기구 및
또는 4급으로 책정 가능하고, 1개 실국을 감축한 경우 1명의
그 소속 한시정원 실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 가능
인정
* 통합 후 8년간은 폐지되기 전 자치단체의 수만큼 실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추가 임명 가능
◦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가 실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32,
별표3, 별표4

주 : 특별법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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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및 사무국 운영지원에 관한 특례로서
부의장 정수, 선거구 확정,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 2-11>과 같다.
<표 2-11> 지방의회 및 사무국 운영지원에 관한 특례
지원 특례

주요 내용

관련 근거

부의장 정수

◦ 차기의회 구성까지 부의장은 폐지 지방자치단체별 각 1명 선출

특별법§30

선거구 획정

◦ 지역선거구 획정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등가성 반영

특별법§31

의회사무기구 ◦ 통합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설치기준 및
-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 설치 가능
직급기준 완화
(5급으로 임명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5
관련(별표4)

주 : 특별법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그 외,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인해 대도시로 거듭날 경우에 기존의 ｢지방자
치법｣ 시행령 및 ｢온천법｣ 등 개별 법률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를 받도
록 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36조에 의거하여 도세(道

稅)의 추가 교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구
⋅정원 특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36조
조 항

분 야

특례 내용

◦ 지역개발 채권 발행 권한(지방의회 사전승인 필요)
◦ 50층 이하 및 연면적 20만㎡ 미만의 건축물 허가 권한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에 한하며, 지정 시⋅도지사와의 협의 필요)
인구 100만 이상 ◦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
제34조
대도시 사무특례 ◦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 정원 범위 내에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
(단, 도지사와 사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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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조 항

분 야

특례 내용

제35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특례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
으로 보하는 부시장 1명 증원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구⋅정원 특례

◦ 도지사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인구 50만 이상
제36조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
대도시 재정특례
-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전환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례제도는 행정(사무)특례와 재정특례간 상호 연
계되어 있지 않아, 행정(사무)특례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크지 않은
단순 인⋅허가 사무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정특례 측면에서도 도(道)
의 재정상태가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의 주요 주체를 도(道)로 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저한 도세(道勢)의 약화 및 기타 시⋅군간 심각한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조성호 외, 2011: 95).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현행의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개선의
노력이 배제된 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의 추가적
특례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된 각종 도(道)의 기능이 약화
되고 중앙정부의 주요 기조(基調)인 국가균형발전이 저하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13개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의 대도시가
경기도에 속해 있음에 따라, 대도시 특례로 인한 경기도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기타 도(道)에 비해 매우 큰 실정이다. 향후 시⋅군통합에 의해 경기도 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의 추가 및 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道)로부터 독립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경기도의 현저한 도세(道勢) 약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본적으로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질적 개선방안 모
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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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군통합의 사례 분석
제1절 한국의 도⋅농통합 사례
1. 통합배경
우리나라의 행정구역통합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필요
에 따라 많은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행
정구역은 조선말기와 일제시대에 설정된 것으로 농경사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군(郡)
에서 읍(邑)이 성장하면 시(市)로 승격시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다. 이는
불균형성장 전략방식에 의한 거점지역 집중개발이라는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한 것
이다. 반면에, 읍지역이 떨어져나간 잔여 군 지역은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
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시지역의 재정력과
군지역의 토지를 상호 결합시켜 자생력 있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고자 시와 군의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추진하였
다(박승주 외, 1999).
이와 같은 행정구역 통합방식은 주민의 생활권과 역사성, 주민참여 등 지방자
치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고, 행정 편의적이고 관(官) 주도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주민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농통합은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공간적으로 접근
시켜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기능을 상호 교환 내지 보완하여, (대)도시화
로 인해 지역발전이 지체된 지방의 중소도시와 배후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홍준현, 2005). 또한, 주민의 생활권, 경제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킬 수
있고, 도⋅농간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시⋅군분리에
따른 행정비의 중복지출과 이중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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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1995년도에 행정구역상 ‘시’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과 ‘군’에 해당하
는 농촌지역을 통합하는 시⋅군통합은 도⋅농통합의 맥락에서 추진된 행정구역
개편이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19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농통합을 위한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1994년∼1995년에 걸쳐 이뤄진 시⋅군통합으로 종전
에 동일한 지역적 뿌리를 갖고 있던 41개 시와 39개 군이 통합되어 40개의 도⋅농
복합형 시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써 인구와 면적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

2. 통합기준
1994년 3월 17일부터 1994년 3월 22일까지 각 도지사 책임 하에 통합권유
대상지역 선정이 추진되었다. 이 때 선정기준은 1994-1995년과 1998년 도농통
합2)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군에서 시로 분리된 지역의 역사적 동질성, 동일생활권
(시장이용, 학군, 교통편 등), 지역적 조건(시의 군중앙형, 군분리형, 군한쪽형 등),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인구규모, 증감추이 등), 기타 시군명칭, 사무소 소재지의 동
일여부 등이 정성적(포괄적)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통합이
이루어진 대부분 지역의 경우, 단일의 기준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복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이루어졌다.

3. 통합결과
일반적으로 시⋅군통합 이후 기대했던 행정적 효과(비용의 절감), 재정적 효과
(규모의 경제), 경제적 효과(경제성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볼 수 있다(유재원⋅손화정,
2008: 9-13).
첫째, 시⋅군통합은 시⋅군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2) 시⋅도통합을 고려하여 1995년 8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는 지역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②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
를 갖춘 지역의 군, ③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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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하여 내적 효율성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시⋅군통합 법령의 정비시 “통합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을 법으로 천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박종관⋅조석주, 2001).
둘째, 재정적 효과로서 1인당 투자사업비와 경제개발비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도 통합 이후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 이후
중복투자를 줄이고 시설별 투자규모를 늘리면서 얻어진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단위당 생산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1인당 생산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석주⋅이재기, 2000).
셋째, 통합 이후 중복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은
시설을 한 군데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불구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대
하기 위한 의도로 여러 지역에 분산시키려는 동기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치구조는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구조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유
재원⋅손화정, 2008 :11).
<표 3-1> 지방세 대비 인건비 미해결 시의 연도별 변화
구 분

1994년(통합전)

1996년(통합이후)

2008년(통합이후)

태백시, 삼척시, 공주시, 태백시, 삼척시, 제천시, 태백시,
대천시, 정주시, 남원시, 공주시, 보령시, 정읍시, 공주시,
김제시, 나주시, 영천시, 남원시, 김제시, 순천시, 남원시,
지방자치단체 : 시 상주시, 점촌시,
나주시, 김천시, 안동시, 김천시,
삼천포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상주시,
문경시, 통영시, 사천시, 사천시
밀양시

계룡시,
보령시,
김제시,
안동시,
문경시,

삼척시,
정읍시,
나주시,
영주시,
통영시,

미해결 시/전체 시

12개 시 / 68개 시

19개 시 / 17개 시

16개 시 / 75개 시

통합 시/미해결 시

11개 시 / 12개 시

18개 시 / 19개 시

14개 시 / 16개 시

주 : 진하게 표현된 시는 통합시를 의미하는 것임.
자료 : 유재원⋅손화정(2008).

넷째, 경제적 효과로서 1인당 지방세와 인구, 제조업과 연관하여 경제성장의
정도를 파악해 볼 때 통합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군 지역은 인구와 세원이 격감하면서 공무원 인건비를 자체세원으로 해결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력이 약화되고, 시 또한 날로 증대되는 다양한 도시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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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공간의 활용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면서 권역 전체가 경쟁력
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이전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한
일반시가 총 12개인 데 이 중 11개가 인접 군과 통합되어 통합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통합시의 재정적 지위는 통합 후 12년이 지난 2008년의 조사에 따르면,
인건비 미해결 일반시가 총 16개인데 그 중 14개가 여전히 통합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유재원⋅손화정, 2008: 12). 1995년 통합대상지 중 실패로
끝난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통합에 성공한 도시도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통합이 시의 재정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통합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박기관(2005: 31-45)이 도⋅농통합의 성과를 평가
함에 있어 원주시 10년의 통합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들 수 있다. 이는
통합의 효율성 측면, 통합의 민주성 측면, 통합의 형평성 측면 등 세 가지 범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의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비용의 절감요인과 규모의 경제를 분석하였
다. 먼저,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기구상의 변화와 공무원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구상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원 수는 정원이
감소되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3) 규모의 경제효과는 없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통합의 민주성 측면에서 주민참여와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는 행정기관의 접근성, 행정정보의 공개, 그리고 시정에의 주민참여도 등
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데, 분석 결과 통합 전과 비교하여 통합 후 개선되어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응성 또한 행정수요에의 대응과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처리의 속도 등을 진단한 결과 역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3)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통합 전 원주시가 4국 22과 7개 소속기관 18동이었고 원주군은 5과 2소속기관 9면
등 4국 27과 9소속기관 27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된 1995년도에는 6국
34과 10소속기관 28면⋅동으로 2국 7과 1소속기관 1면⋅동이 증가하였다. 그 후 국과 면⋅동은 1998년도
를, 과는 199년도를 기점으로 4국 26과 2직속기관 9개 사무소 1읍 8면 16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가,
2010년 현재 5국 27과 2직속기관 9사무소 1읍 8면 16동으로 기구의 수가 증설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수도 2008년도 현재 1,342명으로서, 2004년도의 1,210명, 2007년의 1,328명에 비해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원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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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민과 비교해 볼 때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통합의 형평성 측면에서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분석하였다.
균형발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원주시는 통합 후 투자사업비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고, 도⋅농간 균형발전과 투자의 공평성에 있어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음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통합 이후 주민들은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함으로써 주민편
의시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혐오시
설의 입지에 대한 농촌지역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 지역갈등의 가능성이 계속
잠재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석주⋅이재기(2000)의 연구에서도 몇
개의 통합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성, 효율성, 민주성
의 범주로 실증조사 한 결과 이와 유사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농복합적 행정구역 개편이후 15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행정
비용의 절감, 공공서비스의 규모경제 실현, 지역균형개발 등 통합의 이익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실하지 않다. 다시 말해, 최근의 연구에 있어서는 통합효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부분 지적하고 있다4). 시⋅군통합 실행
상에 예견되는 문제 상황으로서 전국의 2~3개 시⋅군이 합쳐져 하나의 통합시로
탄생하게 되는 경우,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게 된다.
<표 3-2> 도⋅농통합시 현황(1995년)
시명칭
경기

강원

통합전 행정구역명

평택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남양주시

미금시, 남양주군

춘천시

춘천시, 춘천군

원주시

원주시, 원주군

강릉시

강릉시, 명주군

삼척시

삼척시, 삼척군

시명칭
전남

경북

통합전 행정구역명

나주시

나주시, 나주군

광양시

동광양시, 광양군

포항시

포항시, 영일군

경주시

경주시, 경주군

김천시

김천시, 금릉군

안동시

안동시, 안동군

4) 배인명 외(2000)에서는 37개 통합시와 27개 일반시를 대상으로 세입과 세출에 비교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통합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행정비용절감과 지역간 형평성에 있어 시⋅군통합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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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시명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통합전 행정구역명

시명칭

통합전 행정구역명

충주시

충주시, 중원군

구미시

구미시, 선산군

제천시

제천시, 제천군

영주시

영주시, 영풍군

천안시

천안시, 천안군

영천시

영천시, 영천군

공주시

공주시, 공주군

상주시

상주시, 상주군

보령시

대천시, 보령군

문경시

점촌시, 문경군

아산시

온양시, 아산군

경산시

경산시, 경산군

서산시

서산시, 서산군

창원시

창원시, 창원군 일부

군산시

군산시, 옥구군

마산시

마산시, 창원군 일부

익산시

이리시, 익산군

진주시

진주시, 진양군

정읍시

정주시, 정읍군

통영시

충무시, 통영군

남원시

남원시, 남원군

사천시

삼천포시, 사천군

김제시

김제시, 김제군

김해시

김해시, 김해군

순천시

순천시, 승주군

밀양시

밀양시, 밀양군

여수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거제시

장승포시, 거제군

경북

경남

자료 : 조석주(2009).

보다 심각한 상황은 역사나 전통,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른 지역이 통합되는
경우에 통합행정구역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써 근래 신설된 고속철도(KTX) 역사 명칭을 두고 인근
지 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 이름의 역사명이 생겨났다. 천안아산역이나 김천구미역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서로 자기지역명이 앞에 표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
심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이루어낸 것이었다.5)
또한,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통합청사의 소재지가 어
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예도 달려있기
때문이다. 통합청사를 유치한 지역은 지역경제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위상도 높아
5) 최근 통합결정이 이루어진 성남⋅광주⋅하남시와 마산⋅창원⋅진해시의 경우 통합시 명칭을 둘러싸고 공모에
붙이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으로서 역사성⋅상징성⋅대중성⋅국제성⋅도시특성 등 5개 항목으로 지역의 역
사적 의미, 미래지향적 의미를 내포하고 친근감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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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유치에 실패한 지역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기 마련이다(김석태, 2009).
1995년 통합 때에는 시청사와 군청사가 중심 시에 있었기 때문에 소재지 결정에
큰 갈등은 없었다. 그러나 구미시와 선산군과 같이 다른 지역에 입지해 있었던 경
우, 읍 지역에 있던 군청이 없어짐에 따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게
되었다.6)

1) 순천⋅승주군 사례
통합 순천시는 전라남도의 동부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9년 8
월 순천읍이 도사면 9개리와 해룡면 일부를 편입하여 순천시로 승격, 개칭되고 그
외 지역은 승주군으로 분리되었다. 순천시는 시민 대다수가 통합을 열망하는 분위
기 속에서 승주군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 하에
정치권과 의회의원들이 승주군 정치권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 반면,
승주군은 기득권층이 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나,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합의하
고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분위기를 찬성 우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4년 4월29일 1차로 실시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7)에 의하면
순천시(86.8%)와 승주군(58.9%)은 찬성이 50%를 넘어 찬성이 확정되었다. 통합
시의 설치와 시 명칭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조사에서 통합
을 찬성함으로써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이후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를 완료하였다.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와 승주
군이 통합하여 도⋅농통합시가 되었다. 순천시의 면적은 615.53㎢이며, 1읍 10면
16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현재 순천시 총인구는 272,620명이며, 남자는
6) 실제적으로 선산군의 경우, 통합이후 군청 소재지였던 선산읍의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통합청사 유치에 실패한 경우 쇠락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7) 1994년 4월 29일 주민의견조사 개표결과이다.

