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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라는 대변혁 시대를 맞

이하여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

류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인구 집중화, 경제 성장동력 부족 등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현안에 대응

하고자 現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 추진

기반으로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처럼 지방화(localization) 및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향한 전 세

계적 추세와 정치적 배경 속에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인식수

준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구상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분권화에 관한 사상 및 이론, 영향

요인 분석, 정책 평가 및 전략 제시에 관한 것이며, 최근 들어 이슈화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 주요

정책 및 쟁점에 대한 실제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의 인식을 유형화한

후, 도출된 유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Q방

법론과 PQMethod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접

구성한 Q진술문(설문 문항)에는 현재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정

책의 정도, 관심도, 만족도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고, 사후 심층 인터뷰 문항엔 각 유형 명칭과 주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여부와 향후 지방분권정책 강화에 대한 찬성 여부를 담았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P표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적극적 지지형’, ‘방관형’, ‘중앙정부 선호형’으

로 명명하였다. 요약하자면, 요인 1은 자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까지 강

하게 인식하면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지지하였다. 한편, 요인 2는 요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 관심도 및

지지도를 보였고, 요인 3은 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비교적 인정함과

동시에 정책 수행 방식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기대하였다. 각 요

인에 속한 표본의 직업적 배경변수를 살펴보면, 요인 1은 지방공무원 혹

은 지방소재의 공공기관 종사자가, 요인 2는 민간부문 종사자가 압도적

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요인 3은 모두 국가직 공

무원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정책에 대해서도 개인의 직업적 소속(민간부문/공

공부문) 혹은 근무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지지도와 선호하는

정책 및 제도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

려하여 차별적인 정책과 맞춤형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의 특성상 중앙-지방 간, 각 지방정부

간, 더 나아가 (중앙/지방)정부-개인 간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의 분권 개혁을 원한다면 정책수혜자의

입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개인의 인식을 반영시켜 다양한 수요별 정책을 제공한다면 더 혁신적이

고 만족도 높은 지방분권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주요어 : 지방분권, 자치분권, Q방법론, 국민인식, 인식유형

학 번 : 2018-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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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1.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과정

20세기 후반, 세계 각국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라는 대변혁 시

대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제조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중앙집권이 초래한 수도권

집중화, 국토의 불균형 발전,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 등의 문제를 심각히

여겨 지방자치제를 통한 해결을 꾀하였다.

우리의 지방자치 시행은 올해로 37년을 맞이하고 있다. 1949년에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에 제1대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고, 1961년

까지 9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지방자치제는 점차 우리 사회에 정

착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

권은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며 갑작스레 민의원, 참의원 그리고 전국의

특별시·도 의회, 시·읍·면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켰고, 결국 지방자치제도

는 전면 폐지되고 말았다.1) 이에 관해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된「지방

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동법 제11조는 “지방자치법 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1) 박정희 군사정권은 쿠데타 당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2항을 통해 “현
민의원, 참의원 그리고 지방의회는 단기4294년(서기 1961)년 5월 16일 오후 8
시를 기해 이를 해산한다”고 공포하였다. 이로 인해 직전 해 연말에 시행되
었던 제3대 지방의원·단체장 선거로 선출되었던 서울특별시의원과 도의원은
5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최상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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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고 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

치의 목적조차 완전히 바꿔버렸다. 현존하던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

치의 목적을 명시한 조항으로,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지방자치법을 대체했던 임시조치법

제1조는 “본법은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해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자치의 목적 및 이념을 주민자치와 민주

성에서 능률성으로 바꾸었다. 지난 9년 동안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발전

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군사정권은 지방자치를 그저 자

신들의 혁명과업 달성에 방해가 되는 비능률적인 제도로 간주한 것이다.

