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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형 국가통치(Regionalized State) 체제를 채택하였다.

제1장 서 론

지방분권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지역정부)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기능과 역할 부여가 필요한 시점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방향은 시도의 광역
화에 의한 도폐지 및 도의 국가기관화를 지향
☐

○ 우리나라 정치권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주로 6～
70개의 대도시화(통합시)에 의한 단층제 추진으로 도폐지 또는
특별․광역시․도의 광역화 및 국가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지향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자치 선진국의 2000년 이후 지방분권 추진방향은
지역(Region) 중심의 지방분권주의를 지향
☐

○ 지식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 지방화가 가속화 되면서 지
방자치 선진국은 대도시권(도심지-주변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
역화(Regionalisation)가 가속화 되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있
다.
○ 이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통일유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마스트
리츠 조약을 시발로 ‘지역’ 중심의 폭 넓은 지역주의 및 신지방분
권주의(Regionalism, New Localism)를 지향하고 있다.
○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스코틀랜드, 벨기에, 아일랜드,
북구유럽국가 등은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강화 및 자율
적인 지역의 정치사회적 공간 창조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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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지역정부)는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특별시․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대폭적 권한이양을 통해 자율적이고, 다양한 지역경
제 발전정책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
다.
○ 즉, 지방분권체제 하의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에서 ‘중간지방정
부’(Intermediate-level of Government)로서 광역자치단체(지역정
부)의 전략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유럽 지방자치 선진국의 광역자치단체(지역정부)의 존재와 다양한
역할에 관한 전문적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등 단일국
가들의 중간지방정부인 지역정부의 형성 및 발전단계와 법적, 정
치적 실체에 관하여 비교연구를 한다.
○ 또한 광역자치단체(지역정부)로서 중앙-지역-기초 정부간 관계
속에서의 법․정치적 위상과 역할, 다층제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하에서 중간지방정부의 존재 효용성 및 지역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의 유용성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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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력에 기반을 둔 21세기 지방분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광역시․도의 정체성 확립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역정부 발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도로 대표되는 광역자치단체인 지역정부
체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에서 바람직한 지방분권화 체제로 발전
해 가야 할 것인지 다가올 미래의 지방자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 연구의 주요 내용

☐

○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시장경제의 세계
화에 대응하여 각 선진국들의 지정학적 환경변화를 통해서 지역
을 경제발전의 중심적 공간단위로 재정의 하는 발전과정에 중요
한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라는 개념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
를 그 지역의 정치․행정․경제 및 사회․문화적 통합체로서 지
역민주주의와 지역발전 촉진을 담당하는 주체로 인식하는데 필요
하다.
○ 현재 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도인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더
욱 강화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고, 지역정부화는 이러
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으로 강화시키는 전략 마련이 필
요하다.

□ 시간적 범위
○ 2010년 현재 지방자치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
체계 하에서 지역정부화 정책을 추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정
부의 법․행정 체제와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다.
□ 사례대상국 범위
○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 체제 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사례연구 대상
○ 구체적으로는 1980년 이후 지역정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대륙법계 국가, 1998년 이후 다양한 지방
행정체제의 제도 변화를 추진해 온 영국의 지역정부화 정책 대상
이 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정부, 그리고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체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프랑스 등이 연구 대상이 된다.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스코틀랜드․웨일즈의 지역정부
□ 연구 내용
○ 지역정부의 필요성 및 의미
○ 지역정부의 탄생 배경 및 사회․정치․행정적 의미와 법체계 분
석
○ 4개 사례국 지역정부에 관한 법․정치․행정체계에 관한 검토
-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지역정부 법적 지위와 자치기능
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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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역(중간정부)-기초」정부 간의 법․정치․행정 관계 속
에서 지역정부의 존재성에 대한 실체 분석
- 외국 지역정부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및 교훈

제2장 EU 지방자치제도 현황
제1절 EU 지역정부의 발전 과정

2. 연구의 방법

□ 결과 활용방안

1. EU 지역정부 도입 배경

○ 21세기 국가발전 주체로서의 광역자치단체 역할 정립
○ 국가경제발전 주체로서의 시․도의 역할제고 방안 마련의 기초자
료로 활용 가능하다.
○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서 광역지방정부의 위상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지방상원 도입 등 헌법개정 논의에 대한 대응자료

○ 헌법개정 논의가 전개되면 시ㆍ도에 대한 헌법적 위상정립의 논
거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시ㆍ도
의 위상과 권한 보장을 위한 논거 확보에 필요하다.

1) 지역정부 중심의 자치계층제 현황

○ 유럽 선진국의 지방자치 계층구조의 변화
- 전 세계적으로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에 지방정부가 통합되었던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각 나라마다 큰 변화 없이 주로 기초
수준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점차 다
양화해지면 복잡해졌다(Delcamp, 2003: 28~29).
- 연방국가로서 기초-중간자치정부-지역(주정부)자치정부 수준의 자
치계층을 가진 국가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 등이다.
- 지역정부 중심의 단일국가(기초-중간-지역정부)로는 스페인, 이탈
리아, 영국 등에서 발전하였고, 단일국가이면서 기초-중간-지역정부
등의 자치계층을 유지해 온 경우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유럽의 지방정부 형태는 중층제형 자치계층체제 중심
- 선진국의 지방정부 자치계층체제는 보편적으로 중층제의 당위성이
분권의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가 된다(Boadway and Shah,
2009: 244~245).
- 유럽 지방자치 선진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약 250개의 지역정
부(regions)와 10만 여개의 기초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이들은 약 11
조 유로를 지출하고(유럽국가 GDP의 약 11.2%) 있다. 가장 지출이
적은 말타섬의 경우는 0.8%,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는 30.2%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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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액의 지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 유럽의 주요 선진국은 기초정부에 대하여 종합행정의 권한이 부여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권인 자치입법권, 행정조직 및 인사권, 자치재
정권 등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기초정부의 경우 오랜 역사
적 전통과 공동의 역사, 문화, 지리적 동질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이 아무리 통폐합 시기를 거쳤다고 해도 급속하게 사라지거나 변화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 중심의 참여와 정치적 분권의 기본계층
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대감, 일체성(sense of community)을 파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2계층제~3계층제
하에서의 광역정부의 활성화 및 다양한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 EU 지역정부의 대표국가도 3층제형 지방분권 국가
- 본 연구의 대상인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3계층제의
자치계층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
포르투갈, 영국은 2계층제의 자치계층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영국의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는 단층제에서 10년 뒤 다시 2계층제
자치계층체제로 환원하였다.
-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면적이 협소하거나 인구가 적은 경우에 예
외적으로 단층형 자치계층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앵글로 색슨
계 모델을 대표하는 영국, 스웨덴 등의 지방정부는 연방국가체제와
유사한 지방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 중간 자
치정부가 없는 단일국가로써 기초지방정부가 막강한 자치권을 행사
하고 있는 나라이다.
<표 2-1> 유럽 주요국의 자치계층과 지역정부(광역자치단체) 현황(2005년 기준)

국가별
평균
지역(광역)정부의
지역정부 형태 수 주민수
책임권한 범위
대한민국
metropolitan 16 350만
광역행정기능 및 사무수행
city, province
독일
교육, 고속도로, 병원, 경찰, 시민안전,
Land 16 510만
구조, 지역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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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자치계층
(㎢)
228기초(2006년 7월 1일부터
9만9천 16지역,
4개 축소) (9도, 77시, 88군, 69자치구)
323 크라이스(Kreise),
34만9천 16주(Länder),
118 자유크라이스(Kreisfreie Staedte)

13,148기초(Gemeinden)
17지역(communidades autonomas),
스페인
지역개발, 주택, 공공건설, 49만9천
52도,
Autonomous 17 230만 도시개발,
환경,
사회복지,
관광,
통신
2자치시(Ciudades
Autonomas),
Community
8,082기초(municipios)
이탈리아 20 280만 지역사회복지, 계획, 경제발전, 건강, 29만4천 15지역(regioni), 5개 특별지역,
Regioni
경찰
106도(Provincia), 8,100기초(Comuni)
4지역(Regions), 468 지방정부 :
34도(counties), 434기초
영국
지역개발, 지역경제발전, 환경보전, 24만2천 388(잉글랜드 : 238 Districts, 33
4
250만
region
관광 등
London, 36 Metropolitan, 47 Unitary),
22(웨일즈), 32(스코틀랜드),
26(북아일랜드)
프랑스 26 250만 지역계획, 경제발전, 고등학교, 54만4천 26지역(Région), 100도(Départements),
region
투자정책조정, 기업파트너지원
36,782기초(Communes)
일본
전략기획, 도도부현 도로개발․유지,
47
260만
47광역(도도부현),
1,600기초(시정촌)
prefecture
고등학교, 경찰
-RCC는 국가가 임명하는 지역
수준의 집행기구로 지역발전정책을
7 지역(Region) : 5 Regional
Coordination Commissions (RCC)과 2
전체인 -2개 자치지역은담당
직선으로 구성하는
개 자치지역(Autonomous Regions:
포르투갈 7 구
자치정부
91,947 Azores, Madeira), 18 County(divisão
region
1,060 -Lisbon과 Porto는
distrital), 300 municipalities
만 명 -18개 카운티는 협력대도시행정체제
및 조정기구,
(municípios), 4,257 parishes
문화, 사회복지, 교육 업무 등에 관한
(freguesias): 수도 리스본(56만 5천 명)
협의와 조정역할 담당
스웨덴 24 36만 보건의료, 문화․관광분야 재정지원,
24지역(Län, Counties),
county
지역경제발전
286기초(Municipalities)
- 도 수준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도지사는 국가가
임명함
전체인 Region은 일종의
5개 läänit(provinces), 20 Maakunnan
County 수준으로
핀란드 20 구 -기초의회가
Liito(County), 446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338,145
province
530만 일종의 기초정부간 협력기구 수준.
municipalities(Kunta): 수도 헬싱키
명 사무권한은 지역개발, 지역계획,
(56만 명)
유럽구조기금에 의한 지역정책 집행
등
전체인
개 County (fylkeskommune), 440
노르웨이 19 구 중학교 교육, 지역발전(경제), 교통, 385,252 19
Commune (Kommune) : 수도 Oslo는
county
478만
환경, 무역 및 산업정책
광역이자 기초정부
명
병원, 보건, 평생교육, 생활복지,
덴마크
14지역(County),
지역계획, 농촌보전,
4만2천
county 14 37만 고속도로건설․유지,
273기초(Municipalities)
대중교통
기초감독, 민방위, 쓰레기처리,
네덜란드
지역(도)정부(provinces)
고속도로 건설․유지, 3만4천 12개
province 12 130만 지역개발,
640개 기초정부(gemeenten)
에너지․물 공급, 대중교통
출처 ; Hughes et al., (1998); Stoker et al., (1996), Norton (1994)에서 자료 재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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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별 국가별 통계 보완 : 참고자료는, Norton A. (1994), International handbook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advanced democracies.
Edward Elgar; Stoker G., Hogwood B. & Bullman U. with Osei P. & Cairney P.
1996. Regionalism. Luton: Local Government Management Board; Hughe M. et al.
(1998),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in other countries. Report
prepared for the Commission on local government and the Scottish Parliament; 안영
훈(2005), 자치경찰비교, 2005.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벨기에 자료); 프랑스 내무
부 통계(2005), Les Collectivité locales en chiffres, 유럽 EU국가의 지방자치계층구조,
2005, p.124.; 독일, 독일연방정부 통계(Statistische Landesämter in Deutschland), 2004
: 기초자치정부 수 통계(2002. 12.), 크라이스 통계(2003. 12); 덴마크 자료, Municipalities
and Counties in Denmark : Tasks and Finance, 200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 등.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웨이 국가: Eurostat. (유럽연합 통계청) 2006년 자료
(Rapport sur les comptes de la Nation 2006).

2) EU 지역정부의 등장 이유

○ 유럽 지역정부의 등장 배경1)
- 지방자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치
적, 경제적 발전 노력이 유럽국가들을 통합시킨 EU(유럽연합)의 탄
생과 함께 ‘지역정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 즉, 유럽통합으로 촉진된 지역화는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국민국가
의 변화에 따라 지역민주주의를 재구축하는 한편, 지역개발을 추진하
는 공간단위의 재정의를 의미하였다.
-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주민으로부터 가까운 ‘지역’ 수준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주
체에 대한 권한 확대 등이 중요하게 되면서, ‘지역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민주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정부의 필요
- 주민직선에 의해서 구성된 지역정부는 전통, 경제적 상황, 행정적
수요의 수용 등 지역 간의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의 정체성을 토대로
다양한 민주주의 포럼을 구축․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
터 정치 행정권한을 이양받아 기존의 중앙정부의 지역조직이 지니지
1)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 법적 위상에 관한 연구,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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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정치적 책임성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은 역사 문
화 사회적 관점에서 동질적 특성을 지닌 지리적 기반을 중심으로 지
역 내의 공동목표와 공통의 문화 속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 지역경제 발전의 주체가 되는 지역정부
- 중앙정부가 지역 수준에서의 경제정책까지 중앙집권 방식으로 운
영하게 되면 이는 지역의 잠재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원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지역정부는 관할 내의 경제발전을 위한
일관적 정책을 추진하고, 발전적 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종합 조
정하며, 지역의 경제적 관심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다.2)
-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론은 1990년부터
제기되어 21세기에 걸쳐 제기되어 왔다. 경제관련 권한의 중앙집권은
킨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적 내용이다.
-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정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정치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정치적 분권에 따라 경제적 권한이 비교적 균등하게 지역정부
에 이양되면 지역정부 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글로벌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유럽연합에서 우세하였다.
○ 유럽국가 간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추진
- 유럽에서 지역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유럽통합이
라는 정치적 상황에 기인하였다. 유럽의회는 유럽의 지역 간 균형발
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구조개혁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지역
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정책의 주체가 지역민주주의를 대표
하는 지역정부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통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 그리하여 지역발전이라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
에서 광역적 관할 범위를 담당하는 지역정부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
게 되면서 중앙정부와 기초 단위의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대처할 수
2)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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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지역의 횡단적 현안 등을 통할할 수 있는 기초 단위 지방정
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새로운 중간 계층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들
이 경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2. EU 지역정부의 발전
1) 보충성 원칙에 의한 지역정부의 발전

○ 유럽연합의 보충성 원칙 하에 지역정부론 대두
- 지역주의에 대한 자치권 부여는 <자유경제원리>를 추구하는 효과
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최초로 보충성의 원칙을 천
명한 것은 1985년 유럽 지방자치정부 헌장에서 이고, 유럽연합의 결
성의 초석이 되었으며 마스트리츠 조약을 기회로 완전히 공식화 되
었다. 이 사건은 지역 차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1985년 유럽 지방자치정부 헌장의 보충성 원칙
- 1976년 ‘보충성의 원칙’이 소위 ‘틴데만 보고
서’(Tindemann-Bericht)를 통하여 유럽차원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지난 1992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공동체(EC) 조약에 명시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지역 차원
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이다.
- 제4조3항 : 최초의 보충성 원칙을 명문화 한 국제규정으로 “공
공책임을 행사할 때 일반적으로 선호하기에는 시민에게 가장 가
까운 공공기관에 이의 집행권을 부여해야만 한다. 다른 공공기관
에 책임을 이양할 때에는 임무를 수행할 규모의 정도, 성격, 그리
고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
- 즉, 유럽연합에 의한 중앙집권화 된 유럽통합은 유럽 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전통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에 근간을
두고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통일된 유럽을 건설하고자 하면서 그 중

심에는 유럽 각 지역의 자치성에 근간을 두고서 유럽통합을 이행한
다는 것이 추구하고자 한 목표였다. 유럽연합의 통합을 계기로 경제
발전의 합리화 작업, 대중교통계획의 확대, 지역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역주의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
러면서 이러한 유럽 지역주의화는 지역 중심의 자치적 분권주의를
지향하면서 1989년 뮨핸에서 유럽의 지역주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
여 유럽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를 탄생시켰다.
○ 보충성 원칙에 의한 지역 자율성
- 유럽연합에 의한 중앙집권화 된 유럽통합은 유럽 각 지역의 경제
적 문화적 전통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에 근간을 두
고 출발하였다.
- 그리하여 통일된 유럽을 건설하고자 하면서 그 중심에는 유럽 각
지역의 자치성에 근간을 두고서 유럽통합을 이행한다는 것이 추구하
고자 한 목표였다.
○ 보충성 원칙의 적용 가능한 원리
- 조직 원리: 국가-지방간 임무, 기능의 배분절차이며(독일, 스위스의
사례), 상향-하향 양면성을 갖는다.
- 효과성 원리: 근접성과 자율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근
접성은 지방자치의 기본명제이고, 그 명제 하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상
가깝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 정치성 원리: 보충성원칙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반대하고, 중앙
집권적 운영체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한다. 보충성원칙은 가능
하면 <집단, 단체>를 이루는 시민사회에 모든 결정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반대 논리이기도 하다.3)
○ 보충성 원칙에 의한 사무배분 권한
- 통치체제 구축 원리 중 수직적 권한배분 관계를 구축하는 두 가지
3) A. Estella, The EU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its Critiqu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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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보충성(subsidiarity) 원칙은 아래에서 위로 세우는 행정체계
를 의미하고,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원칙은 위에서 아래로 세우
는 행정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유럽 민주 선진국가의 일반적인 지방
자치권이기도 하다(Delcamp, 2003: 41~42).
- 보충성 원칙은 사무 및 권한배분과 관련하여, ① 상위조직의 관여
는 하위조직이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정당화됨과 ②
관여는 제한된 범위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다
(Dubach, 1996: 18-20).

- 독일도 보충성 원칙의 명료화를 위하여 1992년 12월 기본법을 개
정하여(Hesselberger, 1999: 19), 동 원칙을 헌법적 수준에서5) 명시적
으로 선언하였다(Knemeyer, 1997: 204).
- 이것은 지방분권화(Dezentralisation)의 개념을 "보충성 원칙"에 의
해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였다.

2) 보충성 원칙 적용 후 EU 지역정부의 변화

○ 헌법 및 법률 체계에 보충성 원칙의 적용
- 예를 들면, 영국의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 정치적 분
권(devolution)을 이행하면서, 국내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잉글랜
드 중심의 국회와 스코틀랜드 지역국회 간 관계 등) 보다는 유럽연
합 차원에서 국가 간 적용하는 보충성 원칙이 더 효과적인 거버넌스
도구가 된다고 인식하였다(Scott, 2000: 1).
- 프랑스는 20년 이상의 지방분권 경험으로부터 문제제기를 하게 되
었는 바, 1982년 지방자치법 제정 후 세부적으로 정부 간 권한배분을
규정한 1983년 사무배분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사무배분 원칙과 그
에 따른 실제 적용에 이러한 법률들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기능과 권한의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 문제는
정부계층 간 고유한 사무수행의 범주를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계층간 명백하게 구분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 이에 프랑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간 권한배분을 현실에
맞게 재정의 하면서, 프랑스 수정헌법 제72조2항에서 총체적권한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였다. 한편, 헌법 제72조에서 특
별지방정부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조합의 법적 존재성(지방정부라는
존재성과 개념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을4) 나타내고 있다.
5)
4)

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

les

établissements

- 13 -

publics

locaux,

les

établissements

publics

territoriaux, les sociétés d’économie mixte..
Weiss, Jürgen(1994), Die Subsidiarität zwischen Bund und Ländern nach Österreichischem
Verfassungsrecht, in Merten, Detlef, Die Subsidiarität Europas, Berlin : Duncker & Humblot,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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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U 지역정부의 개념 및 기준

Region (Regierungsbezirke와 Land), 네덜란드 벨기에의 Province,
스페인의 Autonomous Communities 등을 지칭한다.
○ 유럽연합 지역별 구분 명칭
-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NUTS)

1. 지역의 정의
1) 지역의 어원 및 정의

<표 2-2> 유럽연합의 지역 구분

○ 지역은 로마의 한 지방을 의미
- 지역(Region)은 라틴어의 regio에서 유래되었으며 로마시대의 한
지방(province romaine)을 의미했다(J. Rouge, Les institutions
romaines, A. Colin, 1991, p.123).

유럽연합의 지역수준
NUTS 1
NUTS 2
NUTS 3

최소 인구
3백만
80만
15만

<그림 2-1> 유럽연합의 지역 수준 NUTS 2 분포도(2008년 기준)

- ‘지역’(region)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개념은 아니며, 권력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지역은 국토의 공간적 하위계층(단위)이면서 국
가 내부적으로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진 실체적 개념과도 관련이 있
다(Fougerouse, 2008: 3).
2) EU가 지정한 ‘지역’의 의미

○ 유럽연합(EU)이 정의한 ‘지역’
- 유럽연합이 정의한 ‘지역’은 1978년 2월 1일 보르도 선언에서 유럽
이사회가 지역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한 이후로 1988년 11월 18일
유럽의회가 지역공동헌장을 인준하면서 동 헌장 제1조에 지역의 기
준을 제시한 바 있다.
-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이 지정하는 지역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역정책의 단위로서 <NUTS 2>를 의미하고6), 이 단위가 나
타내는 각국의 공통적 특징도 바로 지역(regions)이다.
- 유럽연합의 <NUTS 2> 규모: 이탈리아, 프랑스의 Region, 독일의
6) Institutional sense of the term, region is on a level of higher than that of the coordination of
municipalities; Regions are classified in the NUTS 2 category: Italian, French and German Regions,
Dutch and Belgian Provinces and Spanish Autonomous Communities(1987년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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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인구
7백만
3백만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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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인구밀집도 비교(2007년 기준)

3) 지역의 특성과 유형

○ 지역의 특성7)
- 지역은 국가의 하위 차원에서 한정될 수 있는 영토이다.
-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경제적 특성을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영토와 구별될 수 있고, 또 어우러질 수도
있는 특성을 가진 공간이다.
- 지역은 자율적인 조직으로 지역적 동질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주
민들의 소속의지와 주민의식이 영토 내에 존재할 수 있다.8)
- 지역은 국가의 하위 차원에서 문화, 역사 등의 구분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자치권을 갖고 있는 지정학적 공간으로서 개념화
가 가능하다(Hourquebie, 2003: 114).
○ ‘지역’의 다양한 의미와 유형
- 지역의 양태는 국가마다 역사, 전통, 통치체제의 다양화 등으로 각
양각색으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Region(지역)이라는 용어는 사
회과학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의 역
사적 전통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지리적 공간(territorial space),
정치적 공간(political space),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space of
social interactions), 경제적 공간(economic space), 기능적 공간
(functional space) 등을 나타내며 이러한 공간의 여러 개념들이 만난
결과로 나타난 산물이다(Keating, 1998: 11).
○ 현대 국가에서 ‘지역’의 의미
- 과거에 지역은 도시와 대칭되는 일정한 지리적(공간적) 범역(area),
도는 비도시지역이라는 공간특성을 지칭하였다. 그 예로 ‘지역계획’의
의미상 특정지역을 의미하였는데, 도군 종합개발계획, 각종 개별법상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2010년

○ 2007년 기준 인구밀집도
- 독일 230.5 명/km2
- 스페인 87.9 명/km2
- 프랑스 100.5 명/km2
- 영국 250.7 명/km2
- 이탈리아 200.4 명/km2

7) W. Berg, «≪ayern im Europa des Regionen, Bayerische Verwaltungsblätter, n° 9,
Petrella, La Renaissance des cultures régionales en Europe, Paris, Editions Entente,
1978.
8) W. Berg, «Bayern im Europa des Regionen, Bayerische Verwaltungsblätter, n° 9,
Petrella, La Renaissance des cultures régionales en Europe, Paris, Editions Entente,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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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p.257;R.
Col. Minorités,
2001, p.257;R.
Col. Minorités,

의 광역권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오지 개발계획 등이 그
사례가 된다. 아마도 중간계층적 공간단위는 ‘광역’ 또는 ‘지역’으로
용어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2003: 22).
-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의미 이외에도
동시에 제도화 된 시스템(institutional system)의 형태로 나타나 지
역정부(a form of a regional government) 또는 그 해당 지역을 근
거로 활동하는 기관들의 그룹(a group of institutions) 모습을 갖는
다(Le Galès & Lequesne, 1998; Keating, 1998).
○ 지역정부의 필요성
- 그리하여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지역정부의 존재성이 부각되기 시
작하였다. 즉, 정치적으로 지역(Region, Province, Department,
County, etc. 중앙-지역(광역)-기초) 단위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
여 지역의회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어느 정도 통치영역
의 극세분화는 완화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기 시작하였다.
2. 지역정부의 정의
1) 지역주의(Regionalism)의 발전

○ 지역주의는 ‘지역정부’의 발전 근간
- 유럽국가 대표들은 지역주의의 장점으로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의 다양한 특성 등을 보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으로 1989년 뮌헨에서 유럽의 지역주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정부를 대표하는 유럽위원회(Comité des régions)를 탄생시켰다.
- 독일의 바바리주 주지사겸장관인 Max Streibl가 주관한 회의에서
언급하기를, “보충성원칙에 근간을 두고 통일된 유럽을 건설하고자
할 때 그 중심에는 유럽의 각 자치지역에 근간을 두고자 한다. 연방
주의와 보충성 원칙이 유럽을 건설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유럽은
아래에서 위로 건설되어야 하며, 주정부(Länders), 지역정부(Régions,
Autonomous communities) 등이 유럽통합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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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한 바 있다.9)
- 마스트리츠 조약을 통해서 지역정부와 기초정부의 존재성을 공식
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 정책이 가속화
되기 시작하였다(Hourquebie, 2003:115).
- 이후 유럽국가 전체적으로 지역(광역) 차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
였고, 그 영향으로 벨기에의 연방국가화 등 지역주의가 강화되었고,
자율적 정치공간의 창조를 지향하였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지속
적인 헌법개정, 법률 제 개정으로, 그리고 영국의 지역주의는 내부의
정치적 분권화 강화 등 다양하게 <지역정부화>가 추진되었다.
- 그리하여 <지역정부화>는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지역정부)가 국가
(중앙)과 기초자치단체(기초지방정부) 사이에서 중간자치정부로서 헌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제도화 방식을 <지역정부화>라고 말할
수 있다.
2) 지역정부의 정의

○ 지역정부란
-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정부는 좁은 의미로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광역자치단체(우리나라의 도와 특별시, 광역
시)이면서 (때로는 대도시권(city-region), 중간자치계층으로서의) 자
치행정구역인 광역정부 등 합법성, 민주성이 뒷받침 되는 선출직 중
심의 정부(government)를 기반으로 한 권역을 지칭한다.
- 지역정부를 정의하고자 할 때 앞서 언급한 유럽에서 1978년 보르
도 선언이 규정한 ‘지역’의 개념 정의와 1988년 11월 18일 유럽의회
가 지역공동헌장을 인준하면서 동 헌장 제1조에 지역의 기준을 제시
한 내용에 근거한다.
- 지역은 국가의 하위 차원에서 문화, 역사 등의 구분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자치권을 갖고 있는 지정학적 공간으로 나라마다
다른 공간성을 의미한다.10)
9) 이러한 사상은 1990년 7월 독일 연방상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였다(1990년 10월 24일). Max
Streibl, Begrüssungsansprache (연설), in F-L. Knemeyer, «Subsidirität – Föderalismus,
Dezentralisation», Deutsches Verwaltungsblatt, Vol. N° 9, 1990 5월 1일, p.4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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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지역정부는 이러한 공간성에 기반을 두고 사회경제적
상호교류를 위해 국가의 법체계 하에서 정부의 지위를 가진 제도(공
공기관)의 그룹이 활동하는 법적으로 제도화 된 자치정부 기관이다.
3) 지역정부의 다양성

- <지역정부>는 공간적 수준에서 주민이 선출한 지방정치인들로 구
성된 정부(Elected regional governments)를 포함한다(Le Galès and
Lequesne, 1998: 239). 따라서 지역정부란 다양한 기초정부로 구성된,
지리적으로 상위 계층에 있는 지방정부, 국가(정부)와 기초정부 중간
에 위치한 중간 자치정부(Intermediate level of local government),
또는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광역자치단체(Upper-level
local government, Metropolitan government)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이와 같이 지역정부는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영
국 잉글랜드의 regions은 행정구역,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자치계층이자 정부 행정계층의 하나이자만, 우리나라, 이탈리아, 스페
인, 프랑스 등도 자치계층이면서 국가의 행정구역(계층)이 된다. 독일
은 <주정부> (Länder)가 하나의 지역, 또는 그 이전에는 관구청
(Regirungsbezirke)이 여기에 해당된다.
4) 지역정부의 분석단위

- 기본적으로 지역의 연구 분석단위는 위에서 정의한 ‘지역’과 (대)
도시권(metropolitan area/region or megalopolis)을 동일하게 본다.
대(광역)도시권은 공간적으로 ‘지역’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개념
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본다. 즉,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region
or megalopolis) 또는 광역권은 공간적 단위로서 2개 이상의 행정단
위로 구성된, 공간단위 내부에 기능적 연계성과 사회 경제 및 자연적
특성의 동질성을 지니는 ‘지역’으로11)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

욱, 2009: 87).
-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지역정부’
의 연구 대상으로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도시 중심의 광역권
은 이미 도시화가 확산된 지역과 향후 형성 가능한 대규모(산업지대
+주변지역)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된 곳
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정부-대도시권이 함께 포함된 지역은 대도
시권(metropolitan)을 의미하고 도시계획 차원의 개념이 되는 바, 실
제로는 이러한 용어들 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때로는
‘지역정부’의 수준을 논의할 때 자치계층상으로는 도와 뚜렷하게 대
도시권(우리나라에서는 광역시) 구분하는데, 실제로도 크게 구별하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12)
3. ‘광역행정’과 ‘광역정부’의 의미
1) 광역행정의 일반적 의미

○ ‘광역행정’이란 자치정부 상호간의 협력방식
- 현대 사회인은 주거지와 직장을 다르게 하고 있다. 즉, 한 장소에
서 거주하고 다른 장소에 일하고 또 다른 장소로 여가를 즐기는 처
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삶의 스타일, 고용관계, 여가 및 문
화활동 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
은 바로 단 하나의 자치정부에 국한된 지역에서만 주민에게 관련되
는 정치, 행정, 경제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서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게 된다.
- 그리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요구하는 사항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격의 행정수요를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자치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사무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자치정부간 협력관계 구축을

10) Michael Keatingm Is ther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in Europe ?, in Le Galès Patrick,
Clequesne Christian (éd.)(1998), Regions in Europe, London, Routledge, p.11. 이하.
11) 참조: region(지역)은 여러 지방정부가 중첩적으로 구성된 동질적 관할구역으로 구성된다(composed of

many competitive and overlapping local goverments, 박치형, 2009: 52).
12) 광역권, 지역정부시권의 자세한 구분 및 유럽/미국의 광역권 및대도시권의 지역유형에 대한 분류 설명은 김
용웅 외(2003: 25 이하 등) 참조. 그리고 박재욱(2009: 87)은 일본의 다양한 광역권으로 대광역권, 소광역권
및 광역산업권, 광역생활권, 광역경제권 등의 분류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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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 광역행정 현상
-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 광역행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의 행정수요 증대로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화되어 가고, 자치정
부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자기완결 범위가 점차 좁아지는 결과를 낳
았고 인접 자치정부와의 협력․조정을 통하여 공동처리 할 수 있는
행정사무를 증가하게 만들었다. 이는 점점 더 기초자치정부가 단독으
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② 사무수행
에 있어서 점점 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가 늘어나
고, 설치 및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 등이 더 많이 늘어나 인력과 재정
및 기술의 한계를 갖고 있는 기초자치정부로써는 재정투입 등을 단
독적으로 사무수행이 점차 쉽지 않게 되었다. ③ 그것은 주민의 지방
자치정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 요
구의 수준이 고도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기초자치정부의 행정구역 보
다 확대된 광역권을 고려한 사무의 처리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 광역행정의 의미
- 선진국의 다양한 자치정부간 협력방식은 이와 같이 재정적, 행정
적 규모가 큰 광역적 사무를 중심으로 관련 지방자치정부 상호간 공
동으로 재정능력과 행정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자치정부
간 협력체제의 한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치정부간 협력
방식을 일반적으로 ‘광역행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즉,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행․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협의회, 지방정부
조합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통상 이러한 의미를 ‘광역행정’이라고 한
다.
○ 광역행정의 어원적 의미
- 그렇다면, 보통 사용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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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재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
으로 광역행정 또는 광역정부(Metropolitan administration,
Metropolitan government)를 의미하는 영어의 metropolitan은 어원적
으로 보면 회랍어인 metropolis에서 유래되었는데 그것은 주변지역의
모도시(母都市)를 의미한다. 따라서 광역행정(Metropolitan
administration)의 일차적인 의미는 한 자치정부 또는 한 시의 구역
을 넘어 도심지 주변을 포함한 도심공동권역에서 일어나는 행정행위
이자 행정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정부의 도시행정활동을
의미할 수 있다.
-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의미로써의 광역행정이란, 주로 도시에 위치
한 한 자치정부의 법적 관할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 발생되는 특
정한 행정수요인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자치정부
외에 사무처리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자치정부를 포괄함으로써,
여러 자치정부의 행정권역을 포함하게 되는 광역적 범위에서 행정사
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도심권 중심의 자치정부(광역과 기초정부,
기초정부) 상호협력에 의한 행정수행 체계와 방식을 의미하는 개념
이다.
2) 광역행정이란 개념 및 용어의 모호성

-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행정의 용어가 없으며, 광역시, 대도
시행정 등의 표현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수원, 부천 등 인
구 50만 이상의 11개 도시로 대표되는 대도시는 기초자치정부로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광역행정’의 의미와는 다르다. 통상적으로 우리
가 사용하는 광역행정의 의미는 선진국 지방자치제도에서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통칭하는 광역행정은 그
어원적인 의미와도 다르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광역행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며, 지방자치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실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초자치정부
의 관할영역을 넘어서는 선진국 광역적 행정체제의 실제 내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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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게 되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광역적 사무의 수행은 기초자치정
부, 광역자치정부 등 자치정부 상호간의 협력관계의 영역을 넘어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과 연계된 보다 큰 범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력체제 속에서 완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존재한
다.
- 즉, 선진국의 광역행정체제를 분석하게 되면, 자치정부 상호간의
협력관계는 광역행정의 의미 뿐만 아니라 지역행정(regional
administration) 또는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라는 개념과의
연계성을 가져야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 ‘지역정부’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
다.
3) 정리: 광역정부의 의미

○ 광역행정권
- 미국의 광역행정권과 달리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정확한 광역행정
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광역행정권
의 범위를 정해 두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의 도시화 발
전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시인접지역과 공간적인 경계를 넘어 유동
적으로 광역화 되어 발전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도시마다 특성
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한 기준을 중심으로 고정된 지역적 경계
를 정한 광역행정권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 또한 교통, 통신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도심지와 배후도시 등
이 밀접하게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리
적인 행정경계(administrative boundary)를 단위로 한 접근방법보다
는 새로운 개념의 광역행정권을 규정해야 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식
이 계속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13).
13)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를 중심으로 고속기차 TGV가 2시간 이내로 500 Km에 위치한 도시로부터 교통왕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광역권의 의미만으로는 현재 다양하게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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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정부의 의미
- 그리고 광역정부(Metropolitan government)란, 우리나라의 광역자
치단체인 광역시와 도와 같이, 기초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여러
기초정부의 관할행정구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권 내에 대해 행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초정부 상위의 광역정부 실체를 의미
할 뿐만 아니라 관할 광역권과 다른 광역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
의 효과성, 경제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대도시권역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 행정관리 수행체계를 의미할 수 있다.
○ ‘광역정부’보다는 ‘지역정부’가 올바른 용어 표현
- ‘광역정부’ 또는 ‘초광역정부’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
이 정부간 협력행정의 의미로서 광역적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간 협
력기구를 의미하고 있다. 또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자치
행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의 자치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기초지방정부가 아닌 지리적 또는 법체계상 기초지방정부
그 상위의 지방정부로서 지위를 갖고 하나의 행정관할구역을 중심으
로 ‘지역자치권(주권)’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를 ‘지역정부’라고 하는 용
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4. 지역정부의 유형 분석
1) ‘지역정부’ 분류의 어려움