통합권유지역

유효조사표

찬성

반대

순 천 시

30,764

26,689(86.8%)

4,075(13.2%)

승 주 군

17,253

10,163(58.9%)

7,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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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21명, 여자는 136,299명이다. 이 중 농업인구는 30,235명이며, 호당 경지
면적은 1.19ha이다. 행정구역은 23동, 1읍, 1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순천시의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예산규모

자체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
자립도
(%)

64,131

35,960

28,171

29.6

30,316

56,513

27,193

29,320

46.2

48,875

4,716

7,353

5,506

1,847

11.3

600,114

160,679

293,610

172,870

120,740

28.8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53,446

121,429

32,017

순천

89,194

58,878

승주

53,591
760,793

통합시
1994

2009

종
전

통합
순천시

계

자료 : 각년도 시⋅군 통계연보.

1994년 통합이전 순천시의 예산규모는 89,194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6.2%이었으며, 승주군의 예산규모는 53,591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1.3%이
었다. 통합으로 인하여 예산규모는 153,446백만원으로 증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9.6%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2009년 통합순천시의 예산규모는 760,793백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95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순천시의 정원조정 결과
일반직(별정직 포함)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직

1,430

2

9

73

240

314

292

127

331

42

순천

801

2

6

32

110

156

161

96

225

13

승주

556

-

2

21

117

127

110

72

107

-

1,277

1

9

69

261

280

233

152

246

26

구 분

계

통합시
1994

2009

종
전

통합
순천시

자료 : 각년도 시⋅군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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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직

1994년 순천통합시의 정원조정은 총 1,430명이었으나, 2009년 순천시는 총
1,277명으로 약 10.7% 감소하였다. 또한, 통합 순천시의 기구는 1994년 7실 25
과 1출장소 13사업소 27읍⋅면⋅동이었으나, 2009년 순천시의 기구는 5실 19과
11사업소 24읍⋅면⋅동으로 감소하였다.
<표 3-5> 순천시의 기구조정 결과
본청(의회포함)

출장소

구 분

읍면동

2

13

27

-

-

9

16

14

-

-

3

11

19

-

-

11

24

과

개소

과

7

25

1

순천시

5

19

승주군

2
5

통합시
1994

사업소
실국

종전
2009

통합 순천시

주 :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포함됨.
자료 : 각년도 시⋅군 통계연보.

2) 구미⋅선산군 사례
통합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산군은 신라시대 일선
군에서부터 구미시가 승격될 때까지 선산과 구미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1978년
구미시가 승격되면서 인구와 면적, 재정력 측면에서 위축되었고, 1979년 선산읍이
승격되었으나, 1995년 구미와 선산이 통합될 때 까지 농촌지역이었다. 구미시는
1914년 선산군 구미면에서 시작하여 1963년 구미읍으로 승격되고, 1978년 구미
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 1월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하여 도⋅농통합시가 되었
다. 구미시는 전자⋅섬유 중심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선산군은 정부의 각종
농촌개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행정구역으로 통합된 것이다. 2010년 현재 구미시의 면적은 615.53㎢이며, 2읍
6면 19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구미시 총인구는 404,920명이며, 남자는
206,195명, 여자는 198,725명이다. 이 가운데 농업인구는 총 25,662명이며, 호
당 경지면적은 약 1.34ha이다. 행정구역은 2읍 6면 19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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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구미시의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예산규모

자체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
자립도
(%)

153,611

80,973

72,638

59.2

81,210

137,430

71,434

65,993

77.7

44,733

8,929

16,181

9,536

6,645

21.3

691,600

463,975

639,493

237,894

401,599

34.4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26,846

136,707

90,139

구미 173,184

91,974

선산

53,662
1,155,575

통합시
1994

계

종전

2009

통합
구미시

자료 : 각년도 시⋅군 통계연보.

1994년 통합이전 구미시의 예산규모는 173,184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77.7%이었으며, 선산군의 예산규모는 53,662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1.3%이
었다. 통합으로 인하여 예산규모는 226,846백만원으로 증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59.2%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2009년 통합구미시의 예산규모는 1,155,575백
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4.4%를 나타내고 있다.
<표 3-7> 구미시의 정원조정 결과
일반직(별정직 포함)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직

1,588

2

13

82

259

373

293

99

421

46

구미

1,009

2

10

59

137

256

193

36

304

12

선산

579

-

2

28

111

125

103

61

109

40

2,674

2

20

152

568

684

578

310

313

47

구 분

계

통합시
1994

지도
직

종전

2009

통합
구미시

자료 : 각년도 시⋅군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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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구미시는 직제⋅원의 결정에 있어서 원거리 주민의 민원불편해소 및 농촌
지역적 특수여건을 고려하였다. 즉, 통합 구미시는 선산군지역 주민의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선산군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통합시의 목적에 부합한
일부 한시정원을 두고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였다. 구미시설치준비단에서는 선산출
장소설치(안)에 대하여 시⋅군 및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 확정하여 1994년 9
월 24일 구미시 선산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과 통합구미시 기구조정(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으며, 1994년 12월 31일 인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시
인사조정원칙을 정하여, 1995년 1월 1일 인사위원회와 통합시장의 결재를 득함으
로써 인사를 시행하였다. 1994년 구미통합시의 정원조정은 1,588명이었으나,
2009년 구미시는 2,674명으로 68.4% 증가하였다. 또한, 통합 구미시의 기구는
1994년 7실 26과 1출장소 9사업소 29읍⋅면⋅동이었으나, 2009년 구미시의 기
구는 6실 21과 1출장소 11사업소 27읍⋅면⋅동으로 나타났다.
<표 3-8> 구미시의 기구조정 결과
본청(의회포함)

출장소

구 분

읍면동

8

9

28

-

-

12

20

13

-

-

2

8

21

1

4

11

27

과

개소

과

7

26

1

구미시

4

27

선산군

2
6

통합시
1994

사업소
실국

종전
2009

통합구미시

주 :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포함됨.
자료 : 각년도 시⋅군 통계연보.

4. 통합효과
1) 경제적 측면
도⋅농통합 당시 찬성론자들은 시⋅군통합이 되면 개발권역의 일치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이 가능하며, 농촌주민들이 도시의 경제재를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임창호, 1995). 그러나 통합시의 농촌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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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통합이 오히려 농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촌지
역주민들은 도시주민보다 소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 지역은
통합이 되면서 시 지역으로 청사가 옮겨가면서 과거 군청사 지역이 쇠퇴하였던 것
이다. 이는 읍지역이 과거 군청 중심으로 상권이 번창하였으나, 군청8)이 없어지면
서 상권이 쇠퇴하고 지역 경기가 부진해졌다.

2) 생활서비스 측면
도⋅농통합이 되면 농촌지역은 도시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높아져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임창호, 1995), 농촌주민들은 통합 후 전반적으로
편리해진 점보다 불편해진 점이 많다고 한다. 가장 큰 불만은 행정구역을 통합한
구미시의 경우 군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도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민원
처리가 불편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환경은 통합 이전보다 악화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 중 타 지역, 특히 인근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생지도와 학교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농촌지역
근무를 승진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아 학교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본다.
농촌주민들이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농촌지역 주변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반면, 도시지역은 문화시설이 있어
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이 부족한 것이어서 농촌주민이 문화생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군통합 이후, 과거 군 지역이 재정문제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도로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지역의 인프라를 구축
함으로써 시내와 농촌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교통체계 단일화로 버스요금
이 인하되는 등 주민 편익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군 지역은 고령화로 인하여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8) 1995년 통합 때에는 대부분의 시청사와 군청사가 중심시에 있었기 때문에 소재지 결정에 따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구미시와 선산군의 경우 같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경우 읍 지역에 있던 군청이 없어짐에 따라, 상당한
문제가 생겨났다. 읍지역 경제는 관공서 중심의 경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런 지역에 군청이
없어지니 지역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김석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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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정서적 측면
도⋅농통합시의 농촌주민들은 소외감, 도시주민과의 이질감 등 시민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촌출신 의원들이 노력
해도 의원 수, 사회적 지위 등의 열세 때문에 농촌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렵
다는 것9)이다. 당시 군 지역은 지역의 구심점을 상실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
하는 등 침체일로에 있는 바, 지역간의 이질감으로 인한 갈등현상이 누적됨은 물론
주요 공공기관이 통합시청사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제2절 한국의 자율통합 사례
1. 통합배경
현 정부의 출범 초기인 2008년 8월15일 경축사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
본을 흔들어 놓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표명하였고,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
련 법안들이 제출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
합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배경은 첫째, 도시지역은 자치
기반 확충과 발전에 필요한 입지가 부족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서, 전국 면(面)
지역의 평균 면적(62.46㎢)이하의 시(市)가 구리(33㎢), 광명(38㎢), 오산(42㎢),
목포(49㎢), 부천(53㎢), 안양(58㎢) 등 10개 지역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확대된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간 불일치로 인해 주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셋째, 좁은 국토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은
작은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의존한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 지역축제 증가 등의

9) 우선 통합시의 명칭과 관련하여 선산군민들은 선산시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통합시의 명칭이 선산으로
기대하였으나, 구미로 결정되면서 많은 불만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미와 선산의 통합이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산군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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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1995년 이후 신청사를 건립한 54개
지방자치단체 중 85%에 해당하는 4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 미만
이며, 축제성 경비가 2003년 3,731억원에서 2008년 7,354억원으로 지속 증가함
을 강조하였다. 넷째, 잘게 쪼개어진 행정구역이 지자체간 경계를 넘는 새만금(김
제⋅부안⋅군산),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등 광역적 지역발전사업에도 걸림돌
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는 시⋅군통합 논의의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을 명시하였다(행정안전부, 2009).
<그림 3-1>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의 주요 인센티브

첫째,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통합 이전 지
방자치단체의 교부세를 5년간 보장,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60%를 10년 내에 추가 분할교부, 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 상향 조정 등이었다.
둘째,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인데, 이는 SOC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집
행시 우선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시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셋째로 주민생활여건의 개선이었는데,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넷째로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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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읍⋅면이 동으로 전환시 면허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 유지, 통합에
따른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배제(한시기구⋅정원을 향후 10년간 인정, 인구 50
만 미만이더라도 행정구 허용, 사무처리권한 확대) 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2. 통합기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시⋅군통합의 기준으로서 크
게 경쟁력 기준과 자족성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쟁력 기준은 세부적으로 생활
⋅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지리적으로 다른 시⋅군의 외곽을 둘
러싸고 있는 지역,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여론이 제기되는 지역 등으로 구분
하였다. 둘째, 자족성 기준은 인구규모, 면적규모, 재정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3-9>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의 통합기준
구 분

세부 기준

경쟁력 기준

∘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 지리적으로 다른 시⋅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여론이 제기되는 지역

자족성 기준

∘ 인 구
∘ 면 적
∘ 재정력

이상의 통합기준 설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서 규정한 주요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통합건의를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건의지역을 대상으
로 하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
여 통합을 의결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통합이 최종 결정되면,
관계 지방자치단간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관련 세부작업을 마
무리하고,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역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법을 마련하여 최종
통합시로 출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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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의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통합을 건의하여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지역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타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부터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림 3-2>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의 주요 추진절차
(주민·의회·단체장, 9월말 까지)

통합 건의

(10월 초, 일부지역에 한함)

통합건의지역 대상 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 요구

(11월 초)

(10월중순)

통합 의결

(시·군·구의회)

(주민투표 발의 이전)

동시 주민투표 실시
통합여부 결정
통합추진계획 마련
자치단체 설치법(안) 마련

통합 자치단체 출범

(선관위, 12월 초)

(행안부)
(관계자치단체 공동
통합추진위원회, 12월)
(행안부, 12월말 까지)

(자치단체, ’10.7.1)

자료 : 행정안전부(2009).

