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익현입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신봉기 회장님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 회장님 및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주신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부 주제로 논의할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사무구분의 문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오래된
주제로서 실질적 지방자치와 연계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중요한
축인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입법평가사업은 국가 법령 뿐 아니라 조례에
적용해 성과를 내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이에 관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인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 역시
지방자치에 있어서 오래된 숙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들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의과정에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가 있도록 수고해 주신 신봉기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 시도지사협
의회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15일

한국법제연구원장
원장 이 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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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부_ 사무구분과 교육자치

제1주제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재검토를 중심으로 -

최 우 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재검토를 중심으로 -1)2)
❙ 최 우 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며

(1) 어떤 사무를 어디에 귀속 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행정청의 권한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 동안 사무이양에 관하여 정부 주도의 논의와 이양이 있었지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사무이양이 가지는 이러한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일찍부터 사무이양과 같은 단편적인 방법에 의한 지방자치의 구현이 아닌,
발본적인 제도의 개혁, 즉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주장해
왔다.3)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경우, 그 대체 사무로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를 응
용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4) 학계의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서인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1.7.8일 입법예고 되기에 이르렀다. 그
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사
무구분체계에 관한 논의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사무이양 중심으로 다
시 전개되었고, 작금에 이르고 있다.5)
1) 본 논문은 학회발표용입니다. 미완의 논문으로 향후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2) 본고는 필자의 기존 발표 논문의 논지를 계승하고, 논문 발표 이후의 일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3) 졸고, “일본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법정수탁사무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3권 제
1호), 2001.4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사무-일본지방자치법제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
방의정,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제99-1호, 1999.8. 위 두 논문은 모두, 拙著, 현대행정과 지방자
치법, 세종출판사(2002년)에 수록되어 있다.
4) 졸고, “지방자치 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법정수임사무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
호(2011.11).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문상덕, “日本의 地方自治事務 ㊀類型으로서의 ｢법정수탁사
무제도｣에 관한 考察”, 地方自治法硏究 제3권 제2호(2003.12), 205면 이하 참조. 기타 일본의 법정
수탁사무에 관한 논문은 위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참조.
5)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최봉석, “기관위임사무의 정체성과 그 폐지론에 관한 재고”, 地方自治法
硏究 제3권 제2호(2003.12), 202면. 최봉석 교수는 위 논문에서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어야만 할
해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상당한 유용성을 가지는 사무유형으로서
법적 체계적으로 정비된다면 기존의 단체위임사무나 법정수탁사무의 유용성을 넘어 행정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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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 다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서 법정수탁사무를 논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시대적 상황의 변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대선 공약
으로 공표하고 당선되었다. 이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약속하
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천명하고 있다. 만약,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최소
한 현재 제안되어 있는 여러 안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의, 사무배분에 있어서의 ‘보충성
의 원칙’은 헌법개정의 핵심 내용이 되리라고 본다.6) 보충성의 원칙이 헌법에서 천명되면,
자연히 지방자치 현실에서의 사무구분체계의 변화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헌법개정 후의 후
속 입법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둘째, 사무이양만으로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없음을 그 간의 상황에서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사무이양을 결정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
진하여 이양 결정 자체가 무의미 해지고 있는 상황이다.7) 이에 필자는 사무구분에 관한 근본
적인 문제, 즉, 현재와 같은 사무구분을 전제로 한 논의 보다는, 이제는 사무구분에 관한 전면
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무구분체계를 검토할 시기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3) 본고는 위와 같은 목적 하에서 작성된 것이며, 사무구분체계의 재검토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를 매개로 하였다. 특히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를 혹은 그와 유
사한 사무를 도입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
해 보았다.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금도 법정수탁사무에 대한 논쟁
은 이어지고 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법정수탁사무제도를 매개로 한 사무구분체계의 전반에 관한 고찰에 그 나름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 담보를 위한 중요한 기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문상덕 교수는 종래의
위임사무를 대체할 새로운 사무유형은 그러한 사무유형들이 내재하고 있는 모호성과 비정형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행정관여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개선 방향의 하나로서, 가칭 ‘법정공동관리사무
(法定共同管理事務)’를 제안하고, 위임사무폐지 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제를 크게 자치사무와
법정공동관리사무로 2원화 할 것을 주장한다. 문상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地方自治法
硏究 제4권 제2호(2004.12), 402-408면.
6) 여러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졸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3호(2017.9), 3면 이하 참조.
7) 사무이양일괄법의 제정에 관하여는 이지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경과와 법적 과제”, 지방
자치의 헌법 및 행정법적 과제(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7.9, 11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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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Ⅱ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현황

1. 우리나라의 사무구분과 관련한 법적 근거
(1) 지방자치법상의 규정과 그 한계
우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상의 사무를 강학상의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분
류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8) 이러한 문제는 사무의 주체, 법적 성격, 사무 집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의 문제, 지방자치법상의 쟁송 수단의 여부 등 무수히 많은 법적 과제를 양산하
게 된다. 사무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점에 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관할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로 규정(자치법 제9조 제1
항)하고, 자치사무를 법에서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
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자치사무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
다(자치법 제9조 제2항). 즉 다른 법률의 규정을 우선 시 함으로써 자치사무는 이러한 타 법
률의 규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국가사무의 위임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기관위임)하여 처리하는 것
으로 별도 규정(자치법 제102조)을 두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 하여
처리해 왔고, 이러한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무늬만 지
방자치라는 비난을 들어 왔던 것이다.9)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전반
적인 개혁을 위하여 사무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현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사무배분의 개별적 검토를 수행해 왔던 것이다. 또한 행정부 내에
서도 자체적인 사무배분검토를 해왔고 그 결과 2010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8) 예를 들어, 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시 관할구역 내의 국도에 관한 관리사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기관위임사무설(판례), 단체위임사무설 및 자치사무설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박균성, 전게서, 160면.
9)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 : 자치사무’의 비율은 약 73% : 12% : 15%라고 한다.
조성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필요성과 한국형 모델”, 지방이양사무의 효율적 법제화를 위한 정
책토론회 자료집(권경석 의원 주최, 2011.6.23), 또한 행정안전부의 ‘2009년 법령상 사무총조사 결
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행정사무는 총 42,316개이며, 이 가운데 국가 사무가 30,325개로
71.7%, 자치사무가 11,991개로 28.3%라고 한다. 이지은, 전게논문,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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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10)

<표 1>지방자치법상 사무에 관한 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
통된 사무로 한다.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
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법 외에도 지방분권법 상에도 사무의 구분과 관련된 규정은 존재한다. 지방분권
법은 사무구분의 대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상정하고 있다(지방분권법 제9조 제2항). 그
리고 현재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사무이양과 함께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원화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즉, 기관
위임사무의 폐지 및 사무구분체계의 개혁은 특별법에 의한 입법명령인 것이다.

<표 2> 지방분권법상 사무배분 관련 조항]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
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
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
10) 개정안 발표전의 행정안전부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임근창, “지방분권개혁과 법제상의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地方自治法硏究 제10권 제3호, 2010.9, 325면. 이 자료에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결과,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추진경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유익한 자료가 충실히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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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
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
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
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
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부배분 기준
지방분권법의 입법명령에 따라 과거 대통령소속의 위원회가 사무이양에 관한 작업을 총
괄하여 수행해 왔다. 현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그대로 존속
시켜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간행
한 자료를 보면 사무구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체의 기준으로 공표하였는바 다음
과 같은 내용이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사무의 종류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사무의 현지성,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단순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사무
와 광역사무의 기준은 지방자치법상의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동사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는 사무배
분 및 이양의 기준으로 공동사무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
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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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구분 기준
구분

국가
사무

시·도
사무

8

현행법상 기준
①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 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재배분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통합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종합적·통일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
- 불산·황산 등 유독물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및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③ 국제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
④ 국민 최저생활(national minimum)보장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무
- 기초생활보호 제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사무
-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관련 사무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관련 사무 등
⑤ 효과적 국토 이용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등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무
- 지역 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등
⑥ 국가지정 특정도서, 국가지정 문화재 등
국가차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무
① 시·도 관할의 시·군·구간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무
②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 지방하천 수계관리, 광역상수원 관리 등
③ 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 구제역 검사, 수질·대기의 오염정도
측정 등
④ 사무 처리의 효과의 시·도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지방도로 건설
⑤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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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
·구
사무

현행법상 기준

재배분 기준

①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도의
사무 중 일부 직접 처리(지방공사
설립·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시·도 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관계획의 수립,
문화·관광 분야 해설사 선발·관리 등
②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실시·사고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등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신고의
수리, 영업소 폐쇄명령 등
③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소규모 토석채취 허가,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④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 석유제품 판매업자 등의 공표, 병든
가축의 신고 수리 등

(4) 사무구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무구분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많은 만큼, 문제가 되는 사무가 어떤 사무인지에 대해서
는 오래전부터 많은 분쟁이 야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 또한 적지
않다.11) 그 중 사무구분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서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을 들 수 있다. 그 판결에 의하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
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사무구분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사무구분의
기준으로서 첫째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고려하고, 둘째는 그 사무의 성질을 검토하
고, 셋째는 사무의 경비부담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하고, 넷째는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하고 있다.
1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http://glaw.scourt.go.kr)에서 ‘기관위임사무’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하면,
총 61건의 판례가 검색된다. 2017.12.0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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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은 한편으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사무구분의 기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무가 있을 경우, 그 사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그 만큼 어렵
다는 점, 해당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 사무가 어떤 성격의 사무인
지도 모르고 집행하는 현실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면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어떤 성격의 사무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입법의
잘못인가, 아니면 복잡한 사무의 종류를 둔 입법 정책의 잘못인가, 그렇지도 않다면 자신이
수행하는 사무가 어떤 사무인지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지가 문제인가 하는 의문을 야
기 시킨다. 사무구분에 관한 발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2. 정부의 개정안12)
(1) 개정안의 내용
2010년 정부안은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명시하고 있다(안
제9조 제1항 개정). 이는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환원’, ‘폐지’, 또는 ‘자치사무’로 전환
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 또는 폐지하며, ‘국가위임사무’ 중 존치가 불가피
한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구분이 불분명한 사무는 ‘자치사
무’로 간주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신설).

■ 개정안의 법정수임사무 규정 내용
제9조의2(법정수임사무) ① 제9조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수임사무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수임사무 : 본래 국가가 수행해야하는 사무이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의해
시·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가 수임한 사무
2. 조례에 의한 수임사무 : 본래 시·도가 수행해야하는 사무이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조례에 의해
시·군 및 자치구가 수임한 사무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법정수임사무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2호에 의한 법정수임사무의
대상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1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할 경우에는 법정수임사무
의 근거, 대상 및 국가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무는 해
당 시·도의 조례에서 그 대상 등을 정한다(제1항제1호에 의한 시·도 법정수임사무를 시·군·자치구
의 법정수임사무로 처리할 경우를 포함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수임사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한다.

12) 임근창, 전게자료,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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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수임사무의 종류
① 법령에 의한 법정수임사무(본래 국가사무) : 제9조의2 제1호 법정수임사무
② 조례에 의한 법정수임사무(본래 시도 자치사무) : 제9조의2 제2호 법정수임사무

이렇게 법정수임사무의 정의 등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것은 법정수임사무를 법령에 의
하여 설치토록 함으로써 법정수임사무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엄격한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행정안전부의 자료에는, 제1호 법
정수임사무의 창설은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13) 개정안에는 ‘법령’에 의해서도, 즉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법정수임사무의 창설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취지(법률에 의한
최소한의 법정수임사무를 정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자치사무로 한다는)를 무색하게 할 우려
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법적 개념이 불명확한 용어의 혼재
개정안은 ‘법정수임사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와 그 표현이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용어상 수임과 수탁이 어떻게 다른지 위임·위탁의 규범적 구분을 고
려하였는지 명쾌한 느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14) 사실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와 개정
안의 ‘법정수임사무’가 법적으로 어떠한 개념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향후 입법자 내지는 제
안자인 행정안전부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 생각한다.
2)‘법령’에 의한 수임사무 창설의 가능성?
개정안 제9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의한 수임사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의

13) 임근창, 전게자료, 335면, 개정안 참조. 또한 동 자료에는, 법정수임사무의 ‘설치방법’으로서, 지방
자치법(또는 시도 조례)에 법정수임사무 열거하고, 개별 법률에서 개별 법정수임사무의 세부내용
규정할 것을 명기하고, 세부적으로는, ① 국가사무→시도 법정수임사무 : 지방자치법 + 개별 법률
에 규정, ② 국가사무→시군구 법정수임사무 : 지방자치법 + 개별 법률에 규정, ③ 시도 자치사무
→시군구 법정수임사무 : 시도 조례에 규정, ④ 국가사무→시도 법정수임 → 시군구 법정수임 :
법률로 설치, 조례에 의해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애초에는 ‘법령’이 아닌, ‘법률’에
의한 설정을 염두에 두었음은 명확해 보인다.
14) 최승원, “사무구분 및 배분에 관한 법제방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 뉴스레터(2011.9),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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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그리고 부령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동조 제2항은 위 법정
수임사무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적 유권해석 없이는 규정 형식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15)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령’에 의해서도 법정수
임사무의 창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법정수임사무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정수임사무의 창설은 ‘법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법령에 의한 법정수임사무의 창설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법정수임사무는 확대되고
기관위임사무가 가졌던 문제점을 또 다시 재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경비부담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수임사무를 법정화하더라도 인력과 비용 없이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법정수임사무화에 따른 사무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무의 이양에 소극적인 이유도 재원과 인력의
지원 없는 단순한 사무의 이양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사
무의 이양에 따른 재원과 인력의 이양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공동사무론
(1) 필요론과 불요론
최근 소위 공동사무에 관한 문제가 관심 있게 제기되고 있다.16) 공동사무에 관한 문제 상
황은 지방분권법 제11조의 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관련 조문은 위 지방자치법 규정 참조).
이 규정의 의미가 법령상 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만 이분화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
로서 이에 따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시 가급적 사무주체를 일원화하고 공동사무를 지양하여
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17)

15) 최승원, 전게논문, 13-14면.
16) 공동사무에 관한 대표적 논문으로는, 김남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地方自治法
硏究(제17권 제2호), 2017.6, 79~103면; 최봉석, “지방자치 사무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사
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가능성 검토-”,地方自治法硏究(제17권 제2호), 2015.12, 70~92면; 지방자
치상 공동사무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地方自治法硏究(제14권 제3호), 2014.9, 389~404면 등.
17) 김남철, 전게논문,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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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무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중 부정적인 견해의 논지는 대개 다음과 같다. 공동사무
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 점, 공동사무의 개념에는 법적·정치적 책임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지방자치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국
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침해가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공동사무에서 국가가 실제로 일방적인 사무주체로의 지위를 가지는 반면 지방자치단
체는 단순한 협력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동사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
다고 본다.18) 또 현행 법령에서 공동사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이 둘 이상으로 규
정한 경우와 행위에 대해 동시적 책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리고 비용부담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19) 공동사무를 부정하는 이들은 공통적
으로 그 이유를 그 개념의 불명확성과 공동사무 수행에 따른 책임의 문제와 결국 국가가 사
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론에 대해 그 허용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도 있다. 김남철 교수
는 공동사무의 인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권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행·재정적 상황과 능력)에 따라 제
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공동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
체 상호간에 동일한 사무에 대하여 동일한 권한이나 의무를 가지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로 정의 할 것을 제안한다.20)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무가 인정될 수 있음
을 제안한다. ①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만 하기에는 곤란한 경우로서 국가사무와 공동사무화
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는 경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에 공동협력이 필요한 경우, ③복지와 고용지원 등을 포함한 급부행정영역에서
지원주체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되는 경우, ④지방자
치단체의 입장에서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이관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에서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는 것 보다는 공동사무로 하면서 국가의 재정·인력·기술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⑤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
동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들고 있
18)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제3판], 박영사, 2015, 494면; 이기우·홍준현·권영주·이종원,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 구분체계의 개편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8권 제1호(2004.6), 한국공공관리학회, 58면,
52면.
19) 김원중, 전게 논문, 404면.
20) 김남철, 전게논문,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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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살피건대, 김남철 교수는 사무배분 또는 사무이양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과도기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공동사무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사견
필자는 공동사무의 인정은 법리적, 현실적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관점에서도 어
렵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동일 사무에 대해 동일 권한과 동일 의무로
수행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들 수 있다. 김남철 교수가 공동사무
의 예로 들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7조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의
사무만 보더라도, 이 규정은 ‘환경정책’이라는 틀 안에서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재정지
원의 주체가 다르면 그 집행상의 권한이나 의무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재정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동일사무에 대한 동일 권한
동일 의무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법에서 사무를 이원
화하라는 입법취지는 공동사무의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동사무
의 인정은 국가사무의 잔영을 넓히는 결과가 되고, 이는 결국 진정한 지방분권으로의 이행
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공동사무로 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옳고, 권한을 이양하기는 어렵다면 국가사무로, 자치사무이지만 국가
의 관여가 필요한 사무라면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나 행자부 개정안의 법정수임사무와 같은
사무를 창설하여 그 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집행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 법적 쟁
송의 문제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사무구분 개혁을 위한 매개체로서, ‘공동사무’는 차용하지 않고, 20년 가까이
시행해 오고 있는 일본에서의 법정수탁사무에 착안하여, 이를 응용한 우리나라에서의 사무
구분개혁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1) 김남철, 전게논문,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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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론 검토

1. 일본에서의 법정수탁사무 도입 배경
일본은 2차 대전 후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의회 권한의 확대와 주민참
여기회의 확충 등 지방자치에 관한 많은 개혁을 단행하였다.22)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 역량을 축소시켜온 매개체가 기관위임사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정하고
있었던 구 지방자치법 제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地方公共團體(이하,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함)23)는 그 公共事務 및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省令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 이외에, 그 구역내의 그 밖의 행정사무로서 국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의해 실무상으로도 강학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를 公共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행정사무24)와 여기에 기관위임사무를 더하여 4
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25) 기관위임사무는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1항의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및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
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국가, 다른 지방공공단체와 그 외의 공공단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이를 집행한다] 는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다.
일본에서도 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문제점이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장기간에 걸친
학계의 논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계의 기관위임사무 폐지 주장이 있었다. 그리
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00년 4월부터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게 되었다. 즉 도시계획
의 결정과 같은 성질의 사무는 자치사무로 그리고 국정선거와 같은 성질의 사무는 法定受託
事務로 사무체계를 이원화하였던 것이다.26)
22)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등에 관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이가와 히로시, “일본의 지방자치 및
자치제도의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1호(2017.3), 21~36 참조.
23) 지방자치단체를 뜻하는 일본지방자치법제상의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법조문의 인용 등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용어를 통일한다.
24) 여기서 말하는 행정사무는 일반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 일본지방
자치법상의 ‘행정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
사무는 권력적인 것이며, 주민에 대하여 우월적인 입장에 서서 행하는 사무이므로 조례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구 지방자치법 14조2항). 이 행정사무에 관한 선구적인 문헌으로, 久世公堯『地方自
治條例論』(日本評論社,1970) 가 있다.
25) 太田和紀『地方自治法Ⅰ(註解 法律学全集6)』（青林書院,1998）46-4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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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법정수탁사무
일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法定受託事務로 이분화(二分化)하
고 있으며, 자치사무는 法定受託事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라고 하는 控除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27)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류의 핵심은 法定受託事務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28) 이에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더불어 기관위임사무의
대안으로 제안된 法定受託事務가 어떤 사무인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29)

1) 法定受託事務의 정의와 분류기준
일본 지방자치법 제2조9항에는 다음과 같이 [法定受託事務]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1호
法定受託事務와 2호 法定受託事務로 세분되는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호 法定受託事務 :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政令에 의해 도도부현, 시정촌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는 사
무 중에서 국가가 본래 해야 하는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가 그 적정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이 특히 정하고 있는 것.
○ 2호 法定受託事務 :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政令에 의해 시정촌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서
도도부현이 본래 해야 하는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도도부현에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이 특히 정하고 있는 것.