○ ‘지역’ 수준의 모호성 존재
- 중앙정부-중간자치정부-기초정부(Central–intermediate–local) 등
의 구분이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따라서 기능적인 접근법이 가장 중
요하다. 이때 기능적이란 행위자 간의 다양한 상호관계성
(interaction)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사실적 접근이 된다. 즉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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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능을 부여하는 계층성에 대한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 달
리 부여될 수 있다. 계층에 맞는 원칙적인 사무를 부여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중앙정부에 속한 인력(중앙공무원)들도 지방에 분산되
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중앙공무원의 95%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분이 쉽지 않다(Wollmann and Bouckaert, 2006:
16).
○ ‘지역’과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명칭인 ‘도’와의 차이
- <도>는 지역정치/지역행정의 중심지이자 주체라고 볼 때, 우리나
라 개념상 <도>는 외국의 <도>와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 행정
구역상 도(province)는 국가의 행정구역이면서 동시에 광역자치단체
이다.
그러나
프랑스/독일의
<도>(département,
kreise/bezirksregierungen)는 국가의 행정구역이면서 동시에 기초정
부에 가까운 <도> 지방정부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공간적 공유지
를 의미한다. 이점에서 ‘지역’(Region)과의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즉, 프랑스 도(département)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임명도지사와
국가도청)과 지방정부로서 도 자치정부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
다. 반면, 독일의 관구행정청(Bezirksregierungen)으로서 <도> 공간
은 19세기에 설치된 역사를 가졌으며 기원적으로 프랑스의 도
(département)에 근거하고 있다(Wollmann and Bouckaert, 2006: 15).
- 독일에서 영토가 큰 주정부에 설치된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s, Regierungsbezirke/Bezirksregierungen, 레기룽스베찌르크)
으로 주정부와 기초정부 간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Stôbe/Brandel, 199619 ff.). 현재 5개 주정부에 23개의 레기룽스베찌
르크가 있고, 각 주정부마다 3～7개 정도가 된다.
- 1994～2004년 행정개혁에 의해서 3개 주정부에 있었던 10개의 관
구행정 구역이 폐지되었다. 프랑스 도와 달리 이중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주정부의 행정관할구역이면서 동시에 기초와 크라이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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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포함하고 있는 중간행정계층으로 주정부 관할 하위 수준의
지역계획공간이기도 하다.
- 한편 독일의 기초정부인 대도시(Kreisfreie Stâdte)는 영국의 통합
자치정부(unitary local authorites)와 그 지위가 유사하다. 독일의
Nordrhein-Westfalen, Hessen 주 등은 통합지방정부를 설치하고 있
다. 즉, 이들 통합지방정부(large (unifed) municipalities =
Einheitsgemeinden)는 평균 주민 4만 명 이상, 다른 주정부의 경우는
평균 6천~3만 명 수준의 기초정부를 유지하고 있다(Wollmann and
Bouckaert, 2006: 16).
2) 지역의 다양한 종류

- 선진국에서 가장 공통적인 제도적 배경은 대부분 3층형의 지방정
부 계층체제(three-tier system)를 유지하고 있다(Fotel & Hanssen,
2009:560).
- 지역에는 지리적․자연적 조건을 중심으로 한 동질적 공간
(Homogeneous regions)도 있으며, 도시와 농촌 등 간의 기능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미국의 대도시 중심과 주변 교외지역 기초정부 상호
간 연계된 기능적 공간(Polarized or functional regions)도 존재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소재한 구역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행정구역으
로서의 공간(Administrative regions)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 이외에도 다른 시각에서 본 지역의 종류는 다양하다. 즉, 계획공간
(Planning regions), 지역발전공간(Development regions), 특별행정구
역공간(The regions set up special authorities) 및 주정부로서의 공
간(the states with a federal constitution are regarded as regions)
도 존재한다(Wollmann and Bouckaert, 2006).
- 이와 같이 ‘지역’은 지방분권 수준에 따라 지역발전 계획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① 중앙정부의 권한과 영향으로 세워진
지역, ②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권한과 영향으로 세워진 지역, ③ 중
앙정부가 지역계획 수립의 주체로 세워진 지역, ④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의 산물인 지역발전계획에 의하여 세워진 지역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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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출처: Distribut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Wollmann and Bouckaert, 2006: 15)

<표 2-4>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 지역 수준에서의 행정적 지휘체계 비교

3) 프랑스와 독일의 ‘지역’ 비교

○ 프랑스와 독일의 ‘지역’ 수준 및 ‘지역정부’ 간 비교
- 독일의 경우 주정부 산하 3계층 (규모가 큰 주정부의 경우): 행정
관구청(도), 크라이스(카운티)/자치시, 협력기구, 게마인데 등으로 구
분된다.
- 다음 <표 2-3>은 단일국가인 프랑스와 연방국가인 독일 간의 국
가 행정체계에 따른 영토 공간 수준을 중심으로 구분한 자치계층 간
비교표이다.
- 그리고 그 다음 <표 2-4>는 단일국가들의 지역정부 수준에서의
행정체계상 지휘 및 관할권 등을 비교 정리한 표이다.

국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우리나라

지역수준의 지방대표권
지방대표권이 없었으나
지역정부의 등장으로 생성
있다
지방선출직을 겸직한
상하국회의원
있다
있다
있다

지역에 국가의 행정기관
있다
(Quangos, RDA, GO)
있다
(도청, 임명도지사)
있다
(도청, 임명도지사)
스페인과 동일
그러나 점차 폐기중
있다

지역에 국가의 행정구역
없다

있다
Districts arrondissement
있다
있다
있다

4) 지역정부의 유형
<표 2-3> 프랑스와 독일의 계층 및 행정기관의 구분

영토 수준
프랑스
(Territorial levels)
중앙정부(Central)
1
지역정부(Régions)
22
도
100
행정구역(Départements)
도자치정부
100
(Départements)
(평균 주민수 45만)
지방정부간
협력(조합)기구
18,267
(Inter-communal bodies)
기초자치정부
36676 (평균 1700명)
(Communes)
중요한 수의
국가행정기관 및 국가의
지방에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공무원이
소재 (services
인력
extérieurs)
Vertcal sectoral
administrative units

독일
1
16

자치계층
연방정부(Federal)
중앙정부
주정부(Lânder)
지역자치정부(Régions)
관구행정청
23
(Bezirksregierungen)
도 행정구역
343
Kreise (counties)
(평균 15만~20만) Kreisfreie Stâdte
117
(county-free towns)
1000
Verwaltungsgemeinschaften
(주 평균 200)
usw
13400 (평균 Gemeinde (city, town,
6천1백명)
village, municipality)
소수의 주정부
공무원 소재
(Sonderehô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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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국가의
행정구역
지방정부

○ 지역정부의 통치 유형
- 지방분권에 근거한 국가의 통치유형을 단일국가와 연방국가로 대
분류할 때, 다시 그 기준을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광역권을 대표
하는 광역지방정부(‘지역’) 중심으로 체제를 재분류하면 아래 <표
2-10>과 같이 국가의 통치유형별로 4가지 지역거버넌스(광역자치단
체) 유형으로 구분된다(Council of Europe, 1998).
- 이는 지역정부의 권한 범위에 따라서 연방국가와 단일국가는 총 4
가지 국가유형으로 구분되면서, 동시에 지역정부를 포함한 지역거버
넌스 통치유형도 함께 분류가 가능하다.
- 결과적으로 분권화 수준이 높은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면, 중앙집
권적 단일국가(Centralised state, classic unitary state), 지방분권형
단일국가(Decentralised state, devolving unitary state), 지역정부 중
심의 지역형 단일국가(Autonomous state, Regionalised state), 연방
국가(Federal state) 순이 된다. 다음 <표 2-5>는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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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지역정부의 분권화 수준에 따른 국가 및 지역정부의 유형분류
국가유형

연방국가
(Federal states)
정치분권적 지역형 국가
(Regionalised states)
지방분권형 단일국가
(Devolving unitary
states)
중앙집권형 단일국가
(Classic unitary states)

지역정부의 권한 형태

광범위한 권한 보유 : 선거에 의한 지역의회,
예산권 보유, 입법권 및 과세권 보유
정치적 지역화로 광범위한 권한 보유(political
regionalisation) : 선거에 의한 지역의회, 제한
된 예산권 보유, 제한된 과세권 보유
지역적 자치분권에 의한 제한된 권한 보유
(regional decentralization) : 선거에 의한 지역
의회, 제한된 예산권 보유 및 중앙정부로부터
의 실질적인 재정이전, 제한된 과세권 보유
단순 지역화로 권한 무 : 선거에 의한 지역의
회가 없고 기타 예산권, 과세권 등이 없음

사례

독일 주정부(Länder), 벨기에 주정부
(provinces), 오스트리아 주정부
(Länder), 스위스 캉통(canton)
스페인 지역자치정부(Autonomous
Communities)
이탈리아 지역정부(regionis)
영국의 스코틀랜드 등
프랑스 지역자치정부체(regions), 네덜
란드 지역자치정부(provinces), 덴마크
지역자치정부(amtskommuner)
그리스 nomoi, 포르투갈 planning
regions, 핀란드 regions, 아일랜드
counties, 룩셈부르크, 스웨덴
Län(counties)

출처: (Wiehler & Stumm, 1995); Stoker et al., 1996); Council of Europe, 1998)과 연
구자가 update.

제3절 EU 지역정부의 발전 사례
1. EU 지역정부의 대표기구 사례 분석
1) EU 지역정부위원회의 탄생 및 역할

○ 유럽연합의 지역 자율성 존중 및 지역정부론 대두
- 지역주의에 대한 자치권 부여는 <자유경제원리>를 추구하는 효과
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최초로 보충성의 원칙을 천
명한 것은 1985년 유럽 지방자치정부 헌장에서 이고, 유럽연합의 결
성의 초석이 되었으며 마스트리츠 조약을 기회로 완전히 공식화 되
었다. 이 사건은 지역 차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 즉, 유럽연합에 의한 중앙집권화 된 유럽통합은 유럽 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전통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에 근간을
두고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통일된 유럽을 건설하고자 하면서 그 중
심에는 유럽 각 지역의 자치성에 근간을 두고서 유럽통합을 이행한
다는 것이 추구하고자 한 목표였다.
○ 유럽이사회와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지역정부 대표기구 제도화
- 유럽연합의 통합을 계기로 경제발전의 합리화 작업, 대중교통계획
의 확대, 지역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
역주의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럽 지역주의화
는 지역 중심의 자치적 분권주의를 지향하면서 1989년 뮨핸에서 유
럽의 지역주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지역정부위원회
(Committee of the Region)를 탄생시켰다.
- 그 후 유럽연합에 가입하고자 원하는 동구권 국가에서도 유럽연합
의 통합과 지역정부와의 관계 확대를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1991년
마스트리츠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이사회와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지
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제도화 된 기구가 유럽지역정부위원회
(Committee of the Region)이며, 이는 1994년 3월 설치되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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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각 국가의 대표들로 2005년까지 222명 위원들로
구성된 바 있다(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각 24명의 대표, 스
페인은 21명 등).
- 향후 지역의 책임 하에서 추진되는 자주․자립적 지역발전이 필요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즉,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이 효
과적이라는 인식이 태동하면서 지역(Region, Province, Department,
County, etc. 중앙-지역(광역)-기초) 단위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
지역정부가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된다면 수많은 기초정부 때문
에 인구분포가 극세분화 된 성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지역정부의 중요론도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 단적인 예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으로
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전통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성 원
칙에 근간을 두고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통일된 유럽을 건설하면서
그 중심에는 유럽 각 지역의 자치성에 근간을 두고서 유럽통합을 이
행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의 통합을 계기로 경제발
전의 합리화 작업, 대중교통계획의 확대, 지역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 구축 등과 같은 지역주의 강화에 총력을 쏟아 오고 있다.
2) 유럽지역정부위원회 기능과 역할

- 유럽지역정부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는 1994년 EU 협약
이후 세워졌으며 유럽국가들의 지역정부 및 기초지방정부를 대변하
는 자문기구이다. 유럽연합이 지역정책, 환경, 교육, 교통 등 지역정
부와 기초지방정부가 관련된 모든 유럽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 전에 이러한 정책내용들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기구이다.
- 현재 이 위원회의 대표는 27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총 344명으로 각
나라의 지방정부 주민 수와 그 지역의 규모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대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Germany, France, Italy and the United Kingdom: 24명(투표권)
- Poland and Spain: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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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ania: 15명
- Belgium, Bulgaria, Czech Republic, Greece, Hungary, the
Netherlands, Austria, Portugal and Sweden: 12명
- Denmark, Ireland, Lithuania, Slovakia and Finland: 9명
- Estonia, Latvia and Slovenia: 7명
-Cyprus and Luxembourg: 6명
- Malta: 5명
○ 유럽 지역정부와 기초정부의 대표권 행사
- 유럽지역정부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선출직 지방정치인으로 각
국가의 도지사, 시장,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비록 유럽연합의 각
국에서 임명되지만 정치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다. 4년의 임기를 갖고
재임도 가능하며 정치적인 책임성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유럽지역정부위원회의 장은 2년을 임기로 각 위원들이 지명한다.
○ 유럽지역정부위원회의 기능
- 유럽지역정부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이 정하는 법률들에 대
하여 지역정부와 기초정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매년 5회 정도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의견
을 정립하고 있으며 주로 6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 이들 소위원회는 영토문제위원회(Commission for Territorial
Cohesion Policy, COTER), 경제사회위원회(Commission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ECOS), 지속발전위원회(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VE), 문화교육위원회(Commission
for Culture and Education, EDUC), 유럽헌법․거버넌스위원회
(Commission for Constitutional Affairs and European Governance,
CONST), 외교관계위원회(Commission for External Relations,
RELEX)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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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지역정부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 EU의 지역발전정책 사례
- 유럽연합국가(EU)들의 경우 유럽통합과 함께 유럽구조기금에 의
해서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발전이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왔다.
-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유럽구조기금의14) 역할로 지역경제의 재생
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단위를 넘어 EU-국가-지방(지역)정부
로 이루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multi-governance system)이
정착되고 있다. 외교, 군사, 산업, 복지 차원의 통합이 27개 EU 회원
국 사이에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지방자치가 심화되어
가는 동시에,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는 결합(cohesion)정책을 대규
모로 추진하고 있다.
○ EU의 지역 등급 구분
- 1999년 개정이후 유럽연합은 3개 등급을 지원기준으로 설정하였
다. 유럽연합 소속국가 인구의 1/4 이상이 유럽연합 평균 GDP의
75% 이하지역에 살고 있다(Hall, 2007, 18).
- 지원기준별로 보면 Obj. 1지역에 대한 지원이 127, 543,000,000 유
로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Obj. 3지역에 대한 지
원이 24,050,000,000 유로에 이르렀다(Bache and George, 2006: 476).
Obj. 1지역의 경우 지원내용을 보면 인프라에 41%(20% 교통, 13%
환경),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23%(교육, 학습, 기업가정신), 생산적
환경에 34%의 지원이 이루어졌다(Hall, 2007: 21).
<표 2-6> EU의 지역등급 분류 기준

Objective 1 :

가장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1인당 GDP가 EU 평균 75%이하,
혹은 직전 3년동안 EU 평균치 이하를 기록한 곳. 핀란드와 스웨덴의 인구과소
지역도 여기에 포함.
14) The establishment of funds specifically reserved for the least developed regions, e.g. the Cohesion
Fund for Greece, Ireland, Spain and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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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2 :

산업,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침체를 겪는 지역. 침체된
농촌과 어촌, 도시 침체 지역은 여기에 해당. 과거의 2번 기준과 5번 기준을 통
합한 것임.
Objective 3 : 교육, 학습, 고용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출처: Bache, Ian and Stephen George(2006),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476.

○ EU 지역발전정책의 효과15)
- Obj.1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유럽연합 15개 지역 평균 GDP의
63%에서 70% 수준으로 소득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정책의 효
과로 분석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그리스는 1989-1999년 사이 GDP
성장이 10%를 기록하였고, 포르투갈은 8.5%를 기록하였다.
2000-2006년 사이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6.0%의 GDP성장을 기록함.
아일랜드는 1988년 유럽연합 15개 지역 평균의 64%에 불과했으나,
2003년 121%에 이르렀다.
<표 2-7> 2000~2006년 EU 구조지원기금의 국가별 배분(단위: 백만 유로)

회원국

Obj. 1

구Obj. 1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0 625
0
0
19229
729
20961
0
37744
352
3254
551
1315
1773
21935
187
0
0
0
123
261
0
16124 2905

Obj. 2 과도적
지원
368 65
156 27
2984 526
0
0
2553 98
5437 613
0
0
2145 377
34
6
676 119
587 102
0
0

Obj. 3

어업

총계

737
365
4581
0
2140
4540
0
3744
38
1686
528
0

34
197
107
0
200
225
0
96
0
31
4
0

1829
745
28156
20961
43087
14620
3088
28484
78
2635
1473
19029

15) 참조: 한국지방자치학회(2007), 선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연구,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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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웨덴
영국
총계

913
722
5805
127543

0
0
1166
8411

459 30
354 52
3989 706
19733 2721

403 31
720 60
4568 121
24050 1106

1836
1908
15635
183564

자료 : Bache, Ian and Stephen George(2006),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475.

○ EU 지역발전정책 사례의 시사점
- 유럽 지역균형발전정책(European Rgional Policy)에 관한 협약 유
지: 유럽국가들의 정상은 1999년 3월 24~25일 베를린 유럽이사회에
서 Agenda 2000에 관한 정치적 협약을 맺고 2000~2006간 유럽의 지
역균형발전정책 기본틀을 정립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유럽구조기금
에 관한 일반원칙들을 제정하였으며 함께 효과적인 지역경쟁력 강화
를 위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 실천방법을 제시하였다.
- 그 추진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보충성원칙
(Subsidiarity): 유럽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분권체제로 추진되어
야 한다(Regional policies are decentralised). ② 파트너십
(Partnership): 제도운영체제와 사회체제 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
며, 지역정부와 기초정부 그리고 경제사회 분야의 파트너 간, 지역사
회의 유관기관 등 모두 협력관계 하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준비하
고, 재정지원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③ 부가성원칙(Additionality): 유럽의 구조기금은 각 국가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지출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집행되
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④ 자원집중(Concentration of
resources): 자원의 선택과 집중 및 통합체제의 유지 등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특히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표에 따라서 지역별
로 분류(Objectives 1～3)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1인당 GDP가
EU 평균 75% 이하인 지역,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경제적으
로 침체를 겪는 농어촌 지역, 교육․학습․고용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세부적 구분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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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 유럽연합국가에서 각국의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를 근간으로 보충성, 파트너십 원칙에 기초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즉, 각국의 지역균
형정책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재정을 구분하여 설정․지원하고 있
고, 또 현금과 결과중심의 분산정책을 지양하며, 총체적 프로그램 중
심으로 지원하되 수혜지역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을 위하여 지역정부
중심의 자율적인 지방분권체제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특히 건전하고 개방적인 ‘자유경쟁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어서(‘유
럽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리
스본 아젠다) 지역의 자치권과 경제역량 등 역량제고(capacity
building)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어 결과
의 배분보다는 지원대상 지역의 역량을 개선하는 데 그 지원목적이
뚜렷한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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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정부의 중요성
1. EU 지역정부 발전의 시사점
1) 지역정부의 중요성에 관한 재인식 필요

○ 변화의 대세는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 지역정부화
(Regionalization) → 연방화(Federalization)로16) 이어지는 정치적 분
권(Political Devolution)의 발전
- 이와 같은 발전적 변화는 모두 국가의 통치체제상 광범위하고 효
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특히 (중앙 및 지방) 정부라
는 수단을 통해서 협력과 동반자(파트너)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현
대사회 전체의 변화인 현대화(Modernization) 또는 후기현대화
(Post-Modernity)가 담겨져 있다.
- 한마디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으로서 거버넌스가 더욱 중요하
게 여겨지게 된 것이다.17)
- 정치적 분권화로 대변되는 위 3가지 변화의 흐름은 고도의 지방자
치화를 추구하는 발전 방향이다. 이와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정치적
분권의 정책정향은 바로 새로운 종류의 정치풍토를 반영한다. 과거의
고립을 자초한 협소한 의미의 지역주의로의 환원이나, 국가의 파편화
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통치체제 구축으로
전국 각지 다른 지역 간에 흩어져 있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제도적으로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통합과 상호관계성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치자들은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공공서비
스의 전달 시스템을 파트너화, 네트워크화에 의해 적극 활용하여 지
16) 연방제의 의미: 연방제를 통해서 풀뿌리 지방민주주의 제도는 변화하며, 지방의 이익을 대변한다. 연방체제는
상당 부분 국가의 이익실현을 지방(주)정부에 대하여 헌법 차원에서 권한을 위임한 제도이다.
17) Jowell and Oliver, 2007: Editorial note, 1:a shift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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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정치인,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를 유도
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분권화는 지역과 중앙 간 사라져 버렸던 민주
적 통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지방 수준에서 인적, 물적, 지적 네트워
크로의 발전을 추구하게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지역
의,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 더 잘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 그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주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에서는
국가가 아닌 지역정부가 정책추진의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달리 국가가 주도를 하였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광
역자치단체는 이에 지원자의 보조적 역할에 그쳐 지역특성을 반영하
거나 지역주민의 의지가 담긴 지역특색을 고려한 지역발전정책이 추
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2)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에서 지역정부의 부재에 따른 불균형 초래

○ 지역혁신사업 추진 중 유사 중복성 문제
- 2007년 기준으로 균특회계의 지역혁신계정에서 지원하는 지역혁신
사업은 43개 사업으로 그 예산규모는 총 1조 6906억원이었다. 지식경
제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사업들이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본래 지방정부와 매칭펀드에 의한 재원조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
도록 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
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참여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다.
-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제외한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사업기획
및 선정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는데 매우 제한적
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
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역 내의 유관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공모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에야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분담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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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지역 내 사업주체의 난립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부담은 가중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매칭펀드를 통한 그
해당 지역의 혁신효과 및 기여도 등은 검증되지 못한 채 다량의 불
분명한 사업만 양산하는 형국이 되기도 하였다(차미숙, 김태환 외,
2008)
○ 지역 단위의 통합적 조직기구(지역정부) 부재로 나타난 문제
- 지역SOC사업의 추진상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SOC사업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약 15조 3천억원의 규모이
며 전체 지역개발사업 예산의 74%를 차지한다. 중앙부처별로 예산을
보면, 국토해양부(81.0%), 환경부(11.9%), 농림수산식품부(5.4%), 행정
안전부(1.2%) 순인데 세부 사업별 투자현황은 도로사업이 전체의
42.7%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철도(14.4%), 수자원(14.2%), 항만
(10.7%) 등으로 투자된다.
- 이 사업은 중앙의 소관부처와 예산과의 연계 등이 상이해서 사업
의 추진주체가 다르고 근거법률도 다르지만,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다
양한 근거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문
제가 되고 있다.
- 다양한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들 사업으로부터 공통적인 문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
를 들면, 지역개발사업들이 집행된 경우를 검토해 보면, 중앙정부 부
처간 다기화된 연계 조정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유형이 공통된 경
우와 차별화된 경우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이 어
려워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 더구나 중앙의 주체들이 상이하다 보면 지역 단위에서도 또 다시
상이한 집행 양상을 나타내 파편화된 집행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단
위 사업 간의 연계성 도모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지역
내 집행실태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단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조
직과 기구 정비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차미숙, 김태환
외, 200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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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정부의 지역거버넌스 체제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 가장 심각한 비판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에 기초한 (지역)거버넌
스 체제의 부재였다. 즉,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만들어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모든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이다.
- 그리고 균형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시책의
기획과 집행을 주관함에 있어서 위원회 조직으로서는 지나치게 비대
한 구조를 가졌던 것이다(다수 분과위원회와 기획단 산하에 5개 실
무국 및 팀의 존재). 또한 주요 균형발전시책에 대해서 균형위와 실
무부처 사이에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사결정과 책임한계
가 실제로 불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행안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이 실무 관리부처로 되어 있으나 균형위, 행자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상호간의 업무와 권한 구분이 불분명하고, 중복적 업무
를 수행하는 형태여서 중앙단위에서의 조정 및 통합 자체가 쉽지 않
은 상황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시책의 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집
행,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에 따라서 관리대상사업이 부처별로 상
이한 상황에서 일관성을 유지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산자부가 모든
관리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지역혁신발전 시
행계획에 개발계정사업이 제외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김
현호 외, 2007:26~31). 실무적으로 보면, 균형위의 위상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와 전담기구 사이의 성격상 제약으로 인해 고질적
인 부처할거주의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더불어 일부 사업의
부처간 이관 등 조치가 있었으나 사업의 통합, 폐지, 지방이양, 부처
간 공동추진 등이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지방단위 수준
에서는 다양한 지방의 주체들을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한 것 이외에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뚜
렷한 성과가 없었으며, 특히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전제
가 되는 지방의 창의와 자율성 제고 및 지방의 역량 강화에 대한 성
과가 가시적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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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권 확대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
-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체가 중앙정부와 시․도가
되었으나 각 주체 간 부여된 자율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
는 추진체제에서 더욱 더 사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의 자립성은 결여
되었다.
- 그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도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다양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폐합 중심의 지방분권정책마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한 채
“지역화(Regonalization)”에 대한 세계화의 흐름에도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발전 효과는 반감되었다.
- 최근에는 발전단계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을
공간단위로 함으로써 공간단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산출 평균적 균
형으로 이해하였거나 재원배분을 여전히 그와 같이 이행하고 있어서
그 부작용으로 지역의 배타적 이기심을 자극하는 상황도 여전히 수
그러들지 않고 있다.
-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중앙집권 방식으
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창의성 등을 촉진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사업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
복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서 설치를
규정한 지역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전정부의 과거 균형발전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도 행정협의회 성격
도 아닌 자문기구로서 의견수렴, 심의, 전문적 견해의 제안 등 수동
적이고 소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과거정부가 범한 정책적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현상이 재발되기 쉽
다는 판단이다. 참여정부와 다른 것은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2개 시도
이상이 협력하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각 권역별로 설치하여 시
도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책임기관을 두고 있는 점이다(동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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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광역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달
리 시도간 행정협의회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현재 50
개 이상 운영되는 시도․시군구 간의 행정협의회들이 보여준 소극적
인 제도운영의 단점들과 동일한 문제들을 그대로 노출할 것으로 보
인다. 중앙정부는 지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무 차원에서 각 중
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총괄, 조정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총지휘하는
'지역발전기획단'과 광역경제권별 사무국(동법 제28조제5항)을 두고
있다. 중앙의 지역발전기획단은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중앙정부 집
행기관이고, 이와 달리 광역경제권별 사무국은 행정협의회 소속의
시․도간 공동사무국으로 법적인 집행력을 갖는지는 불분명하다. 여
기에 또 각 시도별로 개별 ‘시도발전협의회’ 등이 운영되므로 중복적
으로 집행기관이 설치, 운영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만을 재원으로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계속해
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 그러므로 아쉬운 점은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위상과 구성 형태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령에 의한 획일적 운영구조로 결정하지 말
고,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관할지역의 시군구도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운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지방자치의 가치를 살린 지역거버넌스 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도 있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에 의
해서 추진기구가 구성되었다면 자율에 바탕을 두게 되는 만큼 권역
별로, 시도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추진기구의 위상과 형
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향후라도 제도 개선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권역별로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
제 등을 시도 간 자율적 선택과 합의를 통해 운영하도록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상호간 자율적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방식의 선택이야말로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와 지역경쟁
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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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부터의 교훈
- 지금까지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 있다.
- 먼저 ‘지역’(이명박 정부의 경우 광역경제권)의 범위는 지역에 의
한 자주 자립적, 분권적, 창조적 정책을 수행하여 대내․외적인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때문에 때로는 시 도
의 범위를 초월하여 지역의 산업 및 금융, 사회자본의 중심으로 발전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발전’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시각(지표, 관심도)에 의해서 인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경
제적 측면이란 성장, 수입, 고용(growth, income, employment)으로
대표된다(Armstrong and Taylor, 2000).
- 두 번째, ‘발전’의 의미는 단순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상당히 복잡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로 이해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Williams,
1983:103). 현대사회에서는 ‘발전’이 좁은 의미에서 지역의 경제발전
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Beer et al., 2003:5). 곧 ‘지역발전’은 지
역의 번영과 지역복지 등이 총체적으로 경제발전과 연계된 고용, 수
입, 생산성 등의 지속적 증가에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하거나 또는 삶
의 질, 사회적 통합, 복지 등의 개념들이 통합되고 이들의 상태가
“균형 잡혀 가는(balanced)”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그 점에서 ‘균형’의 의미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National minimum에 의한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 생활의
질,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18)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의 발전의
정도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으로써, 지역 간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18) 영국에서는 ‘균형’의 의미를 세분화된 지표로 표현하고 있다. 즉, 소득의 낙후도(22.5%), 고용 낙후도( 2.5%),
의료 낙후와 열악성(13.5%), 교육, 기술, 훈련 낙후 영역(13.5%), 주택과 서비스의 곤란성( 9.3%), 생활환경
낙후(9.3%) 등 7개 영역의 지표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07, p. 10). 따라서 이러한
‘균형’의 의미로 볼 때,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은 ‘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1인당 소득, 1인당
가처분소득, 1인당 GRP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상태를 점검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가장 중요
한 개념적 요인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으로서 중간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1인당 소득, 지역 재정력, 인프라 등
과 같은 기존의 National Minimum에 관한 지표가 두 번째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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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지역의 총체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장
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수준으로 지역의 경제발
전을 확대해 가는 정책이다(Haughton and Counsell, 2004 Keating,
2005).
2. 지역정부의 중요성 인식
1) 지역정부의 역할

○ 선진국 지방자치계층은 지역정부 중심의 3계층제
- 선진국에서 가장 공통적인 제도적 배경은 대부분 3층형의 지방정
부 계층체제(three-tier system)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강조
한 바 있다(Fotel & Hanssen, 2009:560).
- 이러한 중층형 자치계층상에서 지역정부의 주기능은 지역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지역 수준 및 지방정부의 주된 사무는 건강,
교육, 인프라 건설 등과 같은 기능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결정된 정책
이면서 및 국가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이를 집행하
고 완성시키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Page & Goldsmith,
1988Hansen, 1993 Scharpe, 1993 Baldersheim et al., 2001 Mydske,
2006). 그리하여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Fotel & Hanssen, 2009:560). 또한 지역 수준에서 중
앙-지방 간 정책적 협력조정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때문에 효과적이
다.
-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지역 수준에서 이중적 행정체제 원칙
(dualism principle)에 의한 협력 및 조정 네트워크(co-ordination and
co-operation networks)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단
일행정조직원칙(single administrative principle) 하에 중앙부처 소속
기관과 통합행정기관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프랑스, 영
국, 독일 부분적). 또는 독일과 같이 크라이스 지방정부에 이러한 국
가위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도 한다.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처 개별적인 기관들만 있어서 전국적
- 46 -

수준에서의 부처간 협력조정체계는 물론 지역적 수준에서도 중앙-지
방 간 협력조정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지역적 기능 수행에 적합한 이유는 지역정부가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발전과 지역정치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준 및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Gibbs et al., 2001 Keating et al., 2003
Morgan, 2004).
- 독일 연방국가의 예를 다시 든다면, 지역(주정부)을 중심으로 단일
행정조직체계에 의한 협력조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즉, 독일의
국가 행정체제가 <연방정부-주정부-기초정부> 등으로 프랑스와 비
교해 볼 때 좀 더 강력한 지방분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일행정
조직 원리에 따라서 프랑스 보다 더 수직적 계층제형 통제 및 정책
협력조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에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정부(지역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권한이 헌법상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정책집행은 기초정부로 하여금 주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계서제적 하향식의 협력조정체계
(hierarchical top-down co-ordination with regard to the public
tasks delegated to the local authorities)를 유지하면서 이행되고 있
어서 강력한 분권적 체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Wollmann and
Bouckaert, 2006: 23).
2) 지역정부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개념: 광역자치단체

○ 우리나라에서 지역정부로서의 광역자치단체
- 현재의 도 및 광역시의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중심한 상급지방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 즉, 도(지역)는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기본이고, 모든 국토사업관리
에도 기본이 된다(국토해양부, 2009). 1964년부터 시작된 도종합계획
은 도 관할 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고, 동시
에 국토종합계획의 근간이 되었다. 2003년 국토기본법이 체계적으로
제정된 이후에도 국토계획체계는 그 기본이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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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구성되며(국토해양부, 2009: 45), 부문별로는 부문별계획(전
국 항만, 공항, 도로망, 수자원, 국기간교통망 등에 관한 계획)과 지
역계획(광역권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
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등)이 있다.
-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역계획>은 국가하위 공간계획으로 최하위
공간단위계획과 전국계획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계층적 공간계획을
의미한다(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2003: 369). 지역계획은 복수의 공
간단위(시군 및 시도)에 걸친 광역적 공간단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광
역적 문제 등에 대하여 공동관리를 위한 광역행정 관리체제
(metropolitan governance)이기도 하다.
-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적 문제가 관련된 분야를 보면, 하천유역
권(한강유역권 지역협력개발, 낙동강유역권 지역협력개발 등), 산림자
원 공동이용 및 관리 분야와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형인 지리산 통
합문화권(지리산 일대 7개 시군), 3도 관광지대(태백~영주~안동~단
양), 그리고 용수 하수 등 광역서비스 공급의 협력적 대응 분야, 지
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교통
망 설치, 대중교통운영체계 구축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 이 모두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체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광
역시와 도)의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오고 있다.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인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확실한 위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광역자치단체
에 대하여 입법권과 사무배분권을 부여할 때 국가의 배타적인 입법
권에 대한 행정명령, 법규명령권은 국가에 귀속되게 하지만, 국가가
광역자치단체에 이러한 법규명령권(사무의 집행권)을 위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리하여 사무배분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배타적인 권한
을 헌법에 명기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간 경쟁적 권한에 대해서
국가는 기본원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고 광역적 기능의 집행은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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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가능하면 분야별로 권한배분을 명기한다. 이
때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 나머지 분야의
사무권한을 귀속시키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헌법상 자치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별도의
장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특성별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필요한 광역의회의 선출방식, 선거권, 피선거권 등은 기
본적으로 선거법에서 기본원칙을 규정하도록 하고, 기타 기관구성 등
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의 입법으로 결정하며, 국회, 정부의 승인 없이
광역의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광역자치단체 조직법의 제․개정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 한편 광역자치단체는 자치조직권을 규정한 조직법에 근거하여 광
역자치단체 해당 행정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정치행정 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체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
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권
적 자치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헌법에 명문화 한다.
- 이상과 같은 향후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유
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부화 발달과정 및 그 제도적 발전
단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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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럽연합(EU) 지역정부 운영사례 분석
제1절 스페인 지역정부
1. 지역정부 도입 배경

○ 다민족 국가유지를 위한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체제로 시작
- 역사적으로 193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던 프랑코 총통의 독재시대
를 마감하면서, 각 지역 간 다민족의 존재와 지역 간 갈등, 정체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정치적 분권체제에 기초한 단일국가의 민주헌법
(1978)을 제정하고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정부(Autonomous
Community = Regional Government)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였
다.
- 스페인은 1936년 이후, 프랑코 독재를 벗어나 1978년 12월 국민투
표로써 현행 헌법을 확정하고,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1997년 6월 15일
에 이루어지면서, 국가주의와 지역주의를 표방한 정당들이 표면화 되
었다.
- 1975년 프랑코 체제의 종언 후에 민주국가의 건설을 지향한 이 헌
법은, 스페인의 국가로서의 통일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각지의 독자성
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구체적으로 민족ㆍ문화적인 정체성이나 경제적인 공통성의 존재
등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정치ㆍ행정단위인 지역정부
(Comunidad autonoma)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지방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서 자치권 요구가 정치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중앙정부가 이미 1977
년과 1978년 사이에 공포된 왕칙령(Royal Decree-Laws)에 근거하여
이러한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 왔었으며, 그에 대한 헌법의 공식적
확인절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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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7개 지역정부

2. 법적 지위

○ 지방자치권의 근거 법원
-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기초정부-도지방정부-지역정부의 3계층제이
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 먼저, 스페인 헌법 제137조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지방정부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138조에서는 지역정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헌법 제2조의 연대원
칙을 실천하기 위한 보충성 원칙 및 ‘균등화 원칙’(Equalisation) 등
을 제시하고 있다.
○ 지역정부(Comunidad autonoma)의 존재
- 17개 지역정부 중에서 7개 지역정부는 각 1개의 도지방정부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 7개 지역은 Asturias, Balearic Islands, Cantabria,
La Rioja, Madrid, Murcia, Navarre 등이다.
<그림 3-2> 스페인의 지역정부 관할구역 및 인구분포

○ 스페인의 인구와 지리적 개요
- 현재 총면적 505,957 Km2의 스페인 인구는 4천 520만 명(81명
/Km2), 수도는 마드리드(2백 82만명)이고, 주요 도시로는 바르셀로나
(1백 45만명), 발렌시아, 세비야, 사라고사 등이 있다. 총면적에 대한
인구분포를 보면, 도심지역에 총인구의 78%가 거주하고 농촌지역은
22%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스페인은 다민족 국가(pluri-national
state)이며, 인종은 스페인인 74.4％, 카탈루냐인 16.9％, 갈리시아인
6.4％, 바스크족 1.6％, 기타 0.7％로 구성되어 있다19).