3. 통합과정 및 결과
창원⋅마산⋅진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입각
하여 2010년 7월 1일 창원시로 탄생하였다. 창원시의 통합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의 <표 3-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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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창원시의 통합과정
일 자

주요 내용

2008.10

∘ 100대 국정과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채택

2009.08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2009.09.30
2009.10.24-11.06
2009.12

∘ 창원⋅마산⋅진해시 통합건의안 등 행정안전부 제출
∘ 주민의견조사 실시(행정안전부)
∘ 경상남도의회, 창원⋅마산⋅진해시의회 찬성 의결

2010.01.04

∘ 통합시출범준비단 구성⋅운영

2010.01.14

∘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2010.01.26

∘ 통합준비위원회 자문단 위촉

2010.01.28-02.03

2010.02.06

2010.02.08-02.12

∘ 통합시 명칭 및 청사소재지 공모
- 명칭 종류 및 응모자 : 839종, 27,001명
- 청사소재지 종류 및 응모자 : 195종, 27,196명
∘ 통합시 명칭 및 청사소재지 후보 최종 선정
- 명칭(5개) : 경남시, 동남시,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 청사소재지(3개) : 창원 39사단부지, 마산 종합운동장부지,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 명칭 및 청사소재지 시민선호도 조사

2010.02.16

∘ 시민공청회 개최

2010.02.16

∘ 명칭⋅청사소재지 심의

2010.02.17

∘ 3개 시 기초의회 의견수렴(간담회)

2010.02.17

∘ 통합시 명칭 ｢창원시｣ 및 청사소재지(1⋅2순위)로 확정

2010.04.17-05.01

∘ 구 명칭 시민공모, 공청회 및 시민의견조사

2010.05.03-05.06

∘ 구 명칭 관련 시의회 의견수렴 및 통합준비위원회 심의

2010.05.12

∘ 통합 ｢창원시｣ 5개 행정구 설치 승인신청(도→행정안전부)

2010.06.07

∘ 통합 ｢창원시｣ 5개 행정구 설치 승인(행정안전부→도)

자료 : 창원통합시출범준비단(2010). 내부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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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주민의
견조사에서 3개 시 통합안에 대한 지지의견이 57.3%로 가장 높게 나왔다(국민일
보, 2009년 12월 10일자). 창원시는 3개 시의회에서 모두 찬성을 의결함에 따라,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통합이 추진되었다(행정안전부, 2010).
∘ 마산시의회 : 총 21명 가운데 찬성 18명(85.7%), 반대 1명, 기권 2명
∘ 진해시의회 : 총 13명 가운데 찬성 8명(61.5%), 반대 5명
∘ 창원시의회 : 총 20명 가운데 찬성 15명(75.0%), 반대 4명, 불참 1명
이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창원통합시출범준비단과 창원시통합준비위원회
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3개 시는 2010년 7월 1일에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0년 3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통합 창원시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통합시
명칭, 통합청사 소재지, 행정구 명칭 등을 결정하는데 ‘주민공모 실시 → 지방의회
의결’의 방식을 거침으로써, 주민의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창원시의 경우, 전반적
으로 통합과정 측면에서는 3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역주민간 갈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에 통합시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인구 110만명, 면
적 743.5㎢, 공무원수 3,848명의 광역시급 대도시로 탄생하였다. 인구 측면에서
는 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전국 2위의 규모이지만, 지방의원수⋅공무원수 등은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1> 창원시의 일반현황(2011년 현재)
동(읍⋅면)

면적

지방의원수

공무원수

공무원1인당
담당주민수

지 역

인구수

수원시

1,106,049명

39개

121.0㎢

33명

2,502명

442명

창원시

1,105,355명

62(8)개

743.5㎢

55명

3,848명

287명

한편, 2010년 3월 12일 제정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창원시에 대해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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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조 항

주요 내용

제3조

국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통합하여 설치된 창원
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
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보조기관의 직급⋅행정기구의 설치⋅사무권한 등에 관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다양한 사무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표 3-1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조 항

주요 내용

제34조
제1항~제9항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 지방의회의 승인 필요
∘ 건축물에 대한 허가
→ 51층 이상이나 2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 필요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도지사와 사전협의 필요
∘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 소방사무(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
→ 도시사와 사전협의 필요

이상의 행정안전부 ｢자율통합지원계획｣,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 입각하여, 창원시는 현재 다
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 통합 이후 특별교부세 150억원, 보통교부세 811억원 등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대부분 지원하였으며, 통합지원금 특례로 2011년 6월 146
억원의 지원을 결정하였다(서울신문, 2011년 6월 24일자). 또한, 통합에 따른 지
역 소외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
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지방의원 수도 수원시에 비해 많은 점을 감안해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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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과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부산일보, 2011년 6월 24일자).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소방본부를 직접지정⋅운영
하고, 소방서장을 시⋅도 소방본부장과 동일 직급으로 임명할 계획이며, 소방공동
시설세(145억원)를 시세로 전환하고 연간 303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매일경제, 2011년 6월 23일자).
<표 3-14> 통합 창원시 지원상황
추진상황

주요 내용

추진완료

보통교부세 보전, 특별교부세 지원, 광역특별회계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
기구정원 특례(한시기구⋅정원⋅직급조정 등), 대도시사무이양 등

추진 중

교부세액의 6%(146억원)를 10년간 지원, 교육특별교부금 지원

추진예정
(2010.01 시행)

소방사무 이양, 도세 일부 이양, 소방공동시설세 이양

주 : 창원시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 부의장 정수 확대, 의회사무국의 과 추가 설치, 구청장 직급 상향
등 3건은 검토 중 또는 입법 추진 중에 있음.
자료 : 경기도청 내부자료(2011).

4. 통합효과
지난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창원시는 통합 1주년을 맞이하여,
시정 운영성과 및 분야별 시정 변화상 등에 대해 전문기관(경남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창원시민)은 총
1,046명이었다.
<표 3-15> 통합 창원시 출범 1주년 주민여론조사 결과
문항 구분

긍 정

부 정

잘모름

합 계

1.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평가

61.5

25.7

12.8

100.0

2. 통합시 출범 이후 변화

57.0

21.4

21.6

100.0

3. 창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

67.8

26.7

5.5

100.0

4. 통합 창원시 1년 시정평가

51.8

22.6

25.6

100.0

5. 통합 후 발전가능성

88.6

6.3

5.1

100.0

자료 : 각 지역신문 보도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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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61.5%, 통합시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해 57.0%,
발전가능성에 대해 88.6% 등 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원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및 언론보도 분석 결과, 마산⋅진해
권 주민들의 상실삼과 소외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新청사⋅야
구장 건립부지 확정에 대해 진통을 겪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는 등 갈수록 주민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자율통합시 1호로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옛 일부지역을 중
심으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통합 무효를 주장하는가 하면, 옛 진해시 지역시
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제통합 무효, 진해시 되찾기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
하여 각종 반대운동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합시 출범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고
있는 옛 마산시 지역에서도 구도심 상인들과 지역시민단체들이 ‘창원시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을 발족하여 통합시청사의 마산지역 유치를 강조하는 등 소지역주의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1년 10월 11일자).
이에 대해,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통합 창원시 갈등관리와 주민화합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대안이 모색
되고 있다.

제3절 일본의 시⋅정⋅촌 통합사례
1. 통합배경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
체로 구분하고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도(都)⋅도(道)⋅부(府)⋅현(縣)과 시
(市)⋅정(町)⋅촌(村)이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구, 지방자치단체의 조
합, 재산구, 지방개발사업단의 4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배
경으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속적인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점차 광역화되면서 주민수요가 다양화⋅고도화 되었다.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지방분권개혁을 단행하여 시⋅정⋅촌 중심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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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정⋅촌 통합은 지방의 행정⋅재정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김종식, 2003: 104).
일본의 시⋅정⋅촌 합병은 추진방법에서 몇 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금창
호, 2011). 첫째, 추진배경에 있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분권화의 제고 등의 필
요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비교적 소규모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능력을 보완하고, 광역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다. 둘째,
추진방법에 있어서 일관되게 활용되는 것이 시⋅정⋅촌의 합병이라는 통합방식을
통한 행정구역개편이다. 셋째, 지방행정계층의 개편을 통한 조정이 아니라 지방행
정구역의 통합을 통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시⋅정⋅촌의 통합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시⋅정⋅촌
통합의 목적은 자주적인 시⋅정⋅촌의 통합의 추진에 의하여 시⋅정⋅촌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지방분권의 진전이나 경제⋅사회생활권의 광역화, 출
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경제⋅사회현상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松本英昭, 2005: 93). 시⋅정⋅촌 통합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역행정에의 대응
1955년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고 각 지역의
도시화 진전을 촉진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권이 확대되고 시·정·촌의 범위를
넘는 광역행정수요가 증대함으로써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시·정·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금창호, 2011).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분야의 행정은 현
재의 시․정․촌 지역에 구속됨이 없이 보다 광역적인 견지에서 광역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채원호, 2001).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이나 경제활동의 진전
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권은 시⋅정⋅촌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2)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 고령사회의 진전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달했을 때를 ‘고령화 사회’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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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은 1970년대였다(新藤, 1995:174). 전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단카
이세대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이었으나, 이들의 고령화는 사회에 여러
가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50년대
총인구의 5%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
입하였으며, 1995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일본의 고령화
율은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5년 26%, 2050년에는 35.7%
에 달하여 국민의 1/3이 65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현식, 2009). 이러
한 지역에서 고령화 문제는 지역의 존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형편 하에서 고령자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정⋅촌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다.

3) 지방분권의 추진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로 전환되
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 국가사무를 맡아 시행해
오던 기관위임사무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사무
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 역량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시정촌의 통합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통합방법
시⋅정⋅촌이 자발적으로 ‘통합협의회’를 설치하여 시⋅정⋅촌의 통합을 추진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로서 도⋅도⋅부⋅현지사의 권고에 의한 경우와 주민발
의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황상철, 2007: 89-92;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2008).
첫째, 자발적인 통합협의회 설치를 통한 추진이다. 시⋅정⋅촌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정⋅촌은 통합시⋅정⋅촌의 원활한 운영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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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통합 시⋅정⋅촌 기본계획’의 작성과 그 밖에 통합에 관한 협의를 행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합협의회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
정⋅촌의 의회의원, 시⋅정⋅촌장 또는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선임
한다. 통합협의회는 관계 시⋅정⋅촌의 의회의원, 시⋅정⋅촌장 또는 그 밖의 직원
으로 충원한다.
둘째, 도⋅도⋅부⋅현지사의 권고에 의한 경우이다. 도⋅도⋅부⋅현지사는
시⋅정⋅촌장에게 시⋅정⋅촌의 통합을 위하여 통합협의회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통합협의회 설치를 권고 받은 시⋅정⋅촌장은 통합협의회 설치협의에 관
하여 의회에 부의하고, 의회가 부결하는 경우에는 시⋅정⋅촌장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의회의 가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주민이 주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주민발의에 의한 통합이
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를 통해 시⋅정
⋅촌의 장에 대하여 통합의 상대가 되는 시⋅정⋅촌을 적시하여 통합협의회를 설
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단독발의에 의한 경우와 통합대상 시⋅정⋅촌 주민이
연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통합협의회 설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표결(주민
투표)에 붙여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때에는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시⋅정⋅촌의 통합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일본의 시⋅정⋅촌 합병은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시⋅정⋅촌
합병은 1888년에 이루어진 메이지 대합병이다. 이것은 메이지유신(1868)이후, 근
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행정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행정구역 개
편이었다. 두 번째 시⋅정⋅촌 합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3년부터 이루어진
소화 대합병이다. 이는 1947년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시행, 샤우프 권고안의 영
향으로 추진되었는데,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교육제도가
주된 요인이다. 세 번째 시⋅정⋅촌 합병은 2002년부터 실시된 평성 대합병이며,
1990년대 시작된 지방분권개혁과 더불어 시⋅정⋅촌의 통폐합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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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추진의 유형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과거에는 국가에서 통합기준 및 대상지역을 결정하
여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평성시대(1989~)에 이르러서는 자치단체 내에서 자율적
인 통합의사에 의해 점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찬동, 2008: 51-52).
평성시대 이후, 1995년에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하여, 1965년에 제정되었던 ‘시
⋅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합병특례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직접청구에
의하여 법정합병협의회의 설치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합병특례채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확충조치가 되입되는 등, 그 이후의 시⋅정⋅촌 합병10)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되게 되었다(윤성국, 2010). 시⋅정⋅촌 합병의 동기
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통합의 형태를 유형화 할 수 있다. 여기서는

橫道⋅村上(1993)과 市町村合倂硏究會(1999)에 의한 시⋅정⋅촌 합병의 유형
을 살펴보고자 한다(채원호, 2001).
시⋅정⋅촌 통합은 조합 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첫째,
도시단결형(都市團結型)은 대등한 도시들에 의한 시⋅정⋅촌 통합이다. 대등하다
는 의미는 중심단체와 주변단체와의 인구비가 4배 미만인 경우이다. 둘째, 도시흡
수형(都市吸收型)은 큰 규모의 시가 인접시를 흡수하는 시⋅정⋅촌 통합이다. 큰
규모의 의미는 중심단체와 주변단체의 인구비가 4배 이상인 경우이다. 셋째, 정⋅
촌흡수형(町⋅村吸收形)은 시가 주변의 정⋅촌을 흡수하는 통합이다. 넷째, 시제
시행형(市制施行型)은 시제 시행을 위하여 정⋅촌들이 통합하는 경우이다. 다섯
째, 정⋅촌단결형(町⋅村團結形)은 정⋅촌들끼리 통합을 하는 경우이다.
한편, 시⋅정⋅촌 통합은 도시의 성격에 의해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정령지
정도시승격형(政令指定都市昇格型)은 정령지정도시의 인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
하여 시⋅정⋅촌이 통합하는 것이다. 둘째, 현⋅도확대형(縣⋅都擴大型)은 현청
소재지 시가 주체가 된 시⋅정⋅촌 통합이다. 셋째, 지역중심도시확대형(地域中心

都市擴大型)은 광역시⋅정⋅촌의 중심시가 행하는 시⋅정⋅촌 통합이다. 넷째, 도
시권세확대형(大都市圈勢擴大型)은 광역시⋅정⋅촌권 구역회의 시가 주체가 되

10) 평성(平成)합병의 목적은 첫째, 지방분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둘째,
motorization의 진전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한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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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정⋅촌 통합이다. 다섯째, 지방권시세확대형(地方圈市勢擴大型)은 광역시
⋅정⋅촌권 구역 내의 중심시 이외의 시가 주체가 되는 시⋅정⋅촌통합이다. 그리
고 市町村合倂硏究會(1999)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장래의 시⋅정⋅촌 통합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市町村合倂硏究會에서는 합병 후 시⋅정⋅촌에 필요한 행
정서비스의 질⋅양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인구규모에 착안한 합병의 유형화를 제
시하고 있다.
<표 3-16> 일본 시⋅정⋅촌 통합의 유형과 목표
유 형
인구
50만명
이상

시⋅정⋅촌의 특성

통합의 목표

⋅복수의 지방중핵도시 인접 ⋅경제권 확립
지역

인구규모와 관련된 사항
⋅지정도시(50만명 이상)

⋅대도시권 집중억제

⋅대도시권에서 복수의 중소 ⋅지정도시로의 이행에 의한
규모의 도시 인접지역

이미지 제고

⋅지방중핵도시와 주변 시간 ⋅도시계획, 환경보전행정 등 ⋅중핵시(30만명 이상)
동일한 생활권 형성지역
인구
20~30
만명

의 충실

⋅대도시권과 연결되는 시가 ⋅보건소의 설치
지를 가진 작은 면적의 여 ⋅중핵적 도시기능의 정비
러 시들의 인접지역

인구
10만명
전후

⋅중핵이 되는 도시 육성

⋅광역시⋅정⋅촌권역

물 처리(소각)등 행정서비
스의 제공

⋅대도시주변에 인구가 적은 ⋅현내 제2, 제3의 도시 육성
을 통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
시⋅정⋅촌이 동일한 생활권
형성지역