이후 10·26 사태로 인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군부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더 군부세력에 의해 정권이

장악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

소리는 다양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더욱 격해졌으며,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는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 하나였다. 1987년 6·29 민

주화선언은 지방자치 실시를 약속했고, 이듬해 1988년이 되어서야 지방

자치법 전문이 개정되고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따라 1989년 중으로 구성하기로 한 기초지방정부 의회는 여야

간의 갈등으로 무산되었고, 1989년과 1990년에 두 차례 더 개정하고 나

서야 지방의원선거를 시행할 수 있었다. 연이은 군사독재정권과 정치적

갈등으로 무려 30년 동안의 암흑기에 놓여있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28년의 세월이 더 흘러 오늘날 지방자치는 사람으로 치면 어

느덧 성년의 나이가 훌쩍 지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방정부는 제도적 미완성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중앙으로부터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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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지방자치문화 또한 성숙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등 보

다 확실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계속되어 요구되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

계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다

소 정체되어있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 37년의 세월이 결코

그냥 흘러간 것은 아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을 포함하고, 관련 법과 추진기구 등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인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내용은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비교 분

석대상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이다.

역대 정부 중 지방분권에 대해 가장 큰 열의를 보였던 참여정부는 국

정과제로 7대 분야(중앙-지방 권한 재배분, 지방의정, 재정분권, 지방정

부 역량 강화, 지방정부 책임성, 정부 간 협력, 시민사회 활성화) 47개를

수립하였으며, 「지방분권특별법」에 3대 지방분권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중앙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한 후 지방자치단

체의 부족한 수권역량을 보완한다는 ‘선분권 후보완 원칙’, 둘째, 명백히

중앙정부의 사무 및 권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

에 권한을 이양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셋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행

정이 이루어지도록 중·대단위의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한다는 ‘포

괄성의 원칙’이다(안성호, 2014).

<표 1-1>은 각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중 핵심 과제만을 담아 재

구성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주민직접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자치사무와 국

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는 등 종전에는 살펴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혁

신적 과제들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중앙부처 및 국회의 저항으로 큰 성과

를 거두진 못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초기에 수립한 국가사무 대 지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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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비율을 60 : 40으로 개혁하겠다는 목표는 결국 임기 동안 국가사무

30,204개 중 937개만을 이양함으로써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다(안상호,

2014; 최상한, 2017).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는 참여정부에 비해 대폭 축소된 6대

분야 20개로, 그 내용도 사실상 참여정부의 과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방분권 핵심 국정과제 8개, 일반과제 10

개, 미래발전과제 2개로 구분되어 7대 분야에 거쳐 총 20개가 수립되었

다.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정책 시행으로는 근린자치의 강화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읍·면·동 중심의 맞춤형 통합행

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발전과제로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를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지방분권은 연속성이 요구되는 정책이지만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

근혜 정부 모두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법령과 추진기구가 달라 장기적이

고 지속적인 성과를 담보할 순 없었다(최상한, 2017). 참여정부는「지방

분권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지방분권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자가 주로 사무이양의 단위

사무를, 후자가 제주도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정책 등을 수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두 추진기구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지방행정체제개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방분

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추진기구로서 신설하였

다. 박근혜 정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 과제를 수행하였다.

역대 정부들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 법안들은 모두

특별법이었기에 한시적 효력만 지니고 있어 각종 위원회는 정권 임기가

종료되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특별법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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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립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

방분권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기본법의 재·개정

과 그 이상의 자치분권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

지고 있다.

<표 1-1>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핵심내용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7대 분야 47개>

-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자치경찰제

도 도입)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주민소

환·주민투표제도

- 국세와 지방세

합리적 조정

- 과세자치권 신장

등

<6대 분야 20개>

- 지방자치행정체

제 정비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 특별지방자치단

체 도입 활용 등

<7대 분야 20개>

-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책임운영 강화

- 생활근린자치의

강화(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등

관련 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

에관한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추진기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자료: 류영아·김필두(2015) 인용,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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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現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배경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정도와 방식은 다소 상이

할지라도 역대 정부는 모두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관련 법 및 정책 등

과 같은 제도적 수단을 통해 천명해왔다. 하지만, 지방분권 및 지방정부

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 등이 지방분권정책들과 동시에 시행되지 못해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최상한, 2017).