19) 이하 통계자료는 Ministerio de Administraciones Públicas,
Dirección General de Cooperación
Autonómica, Subdirección General de Análisis Económico de las CC.A.A.(2008), INDICADORES DE
CONVERGENCIA COMUNIDADES AUTÓ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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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7개 지역정부 중에서 바스크와 나바라 2개의 지역정부는
‘특례적 지위’를 인정받아 다른 연방국가의 주정부와 같은 강화된 자
치권을 부여받아 다른 지역정부와 동일한 권한 이외에도 주택, 지방
세 등에 대한 100% 자치재정권을 행사한다.
<표 3-1> 지역정부 간 인구분포 및 규모(2000～2007)

○ 지역정부 자치권의 확대 과정
- 1979년 헌법에 의해서 지역정부의 자치권이 확보되었고, 지역간
갈등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면
서 스페인의 17개 지역사회 스스로가 갈등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 역사성으로 인하여 카탈로니아, 바스크, 갈리시아 지역정부는 경제
적, 정치적으로 확대된 자치권을 부여받아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
다. 또 상대적으로 안달루시아, 카나리 군도, 나바라, 발랑시아 지역
도 폭 넓은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
- 예를 들면, 나바라(Navarre)와 바스크(Basque) 지방은 다른 15개
지역과 달리 ‘특례적 지위’를 받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세제 혜택 및
면세지역으로 지정받아 국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독자적
인 세수입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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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간 분열 및 갈등 예방을 위한 헌법상 연대원칙 근거
-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같이 지역(Autonomous Community, Region)
중심의 자치제도를 유지하는 지역형 국가(regional state)이다.
- 즉, 단일국가이지만 연방체제와 유사하게 지역정부에 입법권, 조세
권 등 상당한 지방분권화를 시행하는 국가이다.
- 스페인의 이러한 정치적 분권(devolution, political
decentralization) 체제는 헌법상 규정한 원칙에 근거해서 재정보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및 지역정부의 자주재원 보장 및 이에 근거
하여 이양 받은 자치권의 실행력이 뒷받침 되고 있다. 특히 중앙집권
적 성향과 지방분권적 성향의 잠재적 갈등을 보충성의 원칙(스페인
헌법 제2조, 제138조 1항)에 근거해서 각 지역 간 다양성을 보장해
오고 있다.
헌법상 스페인 국민통합의 원칙 규정
1. 헌법 제2조 : 기본원칙 제시, 민족의 자치권, 지역정부의 자치권
연대원칙을 인정
2. 헌법 제138조1항 : 국가가 연대원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규정
3. 헌법 제158조1항과 제158조2항 : 연대원칙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는 재정지원과 지역(정부) 간 재정보전기금으로 지역 격차 해소
를 위한 적절하고 정당한 경제적 균형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
3. 기능 및 역할

○ 지역정부의 조직체계
- 지역정부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통합형이며,
지역의회의 자치입법권(Statute of Autonomy, Estatuto)은 헌법 제
148조와 제149조에 근거하고 있다.
- 기관구성 형태를 보면, 자치권을 가진 지역정부는 기관통합형 또
는 내각책임제 형태를 갖고, 지역주민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
원제의 지역의회와 지역의원이 선출한 지역정부의 장(지역도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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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를 구성․운영한다.
○ 지역정부 의회
- 지역의회(Regional Parliaments, Asamblea Legislativa)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Ley Orgnica) 하에서 지역정부의 행정관할구역
범위 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지역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가법률 집행을 위한 입법지원을 한다. 지역의회는
도지방정부의 관할구역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지방
의원들로 구성하며, 의원 정수는 지역정부에 따라 최대 135인에서 최
소 33인까지 다양하다.
- 지역정부의회는 국회에 대하여 지역정부의 기관구성 등 조직에 관
한 혁신, 개정법률안 제출권 등을 부여받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채택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정부 내에서 그 지역
의 주민투표로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 지역도지사
- 지역도지사(Presidente de la Comunidad Autonma)는 지역의회의
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명은 국왕이 한다. 지역정부의 행정부 수장으
로써 집행부 구성, 행정입법명령권(Decretos)의 제정, 정책계획안 확
정 및 집행 및 지역정부를 대표한다. 집행위원회(Consejo de
Gobierno)는 지역도지사가 임명한 각부 책임자들로 구성되며 지역정
부의 예산안 편성과 집행, 정책집행 및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한다.
○ 지역정부의 권한
- 스페인 중앙정부는 1992-1994년 기간 중에도 사회당과 민중당간
지역정부 협정(Pacto autonómico)에 의해서(1992년 2월 28일) 지역정
부의 권한 강화를 안착시켰다.
- 지역정부들은 이 협정을 거쳐 3가지 형태의 위임사무를 국가로부
터 이양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 즉, 독점적(배타적)으로 위임된 권한, 법률로 규정된 위임권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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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권의 위임 등이 그것이다.
- 다시 헌법 제1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지역정부 조직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와 유사성을 갖는)에 근거하여 국
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정부 자치권의 확대
- 자치권의 다양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스페인 중앙정부는
1996-1999년에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다양화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20).
- 그 결과 1994년 발랑시아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고, 카
탈로니아, 바스크, 갈리스, 안달루치아 등의 지역정부 조직법에 대해
서는 개정이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였다.
- 지역정부 중에서 가장 자치권이 강력한 지역정부들은 주로 바스
크, 카탈로니아, 갈리시아, 안달루치아 등의 지역정부이다.
4. 재정

○ 지방정부의 총지출 수준
- 1975년 당시 OECD 국가들의 총조세수입이 평균적으로 GDP의
31% 수준이었을 때, 스페인은 GDP 대비 총조세수입이 20% 이하였
다. 이후 꾸준한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2000년대 이후부터 스페
인의 조세수입 총액은 현재 OECD 국가 평균 수준과 일치하게 되었
다. 또한 공공지출의 비중에 있어서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
부가 53%, 지역정부는 35%의 총지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지방재정제도의 법적 보장 및 원칙

○ 자율적 지방재정제도의 법적 근거
- 스페인 헌법 제7장 「경제와 재정」 편에서 지방정부의 지방세 제
20) Réforme des statuts de l’Aragon et des Canaries, le 31 décembre 1996, de Castille-La Manche en
1997, de Murcie, de la Cantabrique et de Castille-Leon e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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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예산운영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제137조의 지방정부
의 자치재정권 인정), 또한 중앙-지방 정부관 관계에 대해서도 헌법
제7장은 그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지역정부 중심으로 자
치재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156조 제1항) 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제8장에서 지방재정 관련 세부 규정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
다.
○ 지역정부 자치재정권의 헌법적 보장
- 지역정부의 자치재정권을 인정한 헌법 제156조 제1항은 지역정부
는 국가의 재정과의 협력 및 조화의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
하에 그 자치재정권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모든 (지역) 국민
들 간 연대원칙의 정신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지역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가 있다(Martin, 2003: 74~75).
- 이외에도 헌법 제158조 제2항은 지역정부 간 연대원칙(principle of
inter-regional solidarity)을 명시하고, 이 원칙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최소한의 재정보전 기준을 보장하고 있다.21)
- 특히 지역정부간 연대원칙(priniciple of solidarity)에 근거하여 지
역정부와 도정부가 재정배분의 근간이 되는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지출 부분에 충당되는 재정보전기금(funds of
compensation)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종합적으로 이상 두 원칙에 근간을 두고 지방정부에 대한 이중적
재정지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크게 국가의 이전재원과 자치정
부의 지방세 중심의 조세제도(자율적 지방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지방정부는 국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나바라(Navarra)와 바스크, 카나리 군도 등에 대한
지방세 제도의 ‘특례제도("foral" system)를 인정하고 있다.
<표 3-2> 스페인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구조

지방재정 구조(2004년 기준, 백만 유로)
21) 스페인 헌법 상 자치재정 관련 원칙 : Article 156
autonomy, coordination and solidarity.

지방재정지출
GDP 대비
지방재정 투자 지출/국가
총투자 지출

145,971.78
19.60%
49.49%

지방재정 투자
GDP 대비
지방재정 투자 지출/국가 총투자 지출
지방재정 투자 지출/지방재정 총지출

<표 3-3> 스페인 지방정부의 세입구조22)

지방재정구조 (총수입 100%)
기초정부(100)
도정부(50)
32%
58%
36%
28%
32%
14%

조세수입
교부금 수입
지방채 등 기타 수입

지역정부(17)
20%
67%
13%

<표 3-4> 지방세 수입 총액

조세수입 및 지출 구조 (2004년 기준, 백만 유로)
지방세 수입
76709.66
부채 총액
GDP 대비 지방세 총액
10.30%
GDP 대비 부채 총액
지방세 수입 총액/총조세 수입 총액 44.78%
지방부채 총액/국가부채 총액

67027.86
9%
17.71%

2) 지방재정 관련법령

○ 지역정부 재정법 근거
- 스페인 헌법 제157조에서 명시한 지역정부 재원에 대한 헌법 규정
근거 하에 정부조직법(LBRL)에서 이와 관련한 재정제도를 세부적으
로 규정하였다. 이 법은 스페인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에 관한
기본법률 제7/1985호이며 지방정부의 기본적 재정제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역정부에 적용되는 지방재정 관련 기본법은 1980년 지역정
부 재정에 관한 조직법(LOFCA) 제8/1980호가 기본이 된다. 이후 3
년 뒤인 1988년 12월 28일 법률 제39/1988호를 통해서 보다 완전한

establishes the principles of the system: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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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9.34
2.30%
65.71%
11.73%

22) 2006년 기준: Martinez-Vazquez and Sanz-Sanz,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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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와 지방예산에 관한 운영원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는
바로 헌법 제7장에서 규정한 지방정부의 존재를 구체화한 지방정부
의 자율재정 원칙을 확인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예속관계를 금
지시키면서 명실상부한 자치재정권을 가진 지방자치제도로의 활성화
를 모색한 중요한 법률이기도 하였다.
3) 지역정부의 재정제도

(1) 지역정부의 지방재원 구조

- 지역정부는 헌법 제133조 근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일
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지방세를 자율적으로 설치․징수할 수
있다. 또 헌법 제158조의 보충성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가 지역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도 있으나,
반대로 지역정부도 국가의 세수입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지역정부의 재정수입 구조는 크게 자체재원으로서의 지방
세와 세외수입, 국가로부터의 양도세, 교부금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또한 국가는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 유지를 위하여 수평적 재정조
정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에 지역정부에 대해서는 재정조
정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 지역정부의 총수입 중 조세수입은 20% 정도이며, 보건의료와 교육
에 관한 사무권한이 이양된 후 소득세의 33% 세원을 조세수입으로
하고 있다. 보충적으로 1997년부터 부유세, 이전등록세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지역정부에 따라서 도박세, 저축세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Discretionary Taxes).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지역정부와 달리 나바라와 바스크 지역정부는 별도의 조세체계
(Foral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23) 즉, 1996년부터 각 지역별로 소
득세를 설치하여 지역의 전체 소득세 중 15～30%를 지역정부 세원
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 중 현재는
23) Foral System: Navarre/Basque ACs levy all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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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를 자체재원으로 징수하며, 휘발유세, 담배, 주류, 자동차등록세,
전기세 등에 대해서는 40%를 자체재원으로 갖는다.
(2) 지방세와 세외수입

-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자율적 재정운영으로부터 얻은 세외수입 등
이 원천이 된다. 지방세수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정부가 공동의 세
원을 세울 수 있지만 지방세 증가에 대한 책임성의 부담을 고려해서
지역정부 지방세수에 대한 재원의존도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정부 재정조직법(LOFCA) 제14조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금융자산의 운영 및 대부활동(지방채 발행 등)에 의한 자산운영은 각
지역정부가 사실상 세외수입으로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
기도 하다.
(3) 중앙정부로부터의 양도세

- 양도세는 지역정부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6년
과 2002년 지역정부 재정조직법(LOFCA)을 개정하면서 중앙정부로
부터 양도세 부분의 재정지원 비중을 강화시켜 왔다.
- ① 주로 두 부분에 있어서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먼저 개인
별 소득세(impuesto os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isicas, personal
income tax), 부가가치세(IVT), 그리고 특별세수 등을 중앙정부가 양
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양도세수에 대하여 지역정부의 규제
권한(세율조정권)을 확대시킨 바 있다.
- 그 결과 소득세가 양분이 되면서 70%는 국가의 세수기반으로, 나
머지 33%는(이전에는 30%였으나 2002년부터) 지역정부의 세원으로
분리되었다. 그리하여 각 지역정부는 각 관할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징
수한 (개인)소득세의 33%를 지역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 한편 부가가치세와 특별세 등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양도한 세원이
각 지역정부 관할구역 내에서 소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35%를 넘
지 않는 수준에서 이전되도록 제한하였다.
- 60 -

- 이러한 재원이전에 대하여 지역정부 재정조직법(LOFCA) 제11조
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세들이 지역정부로 세원이양이 가능하다고 규
정하고 있다. 즉, a)소득세는 33%까지 b) 재산세 c) 재산등기이전세
(자산등록세) d) 부가가치세의 35%까지 e) 기부 및 상속세 f) 특별제
조세의 40%까지 g) 전기세 h) 교통관련 특별세 i) 도박세 j) 특정연
료판매세 등이다.
- ② 두 번째 지역정부마다 조세권 확대 범위가 다양하지만 각 지역
정부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소득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
나,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그 세율 결정권을 갖는
다.

기금("sufficiency" fund)은 각 지역정부의 필요재정 수요와 징세력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교부금이다.
- 기본(최저보장)교부금(top-up allocations)은 공공서비스 중 교육과
국민건강 분야에 소요되는 필요재정을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정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하도록 결정된 교부금이다. 그리고 장기
적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충당할 목적의 지역정부간 보
전기금(interregional compensation fund) 등으로 나누었다.
- 이전에 필요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지역정부 재정조직법(LOFCA)
및 지역 간 보정기금을 규정한 법률 등에 예시된 사회경제 지표를
고려해서 그 이전재원 수준이 결정된다.
5. 중앙-지역정부-기초정부 간 관계

(4) 이전교부금

- ①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의 재원은 역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교
부금으로 지역정부 내 관할지역이 국세로 충당한 재원 수준이 얼마
인지를 고려해서 지역정부에 대한 이전교부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을 채택하고 있다. 이 첫 번째 형태의 이전교부금은 1997년 이후로
소득세 부분이 지역정부로 이양되면서 상당한 재원이 축소되었다.
- ② 또 다른 고려요인은 지역정부간 형평기금으로부터의 이전교부
금 재원이 있다.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지역형평기금으로부터의 이
전재원으로서의 두 번째 형태의 이전교부금(지역형평교부금)으로 유
럽연합의 구조기금 원조와 함께 각 지역 간 경제적 연대감을 강화시
키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지역형평교부금은 민간투자재원의 연간 약 30%를 지원 받으며, 지
역정부의 지역민 개인소득 수준이 유럽연합의 평균 수준에서 75%
이하인 지역정부에 대하여 교부하고 있다.
- ③ 2002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의 교부금 제도
- 1988년 재정법을 전면 개편한 2002년 법은 실제로 국세제도를 전
면 개정하였고, 이를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한 바 있다. 먼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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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국가로서의 통치원칙
- 단일국가의 통합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4가지 특성을 규정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헌법에서 연대원칙 등으로 스페인의 일체성(indivisibility,
indissolubility)을 재확인 한 바 있고, ②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2차
법률제정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 제정권한은 제외한 국회 중심의
입법권(Act of sovereignty)을 유지하고 있다. ③국가와 각 지역정부
간, 그리고 지역정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입법권, 사무권한 등)에 관한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초하고 있으며, ④지역 중심으로 주민
상호간의 연대원칙(priniciple of solidarity)을 보장하고 있다.
○ ‘지역’ 간 연대원칙에 근거한 단일국가 통치체제
- 스페인 민주헌법에 따르면 기본 통치원리는 지역 간 연대원칙
(solidarity)에 근거하여, 지역간 적절하고 정당한 경제적 균형을 보장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스페인 헌법 제138조). 독일 연방국가의
주정부간 (재정)협력 원칙(독일 헌법 제91조)과 연방체제 유지원칙
(통합성, principle of fidelity) 등의 영향을 받아서, 스페인 헌법상 연
대원칙은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이며 각 지역정부의 자치분권적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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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정부간 재정보전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스페인 헌법 제158조). 이 연대원칙은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이러한 원칙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충성 원칙을 이의 실천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기초지방정부 및 도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
- 또한 헌법 제140조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기초의회의원
에 대한 직접비밀평등선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제141조3항에
서 기초정부간 협력체(지방정부간 협력기구)의 구성도 보장하고 있
다.
- 헌법 제141조에서는 도지방정부를 규정하면서 이는 기초정부의 연
합체이며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시하
고 있다.
- 따라서 도정부의 경계변경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국회
(Cortes Generales)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시 제141조제2
항에서 도의회(diputaciones)가 도정부의 집행부와 행정기관을 구성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헌법 제143조에 도지방정부의 특
례사항도 인정하고 있다.
○ 도지방정부(Provincias)의 기관구성 및 운영
- 도 중심의 자치정부는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서 1833년 설치되었
으며, 지방행정의 단위 계층이면서 중앙정부의 행정단위의 하나로 만
들어져 현재는 중간자치정부로서 그 정체성과 행정적 기능이 약한
실정이다.
<그림 3-3> 스페인 50개 도(provinces) 행정영역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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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방정부와 같이 도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기관통합형이며
기초지방정부의 지방의원들 중 선출된 의원들로써 도의회(provincial
assembly, diputacio provincial)를 구성하고 있으며, 도의원 가운데에
서 집행부의 장(Presidente)을 선출하여 각 집행부의 책임자가 집행
위원회(La Comisino de Gobierno)를 선임하여 집행부 중심의 도행정
을 운영한다. 도의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로 결정되므로 도의원들은 반드시 기초의회
의원을 겸한다.
- 도지방정부의 기능으로는 주로 기초정부에 대하여 지원 및 보충,
업무조정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주로 병원, 도정부 도
로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한다. 또 기초정부 간 협력,
조정관계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재정능력이 부족하거나 경
영능력이 부족한 시에 대해서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기초정부 간 광역적 협력기능을 주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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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방정부(Municipios)의 기관구성 및 운영
- 헌법 제148조1항의 2에서 기초지방정부의 행정구역에 관한 결정은
지역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어 있다.
- 기초의회(corporación municipal)는 시장과 기초의원으로 구성되며
(기관통합형) 그 수는 주민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민 5천명 이상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집행위원회(집행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시장
(alcade)과 다른 기초의원(concejales)을 포함해서 기초의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을 자유롭게 지명하며, 행정부의
정책집행 등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시장은 100명 미만의 기초정부에
서는 직선되고,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의원 중에서
간선되고, 250명 이상의 기초정부에서는 정당명부 수에 의하여 다수
당 지방의원 후보명부에서 지방의원들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된
다. 시장은 자치경찰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행사한다.
<표 3-5> 기초정부간 인구분포(2008년 자료)

기준: 2006년 통계, 출처: HACIENDAS LOCALES EN CIFRAS ANO 2006 (재정경제부, 2008)

○ 지역정부와 중앙 및 지방(기초 및 도)정부간 관계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부
(Delegacion del Gobierno, Delegate General)가 지역 내에 소재해 있
으며 여기서 국가의 지방행정청(regional offices)을 지휘하고 국가의
행정을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정부의 경영에 대한 지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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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
- 지역정부의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지역정부는 스스로가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기초정부간 협력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도시 지방
정부들의 경우에도 지역정부 법률에 근거하고, 중앙정부의 의견수렴
을 거쳐 대도시권 협력기구(áreas metropolitanas) 등의 설치가 가능
하다.
○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재정협약에 의한 재정지원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주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
재정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지원을 추진해 왔다. 즉, 1986년부터 2001
년까지 재정세제위원회(CPFF)를 통해 제1차(1986-1991), 제2차
(1992-1996), 제3차(1997-2001)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 재정
협약제도를 운영해 왔다.
- 헌법상 원칙인 재정보전 원칙에 따른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
정보전 수준이 여전히 각 지역정부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됨으
로써 스페인 정부는 다시 2001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역정부의 권
한 확대와 함께 자율적 재정제도를 확대하게 되었다.
- 2001년 7월 27일 새로 안정된 재정세 제도의 개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정부의 자율적 재원 확보에 관한 새로운 지방세제 도입
을 제정한 2001년 12월 27일 제21/2001호 개정 법률(LSFCA)을 기반
으로 건강보건, 공적부조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공동사무 등 3
가지 분야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안정된 재정지원제도를 운영
하게 되었다. 또한 동법 제2조2항의 자치지역정부간 재정보정기금 지
원원칙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역정부에 대하
여 지역의 부가가치와 수입 창출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
로 하였다.
-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기초 및 지역정부)협의회간 공동협력
위원회(재정세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방세제도의 자율화 방안을 구
체화 한 지방세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가 지방재정 개혁에 관한 법률 제51/2002호이기도 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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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가속화 되었다.24) 또한 2004년 3월 정부시행령 제2/2004호로 지
방정부의 지방세정권(Local Tax Offices Regulatory Law)을 확대함
으로써 지방재정 및 지방세를 개편한 법률 제62/2003호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였다.

제2절 이탈리아 지역정부
1. 지역정부 도입 배경

○ 지방자치 발전
- 1861년 이탈리아는 단일국가의 창설, 행정체제의 획일화가 추진되
면서 2차 대전을 겪었다.
- 지방자치를 실현하던 과정에서 1929년 파시즘의 등장으로 멈추었
고, 당시 중앙정부가 시장을 임명하였다. 이후 무솔리니 정권이 타도
된 후 1947년 헌법으로 단일국가를 재건하게 되었다.
- 1946년 민주헌법의 제정 시, 행정체제 수준으로 <지역>을 고려하
였으나, 당시 5개 지역에25) 대해서만 특례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 1970년～1990년 실질적인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지역정부가 부상하
였고, 1972년과 1977년에는 행정적 측면에서 1980년에는 정치적 측면
으로 지역정부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 과거의 행정체제
- 이탈리아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논리에 지배되어 왔던 행정
조직체계로써 여러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인 행정조직이 존재하고 있
었다. 경제성장의 결과는 오히려 서비스의 창출과 공급에 주력하기
보다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필요성과 연결되면서 인력배분이 최적으
로 활용되지 못하여 그 결과 어떤 지방, 어떤 분야에서는 인력과다
현상이 그리고 인력이 더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반대 현상
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 정치와 행정간, 중심권과 외곽권간의 연계도 분명하지 못한 행정
환경이 상존해 있었다(Michel Piron, 2006: 173).
○ 지역정부의 형성 및 발전
- 1963년 당시 헌법 제131조에서 지역정부는 20개로 지정하고, 제
24) Spanish official journal(BOE), www.noticias.juridic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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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칠리아, 사르데니아, 발다오스, 트랑틴오아디지(Trentin-Haut-Adige), 프리올베네치줄리엔(Frioul-Vénétie
Juli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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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조에서 5개 지역은 특례를 인정하고, 재정자율권 보장원칙에 근거
하여 제한적으로 환경보호, 문화재관리, 사법조직 등에 관련된 기능
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였다
- 그리하여 지역의회 선거관련법이 1968년 제정되었고, 국회에서
1971년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였다.
<그림 3-6> 이탈리아 지역정부

베네치아-귤리아 등의 지역은 이탈리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례를 부여한 경우였다.
- 당시 헌법 제132조에서는 1백만 이하의 주민을 가진 경우에는 지
역정부 구성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북부동맹의 주축이 된 지역정부의
인구가 팽창하면서 정치적 측면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1990년대 공공행정기관의 부패(Mani pulite), 경제악화, 개혁
요구 등으로 지역 중심의 지역주의 정당들의 영향으로 <지역중심 국
가모델>에 대한 이론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 지역중심의 다원화(Territorial polycentrism) 체제로의 변화
- 지역정부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은 1980년대 이후부터
정치권과 정당체제가 변화되고, 국가가 약화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며
전통적으로 도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 지속적인 법률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갔고, 국가
수준에서의 중앙집권화 경향이, 지역정부 수준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 이 당시 특례지위를 가진 시칠리아, 사르데냐 등은 지역정부는 행
정효율성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혼란, 경제성
등)에 의한 특례지위의 인정이었고, 발다오스타, 트렌티노, 프리율리- 69 -

①1단계 지방분권화 정책: 행정적 연방체제(administrative
federalism) 방식
- 이탈리아는 헌법체계의 변화 없이,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하면서
활동 가능한 행정기능의 대부분을 지역정부와 다른 지방정부(기초,
도)에 이양하는 방식과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을 이러한 이양체제에
맞추고, 국가의 지방행정체제도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
었다.26)
- 1990년 6월 8일 법률 제142/90호, 1990년 8월 7일 법률 제241/90
호, 1993년 시행령 제29/93호에 근거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차원에서
의 행정비용을 절약하는 정책과 투명성원칙의 제정, 준수 정책 및 시
민의 권리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② 2단계 지방분권화 정책 : 과감한 행정개혁 지속 추진
26) M. Alberto Lucarelli, Percorsi del regionalismo italiano, Milan, Giuffrè Editore, 2004.

- 70 -

- 1997년 법률 제59/97호, 제127/97호, 1999년 법률 제50/99호 및 관
련 시행령 등에 의한 국가개혁정책 추진을 지속하면서, 추진목표들인
재정건전화, 행정기능에서의 시민권의 보장, 투명성 확보 등이 강화
되었다.
- 세 번째 목표인 공행정의 혁신을 유도하여 개선하고, 공행정의 임
무 재정의, 행정역량의 강화, 공공서비스와 서비스 공급품질의 질 향
상, 관료제의 병폐 제거, 규제철폐 및 규제비용의 절감 등도 지속 추
진하였다(Michel Piron, 2006: 174).
○ 지역정부 중심체제의 추진내용 및 특징
- 정치와 행정의 기능, 역할의 분명한 구분에 근거한 행정운영 체제
구축, 정치와 행정의 책임성에 따른 운영체계의 재조직화 등을 추진
하였다.
- 그리하여 획일적인 행정조직 모델을 버리고 다양한 행정조직의 자
율성과 기관의 운영자율권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대학교, 중고
등학교, 연구소,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조직 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
기관의 조직과 운영 자율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수직적 보충성원칙, 수평적 보충성원칙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최
종 목적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중간단계를 재조정 하거나, 행정역량의
최적화를 위한 행정의 핵심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 결과를 고려한 임무의 재정의,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 성과중심
의 행정운영체제 도입, 활용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전문성 강화 및 혁신성 지향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하였다.
- 그리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중앙행정기관의 과도한 역할
수행의 배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2. 법적 지위

○ 지역정부 지위와 권한의 헌법적 보장
- 이탈리아 국가는 1947년 12월 27일 헌법 제정시 이미 앞에서 언급
한 5개 지역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였다. 이후 15개 지역으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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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 바 있다.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1963년 20개의 지역정부
가 헌법 제131조에 규정된 이후, <지역중심 국가모델>을 추진하면서
제1단계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한 행정적 연방체제(administrative
federalism) 방식을 채택․시행하여 왔다.
○ 1999년 헌법 개정으로 명문화
- 그리하여 1999년 11월 22일 수정 법률 제1호에 의하여 이러한 내
용이 완전히 헌법에 명문화 되었다.
- 2001년 헌법개정: 더욱 확고하게는, 2001년 10월 18일 수정법률(헌
법조항 상 이탈리아 공화국의 행정조직 재편에 관한 조항으로 2003
년 6월 5일 법률 제131/03호에 의하여 확정) 제3호에 의하여, 헌법의
제2부 5장(지역정부, 도정부, 기초정부)을 완전히 새롭게 개정하여 기
능수행 관점에서 국가와 지역정부간 관계 및 권한배분을 제도화 하
여 재규정한 바 있다(Michel Piron, 2006: 176).
○ 헌법 개정 후 후속법률에 의한 지역정부 권한 강화
- 헌법 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18일 법률 제267/00호가
지방정부 입법권 관련 법률, 시장직선, 도자치정부 민선지사, 도 및
기초정부의 지방의회 의장 선출 등에 관한 법률을 법전화 하였다
(Recueil des lois sur les collectivités locales).
- 지역정부의 헌법상 자치권 제117조: 지역정부는 헌법상 자치권(제
117조), 자치행정조직권(제123조), 자치재정권(제119조)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위임법률제정으로 헌법 제2부 제5장 지방자치
정부편이 완료되었다. 이에 2003년 6월 5일 위임법률(loi La Loggia)
제2003/131호에 의하여, 헌법 제2부 제5장을 완전히 재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역정부간 경쟁적 권한분야에서의 입법권에 관련한 기본원
칙을 재확인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몇 조항에
대하여 여전히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있다. 후속 시행법령의 제
정이 따르고 있지는 않다(Michel Piron, 200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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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부의 종류 및 입법권 근거
- 지역정부의 종류에 관해서 이탈리아 헌법 제131조는 20개 지역정
부를 열거하였지만 실제로 공통법에 근거한 지역정부(ordinanry
statutory, or common law regional government)와 특례지위를 가진
5개 지역정부(special statutory regional government)가 있다.
- 대도시정부(밀라노, 베니스, 제노바, 볼로냐, 플로렌스, 로마, 바리,
나폴리 등)의 지위에 의한 특례시 체제는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지역정부의 법적 종류와 근거
- 즉, 헌법 제131조는 20개 지역정부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실제로 두 가지 종류의 지역정부로 구분된다.
① 공통 법률에 근거한 지역정부(ordinanry statutory, or
common law regional government)
- 헌법 제123조 1항 « 헌법과 이탈리아 민주공화국 법률에 저
촉되지 않는 조건에서», 지역정부의 지위를 규정할 수 있는 폭
넓은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② 특례지위를 가진 5개 지역정부(special statutory regional
government)
-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정부에 대하여 헌법 제123조 1항에
서 “헌법과 이탈리아 민주공화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항시 지역정부의 지위를 규정할 수 있는 폭 넓은 입법권을 부여해
두고 있다.
3. 기능 및 역할

○ 지역정부의 조직체계
- 각 지역정부는 헌법에 맞게 지역정부 통치형태와 기본적인 조직
및 운영 원칙들을 결정하는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기관 조직은 다
음과 같다.
- 지역정부 의회(consiglio reg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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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부 집행위원회(giunta regionale)
- 지역정부 민선지사(président)
○ 지역정부의 조직 및 기관구성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22조와 2004년 7월 2일 법률 제165/04호에 근거하여, 지역
정부 민선지사 및 지역정부 집행위원회(내각), 지역정부 의회 등에
대한 선출방식, 선거권, 피선거권 등에 관한 규정은 지역정부 법률로
제정하게 되어 있다.
- 다만 이러한 지역정부 법률은 기본적으로 선출직의 임기 등에 관
한 국가 법률이 규정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Disposizioni
per l’adeguamento dell’ordinamento della Repubblica alla legge
costituzionale 18 ottobre 2001, n° 3”).
○ 지역정부 조직법의 규정 내용
- 지역정부 조직(기관구성)법에서는 지역정부가 제정한 지역정부 법
률 및 행정입법 및 시행령 등에 관한 발의권, 투표제안권 등을 규정
하고 있다.
- 지역정부 조직법에 대한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1/5 이상 또는 지역
의회 의원의 1/5 이상이 이를 요구할 시 실시한다.
-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공표한다.
○ 지역정부의 집행부: 기관대립형 집행조직(Junte)과 장의 기능
- 헌법 제121조 3항 : 지역정부의 집행부는 집행권을 행사한다.
- 헌법 제121조 4항 : “지역정부의 장은 지역정부를 대표하고, 정책
을 주도하며, (지역정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공포, 지역정부 행정
규정 제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1995년 2월 23일 43/95호 법률에서는 지역정부 의회가 지역정부의
장을 간접 선출하였으나, 1999년 11월 22일1/99호 헌법 수정으로,
헌법 제122조 제5항에서 “지역정부 법률이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역정부의 장은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규정하
여 새로운 선거가 2001년 4월 16일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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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31일 2/01호 헌법 수정을 통해서, 특례지위의 지역정부
에서도 동일한 선거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 이후 지역정부 집행부 위원들도 과거에는 지역의회에서 선출되었
었으나, 2001년 이후로는 지역정부의 장이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하
게 되었으며, 반드시 지역의회 의원 중에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Arcobelli, 2003 : 152).
○ 지역정부 의회
- 지역정부 의원들은 지역정부 행정구역을 대선거구로 하여, 도 수
준에서 이를 선거구로 하여 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다. 80%가 정당비
례제, 20%는 1차 결선투표제로 선출된다.
- 이 경우 정당식 비례대표방식에 의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진다.
- 또한 지역의원은 3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구성되며, 5년 임기로
재임이 가능하다.
○ 지역정부 의회의 기능과 권한
- ‘지역국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정부 의회는 지역을 관할
권으로 입법권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의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역
정부 법률을 제․개정 할 수 있다.
- 지역정부 의회는 국회에 입법권 제출권한이 있으며 지역정부 및
하위 도정부와 관련된 지역정부의 경계변경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 지역정부에 대한 예산승인권, 예산항목 변경 및 결산승인권, 지역
정부의 지역세금 총액결정권(지역정부 세입세출 승인결정권), 집행기
관 조직 승인권, 국가기능 담당 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 승인권, 지역
정부 차원의 공공사업 및 지역계획 승인, 지역정부 행정기관의 재정
지원 등을 그 권한으로 행사한다.
-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지역정부 관련 정책에 대한 지역정부의 의견
제출권도 있다.
- 뿐만 아니라 지역의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지역정부 민선지
사에 대한 탄핵권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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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2001년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회의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고 사실상의 지방국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지역정부의 장
에 대한 탄핵권도 부여받아 탄핵에 성공하면 지역정부의 장, 집행조
직, 그리고 지역정부 의회도 자동적으로 해산해야 한다(헌법 제120
조).
○ 지역정부 민선지사(presidente della giunta regionale)
- 지역정부의 집행기구의 장으로서 지역정부 민선지사(presidente
della giunta regionale), 그리고 책임내각 체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집
행기관의 분야별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위원들이 있다.
- 민선지사 선출은 지역정부의 행정관할구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직
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지역정부 조직법이 다른 선출방식을 결정
하게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 중앙정부는 직선제의 민선지사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
역정부의 자치조직권에 근거한 지역정부 법률로 개별적인 지역 특성
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현재 사회주의개혁당(Refondation communiste)만 내각제 형태를
찬성하고, 다른 정당은 모두 민선지사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다.
○ 지역정부 민선지사의 기능과 권한
- 지역정부 민선지사는 지역정부를 대표하고, 지역정부의 법률, 행정
입법의 제정을 결재한다.
-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부여받은 위임권한 및 위임사무
를 행정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 민선지사는 지역정부의 각료인 집행위원(assessori)들의 임명권, 해
임권을 갖는다.
○ 지역정부 집행위원회(giunta regionale)
- 집행위원회는 법률의 집행, 정책시행, 지역정부의 행정운영, 지역정
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 지역정부의 예산수립, 집행 및 법률에 근거한 예산항목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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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계획 승인, 계약승인, 금융재정운영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
한다.
4. 재정

○ 지방재정 개선노력
- 정확하게 1972년에 지방정부가 징수하던 모든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 원칙을 채택하여 오히려 그 후로는 국가의 교
부금에 점점 더 의존해 왔다.
-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지방정부의 재원 중 조세수입은 평균적으
로 20% 정도였으며, 국가의 교부금 수준은 69%였다.
○ 자치재정 원칙 천명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1990년 법률 제142/90호를
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의 기능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리고 헌법 제119조에서 특히 지방세제에 근거한 자치재정권을
규정하였다: “헌법에 맞게, 공공재정협력원칙, 국가 징수제도에 맞도
록 지방정부의 세원과 자체수입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국세수입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27)
○ 지방재정체계
- 1970년대까지는 지역정부(Region)의 중앙재정 의존도가 90%에 달
할 정도로 주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극히 취약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규모
지방재정 개혁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 지방세로 사업․공예․전문직세(ICIAP), 부동산세(ICI), 생산 활동
세(IRAP) 등이 도입되면서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 결
27) « Les communes, les provinces, les villes métropolitaines et les régions
autonomes. Elles établissent et appliquent des impôts et des recettes propres,
Constitution et selon les principes de coordina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u
disposent de coparticipations aux recettes fiscales du Trésor public rappor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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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 des ressources
en harmonie avec la
système fiscal. Elles
à leur territoire.».