인구
5만명
전후

(평균 21만)

⋅고등학교 설치나 일반폐기 ⋅광역시⋅정⋅촌권 설정

권 형성지역

⋅지방권이 인접하고 있는

(평균 6만명)
⋅2차의료권(평균 35만명)

시와 주변이 동일한 생활

시⋅정⋅촌의 인접지역

⋅노인보건복지권역

⋅인구증가에 대한 대응
⋅중핵시⋅특례시로의 이행

⋅지방권에서 인구가 적은

⋅특례시(20만명 이상)

⋅복지시책 등의 충실
(복지사무소의 설치 등)

요건(약 10만 이상)
⋅소방체제정비
(10만명 이상)
⋅고등학교 설치
(10만명 이상의 시)
⋅복지사무소설치 등
⋅시⋅정⋅촌 장애자

⋅수준 높은 공공시설정비

사회참가 촉진사업의

⋅계획적인 도시화에 의한

단위

권역전체의 발전

⋅특별양호노인홈 2개소,
주간개호서비스 7개소,
홈헬퍼 70인 정도
⋅환경정책일반부문 전담
조직설치(3만명 정도)

52

경기도 시⋅군통합 논의의 진단과 분석

<표 계속>

유 형

인구
1~2
만명
정도

시⋅정⋅촌의 특성

통합의 목표

인구규모와 관련된 사항

⋅산간지역 등 지리적 여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의 적 ⋅정촌병합촉진법의 표준
이나 문화적 조건 등이
절하고 효율적인 제공
규모(약 8천명)
유사한 복수의 시⋅정⋅촌
⋅중학교의 설치
인접 지역
(13,200명당 1개 학교)
⋅복수의 시⋅정⋅촌으로
⋅주간개호서비스/주간보
구성된 낙도지역
호서비스기관의 설치
(신 골든플랜 1만 개소:
약 12,500명당 1개소)
⋅특별양호노인홈 정비
(최소규모 50병상 기준,
대도시, 소외지역 등은
30병상: 2만명 정도)
⋅건축기사의 배치
(1만명 정도)

자료 : 市町村合倂硏究會, 1999, 최낙범(2005: 205)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4. 통합결과 및 효과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명치시대(明治時代)부터 추진되었다. 명치시대인
1888년에는 정⋅촌의 수가 총 71,314개였으나, 명치(明治)⋅소화(昭和)⋅평성
시대(平成時代)에 걸쳐 대통합을 추진하면서, 2011년 4월 현재 1,724개로 축소
되었다.
전국적으로 시⋅정⋅촌 통합은 구 합병특례법이 완료되기 직전인 2004년과
2005년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재정우대특례조치를 받기 위해 통합을 다소 무리하
게 서두른 지방자치단체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시⋅정⋅촌 합병을 추진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려운 국가재정을 타개하고 효율적인 행⋅재정 운영을 위한 것
이다(쓰지 타쿠야, 2008).
<표 3-17> 일본의 시⋅정⋅촌의 변화 추이
구 분

市

町

村

合計

1999.10

670

1,994

568

3,232

2000.07

671

1,991

567

3,229

2001.11

671

1,986

566

3,223

2002.11

675

1,980

562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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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 분

市

町

村

合計

2003.12

679

1,947

550

3,176

2004.12

712

1,734

481

2,927

2005.12

755

1,118

270

2,143

2006.10

779

842

196

1,817

2007.12

783

820

195

1,798

2008.11

783

806

193

1,782

2009.10

783

798

191

1,772

2010.03

786

757

184

1,727

2011.04

786

754

184

1,724

자료 : 總務省 홈페이지, http://www.somu.go.jp.

그러나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성국, 2010).
첫째, 주민합의로 합병을 유도하는 제도는 있다고 해도, 합병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합병여부는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확
정되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둘째, 합병에 관한 특례법은 있으나, 분할이나 분립에 관한 특별법은 없다.
셋째, 합병 이후에도 합병 이전의 시⋅정⋅촌의 의원이 그대로 시⋅정⋅촌 의
원으로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재임기간의 특례이다. 넷째, 규모의 적정화라는
관점을 경시하고 시⋅정⋅촌 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합병의 목적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병특례채 등에 의하여 불필요한 시설이
많이 건설됨에 따라 오히려 재정이 악화된 자치단체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제4절 전략적 시사점
1. 통합의 기준 측면
우리나라의 도⋅농통합 및 자율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행정구역 통합의
기준으로 ⅰ) 군에서 시로 분리된 지역의 역사적 동일성, ⅱ) 시장이용⋅학교⋅교
통편 등 생활권의 동일성, ⅲ) 시와 군의 지형적 유형이나 조건, ⅳ) 인구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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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생산(GRDP)의 증감추이 등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ⅴ) 시⋅군 명칭이나 사
무소 소재지가 동일한 지역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조석주, 2009). 또한, 이상의
5가지 기준들에 대해 통합이 이루어진 대다수 지역의 경우, 단일 기준에만 의거하
여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행정구역 통합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역
들에 대한 역사적 동질성, 생활권의 동일성, 지형적 조건 및 지리적 근접성, 사무소
소재지의 일치성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더불어서 통합시 명칭과 지역균형발전 가
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통합의 한계 측면
1995년 우리나라의 도⋅농통합 사례와 일본의 시⋅정⋅촌 통합사례의 분석
결과, 두 사례 모두 인구감소 및 재정 약화, 도시지역에 대한 사회적⋅경제적⋅문
화적 기능의 집중, 지역갈등 심화, 동일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 증대, 광역행
정의 어려움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통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도⋅농통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
루어진 반면,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도⋅농통합시는 현재의 복합시라는 당초의 의도보다는 도⋅농간
에 격차가 크며, 농촌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노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도⋅농통합시 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시⋅군통합에 의해 이질적인 지역이 행정적으
로 통합된 구미시⋅순천시의 농촌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
농통합시 농촌주민들은 농촌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더해 같은 지역에 주거하면서
도 도시민과의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는 소외감이 작용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갈등요인들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농통합에 대
한 논의는 현재의 통합지역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농촌과 도시의 상생과
동반적 발전이 가능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시의 지역개발과정에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주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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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째, 농촌지역은 과거 군 중심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군 지역에 있던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됨으로써
읍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과거 군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관련된 공공시설 등을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농촌주민이 대등하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특
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수가 수적 열세로 인해 농촌주민들은 의사결정에서 상대적
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도⋅농통합시의 경우,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순한 다수결 원칙에 의한 결정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원칙으로 삼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과 도시주민의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대방의
고충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통합시가 일회적이고 전시 행정적
인 행사를 자제하고 지역주민들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도시지역의 혐오시설 등을 농촌지역으로 이전을 초기에는 자체해야 한
다. 통합이후 대부분의 도시지역 혐오시설이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어 주민 관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들의 관계성을 높이 위해서 주민통합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완
하고 효과적인 측면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개발의 미명 하에
농촌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건드릴 도시의 힘의 논리가 도시와 농촌간 주민의 화합
을 해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자율통합에 의해 출범한 창원시의 경우에도 여전히 신청사⋅야구장
건립부지, 통합 이전지역의 상권 저하 등의 이슈들에 대해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이
기주의 및 집단이기주의가 발생되고 있다. 즉, 행정구역은 통합되었으나 주민들의
정서와 일체감은 아직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시⋅군통
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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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통합 예상지역의 분석⋅평가
제1절 경기도 시⋅군통합 예상지역 모색
1. 예상지역의 모색기준
경기도의 시⋅군통합은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예상지역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기준에 기초해서 경기도의 시⋅군통합 예상지역을 검
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이고, 두 번째 기준은 지방행
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이다.
첫 번째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은 2009년에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기
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지원정책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10). 행정안전부는 1994
년의 도농통합과 달리 지역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여 시⋅군통합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건의
를 수렴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은 기본적으로 통합의 의사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에 입각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
군⋅구 통합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통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결과적
으로 경기도 시․군통합의 예상지역을 추출하는 기준으로서의 타당성 역시 높은 것
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기준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은 2011년 9월 6일
발표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말한다(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2011). 지
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당해지역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로 제시된 것으로, 1차 기준과 2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고, 2차 기준
은 1차 기준의 대상지역 가운데 ①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②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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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③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④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
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의 조건을 일부 또는 전부 충족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은 정부의 정책으로 시⋅군통합의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지역의 통합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표 4-1> 경기도 시⋅군통합 예상지역 모색기준
구 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정책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
- 단체장, 지방의원 및 지역주민 등의 의사

∘ 1차 기준
- 인구 또는 면적 과소지역
∘ 2차 기준
지방행정제체 개편추진위원회 -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통합기준
-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2. 모색기준별 예상지역
1)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의 기준
2009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통합대상
지역은 전국에 걸쳐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되었다. 통합건의 주체별
로는 지방자치단체장 건의 16건, 지역주민 건의 22건, 지방의회 건의 15건 등이었
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개, 충청권이 5개, 호남권이 3개, 영남권이 3개로 나타
났다.
<표 4-2> 자율통합건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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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호 남 권
(3개)

∘ 전주 - 완주
∘ 여수 - 순천 - 광양 - 구례, 여수 - 순천 - 구례, 여수 - 순천
∘ 목포 - 무안 - 신안, 목포 - 무안, 목포 -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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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수 도 권
(7개)

∘
∘
∘
∘
∘
∘
∘

남양주 - 구리
안양 - 의왕 - 군포 - 과천, 안양 - 의왕 - 군포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양주 - 동두천
성남 - 하남 - 광주
수원 - 화성 - 오산, 화성 - 오산
여주 - 이천
안산 - 시흥

충 청 권
(5개)

∘
∘
∘
∘
∘

청주
괴산
천안
홍성
부여

영 남 권
(3개)

∘ 창원 - 마산 - 진해 - 함안, 창원 - 마산 - 진해, 창원 - 진해,
마산 - 함안, 창원 - 마산, 창원 - 마산 - 함안
∘ 구미 - 군위
∘ 진주 - 산청

-

청원
증평
아산
예산
공주

경기도를 중심으로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장 건의
가 6건, 지역주민 건의가 8건, 지방의회 건의가 7건이고, 대상지역에 따라서는 단
체장과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가 단독 또는 중복으로 건의를 하였다.
<표 4-3> 경기도 자율통합 대상지역
구 분
남양주시
구 리 시
성 남 시
하 남 시
광 주 시
의정부시
양 주 시
동두천시
안
의
군
과

양
왕
포
천

시
시
시
시

남양주
구 리
성 남
하 남
광 주
의정부
양 주
동두천
안 양
의 왕
군 포
과 천

단체장
남양주+구리

건 의 주 체
지역주민

지방의회

남양주+구리
성남+하남+광주
성남+하남+광주
성남+하남+광주

안양+의왕+군포

성남+하남+광주

성남+하남+광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양주+동두천
의정부+양주+동두천
양주+동두천
안양+의왕+군포+과
천
안양+의왕+군포+과
천
안양+의왕+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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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화
오
여
이
안
시

원
성
산
주
천
산
흥

시
시
시
군
시
시
시

단체장
수
화
오
여
이
안
시

원
성
산
주
천
산
흥

건 의 주 체
지역주민

지방의회
수원+화성+오산
오산+화성

여주+이천
여주+이천
안산+시흥

안산+시흥

자료: 행정안전부(2010).

이 외에도 최근에 부천시와 시흥시가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경
향신문, 2011년 5월 11일자). 양자간에는 2009년에도 통합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곳으로 시흥시 소래면이 1970년에 부천군에서 분리되었고, 지리적인 인접성뿐만
아니라 교통의 발달로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부천시와 시흥
시의 통합의 경우에는 중간에 위치한 광명시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9년의 자율통합지원 정책에서 도출된 통합대상지역과 최근의 부천
시, 광명시 및 시흥시를 포함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정책의 기준에 따른
통합예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남양주+구리, ② 성남+하남+광주, ③ 의정
부+양주+동두천, ④ 안양+의왕+군포, ⑤ 수원+화성+오산, ⑥ 여주+이천, ⑦
안산+시흥, ⑧ 부천+시흥 등 8개이다.
<표 4-4>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기준 예상지역
기 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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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지역
∘
∘
∘
∘
∘
∘
∘
∘

남양주+구리
성남+하남+광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의왕+군포
수원+화성+오산
여주+이천
안산+시흥
부천+시흥

2)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
이 1차 기준과 2차 기준으로 구성된 내용이다. 동 기준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적용하여 적합한 통합예상지역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동 기준의 적용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은 1차 기준인 인구 또는 면적의 과소지역이다. 즉,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에 대한 판단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준거로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 ②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
히 못 미치는 경우, ③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④ 자치구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객관적인 준거로는 인구
또는 면적이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을 적용한 경기도
의 예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기준을
적용하면, 용인시와 파주시, 화성시 및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대상지역으로 도출된다.
<표 4-5>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1차 기준 적용결과
구 분
전국 평균

1차 기준
인 구(명)
∘ 시 : 293,330
∘ 군 : 55,494

결 과

면 적(㎢)
∘ 시 : 501
∘ 군 : 665

-

수 원 시

1,073,149

121

○

성 남 시

962,726

142

○

의정부시

431,008

82

○

안 양 시

616,547

59

○

부 천 시

869,944

53

○

광 명 시

314,257

39

○

평 택 시

410,042

455

○

동두천시

93,211

96

○

안 산 시

705,346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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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준

구 분

인 구(명)

결 과

면 적(㎢)

938,784

267

○

과 천 시

72,049

36

○

구 리 시

195,593

33

○

남양주시

525,211

458

○

오 산 시

159,734

43

○

시 흥 시

397,912

135

○

군 포 시

275,731

36

○

의 왕 시

140,874

54

○

하 남 시

148,566

93

○

용 인 시

839,204

591

×

파 주 시

323,011

672

×

이 천 시

197,496

461

○

안 성 시

170,919

554

○

김 포 시

225,805

277

○

화 성 시

491,528

688

×

광 주 시

238,583

431

○

양 주 시

182,106

310

○

포 천 시

158,931

826

○

여 주 군

108,088

608

○

연 천 군

45,241

696

○

가 평 군

57,564

843

×

양 평 군

91,450

878

×

고 양 시

1차 기준의 적용에서 대상지역으로 도출된 지방자치단체에 2차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6개 지역 가운데 4개의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
이 19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2차 기준 적용결과
구 분