26)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새로운 분류방식에 관해서는,
http://www.mha.go.jp/news/990406-2.html(01.01.29 현재)을 참조.
27) 개정 지방자치법 제2조8항에는 자치사무에 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この法律におい
て｢自治事務｣とは、地方公共団体が処理する事務のうち、法定受託事務以外のものをいう.
28) 法定受託事務에 관한 문헌으로서는 실제로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깊이 참여하고 “法定受託事
務”의 용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成田頼明교수의 ｢地方分権推進委員会第1次勧告について｣自治研究
(73－3) 3頁,과 島田恵司『地方分権推進委員会勧告を読む』地方自治総合研究所(自治総研ブック
レット60) 1998年, 이 유익한 참고가 되리라 본다.
29) 이 法定受託事務의 고찰에 있어서는 [法定受託事務]의 정의의 변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96년 10월 3일의 [原案을 위한 자료로서의 案]에서는, [사무의 성질상, 그 실시가 국가의 의무
에 속하고, 국가의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사무이지만, 국민의 便利性 또는
사무의 效率性의 관점에서,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의 규정에 의해서, 地方公共団体가 수탁해
서 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지만, 이것이 제1차, 제2차 勧告案에서는 [……해
야만 하지만, ……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5월 30일의 [지방분권추진계획]에서는 [법
령에 의해 지방자치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서, 국가의 책무에 관계하는 사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이러한 용어 정의의 미묘한 변화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법제정 후의
法定受託事務의 射程範囲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가능한 한 억제하려고 하는
행정측의 노력을 읽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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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호 사무는 국가사무를 도도부현, 시정촌 및 특별구가 처리하는 경우를, 2호 사무는
도도부현의 사무를 시정촌 및 특별구가 처리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조 10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제1호 法定受託事務는 [별표1]에,
제2호 法定受託事務는 [별표2]에 그리고 정령이 정하는 法定受託事務는 각각의 정령의 규정
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2) 成田교수의 설명
입법에 깊이 관여한 成田교수는, 法定受託事務라고 하는 개념은, 위탁·수탁이라고 하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률과 정령에 의해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授權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술적 도구개념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협력 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굳이 ‘受託’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法定受託事務
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창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30)
또한 成田교수는 이 法定受託事務의 성질을, ①종래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에 해
당하였지만 法定受託事務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②기관위임사무에는 어떤 정해진 정
의도 없고 배분의 기준도 없었지만, 法定受託事務는 이 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
며, ③기관위임사무에는 계층적 행정기관의 내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포괄
적이고 무제한적인 지휘·감독권이 주무대신에게 인정되고 있었지만, 法定受託事務에 대한
각 대신의 관여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 규칙으로서 그 수단과 유형이 한정되어지고, 더욱
이 그 운용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적인 제약이 미치기 때문에,31)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바
뀌게 된다. 더욱이 국가의 권력적 관여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國地方係爭處理委員會32)의
판단을 거쳐서 사법판단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④종래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지 않고 단체장 등의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의 배타적관할사항(排
他的管轄事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法定受託事務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속하므로
조례의 제정 대상에 해당하고, 그 예외적 사유는 授權 법령에 의하게 된다.33)

30) 成田頼明｢改正地方自治法の争点をめぐって｣自治研究(75-9)3頁이하 참조.
31) 개정지방자치법 제250조의15의2호의, 심사청구결과에 이유를 附記한 결과의 통지와 이의 공표 등의
규정은 절차법의 일반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이 係争処理節次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人見 剛｢地方分権推進計劃における係争処理手続の問題点｣
自治総研ブックレット63 (地方自治総合研究所, 1999)46-66頁 참조.
33) 成田頼明, 전게 논문, 12-13頁.

17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3. 일본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法定受託事務 분류34)
일본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법정수탁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국가통치의 기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무:
◊ 국정선거사무, 호적사무, 自衛隊將校의 모집사무, 외국인등록사무, 여권의 교부사무,
특별영주허가사무, 국세조사 등 국가의 지정통계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에 관한 사무 등.

2) 근간적 부분을 국가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무로서 이하의 것을 말함
① 국가가 설치한 공물의 관리 및 국립공원의 관리 그리고 國定공원35)내에 있어서의 指
定등에 관한 사무:
◊ 국립공원 내에 있어서의 경미한 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 국정공원 내에 있어서의 특별지역･특별보호지구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② 광역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治山治水 및 천연자원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무:
◊ 일급하천의 지정구간 관리사무
◊ 이급하천의 관리사무
◊ 流域保全保安林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무 등
③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환경의 기준 및 규제의 기준을 보완하는 사무:
◊ 환경기준의 유형의 적용에 관한 사무(水質, 交通騷音등)
◊ 총량규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무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교통소음 상황의 감시에 관한 사무
④신용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 신용사업을 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⑤ 의약품 등의 제조의 규제에 관한 사무:
◊ 승인기준이 작성된 의약품 등의 제조승인 및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34) 島田恵司, 앞의 책, 1998, 62-64頁.
35) 국정공원이란, 국립공원에 준하는 훌륭한 자연의 명승지로서, 환경청장관이 관계 도도부현의 신
청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구역을 정해서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일본 자연
공원법 제2조3호, 제10조2항).

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제1주제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⑥ 마약 등의 단속에 관한 사무:
◊ 마약의 감시등에 관한 사무, 覺醒劑감시등에 관한 사무, 대마의 감시등에 관한 사무,
아편의 감시등에 관한 사무

3) 전국단일의 제도 또는 전국일률의 기준에 의해 행하는 給付金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로 이하의 것을 말함
① 생존과 관계되는 내쇼날미니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일률적으로 공평, 평등하게
행하는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생활보호의 결정･실시에 관한 사무(市町村에 대한 都道府縣의 사무감사의 사무를 포
함함)
◊ 아동부양사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장애아복지수당 및 특별장애자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② 전국 단일의 제도로서, 국가가 갹출(醵出)하여서 운영하는 보험 및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공해건강피해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③ 국가가 행하는 국가보상급부등에 관한 사무:
◊ 국가유공자 등의 援護에 관한 사무, 원폭피폭자의 援護에 관한 사무

4) 광역에 걸쳐 국민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염병의 蔓
延방지나 의약품 등의 유통의 단속에 관한 사무
① 법정의 전염병의 만연에 관한 사무:
◊ 법정 및 지정전염병의 만연방지에 관한 사무
◊ 가축전염병의 만연방지에 관한 사무
② 공중위생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의약품 등의 전국적인 유통의 단속에
관한 사무:
◊ 의약품 등의 단속에 관한 사무
◊ 식품 등의 단속에 관한 사무
◊ 농약 등의 단속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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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입원조치에 관한 사무:
◊ 정신장애자에 대한 입원조치에 관한 사무
◊ 마약중독자에 대한 조치입원에 관한 사무

6) 국가가 행하는 재해구조에 관한 사무:
◊ 재해구조법에 근거한 재해구조에 관한 사무

7)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사무의 전제가 되는 절차의 일부만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 당해 사무 만으로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 국가가 행하는 농지의 買收등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무
◊ 국가가 사업인정을 행하는 수용사업에 관한 收用裁決등의 사무
◊ 긴급방제에 관한 유해동식물의 보고사무
◊ 그 외, 보호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응급의 구호･원호에 필요한 비용징수사무, 사적･
명승지･천연기념물의 임시 지정 등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단체가 독점금지법의 특
례로서 행하는 조정사업에 관한 규정의 인가에 관한 사무 등

8) 국제협정 등과의 관련과 함께 제도전체에 걸치는 재검토가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
◊ 농지법에 근거한 대규모 농지의 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위와 같은 8가지의 분류기준은 금후의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한편, 사무배분개혁의 과제로서 시마다(島田)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36)
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사무배분이 중요
② 개별법을 포함해서 사무배분 후의 국가의 관여를 가능한 한 축소시킬 것
③ 종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위 단체사무 등)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할 것.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으로
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시적 제3자 기관의 설치
36) 島田恵司,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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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관여 등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⑦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과제로서 조례제정운동의 전개가 필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제시할 것, 등 이다.

4. 法定受託事務에 대한 조례제정과 국가의 기준 부여 가능성
(1) 조례제정권
法定受託事務의 경우는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기준, 수수료 등이 일반적으로 법령에 상세히 표현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써
정할 사항은 자치사무에 비해서 좁다 하겠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
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법령에 의해 명
시적으로 위임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치사무와 같이 국가의 법
령과의 관계에서 판단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의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정부
답변에 의해 밝혀진 바 있으며, 또한 지방분권추진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하는 사
고가 나타나 있다.37)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조
례제정의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는 평가가 있다.38) 즉 법정수탁사무 제정 후 10여 년의
시행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관계, 독자적 과세조례(특히 법정외세에 관한 조례), 퍼블릭
코멘트 조례, 노상흡연금지조례 등의 다양한 독자적 조례제정의 움직임, 자치기본조례39) 등
이 그 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별 법령의 구속이 적은 분야에 있어서 조례제
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집
행기관이 그 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었다. 그
러나 법정수탁사무는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즉 일본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에서 ‘법정수탁사무’는 ‘자치사무’와 구별되어 있지
37) 成田頼明 監修･川崎政司『地方自治法改正のポイント』(第㊀法規、1999)24頁.
38) 島田恵司, “日本の地方分権改革は成功したのか？-『事務配分改革』の成果と今後の課題-”, 地方自
治法硏究 제10권 제4호(2010.12),110-112면.
39) 자치기본조례에 관해서는, 졸고, “自治憲章 또는 자치기본조례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
17권 제3호(20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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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단, 법정수탁사무는 중앙정부(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가 원래해야 하는
사무로, 중앙정부(또는 도도부현)에서 그 적절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
률이나 이에 근거한 정령, 성령, 나아가 당해 법정수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준인 처리기
준(자치법 제245조의9)에 의해서 그 처리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도 많으리
라 생각된다. 물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이에 근거한 정령으로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특히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수탁사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일본 자치법 제14조 제1항)고 하는 규정과의 관계에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가 일
반적으로는 자치사무보다는 깊은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40)

<표 4> 일본의 자치사무, 法定受託事務의 비교
자치사무
조례의 제정
의회의 권한

法定受託事務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가능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가능
원칙적으로 가능

원칙적으로 가능

감사위원의 권한

(국가의 안전, 개인의 비밀에 관한 것 지방노동
(도도부현노동위원회 및 수용위원회의
위원회 및 수용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권한에 속하는 것에 한해서 대상 외)
대상 외)

행정불복심사

국가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가

국가 등의 관여

국가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가능

[표2]참고

<표 5> 국가관여의 기본유형
자치사무

法定受託事務
조언, 권고

조언, 권고, 자료의 제출의 요구

자료의 제출의 요구
협의

협의
시정의 요구

동의
허가, 인가, 승인
지시
대집행

40) 松本英昭、要説 地方自治法(ぎょうせい、2015)、15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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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에 의한 기준설정[의무부여(義務付け)·범위부여(枠付け)]의 문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사무와 관련하여 애초에 구 아동복지법에는 이를 법정수탁사무로
보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국가의 법령으로 정하도록 입법되었지만, 이후 비판을 받아 수정
되었다. 즉, 일본 구 아동복지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자의 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유아를 보육소에 맡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보육을 담당하여야 할 의무를 시
정촌에 부여하고 있었다.41) 그리고 구체적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 기준은 후생노
동성령(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에서 항목별로 상세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었다.42) 그리고
이 또한 국가의 보조금과 연동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시스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
부의 내부 기준에 의한 직/간접적인 규율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자율적인 보육시설설치도
보육서비스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필자 또한 이를 지적한 바 있다.43)
이처럼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어도 개별 법령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44) 즉 개별 법률이 지나치게 법정수탁사무의 수행
에 따른 법적 규제를 둠으로써 법정수탁사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를 법령의 규제 양태에 따라, ‘의무부여(義務付け)·범위부여(枠付け)’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41) 구 아동복지법 제24조 제1항: 市町村は、保護者の労働又は疾病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条
例で定める事由により、その監護すべき乳児、幼児又は第三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児童の保育に
欠けるところがある場合において、保護者から申込みがあつたときは、それらの児童を保育所におい
て保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保育に対する需要の増大、児童の数の減少等やむを得ない事由
があるときは、家庭的保育事業による保育を行うことその他の適切な保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개정 아동복지법 제24조 제1항: 市町村は、この法律及び子ども・子育て支援法の定めるとこ
ろにより、保護者の労働又は疾病その他の事由により、その監護すべき乳児、幼児その他の児
童について保育を必要とする場合において、次項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ほか、当該児童を保育
所（認定こども園法第三条第一項の認定を受けたもの及び同条第九項の規定による公示がさ
れたものを除く。）において保育しなければならない。
42) 구 아동복지법 제45조 제1항 :厚生労働大臣は、児童福祉施設の設備及び運営並びに里親の行う養育
について、最低基準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最低基準は、児童の身体的、
精神的及び社会的な発達のために必要な生活水準を確保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개정 아동복지법 제45조 제1항: 都道府県は、児童福祉施設の設備及び運営について、条例
で基準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基準は、児童の身体的、精神的及
び社会的な発達のために必要な生活水準を確保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２ 都道府県が前項の条例を定めるに当たつて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厚生労働省令で定
める基準に従い定めるものとし、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基準を参酌
するものとする。
43) 졸고, 전게논문[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47면.
44) 島田恵司, 전게논문, 114-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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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논의되었다. 島田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약 10,057개의 법령 조항이 이러한 규정
을 두고 있다고 한다.45)
이러한 법률의 조례에 대한 의무부여(義務付け)·범위부여(枠付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일본 정부는, 분권개혁위원회의 제3차 권고(2009년 10월 7일)를 통하여 일정한 기준
을 제시하였는데, 원칙은 법률의 규정은 ‘참작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의무기준’과 ‘표
준’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최근 본고 집필을 위해 위 법령을 확인한 바, 각각 각주40,
41과 같이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보육소에 아동을
맡길 사유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신 아동복지법 제24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 기준은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Ⅳ

사무구분체계 정비의 과제

1. 법정수탁사무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46)
법정수탁사무를 도입하고 이를 시행한다면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상호 대등 협력적 관
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
치입법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라 지방에 대한 국정
감사의 근거가 크게 약화됨으로써 국정감사의 폐지가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크
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 또한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정수탁사무는 국가의 의사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구조로, 중앙정부의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 국가와 지방간 행정적 책임소재 불분명, 지방의
자율성 저해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에 따라 법정수탁사무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목적 자체가

45) 島田恵司, 전게논문, 117면.
46) 졸고, 전게논문[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49-50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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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일본의 경우, 당초 기관위임사무의 근본적 폐지를 주장하였
으나, 약 40%의 기관위임사무가 법정수탁사무로 잔존하게 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47)
③ 법정수탁사무 처리에 있어 조례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기존에 국가에서 제시한
처리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사무 처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48)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본에서도 법정수탁사무를 도입 할 당시 법정수탁사무의 분
류를 가능한 억제하고 법정수탁사무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자치사
무로 변경되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 지방분권일괄법의 부칙 제250
조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져 있다. “신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
1호 법정수탁사무는 가능한 새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신지방자치법 별표 제1호와 신지방
자치법에 근거하여 정령으로 정한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적의하고 적절하게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법정수탁사무 도입에 따른 행정법적 검토 과제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법정수탁사무 제도를 도입하게 되
면, 상당히 많은 행정법적 과제가 발생한다. 어떤 법적 과제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어떻
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논의, 즉 법정수탁사무의 도입에 따른 그 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유의미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법정수탁사무의 도입에 따라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개략하여 본다.

47) 과거 필자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실무위원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이양 작업에 참가하였다. 당시 기관위임사무의 전폭적인
자치사무화 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분류되고 있었다(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
은 상태이므로 전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임을 전제로 한다). 이는 법정수임사무 자체의 정
의가 부정확함에 기인한 위원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고(법정수임사무가 자치사무에 가까운가,
기관위임사무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정수임사무로 되면 국가의 관여
가 그대로 존치될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48) 일본 히로시마현의 경우, 법정수탁사무 중, ‘토지이용기본계획’ 책정과 관련하여 국가에 협의 폐
지를 요청하였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불가능통보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처리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성이 제시한 불가능 이유로는, 1)현의 경계를 넘어 발
생하고, 2)토지이용기본계획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가와 광역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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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제정권
위 Ⅲ.4.(1)의 내용으로 대체

(2)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추가
2011년 4월에 성립한 일본 지방자치법의 개정 전에는 자치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근
거하여 조례로 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사무에는 제약이 없고, 법정수
탁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정령에 의해 조례로 의결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
록 되어 있었다. (개정 전의 자치법 제96조 제1항 15). 이에 대해서는 제28차 지방제도조사
회의 ‘지방의 자주성, 자율성의 확대 및 지방의회의 위상에 관한 답신’)(2015.12) 및 제29차
지방제도조사회의 ‘금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감사, 의회 제도의 위상에 관한 답신’(2009년
6) 등을 거쳐, 2011년 4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법정수탁사무도 원칙적으로 조례 의
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정수탁사무에 관한 것 중에서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나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의회의 검사권(검열·검사권), 감사청구권 및 조사권과 감사위원의 권한
이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검사권(검열·검사권)(자치법 제98조 제1항), 감
사청구권(동조 제2항) 및 조사권(자치법 제100조 제1항) 그리고 일반감사(사무의 일반감사
에 의한 감사청구는 기관위임사무도 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의 자치법 개정으로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도 검사권 및 감사청구권과 함께 일반감사도 가
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정령으로 정한 당해 검사 또는 감사를 통해 공개되어 국가의 안전
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항에 관한 사무(해당 국가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부분에 한
함), 개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해당 개인의 비밀을 해치는 것으로 되는 부분
에 한 함), 지방노동위원회 및 수용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노동쟁의의 알선, 조정 및
중재 등과 토지의 수용에 관한 재결 등)은 대상 외로 하였다.49)
법정수탁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회의 조사권한은 당연히 미치
는 것으로 의회의 검사권 및 감사청구권과 감사위원의 권한 역시 원칙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49) 의회의 조사권(자치법 제100조 제1항), 소위 100조 조사권은 미치지 않는다. 松本英昭、前掲書、
15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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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예외로서,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나 수용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로 위에서 드는 사무(그 조직에 관한 사무 및 서무를 제외), 법정수탁사무에서는 위에서
드는 국가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항에 관한 사무 및 개인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
는 사항에 관한 사무와 수용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사권의 대상 외로 하였다.50)

(4) 행정불복심사의 대상성
자치법 개정 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행정불복심사(행정심판)에 있어서는 국가 행정청
이 해당 기관위임사무의 상급행정청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법정수탁사무도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특단의 법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해당 법정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국가 행정청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허용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입장
에서는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허용되던 구제의 길이 막혀버리는 결과로 될 수 있
다. 따라서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국가 행정청 등이 상급 행정청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으로 국가 행정청 등에게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자치법 제255조의2). 2014년 6월에 성립한 일본의 신 행정불복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지
방자치법의 개정에서도, 법정수탁사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상급행정청은 아니지만 국가의 행
정청 등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작위의 경우는 당해 부작위에 의한 집행기
관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치법 제255조의2).51)