이러한 한계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인구 집중화, 경제 성장동력 부족 등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현안

에 대응하고자 現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공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과

목표, 그리고 5대 핵심전략과 30개 과제 및 추진계획이 명시되어있다. 관

련 법안으로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표 1-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하였으며, 5대

핵심전략으로서 ①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②재정분권, ③자치단체 역량 제

고, ④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네트워크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이것의 추진기반으로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였다. 이중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및 광역연합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네트워

크 지방행정체계 구축 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신규발굴한 과제로,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769&efYd=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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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 및 핵심전략

자료: 행정안전부(2017),「자치분권 로드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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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5대 분야 30대 과제 내용

대분류 과제명 근거 과제유형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1-1.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지방자치법 국정과제

1-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지방자치법 국정과제

1-3. 기능 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가칭)지방이양일괄법 국정과제

1-4.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가칭) 자치경찰법 국정과제

1-5.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제주특별법 국정과제

1-6.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지방분권법 국정과제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1. 지방 자주재원 확충

2-1-1.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국정과제

2-1-2.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정과제

2-1-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고향기부제법 국정과제

2-2.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2-2-1.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국정과제

2-2-2.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기금관리기본법 국정과제

2-2-3. 지방교부세 역할 강화 및 제도

개선
지방교부세법 국정과제

2-2-4. 국고보조사업 등 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정과제

2-3.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대

2-3-1.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법 신규발굴

2-3-2. 재정정보 공개 확대 지방재정법 신규발굴

2-3-3. 지방세 체납징수 및 주민참여

강화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외수입법 등
국정과제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3-1. 지방의회 역할 확대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국정과제

3-2. 지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자치법 국정과제

3-3.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신규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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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강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신규발굴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4-1. 혁신읍면동 추진 지방분권법 국정과제

4-2. 주민투표제도 활성화 주민투표법 국정과제

4-3. 주민소환제도 활성화 주민소환법 국정과제

4-4.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지방재정법 국정과제

4-5.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개선 지방자치법 국정과제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계 구축

5-1.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신규발굴

5-2. 광역연합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신규발굴

5-3.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중앙·지방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신규발굴

5-4. 자율적인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

합·조정 지원
지방자치법 신규발굴

5-5.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지방자치법 신규발굴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1.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국정과제

2. 자치입법권 확대 헌법 국정과제

3.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헌법 국정과제

4. 과세자주권 확대 헌법 국정과제

5.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헌법 국정과제

6.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 국정과제

7. 지방정부 명칭 변경 헌법 국정과제

자료: 행정안전부(2017), 「자치분권 로드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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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추진기구인 대

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5년 7월에 실시한 ‘지방자치 국민의

식조사’2)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위 조사는 일반국민 조사와 전문가 조

사로 구분 지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가 분석대상을 전문가로만 한정

짓지 않고 폭넓은 직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 대상 조사결과만을 담았다.

위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표본의 크기는 총 1,000

명,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은 지방자치 변화 체감

도에 관해 묻는 5개 문항(①지역주민의 삶의 질 변화, ②주민참여 기회

확대, ③자치단체장 평가, ④지방의회 의원 평가, ⑤지역발전 기여도), 주

요 쟁점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3개 문항(①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

성, ②자치구의회 개편 방식, ③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유지 여부), 지

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1개 문항(지방자치 강화 여부)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에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0.6%가 ‘변화가

있다’며 긍정적 의견을 보였고, 31.9%는 ‘변화가 없다’라는 부정적 의견

을, 37.5%가 ‘보통이다’라고 밝혔다.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겨우

1.3%p의 격차를 보이며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

2) 본 연구는 지방자치 20년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지
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소통하는 위원회 위상을 정립하고, 인
식 조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5). 해당 연구용역은 (사)한국지방자치학회와 ㈜
리얼미터에 의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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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견의 경우, 지역별에서는 서울(42.2%)이, 연령별에서는 30대(37.4%)

가, 성별에서는 남성(33.6%)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다고 생각하

는지에 조사한 결과, ‘확대하였다’라는 긍정적 의견이 30.2%, ‘확대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34.0%,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5.8%로 나타

났다.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3.8%p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에서는 충남(39.2%)과 서울(37.6%)이, 연

령별에서는 30대(37.0%)가, 성별에서는 남성(34.3%)이 높게 조사되었다.