2차 기준
지리⋅지형

수 원 시
오 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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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역사⋅문화
○
○

지역경쟁력

결 과
○
○

<표 계속>

구 분

2차 기준
지리⋅지형

생활⋅경제

역사⋅문화

지역경쟁력

결 과

성 남 시

○

○

하 남 시

○

○

광 주 시

○

○

의정부시

○

○

○

양 주 시

○

○

○

동두천시

○

○

○

안 양 시

○

○

군 포 시

○

○

의 왕 시

○

○

과 천 시

○

○

남양주시

○

○

구 리 시

○

○

이 천 시

○

여 주 군

○

○
○

안 산 시

○

○

시 흥 시

○

○

광 명 시

○

○

부 천 시

×

평 택 시

×

고 양 시

×

안 성 시

×

김 포 시

×

포 천 시

×

연 천 군

×

전술한 1차 및 2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예상지역은 7개로 나타나고 있다. 즉, ① 남양주+구리, ② 성남+하남
+광주, ③ 의정부+양주+동두천, ④ 안양+의왕+군포+과천, ⑤ 수원+오산, ⑥
여주+이천, ⑦ 안산+시흥+광명 등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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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예상지역
기 준

예상지역

∘
∘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
통합기준
∘
∘
∘

남양주+구리
성남+하남+광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의왕+군포+과천
수원+오산
여주+이천
안산+시흥+광명

3. 예상지역의 최종 선정
전술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의 기준과 지방행
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을 적용한 예상지역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칙
적으로 통합대상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양 기준의 공통적 충족대상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의 기준 충족지역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예상지역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인 예상지역은 ① 남양주+구리, ② 성남+하남+광주, ③ 의정부+양주+동
두천, ④ 안양+의왕+군포+과천, ⑤ 수원+화성+오산, ⑥ 여주+이천, ⑦ 안산+
시흥+광명, ⑧ 부천+시흥+광명 등 8개 지역이다.
<그림 4-1> 예상지역의 최종 선정
자율통합지원정책 기준
∘ 남양주+구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 남양주+구리

∘ 남양주+구리

∘ 성남+하남+광주

∘ 성남+하남+광주

∘ 성남+하남+광주

∘ 의정부+양주+동두천

∘ 의정부+양주+동두천

∘ 안양+의왕+군포

∘ 안양+의왕+군포+과천

∘ 수원+화성+오산

∘ 수원+오산

∘ 수원+화성+오산

∘ 여주+이천

∘ 여주+이천

∘ 여주+이천

∘ 안산+시흥

∘ 안산+시흥+광명

∘ 안산+시흥

∘ 부천+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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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양주+동두천
∘ 안양+의왕+군포+과천

∘ 부천+시흥+광명

제2절 경기도 시⋅군통합 예상지역 분석⋅평가
1. 예상지역의 분석 및 평가
1) 일반현황 분석
경기도의 통합 예상지역인 21개 시⋅군의 일반현황을 인구와 면적 및 재정자
립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개 시⋅군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는 390,459명이고, 면적은 196㎢이며, 재정자립도는 48.4%이다. 인구규모
는 최대가 수원시로 1,073,149명이고, 최소가 과천시로 72,049명이다. 면적규모
는 최대가 화성시로 688㎢이고, 최소가 구리시로 33㎢이다. 재정자립도는 최대가
성남시로 67.4%이고, 최소가 동두천시로 24.2%이다.
다만, 통합예상지역으로 선정된 21개 시⋅군이 1차 기준인 인구와 면적의 어
느 하나가 적용된 결과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른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전술한 바이기도 하지만,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인
구 72,049명에서 최대인구 1,073,149명으로 1,001,100명의 편차가 발생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면적 33㎢에서 최대면적 688㎢로 655㎢의 편차가 발
생한다.
<표 4-8> 예상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구 분

인 구(명)

2010년
재정자립도(%)

면 적(㎢)

평 균

390,459

196

48.4

최 소

72,049(과천시)

33(구리시)

24.2(동두천시)

최 대

1,073,149(수원시)

688(화성시)

67.4(성남시)

수 원 시

1,073,149

121

64.0

성 남 시

962,726

142

67.4

부 천 시

869,944

53

49.9

안 양 시

616,547

59

60.8

안 산 시

705,346

149

57.6

구 리 시

195,593

33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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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 분

인 구(명)

2010년
재정자립도(%)

면 적(㎢)

남양주시

525,211

458

44.2

하 남 시

148,566

93

48.3

광 주 시

238,583

431

57.6

의정부시

431,008

82

41.9

양 주 시

182,106

310

40.8

동두천시

93,211

96

24.2

의 왕 시

140,874

54

52.9

군 포 시

275,731

36

52.4

과 천 시

72,049

36

48.3

화 성 시

491,528

688

67.1

오 산 시

159,734

43

59.2

시 흥 시

397,912

135

57.1

이 천 시

197,496

461

50.0

광 명 시

314,257

39

52.1

여 주 군

108,088

608

35.8

2) 통합전후 비교분석
(1) 수원⋅화성⋅오산권
통합 전의 현황은 수원시의 경우, 인구는 1,073,149명, 면적은 121㎢, 재정자
립도는 64.0%, 공무원은 2,490명이다. 화성시의 경우, 인구는 491,528명, 면적은
688㎢, 재정자립도는 67.1%, 공무원은 1,387명이다. 오산시의 경우, 인구는
159,734명, 면적은 43㎢, 재정자립도는 59.2%, 공무원은 511명이다.
이에 비하여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시는 인구가 1,724,411명, 면적이 852
㎢, 재정자립도가 64.8%, 공무원은 4,388명이다. 통합시의 통합기준 충족도와 특
례 충족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1차 통합기준에서 인구와 면적이 각각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특례기준에서는 인구
규모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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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수원⋅화성⋅오산의 통합 전후 비교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인 구(명)

면 적(㎢)

재정자립도(%)

공무원(명)

수 원

1,073,149

121

64.0

2,490

화 성

491,528

688

67.1

1,387

오 산

159,734

43

59.2

511

통합시

1,724,411

852

64.8

4,388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충족도

∘ 인구 : 전국 평균 293,330명 상회
∘ 면적 : 전국 평균 501㎢ 상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위

특례 충족도
자료 : 행정안전부(2010).

(2) 성남⋅하남⋅광주권
통합 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의 경우 인구는 962,726명이고, 면적은
142㎢이며, 재정자립도는 67.4%이며, 공무원은 2,480명이다. 하남시의 경우 인
구는 148,566명이고, 면적은 93㎢이며, 재정자립도는 48.3%, 공무원은 570명이
다. 광주시의 경우 인구는 238,583명이고, 면적은 431㎢이며, 재정자립도는
57.6%, 공무원은 846명이다.
이에 비하여 성남⋅하남⋅광주의 통합시는 인구가 1,349,875명, 면적이 666
㎢, 재정자립도가 62.9%, 공무원은 3,896명이다. 통합시의 통합기준 충족도와 특
례 충족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1차 통합기준에서 인구와 면적이 각각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특례기준에서는 인구
규모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표 4-10> 성남⋅하남⋅광주의 통합 전후 비교
구 분

통합 전

인 구(명)

면 적(㎢)

재정자립도(%)

공무원(명)

성 남

962,726

142

67.4

2,480

하 남

148,566

93

48.3

570

광 주

238,583

431

57.6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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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 분
통합 후

인 구(명)

면 적(㎢)

1,349,875

통합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충족도

재정자립도(%)

666

공무원(명)

62.9

3,896

∘ 인구 : 전국 평균 293,330명 상회
∘ 면적 : 전국 평균 501㎢ 상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위

특례 충족도
자료 : 행정안전부(2010).

(3) 의정부⋅양주⋅동두천권
통합 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시의 경우 인구는 431,008명이고, 면적
은 82㎢이며, 재정자립도는 41.9%, 공무원은 940명이다. 양주시의 경우 인구는
182,106명이고, 면적은 310㎢이며, 재정자립도는 40.8%, 공무원은 743명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인구는 93,211명이고, 면적은 96㎢이며, 재정자립도는 24.2%,
공무원은 502명이다.
이에 비하여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시는 인구가 706,325명, 면적이
488㎢, 재정자립도가 38.2%, 공무원은 2,185명이다. 통합시의 통합기준 충족도
와 특례 충족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1차 통합기준에서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면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특
례기준에서는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표 4-11>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 전후 비교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인 구(명)

재정자립도(%)

공무원(명)

의정부

431,008

82

41.9

940

양 주

182,106

310

40.8

743

동두천

93,211

96

24.2

502

통합시

706,325

488

38.2

2,185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충족도
특례 충족도
자료 : 행정안전부(2010).

70

면 적(㎢)

경기도 시⋅군통합 논의의 진단과 분석

∘ 인구 : 전국 평균 293,330명 상회
∘ 면적 : 전국 평균 501㎢ 하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위

(4) 안양⋅의왕⋅군포⋅과천권
통합 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안양시의 경우 인구는 616,547명이고, 면적은
59㎢이며, 재정자립도는 60.8%, 공무원은 1,660명이다. 의왕시의 경우 인구는
140,874명이고, 면적은 54㎢이며, 재정자립도는 52.9%, 공무원은 516명이다.
군포시의 경우 인구는 275,731명이고, 면적은 36㎢이며, 재정자립도는 52.4%,
공무원은 707명이다. 과천시의 경우 인구는 72,049명이고, 면적은 36㎢이며, 재
정자립도는 48.3%이며, 공무원은 517명이다.
이에 비하여 안양⋅의왕⋅군포⋅과천의 통합시는 인구가 1,105,201명, 면적
이 185㎢, 재정자립도가 55.8%, 공무원은 3,400명이다. 통합시의 통합기준 충족
도와 특례 충족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하
고 있는 1차 통합기준에서 인구 측면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면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특례기준에서는 인구규모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
받게 된다.
<표 4-12> 안양⋅의왕⋅군포⋅과천의 통합 전후 비교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인 구(명)

면 적(㎢)

재정자립도(%)

공무원(명)

안 양

616,547

59

60.8

1,660

의 왕

140,874

54

52.9

516

군 포

275,731

36

52.4

707

과 천

72,049

36

48.3

517

통합시

1,105,201

185

55.8

3,400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충족도
특례 충족도

∘ 인구 : 전국 평균 293,330명 상회
∘ 면적 : 전국 평균 501㎢ 하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위

자료 : 행정안전부(2010).

(5) 남양주⋅구리권
통합 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남양주시의 경우 인구는 525,211명, 면적은
458㎢, 재정자립도는 44.2%, 공무원은 1,394명이다. 구리시의 경우에는 인구는
195,593명이고, 면적은 33㎢이며, 재정자립도는 48.4%, 공무원은 6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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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남양주⋅구리의 통합시는 인구가 720,804명, 면적이 491㎢, 재
정자립도가 45.4%, 공무원은 2,017명이다. 통합시의 통합기준 충족도와 특례 충
족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1차
통합기준에서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면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특례기준에서
는 인구규모 기준으로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표 4-13> 남양주⋅구리의 통합 전후 비교
구 분

인 구(명)

면 적(㎢)

재정자립도(%)

공무원(명)

남양주

525,211

458

44.2

1,394

구 리

195,593

33

48.4

623

통합시

720,804

491

45.4

2,017

통합전

통합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충족도
특례 충족도

∘ 인구 : 전국 평균 293,330명 상회
∘ 면적 : 전국 평균 501㎢ 하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위

자료 : 행정안전부(2010).

(6) 여주⋅이천권
통합 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주군의 경우 인구는 108,088명이고, 면적은
608㎢이며, 재정자립도는 35.8%, 공무원은 671명이다. 이천시의 경우 인구는
197,496명이고, 면적은 461㎢이며, 재정자립도는 50.0%, 공무원은 871명이다.
이에 비하여, 여주⋅이천의 통합시는 인구가 305,584명, 면적이 1,069㎢, 재
정자립도가 44.1%, 공무원은 1,542명이다. 통합시의 통합기준 충족도와 특례 충
족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1차
통합기준에서 인구와 면적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특례기준에서는 인구규모
기준으로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인구규모에서 50만 이하
임에도 특례기준의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례를 부여받는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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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여주⋅이천의 통합 전후 비교
구 분

인 구(명)

면 적(㎢)

재정자립도(%)

공무원(명)

여 주

108,088

608

35.8

671

이 천

197,496

461

50.0

871

통합시

305,584

1,069

44.1

1,542

통합 전
통합 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충족도

∘ 인구 : 전국 평균 293,330명 상회
∘ 면적 : 전국 평균 501㎢ 상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위

특례 충족도
자료 : 행정안전부(2010).