(5) 국가배상법의 적용
종전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이를 처리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관념되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었다.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한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
사무와 법정수탁사무를 불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행사하
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은 이를 전제로 적용된다. 다만,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 중앙
정부는 여러 관여를 하거나, 처리기준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
50) 일본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00조 제1항, 제199조 제2항, 자치령 제12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121조의4 제2항 및 제4항, 제121조의5에 의한 동 령 제12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동 령 제140조의5에 의한 동 령 제12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51) 제255조의2: 法定受託事務に係る次の各号に掲げる処分及びその不作為についての審査請求は、他の
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対して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
おいて、不作為についての審査請求は、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当該各号に定
める者に代えて、当該不作為に係る執行機関に対してすることも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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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국가도 국가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6) 국가 관여와 관여의 쟁송에 관한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관여 법정주의, 관여 최소화 등의 원칙
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지사
등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에는 인가권, 훈령권, 감시
권, 취소정지명령권 등이 포함되어져 있었다(우리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유사). 법 개정 후
에는 법정수탁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예전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국가가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법률이나 이에 근거한 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여 관여 등을 할 수 있다(자치법 제245조의2 참조).
자치법을 직접 근거로 하여 할 수 있는 관여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언 또는
권고’, ‘자료의 제출의 요구’, ‘시정의 요구’ 및 ‘시정의 권고’에 한 한다. 법정수탁사무에 대
해서는 ‘기술적인 조언 또는 권고’, ‘자료제출의 요구’, ‘시정의 지시’, ‘대집행’ 및 ‘제2호 법
정수탁사무’에 대한 특별한 경우의 ‘시정의 요구’로 되어 있다(앞의 [표5] 참조).
그리고 자치법상의 관여는 아니지만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국가 등은 해당 법정수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자치법 제245조의9).52)
더욱이 자치사무와 동일 내용의 사무를 국가가 ‘병행 권한의 행사’로서 처리할 때에는 원
칙적으로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자치법 제250조의6)고
하여,53) 공동사무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52) 지방자치법 제245조의9: 各大臣は、その所管する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令に係る都道府県の法定
受託事務の処理について、都道府県が当該法定受託事務を処理するに当たりよるべき基準を定めるこ
とができる.
53) 지방자치법 제250조의6: 国の行政機関は、自治事務として普通地方公共団体が処理している事務と
同㊀の内容の事務を法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らの権限に属する事務として処理するときは、あら
かじめ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に対し、当該事務の処理の内容及び理由を記載した書面により通知し
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通知をしないで当該事務を処理すべき差し迫つた必要がある場合
は、この限りでない。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가의 행정기관은 자치사무로서 보통지방자
치단체가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동일 내용의 사무를 법령에 의해 스스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처리할 때”[国の行政機関は、自治事務として普通地方公共団体が処理している事務と同㊀の内容の
事務を法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らの権限に属する事務として処理するとき]의 사무를 공동사무
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위 규정은 소위 공동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 보다
는, 법정수탁사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병행적 사무 수행의 필요를 상정한 것이라고 보
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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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에 대한 쟁송은, 자치사무의 경우는 관여의 위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
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그 위법성과 부당성을 모두 심사하게 되지만, 법정수탁사무에 대해
서는 관여의 위법성만을 심사하게 된다(자치법 제250조의14 제1항 및 제2항, 제251조의3
제5항에 의한 제250조의14 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2012년의 자치법의 개정으로 시정촌의 부작위에 대해 도도부현이 제기하는 소는(제252조),
시정촌의 자치사무에 대한 도도부현의 ‘시정의 요구’가 각 대신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제245조의5 제2항 및 제3항). 그러나 시정촌의 법정수탁사무에 대한 도도부현의
‘시정의 지시’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자체의 판단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제245조의7 제2항).54)

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사무구분체계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개혁은 법령 체계상 헌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5년 간 자치와 분권 추진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분권 실
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국회 또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의 주요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확충의 문제로 이해된다.56) 이를 본고의 주제인 사무구분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강학상의
보충성의 원칙의 보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보충성의 원칙을 천명
한 헌법이 제정된다면, 현재의 사무구분 및 배분 논의에 발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
음은 물론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사무의 도
54) 일본에서는 법정수탁사무에 대한 대집행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기관소송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집행소송은 행정사건소송법상의 기관소송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지방자치
법 제245조의8 제14항 참조). 김상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감독 수단으로서의 대집행소송제
도 도입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1호, 95~111면.
55)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 관해서는 졸고,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지방자치법연구 제8
권 제3호(2008.09), 173면 이하; 졸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3호(2017.9),3-32면 참조. 그 외, 하혜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 국회입
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390호, 1면. 개헌특위 홈페이지 www.m-opinion.kr 참조.
56) 이 중 주요한 내용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
을 천명하고, 지방자치의 구현과 주민의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보장하자는 것, 그 외 사무배분에서의 보충성의
원칙의 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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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논의는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개정을 염두에 둔 현 상황에서 본고의 논
의는 더욱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나오며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국가행정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개혁의 과정은 지난(至
難)하고 민감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이
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문제라면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관한 개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1) 헌법적 차원의 사무구분체계 개혁의 필요성 – 보충성의 원칙 등을 헌법에 도입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과 책임을 헌법적 차원에서
정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28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헌법과 헌
법적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무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다.57) 헌법에 관한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 헌법에도 이와 같은
사무구분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필자는 헌법에 사무에 관한 일반원
칙을 밝히는 것에 찬성한다. 아울러 사무구분체계 개혁의 완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헌법
에 사무구분의 원칙을 밝히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57) 외국의 헌법 중에서 사무구분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나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서구 유럽의 헌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로서 폴란드는 헌법에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66조 [고유사무와 수임사무]
1. 자치공동체의 필요충족에 도움이 되는 공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유사무로써 수행된
다. 2. 근거가 있는 국가의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은 그 외의 공적 사무의 수행을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률은 위임사무의 위양 절차 및 수행 방법을 정한다.
3. 지방자치기관과 정부행정기관 간의 권한분쟁은 행정재판소가 이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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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차원의 사무구분체계 개혁의 개선방향
법률적 차원에서의 사무구분체계를 재정비 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사무의 종류를 명기하고, 그 사무의 개념
과 사무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본이 지방자치에 관한 대개혁을 단행하
면서 법정수탁사무를 도입한 예를 참고로 하면 될 것이다. ② 현행 개별 법률에는 사무의
귀속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별 법률에서
특정사무가 어떠한 사무인지를 밝혀야 한다. ③ 국회나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안
에 담길 사무를 국가사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사무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명백히
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방안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58) 무엇보다도 입법 시에 해당
사무가 어떤 사무인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사무의 성격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④ 개별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그 사무의 성격을 명확히 도출해 내기 어려울 때에는
우선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자치법 또는 자
치기본법의 제정시에는 자치기본법에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국가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로서
의 존립에 관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을 요하는 사무 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
인 준칙에 관한 사무, 전국적 단위와 규모로 시행해야 그 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
무 등을 수행하고 그 외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선언하여
야 한다.

58) 이때 응용할 수 있는 제도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법률 제·개정 절차에 필수적
과정으로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방안이다. 최봉석, “지방자치 사무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사전검토제 도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4호(2015.12), 69~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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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부_ 사무구분과 교육자치

토론
1-1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에 관한 토론문

성 봉 근 서경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토론
1-1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토론문
❙ 성 봉 근 서경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Ⅰ

총 평

평소 지방자치법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최 교수님의 깊은 연구 발표를 듣고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주제와 그 내용은 제가 평소 대학원
수업에서 다루면서도 항상 궁금해 하면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 직접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
들입니다.
역시 매우 깊은 내용을 담으면서도 헌법적인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발표입니다. 배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
직히 최 교수님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토론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는 일반 독자와 청중들을 대변하여 신중론의 입장에 서서 질문을 드
리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반대관점의 우문들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Ⅱ

독일 등 유럽식의 분류체계에서 일본식의 분류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

1. 기관위임사무 폐지의 논리적 필연성
기관위임사무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정수탁사무로 대체되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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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인 논리가 있으신지 좀 더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독일 등 유럽대륙은 전통적으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3가지로 구분
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3분류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대한 법감정
또한 일천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역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가지면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과 분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큰 에너지와 수고가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독일 등 유럽식의 분류에서 일본식의 법제도로 변경하는 데에는 반대하고자 하는
입장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소 법감정과 법인식이 작동하는 면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기관위임사무에서 법정사무로 변경하여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제시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3.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론의 본질 재고
국가사무의 위임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기관위임)하여 처리하는 것
으로 별도 규정(자치법 제102조)을 두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 하여
처리해 왔고, 이러한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무늬만 지
방자치라는 비난을 들어 왔다고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의 전통적인 독일 등 유럽식의 분
류체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너무 크고 많
으며 자치사무의 비중이 작은 것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본질이 이점에
있다면 굳이 일본식의 법정수탁사무체계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단행하기 보다는 자치사무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보다 가지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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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류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실증적 타당성

1. 기관위임사무 폐지 실시의 실증적 결과
기관위임사무에서 법정수탁사무로 변경하면 사무의 주체, 법적 성격, 사무 집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의 문제, 지방자치법상의 쟁송 수단의 여부 등에 대한 난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인 차이가 큰 지 여부가 논리적인 관점에서 궁금합니다. 일본
의 경우 과연 크게 개선되었는지 실증적인 논의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기관위임사무 폐지 이면의 지방자치사무의 실질적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들의 실질을 보면 자치사무보다 기관위임사무가 훨씬 많습
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단점을 극복하고자 법정수탁사무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3.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지방재정의 모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합
니다.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자치사무의 수행부분을 확대한다면 과연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실질적으로 가능
하겠는지요?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행정기관들로부터 기관위임사무를 더 많이 유치하려
고 노력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요?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른
각종 재정적인 지원과 국토계획상의 각종 기간시설 등의 유치와 같은 혜택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 런지요?
서울시와 같이 충분히 자기재정을 갖추고 있고, 국가행정기관과 맞먹는 전문인력을 상당
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는 구별하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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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의 확대에 따른 단점과 피해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을 고
려하면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들만은 아닌 듯합니다.

Ⅳ

분류체계의 전환으로 인한 파급효과

1. 기관위임사무 폐지론의 장점과 단점
기관위임사무에서 법정수탁사무로 변경되었을 때 파급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 모두 말씀해 주시면 독자들의 도움에 이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 기관위임사무 폐지의 구체적인 파급효과
어떤 사무를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행정청의 권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무귀속의 배분이 행정청의 권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게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구분체계의 변화가 그밖에도 어떠한 곳에 어떻게 변화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파급 효과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습니다.

Ⅴ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의 재정비의 폭과 방법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등 유럽식의 기관위임사무에서 일본식의 법정수탁사무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본의 법제도를 참고하는 차원의 수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므로 상당한 리스크와 부담을 안
고 하는 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 등 유럽식의 전통적인 분류체계에서 일본식의 법정수탁사무체계로의 전면적
인 전환만이 해답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식의 법정수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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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계에 시사 받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Ⅵ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의 모순과 충돌에 대한 해결

1. 해석론
지방분권법 제11조는 기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0조 및 제11조 등의 분류체계와 매우 크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무들을 일일이 법으로 모두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들
을 수행하기에는 탄력적이지 못하고 현실과 실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방분권법이 지방자치법보다 상위의 법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법 제11
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우선 해석하면서 지방
자치법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기존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의 분류
체계를 일단은 유지하는 해석론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입법론
그러나 장차 앞으로 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하는 독일 등 유럽식의 분류체계에서 기관위임
사무를 폐지하는 일본식의 분류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앞에서 제시한 질문점들을 충
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와 논의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뒤, 입법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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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헌론
헌법이라는 최고의 규범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
이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의 본질일 듯 합니다. 이러한 숙의와 공론을 거
쳐야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체계는 정당성(Legitimität), Legitimacy)를 비로소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Ⅶ

결 론

지방자치법의 분야를 누구보다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정리해서 훌륭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 교수님의 발표 내용대로 입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궁
금한 질문들을 독자들과 청중의 입장에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학자로서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뛰어나신 교수님의 식견에 거듭 존경을 표하며, 이번의 훌
륭한 발표를 통하여서도 학문적 발전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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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부_ 사무구분과 교육자치

토론
1-2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토론문

김 주 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1-2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토론문
❙ 김 주 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최우용 교수님의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에 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훌륭한 발표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신 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맡은 저는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주영입니다. 아울러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한국법제연
구원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뜻깊은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
가하여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님, 이
익현 한국법제원장님,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
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방안으로 일본의 법
정수탁사무에 관한 법제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해 보자면, 행정청의 권한과 직결되는 문제인 사무의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
안은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 및 이양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온 기존의 방식 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론으로
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을 검토하시면서,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개정을 통해 2000년 4월부터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사무체계를 이원화하여, 일정한 법적수탁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자치사
무로 두는 형태로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기여하는 가운데, 법정수탁사무에는 과거의 국가위
임사무와는 달리 독자적 조례제정권한이 미치고 국가의 관여가 최소화되는 특징을 가짐을
지적해 주시면서 법정수탁사무 도입의 장·단점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만한 행정법
적 논점들을 정리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만한 측면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발표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법사회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법적 연구정향 하에서 헌법학 분야의 주제들을 연

45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해 온 연구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지방분권에 다소간의 관심을 유지해
왔다고 스스로는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조차 그다지 고민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도 부족한 사람이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다루지도 못했던 주제를 받은 셈이라, 보다 깊이 있는 토론에는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을 듯 하기에, 발표자 및 청중들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하에서는 토론자의 책무를 빌미로 그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궁금점
들을 발표자께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쭙고 싶은 사항은, 개인적인 관심사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흔히들 표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즉 법령
에서도 실제 사용하는 표현인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에 관한 실무계와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는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통상은 공법상의 법인이 자신의 이름
과 자신의 고유한 재정 및 기관으로써 그리고 국가의 감독하에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1)
이라는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이 ‘국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관 혹은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시 지방
자치단체 역시 국가의 기관, 특히 ‘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중앙정부’2)와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지방정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입론일는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가 이른바 사무분장에 있어서의 국가의 사무와 자치단체의 사무
를 구분하는 이원론과 모든 공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파악하는 일원론의 대립으로
이어져 현재 이원론이 다수의 견해를 점하는 가운데 이 이원론이 국가위임사무의 해석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3) 과문한 사람의 섣부른 생각으로는, 현행 법체계
에서는 일원론을 바탕으로 한 ‘위임’개념의 새로운 입론은 불가능한 것이지 여쭙고 싶습니
다. 이는 발표자께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셨다시피, “행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사무이양을
결정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진하여 이양 결정 자체가 무의미 해지고 있는
1) 홍정선, 신지방자치법(제2판) (서울: 박영사, 2013), 4면. 한편 홍 교수님은 다른 곳에서 “그것(=지
방자치단체)은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적 통치단체라 불리기도 한다. 그
러나 그것이 국가는 아니다. 다만 국가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서술을 하고 계신데(같은 책, 91
면), 각각의 서술에서 사용되는 국가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지 않나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법 제2조)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학상 활용되는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 홍정선, 위의 책, 436~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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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2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토론문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를 감안하면, 지방분권과 관련한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
을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석론을 통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런 맥락에서는 현재의 ‘법령’에 기반한 사무분장체
제가 ‘법률’에 의한 사무분장체제보다 오히려 지방분권의 실현에 유리한 것은 아닌지도 궁금
합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무의 이양
에 소극적인 이유”가 “재원과 인력의 지원 없는 단순한 사무의 이양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하셨는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은 실질적으로 큰 의
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는 그 밖에도 여쭙고 싶은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하여, 이상의 우문(愚問)들에 대해 발표자께서 현명한 가르침을 주실 것으
로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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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심사기준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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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조례 입법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심사기준표 개선 연구1)
❙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는 2015년부터 중점과제로 진행되어온 연구이다. 1차년도 연
구는 2015년에는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광역
시, 부산광역시)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와 조례 입안 관련 조례가 있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분석하고 실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전
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조례 입법평가 모범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2). 2016년에는 조례 입법평가의 지원을 제․개정 조례 입안시 참고하는
자료인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조례 입법평가가
제도적으로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계속과제의 목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17년에는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조례 입법평가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표(분석지표, 기준표 등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동일하지 아니하나 이 연구에서는 심사기준표로 사용한다)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동시에 실제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실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수행한 경험
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실무담당자들의 경우 관련 업무에서 가장 중
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심사기준표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3) 즉 심사기준표의 정비는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 확산에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
1) 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차현숙 외 4인,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한국법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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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조례 입법평가의 기준
이 되는 심사기준표에 대한 정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Ⅱ

조례 입법평가 및 심사기준표 현황

1.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2017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5개이다.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도입시기, 도입한 조례 입법평가
의 형태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의 운영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

도입 시기

도입한
조례
입법평가
유형

평가 주기

비고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13.7.1

사후
입법평가

2년

시행규칙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17.2.6.

사후
입법평가

2년

시행규칙
미 제정

3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2017.7.10.

사후
입법평가

3년

시행규칙
미제정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13.11.11.

사후
입법평가

3년

시행규칙
미제정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10.30.

사후
입법평가

3년

시행규칙
운영중

6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7.8.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운영

7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4.9.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운영

연번

지방자치
단체명

조례명

1

광주광역시

2

3) 담당 실무전문가 대상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받은 의견이다(전화인터뷰 일자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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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기

도입한
조례
입법평가
유형

평가 주기

비고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16.6.1.

사후
입법평가

2년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운영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3.13.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운영

1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4.11.5.
(제정)
2015.1.1.
(일부개정)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

11

아산시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9.15.

사후
입법평가

3년

시행규칙
미제정

12

익산시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2.27.

사후
입법평가

4년

시행규칙
미제정

13

제주특별자
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2015.8.18.
(제정)
2016.12.30.
(일부개정)

사후
입법평가

4년

시행규칙
미제정

14

제천시

제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8.13.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

사전
입법영향
분석

제정 전,
전부개정
전

사후
입법영향
분석

2016.12.
기준 4년

연번

지방자치
단체명

조례명

8

부산광역시
서구

9

15

경기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2014.1.10.