자치단체장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7%만이 ‘자치단

체장이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왔다’며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40.6%

는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긍정

평가의 경우, 지역별에선 전남(33.1%)과 전북(30.0%)이, 연령별에서는 40

대(28.3%)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

정평가가 각각 30.3%, 40.9%로 평가 인식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16.5%

에 불과하였으며, 부정적 평가는 46.%으로 긍정적 평가보다 3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의 경우, 지역별에서는 전남(28.2%)과

강원(26.4%)이, 연령별에서는 40대(18.8%)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

으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평가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감도를 묻는 마지막 문항인 지방자치의 지역 발전 기여도에 관해서

는 긍정적 의견이 33.5%, 부정적 의견이 35.7%, 보통 의견이 35.8%로 나

타났다.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2.2%p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긍정적 평가의 경우, 지역별에서는 서울(40.6%)과 충남

(40.6%)이, 연령별에서는 40대(40.5%)가, 성별에서는 남성(36.3%)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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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지방자치 주요 쟁점 과제인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의견이 52.%로 과반 이상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2%가 ‘개선이 불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

을 드러냈다. 긍정적 답변의 경우, 지역별에선 충남(68.8%)과 대전/세종

(65.3%)이, 연령별에서는 50대(64.3%)가 높게 조사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52.4%, 52.8%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응답하였다.

자치구의회 개편 방식, 즉 도 단위 시·군과는 다르게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단체인 구를 개편하여 구의회를 두지 않는 것에 관해 물은 결과, 응

답자의 과반 이상인 54.3%가 ‘자치구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개편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고, 20.8%만이 개편에 비공감하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의 경우, 지역별에서는 대전/세종

(66.5%)과 인천(65.2%)이, 연령별에서는 40대(62.9%)가 높게 조사되었으

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의 60.3%, 48.5%가 개편에 공감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주요 쟁점 과제인 기초선거(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 선

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공천제의 폐지 또는 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폐지’의견이 과반을 넘는 65.0%로 ‘유지’의견 25.1%보다

2.5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의 경우,

지역별에선 전북(79.2%)과 강원(75..8%)이, 연령별에선 50대(71.7%)가,

성별에선 남성(70..5%)이 높게 조사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한

결과 폐지에 찬성하는 견해가 비수도권(67.1%)이 수도권(62.9%)보다 높

았고, 서울 및 광역시(65.4%)가 도 지역(64.7%)보다 우세하였으며, 연령

층에 따라선 50대 이상(67.2%)이 40대 이하(63.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자치 강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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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54.0%로 과반 이상을 기록하였고, 강화에 반대

하는 의견이 21.6%로 드러났다. 긍정적 의견의 경우, 지역별에선 대구

(66.3%)와 전남(60.25)이, 연령별에선 30대(64.1%)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

으며, 성별에 따라선 남성과 여성 각각 57.0%, 50.9%가 지방자치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하자면, 지방자치 추진으로 인한 변화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 표명하였다. 반면, 교육감 직선제 개선, 자

치구 개편, 정당공천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같은 주요 쟁점 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개선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에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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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이후로 크게 발전되어온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정책구상에 심혈을 기

울이고 있다. 후보자 시절 대선공약에 이어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줄곧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함으로

써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처럼 지방화(localization) 및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향한 전 세

계적 추세와 정치적 배경 속에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인식수

준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구상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분권화에 관한 사상 및 이론, 영향