(7) 안산⋅시흥권
통합 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안산시의 경우 인구는 705,346명이고, 면적은
149㎢이며, 재정자립도는 57.6%, 공무원은 1,660명이다. 시흥시의 경우 인구는
397,912명이고, 면적은 135㎢이며, 재정자립도는 57.1%, 공무원은 956명이다.
이에 비하여, 안산⋅시흥의 통합시는 인구가 1,103,258명, 면적이 284㎢, 재
정자립도가 57.4, 공무원은 2,616명이다. 통합시의 통합기준 충족도와 특례 충족
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1차
통합기준에서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면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특례기준에서
는 인구규모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표 4-15> 안산⋅시흥의 통합 전후 비교
구 분

인 구(명)

면 적(㎢)

재정자립도(%)

공무원(명)

안 산

705,346

149

57.6

1,660

시 흥

397,912

135

57.1

956

통합시

1,103,258

284

57.4

2,616

통합 전
통합 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충족도
특례 충족도

∘ 인구 : 전국 평균 293,330명 상회
∘ 면적 : 전국 평균 501㎢ 하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위

자료 : 행정안전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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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천⋅시흥⋅광명권
통합 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천시의 경우 인구는 869,944명이고, 면적은
53㎢이며, 재정자립도는 49.9%, 공무원은 2,056명이다. 시흥시의 경우 인구는
397,912명이고, 면적은 135㎢이며, 재정자립도는 57.1%, 공무원은 956명이다.
광명시의 경우 인구는 314,257명이고, 면적은 39㎢이며, 재정자립도는 52.1%,
공무원은 921명이다.
이에 비하여, 부천⋅시흥⋅광명의 통합시는 인구가 1,582,113명, 면적이 227
㎢, 재정자립도가 52.5%, 공무원은 3,933명이다. 통합시의 통합기준 충족도와 특
례 충족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1차 통합기준에서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면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특례기준
에서는 인구규모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표 4-16> 부천⋅시흥⋅광명의 통합 전후 비교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인 구(명)

면 적(㎢)

재정자립도(%)

공무원(명)

부 천

869,944

53

49.9

2,056

시 흥

397,912

135

57.1

956

광 명

314,257

39

52.1

921

통합시

1,582,113

227

52.5

3,933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기준 충족도
특례 충족도

∘ 인구 : 전국 평균 293,330명 상회
∘ 면적 : 전국 평균 501㎢ 하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위

자료 : 행정안전부(2010).

3) 행정안전부 자율통합 여론조사 분석
2009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서 실시된 주민
여론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산시와 시흥시의 통합에 대해서 안산시는 찬성이고, 시흥시는 반대의견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및 동두천시의 통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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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찬성으로, 그리고 양주시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천시과 여주시의 통합에
대해 이천시는 찬성, 그리고 여주시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수원시와 화성시 및 오산
시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상 지방자치단체 모두 찬성의견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통합에 대해 남양주시는 찬성을, 그리고 구리시는 반대를 표명하였다.
안양시과 군포시 및 의왕시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상 지방자치단체 모두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 성남시와 하남시 및 광주시의 통합에 대해서도 대상 지방자치단체 모
두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도 통합대상 지역에서
통합을 달성한 지역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7> 경기도 내 자율통합 논의지역 및 여론조사 결과
구 분

안산+시흥

의정부+동두천+양주

이천+여주

수원+화성+오산

남양주+구리

안양+군포+의왕

성남+하남+광주

지 역

여론조사 결과
찬성

반대

안 산 시

68.4%

31.6%

시 흥 시

33.0%

67.0%

의정부시

71.4%

28.6%

동주천시

70.3%

29.7%

양 주 시

40.6%

59.4%

이 천 시

67.0%

33.0%

여 주 시

31.0%

69.0%

수 원 시

62.3%

37.7%

화 성 시

56.3%

43.7%

오 산 시

63.4%

36.6%

남양주시

90.0%

10.0%

구 리 시

27.3%

72.7%

안 양 시

75.1%

24.9%

군 포 시

63.6%

36.4%

의 왕 시

55.8%

44.2%

성 남 시

54.0%

46.0%

하 남 시

69.9%

30.1%

광 주 시

82.4%

17.6%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09.11.10) 및 각 지역신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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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군통합 동향분석
21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최근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원
권의 경우 수원시는 찬성이고, 화성시는 관망이며, 오산시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화성시 동탄⋅정남과의 행정구역 개편을 희망하고 있다.
성남권의 경우 성남시와 광주시는 유보입장이고, 하남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
고 있다. 다만, 성남시의 경우에도 광역시로의 승격이 전제되지 않는 통합에는 부정
적 입장이다.
안양권의 경우 안양시는 찬성이고, 군포시와 의왕시는 반대입장이다. 안양시의
경우 시⋅군통합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전략적으로 군포⋅의왕의 자존심이 상
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신중한 접근 모색 중이다.
의정부권의 경우 의정부시는 찬성이고,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반대입장이다. 의
정부시의 경우, 한계에 부딪힌 발전의 재도약 발판으로 통합문제에 접근하고 있으
며,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동두천시가 중심이 되는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권의 경우 남양주시는 찬성이고, 구리시는 반대로써 입장차이 극명하다.
남양주시의 경우, 향후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건의서 제출 입장이 강하나, 창원시
방문 이후 주민갈등을 의식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표 4-18> 통합 예상지역의 최근 동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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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주체별

공무원

비고

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수 원

○

△

△

×

∘ 시장 공약사항, 7월 이후 검토

화 성

△

△

△

×

∘ 적극적 입장은 아니나 유동적

오 산

×

×

×

×

∘ 수원과 통합반대(화성과 통합은 유보)

안 양

○

○

○

○

∘ 포화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주민중심
통합논리 개발

군 포

△

△

△

×

∘ 통합에 소극적

의 왕

×

×

×

×

∘ 안양과의 통합반대(일부 경계조정은
필요)
∘ 군포와의 통합에는 유보적 입장

과 천

×

×

×

×

∘ 통합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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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 분

건의주체별

공무원

비고

×

×

∘ 광역시로의 승격을 전제한 통합 찬성

×

×

×

∘ 통합기준 공표 후 대응논리 개발 계획

△

△

△

×

∘ 통합기준 공표 후 대응논리 개발 계획

의정부

○

○

○

△

∘ 포화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통합찬성
∘ 자율통합 때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을
계획(양주⋅동두천 반발 우려)

양 주

×

×

×

×

∘ 흡수통합 우려, 조만간 자족기능 확충
됨에 따라 통합반대

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성 남

△

△

하 남

×

광 주

동두천

×

△

△

×

∘ 시장 및 공무원은 연천과의 통합이나,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등 5개 시⋅군의 통합 희망
∘ 시민은 의정부와의 통합을 다소 희망

남양주

○

○

○

△

∘ 통합을 강하게 원하나 구리시에 대한
불신이 큼

구 리

×

×

×

×

∘ 통합반대(서울 편입은 희망)

자료 :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경기개발연구원의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 면접조사(interview) 결과임.

그 외에, 광명시의 경우에는 철저히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고, 시
흥시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대다수의 주민생활권이 서울과 일치
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기타 시⋅군과의 통합은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이
에 비하여 시흥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부천⋅안양⋅안산 등으로 골고루 분산
되어 있어서 통합이 곧 지역의 분열을 야기한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각종 주택단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조만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통합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김포시의 대다수 경제활동인구들이 서울로 통근하고 있으나, 서울
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3-4년 후 서울의 각종 산업시설들이 김포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대다수 통합 예상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심층면접조사
(interview) 결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추후 중앙정부의 시⋅
군통합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적절한 통합논리 및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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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통합 예상지역의 입장 변화는 향후 매우 유동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과거에는 농촌지역과 같이 저개발된 시⋅군일수록 인접 도시지역 시⋅
군과의 통합을 고려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행정구역 통합은 결국 저개
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매립장, 장묘시설 등 각종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소위 주변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양⋅의정부⋅부천⋅성남과 같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대도시들의 인접 지역
들은 통합보다는 자구적인 발전 도모에 오히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통합에 대한 공무원들의 막연한 위기의식,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이
기주의, 주변지역으로의 전락에 따른 우려 등으로 인해, 경기도 내 통합 예상지역들
가운데 통합 실현이 유력한 권역은 아직까지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도 입장에서는 통합 예상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동태 파악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 및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강화 및 철원의 경기도 편입분석
1) 법적논거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강원도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은 현행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고 있다.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①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하고, ② 시⋅군⋅구의 통합
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강원도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은
현행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적용되면 된다.
다만, 강화군과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이 경기도 관할의 인접 시⋅군과의 통합
이 아닌 단순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범위 변경일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해석이 수
반될 필요가 있다. 즉, 이 경우에는 강화군과 철원군의 의사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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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화군과 철원군의 일반현황
경기도 편입이 거론되고 있는 강화군과 철원군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화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67,049명이고, 면적은 411㎢이며, 재정자립도는
17.2%, 공무원은 639명이다. 그리고 철원군은 인구가 47,669명이고, 면적이 898
㎢이며, 재정자립도가 11.2%, 공무원이 571명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에 따르면, 2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1차 기준과 2차 기준을 충족하여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강화군은 과거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표 4-19> 강화군 및 철원군의 일반현황
구 분

인 구(명)

면 적(㎢)

재정자립도(%)

공무원(명)

강화군

67,049

411

17.2

639

철원군

47,669

898

11.2

571

자료 : 행정안전부(2010).

3) 경기도 편입의 장⋅단점 분석
강화군과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은 경기도와 편입대상지역에 따라서 장⋅단점
이 다르다. 그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인구와 면적의 확대에 따른 도세(道勢)의 확장이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원 등의 통합에 따른 광역시 분리 승격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의
요구에 따라 광역시 분리 승격이 수반될 경우,11) 강화군과 철원군의 편입은 경기도
도세의 유지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강화군과 철원군의 편입이
인접지역과 시⋅군통합이 아닌 단순한 광역단위 경계조정일 경우,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와 갈등이 유발될 개연성이 높다.

11) 이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11일 개최된 ‘시⋅군⋅구 통합기준 수도권 대토론회’에서, 강현욱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거듭날 경우, 광역시로 승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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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화군과 철원군을 기준으로 보면, 행정운영에 관한 법적인 변화는 없다.
다만, 경기도가 인천광역시나 강원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고, 결과적으로 편입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강화군이나 철원군의 지역발전을 현재보다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
다. 이에 비하여 강화군과 철원군을 기준으로 보면, 현실적인 단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경계변경이 아니라 인접지역과의
시⋅군통합을 통해서 경기도 편입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때, 통합대상에 따른 일
정한 불이익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4-20> 강화 및 철원의 경기도 편입에 대한 장⋅단점 분석
구 분
경기도 기준
편입지역 기준

80

장 점

단 점

∘ 도세(道勢) 확장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유발

∘ 지역발전에 도움

∘ 시⋅군통합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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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경기도 시⋅군의 경계조정 방안
제1절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 필요성
지난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군의 통합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주민의
불편과 도시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지역도 다수 있지만, 이에 대한 조정작업
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실정이다. 경기도만 해도 시⋅군 경계설정의 부적절
성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시⋅군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이
8군데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시⋅군의 경계설정이 잘못되었거나 도시의 발달로 인해 경계조
정이 필요한 지역의 예로, 동일 아파트단지가 두 개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된 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 그리고 간선도로의
개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지역 등이 있다. 경계조정의 문제도 시⋅군
의 통합과 유사하게 정치적(민선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 선거구), 재정적(지방세수
입), 주민의 이해관계적(지가, 지방세 등) 측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먼저 행정구역개편기준과 시⋅군통합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조정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한 다음 그에 입각하여 경기
도내 8개 쟁점지역의 경계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 경기도 시⋅군의 경계조정 방안

83

제2절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의 기준 설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론 또는 관련 법⋅제도에 제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에는 시⋅군 통합의 기준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기준을 서로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시⋅군통합의 기준과 경계조정의 기준은 일부 중복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달
라야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 자족성 기준 등은 시⋅군통합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겠으나,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에는 곤란하다. 반면, 생활권
⋅지리적 조건⋅주민편의 기준 등은 시⋅군통합의 기준과 경계조정의 기준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부분에서는 행정구역의 개편기준과 시⋅군 통합사례
에서 적용된 기준을 함께 고찰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
도의 시⋅군 경계조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1.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으
나,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효율성 기준으로서 규모의 경제효과, 행정비용절감, 광역행정수요처
리 등도 이러한 기준에 포함되며, 주로 행정비용이 최소가 되는 인구규모를 제시하
고 있다. 둘째, 민주적 기준으로서 주민참여, 접근성 확보, 통제범위, 선거구 등이
이러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주민의 생활권 기준으로서 시내버스와 택시운
행권, 교육권, 통학권, 통근권, 경제활동권, 재정적 등가성(외부효과의 최소화) 등
이 속하며, 전반적으로 주민의 생활권 기준은 주민편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주민의사 기준으로서 주민의 요구, 소망 등이 포함되며, 행정구역 개편을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주민의사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다섯
째, 자족성 기준으로서 인구, 면적, 재정자족성(자주재원비율⋅재정지출규모⋅재
정자립도), 지역경제력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공동사회성 기준으로서 공동체의식,
역사적 동질성, 문화적 일체감, 사무소 소재지의 동일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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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지리적 특성 기준으로서 도로(고속도로⋅국도⋅지방도), 수계(하천⋅
해안선), 산맥 등이 포함된다. 여덟째, 지역발전성으로서 지역경쟁력(지역총생산),
공간계획(광역도시계획구역), 재정형평성 등이 포함된다.
<표 5-1>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
기 준

세부 기준

행정효율성

규모의 경제, 행정비용절감, 광역적 행정처리

공동사회성

공동체의식, 역사적 동질성, 문화적 일체감, 사무소 소재지 동일

주민생활권
(주민편의)

시내버스 운행권, 택시운행권, 교육권(학군), 통근⋅통학권, 경제활동,
재정적 등가성

지리적 특성(근접성)
지역발전가능성
자족성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수계(하천, 해안선), 산맥
지역경쟁력(지역총생산), 공간계획(광역도시계획구역)
인구, 면적, 재정자족성(자주재원비율⋅지출규모⋅재정자립도), 지역
경제력

민주적 기준

주민참여, 접근성, 선거구

주민의사

주민의 요구, 주민의 희망

2. 시⋅군통합에서 사용된 기준
1) 도⋅농통합의 기준
1994년~1995년도 및 1998년도 우리나라의 도⋅농통합에서 사용된 기준을
보면 역사적 동질성, 생활권, 지형적 조건, 지역균형발전 등이 강조되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동질성은 읍(邑)에서 시(市)로 승격된 지역과 인접 군을 통합하기
위한 기준으로 강조되었다. 둘째, 동일생활권은 생활권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기준
으로 시장이용, 학군, 교통편 등이 중시되었다. 셋째, 기형적 지역은 시(市)가 군
(郡)의 중앙에 위치한 경우, 시(市)가 군(郡)을 분리하고 있는 경우, 시(市)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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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등 기형적 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이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은 인구규모, 인구증감추이 등에 기초하여 도⋅농통합
이 추진될 경우 균형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었다. 다섯째, 기타 기준은 시⋅군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등이었다.
도⋅농통합에서는 통합기준과 더불어, 통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언급하
고 있다. 인접지역에 군이 없는 시와 시⋅군의 성장 잠재력 등으로 보아 독자적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있다.