과 지방재정 중 지방세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95년 28%→’05년
51%).
- 이는 2001년 헌법개정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세원이양에
대한 기본틀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에 부합
하는 조세 및 세입권한을 인정한 후 각 지방에서 징수된 국세들을
공유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재정관련 헌법적 근거>
- 이탈리아 헌법 119조 :
◦ 지방정부는 각 계층별로 자치재원을 가지며 헌법 틀 내에
서 국가재정 및 조세체계의 조정원칙에 맞추어 자체 조세수입
계획의 시행이 가능하다.
◦ 지방정부는 그들 구역과 관련된 국세 총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 지역 간 조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국법으로 평형기금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
◦ 사회단결 촉진,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재원
을 추가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정부는 투자자금 관련 대출계약이 가능하나, 이에 대
한 국가보증은 배제하고 있다.
○ 조세체계
- 국세, 지방세 관련법률 및 제도를 중앙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어
세제, 재정분야에 있어서 지방의 자율권은 대체로 미흡한 편이다.
- 주요 국세로는 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
배세 등이 있음
- 각 지방정부는 계층별로 각자 다른 지방세 세입원을 보유하고 있
다.
- 이탈리아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8:22이다(‘06년 기준).
○ 지역정부의 지방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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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부(Region)의 경우, 자동차세, 인허가세, 쓰레기매립세, 경
제활동세, 생산활동에 대한 법인세(국가징수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등을 지방세원으로 한다.
- 지역정부에 대해서는 1990년 5월 13일 법률로 지역정부에 대한 국
가의 재정이전 폐지 원칙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역정부는 재정력을
갖춘 지방정부와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상황을 고려하
면서 자체재원으로 모든 지출비용을 충당해야만 했다.
- 이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지역정부는 새로운 세원 혜택을 받았는
데, 건강보험 지출과 관련된 국가의 이전재원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
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생산활동에 관한 지역정부세(부가가치세에
비례하여 4.5% 세율 수준을 징수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성이 보장
됨) 및 법인소득에 대한 지역정부 차원에서의 부과세 등을 설치하였
다.
○ 도 및 기초지방정부의 지방세
- 도 지방정부(Province)의 경우 자동차등록세, 전력소비부가세, 자동
차보험세, 쓰레기매립세(주와 공동세금) 등을 세원으로 한다.
- 기초지방정부(Comune)의 경우, 재산세, 개인소득세(국가와 공동세
금), 광고세, 공유지 이용세, 전력소비부가세, 하수처리세 등을 기초
단위 세원으로 한다.
○ 지방재정조정 제도
-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국가 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일반 운영비를 보
조하기 위한 공동기금과 자본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발전기금으로 분
류하고 있다.
- 도 지방정부(Province)와 기초지방정부(Comune)에 대한 정부보조
금의 총액은 매년 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이외에 재정형평화 제도
가 있어 지방정부 간 재정적 차이를 해소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 지방정부는 융자를 통해 자본지출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낮
은 이자율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융자기관에서 자금 차용이 가능하다.
- 1999년 예산에 국내안정화 협정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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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앙정부가 정하는 일정수준까지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 경상지출 삭감액을 할당하고 동 목표를 달성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채 차입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방재정 파탄에 대비해서 ‘지방재정 재건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이탈리아 지방재정제도의 특징 중 하나이다.
○ 재정조정기금 운영
-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조정기금의 설치, 특정 지방정부에 대하
여 국가의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여 전국적 재정력 수준을 고려
하여 평균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도비를 부과하지 않고 총괄
적인 재정조정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지역경제발전, 사회연대,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국가의 부가적
재원과 특별보조금의 배분 등이 시행되었다.
< 지방재정 재건 지원제도 >
◦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봉착, 재정파탄 선언을 하였을 경우
재정재건을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감독 하에 다음사항을
이행행 한다.
- 모든 지방세를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 세율로 인상
- 지방정부 인력을 필요 최저 한도까지 삭감
-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정한도 내에서 최소한
으로 한다
◦ 또한, 내무부 감독 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파탄
선언을 한 지방정부에 대한 자산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체납세금 징수 및 처분가능 자산매각 결정 등 업무를 수
행한다.
◦ 종래에는 재정난에 빠진 지방정부에 대해 국가가 차입을
지원했으나,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차
입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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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 기초지방정부는 자체재원 마련을 위하여 1993년 부동산 재산세를
만들었고 총 예산수입의 30% 정도를 감당하였으며, Bassanini 법률
에 의한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서 1999년 1월부터 기초정부의 부가세
원 명목으로 국가가 결정한 세율과 기초정부가 결정한 변동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 도 지방정부는 국가 세원인 자동차보험세, 자동차등록세 등으로부
터 양여재원을 받아 상당한 자치재정 수준을 갖추게 되었으며, 동 법
률이 제정한 소득세의 일부도 도지방정부의 세원으로 징수하였다.
○ 재정현황
- 1999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방정부의 총 조세수입은 약 47.7%,
국가의 재정지원이 46.7%로 감소되었다. 특히 도지방정부의 경우 국
가의 이전재원(경상교부금)이 27.1%, 기초지방정부의 경우에는
26.3%, 2001년에는 지역정부의 경우, 국가로부터의 이전재원(경상교
부금)이 9.5% 정도 수준이고, 특례지위의 지역정부에 대해서는 약
10.2% 수준으로 낮아졌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분권 방향
- 세입 분권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국가와 기초지방정부 간 공동세화 및 국
가 소득세(IRPEF)에 대한 공동세 배분 비율을 강화하고 있다.
- 공동세화 된 세목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노
력을 기울일 경우의 재정적 보상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 과세자주권 강화
- 중앙정부가 설정한 조세 위에 같은 원리로 추가적인 지방세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며,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던 지방세 일
부 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권․감면권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 재정형평화 목적 이전재원의 도덕적 해이 유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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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이전 규모가 과거의 역사적 지출수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
고 Zero-Base에서 산정되도록 변경하였다.
- 표준 단가 산정 등의 투명한 재원산정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
5. 중앙-지역정부-기초정부 간 관계

○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관계
-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마다 법이 따로 있으며 지역정부는 중앙정부
와 종속관계가 아니고, 일부 제도의 경우 지역정부가 제정한 법이 우
선하는 등 지역정부의 입법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 국가의 통합성을 위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율권을 부여한 관계이다. 그리고 지역정부와 정
부소속 의원으로 동일하게 구성되는 회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협의·
조정하고 있다.
-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법적 견해에 대해서는 최고법원(꼬스띠 뚜
레)에서 최종 결정한다.
○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체제
- 2010년 현재 이탈리아 수상 Silvio Berlusconi와 그의 당 Forza
Italia는 영국 스코틀랜드 방식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더욱
강력한 지역정부화를 추진하고자 2006년 헌법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부결되었다.
- 하지만 그 후 이탈리아의 각 지역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
맞게 지역정부로 하여금 자율적인 통치형태와 기본 조직 및 운영 원
칙들을 지역정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정하는 자치입
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 지역정부의 입법체계 하에 도-기초 지방정부의 다양성 운영
- 지역정부의 자치권 확대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도, 기초)는 획일적
인 행정조직 모델을 버리고 다양한 행정조직의 자율성과 기관의 운
영자율권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여, 대학교, 중고등학교, 연구소,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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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 등과 같은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 자
율권을 확보하는 지역거버넌스가 용이하게 작동하도록 총체적인 정
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개혁과 병행하여 지방분권
정책이 스페인 보다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
- 주된 이유는 중앙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
고, 국가의 지방행정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행정수단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1999년 11월 22일 헌법 개정의 기초가 되는 수
정법률 제1호로 지역정부의 특례적 지위를 완전히 헌법에 명문화 하
였다.
- 이어서 2001년 헌법 개정에 의하여 헌법 제2부 5장(지역정부, 도정
부, 기초정부)을 완전히 개정해서 국가와 지역정부간 관계 및 권한배
분을 제도화 하여 새로운 정부간 관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5개 특별
지위를 가진 지역정부는 다른 지역정부 보다 차등적 권한을 부여받
고 있다.

앙정부가 파견하는 도지사(prefect)가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각 도
에 위임한 업무의 수행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Comune)의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각
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결정하고, 고용된 인력은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지역정부와 기초-도 지방정부 간 관계
- 헌법 제133조에 근거하면 관련 행정관할구역의 지역정부로부터 사
전 의견수렴을 조건으로, 도 지방정부 경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기
초정부의 발의에 따라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새로운 도 지방정부
도 설치가 가능하다.
- 또한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면, 어떤 도 지
방정부라도 현재 소속된 지역정부의 관할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정
부의 관할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1990년 법률 제142/90호에 의하여 최소한 20만 이상의 인구가 되
어야 도 지방정부로 승격이 가능하다.
○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간 관계
- 각 지역(Region)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조정관(Commissioner)이
있으며, 각 지역의회가 제정한 법안은 조정관의 서명(중앙정부의 재
정부담 관련 사항 등 통제)이 있어야 발효가 된다.
- 도(Province)에는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rers)가 임명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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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국 지역정부
1. 지역정부 도입 배경
1) 영국의 지역

-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지역으로 구분
되며, 잉글랜드에만 전체인구 중 약 85%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그
리고 잉글랜드 지역은 다시 런던대도시를 포함해서 총 9개 지역
(Region)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까지
포함하면 UK 전체에 12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3-7> 영국 잉글랜드의 9개 행정관할구역으로서의 지역

출처: Map redrawn from the Government Offices for the English Regions website http://www.gos.gov.uk/

- 85 -

- 이때의 지역은 행정구역은 아니다. 다만, 이들 각 지역에 국가의
지방청(Government Office)이 설치되어 일종의 중앙정부의 합동행정
청의 역할을 수행한다.
- 따라서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Scotland
Office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런던과 글래스고우 등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영국 중앙정부의 각료의 한 사람으로서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담당장관이 책임을 맡고 있다.
○ 1998년 이후 새로운 광역지방정부(지역정부)의 탄생
- 대처수상 이후에 보수당 정부의 전반적인 통합정책의 결과를 보
면, 결과적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잉글랜드 지역은 일부 통합지
방정부(런던시를 포함 47개)로 개편하였으나 대부분은 지리적 포섭관
계의 2계층제를 그대로 유지한 지방정부 계층구조 개편이었다. 대처
정부 정권 초기에 획기적인 체제 개편을 제안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
리가 먼 부분적인 통폐합이었고, 나머지 지역만 제한적으로 통합형
지방정부체제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 그러나 1997년 총선에서 토니블레어를 중심으로 한 노동당이 재집
권에 성공하면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여 2000년부터는 다시 광역적
기능을 담당하는 런던대도시의 설치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의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설치 등 정치적인 분권(political
devolution)에 의한 지역분권화(regionalisation) 정책을 강력하게 추
진하게 되었다.
○ 2계층제 형태의 지역정부를 재설치
- 노동당정부의 시각에선 지역정부 창설이 국가 전체 지방정부 개편
과정에서 가장 급진적인 계층구조 개편방안의 하나가 되었다. 즉, 도
심지역은 광역권을 형성하면서 디스트릭트와 카운티 2계층 구조의
지방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런던대도시권도 런던광역시와 자치구인
버러우를 그대로 두고 2계층제를 유지하였다.
- 이로써 모든 영국 국민의 1/2 이상이 여전히 2계층제 형태의 지방
정부 권역 내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비록 대처가 1985년 런던광역시
- 86 -

를 폐지하면서 지리적으로 단층제 형태의 지방정부 계층구조를 시도
하였으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 2000년에 런던광역시를 다시 부활하
여 런던대도시 지방정부(GLA)를 설치, 2계층제를 부활시켰고 여전히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에는 2계층제 지방정부 구조가 기본틀로 유지
되고 있다.
-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등에서도 도시정부 이외에 지역적 특성, 역
사적 배경에 정치적 분권화 시행으로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를 구성 운영하여 전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다.
2)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탄생

○ 스코틀랜드 지역의 발전 역사
-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통합되기 전가지 독자적 의회를 구성하
여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였으나, 1707년 3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통합으로 스코틀랜드가 해체되었다. 다시 19세기 들어서면서 1894년
영국의회의 하원에 스코틀랜드 지역사무 처리를 위하여 스코틀랜드
통합위원회(Scottish Grand Committee)가 설치되었고, 이는 1907년
부터 영구적인 기구로서 발전된 후, 1957년 하원에 스코틀랜드 관련
법률 감독을 위한 스코틀랜드 상임위원회 설치, 1962년 재차 구성된
바 있다.
- 1973년 헌법위원회(the Royal Commisstion on the Constitution)는
스코틀랜드 분권을 제안하였고, 이 분위기가 고조되어 1970년대 노동
당 정부는 스코틀랜드 의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
과 1978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설치를 위한 스코틀랜드법(The
Scottish Act)이 제정되었다.
- 스코틀랜드 법은 스코틀랜드 의회의 설치를 스코틀랜드 주민투표
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79년 3월 1일 실시된 주민투
표에서 총유권자의 33%에 불과해 독자적 스코틀랜드 의회 설치는
무산되었다.
- 1979년 스코틀랜드 의회 창설이 무산되었으나 지역에 대한 분권적
요구가 계속되면서, 1997년 총선거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997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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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스코틀랜드 지역분권을 위한 백서를 발표하
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1997년 9월 1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과세권을 갖는 스코틀랜드 의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 1998년 스코틀랜드 법이(Scotland Act of 1998)이 입법화되었으며
1999년 5월 선거가 실시되어 1999년 7월 1일 웨스터민스터에서 스코
틀랜드 의회로 많은 정치 행정권한이 이양되었다. 1999년 스코틀랜드
정부(Scottish Parliament)가 탄생하면서 스코틀랜드법은 웨일즈, 북
아일랜드와 달리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폭 넓은 정치적 권한을 부
여받게 되었다.
○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시작
- 1979년 이후 주민선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지역에 대
한 분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고조되었다. 비록 1979년 등장한 보수
당 정부는 1978년 스코틀랜드 법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1987년 총선
거가 실시된 이후 스코틀랜드 헌법의회 (the Scottish Constitutional
Convention: SCC)가 구성되어 스코틀랜드에 대한 분권운동을 조직
적으로 추진하였다.
- 스코틀랜드 보수당, 통일당 (Unionist 정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the Scottish National Party)를 제외한 지역의 주요 정당, 지방정부,
교회, 기타 자원조직이 참여하는 헌법의회는 “스코틀랜드를 위한 권
리의 선언 (a Claim of Right for Scotland)”를 선언하였다.
- 스코틀랜드 헌법의회는 1995년 ‘스코틀랜드 의회, 스코틀랜드 권리
(Scotland's Parliament, Scotland's Right)’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스
코틀랜드의 분권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7년 노동당의
집권 이후 스코틀랜드 지역의 분권을 위한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현황
- 스코틀랜드 지역의 총인구는 2008년 추정에 따르면 5,168,500명이
며, 지역 수도인 Edinburgh는 약 446,110명이고, 가장 큰 도시는
Glasgow이며 약 577,9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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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요 도시의 인구는 Aberdeen(179,950), Dundee(141,930),
Inverness(42,400), Stirling(33,060) 등이다.
<그림 3-8>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관할구역

- 웨일즈 의회가 설치된 이후 웨일즈 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상원의 리더였던 리차드를 중심으로 리차드 위원회
(the Richard Commission)를 구성하여 웨일즈 의회의 바람직한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리차드 위원회는 웨일즈 의회의 권한
강화와 선거제도의 개혁을 건의하였다.
<그림 3-9> 웨일즈 지역정부 관할구역

3) 웨일즈 지역정부 연혁

- 웨일즈는 전통적으로 잉글랜드와 가까운 지역으로 1969년 집권한
노동당이 왕립헌법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Constitution)를 설치하여 웨일즈 지역에 분권체제 수립 가능성을 연
구하였고, 왕립헌법위원회는 “민주주의와 분권: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를 위한 제언(Democracy and Devolution: proposals for Scotland
and Wales)”라는 백서를 1974년 발간하면서 웨일즈에 지방분권에 기
초한 지역정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웨일즈 지역에서 1979년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와 같이
4:1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1997년 총선거가 끝난 이후 집권한 노동
당은 웨일즈청보다 웨일즈 의회가 민주적으로 책임성이 더욱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1997년 9월 웨일즈 의회 수립을 위한 2차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6,712명이 많은 다수를 얻어 웨일즈 의회 설치를 결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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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회는 리차드 위원회에 대한 대응으로 “웨일즈를 위한 보다
나은 정부 (Better Government for Wales)”라는 백서를 발표하였다.
리차드 위원회의 건의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웨일즈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웨일즈 정부법이 2006년 제정되었다.
2. 법적 지위

○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구성의 법적 근거와 지위
- 1998년 영국 국회가 제정한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은 스코틀
랜드 지역국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법률제정권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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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land Act 1998, ss. 28(1), 29(1)).
- 스코트랜드 지역정부는 전형적인 의회-집행부 통합형의 의원내각
제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지역의회(Scottish
Parliament) 총 129명의 지역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지역의원은 73
개 선거구 다수 득점자(constituency members)와 스코틀랜드 8개 지
역을 대표한 각 7명씩 지역의원(regional members)으로 구성된다. 이
방식은 유럽연합의회 구성방식과 유사하다. 이와 별도로 영국 전체
하원의원 중에서 스코틀랜드 대표 국회의원은 59명이다.
- 지역정부의 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은 스코틀랜드법 제2
부 44～66조에 근거하고 있다(Part II of the Scotland Act, ss 44 to
63).
-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집행부(Scottish Executive Cabinet) 구성
은 선출된 지역의회의원 중에서 지역의회가 제1장관(First Minister)
을 지명하고, 이 제1장관은 지역정부를 대표하며 각 집행부 각료
(Scottish Ministers)를 임명한다. 5명의 주장관(Cabinet Secretaries)
과 이들을 보좌하는(각 2명씩) 10명의 담당장관(Scottish Ministers)
을 임명하고 이들이 스코틀랜드의 40개 국, 5천여 명의 집행부를 관
리한다.
-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대표자(제1장관)는 영국 국회의 하원의원을
겸하고 있다.
○ 웨일즈 지역정부 구성의 법적 근거와 지위
- 1998년 웨일즈정부법(Government of Wales Act)은 스코틀랜드 지
역정부법과는 권한의 차이를 두고 웨일즈 지역정부(지역의회)를 설치
하고 있다.28) 그 결과 웨일즈 지역정부에 대한 입법권은 여전히 영국
을 대표하는 국회에 있게 되었다.
- 1998년 지역정부법은 웨일즈 지역의회의 구성을 결정하면서 40명
의 지역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후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았었다. 그
러나 2006년 웨일즈법 개정을 통해서 제3부에서는 웨일즈 지역의회
에 위임입법권(special form of delegated legislation)을 부여하게 되
28) V. Bogdanor, Devolution in the United Kingdom, Oxfor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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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이후 2006년 웨일즈법은 웨일즈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지역정부를
출범시켰다. 1998년 웨일즈법은 의원내각제 형태의 지역정부를 채택
하였으나 2006년 웨일즈법은 기관분리형의 지역정부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웨일즈 지역의회와 웨일즈 지역정부에 보다 강화된 정치 행
정권한을 이양하였다.
- 웨일즈 지역정부의 내각은(Cabinet of the Welsh Assembly
Government) 집행기관을 총 책임지는 정책결정기관이기 때문에 9명
의 내각의원(장관, Ministers)과 지역정부를 대표하는 제1장관(First
Minister)이 합의제로 운영한다. 웨일즈 행정부의 수장인 제1장관
(First Minister)은 웨일즈 지역의회가 지명하되 임명권은 영국 국왕
이 행사한다.
- 웨일즈 지역의회는 상기 영역에 한정하여 영국의회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입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2차적
행정권한은 웨일즈 지역정부 행정기관에 부여하였다. 웨일즈 지역의
회가 영국의회가 결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웨일즈 지역의회는 과세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 그리고 웨일즈 지역은 스코틀랜드 지역과는 달리 독자적인 사법체
제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이유의 하나로는 웨일즈 지역은 스코틀랜드
와 비교할 때 잉글랜드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치 행정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권한의 측면에서도 스코틀랜드 지역
의회에 비하여 권한 이양의 정도가 낮아 자주조세권을 부여받지 못
했다.
3. 기능 및 역할
1) 영국의 사무배분 체계

- 영국은 자치사무를 구분함에 있어서, 대륙법계인 프랑스ㆍ독일과
같이, 행위주체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법상 카운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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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county councils)사무, 대도시 카운티 정부(metropolitan county)
사무, 도시기초정부(metropolitan districts) 사무, 농촌기초정부(non
metropolitan districts) 사무, boroughs 사무, 통합지방정부(unitary
authorities) 사무, town 및 township 사무 등으로 구분하여 사무배
분을 하였다(1972년 지방정부법).29)
- 또한 이들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자치)사무를 다시 의무사무
와 자유재량사무로 구분하고, 의무사무(statutory duties or
mandatory powers)는 하원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지방
정부가 반드시 의무(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무로, 우리나라의 사
무구분 체계로 보면 일종의 국가가 부과한 위임사무에 해당한다.
○ 영국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사무의 구분

국가사무
자치사무
위임사무

법령 근거 및 예시

개별법상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에 속한 ‘책임운영기관’의 사무로 규정
-지방정부법상 카운티사무, 디스트릭트사무, 버러우사무, 타운십사무 등: 법적 의
무사무(위임사무)를 제외한 자유재량사무(discretionary powers)30)
-지역정부사무(1998년 스코틀랜드법, 웨일즈법 등 자치입법권에 의한 집행)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법적 의무규정이 있는 사무(statutory duties or
mandatory powers): (예) 194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72년 만성병자와
지체부자유급여법(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 1977년의 무거
주자법 (homeless persons Act), 1992년 주민보건의료법(community care Act)
등

○ 법체계상 위임사무의 부존재
- 영국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사무를 구분함에 있어서 관련 지방정부법(1972년～2000년의 Local
Government Acts) 근거로 보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로 구분
하지 않는다. 사무의 집행책임자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자
치행정권의 주체인 집행부가 내각책임제(Cabinet System) 형태의 운
29) 1972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2)상 사무배분 근거규정 사례: Part IV discharge of
functions(지방정부가 사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관구성 원칙을 규정); Part IX Functions(지방정
부의 기능수행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 제179조～제215조: 일반 수행규정(제179조), 공중보건(제180조),
상하수도(제181조)～장례장묘 관리(제214조), 교회부속 묘지관리(제215조) 등.
30) 2000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 제22장 중 지방정부 집행부의 사무권한(Executive
functions)에 관한 조항 제13조: 13.-(1) This section has effect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functions of a local authority which are the responsibility of an executive of the authority under
executive arrangements. 또한 제14조는 집행부의 사무권한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다: Provisions with
respect to executive arrangements: 14조. Discharge of functions: mayor and cabinet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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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리로 인하여 지방의회와 일체감을 갖게 되므로 당연히 기관위임,
단체위임 등과 같은 개념이 없다.
- 물론 2000년대 이후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영국
전체 지방정부 중 11개 지방정부의 조직형태가 직선시장제로 운영하
기 때문에 독임제 형태의 집행권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기관위임, 단체위임의 개념적 구별을 하지 않는다.
○ 지역정부 등장으로 새로운 사무배분 체계 구축
- 영국은 법률에 근거한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로 인하여 지방
분권에 기초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틀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및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명령, 지시, 통제에 의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법률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진 권한배분 관계
에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된다.
- 잉글랜드 지방과 웨일즈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사무수행에 관
한 법률 근거는 국회가 정한 지방정부법에 기초하고 있고 특히 1972
년 지방정부법에서 각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영미법계는 월권행위 금지의 원리(ultra vires)에 구
속을 받았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전권한성의 원칙(종합행
정 수행원칙)이 인정되지 않아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행정 수행권한
을 포괄적으로 갖지 못하였었다.
- 대처정부 이후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정치적
지방분권(Political decentralisation or devolution)으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지역정부(Regional Parliament)를 설치하면서 영국의 중앙
정부는 대폭적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transfer, deputing)을 추
진하고 있다. 이때 동시에 사무배분 방식도 변화하면서 성문헌법 수
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권의 이양을 포함한 국회의 입법권 분
점 차원까지 ‘주정부의 사무수행권한(입법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를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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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 사무

- 스코틀랜드 지역의회(Scottish Parliament)는 1998년 스코틀랜드법
(Scottish Act)의 제정으로 하원의회의 배타적인 권한인 국가 통치체
제 구성에 관한 것(영국의 국회, 왕권 등), 외교문제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중앙공무원, 국방, 세제제도, 경제제도, 화폐제도, 고용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입법사항 등 국가주권적 통제와 운영에 속하는 국가
사무 분야들을 제외하고, 제한적 조세권을 포함하는 ‘지역정부사무’로
써 폭 넓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영국 국회가 법적 근거(Scotland Act 1998, Wales Act 1998)를 마
련하여 국가사무와 지역정부 사무에 대한 권한배분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 예를 들면, 1998년 스코틀랜드법에 국가사무와 지역정부 사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명기하지 않은 대신, 영국 국회의 입법권으로 유보되어 있는
국가사무를 명기하고 있고(1998년 스코틀랜드법 Schedule 5), 스코틀
랜드 지역의회가 자유재량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무분야에 대해서
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998년 스코틀랜드법 Schedule 4).
○ 정치적 분권(devolution)에 의한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의 사무권한
-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에 대한 사무배분 개념은 사실상 정치
적 지방분권(Political decentralisation or devolution) 또는 이양
(transfer, deputing)으로서 헌법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입법
권 이양이 포함된다. 이는 권력의 분점 내지 입법권의 배분 의미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policy-making)의 책임을 지역적 정
당성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에 자율 결정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즉, 정
치적 분권이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해당 지역의 정책
적 우선권을 먼저 고려하여 자율적인 정책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자신의 고장을 자율적으로 통치(to govern their locality)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에 한발 다가선 실천방법이기도 하다.
- 이러한 통치를 위해서 국가의 입법부인 하원의회가 스코틀랜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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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회 및 웨일즈 지역의회(Regional Parliament) 등에 2차적 법률제
정권(Secondary legislation)을 이양한 것이다.
- 특히 스코틀랜드 ‘지역국회’(Scottish Parliament)는 런던의 하원의
회 권한에 속하는 국가주권 유지에 관한 권한인 “국가 구성에 관한
것(영국의 국회, 왕권 등), 외교문제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중앙공무
원, 국방, 세제제도, 경제제도, 화폐제도, 고용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입법사항 등 국가 전체적인 통제와 운영에 속하는 국가적 사무분야”
들을 제외하고, 조세권을 포함한 폭 넓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
게 되었다(1998년 Scottish Act 이후).
○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 관계
- 따라서 새로운 중앙-지방정부간 사무구분 및 배분 체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으로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 사무(국회에 유보된 국가의
권한= 국가주권)
- ② 특정분야에만 한정되어 국회에 입법권이 유보된 사무(제한적
범위의 국가사무)
- ③ 스코틀랜드 지역의회 개정법령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령(국회유
보 법령제정권)
- ④ 스코틀랜드 지역의회 개정법령 대상에서 제외된 권한의 예외규
정(국회유보 예외사무로 스코틀랜드 자치사무로 입법이 가능한 사무)
- ⑤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의 사무입법권(스코틀랜드 자치사무)
- 사무내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으로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 사무(권한)(General
reservations) : The constitution, Political parties, Foreign affairs,
Public service, Defence, Treason
· 헌법적 사항 (constitutional matters)
· 영국 외교정책 (UK foreign policy)
· 영국 국방 및 안보정책 (UK defence and national security)
· 재정 및 경제정책 (fiscal and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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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및 국적정책 (immigration and nationality)
· 에너지 (전기, 석탄, 오일, 가솔린 및 핵에너지) 정책
· 공동시장 (common markets)
· 상호경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업 및 산업정책
· 마약 분야
· 방송 분야
· 선거, 등록 및 정당의 재정적 지원
· 교통 (항공, 철도, 교통안전 및 규제)과 관련된 분야
· 사회보장 분야
· 도박 및 로토 분야
· 자료 보호 (data protection)
· 무기, 범인인도, 긴급 분야
· 의약, 낙태, 인공수정, 태생, 유전, 기관이식, 생체해부 등 의약분야
· 기회균등 등의 사회적 안전망
· 국가에 대한 반역죄, 국사범, 국사범 은닉
· 시간대와 서머타임제 등
· 스코틀랜드 영역 이외의 해양 어업 (어업선에 대해서는 예외)
· 도량형 기준 (weights and measures)
· 국가 공무원제도
- ②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 11개 특정분야(Specific reservations)를
규정하였으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하부 section에서 명기하고 있
다.
· Head A - Financial and Economic Matters:
· Head B - Home Affairs
· Head C - Trade and Industry
· Head D - Energy
· Head E - Transport
· Head F - Social Security
· Head G - Regulation of the Professions
· Head H –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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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J –Health and Medicines
· Head K - Media and Culture
· Head L – Miscellaneous
- ③ 스코틀랜드 지역의회가 개정 가능한 법령 대상에서 제외된 법
령(권한)(Enactments protected from modification by the Scottish
Parliament) :
· Private Legislation Procedure (Scotland) Act 1936 (private Bill
procedure)
·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part (key aspects of EC
membership)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1980, sch 32
(designation of enterprise
zones)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ss140A-G (rent
rebate/rent allowance
subsidy and council tax benefit)
- ④ 스코틀랜드 지역의회가 개정 가능한 법령 대상에서 제외된 권
한에 대한 일반적 예외규정(General exceptions to protection against
modification by the Scottish Parliament)
- ⑤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의 입법권(사무권한, Devolved Areas)
· 보건(Health)
· 교육(Education)
· 훈련정책과 평생교육(T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 공적부조사업(Social Work)
· 주택(Housing)
· 도시계획(Planning)
·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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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 대한 경제지원(Financial Assistance to Industry)
· 관광(Tourism)
· 스코틀랜드 도로망(Road Network)
· 버스 정책(Bus Policy)
· 항구 등의 교통분야
· 형사 및 민사법 (Criminal and Civil Law)
· 검찰 및 기소체제(Criminal Justice and prosecution system)
· 사법(Courts)
· 경찰 및 소방(Police and fire)
· 환경(Environment)
· 자연(문화)유산(Natural heritage)
· 유형문화재(Built heritage)
· 농업(Agriculture)
· 농업기준(Food standards), 산림(Forestry), 수산(Fisheries)
· 스포츠, 예술(Arts),
· 통계, 공공기록 및 보존 (Statistics, public registers and records)
3) 웨일즈 지역정부의 사무

-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스코틀랜드와는 달리 웨일즈 지역에는 명시
적으로 이양될 권한을 열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웨일즈 의회에 이양
된 권한은 다음과 같다(웨일즈법 상 s.27 and 28 of ‘Henry VIII
clauses’).
- 농업, 수산업, 임업 및 농촌개발
- 고적 및 역사적 건물
- 문화
- 경제발전
- 교육 및 연수
- 환경
- 소방, 구호서비스 및 소방안전의 확보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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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서비스
- 고속도로 및 교통
- 주택
- 지방정부
- 행정
- 사회복지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 관광
- 타운 및 지역계획
- 치수 및 홍수 방지
- 웨일즈 언어
4. 재정

○ 영국의 지방세
- 영국의 지방세는 공동자치세(Community charge)에서 1993년부터
단일세인 지방정부세(Council tax)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가정용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적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구별로
세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1인 가구와 특정의 다른 재산은 25% 할
인을 한다.
-모든 가정용 재산은 1993년부터 A에서 H까지 8개의 재산등그의 하
나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재산등급은 상호간에 고정비율 관계, 예를
들면, A:D:H=2:3:6의 관계를 갖고 있다.
- 따라서 최저등급인 A등급은 1993년 분류 당시 잉글랜드에서는
40,000파운드, 스코틀랜드에서는 27,000파운드, 웨일즈에서는 30,000파
운드 이하였다. 최고등급은 H등급으로 잉글랜드 320,000파운드, 스코
틀랜드 212,000파운드, 웨일즈 240,000파운드 이상의 재산이 해당되었
다.
○ 정부의 보조금
- 지방정부는 지역정부를 포함해서 85% 이상을 정부로부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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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유지한다. 보조금에는 일반보조금(general grant 또는 세입
지원보조금, RSG, revenue support grant)와 특별보조금(specific
grant) 등이 있다.
- 일반보조금은 세입지원보조금으로 지방의회가 재량적으로 지출을
결정할 수 있으나 ‘표준서비스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방정부
마다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 총액 및 7개 서비스 영역별로 산정하여
공식적인 지출액(spending share)을 결정한다.
- 이외에도 비가정용 국가재산세(National non-domestic rate)인 사
업용 균일재산세(uniform business rate)가 있고 이는 공동자치세와
함께 도입 운영되고 있다.
○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의 자치재정권
- 스코틀랜드 지역의회는 1파운드 중 3펜스 이내에서 소득세 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제한적이지는 하지만 스코틀랜드
지역의회는 유럽의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부분적인 외교권을 행사하
기도 한다. 스코틀랜드 지역의회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자적인 행
정체제와 사법체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에 이양된 정치적 권한 내에서의 행정은 당연
히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며 영국 국회에 유보된 권
한 중에서도 집행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
다. 스코틀랜드 지역의회는 대표적으로 자율적인 사법제도를 구성할
권한도 갖고 있다.
5. 중앙-지역정부 간 관계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소웰협약이란 영국 국회가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에 이양된 정치 행
정권한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 스코틀랜
드 지역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
시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 그리고 행․재정의 이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스코틀랜드 지역
정부간 동의협정(Concordat)을 통해서 정부간 이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중앙정부와 웨일즈 지역정부간 관계
- 웨일즈 지역은 스코틀랜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잉글랜드와 친
화적인 정치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사법체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역사적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웨일즈 의
회는 상기 20여개의 영역에서 자율권을 인정받고 있다.
- 웨일즈 지역의 독자성보다는 잉글랜드와의 동질성이 강조되다 보
니 영국의회의 통제가 스코틀랜드보다 강한 편이다. 우선 웨일즈 의
회의 입법적 조치 요구에 대하여 영국정부의 웨일즈 장관, 하원 및
상원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 정부간 협력기구로는 합동장관회의(Joint Ministerial Committee)가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서 두 정부 상호간의 협력 및 조정을 추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웨일즈,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역
정부로 행재정 이양을 위한 정부간 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체결하여 계약관계 하에서 정부간 관계를 지속시
키고 있다.