의회규칙으로
운영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15곳이다. 이중에서 4곳
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나머지 11곳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사전 입법평가를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한 곳이고 나머지 14곳은 사후 입법평가만을 제도화하여 운
영하고 있다. 사후 입법평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조례명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경우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1곳은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사후 입법평가만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조항에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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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평가시기를 시행일로부
터 2년~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 입법평가에 국한하여 운영한다고 분류할 수
있다. 2017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15개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조례 입법평가는 통상적으로 실무부서(지방자치단체 집행부 또는 의회 입법지원조
직)에서 심사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입법평가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입법평가서를 입법평가
위원회 등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운영 방식
입법평가 계획
수립(평가시기에
따라)

실무진
⇒

입법평가서 작성

⇒

(심사기준표 활용)

입법평가위원회
검토(심의)

⇒

의회에 보고

입법평가 계획의 수립에 따라 실무진이 입법평가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입법평가서는 입
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평가 절차를 시장(또는 구청장)이 주
관하여 진행하는 경우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시장(또는 구청
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평가가 입법자의 입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입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의회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2.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운영 현황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 15곳 중에서 광역지방자치
단체 4곳(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실제 사후적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4)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심사기준표를 기반으로 하여 입법평가서를 작성하고 작성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연구 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연구에서는 광역
자치지방단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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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입법평가서를 입법평가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로 조례에 대한 사
후 입법평가가 진행된다. 따라서 실제 조례 입법평가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례 입법평가를
담당한 실무전문가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 심사기준표라고 할 것이다. 조
례 자체에서 심사기준표를 두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경기도, 광주광역
시(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시행규칙)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행
한 조례 입법평가서를 기반으로 심사기준표를 도출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3조에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발의하여 제출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조례 제정전 또는 전부개정
전에 실시한다. 제정조례와 전부개정조례를 대상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하
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
향분석 조례｣ 제3조제3항).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5조제1항).
세부적인 항목과 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경기도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5)
입법영향
분석항목

1. 입법의 필요성

2. 적법성 / 중복성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필요가 있는가?
③ 해당없음

5)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지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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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② 그렇지않다

3. 비용 / 의견수렴

① 그렇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는 이 조례 별표2에
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
향분석지표는 입법목적의 실현성, 유효성 및 효율성, 법적합성, 조례의 기여도, 조례와 도민
의 관계, 조례의 필요성의 6개 대항목을 두고, 세부항목을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표 4>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6)
입법영향
분석항목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유효성 및
효율성

3. 법적합성

세부항목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입법당시 기획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⑤ 전혀 그렇지않다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지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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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으로 도민의 후생복리의 개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도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4. 조례의 기여도

5.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경우가 있는가?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6. 조례의 필요성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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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제5조에서 평가 기준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후 입법평가의 기준을 동
조 각 호에서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로 규정하고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는 대항목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계획 수립, 비용과
편익의 적정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법적 정합성, 위원회 구성을 들고 있다. 입법목적의 실
현성 항목에 대하여 세부항목으로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를, 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비용과 편
익의 적정성 항목에 대하여 비용에 따른 편익 발생은 적정한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
생은 있는가를, 예산편성 및 집행 항목에 대하여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를, 법적 정합성 항목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개
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있는가를, 위원회 구성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서 적절한가, 위원회의 성비는 적정한가를 세부항목으로 규정하여 입법평가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항목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제5조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세부항목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구 분

세 부 항 목

입법 목적의
･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실현성
계 획
수 립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비용과 편익의 ･ 비용에 따른 편익 발생은 적절한가?
적정성
･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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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편성 및
집 행
법적 정합성

위원회구성

세 부 항 목

문제점

개선안

･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개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있는가
･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한가
･ 위원회의 성비는 적정한가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별도로 심사기준표를 제시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사후 입법평가만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입법목적 실현성 등의 5개 대항목에 대하여 13개 세부항목을 두어
사후 입법평가를 시행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 부산광역시 입법평가표7)
구분

세부항목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하였는가?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검토의견

①예
② 아니오

조례의 제정 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① 예
상위 법령

만들어졌는가?

② 아니오

제정 및 개정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사항 반영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① 예
여부
는 않았는가? 혹은 개별규정 간에 모순되 ② 아니오
는 점은 없는가?
조례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① 예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가?

② 아니오

7) 부산광역시의 경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별도의 입법평가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6년
시행된 실제 입법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평가표를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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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계획 수립 및

수립되어 있는가?

추진 여부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검토의견

①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①예

수립된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는가?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①예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위원회 구성이 적절한가?
위원회 등

③ 해당없음
①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①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①예

구성 및 운영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는가?

조례가 입법목적 및 제·개정의 취지에 맞
게 시행되고 있는가?
조례가 시행된 후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입법목적

② 아니오

기여하였는가?

실현성 등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①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①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① 예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 ② 아니오
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③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제정 또는 전
부개정되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조례와 동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경과
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
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 사후 입법평가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바 이때 이 조
례 별표에 따른 입버평가 분석지표에 기반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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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상의 분석지표는 입법의 필요성, 조례의 유효
성, 조례의 효율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의 유지 필요성, 조례의 적법
성, 제주현실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의 9개 대항목을 두고 30개의 세부항목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분석지표8)
입법영향분석
항목

세부항목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인가?

입법영향분석척도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이 있는가(자치사무인지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여부 검토)?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필요성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현시점에도 적절한가?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현시점에서도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존재하고 있는가?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유효성

3. 조례의
효율성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동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알기 쉬운 자치법규인지 평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 시행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확보 및 시행에 문제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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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항목

세부항목
조례 시행으로 남녀/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도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인용)가 명확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5. 조례와
도민의
관계

6. 조례의
유지
필요성

7. 조례의
적법성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제를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하고 있는가?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주민･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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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항목

8. 제주현실
부합성

9.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조례 제･개정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제주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위원회가 연간 평균 4회 이상 개최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사 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입법평가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입법평가기준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에서 다음 표와 같이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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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입법평가기준표>
연 번

구 분

세 부 항 목

1

입 법
목적의
실현성

･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2

계 획
수 립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3

예 산
편성 및
집 행

･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4

법 적
적합성

･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5

위원회
구 성

문 제 점

개 선 안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수립되어 있는가

집행되었는가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 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 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6

그 밖의
이행사항

･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가

이상과 같이 살펴본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를 아래에서 분석하여 본다. 이 연구에
서는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사전 입법평가의 경우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만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분석지표 상호간의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 사전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활
용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발표문
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심
사기준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심사기준표 분석

조례 입법평가시 활용하는 심사기준표를 대상으로 심사기준표의 항목에 대한 분석과 심
사기준표의 형식적 측면을 나누어 분석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한 사후 입법평가 수행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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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례 입법평가를 실제 준비하는 실무전문가들은 심사
기준표를 기반으로 하여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화
되어 있는 조례 입법평가에 있어서 심사기준표의 정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실무
담당자가 활용하기 좋고 내용적으로도 완결성을 갖는 심사기준표로의 정비가 필요하다.9)
아래에서는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내용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형식에 대하여
보완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1. 심사기준표 항목 분석
(1) 대항목 기준 비교･분석
심사기준표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상의 대항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대항목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입법목적의 실현성

입법목적의 실현성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입법의 필요성

입법목적의 실현성

유효성 및 효율성

계획수립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조례의 유효성

계획수립

법적합성

비용과 편익의
적정성

조례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의 기여도

예산 편성 및 짐행

조례의 공평성

법적 적합성

조례와 도민의 관계

법적 정합성

조례와 도민의 관계

위원회 구성

조례의 필요성

위원회 구성

조례의 유지 필요성

그 밖의 이행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입법목적
실현성 등

조례의 적법성
제주현실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 실제 조례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심사기준
표의 정비에 대하여 참가자 14명 전원이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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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항목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항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
부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대항목별 비교･분석
1) 입법목적 실현성
입법목적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공
통으로 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경기도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광주광역시
입법목적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조례가 입법목적 및 제·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

실현성
부산광역시

조례가 시행된 후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금정구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입법목적의 실현성”은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라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목적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 입
법평가 심사기준표에서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입법목적 실현성 항목에 세부항목으
로 두고 있는 “조례가 시행된 후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와 “조례가 특정지
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는 해당 지역의 모든 조례의 입법목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 두 개의 세부 항목은 다른 지역에서 통상 “조례의 기여도” 또는 “조례의 공평성” 항
목에서 두고 있는 세부항목이므로 대항목을 새롭게 설정하여 이동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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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성 및 효율성/ 비용･편익/예산
“유효성 및 효율성” 항목의 경우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광역시 금정구의 다섯 곳 모두 관련 사항을 두고 있다. 대항목의 명칭은 약간씩 달랐지만
“예산, 비용”의 측면을 고려한 심사기준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서 예산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확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입법당시 기획하였던 효과를
경기도

달성하고 있는가?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비용에 따른 편익 발생은 적절한가?

광주광역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유효성 및
효율성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은 있는가

부산광역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조례 시행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확보 및 시행에 문제가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동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조례의 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알기 쉬운 자치법규인지 평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유효성 및 효율성 항목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각각 두 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활용
하고 있는데, 효율성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동이
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와 “조례의 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알기 쉬운
자치법규인지 평가)”는 심사기준표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항목과는 일
치하지 아니하며 “법적합성” 혹은 “법적 정합성” 항목으로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3) 법적합성, 법적 정합성, 조례의 적법성
“법적합성” 혹은 “법적 정합성”, “조례의 적법성” 항목은 조례 제･개정의 직접적인 근거와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해보아야
할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광역시 금정구 모두 이에 관한 세부항목을 두고 있다. 각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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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경기도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광주광역시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개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있는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조례의 제정 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법적합성

부산광역시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개별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조례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인용)가 명확한가?

제주특별자치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가?
주민･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조례 제･개정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었는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통상적인 입법체계에 따를 때, 특히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조례의 유지여부를 판단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으로 적합한 항
목이라고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법적합성 항목의 세부항목의 하나인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와 관련해서 “조례 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는가”에 대한 체크와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는 다른 질문이다. 또한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가”의 세부항목 후단의 내용은 모든 조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기도 하지만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이 없다고 하여
그 조례의 시행이 언제나 “무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항목간 조정을
통하여 심사기준표 활용도를 보다 놀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조례가 법령의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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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조례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게 한 다음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리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세부항목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개별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의 경
우 두 가지 확인사항을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이 있는지와 조례 내에서 개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는 별개
의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다른 경우 세부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의 적법성 항목 이외에 “입법의 필요성” 대항목에서 유사한
세부항목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인가?”, “조례제정의 근
거법령이 있는가(자치사무인지 여부 검토)?”,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현시점에도 적절한
가?”,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현시점에서도 존재하고 있는가?”,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가 그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
례 제정의 근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이를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으로 함께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
의 항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나머지 항목의 경우 조례의 적법성 항목과 항목간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항목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위원회 구성/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관하여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
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다.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한가
위원회의 성비는 적정한가
위원회 구성이 적절한가?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는가?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위원회가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인가?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가?
위원회가 연간 평균 4회 이상 개최 되었는가?
해당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금정구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가?
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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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수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
률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물론이고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도 많다.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위원 위촉 등 현실
적인 문제로 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쉽지 아니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 폐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집행력을 제고하고 비
용을 절감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심사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항목으로 “위원회가 연간 평균 4회
이상 개최되었는가”를 두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따라서 연 2회 운영으로 위
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직접적인 횟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당위원회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를 세부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법정 위원회로서 통합
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법정 위원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심사기준표 형식 분석
심사기준표는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를 보다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조례 입법평가가 주민을 위한 더 좋은 조례의 정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지표를 실제 활용하는 전문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입법평가가 제도화 이후 정착하는데 있어서 일정정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심사기준표 운영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심사기준표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의 경우 세부항목에 대
한 입법영향분석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매우 그렇다/② 그렇다/③ 보통
이다/④ 그렇지않다/⑤ 전혀 그렇지않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체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첫 번째 대항목인 “입법목적의 실현성”을 예로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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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1. 입법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입법영향분석척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경기도가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입법목적
이 조례 입법 당시의 의도대로 수행되었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체크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조례 입법 당시의 입법목적이 의도대로 수행된 경우를 예정하여 살펴본다면 항목
중에서 “① 매우 그렇다/② 그렇다”가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지표에 따라 양자를 입법영향
분석담당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체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여 양자를 구분하여 체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목별 구분에 따른 사후적 조치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도 큰 의미없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③ 보통이다”의 선택
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 분석지표에서 세부항목과의 연계에서 “보통”이 갖는 의미를 상정
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조례 입법당시의 입법목적의 수행이 “보통”인 조례에 대
해서는 개정을 하여야 하는가? 혹은 유지하여야 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척도의 선택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자
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상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이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서술하도록 하는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 하나의 대항목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입법 목적의
실현성

세 부 항 목

문제점

개선안

･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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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표의 형식과 관련하여 세부항목에 대하여 1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
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대부분 현재의 심사기준표에서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바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서 효율성이 부족하다. 1차적인 선택과 2차적인 기술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표의 형식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세부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를 수행한 사람이 그
항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부기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가능한 구조로 형식적 틀을
변경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세부항목에서는 하나의 질문만을 제시하도록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항목은 하나인데 그 내용은 두 개를 담고 있는 경우 심사기준표 체
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부항목에서는 하나의 내용만을 담을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형식적인 면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전문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체크하도록 분석지표의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방
식을 차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평가항목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Ⅳ

세부항목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분석 및 평가

문제점 및 의견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마치며

조례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다.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개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주민의 삶에 기여하
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정적인 노력을 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례 입법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심사기준표의 세부항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항목간 조정 및 공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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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
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과제에서 제안한 심사기준표 정비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분석항목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조례의
실효성

3. 조례의

세부항목

척 도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
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공평성

문제점 및 의견

-집행실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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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세부항목

척 도

□ 그렇다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 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조례에 재정지원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그렇다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지방자치
단체현실
부합성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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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세부항목

척 도

문제점 및 의견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회의 운영실적 기
록

□ 그렇다
7)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 그렇지 않다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해당사항 없음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8. 종합의견

(자유롭게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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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토론의 글

김 재 선 국립 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토론
2

토론의 글
❙ 김 재 선 국립 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Ⅰ

발표문에 대한 감사의 글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모범 조례안)에 관한 연구성과를 소개하여 주신 차현숙 박사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지속되어 온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모범 조례안을 제안하여 주신 내용으로 추후 입법평가연구의 소중한 자산
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한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 입법
평가 경험이 있는 네 곳(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를 분석하시고 각 세부 항목의 내용을 비교하는 접근방식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실
증적인 연구방법으로 추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과 집행,
나아가 지방자치제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
본 토론에서는 모범 조례안을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시는 발표자님의 연구
취지 및 방향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감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본 발표에 대하
여 지정토론을 맡은 토론자의 책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개별 쟁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을 올리고자 하오니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Ⅱ

개별 쟁점에 관한 토론

1. 모범 조례안(입법평가 심사기준표) 공동항목 제안에 관하여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관한 일관된 표준으로 공동항목을 제안하는 본 연구는 지방자치
단체 조례의 품질을 유지·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현실,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1) 홍창빈, “제주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첫 실시...“조례도 AS 합니다”, 헤드라인 제주, 2017년 8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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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을 지원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모범 조례안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각 주의 독립과 자율이 중요하게 다
루어지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각 주정부의 고유 영역으
로 평가되는 교육 영역 중 교과내용에 관하여 연방정부(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의무
학습량 또는 학습방법을 제안하며서(NCLB, ESSA 사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이 증가
하자 전국주지사협의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 및 주교육감위원회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CCSSO)는 모범 조례안에 해당하는 기준모델
(Standard)인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ndards)를 제안하였습니다.2) 공통핵심기
준은 각 학년 단계(초중등, 고등)에 따라 일정한 학습량과 내용을 제안하였고 각 주에서는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연방정부가 주도하였던 법체계와 달리
위 두 협의회(NGA, CCSSO)에서 모범이 되는 기준(Standard)을 제안하되 채택 여부는 각
주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도 도입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약 45개 주)에서 당해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모델이 내
용적 설득력을 갖는다면 중앙정부(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 또는 경제적 유인이 포함된
규제적 모델에 비하여 상당히 실효적이고 협조적으로 지방자치의 입법역량을 보조할 수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주지사협의회(NGA)의 경우 각 주정부의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
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각 주정부의 입법을 쟁점(선거, 교육, 조세, 에너지, 보건,
노동, 정보통신기술, 이동 등)별로 분류하고 데이터화하여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3)
주정부 입법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예컨대 Legislative Summit, NCSL Capital
Forum)4)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5)
특히 조례 입법평가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포함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를 대상
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6) 발표자님께서 소개하여 주신 위 모범 조례안 심사기준표는 각
2) Common Core Initiative 홈페이지 참조. 미국 주입법연합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www.ncsl.org>.
김재선,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입법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핵심교육과정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입법갈등 논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52권, 2016, 204-205면.
3) NCSL, “Legislator Data”, available at
<http://www.ncsl.org/research/about-state-legislatures/legislator-data.aspx>. (검색일: 2017.12.13.)
4) NCSL, “Legislative Summit”, “Capital Forum”은 각 주의 입법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절차와 방법,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NCSL 홈페이지 참조.
5) NCSL, “Staff Professional Development”, available at
<www.ncsl.org/meetings-training/e-learning-staff-professional-development.aspx>. (검색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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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역량과 판단으로 조례 입법평가에 적용할 기준을 선정하고 활용하도록
하여 지방조례의 품질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생각합니다.7)

2. 모범 조례안(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내용에 관하여
(1) 전문성,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개별 항목 응답의 신뢰도에 관하여
제안하여 주신 모범 조례안은 개별 총 여덟 가지 항목(“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조
례의 실효성, 3. 조례의 공평성, 4. 주민수용성,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6. 지방자치단체
현실 부함성,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 종합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
한 척도는 “그렇다/그렇지 않다/해당사항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상당한 전문성 또는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일
반적인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문과 응답의 신뢰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됩니다. 따라서 각 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표본의 크기, 직무에 대한 전문성, 법체계에 대
한 이해정도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문항(예컨대 “2. 3) 조례에 다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4. 1) 입법
예고를 하였는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직무관련 전문성을 가진 응답자(실무부서 담당자)라
면 중대한 변수 없이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전문성
이 요구되는 문항(예컨대“1. 3) 조례가 위임입법에서 적절하게 제・개정 되었는가, 2.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5.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의 경우, 법체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쉽게 대답하기
어려움으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문
항(“2.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3. 2) 조례
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5.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7. 6) 위
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응답자라 할지라도 응답
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상황인식이 달라질 것이므로 응답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
6) 김수연,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한국국가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2015,
16면.
7)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입법평가연구, 제13호, 2013,
113-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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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특히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각 심사기준표의 개별 항
목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범 심사기준표를
제안할 때, 질문 유형에 따라 응답자가 심사기준표를 작성하는 방법 및 독립 입법평가위원
회가 심사기준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조례의 법적 성격에 따른 가중치 반영방안에 관하여
발표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모범 심사기준표에는 항목조정 및 공동항목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평가표의 결과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항목에
가중치를 둘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 조례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방자치행정영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각 조례에 따라 입법평
가의 중요도 반영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아동・교육・복지 등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조례의 경우 “3. 조례의 공평성,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문제가 중
요하게 다루어질 것인 반면8), 공유재산, 물품・건축・도로교통 등 규제적 성격을 갖는 조
례의 경우 “2. 조례의 실효성, 4. 주민 수용성”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표에 조례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발표
자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3) 조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을 고려하는 방안에 관하여
발표자님께서 분석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 심사기준표의 대항목 비교 표를 참조할 때, 제
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습
니다. 예컨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르면 “5. 조례와 도민의 관계, 8.
제주현실부합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현실부합성 중 “제주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
우에도 “5. 조례와 도민의 관계”부분에서 “도민의 평가, 홍보정도, 도민의 이해정도, 민원제
기 여부, 특정 계층에 불합리하게 활용되는지 여부, 개정 또는 폐지 요구여부”등을 반영하

8) 최유, 복지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입법평가연구 제10-2호, 2016,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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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부분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분권적 이
념을 수용하는 부분으로 모범 조례안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안하여 주신 모범 심사평가서에는 “6. 지방자치단체 현실 부합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
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포함하는 방안에 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여쭙
고자 합니다.