2) 자율통합 기준
200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과 같이 크게 경쟁력 기준과 자족성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경쟁력 기준으로서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예컨대, 안양-군포-의왕시, 의정
부-양주-동두천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등)과 지리적으로 다른 시⋅군의 외곽
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예컨대, 청주시-청원군, 전주시-완주군, 화성-오산시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여론이 제기되는 지역(예컨대, 창원-마산-진해시, 여
수-순천-광양시, 남양주-구리시, 성남-하남시 등) 등을 의미하였다.
둘째, 자족성 기준으로서 인구, 면적 등이 과소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음의
<표 5-2>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5-2> 자율통합을 위한 자족성 기준
구 분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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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성 기준 (예시)

해당 자치단체

시 : 인구15만(도농복합시 설치기준) 미만

계룡(4만1천), 태백(5만1천) 등
26개 시

군 : 최소면적인 증평군 인구(32천명) 미만

울릉(1만), 옹진(1만7천) 등 18
개 군

구 : 자치구 설치 당시 평균인구(20만명) 미만

부산 중구(5만), 서울 강서구(5
만2천) 등 15개 구

경기도 시⋅군통합 논의의 진단과 분석

<표 계속>

자족성 기준 (예시)

구 분

면 적

재정력

해당 자치단체

시 : 전국 面 지역의 평균 면적(62.46㎢) 이하

구리(33.30㎢), 과천(35.86㎢)
등 10개 시

군 : 하부조직인 1읍1면의 평균면적(131㎢) 이하

울릉(72.90㎢) 및 증평(81.84
㎢) 2개 군

구 : 창원시 大洞 평균면적(10.46㎢) 이하

부산 중구(2.82㎢), 대구 중구
(7.08㎢) 등 6개 구

시⋅군 :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12개 시, 61개 군

3. 경계조정의 기준 설정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일부 불합리하게 설정된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초
점이 있으므로, 둘 이상의 독립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기준인 행정구역개편의 기
준 또는 시⋅군통합의 기준들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조정
역시 행정구역 폐지분합의 일종이므로 일부 기준은 공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 기준과 시⋅군통합 기준 중에서 경계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5-3>은 이론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행정구역 개편기준과 시⋅군통
합에서 적용된 기준들을 비교하고, 이들 기준 중에서 경계조정시 적용가능한 기준
들을 검토한 것이다.
<표 5-3> 행정구역 개편 기준과 경계조정 기준의 비교
이론적 기준

적용사례

경계조정시
적용가능 기준

비용절감

○

○

⨯

관리효율성

○

⨯

○

공동체의식

○

⨯

○

역사⋅문화 동질성

○

○

○

○

○

○

기 준
행정
효율성
공동
사회성

주민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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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기준

적용사례

경계조정시
적용가능 기준

기형적 특성

⨯

○

⨯

도로⋅하천 등

○

⨯

○

지역경쟁력

○

○

⨯

지역균형발전

⨯

○

⨯

인구⋅면적 등

○

○

⨯

재정수입

○

○

○

접근성

○

⨯

⨯

주민의견

⨯

○

○

선거구

○

○

○

기 준
지리적
특성
지역
발전

자족성

민주적
기준

이상의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에 따른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의
행정효율성은 경계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지만 공단, 항만시설 등 단일의 시설물이
행정구역의 경계에 의해 분할되어 있을 경우,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
므로 경계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공동사회성 기준은 공동체의식과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포함하는데, 경계
조정의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지역이 둘 이상의 지자체로 분할된 지역
의 경우, 주민의 공동체의식(지역정체성)과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특
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생활권은 불합리한 경계설정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주민의 통근권, 통학권, 시내버스 권역, 학군 등은 주민의 생활 및 편의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근본적인 이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리적 특성은 기형적 특성과 지형지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형적 특성은
시가 군의 한쪽에 입지해 있거나 시가 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지형지물은 도로, 하천 등에 의해 주민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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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의 기준으로는 적절하지만 경계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자는 도로계획이나 도시 확장 등에 의해 도로 등이 신설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경계조정의 기준으로 적절하다.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기준도 시⋅군통합의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만, 일부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 일부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을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나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자족성 기준 중 인구와 면적 등은 경계조정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지
만, 일부 재정수입의 변화는 경계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일부 아파트단
지나 공단의 편입여부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기준 중 주민접근성 등은 시⋅군통합으로 인해 면적이 과다하게 넓어지
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일부 불합리한 경계조정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기준
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경계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국회의원 선거구 등은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계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다.
이상의 기준들이 경계조정에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
비중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 기준은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side effects)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경계조정에서 적
용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4>와 같다.
<표 5-4> 경계조정의 기준 및 이유
기 준

적정여부

이 유

우선순위

행정효율성

○

지구지정⋅공단조성 등 도시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 도시계획지구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함

3

○

공동체의식에서 동일한 지역으로 편입시
키는 것이 적절하나, 주민생활권과 지리
적 특성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아야 함

4

○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지역으로 편
입시키는 것이 적절하지만, 주민생활권과
지리적 특성 기준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아
야 함

5

공동체의식
공동
사회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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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적정여부

이 유

우선순위

주민생활권

○

학군, 통근․통학권, 시내버스 권역 등이 동
일한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적절함

1

○

도로 등 지리적 특성은 주민의 생활과 편
의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함

2

⨯

재정수입의 변화를 경계조정의 기준을 사
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간 면
적을 교환하거나 광역지자체에서 보전할
수 있음

7

주민의견

⨯

시⋅군통합은 주민투표 등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경계조정은 지가 등에
따라 주민의 의사가 결정될 수 있고, 주민
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경계조정
을 시도할 수 있음

⨯

선거구

○

선거구 변화는 경계조정을 실효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약기준으로 고려
해야 함

6

지리적
특성

자족성

도로⋅하천

재정수입

민주적
기준

위의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의 생활권과 지리적 특성(도로, 하천
등)은 주민의 편의와 관련하여 중요하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경계조정의 기준으로
판단되고, 행정효율성은 비용절감보다는 도시관리의 효율성 측면이 중시될 수 있으
며, 공동체의식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기준도 중요하다.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은
경계조정의 실효성을 결정하므로 제약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정수입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겠으나,
주민의 편의와 관련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계조정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면적을 교환하거나 중앙정
부나 광역지자체에서 보전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견
의 경우, 주민들의 지가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경계조정의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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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기도 시⋅군의 경계조정 방안
앞서 제2절에서 설정된 경계조정의 기준을 실제 경기도 시⋅군의 경계조정시
적용할 수 있다. 경기도 내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계구역의 현황12)을 보면 다음의
<표 5-5>와 같다.
<표 5-5> 경기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현황
번호
1
2
3
4
5
6
7
8

대 상 지 역

내
용
광교(수원), 흥덕(용인) 개발에 따른 연담화로
수원 하동 ↔ 용인 영덕동
동일생활권 형성, 극심한 굴곡 경계 발생
신동택지개발지구(수원) 내 화성시 관할구역
수원 신동 ↔ 화성 반정동
일부가 포함
영덕도시개발사업구역(용인) 내 수원시 관할
수원 원천동 ↔ 용인 영덕동
2필지 편입
왕숙천 직강공사로 양 시간 경계가 되었던 수로
남양주 수석동⋅도농동 ↔ 구리 수택동
변경
박달하수처리장(안양) 운영과 광명역세권택지
안양 석수동 ↔ 광명 일직동
개발에서 상대토지 이용에 따른 구역조정 필요
거모동(시흥)의 건물 일부가 시흥과 안산시로
시흥 거모동 ↔ 안산 신길동
분할
도일로 중심으로 생활권이 같은 안산 신길동
시흥 거모동 ↔ 안산 신길동
일부 지역 시흥시 편입
삼성래미안아파트 6개동 중 5개동은 안양시,
의왕 내손동 ↔ 안양 평촌동
1개동은 의왕시

1. 용인시 흥덕지구 및 인근지역
1) 지역현황
경기도 수원시와 인접한 용인시 영덕동에 흥덕지구가 개발되면서 광교신도시,
영통지구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도시 연담화 현상(광교
지구 개발, 영통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 도시간 관할구역의 경계가 모호해지
게 되었다. 특히, 42번 국도를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준공업지역은
수원시 원천동과 영통동에 둘러싸여 심한 곡각현상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12) 경기도 내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의 현황 자료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과로부터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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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용인시 흥덕지구 및 인근지역 위치도

광교신도시

수원시

용인시
흥덕지구
42번 국도

영통지구

2) 경계조정방안
첫째, 주민생활권 기준을 적용하면 용인시 영덕동은 수원시의 광교신도시 및
영통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므로 수원시의 영통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리적 특성 기준을 적용하면 영덕동은 42번 국도, 동탄원천로, 171번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42번 국도를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지역은 주민의 생활권과 도로
등을 고려할 때 영통지구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기준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경계조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선거구 기준을 고려하면 용인시 영덕동 주민 전체(37,767명)가 편입되
더라도 용인시 기흥구(367,805명)는 독자적인 선거구(인구 상한선 312,000명)를
유지할 수 있고, 수원시 영통구 선거구(266,964명)에도 변동이 예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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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하한선 104,000명). 더욱이 용인시 영덕동의 일부 지역이 편입될 경우, 주민
의 지지성향에 따른 후보자별 이해관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선거구 자체의 변동은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용인시 영덕동은 주민의 생활권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입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계분쟁지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07년 광교신도시 개발지역의 수원⋅용인시 행정구역
152,990㎡에 대해 영동고속국도를 기준으로 맞교환 조정한 전례가 있다.

2. 수원시 신동지구에 포함된 화성시 반정동 지역
1) 지역현황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으로 개발 중에 있는 신동택지개발 지구에 화성시
관할구역 일부가 다음의 <그림 5-2>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5-2> 화성시 반정동 지역 위치도

신동지구

수원
영통지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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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동일 택지개발 지구 내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인
해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하천)의 설치 등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완료 후
도시관리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수원시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행정
구역과 도시계획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편입에 반대하고 있다.

2) 경계조정방안
첫째, 주민의 생활권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지구
인만큼 지구단위로 생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등 지리적 특성 측면에서
신동지구는 덕영대로와 권선로에 의해 화성시와 차단되어 있으며, 수원시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행정효율성 기준 측면에서 동일한 도시계획지구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
로 분할되어 있어 도로, 공원 등 도시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견되고 있고,
주택 및 서비스수혜에 있어서 주민혼란과 생활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셋째, 주민의 공동체의식 및 역사⋅문화적 동질성 기준 측면에서는 새롭게 조
성되는 지구인만큼 분석이 곤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자 한다.
넷째, 선거구 기준에서 보면, 화성시 반정동이 수원시 권선구로 편입되더라도
권선구 선거구(313,904명)와 화성시 을선거구의 변동은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된다.
따라서 신동지구에 포함된 화성시 반정동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의 편의
제고, 도시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수원시로 편입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
된다.

3. 용인시 흥덕지구에 포함된 수원시 원천동 지역
1) 지역현황
경기도 용인시 흥덕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수원시 원천동 일부지역(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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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입되어 있다(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84-3, 284-4). 흥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은 2006년 7월 시작된 공업지역 재정비(제조공장을 연구지원시설로 전환)사업으
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원(면적 137,360㎡)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3> 용인시 흥덕지구 위치도

사업구역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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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조정방안
첫째, 주민의 생활권 기준에서 볼 때 흥덕지구는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리적 특성을 보면 도로나 하천 등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요인이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한 계획지구가 두 개의 지자체 관할구역으
로 분할되어 도로, 하천, 공원 등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주민의 공동체의식 및 역사⋅문화적 동질성 기준 측면에서는 새롭게 조
성되는 지구인만큼 분석이 곤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자 한다.
넷째, 선거구 기준 측면에서 수원시 원천동 일부가 용인시에 편입되더라도 수
원시 영통구 선거구의 유지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으며,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도
2011년 7월 현재 367,805명으로 이미 인구상한선(312,000명)을 초과하고 있으
므로, 수원시 원천동 일부지역의 인구편입으로 선거구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된다
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용인시 흥덕지구 내에 포함된 수원시 원천동 일부 지역은 주민의 불편
해소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고려할 때 용인시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다른 경계조정 대상지역과 교환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남양주시 수석동⋅도농동과 구리시 수택동 지역
1) 지역현황
1991년~1993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한 왕숙천 직
강공사 완료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경계가 되었던 왕숙천 수로가
변경되어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 구리시로 편입된 면적은 총 215,197㎡(수석동 427-1 외 96필
지와 도농동 429-8 외 22필지)로 각각 건축자재야적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
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구리시에서 남양주시로 편입된 면적은 총 266,749㎡(수
택동 20 외 149필지)로 빗물펌프장 등 남양주시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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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계조정시 구리시의 면적감소(51,552㎡)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경계분쟁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 등 다수의 분쟁사례가 파생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는 현재의 왕숙천 수로를 경계로 조정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구리시
는 시세 축소 우려 및 시민정서상 경계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구리시의 반대로 인해 두 지역간 경계조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림 5-4> 남양주시와 구리시 경계분쟁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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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조정방안
첫째, 주민의 생활권 기준 측면에서 왕숙천의 직강공사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
고, 시설물 또한 건축자재야적장과 빗물펌프장 등이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한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리적 특성의 경우 하천에 의해 공공시설이 분할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선거구 기준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주거지역이 아닌 공공시설물이므로,
경계조정에 따른 인구변동이 거의 없어 선거구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된다. 아울러, 주민의 공동체의식도 주거지역이 아닌 관계로 적용하기 어렵고,
직강하천사업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적 동질성 기준도 적용하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간의 경계조정은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 기준
에서 새롭게 조성된 하천을 경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구리시의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보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동래구간 경계조정시 부산광역시에
서 재정조정교부금을 지급하여 해결한 선례가 있다.