○ 중앙정부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간 관계
- 영국 중앙정부와 하원국회는 여전히 의회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언제든지 영국 국회는 법률로 기존의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제정된 법률안은 국왕의 승인을 얻어야 발
효된다. 국회는 소웰협약(Sewel Convention)을 통하여 스코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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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프랑스 지역정부
1. 지역정부 도입 배경
1) 지역주의(Régionalisme) 운동의 태동

○ 지역주의의 기원
- 프랑스 지역주의(Régionalisme) 운동의 기원은 1865년 프랑스 동
부지방 낭시(Nancy)에서 발표하였던 “지방분권화”선언에서 그 유래
를 찾을 수 있다. 주로 지방의 토후세력, 지식인, 언론인 등 모두 19
인으로 구성된 위 선언문의 발기인들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비판과 현행 지방행정구역 체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지방행정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언문31)을 발표하였다.
- 또한 이들은 고유성을 상실해가는 지방 전통문화를 보존하여 계승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낭시선언은 지방분
권화의 요구를 집약한 선언문으로써 간주되며 그 후 중앙집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식인층의 담론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선
언이었다.
○ 낭시선언의 구체적인 내용
- 첫째) 지방행정구역을 지역적 실정에 맞게 새로이 개편할 것. 예컨
대 대혁명 이래로 확정된 현행 지방 행정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
하면서 시.읍,면 (commune)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능의 필요
성을 요구하지 않는 군 (arrondissement)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 둘째) 도 (département)의 행정기능을 통제하는 관선도지사의 후
견제도(tutell)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권력의 지나친 통제권을 시정하고 지방정부의 사무는 지방정부
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스스로
31) 낭시선언 (La déclaration de Nancy)의 기본적 내용은 “기초지방정부의 사무는 기초지방정부에게, 도의 사
무는 도 지방정부에게, 국가사무는 국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을 명확히 이행하
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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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기 위하여 자치권을 확보하자는 문제는 낭시선언의 핵심적 내
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낭시선언의 핵심은 기초지방정부(Commune)의 자치기능을
신장하고 도(département) 행정구역을 확장/개편하여 자치사무의 기
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었다. 비록 낭시선언이 적극적으로 지역주
의란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역정부(région)의 제정에 관한 내용
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론의 여지없이 낭시선언은 그
후 지역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기정사실이다.
- Flory는 그의 저서 “프랑스 지역주의 운동(Le mouvement
regionaliste français)"에서 낭시의 지방분권화 선언은 근본적으로 지
역주의 운동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그 후 1900년 창립되었던 “프랑스
지역운동연합 (Fédération régionaliste français)32)"의 사상적 배경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된다고 기술한다.
○ 프랑스 지역운동연합
- 지역운동연합 (Fédération régionaliste français)은 샤를부렝
(Charels-Brun)이 조직한 결사체로서 지역주의 운동에 관심 있는 전
국의 지식인, 문필가, 정치가, 시민들의 의견이 공론화되었던 결사체
이었다.
- 이 결사체는 주로 지역운동(L'action régionaliste)이라는 기관지를
통하여 정부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비판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활
동을 전개하였다. 이 연합체의 주요한 토론 내용은 도 (département)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2-3개의 도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광역행정구역 레지용(région)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
었다.
- 또한 프랑스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외에도 지역정부의 자
치권 문제와 기관 구성 문제 역시 중점적인 개혁 사안으로서 논의되
었다. 즉 사회, 문화, 경제, 예산 영역에서 획기적인 자율적 권한이
32) 프랑스 지역운동연합 (Fédération régionaliste français)은 1900년 샤를르 부렝(Charles-Brun)이 설립한 민
간 결사체로서 향 후 1956년 폐쇄될 때까지 지역주의 및 지방행정조직, 제도, 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토론되어지고 발표되었던 곳이었다. 특히 지역정부 지방정부(region)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이
결사체의 중심적 논의 대상이었다. 위 연합체의 기관지인 지역운동(L'action régionaliste)은 1902년 창간되면
서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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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 의회에 귀속되어야 하고 광역의회 기관 구성은 주민직선제
에 의한 대표자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결국 낭시 지방분권화 선언부터 출발한 프랑스 지역주의 운동의
전개양상은 크게 2가지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하나는 지역정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자치권 확보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정부
기관구성은 주민직선제에 의한 기관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주의(Régionalisme)의 성격

- 프랑스 지역주의 운동의 처음성격은 지방의 전통적 문화, 고유한
풍습 등을 부활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
진다. 프랑스에서 지역주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875
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역주의”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인구에
회자되었던 시기는 1899년에 이라고 전해진다.
- 한편 지역주의는 지방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하는 운동의 성격
뿐만 아니라 과도한 중앙집권제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프랑스 제3공화정(1871-1939) 시기는 지역주의
운동이 절정을 이루었던 기간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사
상적 특징을 정리하면 그것은 중앙집권적 행정제의 폐단에 대한 지
방인의 자각과 지방의 시민권의 요구, 그리고 지방문화의 역사성과
동질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주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프랑스 지역주의 실체
- 프랑스 지역주의 실체는 다양한 이론을 반영하는 주의(-ism)로서
그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일컫을 때 이 개념은 다양한 이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설명하고
있다(Charles-Brun 1911 : 2).
- 예컨대 방칼(Bancal)은 지역주의를 지방분권주의와 연방주의 이념
을 절충하는 사회운동으로서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역주의 개념
은 대혁명때 폐지되었던 지방행정 구역인 프로방스(Province)를 부활
하여 전통적 지방문화를 계승하는 운동으로서 설명하였다(Ban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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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217). 그러나 이와 다르게 브렝(Brun)은 국가 단일성 및 통합
성 차원에서 지역주의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지역주의 운동의
요체는 단방국가의 틀 안에서 지방행정구역과 직제를 개편하여 중앙
집권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지역정
부를 제정하면서 지방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 그리고 지역정부 제정은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데, 특히 지방의 역사적, 지리적 경계를 중요시하면서 경제적 이해관
계를 공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정부는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Brun 1938 : 27).
- 또한 바라통(Barrathon)은 지역주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
한다. 그에 따르면 지역주의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주의이
었다. 즉 지역주의는 지방의 풍습, 문화, 역사적 전통을 보존하는 감
상적인 운동이 아니라 과거 프로방스의 정신적 유산(자치권)을 부활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법인격의 지역정부를 제정하자는 정치운
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arrathn 1942 : 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지역주의의 실체
는 개략적으로 크게 2가지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앙집
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써 지방분권화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둘째)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즉 기존의 상위 지
방정부인 데파트망 행정구역보다 더 큰 광역행정 구역인 레지용 지
역정부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광역행정 구역 개편은 지방의
역사/지리/문화적 동질성을 반영하는 행정구역 개편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33). 이러한 관점을 정리하면 1934년 프랑스 아카데미 사전에서
정의한 지역주의의 개념적 정의는 설득력이 있다. “지역주의란 국가
단일성(l'unité national)의 이념을 존중하면서 광역행정 구역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역정부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립하여 지방분권
33) 우리는 프랑스 지역주의 운동을 지방행정 구역 개편과 지방분권화를 위한 운동으로써 정리함으로
써 이하 “광역화 운동”이라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지역주의 운동의 본질적 성격은 데파트망을 폐지
하면서 지역정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줄곧 주장하였고 지역정부 차원에서의 자치권 확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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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운동이며 또한 지역주의는 지방의 풍습, 관습, 역사적 전
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운동”이다.
3) 프랑스 3공화국체제 하 지역정부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 지역주의 운동의 가시화는 프랑스 제3공화정(1871-1939) 기간 동
안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하원에 입법청원 되었던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은 발제자의 의사에 따라서 개혁안의 내용이 상
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 이를테면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기존의 데파트망을 보존하고 유지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자라는 안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데파트망을 폐
지하고 광역권을 신설하자는 의견 등의 다양한 안이 제안되었다. 또
한 지역정부지방정부 기관 구성 역시 주민의 직접보통 선거에 의하
여 구성할 것을 제기하는가 하면 지역의 직능대표별 대표자에 의하
여 광역의회를 구성하자는 개혁안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행정구역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안이었고 지역권의 이름은 레지용(region)으로
제정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사실이었다.
○ 입법청원 되었던 법률안
- 제3공화정 기간 동안 하원에 입법청원 되었던 법률안은 크게 3시
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90년대 초기의 상황
으로써 지방행정제도 개선안에 지역주의 개념을 반영하는 입법청원
이 주류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00년대 초반부터 1920년까지의 기
간으로서 지역주의 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의
발의가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기간이었다.
- 그리고 끝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주의 운동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지방행정제도 개혁 입법청원도 하강곡선을 나타내었다. 아
무튼 제3공화정 시기에 하원에서 발의되었던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은
모두 47건으로 집계할 수 있으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이 1900-1920년
대에 청원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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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안의 내용
- 한편 위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2가지 사실로서 정리할 수 있
다.
- 첫째) 데파트망과 아롱디스망을 페지하고 지역정부를 제정한다.
데파트망 폐지론자에 따르면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정
부 제정 신설 이유는 데파트망을 통합하여 지역정부를 제정하는 것
이므로 데파트망은 굳이 존속할 이유가 없으며 지방행정체계의 일원
화 측면에서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데파트망을 보
존하면서 지역정부를 제정하자는 개혁안을 제안한 부류는 지역정부
기관구성과 관련하여 주민대표에 의한 지역의회를 구성할 때 선거구
역의 문제로서 데파트망은 존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아
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비론이 개혁안에 반영되었지만 지
역주의 운동에 공감하는 정치인들의 개혁안에서는 데파트망을 폐지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둘째)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을 상정하면서 지역정부의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대부분의 입법청원은 프
랑스 전국 지역정부의 수를 20-30의 한도 안에서 정하였다. 시기별
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Raudot(1871)는 24개의 지역정부 개혁안을, Lanjuinais(1895)는 23
개의 지역정부를, Beauquier(1902)는 25개의 지역정부를,
Rongnon(1916)은 33개의 지역정부를, Genoux(1919)는 28개의 지역정
부를, Henessy(1918)는 17-20개의 지역정부를 그리고 Reibel(1921)은
20-25개의 지역정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같은 다양한
성격의 입법청원을 고려한다면 일괄적인 행정구역 획정의 기준을 찾
아보기는 어려운 사실이지만 행정구역 획정의 본질적 기준은 지방의
지리적 경계라든가 지방 공동체의 분포. 그리고 공동체 주민의 수를
고려하는 원칙으로 입안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한편 위의 입법청원이 하원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을 하원에 상정하였
다34). Reibel(1921)의 이름으로 하원에 상정하였던 지역정부 제정의
34) Proposition de loi Reibel, J.O., document parlementaire, n°2298, 11 mars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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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그 수자는 모두 20-25개이었다. 그러나 Reibel의 개선안은
하원의 다수파를 장악하였던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효를 얻
지 못하였다.
4) 지역정부 구성에 관한 다양한 주장

- 제3공화정 때 제안되었던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은 지역정부 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의 기관구성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도 개혁안에 포함되었다.
○ 지역정부의 기관구성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 이를 몇 가지 관점(사무배분/중앙정부와의 관계, 집행부구성, 지역
의회 구성)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사무배분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국
가는 외교, 입법, 재정분야와 같은 전국적/통합적 사무를 관장하고
지역정부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행정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지역정부의 자치권은 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확보해야 할 필수조건이었다.
-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은 사전통제 방식이
아닌 사후통제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ichelin(1896)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관선도지사(Préfet) 및 군수(sous-préfet)가 행
하는 지역행정의 후견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Reibel(1921)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그는 전국의 지역행정은
도청 소재지에 상주한 관선도지사에 의하여 통제를 받아야 하며 관
선도지사는 정부에 의하여 임명될 것을 주장하였다.
- 둘째) 그런데 지역정부의 집행부 구성은 입법청원을 한 의원마다
그 내용이 상충되었다. 즉 Hovelaque, Beauquier는 지역정부 집행부
수장은 정부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준수하는 역할
을 수행하며 지역의회가 결정한 사안을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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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ssy와 같은 의원은 지역 자치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의회에서 선출된 집단지도 체제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하였다.
- 셋째) 끝으로 지역의회 구성방식에 관한 입장은 개혁안 모두 통
일된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회 구성은
주민의 직접, 보통 선거제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선거구역 문제는 의원들의 통일적 견해를 이루지 못하는
사안이었다. Hovelaque(1890)는 지역의회 선거구역으로써 데파트망
을 제안한 반면 Henessy(1920)는 선거구역을 지역정부로 정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아무튼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지역의회 구
성을 위한 주민직선제의 선거방식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공통적으로
채택되었던 내용이었다.
- 이상과 같은 입법청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에
관한 하원의원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고 통일적인 공통
된 사항이 부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 우리는 좀 더 구
체적으로 지방분권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되었
던 원인과 쇠태의 배경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5) 지역주의 운동의 한계와 쇠퇴

- 제3공화정 시기의 지역주의 운동의 실패요인은 크게 3가지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레지용의 수, 레지용 지방정부 기관구성, 중앙
통제 방식에 대한 이론적 통일성의 부재. 둘째) 하원에 상정되었던
입법청원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중앙권력의 저항으로 좌초 셋째) 정
치적 성격이 결여된 지역주의 운동은 결국 지방분권화를 실현하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 지방분권화 이론의 통일성 부재
- 제3공화정 시기에 하원에 제출하였던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의 성격
은 이론적 통일성의 부재를 보여 주었다. 예컨대 하원에 제출되었던
입법청원안은 현행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유일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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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 개혁안의 내용은 극도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 이러한 사실은 지역주주의자들로 하여금 지방분권화에 대한 이론
의 통일점을 찾지 못하게 했을 뿐더러 행동의 구심점도 찾을 수 없
었던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지역주주의자들 간의 이론
적 논쟁과 반대논리의 심화를 초래하였기에 (Bourjol 1969 : 176) 결
국 지방분권화의 실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었다.
○ 지방분권 운동에 대한 중앙권력의 저항
- 제3공화정 지방분권화 운동의 또 다른 좌절요인은 쟈코벵주의의
완강한 저항에 기인한다. 예컨대 대혁명 후 지방의 반혁명 세력을 제
압하고 강력한 중앙집권형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던 파리의 쟈코벵당
의 이념은 그 후 프랑스 중앙집권제의 사상적 배경이자 단방국가의
기본적 틀을 구성하는 기본적 이념이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대두되었던 지방분권화의 담론은 분리주
의 성향을 띠는 정치운동으로써 간주되었고 당연히 중앙권력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 특히 19세기 중반 과도한 중앙집권제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연방제
를 주장하였던 푸루동 (Phroudon)이나 연방군주제를 주장하였던 모
라스 (Maurras)의 담론이 지역주의 운동에 영향을 준 사실을 고려한
다면 지방분권화 운동은 중앙으로부터 분리주의 운동으로서 오해를
받았고 중앙정부의 견제와 저항을 초래하게 되었다.
○ 탈정치적 지역주의 운동의 한계
- 또 다른 지방분권화 운동의 실패요인은 지역주의 운동의 탈 정치
화 (정치적 중립) 성격에서 기인한다. 지역주의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프랑스 지역운동 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운동의 성격을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지향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특정정당에 대한 지
지를 배제한다고 선언하였다.
- 이와 더불어 프랑스 정당 역시 지역주의 운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01년 창당한 프랑스 급진정당 (Parti radical)
이 초기적 상황에서 지방분권화 운동에 관심을 표명하였지만 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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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역시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분권화 정책을 당의 공식적 정책프로
그램으로 반영하지를 않았다.
- 특히 프랑스 제3공화정 때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하원에 상정되었
던 모든 입법청원은 정당의 이름으로 청원되었던 경우는 한 건도 없
었고 모두 하원의원의 개별적 이름에 의하여 입법발의 되었다는 사
실은 지방분권화에 대한 정당 수뇌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프랑스 지역주의 운동은
대중적 운동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명사 들을 중
심으로 한 지엽적인 정치운동이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 결국 프랑스 최초의 지역주의 운동은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고자 하
는 목표달성에 있어서 그 수단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
은 까닭에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방분권화 운동이 비록 제3공화정 시기에 성과를 얻지 못하였
다 할지라도 지방분권화의 이슈는 사라지지 않고 제5공화정 시기에
새로운 정치 이슈로 부활하게 된다.
6) 제5공화국과 지방분권화 촉진

- 프랑스 제4공화정 시기 (1945-1958)는 지방분권화에 대한 정치권
의 논의가 적었던 기간이었다. 이러한 까닭은 전후에 시급히 해결해
야 할 프랑스의 재건과 관련성이 깊다. 즉 전후의 국가경제를 재건
하기 위하여 정치적 총역량을 투입해야 했던 시기이었기에 지방분권
화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답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5공화정이 전개되면서 국토개발 및 국토정비 차원에서 지역정부의
제정 필요성이 여론을 환기시키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방분권화를 실현하자는 요청이 정치권에서 움트기 시
작한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지방분권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적인 담론이 제기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프랑스 좌파에서 진행되었던 지방분권화 운동의 변천과
정을 고찰하면서 현행 지방분권제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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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정치지도자와 지역정부(Région) 제정 문제
- 지역정부(région) 문제를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던 좌파의
정치지도자는 피에르 망데 프랑스 (Pierre Mendes-France)와 드페르
(Gaston Defferre)를 꼽을 수 있다. 피에르 망데 프랑스는 1962년
자신이 집필한 “공화국의 근대화 (La République moderne)”란 저서
에서 최초로 지역정부(région)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정부
의 기관구성을 제안하였다. 피에르 망데 프랑스가 제안하였던 지역
정부(region)의 제정의 필요성은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었다. 즉 지역경제발전의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정부 제정은 시
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사실이며 지역정부의 제도화를 통하여 지역발
전을 지향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에르 망데 프랑스가 제안하였던 지역
경제위원회 (Conseil économique régional)의 제도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사회직능대표자로써 구성되며 이들
의 역할은 꼬뮨, 데파트망을 망라하여 지역경제 현안문제를 지역권
차원에서 협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경
제 부문에서 자문역할을 하였던 ”경제확장 위원회 (comité
d'expansion économique)"의 운용 성격이 지역토후의 막강한 영향력
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었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를 개선하
기 위하여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은 경제확장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정
확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위원회의 정치적 역할은 한계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왜냐하면 피에르 망데 프랑스가 제안하였던 이 기구는 지방정부로
서의 법인격과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특히 이 기구의 집행부
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닌 정부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명된 중앙정부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피에
르 망데 프랑스가 제안하였던 지역정부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한계점
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피에르 망데 프랑스의 이 같은
제안은 좌파 진영의 충분한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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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피에르 망데 프랑스가 제기하였던 지역정부 제정안은 그 후 좌
파 진영이 지방분권화에 대한 정치적 담론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
당한 영향을 주었다(Durrieu 1969 : 356).
- 한편 또 다른 좌파 진영의 정치적 리더이었던 드페르 (Gaston
Defferre)는 196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앞서서 선거공약 내용
중에서 지방분권제 정착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다. 드페르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명료히 밝히는 “새로운 지평선 (le nouvel
Horizon)"이라는 저서에서 지방분권화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즉 데파트망보다 규모가 큰 지역정부(région)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지역정부는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면서 공공서비스 기능을
심화시키고 다양화시켜야 하며 지방자치의 삶이 출발하는 교두보이
어야 한다“ (Defferre 1965 : 131).
-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드페르는 지역의회 구성을 위한
주민직선제, 지역정부의 권한 문제, 자치권 등의 제도적 요건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지역정부의 집행부 구성과 관련하
여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임명에 의하여 파견되지 않은 지역의회에서
선출된 인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Defferre 1965 : 132).
- 이처럼 피에르 망데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담론보다 진일보한 드
페르의 주장은 좌파진영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좌파진영의 만장
일치의 합의를 도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1965년 프랑스 대선직
전에 규합된 좌파대연합 (Grande Federation)은 공산당이 참여하지
않은 연합 상태이었고, 이 연합세력의 한계는 사회주의 세력, 중도좌
파 세력, SFIO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 정치세력의 정치적 입
장의 차이점으로 기인하여 합일점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러한 배경에서 드페르의 지방분권화 프로그램은 좌파대연합의 합의
된 선거공약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파의 드골 대통령이 1969년 제안하였
던 지역정부 제정에 관한 헌법개정안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는
다음절에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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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당의 지방분권화 추진 의지
- 1971년 프랑스 사회당이 창당되기까지 프랑스 좌파세력은 독자적
인 정치세력을 형성하면서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분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의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은 1905년 통합
사회당의 성격인 SFIO(Section Francaise de l'Internationale
Ouvriere : 사회주의 인터내셔날 프랑스 지부)를 창당하였다.
-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이후 공산주의 인터내셔날이 형성되면
서 SFIO는 1921년 공산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양분되었고
SFIO를 탈당한 다수의 세력은 프랑스 공산당 (PCF)을 1921년 창당
하기에 이른다.
- SFIO는 1971년 프랑스 사회당이 창당될 때까지 사회주의 운동의
독자노선을 주장하였고 프랑스 공산당과 더불어 좌파내에서 서로 경
쟁하면서 협력하는 오월동주의 일면을 보여 준다 (조홍식 2001 :
298-299). 마찬가지로 1902년 창당된 프랑스 급진정당 (Parti
Radical)도 프랑스 좌파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지향하였다.
- 한편 프랑스 지방분권화와 관련하여 프랑스 좌파 정당은 서로 상
이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공산당과 프랑스 급진정당은 쟈코
벵주의의 전통을 일탈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지지하였으
나 1968년 이 후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 위의 공산당, 급진정당을 제외한 프랑스 사회주의 세력은 지방분
권화의 실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 세력을 꼽으라면 C.I.R. (Convention des institutions
republicaines: 공화주의 제도 협약)35)을 지적할 수 있다.
- 특히 C.I.R.과 PSU(Parti Socialiste Unitaire : 통합사회당)는 1969
년 드골 대통령이 제안하였던 헌법개정안의 내용36) 중 지역정부 제
35) 1964년 창설된 CIR는 원칙적으로 드골 대통령의 통치체제를 비판하는 좌파 지식인들의 결사체이
었다. 1965년 프랑스 대선 이후 CIR의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정치적 노선을 추구하는
정치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CIR은 그 후 프랑스 사회당이 창당 (1971년)되는 과정에서
당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던 고급 두뇌집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Loschak 1971 : 9).
36) 1969년 드골정부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정부(region)의 법인성격 규정과 지역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 정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지역정부를 지방정부로써 그 위상을 법인격으로써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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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던 유일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었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제안
- 드골 대통령이 제안하였던 지역정부 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면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제안을 1968년 10월 23일 발표하는데
이 개혁안의 내용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
- 첫째) 지역정부 제정을 위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 둘째) 지역정부 (Region)는 지방정부로서의 법인격을 갖는 동시에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
- 셋째) 지역정부는 자치재정권을 획득해야하며 만일 자치재정권이
없다면 지방분권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국가는 지역정부가 광역
행정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 넷째) 지역정부는 지역의회, 자문기관인 사회/경제 위원회, 그리고
지역의회에 의하여 구성된 집행부와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
역정부 관선도지사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물론 이와 같은 반대제안은 분명히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불충분
한 점들을 적지않이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정부 수에 관한 언급
이 없었던 점, 지역정부의 권한에 대한 상세한 세부조항의 누락, 지
방행정제도를 개혁하였을 때 기존의 지방행정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안은 프랑스 좌파 정치세력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고, 특히 1964년 프랑스 대선 이후 결성된 프랑스 사회
민주주의 좌파연합 (F.G.D.S. : Fédération de la gauche démocrate
며 지역정부의 지방사무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의원들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혁
안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었다. 즉 지역의회 구성은 일정인원의 지역의원, 도의회의원, 시.읍.면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의회 정원의 40%는 사회직능 대표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하자는 안이었
다.
이처럼 지역의회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과 이익단체의 대표들로써 구성하자는 코포라티즘
(corporatisme)주의적 발상은 적지 않은 비판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사실상 상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드골 대통령의 의지가 주로 반영된 헌법개정안 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운동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위 개혁안은 사실상 드골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적 성격
의 개헌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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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socialiste)이 지방분권화 정책 프로그램을 책정할 때 상당한 영향
을 줌으로써 좌파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로 굳히게 되었다.
○ 사회당의 정강정책에 반영된 지방분권화와 지방분권화 실천
- 프랑스 SFIO(Section Francaise de l'Internationale Ouvriere : 사
회주의 인터내셔날 프랑스 지부)는 1969년 대선에서 드페르 후보가
최악의 투표결과 (유효투표의 5%)를 얻음에 따라서 좌파세력의 통합
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 이에 따라 통일된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1971년 프랑스 중부지방
에피네 (Epinay)에서 프랑스 공산당을 제외한 좌파세력을 결집한 전
당대회가 개최하게 되었다. 미테랑 (François Mitterand)이 이끌었던
좌파세력, 좌파지식인의 결사체이었던 C.I.R (Convention des
institutions républicaines : 공화주의 제도 협약) 등은 S.F.I.O.와 더
불어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재건을 슬로건으로 하면서 프랑스 사회당
(PSF)을 창당하게 된다.
-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사회당의 정치노선에 제휴를 하게되는데 이
의 결과는 1972년 좌파연합이었다. 1973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전체
의석의 21%를 획득함으로써 재건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1978년 총
선에서는 공산당을 포함한 사회당과 좌파세력의 총 득표율이 처음으
로 50%를 상회함으로써 집권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1974년
은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프랑스 사회주의 전통에 대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
조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제2좌파세력 (Dexieme Gauche)"이 사회당에 합류하게된 것이
다 (조홍식 2001 : 300). 결국 프랑스 좌파세력은 과거의 분열된 양
상을 지양하고 통합된 사회주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하며 곧 있을 하
원선거를 위하여 집권전략을 펼친다.
- 특히 1974년 대선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 후보로 나선 미테
랑이 결선투표에서 불과 40만표의 차이로 우파 정당의 후보 지스카
르 (Giscard d'Estaing)에게 패한 선거결과는 좌파의 집권 가능성을
더욱 고무시키었다 (조홍식 2001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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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회당은 1972년 3월 11 쉬렌느 (Suresnes) 전당대회에서 지
방분권화 정책을 당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정하였다. 사회당의 지방
분권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지역정부 (région)를 지방정부로써 법
인격화 할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다양한 지방문화의 발전
을 저해하는 파리의 독점지배적 문화구조는 프랑스 정체성을 위협한
다는 위기의식에서 더욱 지역정부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사회당의
지방분권화 정책프로그램은 그 후 사회당의 총선, 그리고 대통령선거
의 선거 공약이 되는 것이다.
○ 지방분권화에 관한 사회당의 정책프로그램 내용
- 첫째) 주민직선제에 의한 지역의회를 구성하고 선거제는 비례대표
제로써 데파트망을 선거구역으로 한다.
- 둘째) 지역정부의 집행부는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37). 결국 이 분권화 정책프로그램은 1972년 사회당과 공산당
이 연대할 때 좌파연합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되었고. 1973년
프랑스 총선에서 사회당의 선거결과가 과거에 비해 약진하였던 요인
은 지방분권화 정책이 당의 선거공약으로 정식으로 채택되어진 결과
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프랑스 서
부지방 부르타뉴 (Bretagne)에서 사회당의 약진은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Philipponneau 1981 : 50). 그 후 프랑스 사회당은 지방분권
화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을 하원에 청원하게 되는데 특
히 1974년 봄 미테랑 (Mitterand), 드페르 (Defferre), 모로와
(Mauroy) 등이 공동 서명으로 하원에 제출하였던 지방분권 개혁안
은 사회당의 공식적 국가행정제도 개혁안으로써 그로부터 7년 후 사
회당이 집권을 하게 될 때 그 열매를 맺게된다.
- 1981년 프랑스 사회당에 의한 정권교체는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한
결정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계기이었다. 사회당 정부 초대 수상으로
임명되었던 모로와 (Pierre Mauroy)는 하원의 절대과반수 의석을 차
지하고 있는 좌파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1982년 3월 2일“꼬뮨, 데파
37) Parti Socialiste, Changer la vie, Paris : 1972,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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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망, 레지용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률 (Loi n°82-213 du 2 mars
1982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 des communes, des département
et des régions)"을 공포하는데 이 법안은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시금
석이 되는 법률의 근간이 되며 근 2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중앙집권
제의 관행을 개혁하는 획기적인 개혁안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따라
서 쟈코벵주의로 일컬어 지는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는 사회
당의 집권, 그리고 사회당에 의한 획기적인 국가행정제도개혁을 통하
여 일대 혁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7) 민주적 지역정부의 탄생과 의의

- 프랑스에서의 지역정부 설치는 1982년 3월 2일“ 꼬뮨, 데파트망,
레지용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률 (Loi n°82-213 du 2 mars 1982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 des communes, des département et
des régions)"에 의하여 설치하게 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공화국 이래 지역정부의 법적 성격은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나 지역정부의 법적인 한계는 지
방정부로서의 법적 성격의 결여, 중앙정부 통제권의 존속, 지방정부
구성에 관련한 직접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결여 등으로 민주적 지역
정부라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 결국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위하여 1982년 3월의 프랑스 지방자치법은 레지용(région)을 지방자
치 행정의 하나의 단위체로 확정하고 지역정부 구성을 위하여 대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기관구성을 하며, 지역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
독 통제는 과거의 사전통제에서 사후통제로 전환하는 제도적 개편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 이러한 배경에서 1982년 지방분권화 개혁의 주요내용을 지역정부
(région) 설치의 의의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술
한 바와 같이 과거에 존재하였던 시 도라 하는 지방행정단위는 그
영역이 협소하고 전후의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영향을 주고 효과적
으로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보다 지역수준의 경제행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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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필요했다. 이 광역행정 단위가 바로 지역, région이었다.
- 1969년의 레지용개혁의 시험이 좌절된 후, 1972년에 레지용은 행
정구획에서 영조물 법인으로 개조된다. 그러나 그 성격은 전술한 바
와 같이 영조물법인이며, 그 성격은 지방의 연합체이고, 그 권한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레지용의회, 경제사회심
의회, 레지용지사가 레지용 행정을 담당하였다.
8) 지역정부의 구성

○ 지역정부로서의 레지용
- 1982년의 지방분권 개혁으로 레지용은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를 직
적 구성하게 되고, 기관구성은 통합형으로 레지용의회 의장이 집행기
관의 장이되며, 레지용은 법인격을 취득한 지방정부가 된 것이다. 이
에 따라 레지용 지방정부는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
다(백윤철 윤광재, 200;155). 따라서 레지용은 과거에 간접선거에 의
한 평의회와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지사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개혁법안에 따른 레지용은 레지용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레지용의회는 집행권을 가지게 되었다.
○ 지역정부의 선거구
- 레지용의회 구성 선거는 도단위에서 치러지게 되었다. 도 단위에
서 선출할 의원의 수가 결정되고 각 도에서 선출된 의원이 모여서
하나의 레지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한 개의 레지용
이 적게는 3개, 많게는 8개의 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레지용의회 의
원임기는 6년이며, 결선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원이 선출되고 있다. 아
래의 <그림 3-10>은 1982년 프랑스 지방분권법에 따라 설치된 프랑
스 지역정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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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현행 프랑스 22개 지역정부38)

<그림 3-11> 프랑스 인구 증가율(1999～2006, 인구기준 2006년)

2. 법적 지위

○ 지방자치법상 레지용의 지위
- 1982년 3월 2일 프랑스 지방분권법은 전국 지방정부의 계층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결과 전국 자치행정 구역은 26개의
레지용 지역정부(région)-4개의 해외영토 포함-, 100개의 도
(département) 지방정부, 36.772 개의 기초지방정부인 꼬뮨
(commune) 등으로 구성되었다.
- 이중 레지용을 지방정부로 법인격화 한 사실은 위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1982년 3월 법안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실로 중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데파르트망은 이미 1871년 8월 10일 법령을 통하여
지방정부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였고, 꼬뮨 역시 1884년 4월 5일
법률에 의하여 행정적, 재정적 독립성을 가지는 지방정부로서의 법적
위상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이다.
- 그 후 프랑스 지방자치법은 1983년의 중앙-지방간 사무배분법,
1985년 지역정부 기관구성을 위한 조직법, 1986년 겸직제도 금지법,
1999년 지역의회 선거 개정법 등을 통하여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 특히 2003년 3월 28일 단행된 헌법개정은 그동안 분권제의 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즉 자치권에 관한 내
용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명문화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기본
적 사항을 헌법적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2003년 프랑스 헌법 개정내용
헌법개정조항

변경내용
기존의 명시 사항인 “프랑스는 단 하나의 공화국이며 분리될 수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2009.