(4) 비용대비 편익발생에 관한 질문의 구체성에 관하여
대항목별 분석 내용을 참조할 때, “유효성 및 효율성”부분은 예산, 비용을 고려한 중요한
심사기준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안하여 주신 여러 자치단체(경기도, 광주광역
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유효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부분
은 대부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가”또는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곳(광주광역시)의 조례에서는 “비용
에 따른 편익 발생은 적절한가”라는 비용편익(비용 대비 효용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하여 주신 모범 조례안(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서도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부분에서 “5)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만을 제안하고 있
습니다.
입법평가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사회적
효용 포함)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서 비용편익(사회적 효용 포함) 분석을 포
함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발표자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활용체계에 관하여
(1)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작성 및 평가체계에 관하여
발표문에 따르면 현행 조례 입법평가서는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실무부서(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지방의회 입법지원조직)에서 작성한 후, 독립 위원회인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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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입법평가서의 작성주체가 행정 실무부서인 점은 지방 행
정행위의 주체가 행정청이며 자료수집, 정보분석 등에 전문성을 갖고 당해 내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9) 하지만 행정주체만 심사기준표를 작성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서를 작성한다면 평가 자체가 편향되거나 형해화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비록 독립 지위를 가진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나 조례 심사평가서
작성 시에 가치판단 요소가 개입되는 등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므로 여전히 우려는 가능합
니다.10) 이에 따라 입법평가서의 작성주체는 실무부처로 하되 심사기준표의 경우 보다 다
양한 전문가(실무부서, 지방의회, 지방의 법령전문가 등)로부터 의견을 수합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안에 관한 발표자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 심사기준의 변동성에 관하여
심사기준표는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경기도, 제주도, 광주시, 부산시 금정구), 조례에서
사전에 제안된 심사기준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례 제정 시 심
사기준표를 사전에 포함하게 될 경우, 사후 입법평가에서 개별 입법 또는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
별 조례의 특수성, 사회적 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있어서
실무 입장에서 필요한 기준 등을 조정(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발표자님의 고견
을 여쭙고자 합니다.

(3) 입법평가표의 복잡성에 관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여 주신 입법평가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응답자의 논리적 사고과정을 고려하여 일정
한 순서로 나열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평가표 항목의 가중치는 각 조례의 특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며, 일부 조례의 경우 모든 항목이 항상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하여 주신 모범 심사기준표는 개별 분야에 대한 고려보다
는 지방자치 입법수단으로서의 조례에 관하여 상당히 다층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9) 이순태･윤광진･차현숙･윤석진 등,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2-103면.
10) 이에 따라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로 행정부가 아닌 지방의회가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수연, 위의 발표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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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토론의 글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범 심사기준표의 결과의 복잡한 항목과 지표들을 추후 조례 제・개정
에서 활용할 때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관한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4) 입법평가표의 작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기구 설치에 관하여
모범 조례안(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이 제안되는 경우, 연구에서 분석하신 지방자치단체 외
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
법평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평가표의 작성 시 뿐만 아니라 활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전문가들에 대
하여 당해 심사기준표의 작성 또는 활용방안에 관한 교육 또는 별도의 기구(예컨대 조례평
가 지원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발표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 토론을 통하여 입법평가 방법, 심사기준표에 관하여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많은 배
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관하여 의미있는 글을 소개
하여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드리며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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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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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 전 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Ⅰ

서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년간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 관련정책 가운데
여전히 논쟁 중인 분야중 하나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과제들이 공통적
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
은 지방분권이라는 과수(果樹)의 열매를 따는 작업으로 비유할 수 있다.1)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설치는 1950년대 초 교육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증가하
였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일부 감소하기도 했
지만 2017년 9월 현재 5,186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2)｢정
부조직법｣제3조3)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능적 분
권4)과 행정분산5)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지방에 설치하는
1) 소순창･이진, “지방분권정책의 오뒷세이아-자치경찰, 교육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집 제1호, 서울행정학회, 2016.5., 99면.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8211호)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3)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
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4) 행정상 분권은 지방분권과 기능적 분권으로 구별된다. 지방분권이라 함은 지역의 이익에 대한 자
치권을 가진 정치적 의미의 공공단체(여기서 정치적이란 뜻은 의결기관의 구성이 구성원의 선거행
위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를 전제로 한다. 이에 비해 기능적 분권은 권한
의 배분이 특별한 분야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율권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재정적 자
율성과 국가의 적법성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5) 분산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고 본다. 발표자가 이해하고 있는 행정분산은 프랑스에서 지방
자치법에서 논의되는 행정분산(la déconcentration/Deconcentration) 개념으로서 계층구조를 가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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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
다.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민원발생이라는 비효율성
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6)
지방특별행정기관의 정비는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문민정부 이후 늘 새 정부
의 중점 시책의 하나로 등장하였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시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의 핵심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두기도 했지만 후속된 노무현 정부시절에 걸쳐 그렇게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총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특별
자치도로 이관되었다.7)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평가되었던 이명박
정부시절에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권한과 기능의 재배분의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분야를 그리고 2차적으로 노동, 보훈, 산림, 중소
기업, 환경 등 총 8개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작업이 진행되었다.8)
이처럼 적지 않은 관심과 정책과제 그리고 학자들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늘 다람쥐 쳇
바퀴 도는 것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지방으로의 이양에 대한 논의는 논리와 설득
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와 실행에 관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지방분권에서 접근할 것
인지9)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적인 지역공공서비스의 운영이라는 점에서

6)
7)

8)

9)

행정조직에서 의사결정의 집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공법인 내부에서 기관구성원을 배치
하고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의 의사결정을 재분배하는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정 시스템 내부
에서 성질상 위계적 관계에 있는 중앙행정관청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에 대한 일정한 의사결정권의 분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전훈,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의 도구
개념으로서의 프랑스 지방분권의 법적 접근”,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4.11.,
594-595면). 행정분산은 반드시 국가행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발표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일반(보통) 및 특별행정기관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포괄하여 지방행정분산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오재일･한장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에 관한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집 제1호, 한
국거버넌스학회, 2008,
이관 전의 정원은 238명이었고 이 가운데 140명이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전환된
인력은 126명이었다. 그리고 758억 원의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으며, 비용의 경우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5조(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하혜영, 앞의 발간문, 2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선행 자료는 행정학자들에 의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정권에 따
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의 관심 주제임에는 분명하고 따라서 많은 정부용역과제와 연구보고서가 마
련되었다. 그리고 이들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로 구분하여
지방특별행정기관의 정비정책의 이동(異同)을 비교･분석･평가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가능한 특별지방행기관의 설치는 제한적이어
야 하고 기존의 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직과 재원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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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야 하는지10)에 대해서도 솔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특별행정기관이라는 행정조직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늘어났고, 그 구성원은 지방으로의 이양을 반대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병
행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발표자의 고민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걸
림돌인가 하는 점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본 발표의 경우
좀 다른 시각에서 특별행정기관을 접근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행정기관을 통합하
는 일반지방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전제로 권한의 대폭적인 일괄이양에 대한 지방행정제도
새로운 설계 가능성 여부인데, 본 발표에서는 앞의 경우의 예에 해당하는 일반(보통)지방행
정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소개하였다.

Ⅱ

특별지방행정기관

1. 의의
특별지방행정기관(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은 현행 실정법상 대통령령으
로도 설치할 수 있는 일선기관(field agency)이며 원칙적으로 수도(Capital)가 아닌 지역을
(local) 관할로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당해 관할구역의 사무 전반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 특정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전문적(special)
성격이 강조된 기능적 분권(functional decentralization)과 행정적 분산(Déconcentration)
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설치에 있어 행정조직법정주의로부터 유
연하며 기능적 분권화의 내용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⑴ ‘행정조직법정주의’ 관련-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도 설치되는 행정기관
국가가 자신의 고유한 기관을 통해 행하는 행정은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
관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있다.11) 우리의 경우 지방행정기관 중에서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없
장할 것이다.
10)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이
루어지는 한계에 따른 전문성과 경제성 및 효율성이 가지는 순기능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
장이 있을 수 있다.

91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 특별지방행정기관만 존재한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도 행정조직의 한 부분이므로 헌법
제96조12)에 규정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라 그 설치에 있어 근거를 가져야 한다. 다만 헌
법 제75조에 따라 위임입법 형식을 통한 특별행정기관의 설치도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만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가 가능하
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항이다. 이
와 관련해 최우용 교수는 그동안 이루어져 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는 우리의
관련 실정법체계에 비추어 정합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13)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법｣ 제
102조14)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15)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
다. 두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능적 분권과
보충성원칙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대부분 중앙부처 이기주의적 자세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16)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하는 것이 행정
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한 우리의 행정조직법제의 틀에서 체계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논의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기본지방자치단체가
수행 가능한 사무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인 보
충성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11)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제24판, 박영사, 2016, 6면
12)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13) 최우용, “제2기 지방분권 개혁 및 광역행정체제하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0, 447면.
14)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15)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
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
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
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
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
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
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6.15.,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3.24.>
16) 최우용, 앞의 논문, 446-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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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걸쳐 전문분야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공익에 부합하다는 정당성
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요청에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의 근거인 정부조직법 제3조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하위 규범(대통령령)에 사무의 전문성
과 특수성 때문에 보충성원칙이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다면 모
르지만 행정의 속성상 다양하고 가변적인 정책의 수행을 위한 행정기관의 설치가 대통령령
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⑵ 기능적 분권과 전문성-효율성을 앞세운 집권으로 돌아가기?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사무의 처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다만 이를 처리하는 기관중심으
로 구분한다면 지역적 분권화(territorial decentralization)와 기능적 분권화(functional
decentralization) 가운데 후자의 방식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역공간을
토대로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특별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제한된 권한과 기능의 위임
이라는 방식이 동원된다.17) 이러한 멜로스(C. Mellors)와 코퍼스웨이트(N. Copperthwaite)
의 설명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차원에서 국가의 균일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과 중앙정부의 통제,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최적규모의 조직설계 등은 기능적 관점에서 전문
성과 특별성을 담보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에 비해 장점이 있다.
현대 행정의 특징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질적으로도 전문화 기술화가 요청되기 때
문에 적응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종합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별도
의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선기관의 설치요구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부적절한 규모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의 부족을 보완
하고 해당 지역주민이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요청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이러한 기능적 분권화 측면 보다는 행정분산이 가지는 통제와
감독의 용이성과 중앙부처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앙집권적 효율성에 더 가깝다고 느껴진
다. 행정분산은 분권화는 물론 집권화와도 결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방분권과 행정분산의
두 마리 토끼가 자칫 다시 중앙집권으로 돌아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7) 김영수･금창호, “특별행정기관의 조정방안”,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2.,
235-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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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⑴ 지속증인 증가
발표문 작성과정에서 수집한 한 자료18)에 의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만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대적 정비가 있었지만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952년 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시작
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19) 중앙부터로서는 소관 사무
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이양하기보다는 직접 자신들이 집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부처
의 예산과 인력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몇 차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작업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약 없이 그 숫자가 증가되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5,196개의 지방특별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경찰서나 교도소 등 공안행정기관이 가장 많으며, 지방우정청, 우체국 등 현업행정기
관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1] 부처별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행정안전부, 2017.9.30.)
1차

기관수
2차

5,196

237

810

4,149

고용노동행정기관

47

6

41

0

세무행정기관

195

40

136

19

공안행정기관

2,686

85

443

2,158

현업행정기관

1,958

0

9

1,949

기타행정

310

106

181

23

유형별

합계

계

3차

18) 하혜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20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9.21.
19)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감소했던 경우로는 1961년과 1981년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두 정권 교체기와
1994년의 공안행정관련 기관의 일부감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앞의 두 경우는 정권교체 후 곧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관이 설치되어 흐지부지된 경우였고, 세 번째 경우 소방업무를 1개 특별
시와 5개 직할시 소방본부체제로 소방사무를 처리하면서, 당시 9개 도 산하의 시와 군의 소방사
무를 지방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대신 처리함에 따라 국가-지방의 이원적 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하다가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9개
도에서 소방본부를 발족하여 시･도광역체제로 일원화되면서 소방관련기관은 특별지방행정에서
제외되었는데 1994년 공안행정기관의 숫자가 4,416개에서 1996년에 3,835로 줄어든 것도 이와 관
련된다. (김영수･금창호, 앞의 논문,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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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 도입 가능성 -프랑스 특별지방행정조직의 시사점
우리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모델과 직접 유사점을 찾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시사
성을 갖는 형태로 프랑스의 이원적 지방행정체제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논자에 따라 이를
기능적 분권화로 소개하지만, 발표자의 경우 행정분산으로 이해되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
기관(les services déconcentrés)’20)의 정비는 지역적 분권화로 소개되는 지방분권(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정책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양자를 혼동시키는 점도 있으
나, 발표자의 관점에서 소개와 정리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21)

⑴ 지방자치단체와 병존하는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의 존재
프랑스 지방행정은 꼬뮌(Commune)-데파트망(Département)-레지용(Région)의 3층으
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22)와 이에 대응하는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 및 특별행정기관이 공
존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독특하면서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내문헌에
서 지사로 번역된 프레페(Préfet)는 도청 혹은 지역청(Préfecture de Département ou
Région)이라는 일반(보통)지방행정관청(프레펙투르)에 임명된 국가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꼬뮌과 데파트망 사이에 보조행정관청인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을 두고 있다.23) 꼬
뮌-데파트망-레지용은 헌법 제12장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행정을 수행하는 법주체로서 고

20) 아래서 상론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은
국가가 국토 전체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과 중앙부처가 필요에 따라 특
정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 또는 구역을 나누어 설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파견기관으로 구
분된다. 그리고 후자의 기능이 점차 전자로 통합･조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les services déconcentrés
는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에 더 가깝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의 경우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은 제
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가독성을 위해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으로 기술하였다. 다만 우
리에게 없는 제도를 우리 식으로 의역하다보니 역자에 따라 또는 발표자의 부족함에 기인한 오류
및 수정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21) 이하 부분은 프랑스 지방자치법 관련 문헌(참고문헌에 소개)과 배준구 교수님의 다음 글을 참고
하였다(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특별행정기관의 운영 개편과 특징”, 사회과학 연구 제25
집 제4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12., 371-391면). 그리고 구체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부분은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22) 2017년 1월 1일 현재 35,416개의 꼬뮌과 101개의 데파트망 그리고 18개의 레지용이 있다.
23) 아롱디스망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 구(區)에 비교될 수 있다. 법주체인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달리 독자적인 예산이나 고유한 재산을 가질 수 없으며 아롱디스
망의 수나 구역의 변경은 꽁세이데타의 데크레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데파트망(꽁세이 제네랄)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프레펙투르의 국가 임명 지사(프레페)의 지휘 하에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
기관이나 파견기관의 통합조정 및 적법성 통제(프레페 제소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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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지방이익을 가지고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 자유로운 명령제정권을 통해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점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과 비교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3단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레벨에 대응하는 국가의 일반(보통)
행정기관이 존재하며 그 조직의 기본단위는 데파트망이라는 점에서 국내자료에서 이를 도
(道)로 번역하고 임명 도지사(Préfet)와 도의회의장(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24)로
소개되는 단체장에 대한 명칭 혼선은 부득이한 점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지
방행정의 중심이 된 레지용의 프레페는 레지용 지역청(레지용을 번역하면 지역이 가장 일반
적이다 보니 지역청으로 번역한다) 소재지 데파트망 지사가 겸임한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는 권한배분이 각 계층에 따라 구분되어 지방자치
단체와 일반(보통)지방행정관청과 각 부처의 파견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프레펙투르와 일부 지역소재 부처 파견기관
은 국가대표자(le représentant de l’Etat)로 표현된다.
프레페의 역할은 해당 지역이나 구역(Zone)의 개별 중앙부처의 특정한 업무수행과 더불
어 우리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규정된 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관의 기관소송 제기와 같
은 적법성 통제를 들 수 있다.25)

⑵ 통합화된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 조직의 운영
1) 설치근거(데크레)와 조직의 안정성
프랑스의 정부형태는 연성(軟性)정부 형태이고 우리와 같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처 조직변경이 잦은 편이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총선에
따른 수상(총리)의 변경에 따라 정부 데크레(le décret)를 통해 기구개편이 이루어진다. 그
러나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부처는

24) 데파트망의 경우 깡통(Canton)이라는 선거구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를 꽁세이 제네랄
(Conseil général)이라 하며, 우리와 같은 집행기관-의결기관 대립형 구조가 아닌 프랑스에서는 의
회의 장이 우리나라의 직선 단체장에 해당한다.
25)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처분, 규칙, 명령(조례에 해당)이 위법하다고 월권소송을 제기하며, 지방자
치법(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중요한 요소인
행정상 후견(Tutelle administrative)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행정상 후견은 합목적성의 통제를
포함한 행정적 감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소하는 사법적 통
제의 기능을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에 부여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프레페제소에 대하여
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오(전훈, 앞의 논문, 606-6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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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 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총국(Directions générals)
을 두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들 총국 소속으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행정조직
법정주의 채택여부는 조직 설치나 안정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2) 기본원칙과 내용
1982년부터 시작된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1983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
고 지방자치단체간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본원칙이 마련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
는 보충성원칙과 권한의 총괄이양원칙 등이 명문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2년 지방행정에
관한 기본법26)과 지방행정분산헌장27)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
을 중심으로 통합 및 정비되었다. 상기 법률과 데크레의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28)
첫째, 국가와 지방의 권한배분에 관한 보충성원칙이 확인되고 행정분산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는 점이다. 둘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기준이 행정분산헌장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바
에 소재한 다른 행정기관에 업무수행의 위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국
적 성격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국 규모의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지침의 설정, 평가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우리에겐 별로 느낌이 없으나 명칭이 종전의 국가외부(행정)기관(les services extérieur
de l’Etat)에서 국가(지방행정)분산기관(les services déconcentrés de l’Etat)으로 변경되
고 앞서 설명한 일반(보통)지방행정관청인 프레페의 지휘하에 개별 중앙부처 파견기관의 통
합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일반(보통)지방행정관청에 (우리에게 특별지방
행정기관에 더 가깝다고 보일) 이들 중앙부처 파견기관들이 흡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과의 밀접한 행정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의사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
로 옮겨 간 것은 아니지만 중앙이 아닌 지역현장의 일선기관에 일정부분 의사결정권의 위임
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26) Loi d’orientation du 6 février 1992 portant administr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27) Décret n°92-604 du 1er juillet 1992 portant charte de la déconcentration. 지방행정분산헌장은 위의 법
률 제6조에 따라 제정되었다. 지방행정분산헌장은 2015년 개정(데크레 제2015-510호)되었는데, 새
로운 원칙으로 변형(變形)성원칙(le principe de moduralité)을 강조하고 있다. 신 지방행정분산헌장
은 지역의 중앙행정 수행에 있어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민과의 밀접한 생활 관련
행정업무와 관련된 재정적 분산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28) 배준구, 앞의 논문,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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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소결
우리의 경우 국가사무는 지방특별행정기관과 기관위임 사무 방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레벨(데파트망과 레지용)에 따라 프레
펙투르(Précture)라는 국가가 설치한 일반(보통)행정기관을 통해 처리되고 특정 부처는 구
역(Zone), 광역데파트망(inter-départemental) 혹은 광역레지용(inter-régional) 수준에
서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982년 이후 전개된 지방분권 정책과 2003년 헌법 개정(국가조직의 지방
분권화에 관한 제1조 4항이 추가되었다)으로 인해 집권과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의사결정 방
식에서 지역과 기능의 면에서 분권화(Décentralisation)가 행정조직과 운영의 기본 틀로 변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분권 과정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 권한의 ‘국가의 특별지
방행정기관’인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의 행정분산(Déconcentration)의 노력 또한 1992년
지방행정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1992년 법률은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과 프레페의 지휘 하에 중앙부처 파견
기관의 통합관리와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줄 것은 주고 남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도 집중 보다는 분산을 통해 효율성과 적응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프
랑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과 변화를 위한 대처로 보인다. 아마도 2000년대 이후 20년
간 확대된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대한 지역개발정책 추진에서 국가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프페레가 지휘한다는 점은 행정이 늘 추구했던
행정분산이 말하는 일원화와 효율성을 확보하는 놓을 수 없는 재재갈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 형태인 우리의 경우 지역차원의 국가사무가 기관위임사무 방
식으로 진행되어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보면 권한의 배분과 이양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의 특
별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과 역(逆)의 관계에 있다. 양자택일의 상황이라면 결국 힘의 논리
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역설적이나 선출직으로 구성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될수록 이를 견제하는 국
가행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29)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행정기
관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검토가 있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문에 답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29) 배준구, 앞의 논문,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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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주장하는 논거
⑴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일치할 경우 종합적 성격의 행정기구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데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립의 주된 이유가 처리
사무의 전국적 통일성･전문성･특수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굳이 일반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
치단체 또는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현실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등장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법학자들이 이에 대해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지원,
환경, 노동, 식품행정 등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복성이 검증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30)