5. 안양시 석수동과 광명시 일직동 지역
1) 지역현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박달하수처리장 내에 광명시의 일부 지역
(101,738㎡)이 포함되고 있고, 광명시의 광명역세권 개발지구 내에 안양시의 석수
동 유보지(103,910㎡)가 포함되어 있다.
광명시에서는 박달하수처리장 내 광명시 면적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안양시 석수동 면적을 맞교환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안양시는 박달하수처리장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석수동 유보지 뿐만 아니라 안양천 상류지역과 하수처
리장 주변 경계구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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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안양시와 광명시 경계분쟁지역 위치도

택지개발지구내
석수동면적
(유보지)
103.910㎡
(31.5천평)

박달하수종말
박달하수종말처
처리장 내
리장내
광 광명시면적
명 시 면
101,738.8㎡
적:101,738.8㎡
(31천평)
( 3 1
천평)

시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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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조정방안
첫째, 주민의 생활권 기준 측면에서 보면 택지개발지구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도로⋅하천 등 지리적 특성 기준
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행정효율성 기준 측면에서 보면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광명시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셋째, 주민의 공동체의식 측면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기준 측면에 대해서는
계획지구 및 시설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
고자 한다.
넷째, 선거구 기준 측면에서 안양시 만안구 선거구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광
명시 면적을 조정할 경우에도 변동의 없으며, 일직동을 포함하고 있는 광명시 을
선거구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안양시의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선거구
의 인구상한선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주민의 불편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안양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과 광명시의 택지개발지구는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안양시의 하수종말처
리장에 포함된 광명시 면적과 광명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안양시의 면적이 서로
비슷하므로, 맞교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문제는 초래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6. 시흥시 거모동의 근린생활시설
1) 지역현황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의 근린생활시설(1658-8외 2필지 및 거모동 1678-21
외 1필지)은 인접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하
여, 하나의 건물이 시흥시와 안산시로 분할되는 등 주민들의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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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시흥시 거모동 근린생활시설의 위치도
도

면

현 장 사 진

위 성 사 진

2) 경계조정방안
첫째, 주민생활권 기준과 시설관리의 효율성 기준에서 동일한 건물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리적 특성⋅선거구⋅공동체의식⋅역사적⋅문화적 동질성 기준 측면
은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부분에서는 배제하고자 한다. 다만,
과거 주민들의 반대로 경계조정에 실패한 경험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
는 기준을 제시하여 설득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편의와 건물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근린시설건물은 하
나의 지방자치단체로 경계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해관계를 고려
한다면 하나는 시흥시로, 다른 하나는 안산시로 조정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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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흥시 거모동과 안산시 신길동 지역
1) 지역현황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777번지 일원은 도일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역이 같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지역의 일부와 분할되어 있다. 이 지역은 안산시와
대표적인 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으로서 경계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대로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7>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분쟁지역 위치도

구역변경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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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조정방안
첫째, 주민의 생활권 기준 측면에서는 안산시와 동일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안산시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리적 특성 기준 측면에서 보면 도일로 등에 의해 주민생활이 불편을
받고 있으므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셋째, 행정효율성 기준 측면에서 동일한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
적 관리 측면에서 안산시로의 편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공동체의식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기준은 적용하기 어려운 관계로 배제
하고자 하고, 선거구 기준은 안산시로 편입되더라도 선거구상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지역 중 신길택지개발지구에 속한 지역은 주민의
편의, 시설관리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8. 의왕시 내손동과 안양시 평촌동 지역
1) 지역현황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과 안양시 평촌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
트는 총 6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의왕시 내손동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5개 동은
안양시 평촌동에 소속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경계조정방안
첫째, 주민생활권 기준 측면에서 보면 안양시와 의왕시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리적 특성 기준 측면에서 도로, 하천 등 지리적 장애물에 의해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되는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행정효율성 기준 중 시설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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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단지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분할되어 있어 단지관리, 주민서비스 등
에 대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선거구 기준 측면에서는 과천시와 의왕시이 동일한 선거구를 형성하고
있지만 경계조정으로 인해 선거구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다. 2011년 6월 현재 과천시 인구는 72,218명이고 의왕시 인구는 148,315명으
로 선거구하한선인 104,000명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 의왕시와 군포시간 경계조정의 전례가 있는데, 군포시에서 당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왕시 이동 24번지외 14필지가 편입되어
한 아파트가 2개시에 걸쳐 건축되었다.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2004년 10월 경계조정 실무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두 지역간에 면적교환이 추
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의왕시 내손동과 안양시 평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경우는 교환할 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일방적인
편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주민의 편의와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의 관점에서 의왕시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안양시로 편입하되, 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에서 보전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8> 의왕시와 안양시 경계분쟁지역 위치도

안 양 시

의 왕 시

시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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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분석 및 제시된 경기도 내 시⋅군의 경계조정 방안을 종합하여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6>과 같다.
<표 5-6> 경기도 시⋅군의 경계조정 방안
대상지역
수원 하동 ↔ 용인 영덕동

수원 신동 ↔ 화성 반정동

수원 원천동 ↔ 용인 영덕동

경계조정 방안
∘ 주민생활권⋅지리적 특성 측면에서 영덕동을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
∘ 지리적 특성⋅주민편의 제고⋅도시관리 효율성 측면
에서 반정동을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
∘ 주민불편 해소⋅도시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원천동을
용인시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
∘ 공공시설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택동을 남양주시로

남양주 수석동⋅도농동 ↔ 구리 수택동

편입하는 것이 적절
∘ 구리시에 대한 경기도 보전 필요

안양 석수동 ↔ 광명 일직동

∘ 해당 지역에 대한 안양시와 광명시의 면적이 서로 비슷
하므로, 맞교환하는 것이 적절
∘ 주민편의 제고⋅건물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근린건물을

시흥 거모동 ↔ 안산 신길동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예속시키는 것이 적절

(거모동 근린생활시설의 신길동 소재) ∘ 다만,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하나는 시흥시로, 하나는
안산시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적절
시흥 거모동 ↔ 안산 신길동
(거모동 신길택지개발지구 일부의
신길동 소재)

∘ 주민편의 제고⋅시설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길택지
개발지구를 안산시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
∘ 주민편의 제고⋅시설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왕시

의왕 내손동 ↔ 안양 평촌동

소속의 삼성래미안 아파트 106동을 안양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
∘ 다만, 의왕시의 재정수입 감소분은 경기도에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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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요약
제 2 절 정책 건의

제

6

장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지난 2011년 9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최종
적인 시⋅군 및 자치구의 통합기준, 통합건의 추진절차,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특례 지원방안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최종 시⋅군 통합기
준에 입각하여 경기도 내 향후 통합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8개 권역,
22개 시⋅군)을 모색⋅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통합 전후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 설정으로 인해 지역 및 주민간 갈등과 불편을 야기하
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8개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의 시⋅군통합 측면에서 수원⋅화성⋅오산 통합시와 성남⋅하남
⋅광주 통합시의 경우, 인구 및 면적규모는 각각 172만명⋅852㎢와 135만명⋅
666㎢가 되어 두 통합시 모두 1차 시⋅군 통합기준에서 인구와 면적이 각각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특례기준에서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
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양주⋅동주천 통합시와 남양주⋅구리 통합시의 경우에는 인구 및 면
적규모가 각각 70만명⋅488㎢와 72만명⋅491㎢가 되어 두 통합시 모두 1차 시
⋅군 통합기준에서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면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특례기
준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안양⋅의왕⋅군포⋅과천 통합시와 부천⋅시흥⋅광명 통합시의 인구 및 면적규모
는 각각 110만명⋅185㎢와 158만명⋅227㎢ 가 되어, 이 역시 1차 시⋅군 통합
기준에서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면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특례기준에서는
두 통합시 모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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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통합시의 경우에도 인구 및 면적규모가 110만명⋅284㎢가 되어, 1차
시⋅군 통합기준에서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면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특례
기준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주⋅이천 통합시의 경우에는 인구 및 면적규모가 30만명⋅1,069㎢가
되어 1차 시⋅군 통합기준에서 각각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특례기준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시⋅군통합 예상지역에 대한 분석⋅평가의
결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수원권의 경우 수원시는 찬성이고, 화성시는
관망이며, 오산시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오산시는 화성시 동탄⋅정남
과의 행정구역 개편을 희망하고 있다. ⅱ) 성남권의 경우, 성남시와 광주시는 유보
입장이고, 하남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성남시의 경우에도 광역시
승격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ⅲ) 안양권의 경우, 안양시는
찬성이고, 군포시와 의왕시는 반대 입장이다. 안양시의 경우, 시⋅군통합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군포⋅의왕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신중한 접
근전략을 모색 중이다. ⅳ) 의정부권의 경우, 의정부시는 찬성이고, 양주시와 동두
천시는 반대 입장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한계에 부딪힌 발전의 재도약 발판으로
통합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동두천시가 중심이 되는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ⅴ) 남양주권의 경우 남양주시는 찬성이고, 구리시는 반대
로써 입장차이가 극명하다. 남양주시의 경우, 향후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건의서
제출 입장이 강하나, 창원시 방문 이후 주민갈등을 의식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겠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 ⅵ) 광명시의 경우, 철저히 서울특별시와의 통합
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지역분열을 우려하여 통합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한편, ⅶ) 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통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상대적이 저개발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통합에 대한 공무원들의 막연
한 위기의식,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이기주의, 주변지 전락에 따른 우려 등으로 인
해, 경기도 내 통합 예상지역들 가운데 통합 실현이 유력한 권역은 아직까지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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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통합 예상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동태 파악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 및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의 경계조정 측면에서 ⅰ) 용인시 흥덕지구는 주민생활권 및 지리
적 특성 기준에서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ⅱ) 수원시 신동지구에 포함
된 화성시 반정동 지역은 지리적 특성⋅주민편의 제고⋅도시관리 효율성 기준에서
화성시 반정동을 수원시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ⅲ) 용인시 흥덕지구에 포함된
수원시 원천동은 주민불편 해소⋅도시관리 효율성 기준에서 수원시 원천동을 용인
시로 편입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ⅳ) 남양주 수석동⋅도농동
및 구리시 수택동의 경우에는 공공시설관리의 효율성 기준에서 구리시 수택동을
남양주시로 편입시키되, 구리시에 대한 경기도의 보전이 필요하며, ⅴ) 안양시 석
수동과 광명시 일직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안양시와 광명시의 면적이 상
호 비슷하므로, 맞교환하는 것이 적적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ⅵ) 시흥시 거모동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민편의 제고⋅건물관리 효율성
기준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단일 지방자치단체에 편입하거나, 이해관계를 고려
하여 하나는 시흥시로, 다른 하나는 안산시로 조정해야 할 것이고, ⅶ) 시흥시 거모
동과 안산시 신길동은 주민편의 제고⋅시설관리의 효율성 기준에서 신길택지개발
지구를 안산시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ⅷ) 의왕시 내손동과 안양시 평촌동의
경우에는 주민편의 제고⋅시설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왕시 소속의 삼성래미안
아파트 106동을 안양시에 편입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경우
의왕시의 재정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절 정책 건의
현재 중앙정부 및 국회가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비롯한 지방행
정체제를 개편해 나가는데 있어, 관련 학계⋅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반발
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승진
불안 및 신청사 건립에 따른 통근 불편 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 역시 공동체 의식 및 일체감의 저하, 중심도시에 대한 주변지로의 전락, 각종
주민혐오시설의 유치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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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째, 근본적으로 ‘先지방분권 - 後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2011년 8월 2일 개최된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제시된 대다수 광역
자치단체의 공통된 주장으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상대적으로 많
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지역 및 주민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하드웨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이행을 위해, 프랑스의 기능별
｢지방이양일괄법｣ 및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과 같이 기능별 총체적⋅포괄적 권
한이양을 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군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구규모의 상한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에 향후 통합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권⋅안양권
⋅의정부권 등은 모두 통합 이후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급 대도시가 됨에 따라,
경기도의 핵심지역이 모두 광역시로 빠져나가게 되어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잔여도
부의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크다.13)
<그림 6-1> 시⋅군통합 및 광역시 승격 가정시 경기도의 면적 변화
시⋅군통합 이전

시⋅군통합 및 광역시 승격 가정시

13) 한편, 인구규모가 지나치게 큰 규모로 시⋅군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로 인한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존재한다(육동일, 2006; 이기우⋅조성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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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은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수원권(수원+화성+오산), 성남권(성
남+하남+광주), 안양권(안양+의왕+군포+과천), 안산권(안산+시흥), 부천권(부
천+시흥+광명) 등이 광역시로 승격될 것을 가정하여, 경기도 면적의 변화를 살펴
본 것이다. 이 경우, 경기도의 인구규모가 현재 1,207만명에서 647만명 정도 감소
하게 될 것이며, 면적규모도 10,167㎢에서 2,079㎢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분
석된다. 경기도의 인구 53.6% 감소, 면적 20.4% 감소는 결국, 심각한 도세(道勢)
의 약화를 야기하여 도(道)의 조정기능 약화,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의 곤란,
도내 균형발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통합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규모를 100만명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들은 현재 일반 시⋅군에 비해 많은 재정특례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특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인⋅
허가 사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효율성과 책임성의 저하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성호 외,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통합 지방자치단체(대도시)에 대한 도세(道稅) 추가 10%
교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반 시⋅군과의 빈부격차 심화, 국가균형발전 저하,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등의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도시 행정특례와 재정특례간 상호 연계
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전체 대도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8개의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기타 도(道)에 비해 특례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도시 특례로 인한 도 재정의 결손분을
중앙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투표에 의한 시⋅군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민투표 외에, 지방의회의 의견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회의 의견만으로 시⋅군의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 및 주민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
이 5명인 경우 3명의 찬성만으로 시⋅군을 통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여⋅야가 동수일 경우에는 단 한 명이 시⋅군의 존폐를 결정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
하여 자기결정권 원리에 부합되지 않고 대표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시⋅군 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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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명도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주민의 직접
적 참여(주민투표)를 통해 정하지 않는다면, 보다 확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지방분권⋅재정포럼, 2010). 따라서 시⋅군통합은 지역주민의 의
사를 최우선시하여 주민 중심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식으로서 철저히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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