헌법 제1조

38)
출처:
http://www.lepost.fr/article/2009/03/06/1447870_12-grandes-regions-metropolitaine.html.
2010.9.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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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의 규정이외에 추가적으로 “공화국의 행정체제는 지방분권
화”를 명시(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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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와 상반된 조례 및 규칙 제정의 경우, 그
헌법 제72조 1항

리고 지방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제도화하
는 “주민발의제”를 명시.
지방정부간(상위지방정부/하위지방정부간) 통제/감독행위를 원천

헌법 제72조 2항

적으로 금지하는 지방정부 간 상호간섭주의 배제. 그러나 지방정

○ 지역정부의 선거구역
- 지역정부의 기관구성은 지역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정부 구성
선거는 결선비례대표제에 의해 구성되며, 의원은 지역주민의 직접선
거에 의해 6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 선거는 지역에 속한도(département)의 선거구에서 실시되며, 프랑
스 전체 26개 지역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는 같은 동시에 개최된다.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역정부 의원은 주민의 수에 따라 지
역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 참고로 2010년 지역선거 결과 일드프랑스(Iie-de-France) 지역정부
의 경우 209명의 지역의원이 선출되어 지역정부를 구성하였다. 지역
의회 의장은 이처럼 선출된 의원에 이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데 일반적으로 지역의회 의석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의 지도자가 당
선되는 경향이 있다.
- 지역의회의장이 의회에서 선출되면 의장은 각분과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의장을 임명하고 의원들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의원활동을 하
게 된다. 아래의 <표 3-7>은 프랑스 지역정부 26개의 의원 수 및
선출구역을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지역의회의원 총원은 1,829명이며
선거구는 Département에서 주민수에 비례하여 선출인원의 규모를 달
리하고 있다.
<표 3-7> 프랑스 지역정부의 지역의원 수와 선거 선출구역

ALSACE

85

AUVERGNE

47

BOURGOGNE

57

BRETAGNE

83

CENTRE

77

CHAMPAGNE-ARD
ENNE

49

MIDI-PYRENNEE
S
BASSE-NORMA
NDIE
HAUTE-NORMA
NDIE
NORD-PAS-DECALAIS
PAYS
DE
LA
LOIRE

부간 행정업무의 중복이나 행정조율이 필요한 때는 협력의 필요
성을 명시.

지역정부
(Le Conseil
Régiond)

AQUITAINE

지역정부 인력(의원)
47

지역정부
(Le Conseil
Régiond)
MARTI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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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
인력(의원)
41

PICARDIE
POITOU-CHARE
NTE
PROVENCE-ALP
ES-COTE-D'AZ
UR

FRANCHE COMTE

43

GUADELOUPE

41

GUYANE

31

REUNION

ILE-DE-FRANCE

209

RHÔNE-ALPES

LANGUEDOC-ROU
SSILLON

67

LIMOUSIN

91
47
55
113
93
57
55
123
45
157
43

3. 기능 및 역할

○ 지역정부 의회의 구성과 권한
- 1982년 지방분권 개혁법에 따른 지역정부의 권한을 설명하면, 첫
째, 지역정부는 지역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 결정을 민주적인 절
차 및 논의에 의해 결정한다(1982년 법률 제59조).
- 둘째, 지역정부는 지역개발, 경제개발 촉진, 지역의 문화보존 및 관
리사업, 시 도 협력사업 추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개발과 관
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지역에 설치된 국가기관과 더불어 위 사
업에 참여한다.
- 셋째, 지역정부 의회는 지역의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고 결정하며,
지역발전, 지역개발 등에 관련된 의제를 심의한다,
- 넷째,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지역종합발전정책을 보완
하여 입안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반면에 지역정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역의회 의장은 지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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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마련을 위한 세금 징수권, 예산집행권, 지역의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지역정부의 행정사무에 관한 전체적인 책무를 이행한
다.
- 그리고 지역정부의 의장이 유고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2년 법률 제13
조). 궁극적으로 지역의회의 의장은 지역정부의 수장으로 지역자치행
정사무를 총괄하고 지역발전, 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정
의할 수 있다.
- 따라서 지역의회 의장은 스스로 지역정부를 구성하고 각 집행부서
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1982년 법률 제31조).
○ 신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체계
- 1982년 신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제정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83년 이후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을 규
정한 「사무배분기본법」(Loi 83-663 du 22 Juillet 1983)을39) 제정하
면서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을 체계화 하였다.
- 프랑스가 채택한 사무구분 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사무’, ‘자치사무’, ‘위임사무’로 구분하기 보다는
행위주체자를 중심으로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도록 ‘사무수
행권자’를 구분한 방식으로 사무명칭을 채택하여 구분하고 있다. 따
라서 국가사무는 그대로 두고, 자치사무에 대한 용어는 지방정부별로
‘레지용사무’, ‘데빠르뜨망사무’, ‘꼬뮨사무’ 등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의 사무배분 체계

사무의 구분

국가사무
자치사무

-레지용, 데빠르뜨망 등 각 계층의 지방정부 사무: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내
용으로 상세히 규정

위임사무

○ 지역정부의 사무배분
- 1983년 제정된 사무배분법은 지방자치 계층 간 명확한 권한배분을
통해 상위 지방정부가 하위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감독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로지 국가만이 기초지방정부 (Commune), 도
(Département), 지역정부 (Région)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정부 간에는 계서 상의 상위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지시, 감독의 관계가 아닌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에 따라
자치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 단체는 혐오시설이나 선호시설 입지 문제, 그리
고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갈등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협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표 3-8>은 상급/하급 지방정부에게 부여
된 사무배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그리고 <지역정부>의 사무배
분 내용과 성격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3-8〉 프랑스 지역정부의 사무와 권한
사무배분

법령 근거 및 예시

개별 법령 및 사무배분법상 ‘국가사무’로 규정하되 제한적으로 열거
-기초지방정부의 사무: 프랑스 신지방자치법 제2권 ‘기초지방정부의

지방정부

시, 읍, 면 (commune)
영세민주거보조계획 수

행정기관과

사무’(Administration et services communaux)라는 제목 하에 기초지방정부 권한

법률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의 장)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사무: 주로 국가
행정을 대리한 사무수행으로 민원행정, 선거관리행정, 경찰행정, 주민복지행정, 도
로관리행정, 교육행정 등임(신지방자치법 제L.2122-22조)

주거/주택

립, 지방주택 건설계획,
건축허가,

을 세부적으로 규정(동법 제L2141-1조 이하). 또한 제2권 제2장에서 기초지방정

39) 정식명칭은 꼬뮨, 데빠르뜨망, 레지용 및 국가의 샤무배분에 관한 법률이다(Loi complétant la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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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건/사회복지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
교의 건설 및 관리

지역정부 (région)

입안, 주거자를 위한 정
책 수립, 주택정책위원회
의 운영

부의 위탁사무, 장례․장묘사무, 상공업 분야 기초사무 등을 그 사무의 제목으로 두
고, 사무 내용과 권한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

도 (département)
영세민을 위한 주택정책

주거자 우선사업의 결
정, 국가의 주택정책에
대한 보충적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해

중학교 건설 및 관리

양전문학교 지원 및 관
리

방역활동, 위생보건 의 사회복지

비용부담

및

료 서비스, 공적 부조요 규정 수립, 사회.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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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 계획의 수립 및 공
청자 서류관리

포, 최저생계비 지급 대
상자에 대한 재정지원
26세 미만 성인을 위

직업훈련

-

-

한 전문직업 교육실시,
지역권 직업교육 연례

계획 수립
도시 대중교통운송체계 농촌지역 대중 운송 도 교통계획 수립, 공항신
교통/해양

국토개발/토지개발

수립,

도시이동교통망 로망 관리, 해양/항구 관 설, 국철과 계약, 운하

계획안 수립
리, 국철과 협약 체결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

시설 및 강변항구 관리

계획의 입안 및 인가,

국가-지역정부간의 국

지역개발을 위한기초지
방정부간 개발헌장 수
립 및 승인
가정용 쓰레기 수거처

환경, 문화재 관리/ 리, 유물 및 유적지 보
보존

호, 음악/무용/미술 교
육

농촌설비 보조계획안 작
성

도립도서관, 박물관 조성
재정지원, 고문서 보존/
고문서 관리국 재정지원

토개발계약에 따른 지
역개발계획안 작성
산업용 쓰레기 처분을
위한 계획안 입안, 박
물관 조성과 재정지원,
고문서 보존

- <표 3-8>을 참조하면 기초지방정부인 꼬뮨(commune)은 환경, 쓰
레기 처리문제 탁아소, 유치원, 초등교육 등과 같이 주로 주민의 기
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도(département)의
지방사무는 사회복지 지원사무를, 지역정부(région)는 경제 및 국토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재정

○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 지방정부의 수입원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이전수입(보조금, 교부
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조달 등이 있다.
- 2005년 지방정부 총수입(2,164억 유로) 중 조세수입은 약 42%(917
억 유로)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출은 경상지출(인건비, 이자, 이
전금), 부채상환, 투자지출로 대별한다.
- 지방정부 별 총지출 배분은 코뮌(46.6%), 데파트망(28.3), 코뮌연합
(13.9), 레지용 지역정부(1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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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조세체계
- 국세위주의 조세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도 불구하고 국세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77:23, ‘06년 기준).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석유제품세 등
- 지방세 : 거주세, 미건축토지세, 사업세, 등록세, 전기세 등
-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업무는 중앙정부 소속의 조세 일반총국에서
담당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지방세 징수액의 4%를 징수한다.
재정분권 관련 헌법 근거(프랑스 헌법 제72조의 3)
- 지방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주재원을 부여받는
다.
- 지방정부는 조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과세물건 및
세율의 결정이 가능하다.
- 조세 수입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고유 재원은 지방정부 종류
별로 전체수입 중 일정비율을 유지한다.
-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이전은 이에 상응하는 자원배분이
따라야 하며, 지방정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재정조
정제도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지역정부의 재정(세원, 세출)
- 지역정부의 재정자치도와 권한배분의 결정방식을 보게 되면 우선
지방분권화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에게 고유의 재원이 확보되고, 예
산 수립시 의사결정권이 주어져서 자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을 하고
있다.
-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지방공공수익사업, 주민단
체를 통한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지방재정 능
력을 강화하고 있다.
- 특히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과거의 사전통제에서
사후통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와 같은 재정자치의 효과로 첫째,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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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세로의 이양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 둘째,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세율의 결정권 부여, 셋째, 지방정부간 재정격차의 시정을 위한
형평화 기준의 수정으로 지방분권화 교부금의 채택 등이 있다.
○ 지방세제의 특징
- 각 지방정부들(지역정부, 중간정부, 기초정부)이 법률이 정한 상한
선과 세율규칙을 준수하면서 각기 세율을 적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하고 있다.
- 4대 지방직접세(거주세, 기건축토지세, 미건축토지세, 사업세)의 세
율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며, 지방정부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 지역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가 관련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
으로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임시세가 발달되어 있어 지방세의
세목이 많다.
- 예를 들면, 오물수거세, 청소세, 구역광고세, 전기세 등의 지방세들
이 있다.
○ 지방재정조정 제도
- 종전 보조금 위주의 재원이전 방식에서 교부금 위주의 재원이전
방식으로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 정부지원금(’06년)은 경상비 교부금(60%), 투자비 교부금(11%), 사
무 이양보조금(6%), 지방세 감면보조금(23%) 등으로 구성되었다.
- 경상비 교부금은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교부하며,
투자비 교부금은 지방정부 크기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사무이양보조
금은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방안으로 도입하였다. 권한이양 재정
보전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절반은 국세세원
이양을 통해, 절반은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 지방세 감면보조금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수입손실 예
상액을 산정, 일정부분을 보상하고 있다. 기타 도시연대교부금, 지역
불균형시정기금 등은 수평적 재정 조정을 위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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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지역정부-기초정부 간 관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 프랑스의 지방분권법은 단방국가 이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배경에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는 지
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을 관찰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은 이론적으로 법률적 통제와
예산집행에 관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 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여 파견한
관선지사가 지방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하였는데, 1982년 이후부터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방식은 사전적 통제”가 아닌 “사후통제”로 전
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란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법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통제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본질적인 이유는 프랑스의 확고부동한
단일국가의 헌법적 이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단일국가의 이념은 프랑스 지방분권법의
법률적 권한과 한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정부와 기초-도 지방정부간 평등한 관계
- 기본적으로 총체적 권한이양 원칙에 근거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
원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미 사무배분법 제2조, 통합지방자치법 제
1111-3조에서 지방정부 "상호간 감독을 금지"하는 규정을 한 바 있
다.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상호간 계약관계를 기반
으로 하고 있다.
- 2002년 2월 27일 2002-276호 법률(Republique des proximités)에
근거하여 지방정부간 협력체제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
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참여민주
주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비전 차원에서 주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한이양을 해야한다
는 시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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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체제 개편
-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 사례를 통하여 지역정부의 설치과정과 필
요성 그리고 지역차원에서의 협력체계를 검토하였다. 지역정부의 설
치의 필요성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차원의 경제개발, 국토
개발을 위해 지역수준의 행정을 원활히 펼치기 위하여 지역행정의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배경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10월 24
일 프랑스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확보하는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개혁위원회(le Comité pour la réforme des
collectivités locales)를 구성․ 설치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
하였다.
- 이 위원회는 2009년 3월 5일 그 동안의 작업을 완료한 최종보고서
(개편안)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40) 개편안의 내용은 총 20개의 개
혁안을 담고 있으나 주요 특징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지역행정구역 재편과 같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통하여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행정구역의 중복을 통한 행정의 비
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둘째, 파리시가 속한 일드프랑스
(Il-de-France)지역에 속한 지방정부 계층제를 모두 통․폐합하여 하
나의 대도시권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표 3-9> 프랑스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 용
1. 광역권 통폐합
2. 자율적인 데파르트망 통합
3. 광역선거방식 통합

내용41)

변경 전

변경 후

22 지역정부

15 지역정부

-

자율적으로 결정

데파르트망에서 선출

4. 꼬뮨(기초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

단일의 지역선거 구역으로
개정
꼬뮨은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협력체에 가입

40) 위원회는 총 53회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고,
2009년 2월 25일 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동년 3월 5일 프랑스 지방자치개혁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
고하였음.
41) 출처: http://www.reformedescollectiviteslocales.fr/home/index.php. 2009.9.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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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꼬뮨 조합 통폐합

꼬뮨 조합 유지

6. 행정구역 단위로써의 Pays 신설 금지

꼬뮨 조합과 꼬뮨 협력체
통폐합

유지

금지

간접선거로 선출

보통직접선거로 선출

8. 광역시 신설

-

11 신설

9. 꼬뮨 수 조정

36,564 꼬뮨

장기적으로 조정

10. 꼬뮨 의원 수 감축

-

1/3 수준으로 축소

11. 꼬뮨 권한 강화

-

포괄적인 기능 권한 강화

12. 지방정부 및 국가 간 권한 배분 명확화

-

관련 규정 개정

13.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중앙정부의 개입

중앙정부의 개입 폐지

14. 지방정부 예산지출 감독기능 강화

-

하원의 감독 기능 강화

15. 부동산세 적용 기준 재산정

-

6년 단위로 재산정

7. 꼬뮨 협력공공기관 구성의 민주성 확보

16. 직업세 보전

폐지

17. 과세율 조정 권한 강화

-

18. 파리시 광역권(그랑파리) 창설

-

19. 코르시카 의회의원 선거법 개정

-

20. 해외영토 지방의회 통폐합

-

보전
지방정부의 자율 과세율
조정 기능 강화
파리시, 데파르트망, 통폐합
개정
데파르트망-레지용의회
통폐합

- 지방행정개혁안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 상․하원의 법안 심사과정
에서 거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주요 쟁점을 조사하면
첫째, 지역권 개편안(22→15)과 데파르트망의 자율적인 통폐합은 거
센 반발을 받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22개의
지역정부가 15개로 개편될 개연성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 단, Alsace 지역의 2개 도(departement)가 실험적 수준에서 통합될
여지는 있다. 둘째, 11개의 메트로폴(광역시) 신설 방안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왜냐하면 광역시가 신설되면 기존의 도(데파르트
망) 업무와의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광역시가 있는 도와 그렇지 못
한 도 사이에 뷸균형적인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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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제5절 독일 지역정부

<그림 3-12> 프랑스 12개 광역권 개편안42)

1. 지역정부 도입 배경

- 셋째, 그랑파리를 설치하자는 제안 역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
왜냐하면 파리시를 비롯하여 3개의 데파르트망(생드니, 발드마른느,
오트센느)을 통폐합하려는 제안은 2010년에 치러질 프랑스 지방선거
와 관련하여 현 파리시장 그리고 후보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
에 의견조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 프랑스 사르코지 대
통령은 위 개편안과 관련하여 수상이 중심이 되어 의회와 충분한 시
간을 가지고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
문하였다.
42) 출처: http://images.tuxboard.com/v/Actualite/Carte/nouvelle+france+regions_001.png.html 2009.9.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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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부 체제43)
- 2차 대전의 나치체제가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붕괴된 후 독일에서
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변질시킨 히틀러의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에 대
한 반작용으로 1945년 이후 서부지역과 유서 깊은 남부지역에서는
연방주의 지지자들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 북부지역에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다. 유사한 의견대립이 여론에도 나타났다. 헌법초
안과 엘리트 정치인, 정당들이 국가재건의 원칙으로 연방주의를 내세
웠으나, 1950년대 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나
치 정부 하에서 주정부의 해체를 잘 한 것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Ossenbühl, 1990,121).
- 서방 연합국 측에서는 이미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처칠이 연방
적 분권방안을 스탈린과의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독일 전역에서 영향
력 행사를 시도했던 소련은 처음에 이를 반대했다. 막시스트의 전통
은 반연방주의적이었다.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 연합국은 연방국가
적인 조직원리를 독일 재건원리로 채택하고 헌법제정과정에서 결정
되었다. 주경계는 점령군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어졌다. 소련이 점
령하였던 동독지역에서는 점령국간의 합의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연
방국가적인 독일인민공화국(DDR)을 건설했다. 일당독재와 민주적 독
재구상을 가진 소련당국은 연방국가질서를 집권국가질서로 변질시
켰다.
- 1989년 동독붕괴 이후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을 연방체제로 재편
하는 방안이 결정되었고 이를 2개주로 개편하는 방안, 3개주로 개편
하는 방안, 4개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Laufer/Münch, 102 참조) 신속한 통일의 진행을 위해서 2차 대전
이전의 구동독지역의 주경계를 따라 5개의 주로 결정하게 되고, 이들
43) 독일편은 주로 다음 자료를 참조: 시도지사협의회(2009), 시도의 법적 위상에 관한 연구, 제4장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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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게 되어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되
는 연방국가로 개편되었다.
○ 주정부의 지위
- 유럽의회에서 독일의 주정부에 대하여 유럽차원에서의 지역정부로
규정하였다.
- 이는 1988년 11월 18일, 유럽 지역공동헌장에 근거한 것으로 독일
주정부는 유럽통합의 시각에서 보면 자치지역의 한 차원으로 이해되
는 것이기도 하다(Hourquebie, 2003 :114).
2. 법적 지위

○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지위
- 연방기본법(통일헌법) 제20조 1항에서 독일은 민주사회연방국가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연방기본법 제79조 3항에서는 연방조직과
함께 주정부의 협력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연방기본법 제70조는 기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는 입
법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30조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있
다. 이는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주정부는 자치권에 근
거하여 자율적으로 연방법률을 집행한다”고 하여 주정부의 행정자치
권과 조직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배분
- 연방국가에서 연방과 주간의 권한배분은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다.
독일 연방 기본법 제30조는 기본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연방의 권
한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의 권한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주
권한의 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잔여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의 권한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사물의 성질상 연방권
한으로 인정되는 사안과 연방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좁은 범위 내에서 묵시적인 연방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 독일연방국가에서 권한배분의 특징은 입법권의 배분과 행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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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이 별개로 규정된다는 점이다(혼합체제: gemischtes System). 특
정한 분야의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함께 연방 또는 주에 배분하
는 미국과는 다른 권한배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uter, 29).
- 독일 연방 기본법 제30조는 “기본법에 다른 규율이나 허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가권한의 행사와 국가업무의 수행은 주의 업무
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연방권한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연방권한
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한은 모두 주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
로 추정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권한배분에 있어서 주의 권한
에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권의 배분은 연방에 중점이
놓여있고 행정권은 주를 중심으로 배분되어 있다.
- 즉, 연방은 입법권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행정
권한은 미약하다. 주는 주법은 물론 연방법률도 집행함으로써 행정권
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법권의 배분에 있어서 연방법원은 상
소에 대한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제1심과 2심에서는 주법
과 연방법을 적용하는 주법원의 관할이다.
3. 기능 및 역할

○ 주정부의 존재성
- 주정부는 연방주의(중앙집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지역주의
를 근간으로 연방의회(Bundestag) 내 연방상원(Bundesrat)이 주정부
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
률안을 심의하는 경우 각 주정부 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한다. 이것이
각 주정부의 대표가 모여 구성한 연방상원(Bundesrat)으로써 연방의
회가 의결한 법안이라도 연방상원의 과반수 이상 부결에 찬성하게
되면 법안이 효력을 잃게 된다(Hourquebie, 2003 : 104).
- 연방상원은 주정부의 행정부 소속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지역정부의 집행부 대표이다. 주정부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대표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 주정부의회(Landtag)
가 주정부 수준에서 입법권을 갖고 행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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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통일헌법에 먼저 연방, 주, 지방정부(게마
인데)의 사무를 구분하고 동시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국가와 주
정부간 권력배분에 관한 사무배분의 근거 규정은 헌법 제70조～75조
에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사무는 헌법 제70조, 제74조 등에 국가
사무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 주정부사무는 명시적으로 연방정부사무로 규정하지 않은 범위 내
에서 주정부에 대한 자치입법권을 부여하여 이 (주정부) 입법권에 의
한 법률 제정으로 사무를 규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
○ 독일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사무의 구분

국가사무

법령 근거 및 예시

-연방정부사무(독일 헌법 제70조, 제74조에 규정) 및 연방사무와 주정부사무 간
사무배분 근거(헌법 제70조～제75조)
-주정부사무: 주정부의 사무는 헌법 제70조1항에서 “주정부는 기본법에서 연방정
부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입법권에 대해서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
정하여 주정부 자치입법권을 보장함으로써 사무를 규정함

자치사무
위임사무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게마인데 사무’(Aufgaben der Gemeinde,
gemeindliche Aufgaben)
-지방정부가 자유재량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Freiwillige Aufgaben)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자치사무로써 필수적 의무사무
(Pflichtaufgaben ohne weisung)
-국가사무로써 연방위임사무(Bundesauftragsangelegenheiten), 연방하급행정기
관에 위임한 사무(Aufgaben der unteren Verwatungsbehörde)

- 정리하면, 독일의 사무구분 체계는 다음과 같다. 주정부의 사무는
연방헌법과 주헌법, 그리고 주의 행정법(Landesverwaltungsgesetz)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사무는 연방헌법과 주헌법, 그리고 주에서 제정
한 지방자치법ㆍ주 행정법에 의해서 구분 되며, 동시에 이러한 법체
계에 의해서 사무배분이 이루어진다.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 현재 독일의 사무구분 유형은 위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Gern, 2003:163). 이 구분은 실제 게마인데 사무(Aufgaben der
Gemeinde)라는 1원론적인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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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사무를 지칭하는 용어의 경우 ‘자치사무’
라고 하기 보다는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Aufgaben der
Gemeinde, gemeindliche Aufgaben), 즉 ‘게마인데(기초지방정부) 사
무’로 지칭한다. 이 게마인데 사무를 세분하면, 지방정부가 자유재량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Freiwillige aufgaben)와 지방정부가 의
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 의무사무(Pflichtaufgaben ohne
weisung)로 이분이 가능하다.
○ 주정부의 입법권
- 헌법에 의하여 연방의 입법권사항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영역에 대
해서는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 외관적으로 보면 주가 광범한 입법권
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이 예외적으로 연방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에만 주의 입법권이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에 있
어서는 그 반대이다. 연방의 입법권이 매우 광범하게 인정되어 있고
경합적인 입법사항에 대해서도 연방이 거의 입법권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주의 입법영역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연방법률에 의한 제
한없이 주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문화사무, 특히 학교, 대학, 방송
- 지방자치 분야, 즉 도시, 기초지방정부 및 광역지방정부의
조직 및 권한
- 경찰법분야, 즉 국가의 질서행정과 그 조직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
- 경찰법에는 집행경찰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
는 위험에 대한 예방을 포함한다(건축감독, 영업감독, 보건 및 동물
의료 등).
- 주법의 주요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헌법, 주선거법, 주정부조
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선거법, 경찰법, 모금법, 소방법, 재난구호법,
병원법, 유치원법, 장례법, 주발전프로그램, 중간층지원법, 주도로법,
낚시법, 건축법, 기사법, 일요일 및 휴일법, 상린권법, 학교법, 교회세
징수법, 방송시설에 관한 주법, 문화재보호법, 주예산, 주수수료법, 지
방세법, 운동경기법, 대학법, 주공무원법, 등록법, 주경관보호법,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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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법, 주수렵법 등이다.
4. 재정

○ 재정부담
-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활동에 대한 비용부담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방기본법은 견연성의 원칙(Konnexitaetsprinzip)
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그 업무수행으로부터 생기는 지출을 별도로 부담한다. 이는
행정권한과 재정책임성을 일치시키는 헌법상의 원칙을 규정된 것으
로서 행정집행기관이 지출책임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 견연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이 몇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첫째로 기관의 운영과 유지에 관한 비용은 그 기관의 행정주체가 부
담한다. 예컨대 인건비와 사무비용이 이에 속한다. 즉, 연방기관의 행
정비용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행정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한다.
- 둘째, 어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목적비
용:Zweckausgaben)은 행정책임이 귀속되는 자가 부담해야한다. 기본
법은 입법책임과 비용을 연계시키지 않고 행정책임과 결부시키고 있
다. 다만 주정부가 수행하는 연방법률을 위임사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목적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주정부가 위임사무
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 연방정부가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연방법률이라도 환경보호법, 행형법, 사회부조법 등과 같이 주
정부가 고유사무로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목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셋째, 주정부가 집행하는 금전급부에 관련된 연방법률은 연방정부
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
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로 집행한다. 주정부가 1/4이상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본법 제104조a 제3항).
넷째, 연방정부가 투자재정을 보조하는 경우에 견연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연방정부는 경제적인 균형장애 극복, 연방국토의
불균형경제력의 조정 또는 경제성장의 조장 등을 위하여 주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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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재정적인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투자지원에 관
한 법률적인 규율의 하나로 1993년에 연방참의원의 승인아래 제정된
동독지역건설을 위한 투자진흥법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95년부
터 연방정부는 새로 편입된 구 동독지역의 주정부들에 대해 매년
66억 마르크를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 조세수입의 배분
- 독일 기본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충
당을 위한 대등한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칙으로
서 기본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수요는 납세자에게 과부담을
피하고 연방전역의 생활상태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서로 조정되어
야 한다(제10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배분
- 세금을 연방과 주정부 사이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세금은 분리체제(Trennsystem)에 따라 연방정부나
혹은 주정부에 배타적으로 배분된다. 분리체제는 각 지역사단의 자율
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조세수입의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연방정부에 속하는 세금으로는 대부분의 소비세, 보험세, 주식
판매세 등이다.
- 주정부에는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부동산취득세, 맥주세 등이
귀속된다. 영업세도 이에 속한다. 영업세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에 귀
속되지만 그 중 극히 일부분이 영업세 할당금으로 연방정부와 주정
부에 전입된다.
- 조세 총액의 75%에 달하는 중요한 세금은 결합체제
(Verbundsystem)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공동으로 귀속된다
(공동세:Gemeinschaftsteuern).
- 이에 속하는 중요한 세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판매세(부가세) 등
이 있다(기본법 제106조 제3항). 임금세(Lohnsteuer)를 포함한 소득
세는 50%는 연방에, 나머지 50%는 주에 배분된다. 연방과 주정부의
귀속분으로부터 각각 7.5%씩 즉, 15%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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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주식회사와 그 밖의 기업이 지불하는 세금으로 연방과 주정부
에 각각 절반씩 귀속된다. 판매세(부가세)의 경우에 연방정부와 주정
부의 귀속분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수입과
지출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에 적응해서 새롭게 결정하도
록 되어 있다(기본법 제106조 제4항). 구체적인 배분율은 연방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② 주정부 간의 배분
- 개별 주정부 간의 조세수입의 배분은 우선 지역수입의 원칙
(Prinzip des örtlichen Aufkommens)에 따라 배분된다. 이에 따르면
세금을 거두어들인 구역의 주정부에 주정부 귀속분의 조세수익이 배
당된다. 이 원칙을 적용함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교외거
주 노동자의 경우, 여러 주에 영업소를 가진 대기업의 경우 누구에게
조세가 귀속하는지 여부가 이에 속한다.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분산법(Zerlegungsgesetz)은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금세는 노동자의 주소지가 있는 주정부에 귀
속되고, 법인세는 대기업의 영업소가 있는 각각의 주정부에 분산되어
귀속된다.
- 이 지역수입의 원칙은 모든 세금에 적용되나 판매세의 경우에 예
외가 인정된다. 판매세의 경우는 그 75%가 수입발생지역이 아니라
개별 주정부의 주민 수에 따라 배분된다. 이는 주정부간의 재정조정
과는 구별되지만 주정부간의 조세수입의 균형을 꾀하는데 이바지하
게 된다. 판매세의 25%는 연방참의원의 승인을 받은 연방법률에 의
하여 평균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주정부에 보완분
(Ergänzungsanteil)으로 배정된다. 이를 통하여 재정력이 약한 주정
부를 전체 주정부의 평균재정력의 92%에 도달시키려고 한다.
○ 주정부 간 재정조정
- 독일연방의 주들은 그 주민 수나 면적, 경제력, 사회 경제적인 인
프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잘 사는 주와 못사는 주간의
재정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차적인 조세수입의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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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의 주정부가 재정력이 약하거나 특별
한 재정수요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정조
정의 필요성이 커진다.
- 연방국가적인 상호 보충성원칙에 의한 동맹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뿐만 아니라 주정부 상호간에도 재정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한 개 혹은 수 개의 분절국가의 재정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개선을 해줄 의무를 지며, 주정부도 재정적으로 취
약한 다른 주정부에 대해 상당한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취지에서 기본법은 주정부 상호간의 일차적인 세금수입에 대한
보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수평적 재정조정),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의 보완규정(수직적 재정조정)을 두고 있다.
- ① 수평적 재정조정 : 독일 연방기본법은 주정부간의 재정적 차이
는 법률을 통하여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본
법 제107조 제2항). 재정조정법은 조정청구권을 가진 주와 조정의무
가 있는 주, 조정기준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재정력이 약한 주정부
를 전체 주정부의 평균재정력의 95%에 도달시키려고 한다.
- ② 수직적 재정조정 : 연방기본법은 연방재정으로부터 수직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연방과 주사이의 이러한 형태의 재정조정
제도는 주의 재정에 의한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에 대하여 차순위적
이다. 이러한 재정조정은 재량규정이고 또한 주의 일반적인 재정수요
에 대해 보완적인 충당을 의미하는 할당금이다. 이 보완적 할당금
(Ergänzendezuweisungen)은 재정이 취약한 주정부에 교부되는 것으
로 그 비율은 재정수입 대 지출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방정부
는 보완적 할당금을 판매세중 연방귀속분 중에서 주정부간 재정조정
수령권을 가진 주정부에 교부한다. 주정부간의 재정조정을 하고 나서
도 부족액을 보완해 주는 부족액 보완 할당금,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
응하기 위한 특별수요 보완 할당금, 과도한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임
시보완 할당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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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지역정부-기초정부 간 관계

- 지역적인 차원에서 행정권은 거의 주에 의해서 행사되고 연방의
직접적인 행정권은 매우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예컨
대, 관세, 연방방위행정, 철도, 우편, 노동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
하여 연방의 상급행정청은 일반행정은 아니고 기술적인 특수업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행정권한은 대부분 주와 지방정부
에게 배분되어 있다.
- 주의 행정청은 주법은 물론 연방법률도 집행한다. 또한 세부적인
법률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행정청은 에너지 공급, 공공교통행정,
교육 및 문화, 병원 및 노인후생 등의 생존배려적인 활동을 한다. 주
에서 연방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 주가 연방법률을 집행하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통상적으로
주는 연방의 법률을 기본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유사무로
집행한다(기본법 제83조). 즉 위임행정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연방법률을 주정부가 고유사무로 집행하는 경우에 연방의 감독권
은 합법성의 감독에 한정된다. 이 경우 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참
의원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연방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기본법 제84조).
- 주가 연방법률을 위임행정(Auftragsverwaltung)으로 집행하는 경
우에 연방정부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기본법 제85조). 연방법률
에는 불확정개념과 재량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정부의 행
정적인 운신의 폭은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행정관청이나 그 밖의 조직을 만들어 결정
권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혼합행정의 금지). 기본법은 주
의 책임 혹은 연방의 책임중에 하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주
와 연방이 계약을 통해 통일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고 실
무상으로 자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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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U 지역정부 간 비교 시사점
1. EU 국가의 지역정부 현황

○ 유럽연합(EU)의 지역정부
- 유럽연합은 27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현재(유럽
연합 통계청, Eurostat 2009) 271개의 지역(수준 NUTS 2)이 있다고
한다.
-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은 런던도심지역(Inner London)으로
79,400 명/km2이며, 가장 인구밀집도가 낮은 곳은 루마니아 동북지역
으로 5,800 명/km2 수준으로 비율은 13.7:1이 된다.
<그림 4-1>유럽 27개국 NUTS 2 지역 인구밀도 (2007년 기준)

출처: 유럽통계청(EUROSTAT), Regional Yearbook 2009,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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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지역정부의 공통적 시사점

- 이탈리아, 스페인, 스코틀랜드, 스웨덴 등 단일국가로서 지방분권적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부의 지역주민 대표권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영국 카운티 등은 대륙계 국가에서
<도>는 전통적으로 중간행정계층으로 지역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들의 주된 기능은 국토개발, 경제발전, 전문직업교육, 지역간 철도 및
대중교통 경영 등이다.
- 선진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실제 모습을 보면, 대의민주주의로
부터 나온 대표권을 국회의원만이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중간
계층인 지역정부도 이를 대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상,하원제
도, 프랑스의 상,하원제도를 통한 지방정부 대표의 직접적인 국회입
법권 참여, 이탈리아, 스페인의 지역정부 대표의 국회참정권, 영국의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회 등이다.
- 나아가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경제사회이사회 등 제3의 민주적 기
구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직, 간접적인 정치참
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치-행정의 분리원칙, 정치적 책임성 원칙
- 지역정부들은 반드시 시장과 지방의원으로 구분되며, 내각책임제
형태를 통하여 선출직 지방의원과 전문직 지방공무원간 정치-행정의
분리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부 내각을 구성하여 지방의원에 의한 각 집
행부처의 책임자가 되고,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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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정부의 헌법적 지위 보장