요인 분석, 정책 평가 및 전략 제시에 관한 것이며, 최근 들어 이슈화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주관적 인식을 살펴본 연구

는 부재한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구상 및 정책 결정 방식 또

한 기존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top-down)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

어나, 실제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아래

서부터 위로 올라가는(bottom-up)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더 나아가

중앙-지방-국민 삼자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분권화의 비능률성에 관한 그동안의 논란

과 갈등을 종식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민주

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담보하여 진정

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이룩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 15 -

인식을 분석할 때, 분석대상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실

질적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으로 설정함으로써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조사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설문 문항들 및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직접 설문지 구성하였으며,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과 PQMethod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접 구성한 설문 문항에는 현재 일반국민

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정책의 정도, 관심도, 만족도 및 향후 발전 방향 등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후 심층 인터뷰 문항엔 각 유형 명칭

과 주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여부와 향후 지방분권정책 강화에 대한 찬

성 여부를 담았다. 끝으로 분석결과 도출된 각 유형에 따른 해석을 바탕

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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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법적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성인이며,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았다.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이 실제로 지방자치 및 분권

화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경로의 많은 경우가 주민투표·소환제도와 같

은 주민참여제도, 대민 행정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직·간접적

으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 및 소속,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해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가 다를

것이라는 예상 아래,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성 및 인식유형을 파악하

기 위해 사용된 Q방법론의 특성상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P표본의 크기가

다른 양적 방법론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이들로부터 도출한 인식유형을 전체 국민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이라

는 지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주관적 변수, 혹은 분석대상 개인이 지닌 배경변수에 따

라 다양화된 의견과 인식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보

다 세심한 맞춤형 정책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現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 수행

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는데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방법론은 주관적 사실

을 발견하기 위해 과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동시에 가능케 해주는 방법론이다(김순은, 2007). Q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 검토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 33개

의 Q진술문(Q statements)을 구성하고, 30명의 P표본(P-sample)을 선정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후 PQMeth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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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값에 대한 Q분류(Q-sorting) 작업을 하였고, 배리맥스 회전방법

(varimax rotation)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 도출된 각 요인에 속한 표본에 대

해 사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더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를 기대하였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더 자세히

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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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구성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제1절에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이

론적 논의를 담았다. 먼저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온 지방자치의 연

혁을 살펴보고,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권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동향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론, 평가,

정책적 전략 및 과제에 관한 연구들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로 대분하여 검토하였다. 제2절에는 지방분권을 구성하는 개념 및

지표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는 지방분권

을 정치적 분권, 행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후 구성된 설문지 및 분석결과 해석 또한

이와 같은 분류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제3장에는 본 연구에 적용된 방법론과 자료수집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가장 먼저 제1절에서는 Q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방법론

의 역사 및 원리와 Q방법론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Q진술문 구성 방식과 본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된 Q진술문의 내용을 담

았으며, 분석대상인 P표본 선정 방식 및 정보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

다. 제2절은 자료수집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작성한 Q설문 및 응

답 방식과 절차에 관한 내용, 그리고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

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분석 이후 진행되는 사후 인

터뷰의 내용 및 대상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제4장에는 Q요인 분석결과를 담았다. 제1절에서는 PQMethod 프로그

램을 통해 주성분 분석(PC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

류된 요인을 유형화하고, 각 요인의 특성에 맞게 명명하였다. 이때, Q요

인의 해석은 각 요인을 잘 설명해주는 주요 진술문, 즉 요인가가 –4,

-3, +3, +4점인 진술문 각각을 파악함으로써 이어나갔고, 각 요인 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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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되는 진술문 과 공통 인식 진술문 또한 살펴보면서 함의를 살펴보았

다. 이어서 제2절에는 분석결과 도출된 요인에 대한 표본들의 동의 여부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후 인터뷰를 진행한 후, 그 내

용 및 결과를 담았다.