⑵ 지방자치의 가치와의 역행
지방자치의 가치라는 소제목이 추상적이긴 하나 본 소제목 하에 앞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추구의 실패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수행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이기주의 행태와 양자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가치에
바람직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효율성에 대해 다른 출발점에서 보면서 지방자치는 효율성에 입각하여 업무가 이루
어지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사무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31) 얼핏 앞부분과 다른 논리처럼 보이지만 지방이 처리할 사무에 중복적으로 특별행정
기관을 설치하여 중복적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보충성원칙과 중복에 따른 효율
성 문제를 가져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이시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논의의 쟁점과 방향,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지방정
부학회, 2007.8., 30면. 이시철 교수는 26면에서 2007년 여름 당시 1년 반 정도 유효기간이 남은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동안 47개 지방분권 과제 중에서 지방정부가 가장 원했던 분야이
면서 가장 진전이 없었던 분야가 재정분권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31) 김재호･김원중,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지방
자치법학회, 2012.12.,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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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지방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정비 현황과 개선사항
⑴ 개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1)을 합
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32)제44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
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전 정부시절부터 지방분권
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설치했던 ‘지방이양추진위원회’(1999)33), ‘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2003), 이 두 기관을 합친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08)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위원회’(2010)를 통합하여 설치되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는 지방분권을 위한 추진과제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
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34)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지
방자치발전 종합계획(제5조)의 일반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특별지방행기관이 처리하던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의 성과는 기존의 위
원회에서 의결했던 243개 사무 중 89개 사무35)에 대해 우선 이양 추진되었고(아래 [표2])
추가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2단계 지방이양 사무 선정이 진행 중에 있다.
32) 법률 11829호, 2013년 5월 28일 공포 및 시행
33)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1991년 7월 지방이양함동심의회가 설치되어 1991년부터 1997년까
지 이양작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이양 과정과 추진 조직 등을 명시한 ｢중
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1월 법률 제5710호로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34)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
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5) 지방이양대상사무는 ①단순 집행적인 지도·점검 사무(9개 사무: 환경 분야)에 축산폐수 규제 및
정수장 지도점검, 환경기초시설 실태조사 등이 있고 ②일자리 창출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13개
사무: 고용노동 분야)로는 지역경제단체와 협력사업 및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③지자체와 유사·중복되는 사무(41개 사무: 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공장설립 지원 등이 있고, ④주민 식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
련된 사무(25개 사무: 식의약품 분야)에는 식중독 예방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수입식품 사
후관리 등이 있다. ⑤건설공사 준공검사 등 지자체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1개 사무: 국토하천 분
야) 외에 추가정비 대상 사무로 해양항만분야 등에 대한 지방이양사무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http://clad.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plannomal#cont_5. 검색일자:2017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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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기존 위원회 의결 사무 중 지방이양 대상사무
분야
환경분야
고용노동분야

중소기업분야

식의약품분야

기준
단순집행적인 지도･점검사무

사무내용
축산폐수 규제 및 정수장 지도점검.
환경기초시설 실태조사

일자리 창출 등 현지성이

지역경제단체와 협력사업 및 취업지원,

강한 사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자체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유사･중복되는 사무

환경개선, 공장지원설립 지원 등

주민 식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식중동 예방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련된 사무

수입식품 사후관리

사무의 수
9
13

41

25

건설공사･준공검사 등
국토하천분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1

것이 효율적인 사무

⑵ 역대 정부별 지방이양현황36)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관한 정
책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이양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차
원에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한 및 기능재배분 차원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가 포
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론적 관점이나 실정법 조항 내용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앙부처 소속기관이며 국가사
무를 관장하는 일선기관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특별행정기관정비정책은 결국 중
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정비대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간 연속성이 부족했고 그러다보니 같은 목표임에
도 정부의 정책설계의 변경이 있고, 결과적으로 특별행정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갔던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는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의 관점에
서 추진되었다(아래 [그림1]참조). 지방의 자율적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치제와

36) 한표환,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비교평가”,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2014.12., 81면-86면에 있는 <표1>에서 <표8>을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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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
처 소속 특별지방행정기능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하는 기능중심의 개편방향으로 정책이 집행
되었다. 그러나 결과 면에서 본다면 중앙부처의 반대에 따라 만족할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고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을 강하게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정책으로 7개 분야
47개 과제를 제시했는데(아래 [그림2]참조),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재배분 차원에서 특별지
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아
래 [그림3]참조). 처음에는 9개 기관(중소기업, 노동, 통계, 국도하천, 해양수산, 산림, 환
경, 보훈, 식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관대상을 논의･검토하여 정비대상 분야를 6개로 하
였고37), 이들 6개 정비대상도 중소기업과 식의약품 분야의 경우 전체이관(지방중소기업청
11개 및 사무소 1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개)하고 국도하천과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지
방이관후 대체사무소를 신설하며, 환경과 노동분야의 경우 일부 기능만 이양하는 것으로 결
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정비된 것은 제주특별
자치도에 일괄이양된 것 말고는 대부분 무산되었다.

[그림1] 김대중 정부-중앙기능의 지방이양

37) 통계와 산림 및 보훈 분야는 현행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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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노무현 정부-중앙과 지방간 권한의 재분배

[그림3] 노무현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권한 및 기능의 재배분의 일환으
로 제시되었다(아래 [그림4]참조). 정권 출범 초기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작업
단을 구성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방침을 발표하였는데, 1단
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우선 정비하고, 2단계로 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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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이명박 정부-권한 및 기능의 재배분

⑶ 향후 개선과제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의 필요성은 결국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두
당사자의 기능중복과 관계정립의 필요성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과
책임성에 대한 검토에 입각한 합리적인 권한이양의 기준과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구체적 방식과 관련해 행정협의체 구성을 고려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일선기관과 대응하는
지방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의 협치 또한 요구된다고 본다.
발표자는 동료 교수님으로부터 대학으로 오기 전에 본인이 근무했던 광역시 중소기업 지
원 분야사무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 업무와 중복성이 높고 보충성원칙에 비추어 조속히 지
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
38) 1단계 3개 분야의 경우 도로･하천분야 48명, 해양･항만분야 59명, 식･의약품 분야 10며 등 모두
208명의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방
안, 2012; 한표환, 앞의 논문, 86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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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료 교수와 같은 행정학자의 글 중에는 일부 업무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
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이 다를 수 있고 이들의 상대방 고객인 기업이 느끼
는 만족도가 분야별로 의미 있는 편차를 드러낸다는 주장도 있다.39) 아마도 이 부분은 중앙
행정권한과 사무의 이양을 받을 지방정부는 과연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냉소적 시선
에서 본다면 내세울 만한 반론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위한 현실적 고민은 사전에 소용비용이나 인력
등을 정확히 추계하고 사무와 함께 동시에 인력과 예산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이를 위한 사무이양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산정하여 감독기능을 부여하자고 한다.40) 그리고 사무이양에 수반되는 재정이전을 위한 이
양교부세와 같은 특별지방교부세의 신설과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논의가 연구보고서를 통
해 제시되고 있다.41)
종국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상기한 논의 결과를 담은 지방일괄이양법
마련이 최종적 결실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이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그간 정부에
서 검토되었던 지방이양사무를 함께 포괄이양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범위를 좁혀 특별행정기
관의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의 진행차원에서 본다면 여러 부처 소관사무가 혼재되어 있어서 국
회의 어느 특정 소관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Ⅳ

결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인 동시에 구체적으로 그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법률에서 설정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경우 프랑스
처럼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용대차 하는 기관위임사
39) 이환범･주효진, “지방분권적 시각에서의 지방중소기업청 조직 통폐합 논의에 대한 평가”, 한국사
회와 행정연구 제14집 제3호, 서울행정학회, 2003, 123-148; 이시철, 앞의 논문, 32면에서 재인용.
40) 하혜영, 앞의 자료, 4면.
4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산정 모델 개발과 적용
방안 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14; 하혜영, 앞의 자료, 4면에서 재인용.

105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 처리 방식으로 대부분의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
능을 지방으로 이양･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적 중복성과 효율성이
주된 논거가 된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반드시 중앙부처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국
한해야만 하는가 하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42)은 국가의 중앙행정부처가 설치하는 특별지방
행정기관이 갖는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된다는 점과 자치권의 신장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유발되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 특별지방행
정기관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행연구에서 중앙부처가 직접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집행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이 완전성과 종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세운 연
관업무간의 유기적 업무수행이 방해받으며 지방행정의 단절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
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본다.43)
지방자치를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헌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의 규범체계로 보면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은 경쟁력과 효율성 및 지역공
공서비스의 근접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은 중앙정
부가 가진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는
데, 특별지방행기관의 존재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많은 성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논하는 것은 본 발표문
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기관의 제도설계에 대한
다양한 생각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급한 프랑스 특별행정기관 모델은 현
재의 지방분권 상황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통일 이후
의 북한지역에서의 지방행정체제의 설계에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2) 조석준, “지자제실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조직과 행정, 정화인쇄,
1994; 김영수･금창호, 앞의 논문, 235면에서 재인용.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특별지
방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소속행정기관인 소방본부와 소방서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에 비
중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종합적 기능과 구별되는 일종의 예외적 일선기관의 경우를 특
별행정기관 범주에 포함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43) 주재복･강영주,｢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정책연구 2016-32), 2016, 1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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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 2016.9.21.
한표환, “역대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정책 비교평가”,｢지방행정연구｣제28권 제4호,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2014.12.
[프랑스 단행본･보고서]
B. Fauré, Dro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e édition, Dalloz, 2016.
F. Priet･J. Ferstenbert･P. Quilichini, Dro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lloz, 2016.
P. Serrand, Manuel d’institutions administratives français, 4e édition mis à jour,
PU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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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Bourdon･J.-M. Pontier･J.-C. Ricci, Dro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UF,
2008.
Cour de comptes, La déconcentration des administrations et la réforme de l'Etat :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ivi des réponses du Premier ministre
et des ministres intéressé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3.
[웹사이트]
- http://www.legifrance.com/ (프랑스 법령 및 정부종합포털사이트)
- http://www.interieur.gouv.fr/ (내무부)
- http://www.dgcl.interieur.gouv.fr/ (지방자치국)
- http://www.vie-publique.fr/politiques-publiques/decentralisation/deconcentration/
(지방분권과 지방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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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2017. 11. 7.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위
원장 박재승)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에 따라 별도의 ‘자치경찰제 시행관련 대응 T/F’를 만들어 대
응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가 11. 28.에 있었다.1) 그리고 12. 7. 동 위원
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안을 권고하면서,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방안을 그에 담고 있다.2) 12. 8.
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권고안에 대하여 지방분권 원칙
에 상반된다는 주장이 기사화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
을 추진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교육감을 지역주민이 선발해 자체 교육 정책을 펴는 것처
럼 경찰 행정에 지방자치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고, 미국의 자치경찰과 비슷한 수준이 되
어야 한다고 하며, 무늬만 자치경찰인 제도에 반대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한다.3)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는 길게는 미군정 시대부터, 보다 현대적이며 구체적인 논의의 관
점에서 짧게는 15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정부는 학계와 정치권, 지방분권 전문가들과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자
치경찰제의 모델을 만들어 도입해야 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해온 바 있으나, 바로 정치적
상황에 밀려 그 정부안이 자동폐기된 것만도 여러 차례에 이른다.
군대 다음으로 12만에 이르는 인력을 한 기관에 갖고 있는 경찰청이 국가의 경찰사무를
* 이 글은 2017. 12. 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오니 인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 데일리안,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서울시 자체 TF 구성해 구체화 작업 돌입, 2017. 11. 28. 기사.
2) 데일리한국, 경찰개혁위 “수사권·기소권 분리” 권고안 발표, 2017. 12. 7. 기사.
3) 연합뉴스, “무늬만 자치경찰제 반대···수사권 더 줘야”, 2017. 12. 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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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함으로써 그 경찰권력이 대통령의 수중에 들어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
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민의의 형성을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정
치권이나 학계, 시민계 모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절대수단이 자치경찰제도인가, 또한 그리고 그것이 미국식 기초형이든
일본식 광역형인가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2007. 2. 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제5주제로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
경찰활동론의 관계”의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4)
자치경찰제도법안들은 자치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각 당파의 의혹과 이해관계
로 인해 시범실시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연유에는 경찰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
체,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 수사권독립과 관련된 법무부의 검찰-행정자치부의 경찰간 충
돌 등 정치적 상황도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국민의 무관심
이 더 큰 작용을 했다고 본다. 국민들이 자치경찰에 관해 무관심한 것 역시 여러 근거가
있겠지만, 자치경찰에 관한 도입주장의 내용을 보면 주로 지방자치제도의 이념확보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주체간 권력배분 즉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진정한
제도의 목표인 범죄의 예방 등 민생치안확보와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공공의 안녕질
서유지에 관한 경찰의 민주성제고 등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개혁방식
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지한 확인도 없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민생치안이 확보될 것
이라는 추론을 당연시하여 전제해버린 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정
부나 학계의 논의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말하면 자치경찰제도를 자
치경찰법(안)이라는 그릇에 담아 도입하면서 주로 자치 부분에만 관심이 가해지고 중요한
경찰작용법 부분에 관한 주의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라는 의문이 든다.
현재 필자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위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 논의의 상황이 그 당시는 정
부안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모델이었다는 점과 현재는 광역형 모델이라는 점 정도이
고, 여전히 정치권, 현 정부 특히 기존 경찰력의 중심인 경찰청은 경찰‘권력’의 ‘자치권력’으
로의 향배와 그 모델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작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
안과 법이론적 근거확보에는 진정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졸고,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관계 –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의 보완을 위한 지역사
회경찰활동론 고찰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2호, 2007, 1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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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때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계의 연구이다. 법학계와 행정학계는 노무현 정
부 이후 매우 밀도 있는 연구결과를 산출하여 왔다. 그 성과는 이후 성향이 매우 다른 이명
박 정부의 국정과제와 박근혜 정부 시작 이후 정부추진과제로 자치경찰제도가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 왔음이 확인된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가 수립되면서 지방분권을 국가의 최고
과제로 삼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중립성 제고를 그 한 축으로 삼은 것은 주
지의 사실이고, 그에 따라 법학계, 행정학계 모두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산출해내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하 ‘제주자치경찰’이라 함)이 2006. 7.
1.부터 설치·운영되어 오면서 살아남아 점점 더 그 사무를 확대하고 비례적으로 조직을 확
대하고 있다. 이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일반인과 다름없
는 신고인에 불과한 자치경찰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지만, 10여 년이 지나면서 더 확장되
고 있는 경찰조직을 그렇게 폄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경험적/이론적 탐구의 경험도
없이 남의 말을 옮기면서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필자는 이하에서 그 동안의 자치경찰제도 논의의 연혁과 그것에서 밝혀진 장단점과 거시
적 도입명분과 우려를 가능한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쟁점을 밝힌 후, 자치경찰에서 ‘자치’적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도입모델을 제시하고, ‘경찰’적 측면에서 거시적 우
려점과 미시적 문제점의 보완에 관련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의 연혁

1. 2003.2. 김대중 정부까지
필자는 도입 논의의 연혁을 위한 시점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이전과 그 이후, 그리고
금년 문재인 정부로 구분하였다. 간단히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부터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의
논의 및 실천의 구체성이 확인되고, 현실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까지는 ‘광역자치단체형’ 자치
경찰모델이 중심이었다면,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기초자치단체형’ 모델이 정부
의 자치경찰 논의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내용은 대표적 문헌인 양영철 교수(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의 논문5)을 중심으로
5) 양영철. (2015).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도입 정책 추진과 정책적 함의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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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다. 첫째, 미군정 시대(1945.8.15..~1948.8.14.)에는 미군정의 경무부가 중심이 되
어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자 하였고 일본의 사례를 접목시키려 하였다. 그러
나 공산주의 남침가능성, 지방재정의 열악, 특히 업무의 통일·신속함의 필요성이 근거가
되어 지금과 같은 국가경찰독점체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6)
둘째, 장면 정부 시대(1960-1962)에는 국가경찰이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다
는 이유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제시되었다. 이
시기의 자치경찰모델은 중앙·지방공안위원회 이원제 형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제
4·5대)가 주도한 시기였다. 제4대 국회는 경찰중립화안 기초위원회가 경찰법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하였다가 국회종료로 자동폐기되었다.7) 그리고 나서 제5대 국회는 ‘경찰중립화를
위한 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를 논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경찰을 행정부 수반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공안위원회 이원제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양 위원회 아
래에 경찰을 설치하고, 이 공안위원회가 국가와 지방경찰책임자를 임명하며 예산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제 중심모델이다.8)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되, 요구되는 민주
성은 국민이 직선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자치경찰 운영에 개입하고 공안위원회 구성에 여
당과 야당,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여 확보하는 것
으로 하였다. 이렇게 충돌하기 쉬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조정하기 위한 장면 정부 시
대의 자치경찰 도입논의는 5·16 쿠데타로 종결되었다고 한다.9)
셋째,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을 논의하기 어려운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기는 넘어 간다.
노태우 정부 시대(1988-1993)에는 야3당(통일민주당[대표 김영삼], 평화민주당[대표 김대
중], 공화당[대표 김종필]) 주도로 경찰중립성 제고를 위한 경찰개혁안이 꾸며졌는데, 중앙
경찰조직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조
직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지방경찰본부를 설치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실제 명령체계는 경찰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전형적인 일본형 국가경찰

6)
7)
8)
9)