○ 스페인 헌법상 인정된 지역정부
- 헌법 제137조: 자치권, 지방정부 종류 규정
- 스페인 국가는 기초, 도, 지역정부로 구성된다. 이들 지방정부는 자
치권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헌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지역정부는 그
지역정부 간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해서 특정한 경제사회적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형평성원칙(le principe de la
péréquation)을 제시하고, 국가는 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연대성원칙
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정부간 계층제 구
분은 헌법에서 지역정부와 기초 및 도정부로 구성된 지방행정 조직
을 구분하고 있다.
- 스페인 헌법에서 각 지역정부 간 적절하고 정당한 경제적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헌법 제138조). 또한 지역정부간 재
정보정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58조).
- 연대원칙은 스페인 헌법의 주원칙이며 지역정부 통치체제의 기초
가 된다(Martin, 2003: 72). 즉, 연대원칙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정
당성, 재정지원을 규정하였고, 연대원칙의 실천을 위하여 보충성원칙
을 실천원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대원칙과 보충성원칙으로 재정
보정을 시행하였다. 즉, 헌법 제158조 1항과 제158조 2항에서 연대원
칙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는 재정지원과 지역간 재정보정기금에 의
한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한 적절하고 정당한 경제적 균형발전의 달
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스페인의 정치적 분권체제는 이 원칙에 근거한 재정이전(보정)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재정력의 보장과 이양권한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
한 재정력이 뒷받침 되었다
○ 이탈리아 헌법상 지역정부의 특례적 지위 인정 과정
- 1947년 12월 27일 헌법 제정시 이미 5개 지역에 대한 지역정부로
서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이후 15개 지역으로 권한을 확대한 바 있
다. 1999년 11월 22일 수정 법률 제1호에 의하여 이러한 내용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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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헌법에 명문화 되었다.
- 헌법 보장 조장: 지역정부는 헌법상 자치권(제117조), 자치행정조
직권(제123조), 자치재정권(제119조)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 조항들을
중심으로 지역정부의 특정권한과 특정기능을 가진 자치조직임을 인
정하고 있다.
- 지역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2001년 헌법개정 및 후속법률 제정:
더욱 확고하게 2001년 10월 18일 수정법률(헌법조항 상 이탈리아 공
화국의 행정조직 재편에 관한 조항으로 2003년 6월 5일 법률 제
131/03호에 의하여 확정) 제3호에 의하여 헌법의 제2부 5장(지역정
부, 도정부, 기초정부)을 완전히 새롭게 개정한 후 기능수행 관점에
서 국가와 지역정부간 관계 및 권한배분을 제도화 하여 재규정한 바
있다.
- 헌법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18일 법률 제267/00호가
지방정부 입법권 관련 법률과, 시장직선, 도자치정부 민선지사, 도 및
기초정부의 지방의회 의장 선출 등에 관한 법률을 법전화 하였다.
○ 프랑스 지역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권한
- 1982년 지방자치법에서 지역정부는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다(동법 제59조). 현재 지방자치법전 제1조(법1111-1)에서 선출
직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의 지방정부로 인정받았다.
- 1983년 사무배분법을 제정하여 중앙-지방 및 지역정부 간 역할분
담을 하였으며, 1985년과 1986년에 이어서 총괄적 권한이양 및 그에
따른 재정이양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권한배분(division of
responsibilities for action at various local levels)은 2003년 헌법 수
정에 따른 조직법에서 새롭게 재조정되었다.
- 2003년 헌법 개정 후 2개의 조직법 개정으로 지역정부 권한을 확
대한 바 있다. 레지용 지방정부는 지역계획, 경제발전, 구조기금의 재
정관리, 직업교육, 지역병원운영 및 병원재정 관리 등의 책임을 갖는
다.
- 사례: 코르시카섬 지역정부의 권한확대 : 2002-92 법에 의거, 2003
년 지역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행정체제의 변화를 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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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1982년 이후 코르시카 지역정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바
있으나, 1985년 선거제도를 다른 지방정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하
였으며, 그럼에도 1982년부터 일종의 특례적 지역정부(exceptional
regional territorial authority0로 취급받아 왔다. 다시 1991년 5월 13
일 91-428호 법률에 근거하여 코르시카 섬은 도지방정부의 권한 보
다는 지역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시킨 특례적 지위를 가진 유일한 지
역정부였다.
○ 영국의 지역정부
-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의 지역정부는 각 지역정부별로 규정한 스
코틀랜드 지역정부법, 웨일즈 지역정부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3) 지역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체계 명문화

- 유럽 지역정부 선진국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무구분은 국가사
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정부사무,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위임사
무 또는) 의무적 자치사무, 자유재량적 자치사무 그리고 협력사무 형
태로 구분하고 있다.
- 사무구분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헌
법에서 국가사무와 주정부사무 또는 지역정부 및 기초정부의 사무
등을 ‘기능별’, ‘사무분야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정
리한 바와 같이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지방정부 사무를
“기초정부(꼬뮨사무, 게마인데 사무)가 수행하는 사무” 등으로, 영미
법계 국가도 개별적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지방정부에 기능의 수행
권한을 부여하거나(Home rule 인정), 또는 개별법에 규정하여 월권
행위 금지의 원칙(ultra vires)에 근거한 사무수행 주체와 범위를 명
기하고 있다.
<표 4-1> 국가별 사무구분과 사무배분 방식

국가

한국

사무구분

법적 근거

국가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개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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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 방식

포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예시적으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특별시․광역시, 도, 시․군․ 함), 지방자치법(별표 로 규정
자치구), (기관 및 단체)위임사 예시),
-개별법상 사무배분을 규정
무, 공동사무
국가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개별법, 지방자치법 -국가사무 분야는 신지방자치법에
법정수탁사무, 공동사무
한정적으로 규정
국가사무, 꼬뮨사무, 데빠르뜨
-국가사무, 지역정부사무 등은 신지
망사무, 레지용 지역정부사무, 지방자치법, 사무배 방자치법에
기초하여 사무배분기본법
의무적 자치사무(위임사무), 공 분기본법, 개별법 에 배분 원칙과
분야를 정하고 이에
동사무(지방정부간 협력기구
준하여
개별법률로
명문화
사무)
국가사무, 주정부사무, 게마인
데사무, 크라이스사무, 필요적 헌법, 주정부 헌법, -연방헌법과 주헌법에 국가(주)사무
의무사무(위임사무), 공동사무 지방자치법, 개별법 와 자치사무 배분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정부간 협력기구 사무)
-개별법상 그리고 각 지방정부별로
지방정부법 ‘자치사무’를 법률로 규정하면 나머지
국가사무, 지역정부사무, 카운 및1972년
지방정 는 국가사무
티사무, 디스트릭트사무, 통합 부법,각 분야별
스코틀랜드법,
-홈룰방식의 ‘자치기본조례’에 의한
지방정부사무, 공동사무
웨일즈법
사전적, 포괄적 자치사무 수행권한의
범위를 확정

- 국가사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한 경우는 지역정부사무가 될 수 있고, 또한 지역정부사무도 자
치계층의 수준에 따라서 주정부사무, 도 및 기초정부사무 등으로 구
분된다. 공동사무의 경우에도, 사무(기능)의 명칭으로 볼 때 중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동일한 사무를 개별 행정영역에 근거하
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무구분은 그 명칭과 법문표현 등이 다양하고
모호한 점들 때문에 여전히 법령상 사무의 수행주체가 누구인지 분
명하지 않고, 또한 공동사무라는 개념 하에서 중앙․지방정부(광역자
치단체)가 별개로 각각 수행하는 사무인지, 또는 한 사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인지 등 그 사무의 성격도 분명하지 않은 경
우가 빈번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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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보충성원칙에 근거한 주요 선진국의 기초-광역정부간 사무배분 사례

영국

프랑스
◦레지용: 광역단위의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 직업훈련․기업
지원활동, 관광촉진, 도시․농촌지역관리, 학교관리(고등학교),
기초지방정부인 코뮨과 중간단체인 데빠르트망의 보완적 기능
<2층제>
◦카운티: 거시적, 대규모 기능- 교육, 전략계획, 교통계 담당
경찰, 소방 등(지방지출의 80% 이상)
기능 획,-단층자치정부의
구역내 도로유지관리, 대중교통체계, 상업항구통
경우는 전권한성의 원칙에 의한 총괄 ◦데빠르트망:
합관리(건설교통부문),
지역개발계획안, 코뮨간 국토개발, 도시
적인 사무수행
개발계획 기준안 (국토계획부문), 사회부조, 모자복지, 장
애인복지, 의료부조 보건(사회복지부분), 학교관리(중학교), 도
서관, 문화유산보호, 축제 및 관광산업(교육문화부문), 직간접
원조의 경제활동부문
◦광역정부의 폐지 후, 재부활 : 이는 행정서비스의 효
공급을 위한 행정계층의 단층화 시도 후, 광역자치
시사점 율적
정부의 범위를 넘는 지역정부 차원으로 광역성을 확대 ◦지방정부의 사무와 국가사무의 이원화
하고 사무와 입법권의 범위도 확대한 경우이다.
독일
◦크라이스
-게마인데의 능력을 넘는 사무 수행, 국가위임사무를
실질적으로 자율적 책임 하에 수행
-고유사무: 중등학교, 특수학교, 실업학교 학사업무, 지
방도로 건설․유지, 상하수도 관리유지, 지역의 소방업무,
스포츠 진흥, 빈민구제, 보훈대상자 수혜업무, 청소년 지
기능 원업무, 농업진흥을 위한 교육, 지원, 종합병원 유지, 쓰
레기 처리
-선택적 사무: 문화적 영역(음악하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적 이벤트), 농업촉진, 관광진흥, 주택건설
촉진
-국가사무: 차량허가, 운전면허증, 범칙금수납, 주 기획
청․용수관리청․농림청의 하부행정, 자연보호 집행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창출권 인정 : 지방정부에 의
시사점 한 지방기업 창설(샤워장, 세탁장, 수영장 설립)-지방정
부 경제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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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도부현
-광역사무: 치산치수사업, 산업기반의 정비, 대규모생활관련
광역적 공공사무, 폐기물처리사무
-통일적인 처리사무: 교육공립학교 교육수준 유지, 경찰의
관리운영, 각종 영업허가 및 규제, 전염병예방
-연락조정사무: 시정촌 조직운영 합리화 권고, 조언,지도
-보완사무: 시정촌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무(규모 예산):고등
학교, 연구소, 미술관, 노동복지시설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한 협의체 구성
◦지방공공단체의 상호협력

영국
<2층제>
◦디스트릭: 소규모이면서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기능:
지역특성과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업 수행(지방지출의
20% 미만)
기능 <단층자치정부>
◦디스트릭: 교육, 주택, 쓰레기수거, 사회서비스, 지역
계획 등
◦광역적 기능: 합동위원회 설치하여 공급
-경찰, 소방, 민방위, 대중교통 등 광역적 사업은 합동
위원회(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 설치하여
공급
다양화, 기관구성의 다양화 추진
시사점 ◦자치행정계층의
◦지방정부연합: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독일
◦게마인데
-고유사무: 도로건설, 학교건립, 소방업무, 도시계획,
지역전역의에너지 수급, 쓰레기 처리, 상수도 공급
기능 -국가위임, 지시사무 수행
◦주민총회 존재
◦목적조합 설치
-게마인데들이 연합 사무수행
◦고유사무와 상급정부의 위임사무, 지시사무 수행
시사점 ◦자문적 성격의 주민총회
◦기초자치정부간 활발한 연합기구 활용으로 사무처리

프랑스
◦코뮨(기초)
-청소, 도로관리, 공원관리, 매장묘지관리, 방재사업의 업무 수
행
-코뮨의 고유사무는 민원행정, 경찰행정, 교육행정(탁아소, 유
치원, 초등학교), 도시계획행정(시영주택, 산업지대, 환경보호)임
-1988년 3분야 이양 받음
․도시계획분야: 법규정, 건축허가권
․교육문화활동분야: 학교․학급설립, 예술작품건립, 도서관사
업
․경제활성화분야
-공공서비스 설립권:공공서비스 기관, 공공서비스사업, 혼합회
사설립(지방공기업) 허용
◦도시계획, 교육문화, 경제활성화 등은 기초정부로 이양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다각화
◦코뮨 기초정부간 연합체 구성 활발히 운영, 공공서비스 공급
일본
◦시정촌
-제증명 발급, 주민생활 법적 기반여건 사무, 공원, 상하수도,
쓰레기 수집, 처분, 학교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 건설
유지,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 중소기업․농업등 주민생활 보호
사무, 농촌의 개발계획 등 공공사업실시
-지방정부조합 구성: 사무의 공동처리
◦지방정부간 사무의 공동처리

○ 스페인 지역정부의 주요 기능
- 지역정부의 주요 권한은 헌법 제148조 제1항에서 총 22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정부의 기구, 지역 내 기초정부 경계의 변경, 국
가의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 내 지방기관에 관한 국가행정의
역할, 주의 영역, 도시․주택 정비, 지역 내의 공공사업, 지역 내 철
도․도로에 의한 수송, 산업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피난항․스포츠 이
용의 항만․공항시설 등, 경제의 전반적인 틀 가운데서의 농축산업,
산림의 이용, 환경보전, 지역 내의 용수․운하․관개에 관한 계획․
건설․운영, 하천․호소에서의 어업․양식․수렵, 주내에서의 견본시
장, 국가의 경제정책에 따른 지역 내에서의 경제발전 촉진․수공업,
지역 내의 박물관․미술관․음악원 등 지역의 문화유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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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려, 지역의 공용어 교육, 지역 내의 관광 진흥, 스포츠와 오락의
적절한 이용 촉진, 사회부조, 보건․위생, 건물․시설의 경비와 보호,
조직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방경찰에 관한 조정 등의 권한이
다.
- 자치지역경찰과 관련해서는 동법 동조 제22호에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 쟁의가 있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의 판례에 의한다. 기초정부에 대한 지원 : 기초정부간 서비스 조정
및 광역행정 서비스 제공, 경제·기술적 원조와 협력지원을 한다.
○ 이탈리아 지역정부의 주요 기능
- 1947년 12월 27일 헌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local authonomy)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를 지향(favor)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시에 지방정
부의 자치입법권(117조)을 인정하면서 지역정부의 입법권한(Regional
Statute)을 인정하였다.
- 즉, 중앙-지역정부간 관계에서의 권한배분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
고, 지역정부의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법 중심
의 입법권과 일반분야에 관한 입법권을 구분하고 있다. 지역정부의
경우에는 법률제정권(헌법 제117조, 제123조)과 법규명령권(행정명령
제정권)(헌법 제117조)을 행사한다.
- 지방분권 원칙의 헌법적 보장: 이와 동시에 헌법 제118조 1항에서
지방분권 원칙을 규정하면서, 보충성의 원칙, 차등과 적합성의 원칙
(differentiation and adequacy)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
정부의 자치행정권(제118조 2항), 자치재정권을 헌법에서 인정(제119
조)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권과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상 적용하
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수준과
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EU 지역정부의 수행사무 사례
- 다음은 선진국 지역정부의 사무배분 사례들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
정부간 적절한 기능에 맞는 사무배분 유형들을 예시하여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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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국가와 지역정부 간 적절한 사무배분 유형 예시

정부계층
중앙정부

지역정부

기초정부

수행기능
◦ 거시적 차원의 기능수행, 주민복지와 밀접한 행정은 지방이양
◦ 지도, 감독을 받으나 지방의 자율성 인정
◦ 재정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됨
◦ 광역단위의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
◦ 직업훈련․기업지원활동
◦ 관광촉진
◦ 도시․농촌지역관리
◦ 구역내 도로유지관리
◦ 대중교통체계
◦ 상업항구통합관리(건설교통부문)
◦ 지역개발계획안, 국토개발, 도시개발계획 기준안(국토계획부문)
◦ 사회부조,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부조 보건(사회복지부분)
◦ 도서관, 문화유산보호, 축제 및 관광산업(교육문화부문)
◦ 직간접 원조의 경제활동부문
◦ 소규모이면서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기능: 지역특성과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업 수행
(지방지출의 20% 미만)
◦ 교육, 주택, 쓰레기수거,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등
◦ 경찰, 소방, 민방위, 대중교통 등 광역적 사업은 합동위원회(여러개의 지방정부가 공
동으로 운영)를 설치하여 공급
◦ 청소, 도로관리, 공원관리, 매장묘지관리, 방재사업의 업무 수행
◦ 제증명 발급, 주민생활 법적 기반여건 사무, 공원, 상하수도, 쓰레기 수집, 처분, 학교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 건설 유지,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 중소기업․농업등 주
민생활 보호 사무, 농촌의 개발계획 등 공공사업실시

- 유럽연합과 같은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헌법의 틀
내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체
계 하에서 지방자치권 및 지역정부의 권한을 폭 넓게 인정하면서 국
가의 통합성과 지역 간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성 원칙, 보충성
원칙 및 각 지역 간 적절하고 정당한 경제적 균형을 보장하는 대원
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헌법체계상
지방자치와 지역정부 중심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들을 비교하였다.
<표 4-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보장에 관한 헌법 비교
외국 헌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명문 규정
제117조 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규정

헌법

제118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은 물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을 법률로 유보
제28조1항 ‘동질성의 조항’(Homogenitätsklausel). 즉, 국가통합성을 강조
제28-2조 법률에 근거한 조례제정권 인정,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권 인정
제70조 주정부의 법률제정권

독일연방 통일
헌(기본)법

제106조 조세지출에 관한 지방정부 간 배분원칙을 규정, 국세․주정부세․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공동배분세율 및 재정배분 규정.44)
즉, 헌법 규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세율배분을 규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은 연방․주․기초정부 간 공동으로 배분하는 세제에 근거함. 따라서 공동배분
의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독일 지방정부는 제한적인 재정자치권을 행사함. 특히 세율

4) 지역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 EU 선진국은 지역정부 중심의 거버넌스체제에 의한 지역균형발
전정책 추진
- 유럽연합의 선진국들은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틀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통치자들은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전달 시스템을 파트너화, 네트워크화에 의해 적극 활용하여 지역정치
인,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를 유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분권화는 지역과 중앙 간 사라져 버렸던 민주
적 통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지방 수준에서 인적, 물적, 지적 네트워
크로의 발전을 추구하게 한다. 이로부터 지역의, 그리고 지역 간 균
형발전이 더 잘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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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등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연한 개혁조치가 쉽지 않은 실정임
5조 지방자치권 인정
114조 지방정부 종류를 명문화 하고 인정(regioni, provinci, comuni)
117조 regioni의 자치입법권 보장, 국가로부터 법률제정권의 위임 인정. 즉, 지역정
부의 입법권(법규명령권) 인정으로 헌법상 국가권한으로 명기한 분야를 제외한 입법
이탈리아
헌법

권과 법규명령권, 그리고 집행, 조직구성 권한, 특히 지역정부 의회와 지역정부 대표
자에 대한 선거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여 기관구성권 부여
제119조 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치권을 규정, 법률에 의한 재정조정기금의 설치를
규정, 특수한 상황의 지방정부에 대한 물질적․재정적 국가의 지원을 규정
제120조2항 “국가의 안전과 경제체제 등 통합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대행권을 가
질 수 있다”고 하여 유사시 국가의 대(집)행권 인정
137조 지방정부 종류 제시, 자치행정권 인정

스페인
헌법

제138조 재정조정 원칙(“국가는 경제발전의 균형(제2조)을 유지하면서 ‘연대원칙’의
실천을 보장해야 한다”)
제142조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지방조세권의 세율결정권
제150조 자치지역정부(Autonomous Community)에 법률제정권 위임

영국

1998년 정치분권법(Devolution Act)(2006년 개정한 스코틀랜드법, 웨일즈법)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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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Regional Assembly)에 2차 법률제정권 위임
프랑스
헌법
포르투갈
헌법

1조 지방분권조직에 기초한 국가임을 선언
37조 지방자치정부의 종류를 명문화 : commune, departement, region각 자치정부
상호간 평등한 법인격체 인정, 자치정부의 ‘자치행정권’ 인정
1985년 유럽 지방자치정부 헌장 제2조에 근거한 헌법개정
제6조 지역정부의 자치권, 자치재정권 인정 및 보충성원칙을 규정
제227조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헌법에 근간을 둔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 추진
- 헌법체계 하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조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독일 연방국가의 통일헌법(기본법) 제91조는 주정부간 (재정적) 협력
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자치지역정부간 재정보정기금의 설치
를 규정하였다(헌법 제158조). 이탈리아 헌법 5조는 자치권을 인정하
면서(“국가는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
는 입법원칙과 입법방법으로 지방자치권과 지방분권의 요구에 맞추
어야 한다.”), 동시에 국가 전체의 연대성 원칙(헌법 제2조)과 지역의
평등성 원칙(헌법 제3조)을 규정해서 보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에서 요구되는 지역자치권의 확대 및 강화
방안
- 우리나라는 헌법 수준에서 지방자치의 개념을 구체화 하거나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거나 한 내용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모든 사항은
사실상 지방자치법 등에 위임해 두고 지방자치법상 제9조, 제22조 단
서조항 등에서 자치입법권의 제약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선진국들과 같이
균형발전을 연계해서 보장한 제도적 장치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다른 나라와의 지방분권화 수준과 균형발
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 즉, 우리나라의 낮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수준을 해결하는 방법
은 지방분권형 헌법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일 것이다. 현
대 사회에서 주민투표에 의한 대표권을 가진 지방정부는 민주공화국
의 한 구성요소로서 중앙정부(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총합) 뿐만
44) 독일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상 보장에 관해서는 박준섭(2003), 지방재정제도, p.371~408, in 박응격 외, 독일
지방정부론, 서울 : 엠-애드, 200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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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제4의 통치권력이
될 수 있다.
- 지방분권형 헌법체계의 도입을 통해서 이 제4의 통치권력에 대하
여 점진적이지만 대폭적인 수직권 권한배분을 해 주어서 지방자치단
체로 하여금 각 해당 지역의 주체이자 리더로서 주도적으로 균형발
전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조력
자로 역할을 전환하도록 해 가야 한다.
3. 지역정부 자치권 보장을 위한 EU의 법적 조치
1) 헌법상 지역정부 입법권 보장

- 조례제정권의 확대: 법규제정권으로서의 법제정권 보장
- EU 지역정부의 경우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였는 바 이는 각국의 헌
법에서 지역정부의 (2차, 또는 배타적) 법률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으
며,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의회(Regional Assembly)도 2차 법률제
정권을 부여받은 바 있다. 또한 지역정부는 법률안 발의권(private
Bills)이 있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정부의
법률안 발의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 물론 기초정부의 자치조례 제정권도 헌법에 보장하되, 지역정부의
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귀속된 조건 하에서 자치권을 실행하도록 하
고 있다.
2) 헌법상 자치조직권 및 사무배분권 보장

-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역정부의 의회에서는 관할지역 내 기초정부
들의 기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투표로 승
인 받는 절차를 거쳐 지역적 통일성과 지리적 다양성 등을 조합하는
자치체제를 운영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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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기초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은 해당 지역정부의 입
법권 범위 내에서 규정한 자치조직권 틀 내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홈룰제도>를 운영하고, 지역정부 중심의 자치조직 및 인사권 범위
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는 바로 지역정부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초정부에 대하여
자치기본조례(municipal home-rule, basic local constitution) 운영을
보장하는 홈룰방식의 기관구성 및 운영 자율권을 보장하여 제도운영
의 다양화 방안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차원
에서 지역정부 및 기초정부의 자치조직권, 인사권을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지역정부의 권한 범위로 귀속시킨 것이다.
○ 사례: 스페인 지역정부 기관의 권한
- 스페인 지역의회 또는 지역국회의 명칭을 갖고 있으며, 지역의원
수는 주민 수와 영토 크기를 고려하여 계산되며, 지역의원은 직접비
밀투표에 의하여 주민에 비례한 대표제에 근거하여 4년 임기로 선출
되며, 선거구는 도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한다.
- 스페인 지역의회의 권한으로는 입법권 행사, 예산승인, 정부의 활
동 통제, 지방세율 결정 및 징세권을 행사한다. 또한 입법권을 집행
기구에 위임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불일치에 대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역정부의 집행부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역정부 민선지
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정부의원으로 집행부 내각을 구성한
다. 부지사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의원 중에서 민선지사가 선출
되며 왕이 임명하며, 이후 민선지사가 집행부 의원 및 부지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집행기관은 행정명령권과 입법제안권을 갖고 있
으며 지역정부의 정책을 계획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불일치에 대한
제소를 한다. 지역정부의 경찰사무 수행, 예산집행, 지역정부의 조직
법을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사례: 이탈리아 지역정부 기관의 권한
- 헌법 제131조는 20개 지역정부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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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조직법에서는 지역정부가 제정한 지역정부 법률 및 행정입법 및
시행령 등에 관한 발의권, 투표제안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정부
조직법에 대한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1/5 이상 또는 지역의회 의원의
1/5 이상이 이를 요구할 시 실시한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공표
한다.
- 이탈리아 지역정부의 행정부는 기관대립형으로 변화되면서 집행조
직의 장(Junte)의 권한이 확대된 바 있다. 즉, 이탈리아 헌법 제121조
3항에서 “지역정부의 집행부는 집행권을 행사한다”고 하였고, 헌법
제121조 4항에서는 “지역정부의 장은 지역정부를 대표하고, 정책을
주도하며, (지역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공포, 지역정부 행정규정 제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에 1995년 2월23일 43/95호 법률
에서는 지역국회가 지역정부의 장을 간접 선출하였으나, 1999년 11월
22일 1/99호 헌법 수정으로부터, 헌법 제122조 제5항에서 “지역정부
법률이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역정부의 장은 직접, 비밀, 보통선
거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규정하여 새로운 선거가 2001년 4월 16일
진행된 바 있고 그 후 지역정부를 대표하는 민선지사의 권한이 확대
되었다.
- 지역정부의회(consiglio regionale)의 의원들은 지역정부 행정구역
을 대선거구로 하여, 도 수준에서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다. 정당식 비례대표방식에 의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며, 지역의원은
30명에서 80명이며, 5년 임기로 재임이 가능하다.
○ 국가-지역정부 간 사무배분 규정의 헌법상 명문화
- EU 지역정부는 사무배분 기본원칙과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에 규
정을 하였는 바, 특히 국가사무 범위를 헌법에 명시하여 범위를 제한
하고, 그 외의 분야는 주로 지역정부 중심으로 사무배분을 새롭게 체
계화 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사무에 대한 제한적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사무 이외의 사무는 지역정부 관할사무(지방사
무)로 양분하여 규정한 것이다.
- 또한 지역정부의 권한도 광역적 분야에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방식
으로 체계화 하여 기초정부의 종합행정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
- 158 -

록 입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하였다. 즉, 지역정부의 사
무를 광역적 기능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기초정부 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기초정부에 귀속하도
록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사무수행권이 확대된 것인데, 이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자치조례에
의한 사무수행이 원활하도록 <관련법령 제개정제안권>도 부여하여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일종의 홈룰제도의 도입․운영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정부의 자치재정권에 관한 헌법적 보장

- 유럽연합의 지방분권체제에서 지역정부에 대한 재정보장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재원을 지역정부를 기반으로 한 세원 재
배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 그 배분규정을 명시하거나(독일, 스페인),
이를 재정조정기금으로 제도화 하여 지역정부의 세수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지역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기
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조세체
계의 개편을 통해서 지역정부와 기초정부의 새로운 세목 설치 및 지
방정부간 재정지원에 대한 의무를 헌법상 명문화하고 있다.
- 한편 기초정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결정한 세율과 기초정부가 결정
한 변동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지방세목화 하는 제도와 지방소비
세를 도입․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정부에 지원하던 특별
보조금 등을 총액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 사례: 스페인 지역정부 자치재정권 헌법에서 인정
- 스페인 헌법 제156조에서 국가의 재정과 협력, 조화의 원칙 및 모
든 국민들간 연대성원칙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정부의 자치
재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지역정부에 대한 자치재정 보장은 보충성 원칙에 근거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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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스페인 헌법 제158조2항 : "지역정부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
소하기 위하여 연대원칙(priniciple of solidarity)을 실천하고, 이를 근
거로 자치지역정부와 도정부간 재정배분의 근거가 되는 투자지출에
대한 재정보정기금(funds of compensation)을 설치한다“고 하였다.
- 지역정부간 재정보정기금은 헌법 제158조2항에 근거하고, 지역정
부 재정에 관한 1980년 9월 22일, 8/1980 조직법에도 근거하고, 1984
년 3월 31일, 7/1984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지역경제개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의 투자지출비용 지원제도
- 다시 보정기금의 효과성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여, 2001년 12
월 27일 22/2001 법률로 지역정부간 재정보정기금의 개편을 실시하
였고 동법 제2조 2항의 지역정부간 재정보정기금 지원 원칙을 제정
하였다. 이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치지역정부에 대하여 지역의 부가
가치와 수입창출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부터
는 2가지 기금으로 구분하여, 보정기금과 보충기금으로 제공하고 있
다(Martin, 2003: 78).
- 한편, 스페인 헌법 제156조1항은 재정자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원칙에 근거하여 자치지역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 재
무부와의 협력조정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이다.
- 지역정부간 연대원칙(principle of inter-regional solidarity)의 경우
는 헌법 제15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원칙에 의하여 스페인 전국
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고 있다. 2개 원
칙에 근거한 지역정부에 대한 이중적 재정지원체제는 국가이전재원
과 지역정부의 조세제도(자율적 지방세제) 및 스페인 지역정부 통치
체제와 연대원칙은 국가가 지역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
고 있다.
○ 사례: 이탈리아 헌법상 지역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 자치재정권을 보장받고 있는 지역정부는 집행하고자 하는 권한수
행에 관한 재정 전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헌법 제119조
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지역정부간 재정조정권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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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배분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권한(pouvoir «
extraordinaire »)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바로 재정조정
권, 특별배분권(부가교부금, 특별보조금) 지원 의무를 국가가 행하도
록 헌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제5장 지역정부로서의 광역자치단체의 존재가치 제고 방안
1. 광역자치단체의 헌법상 자치권 보장 필요

○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서 보충성원칙과 자치입법권의 보장 필요
- 국제법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지방자치정부 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와 지방정부간 관계에서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정부 헌장 제4조 3호에서는 보충성 원칙으로
“공적 책임수행은 일반적으로 시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공단체에
부여되는 것이 선호되어야 한다. 다른 공공단체에 책임을 배분하게
될 때에는 일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효과성 및 경제성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충성
원칙은 효과성 원칙으로, 비례의 원칙과 관련될 때 효과성과 민주성
등이 관련되어 시민 가까이에 있는 공공단체가 멀리 있는 공공단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전제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 그 결과 권한배분 상 최하위 공공단체의 자율성과 자율적 결정권
을 인정해 주고, 이에 우선권을 먼저 부여해 주고, 이를 상위 공공단
체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기초자치정부에 있게 되므로
이로써 풀뿌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는 기본원칙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보충성 원칙에는 효율성, 효과성의 개념과 연계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 또는 기능배분에서 자치원clr
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권한배분에 있어 국가보다 먼저 개인, 시
민단체, 지역사회, 기초자치정부 등의 결정권과 권한집행권을 우선적
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시민과 공공행정기관
간의 공동생산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거버넌스(국가-지역정부-기초정
부간 상호협력) 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러한 보충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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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입법권과 보충성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지방분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 비교
외국 헌법
독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화 명문규정
28-2조 법률에 근거한 조례제정권 인정,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권 인정

연방기본(헌)법 70조 주정부의 법률제정권
5조 지방자치권 인정
이탈리아 헌법

스페인 헌법
영국

프랑스 헌법

114조 지방정부 종류를 명문화 하고 인정 : region, province, comuni
117조 region의 자치입법권 보장, 국가로부터 법률제정권의 위임 인정
137조 지방정부 종류 제시, 자치행정권 인정
150조 <자치지역정부>(Autonomous Community)에 법률제정권 위임
1998년 정치분권법(Devolution Act)(2006년 개정한 스코틀랜드법, 웨일즈법)로 지
역의회(Regional Assembly)에 2차 법률제정권 위임
1조 지방분권조직에 기초한 국가임을 선언
37조 지방자치정부의 종류를 명문화 : commune, departement, region 각 자치정
부 상호간 평등한 법인격체 인정, 자치정부의 ‘자치행정권’ 인정
제117조
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2항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규정
제118조 2항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은 물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을 법률로 유보함

① 독일의 통일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 독일은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대하여 제28조 제1항 2문,
3문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본은 ‘동질성의 조
항’(Homogenitätsklausel)(제28조1항)으로 이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에 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위하여 동질성의 조항에 따라 국
가 수준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절차상의 기준이 확립되었음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제28조 제2항에서 게마인데(Gemeinde), 지방정부연
합(Kreis, Gemeinderverbände)에 대하여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고 있
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전권한성(Allzuständigkeit)에 대한 보장을 의
미하며 이는 다시 자치입법권인 조례제정권(Satzunghoheit)을 가진다
는 의미이다.
-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일한 지위를 갖고 또한 주정
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에도 법률적인 수직관계가 존재하지만, 사무배
분과 기능 수행에 있어서는 수평적 관계임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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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사무(örtliche
angelegenheit)는 일일이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주민
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
에 대하여 고유한 관할권을 갖게 하고 있다.45)
-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연방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으
로서 주정부의 지역정부로서의 역할을46) 강조하고 있다. 즉, 연방헌
법 제30조는 권력배분에 관한 총괄 규정으로서 "국가 권한의 행사
및 국가 임무의 수행은, 기본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또
는 다른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정부에 귀속된다"고 하여
주정부 집행권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다시 주정부의 입법권에 대하
여 제70조1항에서 “주정부는 기본헌법에서 연방정부에 부여하고 있
지 않은 입법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제정권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정부간 권한관계를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 나아가 정부간 관계에 대하여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연방헌법 제93조 제1항4b호은 지방정부를 위한 헌법소원제도로서 지
방정부가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해서 기본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을 침해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장치
를 4b호로 추가하여 헌법적으로 자치권의 보장을 제도화 하였다.47)
② 스페인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 스페인은 프랑코 총통의 독재시대를 마감하면서, 각 자치지역
(Autonomous community)간 다민족의 존재와 지역간 갈등 및 정체
성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치적 분권체제에 기초한 단일국가의 통
치체제를 1978년 민주적 헌법으로 재현하였다. 그 결과 지역간 갈등,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지역사회 스스
로 갈등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체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 그리하여 헌법 제2조에는 지역정부 중심의 분권적 통치체제
45) 지역사무는 지리적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며, 기능적으로 지방정부의 생활영역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46) 유럽의회에서, 주정부는 유럽차원에서의 지역정부로 규정한 바 있다(1988년 11월 18일, 유럽 지역공동헌장에 근거).
47) 1949년 독일연방 기본법 제93조제1항 연방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규정에서도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개
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제도 역시 1969년 기본법 개정으로 명문화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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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ational governments)로서 “지역(region)의 자치권”을 인정하
고 3계층제(지역정부 comunidad autonóma, 도정부 provincias, 기초
정부 municipios) 하의 “스페인 국가는 전국을 기초정부, 도정부, 지
역정부로 구성하고”, “각 자치정부는 지방자치권을 보장받는다”고 하
였다(헌법 제137조). 그리고 통치원칙으로 지역정부간 재정조정 원칙
과 연대성 원칙을 보장하면서(제138조), “국가는 경제발전의 균형(제
2조)을 유지하면서 ‘연대원칙’의 실천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48)
- 중앙정부와의 권력배분에 있어서는 헌법 제149조에는 국가의 배타
적 입법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에서는 지역정부의 입법권
(Estatuto, Statute of Autonomy)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에 총 22
개 분야의 지역정부의 권한을 명문화 하고 있다.49) 또한 지역정부에
대한 자치재정권도 보장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8조 1항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제도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으로 인한 국가의 통합성 결함을 막기 위해서 다시
제156조 1항에서는 협력조정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을 규정하
면서 이 연대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하
였다.
③ 이탈리아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 이탈리아는 1929년 파시즘의 등장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으나 2
차 대전 이후 1947년 민주헌법으로 단일국가를 재건하면서 지역의회
선거관련법이 1968년 제정되었고, 국회에서 1971년 지역정부에 대한
법적 지위를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헌법 제5조는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지방
자치권을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는 입법원칙과 입법
방법으로 지방자치권과 지방분권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 특히 이탈리아는 국회의 독점적 입법권을 포기하고 지방자치체에
대하여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적 정부의 지위를
가진 지역정부는 기초정부의 창설 또는 폐지 및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2차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방국가의 주정부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헌
법 제2장 제5권의 제목이 “지역정부, 도정부, 기초정부”이며 이에 대
해서 제114조는 지방정부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헌법상 지방정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제118조 1항에서는 지방분권의 원칙으로서 보
충성 원칙을 규정하였고, 차등과 적합성의 원칙(differentiation and
adequacy)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을 제118
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에서는 자치재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지역정부에 대해서는 광역정부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명문규
정을 두고 있는 바, 제131조에서는 지역정부에 대하여 공통 법률에
근거한 지역정부(ordinanry statutory, or common law regional
government), 특례적 지위를 가진 5개 지역정부(special statutory
regional government)(시실리아, 베니스, 사르데니아, 트렌티노, 발레
다오스) 등으로 구분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123조 1
항은 “헌법과 이탈리아 민주공화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에서”
지역정부의 지위를 규정할 수 있는 폭 넓은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117조도 지역정부의 입법권 인정, 헌법상 국가의 권한으로
명기한 분야를 제외한 입법권과 법규명령권 집행, 조직구성 권한, 특
히 지역정부 의회와 지역정부 대표자에 대한 선거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50)