14(1), 119-156. 또한 김도식. (2008).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및 바람직한 방향, 경찰법연구 6(2),
347~370에서 348면 이하; 강주영. (20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공법적 검토. 동아법학,
(60), 29-63에서 37면 이하 참조.
양영철, 위의 논문, 128-130면 참조.
양영철, 앞의 논문, 131면.
양영철, 앞의 논문, 132면. 양영철 교수는 이를 ‘혼합형’이라고 칭하고 있다.
양영철, 앞의 논문,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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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주의를 취한 것이었다고 한다.10) 그러나 그나마 통일민주당, 공화당, 민주정의당 3당의
통합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는 자연적으로 소멸하였고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은 김영삼
정부로 계속 이어졌다.
넷째, 김대중 정부 시대(1998-2003)에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하고 논의를 주도하여
여당, 학계 그리고 경찰에서도 지지를 얻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준비하였다. 외면상으로는
경찰청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경찰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었고, 동시에 학계 전문가, 시민대
표의 의견을 여러 루트로 수렴하여 1999. 5. 4. 경찰법 개정안을 경찰청 안으로 발표하였
다고 한다.11) 조직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지방경찰위원회 이원제이고, 지방경찰위원회인 시·
도경찰위원회 위원 5명 중 시·도지사가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2명을, 시·도의회가 2명, 국
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결기관인 지방경찰위원회를 주
도하게 하였다.
사무 면에서는 지방경찰의 고유사무를 확대하였다. 국가경찰사무는 정책입안적, 총괄적,
공안, 전국 통일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경찰업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인사 면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임명방법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지
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책임자 임명에 관여하고,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지방자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되,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안은 ‘중첩형’ 자치경찰 모델이
며, 사무면에서는 지방자치적 요소가 매우 강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자
치경찰논의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새천년민주당이 2000년 총선에서 대패함으
로써 동력을 잃고 법안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되었다.12)

2. 2003. 2. 노무현 정부 시대부터 2013. 2. 박근혜 정부까지
참여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대선공약이자 지방분권의 핵심정책과제로 지정하여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도입의무사항으로 정하여 법적 근거까지 마련
했다(제10조 제3항). 유럽대륙형(국가경찰을 중심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별 자치경찰운영)
미국형(기초자치단체별 다양한 경찰운영), 일본형(광역자치단체 단위 경찰위원회의 관리·
10) 양영철, 앞의 논문, 133-135면 참조.
11) 양영철, 앞의 논문, 137면.
12) 양영철, 앞의 논문, 137-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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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으로 크게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나서, 국가경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시·군·자치
구에 자치경찰을 두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위하여 유럽대륙형
모델을 주로 참고하였다고 한다.13) 자치경찰의 주요정책 심의·자문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로 구성된 ‘자치경찰특별위원회’14)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두고, 실무추진을 위하여
당시 행정자치부에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였다.15) 최종적으로 17개
시범실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발표까지 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지를 받고 광역단위 안을 주장한 유기준 의원(안)의 취지반영과 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
사병화 방지안, 국가의 재정지원 안을 모색하며 실무추진단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와
중에 17대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일을 겪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제도는 2006년 그 실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 안은 고유한 특징을 가진 것이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와 방향이 거의 반대의 것이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국가경찰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병렬적/수평적 관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조직형태, 기존의
「경찰법」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개정형식을 통한 독립법형태, 정치적 중립보
다는 ‘민주성’, 역대논의의 중심인 광역형이 아니라 ‘기초형’, 의사결정기관의 2원제보다 ‘단
일제’, 자치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면권은 자치단체장이
보유, 설치실시는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 재정도 자치단체 부담원칙으로 기존 정부 안과는
사뭇 대조적인 ‘자치경찰의 완전한 지방화’의 모습을 가진 것이었다고 한다.16) 이러한 노무
현 정부 안은 실패했지만, 제주자치경찰제도는 살아남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008. 2. 25. 시작된 이명박 정부 시대의 자치경찰제 도입논의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노무현 정부 안을 거의 수용한 것이다.17)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서 법적 근거 마련(「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18), 국가경찰과의 병렬형,
실시단위는 기초자치단체19), 조직은 시·군·자치구 단위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심의기
13) 김도식, 앞의 논문, 348면.
14) 양영철, 앞의 논문, 139면. 이 특별위원회의 특징은 역대 자치경찰제 도입 위원회 구성은 경찰 측
전문가가 중심이었다면,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 전문가가 10명 중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 한다.
15) 김도식, 앞의 논문, 349면.
16) 양영철, 앞의 논문, 140-141면.
17) 양영철, 앞의 논문, 142면.
18) 김도식, 앞의 논문,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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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기초단위에 자치경찰운영위원회, 광역단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며, 인사로는 자치경
찰대장은 자치경찰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자치경찰사무로
는 지역생활안전, 지역경비, 지역교통, 특별사법경찰 17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로 하
고, 재정은 지자체부담이 원칙이나 경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 안은 참여정부의 안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단 광역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우 치안행정위원
회, 자치경찰지원관, 치안협력관을 통한 통합 및 조정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광역단위의 기
능보완이 이루어졌다.20)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기초형), 지방행정체
제개편위원회(광역/기초 동시), 이철우 의원안(광역형) 등 도입논의가 혼란에 빠지고, 지방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흐름이 왜곡되면서 결국 2012. 5. 자동폐기되었다고 한다.21)
위 이명박 정부 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현 국가경찰제의
장점과 지방분권의 취지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특히 국가경찰시
스템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22).
마지막으로 2013. 2. 25. 시작된 박근혜 정부는 공약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넣어 두지 않
았고, 인수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
칙적으로 지방분권 방향을 지방주도, 국가지원 체제로 전환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의 ‘생활중심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잡고(소규모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인근 지자체와 통
합), 2014년 시범실시 후 2015년 희망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율적 ‘선택형’ 모델을 모형으
로 잡았다.23) 사무는 주민생활밀착형사무와 특별사법경찰사무로 하여 방범, 질서유지, 교
통,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보호활동을 하고, 식품·환경·공중위생·
농축산물 분야, 지적재산권 침해와 무면허 운수사업 단속사무 등을 추가하는 논의를 협의하
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별하게 촉발된 쟁점은 없으며, 단지 세부 내부운영사항으
로 단장의 계급, 임명 시 단장 후보 추천위 임명제도 등 안전행정부의 요구와 일부 광역자
치단체들이 광역형모델의 도입, 자치경찰에 범죄수사권 부여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24)
19) 김원중, 김윤영. (2015). 자치경찰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의 역할 검토, 치안정책연구 29(1), 99-131에서
117면; 강주영, 앞의 논문, 38면.
20) 양영철, 앞의 논문, 143-144면.
21) 양영철, 앞의 논문, 144면.
22) 김도식, 앞의 논문, 350-351면 참조.
23) 양영철, 앞의 논문, 145면.
24) 양영철, 앞의 논문, 146-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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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5. 10.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논의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지방분권과 그 완성수단으로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공약 중
하나로 하였다.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실시
후 2019년 전면실시 계획이 그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를 개시한 이래로 여러
국제·국내 사태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이, 경찰청 주
도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출범하여 서론에서와 같이 11. 7. 광역단위 자치경
찰제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현 이철성 경찰청장은 8. 17. 현 250개 가
량의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교통, 경비, 특별사법경찰 4개 범위에 걸쳐 100개까지 이
관이 가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25) 위 권고안에 대하여 아래에서 후술한다.

Ⅲ

2017. 11. 7.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의 내용과 검토

1. 권고안의 내용26)

< 조직 >
❍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도의 광역적 사무를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자치경찰의 주요정책과 업무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 자
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 자치경찰 관련 민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주요비위사건 등에 대한 감
사‧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요
구 등이다.

25) 제민일보, “경찰사무 100개 자치경찰 이양 가능”, 2017. 7. 17. 기사.
26) 아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청 브리핑 보도자료(보도일시: 2017. 11. 18(수) 조간)에서 발
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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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
❍ 사무배분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관련된 사무는 최대한 자치경찰사무로 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 자치경찰 주관 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되, 필요한 인력‧기술‧재정이 미비하거나, 기타 장애
요인 등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치안공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치안서비스의 균질성과 형
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 수행사무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 자치경찰에게 보안‧외사와 같은 국가사무 및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
경찰이 수행 곤란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교통‧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한다.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한다.
❍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동물보호법)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권한을 부여한다.

< 인사 >
❍ 시‧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 자치경찰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하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경찰 내
부 임용 외에 개방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의 의사 반영을 위해, 자치경찰본부장이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인력 >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에 추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자치경찰인력은 시‧도에서 일괄 선발하여 시‧도 또는 산하 시‧군‧구에서 운용하되, 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초기 소요인력의 상당부분을 국가경찰에서 이체한다.
❍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국가-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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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 자치경찰 출범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
한다.
❍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국가경찰 건물에 대해 자치경찰과 공동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 국가-자치경찰간 협력 >
❍ 시‧도의회는 지역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청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112신고망‧통신망‧전산망을 공동 활용하거나, 합동단속‧수사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한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해 상호 협의기구를 설치‧운영
한다.

< 정치적 중립성 확보 >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
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
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도록 한다.
❍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
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를 공모하여 3배수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한다.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3년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의무와 심의·의결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자치경찰법에 규정한다.

<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연계성 강화 >
❍ 원활한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지방행정의 치안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자치경찰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치안자원 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단속‧특별사
법경찰 등 법집행기능을 자치경찰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과 관련하여
❍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범위, 국가의 재정부담 범위 등은 추가적으로 보다 면밀
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학계 등
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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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
게 될 자치경찰은 물론 자치경찰을 관할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불
합리가 초래된다. 따라서 분권이념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에 맞춰 검찰-자치경찰의 관계
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로 결정하였다.
❍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2. 권고안의 주요내용과 1차적인 평가
(1) 실시단위 - 전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 및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
원회’를 설치하고,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며 경우에 따라 시·도 직할 시·도 자
치경찰대 설치·운영함.
경찰개혁위원회는 과거 광역형, 광역/기초 이원제형, 기초형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광역/
기초 이원제형이며,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므로 기본 단
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필요적
으로 두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광역에도 광역지자체의 법집행력을 강화하고 광역단위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
해 시·도직할 자치경찰대를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단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안의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모델은 단념한 것이고, 동
시에 지자체의 선택형모델을 필요적 도입모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리사무 - 보안·외사 등 국가사무와 전국적·통일적 처리필요 사무, 고도의 전문성
을 요하는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교통‧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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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된, 즉 행정경찰의 주요사무의 권한을 자치경찰에게 넘기고, 특별
사법경찰 사무 중 지방전문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후자 즉 특
별사법경찰사무 중 어떤 것이 결정될 것인지는 사후에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3) 수사권의 범위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
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생활안전범죄의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주민의 기초적인 사
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사후에 결정하는 것
으로 유보하였다.

(4) 인사 -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되,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
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中 임명하고,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
본부장이 추천하여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함.
시·도 광역 자치경찰제가 기본형태가 되므로, 시·도지사의 임명권한 행사는 충분히 예
상될 수 있는 일이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는 유보되어 있다.

(5) 재정 - 자치경찰 출범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27)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국가경찰 건물에 대해 자치
경찰과 공동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국가가 기본적인 필요인력과 장비를 제공하고 건물공간도 국가경찰건물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유보하였다.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지방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되, 초기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인적/물적 자
원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결정할 수 없
27) 전언에 의하면, 국가경찰 12만 중 15,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15,000명을 신규채용하여 총
30,000명의 자치경찰로 전국에 배분할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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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재정수단의 지방자치단체으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로 돌린 것
으로 파악된다. 일단은 적극적 의사표시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재정부분에 대한
권고내용은 거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5)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상호협력 - 시‧도의회는 지역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국가경
찰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상호 협력하도록 제도화 함.
어쩌면 자치경찰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 활동과 관련된 협약의 실천내용이 주요 참고가 될 것이다28). 그런데 권고안
에 따른 시·도의회의 질의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견제에 관련된 것이지, 상호협력적 내용이
라고 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호협력의 내용에는 필요한 정보나 기술, 통신말이나 시
설물, 운영상황·계획의 공유와 상호통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29)

(6) 검경 수사권독립문제와 상호연계 –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광
역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형태가 되어 불합리함이 초래됨을 강조함.
이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 권고안이 발표되고 정확히 한 달
후 2017. 12. 7.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민간에 의해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 경찰청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모르겠지
만, 이 권고안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동안 숙원으로 생각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자치경찰
제 도입수용과 연계시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30). 광역지자체 장이 지휘를 받는 상황까지
추단하여 근거로 든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 독립을 조건부로 하겠다는 의지도
보인다.31) 이에 대하여 필자는 수사권의 완전독립문제를 자치경찰제도와 연계시켜 이해하
28) 공법상 계약으로서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약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 대표적 논문으로 강
기홍. (201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2권 1호,
47~74에서 특히 56면 이하 참조. 또한 강주영, 앞의 논문, 49면 참조.
29) 김도식, 앞의 논문, 360면.
30) 자치경찰제도와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황문규. (2016).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 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5券 第1號, 151~180 참조.
31)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 논문으로 양영철,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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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자치경찰법의 통과를 계속 힘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32)

3. 소 결
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론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의 적극적인 도입수용의지를 보아 단순히 구
속력 없음을 논할 경우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실시단위가 광역형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형을 주장해 온 많은 학자들의 반발문제,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현실적으로 시·도지사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책 마련문제,
유보되어 있는 행정경찰사무 및 특별사법경찰활동의 범위와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
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의 범위의 문제, 자치경찰인력의 숫자가 미정이라는 점과 그
인력과 물적 장비에 소요될 경비의 예산확보라는 재정문제, 마지막으로 경찰의 검찰로부터
의 수사권 독립과의 연계문제, 국가경찰과의 또는 타 시·도 자치경찰과의 분쟁 시 조정문
제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Ⅳ

자치경찰제도의 강점-약점-기회-위기(SWOT)분석과 각 쟁점에 대한 제안

1. 자치경찰제도의 SWOT 분석
과거 어떤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법학 논문의 일반적인 형식은 관련 현
황을 보고하고 그에 관련된 법리, 판례를 분석하고 나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였다. SWOT분석은 경영전략수립기법으로 고안된 것으로, S의 ‘Strength’는 내부환경
의 강점을 말하고, W의 ‘Weakness’는 내부 환경의 약점을 의미하고, O의 ‘Opportunity’는
외부환경특히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기회이고, T의 ‘Threat’는 그 거시적 환경에서 우려
되는 위협요소를 말한다.33) 이 분석방법을 채용한 것은 아래의 자치제도에 관련된 각 쟁점
(2015), 151면.
32) 이기춘, 앞의 논문, 138면.
33)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
(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미국의 경영컨설턴트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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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결론으로서 제안내용을 도출하는데 편의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갖는
다. 이 분석은 강점이 경우에 따라 바로 약점이 될 수 있고, 위기요소가 운용에 따라 기회요
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제도도입 시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1) 자치경찰제의 (미시적·내부적) 강점(S)

• 주민에 대한 근거리 치안서비스 제공34)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 향상. 학교 및 생활주변
폭력에서 청소년보호, 뒷골목 환경개선과 순찰을 통해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귀가, 식
품, 건축,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도 가능하고35), 생활치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36).
• 주민 공동체에 적합한/지역특성에 적합한 자기경찰 보유37)와 이를 통한 지역주민 위
주의 봉사/복리행정 실현38).
• 타 자치경찰과의 상호경쟁을 통해 자치경찰행정의 전체적 발전도모 가능함39).

34)
35)
36)
37)
38)
39)

버트 험프리(Albert Humphrey)에 의해 고안되었다. SWOT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의 내ㆍ외
부 환경 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며,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기회와 위협을 찾아낸다.
• 강점(strength): 내부 환경(자사 경영 자원)의 강점
• 약점(weakness): 내부 환경(자사 경영 자원)의 약점
• 기회(opportunity): 외부 환경(경쟁, 고객,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기회
• 위협(threat): 외부 환경(경쟁, 고객,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된 위협
SWOT 분석은 외부로부터 온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위협은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한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SWOT 분석에 의한 경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SO전략(강점-기회 전략): 강점을 살려 기회를 포착
• ST전략(강점-위협 전략): 강점을 살려 위협을 회피
• WO전략(약점-기회 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
• WT전략(약점-위협 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
SWOT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간결하고 응용범위가 넓은 일반화된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SWOT 분석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
민국정부)
거의 모든 자치경찰제도 문헌에서 제시하는 장점이므로 문헌인용을 생략한다.
김도식, 앞의 논문, 365면.
오재환, 이충은. (2017).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9, 81-102
에서 83면.
김도식, 앞의 논문, 363면.
강주영, 앞의 논문, 36면.
강주영, 앞의 논문,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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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틈새 치안서비스 제공 가능. 생활
소음 피해, 통학로 안전확보,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입간판 제거, 학교/가정폭력 대처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는 차별적으로 해소가능40).
• 국가경찰의 과거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의 부적절한 대응,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
확대에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41).
• 경찰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지역 경찰행정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있고, 경찰인사조직의 안정도 도모가능함42).

(2) 자치경찰제의 (미시적·내부적) 약점(W)
• 강점이었던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행정의 수행은 지역토착세력과의 밀착을 통한 유착과
부패로 바뀔 수 있는 – 동전의 양면과 같은 – 위험성 보유43). 그러나 이는 자치경찰만
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경찰기구에 대한 엄정한 통제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극복되어
야 할 문제일 것임.
• 지방자치의 정치수준 및 정당공천을 받는 자치단체장 선거제를 고려할 때,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자치경찰의 자의적 운영,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사병화(私
兵化) 문제44).
• 긴급히 발생하는 광역적 치안행정수요에 대응 곤란함45). – 국가경찰과의 협약마련을
통해 긴급연락관 등 을 두어 해결함.
• 국가경찰의 비협조와 국가경찰의 조직 및 인원축소 저항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하여
국가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얻으면 자치경찰도입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예상함46).
김도식, 앞의 논문, 365면.
오재환, 이충은, 앞의 논문, 83면.
강주영, 앞의 논문, 36면.
강주영, 앞의 논문, 37면.
김도식, 앞의 논문, 362-363면. 여기서 이명박 정부(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자치경찰의 사무에 일반수사권을 배제하고, 봉사위주의 사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매년
지역치안활동 목표를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사를 반영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공표하
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셋째,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 자치경찰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치경찰의 인사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하여 자치단체장
의 인사전횡을 방지토록 하였고, 넷째 국가 및 시·도의 엄정한 지도 감독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경찰청장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고 한다.
45) 강주영, 앞의 논문, 37면.
46) 양영철, 앞의 논문, 151면.
40)
41)
42)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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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지역화로 인한 조직축소를 통해 승진기회 감축으로 인한 사기저하 초래47).
• 재정자립도 차이와 국고보조의 불고정성으로 인해 시·도 간 치안불균형 발생48)

(3) 자치경찰제의 (거시적·외부적) 기회요인(O)
• 국가경찰력의 분산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제고 - 중앙정치와는 독립하고 무관하게 독
자적인 주민안전과 치안사무에 전념 가능49).
•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상을 정립하고50) 그것을 통해 민주성이 제고되며51),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
발생하는 권위주의와 인권침해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민주적 효율성을 도모 가능함52).
• 국가경찰과의 차별화된 역할분담을 통하여 자치경찰의 자기책임 하에 지역치안을 자율
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책임주의 실현가능53).
• 지방자치단체의 법 집행력 보강을 통해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제고하고54)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최종적 사
무수행자가 되어 양자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과 비협조를 극복하고 일관되고 정합
성 있는 완전한 지역사무의 수행을 실현할 수 있음55).
• 행정법령 위반에 대한 집행부전(執行不全) 현상의 해결56)을 통한 법치행정의 실현.
• 고전적 경찰소극의 원칙으로부터 탈피 – 복리행정, 사회국가원리와의 조화가능성57),
다른 말로 권력적 요소가 강했던 ‘경찰’ 개념에 비권력적 요소의 부각 가능함.