48) 지역간 연대원칙 : 스페인의 정치적 분권체제는 이 원칙에 근거한 재정이전(보정)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재정
력의 보장과 이양권한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재정력이 뒷받침 되었음. 이 연대원칙은 스페인 헌법의 주원칙
으로 스페인의 자치지역정부 통치체제의 기초가 되고 있다.
49) 지역정부의 주요 권한(헌법 제148조 제1항)으로 총 22개를 규정 : 지역정부의 기구, 지역 내 기초 자치정부
경계의 변경, 국가의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 내 지방기관에 관한 국가행정의 역할, 주의 영역, 도시, 주
택 정비, 지역 내의 공공사업, 지역 내 철도, 도로에 의한 수송, 산업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피난항, 스포츠 이
용의 항만, 공항시설 등, 경제의 전반적인 틀 가운데서의 농축산업, 산림의 이용, 환경보전, 지역 내의 용수,
운하, 관개에 관한 계획ㆍ건설ㆍ운영, 하천ㆍ호소에서의 어업, 양식, 수렵, 주내에서의 견본시장, 국가의 경제정
책에 따른 지역 내에서의 경제발전 촉진, 수공업, 지역 내의 박물관, 미술관, 음악원 등, 지역의 문화유산, 문화
ㆍ연구의 장려, 지역의 공용어 교육, 지역 내의 관광 진흥, 스포츠와 오락의 적절한 이용 촉진, 사회부조, 보건
ㆍ위생, (22)건물ㆍ시설의 경비와 보호, 조직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방경찰에 관한 조정 등의 권한을 지
역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50) 즉, 이탈리아 헌법 제117조 2항 : 국가의 배타적인 입법권 규정 : 외교정책, 국제관계, 정치적 망명 판단권,
국민의 법적 신분, 이민, 종교국과의 관계, 국방 및 군대, 무기, 화약, 화폐, 금융시장 등. 다만, h) 법률, 질서,
안전, 지방행정경찰은 예외로 하여 지역정부의 권한으로 규정; 제117조 3항 : 국가와 지역정부의 공동입법권
규정 : “국가와 지역정부간 입법권이 경쟁이 될 경우, 국가의 입법권에 속하는 기본원칙으로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 입법권은 지역정부에 귀속된다”; 제117조 4항 : 지역정부의 배타적 입법권 인정. 즉, 국가 법률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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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헌법 수준에서 지방자치의 개념을
구체화 하거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거나 하는 내용이 없다. 이 모든
사항은 사실상 지방자치법 등에 위임해 두고 있어서 지방자치법상
제9조, 제22조 단서조항 등에서 자치입법권의 제약규정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선
진국들과의 지방분권화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 교훈
-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지방분권 개혁은 헌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었고, 지방분권의 개혁 결과는 헌법상 명문화
되었다. 특히, ‘지역정부’의 존재성,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혁노력은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결정권,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제도의 운
영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풀뿌리
지방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실천하는데 있
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의 광역자치
단체 수준에서 2차적인 법률제정권, 조세제정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EU 지역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자치
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간, 시군구간 사무권한
의 재조정이 절대 필요함은 물론이요, 지방재정의 발전도 함께 고려
하여 기초자치단체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균등화 틀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한 헌법상 명문 규정화가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그렇게 되면,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같은 자치기본조
례(Home rule, 지방자치정부 헌법)의 도입 및 운영체제를 만들어 지
방정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방자치제도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정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는 지역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7조 1항은 국가와
지역정부간 대등한 권한배분 방식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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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치단체의 헌법상 법률제정권 보장 필요
1) EU의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 운영체제

-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국가 경우와 같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구역이 일치하게 된 주된 이유는 국가행정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사무를 지방정부가 국가의 기
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체계이다. 특히 광역단위의 지역 중심의 지
방행정구역이 중추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
-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방식은 행정기능상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가 분명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에게도 상당히
편리한 행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지역정부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거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민원과 관련된 행정기관들을 모두 해당 지역 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단점으로는, 지역별로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
로 국가는 지역적으로 통합된 국가의 지방수준에 위치한 하위행정체
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중복과 함께 인적, 물적 행정비용
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재 때문
에 이러한 중복성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 중앙-지방정 부간 역할분담에서 제시하는 지역정부의 사무를 보
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사무를 정점으로 초등교
육, 도시개발계획, 레져, 문화활동 등 인접사무를 수행하면서 기초정
부가 재정적인 부족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재정지원 및 기술적 지원 등 지역 내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정부는 재정적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역시 지역
내의 사회복지를 가장 비중 있는 사무로서 수행하고 또한 국토개발
과 지역발전 등 광역적인 임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지방정부간 협력
과 조정, 국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경제사회분야의 선도적인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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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고 있다.
-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치권을 헌법상 인정받고 있기 때
문에 국가와 지역정부간 사무분쟁 및 지방정부 상호간의 갈등이 발
생하면 처음 단계에서 국가와 지역정부는 지방정부 상호간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제 해결자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감독권 및 강제적 대리권의 집행을 받는 것
이 아니라 행정법원을 통한 합리적이고 법적인 해결방식을 활용하여
중앙-지역정부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지역정부에 관한 이러한 헌법상의 권한 보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이탈리아 지역정부의 법률제정권 보장 사례

(1) 지역정부의 법률제정권

○ 지역정부의 법률제정권(헌법 제117조, 제123조)
-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정부의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한다. 조직법 중심의 입법권(pouvoir législatif ‘organique')과 일반분
야에 관한 입법권(pouvoir législatif ‘ordinaire’)을 구분해야 한다.
○ 조직법 중심의 입법권
- 조직법 중심의 입법권의 일정부분은 지역정부의 권한에 귀속된다.
이탈리아 헌법 제123조에 근거하여, 지역정부는 자치조직권을 규정한
조직법에 의하여 지역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지역정부의 통치시스템
의 조직 및 운영체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역정부의
회의 절대과반수 찬성으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회는 조직
법을 제개정 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정부 또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
없다.
- 중앙정부는 헌법 부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
적합성 판단여부를 판결해 달라고 제소할 수 있다.
- 지역정부 조직법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1/5 이상 또는 지역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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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1/5 이상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 이 조직법 체계는 연방국가의 주정부 입법권과 유사한데, 단 헌법
과 일치해야 하는 조건이 인정된다.
○ 지역정부의 일반분야에 관한 입법권
- 지역정부의 이에 대한 입법권은 국가와 지역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입법권으로서 주로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① 국가의 배타적인 권한
② 국가와 지역정부의 경쟁적 권한: 국가는 기본원칙을 제정한다.
③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 지역정부에 나머지 분야가 귀속
되는 권한 등이다.
○ 지역정부의 법규명령권(행정명령 제정권) (헌법 제117조)
- 국가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대한 행정명령, 법규명령권은 국가에
귀속되나, 그러나 국가가 지역정부에 이러한 법규명령권(사무의 집행
권)을 위임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역정부가 경쟁적인 권한을 가진 분야에서는, 국가는 기
본적인 원칙에 대한 제정만 하고, 구체적인 법규명령권은 지역정부에
귀속된다.
- 도 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대도시 등은 법률로 부여받은 권한집
행, 자치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행정조직 분야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법령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역정부의 입법권에 대한 사전통제 절차
- 2001년 전까지 국가는 지역정부의 입법권에 대한 사전감독
(Control a priori)을 갖고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권한배분 쟁송에 대
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 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가 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에 대
한 판결권을 가졌으며, 국가 법률과 갈등관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
한 결정을 하였다. 예를 들면, 죄형법정주의(헌법 제25조), 시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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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입법권이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전적 합법성 감독권이 (1997년 5월 15일 제
정된 법률 127/1997호에 의하여) 사실상 폐지되었다.

(2) 지역정부의 연방주의적 입법권 채택

○ 연방주의적 입법권의 채택
- 이탈리아 국가는 지역정부의 집행권에 대하여 연방주의 방식을 채
택하였다. 1997년 3월 15일 Bassanini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입법권
한과 행정권한 간에는 상호공존성 원칙(principe de parallélisme)이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후부터 국가의 권한은 <보충성원
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51)
- 과거에는 국가의 입법권과 지역정부의 집행권한 사이의 상호공존
성에 기초하여 권한배분을 하였으나, 이 법률에 의거해서 부터 이탈
리아 국가는, 연방국가 입법체계와 같이, 국가의 주권적 기능에 한정
된 집행권한만 보유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역정부의 입법
권한과 집행권한에 의지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1997년 법률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역정부는 다른 행정기능의 집행권도
보장받게 되었다(Arcobelli, 2003:158).
○ 보충성원칙에 근거한 지역정부의 권한
- 1997년 법률은 명문규정으로 지역정부가 집행해야 할 권한에 대해
서는 <보충성 원칙>에 근거한 권한배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으
며, 보충성 원칙은 또한 지역정부와 하위 자치정부 상호간 행정권한
의 배분에 관한 주요 근거, 기준이 되었다.
- 뿐만 아니라, 기초정부의 권한이 이 원칙에 근거하게 되면, 기초정
부로써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규범기능(고유사무, compétence de
principe)을 스스로 제정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역정부
의 권한배분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즉, 지역정부마다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이고 상이한 권한배분 기준에 의해서 다
51) 이탈리아 59/97호 법률: 당시 Romano Prodi 정부의 지역자치장관인 Franco Bassan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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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정부의 입법권 확대 및 국가 권한의 축소

○ 2001년 헌법 개정: 입법권의 연방주의 방식 채택
- 이탈리아 헌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이탈리아 국회는 2001년 3월
8일 헌법개정을 실행하여 찬성 64%로 2001년 10월 7일 수 정헌법이
채택되었다. 이 헌법에 의하여 지역정부 중심의 이탈리아 민주공화국
으로 재편되었다.
○ 지역정부의 재정자치권 개선
- 2000년 «조세연방주의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시행령 56/2000호에
의하여 국가와 지역정부간 재원배분체계를 부가가치세 재원의 재배
분을 통해서 개혁하였다.
- 지역정부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 재정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정부의 세수력에 근거하
여 국가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헌법 제119조에 의하여 지역정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완전한 재
정자치권을 인정받았으며, 지출과 집행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지역
의 필요를 고려한 조세징수, 세율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정부간 재정조정기금이 헌법으로 명문화 되었다.
○ 국가 법률의 관여범위 축소
- 헌법 제5권에 의하여,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논리가 근본
적으로 변화되었다. 즉,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지역정부의 입법권한
을 국가와 지역정부간 대등한 권한배분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지역정부의 총괄적 입법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 법률
에 규정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는 지역정부가 입법권을 가질 수 있
도록 하였다(헌법 제11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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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법적 대행권 폐지
- 지역정부가 입법적 미비사항을 나타낸다고 해도, 국가는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법률적 대행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중앙-지역
정부간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사무 수행을 위한 협약, 계약방식의 채
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 즉, 헌법 제117조 9항에서 “지역정부의 권한에 속한 사무수행을 위
하여, 국가가 정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국가 및 다른 지방정부와 협
약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투표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지역정부의 조직법이 지역의 주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되면 국회는 반대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의 개정을
인준해야 한다.
- 즉, 지역정부의 집행부 조직에 대한 변화는 지역정부의회가 법안
을 제출하고, 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30일유예기간), 어떤 이의가
없으면, 주민투표로 결정되도록 한다. 이후 국회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승인한다.
4) 프랑스 지역정부의 법률제정권 보장 사례

3) 스페인 지역정부의 법률제정권 보장 사례

○ 1990년대 지역정부 권한의 발전
- 1992년 2월 28일 사회당과 민중당간의 지역정부협정(Pacto
autonómico)으로 지역정부의 권한 확대를 유도하였다. 이 협정을 통
해서 지역정부는 3가지 종류의 위임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① 독점적(배타적)으로 위임된 권한
② 법률로 규정된 위임권한
③ 집행권의 위임
- 헌법 제150조 2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지역정부 조직법> (직권조
례와 유사)에 근거하여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 또는 이
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4년 발랑스 지역정부의 법적
지위도 변화되었다.
○ 1990년 대 후반(1996-1999) 지역정부 ‘조직법’의 권한 확대
- 지역정부 조직법 제정은 주민투표로 결정 지역정부의 개별적 권
한에 의한 지역정부별 <차별화 전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에 지
역정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역의회의 해산
권을 도입한 경우이다.
- 따라서 예를 들면, 카탈로니아, 바스크, 갈리스, 안달루치아 등의
지역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그 해당 지역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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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헌법수정 전 자치조례의 법규제정권 성격

- 프랑스는 2003년 헌법수정 이전에 지역정부의 조례입법권은 지역
주순에서의 법률집행을 위한 시행령 수준의 법규제정권 지위를 갖고
있었다.
-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21조와 제37조에 따라서 수상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수상만이 법규제정권(pouvoir réglementaire)을 갖
고 있었다. 각 부처장관들의 경우에는 수상의 법규제정권에 대하여
나머지 부분에 제한적으로, 관할부처의 소관범위에 한정된 범주 내에
서 조직과 기능수행에 관하여 법규제정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 같은 원리로 지방의 임명지사,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공공서
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장 등도 이와 같았다.
○ 1982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정부 법규제정권 성격의 논쟁
- 자치행정조직권의 법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조직권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법규성격의 행정행위를 직접적
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
- 이에 국사원의 판례는 지방정부에 부여된 법규제정권한
(compétences réglementaires)은 한정된 분야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중앙정부)가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수상의 법규제정권)으
로 정한 법규내용에 따라서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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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조직 원칙은 <특정법규권한>을 행
사하는 것이지, 관할지역 내에서 지방이익 관련분야에서의 모든 법률
적 관여가 인정되는 총체적인 행정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자치행정조직권은 자치법규 제정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치행정조직권은 자치법규 제정권에 귀속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
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법규제정권은 수상의 법규제정권
이외의 잉여적 부분이나 부차적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
고 하였다.52)
○ 정리: 자치행정조직권 보장의 법적 의미
- 결과적으로 지역정부의 법규제정권 범위는 제한된 법규제정권으로
써 지역정부에 대한 사무배분 관련사항, 지역정부의 예산결산승인절
차, 지역정부 공무원 관련법규정, 지역정부에 관한 감독규정 원칙 등
은 법률에서 정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지역정부 내부의 조직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또는 <법률규정 준수>가 선행되도록
하였다.
(2) 2003년 헌법 수정 후 자치조례의 법규제정권 확대

○ 지역정부 자치조례의 법률 집행을 위한 법규명령권 지위
- 그러나 프랑스의 2003년 수정헌법 제72조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특히 제72조 3항의 법규제정권을 인정하는 규정(the power to make
local regulations)에서, 수상(중앙정부)의 법규제정권에 의한 관할범
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정부의 법규제정권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정부 법규제정권이 일차적이고, 지역정
부의 법규제정권은 이차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다만 과거에는
간접적인 의미를 가졌으나, 2003년 헌법수정으로 이 부분을 명문화
하여 <직접적인 이차적인 법규제정권> 성격을 갖게 되었다.
- 따라서 법률의 적용을 위한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규제정권

의 성격이 아니라, 바로 법률 집행을 위한 조치, 절차와 관련된 이차
적인 성격의 법규제정권을 의미한다.
- 그 후로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 내용의 집행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역정부의 법규제정권에 부여할 수 있고, 법률 집행을 위한
여러 조치 및 절차를 결정하는 권한을 어느 한 관련 지역정부에 부
여한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그 지역정부의 실질적인 법률집행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53) 특히 지역정부에 대하여 지방
자치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실험을 행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 조례제정권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공법상 법규제정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쟁송대상으로, 행정기관 내부적인 계서권에 의해 귀속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차원에서 법적 지도감독 등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다.
5) 교훈

○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헌법상 자치권의 보장을 명문화
- EU 지역정부들의 헌법상 입법권 보장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
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정부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EU 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 및 조직권, 자치재정권의 보
장이 헌법적인 명문화 규정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헌법 개정이 필
요하다.
- 특히 지역정부 구성에 필요한 지역의회 선출방식, 선거권, 피선거

52) 판례결정: Conseil d’État, 10 juin 1988, Département de l’Orne ; 27 décembre 1992, Fédération
interco CFDT et autres avis du 20 mars 1992, Préfet du Calvados.

53) - (제72조2항) :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nt vocation à prendre les décisions pour l’ensemble
des compétences qui peuvent le mieux être mises en oeuvre à leur échelon ». «지방정부는 관할지역
내에서 가장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
는 소명을 가진다»
- 제7조3항: «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ces collectivités s’administrent librement par des
conseils élus et disposent d’un pouvoir réglementaire pour l’exercice de leurs compétences » 법률에
규정된 조건 하에 지방정부는 선출직 지방의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이들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규제정권을 갖는다
- 제72조4항: 지방정부(지역정부)의 제도실험 가능성 부여 : 지방정부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법률 또는 법규(시
행령) 조항에 관련된다고 해도, 제도실험의 대상에 한정하여 제한된 기간에 근거하여 제도실험이 가능한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72 de la Constitution qui ouvre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notamment aux régions, le droit à l’expérimentation pour déroger, «pour un objet et une
durée limités,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qui régissent l’exercice de leurs
compé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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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은 현재의 선거법상에서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기
타 기관구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조례입법으
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홈룰제도의 도입), 국회 및 정부의
승인 없이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기
관구성을 할 수있는 조직법의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법
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회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
체의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두고, 또한 중앙정부 요청으로
광역자치단체 관련정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의회를 통한 입법
제출권(Private bill)과 같은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등에 관한 자치권 확보를 위
해서 광역자치단체 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자치조직권을
규정한 조직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의 ‘지역’ 관할권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정치
행정 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체계에 관해서도 이 광역자치단체의 조
직법 체계 하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 광
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권 내에서는 지방정부 상호간의 통일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수행 권한에 관한 헌법상 보장 필요
1) 권한의 헌법적 보장에 의한 중앙-지역정부 간 관계변화

○ 정부간 관계 변화
- EU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체제 하에서 중앙정부(국가)도 지방정부
와 같은 하나의 통치조직체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각
계층의 권한규정을 명문화 할 때 중앙정부, 자치정부(기초, 도, 대도
시, 지역정부)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국가(중앙정부)
도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통치계층으로 고려되고 있다
는 증거로서 이러한 관계가 정부간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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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EU 국가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정부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사무배분체계를 규정하였다. 동시에 국가의 권한
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헌법에서 국가사무의 범위를 규정해 두게 되
었다. 아래 사례에서 살펴보겠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헌법 제117조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해 두고 있다.
- 지금까지는 지역정부가 제한적으로 입법권을 부여 받았으나, 헌법
개정에 의해서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
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신 지역정부의 경쟁적 입법
권 분야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서 지역정부는 상호간 경쟁적으로 입법
권을 다투는 분야와 국가 고유의 입법권 분야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
지 분야에 대해서는, 총체성 원칙(clause générale de résidualité, 잉
여분야에 대한 총괄적 권한)에 따라서 지역정부의 권한에 귀속되도
록 하여 중앙-지역정부 간 관계를 전환시켰다.
- 이러한 사무배분체계는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보충성 원칙이 명시
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절차적 원칙을 규정한 것으
로써 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나서 헌법
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한배분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권한배분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
무배분의 권한을 구체화 하도록 하였다.
- 이와 관련해서 EU 지역정부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2) 이탈리아 지역정부의 사무수행에 관한 헌법상 보장

○ 국가의 배타적 권한
- 이탈리아 헌법 제117조 2항에는 국가주권 관련사무, 국가 경제주
권 관련사무(저축, 국가의 조세권),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사무(이민,
사회보장, 교육기준, 환경보호 등) 등이 국가의 배타적 권한으로 명
시되어 있다.
- 즉, 국가의 권한은 헌법상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외무, 대외정
책, 이민정책, 종교재단과의관계, 국방, 화폐, 저축 및 금융재정 관리,
가격경쟁관리, 국가의 조세회계관리, 국가의 행정기관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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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재정자원 조정권, 기초정부․도정부 등의 선거법 제정,
공공질서유지, 국적, 호적관리, 행정절차에 관한 사법체계 및 절차법
제정,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및 공적급여의 주요 수준
결정권, 공적부조에 기본규정 제정, 관세법, 무게 및 측량표준, 표준
시간 관리, 지적자산관리, 국가 수준에서의 환경보호 및 문화재보호
등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 이상 중요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본래적인 권한이 없다고 해도 배
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역정부의 경쟁적 권한
- 이탈리아의 경우 공동사무의 개념이 유지되면서 헌법 개정 이후부
터 공동수행이 가능한 사무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들 공동
사무를 보면, 국제관계 관련사무, 교육(전문교육, 국가의무교육, 과학
기술연구 등 제외), 연구, 외교통상, 에너지, 지역정부 수준에서의 금
융제도, 노동안전 및 노동보호, 보건복지, 보충급여복지, 민간항공 및
항만, 국토개발, 통신, 광역교통, 에너지 배분, 스포츠, 문화 등이 이
에 속한다.
- 이탈리아 헌법 제117조 3항의 규정은 “국가와 지역정부간 입법권
이 경쟁이 될 경우, 국가의 입법권에 속하는 기본원칙으로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 입법권은 지역정부에 귀속된다”고 하고 있다.
- 따라서 지역경제발전, 국토개발 등은 기본적으로 지역정부의 권한
에 속한다. 지역정부의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법률에 규정
이 없거나, 다른 지역정부가 한 지역정부의 법률범위를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의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법률
공포 이후 6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Michel Piron, 2006: 188).
○ 지역정부의 권한 확대
- 이탈리아 헌법 제116조 2항에 근거하여, 지역정부는 그 지역의 특
성에 따라서 법률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즉, 국가의 배타적
인 권한에 속하는 치안유지판사, 교육에 관한 기본적 규범제정권, 환
경보호에 관한 기본기준 제정권, 문화재 보호관련 기준제정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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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지역정부의 권한으로 이를 입법화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특별권한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초정
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정부의 입법제안에 대하여 국회가 절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가입법으로 제정이 가능하다(Arcobelli,
2003:164).
- 특히 이탈리아 지역정부의 배타적 권한은 크게 주요 3개 부분에
해당하는데 ① 기초생활보장, 공중위생행정, ② 학교, 교육시설관리,
지역정부 차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교육행정조직, ③ 지방경찰권
(조직) 등이 그것이다.
○ 국가의 사전감독권 폐지
- 헌법개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주로 지역정부의 입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국가의 입법권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정부 법률제정으로 보완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판
례로써 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중앙정
부 대표위원제도도 폐지되었다(헌법 제124조 폐지).
- 결과적으로 지역정부의 행정행위 및 지역정부 법률에 관련한 예방
적 감독제도의 폐지(1997년 5월 15일 제정된 법률 127/1997호와
2001년 헌법개정으로)가 있었다.
3) 스페인 지역정부의 사무수행 권한에 관한 헌법적 보장

○ 스페인 헌법 제137조에 근거한 사무배분 규정
- 스페인 헌법도 이탈리아 헌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한을 헌법
규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난 후, 나머지는 지역정부에 이양이 가
능하도록 사무배분을 체계화 하였다.
- 국가의 권한(헌법 제149조)
- 지역정부의 권한(제137조, 제148조): 자치조직권의 인정, 기관구성
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권 부여, 최소한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 기초정부의 권한(제137조, 제140조, 제152조)
- 180 -

- 지방이양, 권한위임제도(헌법 제150조)
- 고유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등 구분 및 위임사무의 수행조건도
헌법으로 규정하였고, 감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역정부의 입법권은 헌법에 귀속된 것이며 국가의 통제는 사법적
인 통제(합법성, 헌법상의 절차적 규정 준수 등)에 한정되며, 사무배
분체계에 있어서 헌법상 국가의 사무(권한)로 귀속된 것 이외에는 모
두 지역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영국 지역정부의 사무수행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

○ 지방정부 별 사무수행 개별법, 일반법 등에 근거한 사무배분
- 영국에서는 각 지방정부의 계층별 사무배분이 개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다.
- 농촌지역의 county는 교육, 도서관, 민생 등의 사업을 행하고,
district는 지방계획, 환경위생, 건축, 소도로 관리, 개발규제 등을 행
하며, 두 지방정부는 위락, 녹지, 공원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ultra vires
원칙)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법률이 그 집행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의 의무적 기능과 스스로의 의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방정부의 자치기능 등 2개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정
부의 기능으로는 공중위생, 교육, 계획 등 특정분야의 권한을 규정하
고 있는 일반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지방정부 자체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관한 법안(Local Bills)의 국회통
과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기초정부, 지역정부 간 특별한 분류기준은 없으며 수행 기
능의 성격에 따라 교육, 사회복지, 기획, 교통기능 등으로 구분된다.
말하자면 지역정부와 기초정부간 법률에 기능별로 명확한 역할분담
체계가 규정되어 있다.
- 지역정부의 주요 권한은 교육기능, 사회복지기능이며 주택기능은
전체적으로 기초정부에 속한다. 그 결과 국가와 지역정부 간의 사무
배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사무를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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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가 서로 분담하거나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 등
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2000년 이후 법체계상 특이한 점의 하나는 2000년 7월 28일 지방
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제2조에서 영국 지방정부의 기능수
행 권한은 <선별적인 권한>의 집행방식에서 <총괄적인 권한> 집행
방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종합행정 수행체계를 일
반화하였다. 다만 동법 제3조에서 지방정부는 총체적인 권한을 집행
함에 있어서 지방세에 관해서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것을 재규정
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자율권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 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정자율권을 스코틀랜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어서 지역정부의 권한 확대를 감지할 수 있다.
3. 지역정부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자치제도 개선 방향
1) 개선방향 정리

○ 분권형 국가에서도 부분적으로 입법권이 확대된 지역정부가 존재
- 1999년 헌법수정 이후 프랑스의 뉴칼레도니아, 포르투갈의 마데이
라섬 지역정부와 같이 분권형 국가이지만 지역정부의 사례를 갖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시가 이와 유사한 모습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범위는 이
들 나라보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1단계의 분권화수
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보장
- 반대로, 연방국가 또는 지역정부 중심의 단일국가 통치체제 하에
서 (기초정부의) 지방자치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약화될 수 있다.
- 지방자치권의 결정이 여러 가지로 지역정부 입법권 또는 주정부
입법권에 근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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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권에 대한 법적 규
정, 지방자치권의 보장 규정 등이 국가의 국회입법권이 아닌 주정부
의회 또는 지역정부 의회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와 대치하는 입장에서 지역정부 차원에서 기초정부에 대한
권한 남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독일 헌법 제
28조가 기초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한 것을 근간으로 하고, 각 주정부
들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상 사무배분 규정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
러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상
호간의 사무배분체계를 명확히 하고, 각 자치계층에 맞는 명확한 사
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등의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에 의한 자치권 보장시스템 구비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남용을 예방하기 위하
여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월권
행위에 관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소송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장치가 확산되어야 한다.
- 선진국은 지방자치정부의 종류, 권한, 지방자치권을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여 명문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입법권이 강
화된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지역에 분점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제도개선 사항

- 전문개정에 지방자치의 원리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일국
가체제에서 중앙집권적 통치제도를 지방분권 원리의 확대로 자치제
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1항은 단순히 “주민
의 복리에 관한 사무” 중 복리는 “이익”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 이 경우 “지역의 사무”를 포함하는 규정 및 지방사무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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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지방자치법 단서조항(제15조)의 위헌성 여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
다.
- 헌법 제117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할 것인지 또는 ‘광역’의 의미
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광역’ 보다는 ‘지역정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갖
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그리고 지역의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
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헌법 107조와의 관계에서 볼 때, 조례에 이
하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제40조(국회의 전속적 입
법권), 제13조 1항(죄형법정주의), 제59조(조세법률주의) 및 법률과
명령에 대한 규범통제의 양태를 달리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와의 관
련성 하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에 대하여 국회법률안 제출권을 부여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지방세 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의 근거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 자주재정권의 확보방안에 대한 헌법적 보장 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헌법에 정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간 관계에 있어
서, 감사원의 감사권 범위는 회계감사로 한정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간섭 및 감독권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헌
법재판소에 제소권을 보장하도록 헌법상의 명문화가 요구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규정과 함께 이러한 지역
주민의 투표제도를 광역자치단체의 조직법 등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U 지역정부들과 같이 이러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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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위한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상 규정
을 명문화 하고 이를 광역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주민투표
로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 개정방안

○ 입법권과 사무배분권의 헌법상 체계화
-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가 EU 국가의 지역정부와 같은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법적 개선
사항이 선결되어야 한다.
- 즉,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입법권 및 사무집행권
의 경우에는 주로 3가지 범주에서 구분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헌법상 명문화 하도록 한다.
- 먼저 ① 국가의 배타적인 권한을 명문화하고, ② 국가와 광역자치
단체 간 경쟁적 권한을 명문화 한다. 이때 국가는 기본원칙을 제정하
고 광역적 기능의 집행은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③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에 나머지 분야가 귀속되도록 사무배분 원칙을 규정한다.
- 이러한 사무배분체계를 명문화 하면, 국가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대한 행정명령, 법규명령권은 국가에 귀속되나, 국가가 광역자치단체
에 이러한 법규명령권(사무의 집행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그리
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경쟁적인 권한을 가진 분야에서는 국가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제정만 하고 구체적인 법규명령권은 지역정부
에 귀속된다.
-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광역적
지방분권체제를 통해서 지역정부 정책결정자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맞는 요구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자율적 주
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법률로 부여 받은 권한집행, 자치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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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규정된 행정조직 분야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법령제정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단서조항의 삭제가 필요하
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 또는
<대통령령>과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한 효력 정지내지는 개정이 요구
된다.
- 둘째, 자치재정권을 보장받는 광역자치단체는 집행하고자 하는 권
한수행에 관한 재정 전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간
재정조정권과, 보조금 배분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권
한의 집행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적극적인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분권화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에 지방세 조례주의를 규정하고 지방재정법도 개정해야
하며, 지방세목이 탄력세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새로운 지방세목
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광역자치단체 의원과 지역주민의 재정책임
성 의식도 확보하도록 한다. 이것은 목적세인 법인세를 탄력세율이
있는 지방세제화 하는 방안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 경우 광역자치단
체의 자주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된다.
- 셋째,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중재, 조정 및 리더역할
을 통해서 경계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활성화로 사무
대행, 통합사무 수행 등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써 광역자치단체 차원
의 재정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또한 지방자치법상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대집행권 등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에 있어
서 국회가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적시성을 판단하는 사전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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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감독제도는 폐지하도록 한다.
- 지금까지 제안한 사무배분 원칙 및 재정보전 원칙 등의 헌법상 명
문 규정화는 관련법률의 제․개정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만 그 효
과가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지방
재정법 등에 이러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명문화가 되고 실천방안도
의무로 규정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는 명실상부한 EU의 지역정부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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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요약

-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지방분권체
제를 지향하고 있다. 중앙집권에서 출발하여 지방분권체제를 채택한
역설적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의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세계
화, 민주화 시대에 적응해 가고 있고 지방분권이 하나의 수단, 통로,
절차가 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현대 국가(사회)
의 지향점이다(Dubourg-Lavroff, 2003: 203).
-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unitary states)가 연방국가(federal
states)와 구별되거나 차이가 나는 점은 주로 지방정부 조직체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양태가 달라진다. 단일국가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법적 기능이 주로 지방의 이익에 관한 행정적 측면에서의 역할에 한
정되지만, 연방국가의 경우는 헌법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과도 관련되
는 문제를 상당한 정도로 지방정부에 위임을 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
가 지방민주주의와 지역정부론내지 지역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지
역정부론의 대두이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 발전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한 열쇠
(key)가 되고 단일국가인 우리나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
체제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역계획, 지역경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도의 중추적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 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간 협력에도 도간 협력이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지역이라는 공간이 단순하게 광역시 또는 대도시를 제
외한 농어촌 단위의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 전체와 기초
사이에서의 중간규모로서 존재하는 지역정부는 경제규모와 경제활동
을 고려한 지역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등에 따라 대
도시-지역권(City-Region)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로 도심지역이 확대
되면서 기초규모와 지역규모가 만나는 규모가 커진 도심권을 가진,
그러나 지역정부의 규모도 함께 갖춘 공간적, 지리적, 기능적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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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정부가 무엇이 좋을 것인가 하는데 대한 대
답은 쉽지 않다. 아마도 정부간관계틀을 고려한 지역정부의 관계성
(structure, governance, territoriality)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
무튼 본 연구가 지향하는 우리나라 지역정부론의 기본모델은 지방분
권이 진화한 모델의 하나로 몇 가지 필요조건이 요구된다. 즉, 지방
정부의 정치적 참여 보장과 중앙-지방간 연계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입법권이 지역으로 분점체제를 갖추
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치권 보장이 헌법수준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율성, 참여체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역의 재정력 확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즉, 스페인, 이탈리아 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형 자립적 지역정부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
은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체
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치계층구조의 개편이 필연적일 것이며 아마
도 지방정부간 자치(=자율적 통치)계층과 동시에 중앙-지방정부(정
부계층)간 통치구조의 변화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2. 중앙-지역정부 간 관계변화의 수단

- 프랑스 및 영국의 지역정부 사례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연구
의 함의에서 중앙-지역정부 간 관계 변화를 위한 그 수단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 중앙-지역정부 간 ‘계약 및 협약’에 의한 관계 유지
- 첫째, 프랑스가 1982년 지방분권화 이후 변화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력관계가 국토발전정책의 일관성이나 조화를 해치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우선사업과 지방의 우선 사업 간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중앙-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추진방식은
참여의 확대를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계획계약’의 설치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모색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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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중앙-지역정부 간 협약관계(MOU, 또
는 Concordat)를 맺고 사무이양, 재원 및 인력이양 등을 협의 하에
조정하고 있다.
○ 지역정부의 ‘입법안 제출권’ 보장
- 둘째 EU 지역정부들은 개별적으로 국회에 법안(Private Bill)제출
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기초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도 개별적으로 그리고 부수적
으로 국회에 개별사무법안(Private Bill)을 제출하여 지역정부의 사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 개별 지방정부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권한 범위를 확대
하였다.54)
○ 지역정부와 기초정부 간 협력기구(조합제도) 활성화
- 셋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특히 프랑스 사례가 주는 가장 커
다란 시사점 중의 하나는 지역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메커니즘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정부와 기초정부 간 협력
기구(조합제도)의 활성화 사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지역정부에 의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실험법의 법적 보장
- 넷째, 프랑스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평등성 원칙으로 지역정부들
이 언제든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할 때 이 경우 제도의 실
험을 통한 다양한, 차별적 대안을 마련하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실
험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헌법상 제도화하였다.

54) 예를 들면 Kensington, Chelsea 기초정부는 특정건물의 외관장식을 유지관리 하는 권한에 대하여, 버밍헴 기
초정부의 경우는 지방정부 은행(municipal bank)을 운영하는 것 등에 대하여 개별사무권한을 승인받았다. 그
리고 레이체스터 시정부의 경우도 지방정부 사무수행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 받아 사무권한을 부여받았다. 예)
레이체스터 시정부법(Leicester City Council Act 2006) 중 Chapter ii 이하 규정(for the better control of
street trading in the City of Leicester)에서 사무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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