47) 강주영, 앞의 논문, 36면.
48) 김원중. (2017).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제언, 지방자치법연구 17권
2호, 111~132에서 125면.
49) 오재환, 이충은, 앞의 논문, 93면.
50) 오재환, 이충은, 위의 논문, 83면.
51) 강주영, 앞의 논문, 36면.
52) 오재환, 이충은, 앞의 논문, 93면.
53) 오재환, 이충은, 앞의 논문, 84면, 93면.
54) 오재환, 이충은, 앞의 논문, 83면.
55) 강주영, 앞의 논문, 36면.
56) 김도식, 앞의 논문, 363면.
57) 이기춘. (2007).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관계,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2호, 115~150
에서 141-14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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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경찰제의 (거시적·외부적) 위협(우려)요인(T)
•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계속된 실패경험과 그에 대한 국민의 낮은 기대감58)
• 남북의 대치, 국토의 협소, 지방재정 자립의 열악함이 자치경찰도입실패의 현실적 문
제들이라는 지적59)
• 자치단체장의 계속되는 비리에 대한 국민여론의 악화60)
• 예방의 강화를 통한 신(新) 경찰국가화의 우려
• 자치경찰공무원의 비리, 토착세력과의 유착, 예산낭비 등이 다수 밝혀질 경우 궁극적
으로 지방자치 자체의 위기 도래가능성

2. 실시단위의 문제 : 광역이냐 기초냐 아니면 광역중심이원제냐 논란의 종결을
제안함.
전술한 연혁을 보아도 과거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정부 안은 광역형 중심의 도입논의에서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안의 기초자치단체형으로 바뀌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다
시 광역단위 중심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기준(안)과, 이명박 정부 시대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재편위원회는 광역단위
를 주장하였었다.61)
학계도 특히 미국모델을 참고하여 기초자치단체형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측과 광
역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고, 그것은 현재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 측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보충성원칙을 들어서 기
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법학자의 견해62),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 국가경찰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의 취지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기초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방
자치행정학자의 견해63), 유럽형, 미국형, 일본형 중 국가경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58) 양영철, 앞의 논문(2015), 151면.
59) 양영철, 앞의 논문(2015), 120면.
60) 양영철. (2009). 외국의 자치경찰과 우리의 선택, 행안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세미나자료(2009. 10.
29.), 1-33에서 31면.
61) 김원중, 앞의 논문(2017), 115면.
62) 김원중, 앞의 논문(2017),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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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단위의 유럽대륙형 모델을 주로
참고하여 우리 치안현실과 분권이념, 도입효과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 참여정부형이며,
특히 일본식 광역형모델은 실질적으로 국가경찰과 통합되어 자치경찰이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휘·통제(국가공안위 통제, 간부 임명권 등) 아래에 있어서 형식적 자치경찰이라는 비난
과 위원회제 운영으로 경찰행정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초단위 지역특성과 주민의사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주된 논거로 하여 기초단위형을 주장하는 과거 자
치경찰제실무추진단 소속 경찰공무원의 견해64) 등이 확인된다.
광역형 자치경찰모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초자치단체만을 자치경찰제의 실시단위로
할 때 경찰활동의 책임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자치경찰의 난립으로 사무가 중첩될 수 있으므
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최근 선진국의 자치경찰제도는 기초단위에서
광역단위로 일원화하는 추세에 있고, 좁은 국토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반나절생활권화, 사
건사고의 광역성, 남북한 대립,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형을 주장하는
견해65)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국가경찰을 유지하면서 기초단위형을 도입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고 효율적 정부에 부적합하며 국민에게 이중적 부담을 줄 뿐이고, 서로 책임
을 회피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66), 시·도지사도 광역시민·도민의 치안
서비스 문제에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하며, 또한 기초단위형에서는 인사교류의 한계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역할자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드는 견해도 있다.67)
필자는 지역사회경찰활동론(Community Policing)의 이론적 가치를 기초단위형 자치경
찰제와 연계하는 견해를 이는 꼭 기초형, 광역형만의 이론이 아니라 국가경찰독점체제에서
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비판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목적을 강력한
관철시킬 것을 담보할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점,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한 치안불균형 문제,
그리고 소속 기초자치단체들간의 조정역할이나 광역적 치안사무를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달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경

63) 양영철. (2005).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345-372에서
358면.
64) 김도식, 앞의 논문, 348, 352면.
65) 조만형. (2005). 韓國型 自治警察制度, 토지공법연구 제27집, 365-385면에서 378면. 특히 379면에서
기초단위형을 채택할 때 시·군·구 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한 치안불균형 문제가 크게 불궈질 것
을 우려하고 있다.
66) 이황우, 중앙일보 토론, 2001.
67) 백성운, 중앙일보 토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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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권의 부여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68) 여기에다가 실제 위법행위 단속이나 순찰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시·군·구 단위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광역단위형을 취하되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두는 형태를 취하는 제주자치경찰모델
과 이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지지한다. 여담이지만, 더 이상 이에 관한 논쟁으로 자치
경찰제도에 대한 자동폐기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고, 동지의 자치경찰학자도
존재한다69).

3. 제주자치경찰 : 행정경찰 수행자 폄하의 종결을 제안함.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단속업무로 이해되는 등하교시간대의 학교폭
력 예방, 담배꽁초의 길거리 무단투기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에 올인하고 있다고 한다70). 특히 제주자치경찰들은 일반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업무, 특별사법경찰 업무, 학교폭력예방 업무, 관광경찰 업무, 교통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박한 평가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
고발인/신고인으로서 자치경찰 등 그 제도적 가치, 이론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리뷰보다는
일반범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폄하하는 주장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71)
하지만 드디어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특사경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그 수사인력이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전국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롤모델
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72). 또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도시경찰 수준의
자치경찰도입, 그것이 힘들면 서울시의회의 광역자치경찰제 모델의 도입, 이것도 어려우면
현행 제주자치경찰제 수준의 모델이라도 도입하여 어떤 자치경찰모델이 최선인지에 관한 끊
68) 이기춘, 앞의 논문, 138-139면.
69) 신현기. (2017). 프랑크푸르트시 도시경찰제와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치안
행정논집, 13(4), 89-112에서 108면.
70) 신현기. (2015).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 박근혜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한국경찰연구,
14(2), 257-286에서 270면.
71)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인용을 하지 않는다.
72) 오재환, 이충은, 앞의 논문, 81면 이하, 96면.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10여 년 사이에 자치경찰의
전속권한으로 특사경 업무가 지정되었고, 검찰의 강한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경
찰은 수사의 전문성을 기하여 2012년 9월 첫 구속사건을 시작하여, 2015년 3건의 3명, 2016년 7건
의 10명, 2017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 3건의 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보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동 논문,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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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는 논쟁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인 고유업무인 단속업무만이
라고 가지고 탄생시켜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제도의 가치에 적합한 것이라는
설득력을 가진 주장이 나오고 있다73).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2006년 제주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가 설치·운영된 이래로 11년
이 지나오면서, 그 인력은 더욱 확충되고 각종 생활사범, 특사경업무, 교통 특히 음주단속권
의 수행 등으로 수행사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없이 위와 같
은 폄하로 이어지는 것은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가지려는 의도로 보인다74).
그리고 경찰행정법학자로서 볼 때, 이론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
으로 하는 실질적 경찰개념에 따른 경찰활동 중에서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을 별도로 수행할
책임조직체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행정법령상 각종 의무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부전(執行不全)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법치행정원리의 작동과 관철을
위한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성과는 높이 평가되어
야 하며, 특사경 및 교통사범에 대한 단속권(음주단속 포함)까지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이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그것을 담고 있고,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4. 특별사법경찰 등 자치경찰사무 : 특히 특별사법경찰권의 모든 권한을 전환할
것을 제안함.
본래 사법경찰작용 안에는 행정경찰의 목표 수행도 포함하는 것이고, 반대로 행정경찰 활
동도 범죄예방과 관련될 경우 사법경찰작용과 밀접불가분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관계이
다. 따라서 협의의 행정경찰활동과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의 업무수행은 위에서 본 행정
경찰업무의 완성과 관철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아직 고발권에 머물고, 도로교통법상
즉결심판권 행사를 하지 못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식
품위생, 보건, 풍속, 환경, 건축, 산림 등 행정분야에서의 행정범 단속권한의 행사는 법치행
정원리의 완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업무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75).
73) 신현기, 앞의 논문(2017), 107면.
74) 이러한 부분에 대한 냉철한 검토를 하는 논문으로 황문규. (2015). 제주자치경찰 비판에 대한 비
판적 고찰 - 제주자치경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10(2), 211-237 참조.
75) 김도식, 앞의 논문,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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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사경법에 의해 제주자치경찰에 특사경업무가 포함되
어 있으며 법규상 일반행정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경찰 모두 수사할 수 있는데, 제주
도의 경우 현재 실무에서 거의 자치경찰이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76)
위에서 본 대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는 국가사무나 전국적·통일적·전문적 처리
가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교통‧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하고,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음주운
전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며,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에 대한 수사
권을 부여하고, 소위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동물보호법)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권한을 부여한다고 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법상 자치경찰사
무의 범위를 초과한 주요권한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5. 재정 : 학계와 실무는 자치경찰제 운영예산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제안함
제주자치경찰과 관련한 보고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요청하는 국가보조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도비로 충당하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20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인력의 예산 현황77)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14,559,561

3,514,000

11,045,561

인건비

6,312,398

2,357,334

3,955,064

합 계

8,247,163

1,156,666

7,090,497

경상적 경비

5,244,299

656,666

4,587,633

사업비

3,002,864

500,000

2,502,864

비 고

76) 강주영, 앞의 논문, 44면.
77) 강주영, 앞의 논문, 40면의 표 2를 옮긴 것임(원 출처는 제주자치경찰단 업무계획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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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든, 그 동안의 정부 안이든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재정확보 부분에 대하여 매
우 미흡한 계획을 발표해 왔다. 과거 박근혜 정부 안에서 재원확보는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과태료 징수의 이관과 징수교부금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 단속 범칙금의 지방자치단체 귀
속분으로 충당한다는 내용 정도가 확인된다.78) 이명박 정부 안과 관련된 과거 계획에서는,
정부에서는 국가경찰 이관인력 약 3,000명에 대한 인건비 약 1,128억을 자치경찰로 이관하
며, 자치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은 모두 해당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국가경찰의 탄력적 재
배치로 치안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더불어 제도 정착시까지 국가에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고,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배정에
있어서 지원규모를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치안서비스가 가능한 한 균질하게 제공되도록 보완
할 계획을 가졌었다고 한다79).
자치경찰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이 원칙이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자치경찰제도를 국가적으로 필요적으로 도입한다고
할 때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국가가 필요경비를 지원
하도록 하는 자치경찰도입 근거법령 안에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등80)에 관한 심도 있는 고
찰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제시가 곤란한 이유로 해서인지 단지 지원약속 정도로 그치고 있으며,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6. 경찰위원회 제도 – 과거 유명무실했던 지방 국가경찰위원회 활동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 강화 제안
필자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가 달린 민주성 담보자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의 민주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언에 의하면 모 도(道)의 (국가)경찰위
원회 위원이었던 분은 임기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 참석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사실상
제도설계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그렇게 중요한 경찰위원회의 가치는
자치경찰제도에서 더욱 무게를 갖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자치경찰제도의 여러 위협요소들
은 위원회 활동만 민주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하여 이루어져 목표인 견제, 통제권한의 임
78) 양영철, 앞의 논문(2015), 147면.
79) 김도식, 앞의 논문, 363면.
80) 김원중, 앞의 논문(2017), 125-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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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할 때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든 과거
여러 정부 안이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인사 부분에 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왔는데, 국가경찰현실과 같이 경찰기관과 유착하여 거수기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유명무실
한 위원회가 된다든지 하면 자치경찰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일본광역형 모델
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81). 제주자치경
찰에 대하여 자치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지역주민과의 유착관계 등 위법/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경찰의 감독체계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상 치안행정위원
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같은 견해인 것이다.82)
최근 영국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을 통해 기존 ‘지방경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치안위원장(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이 지역치안
문제를 전담하고, 신설되는 ‘지역치안평의회(Police and Crime Panel)’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한다는 후술하는 영국에서
의 경찰개혁 형태가 참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83) 물론 위원회 기능이 너무
강화되면 경찰작용의 효과성/효율성이 떨어져 다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조화
롭게 풀려야 하는 문제는 있다.

7. 비교법적 고찰 : 최신의 정확한 외국 자치경찰 사례보고와 냉정한 검토를 제안함.
프랑스 식 전원감시원(혹은 농촌경찰) 제도와 같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위한
치안의 특별한 고려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문헌84)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81) 경찰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김원중. (2007). 경찰위원회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175-200; 김원중. (2007). 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운영 실태 검토. 한국정책연구, 7(1), 1-14; 이
상원. (1999). 자치경찰제도하에서의 지방경찰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권, 55~86; 이상원. (2013).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42권,
173~199면. 위원회 제도 일반에 대해서는 나채준. (2013). 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
에 대한 재검토, 홍익법학 14(4), 335~365.
82) 오재환, 이충은, 앞의 논문, 93면.
83) 김학경, 이성기. (2012).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찰학연구 12(1), 147~174에서 158면.
84) 한견우. (2017). 경찰의 주민근접성을 실현하기 위한 프랑스 자치경찰의 연혁과 발전. 법학논총,
29(3), 523-558에서 특히 자치시경찰과 대비되는 532면 이하 “3. 농촌지역의 경찰 – 전원감시원 -”
제도 참조; 이를 ‘농촌감시원’이라고 부르며 연구하는 논문으로 이승민. (2010). 프랑스법상 경찰
행정에 관한 연구 – 개념, 근거, 조직, 작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1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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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서 잠깐 언급한 영국의 최근 경찰개혁 노력을 보여주는 문헌들의 연구가 절실
하다.85) 이러한 대표적 논문에 의하면, 영국은 1964년 영국경찰법의 삼원체제로 지방경찰
위원회-지방경찰청장-내무부장관이 책임과 권한을 균등히 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범죄의 증가와 테러위협 등 국가차원의 치안능률성 제고필요성 때문에 ‘형태는 지방자치,
실질적 중앙집권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최근 2011년 보수당 재집권 후 「경찰개혁 및 사
회책임법(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제정을 통해 다시 균형관계로 회귀
하였다고 한다.86) 이러한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선출직 지역치안위원장의 권한 강화와 내무
부 장관의 권한 약화, 지역치안평의회의 지역경찰 견제기능수행으로의 역할 변화, 중앙집권
과 지방분권의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지
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 확보와 국가적인 조직범죄 대응능력 강화라는 측면이 있다
고 한다.87)
마지막으로 최근 마약범죄,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중앙정부의 지역경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자치경찰의 중무장·군사화 경향 등의 연구 결과88)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크다89). 특히 지역경찰의 군사화과정에서 자치경찰의 중요한 의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역 법집행기관들은 자치정부
의 정상적 통제과정을 벗어나 연방정부의 군사장비협조를 받았고 이때 지역 선출직 관리들
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시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의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비판
도 제기된다90). 미국 기초단위형 자치경찰모델을 모범으로 삼거나 심도 있게 참고하자는
주장들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시사할 점이 많다고 본다.
김학경, 이성기, 앞의 논문, 특히 151면 이하 참조.
김학경, 이성기, 앞의 논문, 149면.
김학경, 이성기, 앞의 논문, 165-166면.
김면기. (2017). 미국 연방정부가 지역경찰에 미치는 영향력의 실제와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17(2), 139~164. 또한 미국 자치경찰제도 일반에 대해서는 윤호연. (2013). 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6(4), 68-117 참조.
89)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는 뉴욕경찰(NYPD)를 “지구상 7번째 규모의 군대”라고 명명했다고도
한다. 김면기, 앞의 논문, 150면. 특히 이 논문에서는, 지역경찰의 군사화는 연방정부의 오랜 정책적
노력의 결과.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 연방의회는 국가방위 승인법(the 198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제정하여,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보유한 군사용 장비들을 지방경찰
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36) 이후 국방부는 필요를 넘어서는 군사용 장비들을 지역경찰
로 이관하였는데, 동 법에 의해서 이관된 군사용장비의 액수는 2014년 당시까지 총 5조 원 가까
이 된다고 한다. 지역경찰은 보급된 장비들을 이용하여 SWAT(Special Weapons and Tactics)팀을
구성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마약 단속현장 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지역경찰의 군사화는, 9/11 테러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지역경찰이 점차 “본질적으로 작은 군대”
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동 논문, 149-150면).
90) 김면기, 앞의 논문, 150면.
85)
86)
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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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자치경찰법의 기본원칙의 설정 과제

지면과 시간관계상 담지 못했던 내용으로 자치경찰법의 기본원칙의 설정 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이제 더 이상 자치경찰제도에 관련된 불필요한 유사내용 논의를 피할 기본원칙
이 필요함을 밝히고, 구상하고 있는 기본원칙의 화두들만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자치경찰 조직법상 기본원칙]
- 국가경찰-자치경찰-민간포함 위원회의 공존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 : 거버넌스의 명령.
- 보충성의 원칙 :
- 책임의 원칙 :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들, 자치경찰대 대원, 지역주
민들 간 상호견제와 자기책임 강화, 유착금지의 명령.

[자치경찰 작용법상 기본원칙]
- 위험방지의 효과성과 업무중복을 피하여야 할 효율성의 원칙
- 위법행위의 예방과 진압을 통한 리스크회피의 원칙 : 리스크 사전예방 – 대비 – 대응
– 회복의 각 단계에서의 자치경찰기관, 공무원들의 임무 확인. 자치경찰절차법 제안.

최종적으로 이 발표문을 송부하고 나서, 장래 학회지 논문으로 작성할 때에 가장 먼저 보
완되어야 할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자치경찰의 지방자치사무로서의 적합성에 관
한 헌법, 행정법적 검토일 것입니다.91)

91) 이와 관련하여 최신의 가장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조성규. (2017).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경찰제
논의, 행정법연구, (50), 83-108; 김원중. (2016).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
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6권 3호, 403~428; 김원중. (2016). 자치경찰제도 입법적 방향 검토, 지
방자치법연구 16권 4호, 89~114; 김원중. (2017).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제언, 지방자치법연구 17권 2호, 111~13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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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재 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우용 교수님의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사례 연구, 전훈 교수님의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한 프랑스의 사례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확대
와 지방분권의 실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본 토론자
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토론보다는 평소 지방자치
와 지방분권에 대해 고민해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1.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 제117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
률로 정한다.
헌법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의 의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인류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다. 지방분권의 최종목
표는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줌으로써 국가․사회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즉,
지방분권은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정착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모든 지방이 창조와 혁신의 주체가 되는 효율적이고 민주
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의 마지막 단계는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에 최대한의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여,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
고, 주민이 수립된 정책에 책임을 지는 정치․행정 시스템의 구축이다.
145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의 이념은 우리 헌법이 최고의 원리로 삼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참여)민주주의
의 지방행정에의 실현에 있으며, 따라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헌법이념이 국가․사
회의 구석구석까지 착상하여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제도
는 이들 헌법원리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필자는 이
를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전국 구석구석화」라고 부른다.

3. 지방자치 확대강화는 시대적 흐름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세계지방자치선언의 내용 및 세계지방자치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
제적 차원의 노력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전개되는 지
방자치 관련 논의들 → 지방자치의 확대강화 및 정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자, 우리 인류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다.
오늘날 세계사적 흐름 → 민주주의의 확대강화와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
방자치단체나 시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다.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민
주주의와 국민(인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
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규범을 살아있는 규범으로 만들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및 국민(인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나아가 주
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4. 맺으며
따라서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천
명하고, 보충성의 원칙과 전책임성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을
헌법의 기본원리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학자들이나
지방분권 시민운동가들이 주장해왔던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 제도화에
이루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최우용 교수님이 제기한 발본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적 이유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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