제5장 결론 부문에서는 제4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모

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의

의 및 한계를 제시하며 향후 연구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앞 장에서 시행한 유형화 및 Q요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수

혜자의 관점에서 현실성과 적시성을 고려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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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지방분권

1.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과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8장

은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8장 제117조

는 지방자치단체를,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를 제도

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에 보장

된 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라 불리며, 헌법의 다른 장에서 규정된 기관들

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헌

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한다면, 헌법 제3장의 국회와 제4장의 정부, 그리고

제8장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대립·예속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대등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중앙-지방정부의 관

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6헌라6).

이처럼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 원리, 기

본권 보장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보완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임

승빈, 2010). 또한, 그 자체를 폐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

용 및 원리를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김배

운, 2008; 이기우·하승수, 2007). 즉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이상, 대등한 관계에 놓여있는 국

회 혹은 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임의로 폐지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치권과 같은 본질적 부분을 박탈할 수 없다는 사실을 헌법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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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최상한, 2017).

헌법 제8장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

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 말하는 법률은

지방자치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

류는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② 시·군·구로 구분

하며, 이 종류 외에도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장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

고, 동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에 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

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며 광

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각각에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

회를 조직함을 명시하고 있다.

2. 지방분권 개념 정의

지방분권 및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정의와 개념은 여러 학자들 사

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행「지방분권 및 지행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은 지방분권을 입법적으로 정의한 조항으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지방분권특별법」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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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분권의 정의에 있어선 역대 정부가 별

다른 이견 없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분권은 학자에 따라 소극적 의미의 지방분권과 적극적 의미의 지

방분권으로 구분되어 정의되기도 한다. 황규득(2011)과 강기홍(2015)은

법문에 규정된 바와 같은 입법적 정의는 소극적 의미의 지방분권으로,

단순히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만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

면, 고광용(2015)는 지방분권을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배분을 넘어 배

분된 권한의 행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로 정의하였다.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에 초점을 두어 지방분권의 개념을 정의하는

경향도 있다. 중앙과 지방 간 권력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지

방분권은 권한이양(devolution)으로 해석되며, 지역균등발전론 및 국가균

형발전론에 입각해서는 분산(deconcentration)으로 해석된다(성경륭·박양

호 외, 2003).

지방분권은 또한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민주적 분권과 시장주의적 분

권으로 구분 지어 개념화된다(윤석상, 2011; Arcalean et al., 2010;

Goldfrank, 2011). 민주적 분권이란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와 같은 자유민

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시장주의적 분권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지역정부체제를 취하고 있는 영국을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영국에서 분권이란 3가지 개념으로 분류되는데(김민

훈, 2011), 첫째, 일반적인 의미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둘째, 국회의

권리 이전과 지방의회의 설치를 의미하는 분권(devolution), 셋째, 지방정

부 제도 개편을 의미하는 지역화(regionalism)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화

라는 개념은 우리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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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지방분권의 개념과 정의를 주로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규

범론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면, 이젠 해외 학자들의 실증적 연구를 통

해 개념화된 지방분권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수의 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고전적 의미의 분권은 좁게는 중

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리 이양만을 의미하고, 넓게는 중앙으로부터

권리를 이양하는 모든 정책과 권력의 지역 분산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된

다(Andrews & de vries, 2007; Cheema & Roundinelli, 1982; Crook &

Manor, 1998). 즉 광의적 정의에 따르면, 지방분권이란 민영화, 권력분

산, 권한위임 및 이양의 총체를 의미하게 된다(Goldfrank, 2011). 또한,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의 권한, 재원, 권위 등을 전환하는 총체적 국가 개

혁 정책 및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Escobar-Lemmon & Ross,

2014; Falleti, 2005). 이들은 국가개혁의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행정분권(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정치분

권(political decentralization),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개념화와 분류를 토대로, 제2절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이

론적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3. 기존 지방분권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선행연구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론, 평가, 정책적 전략

및 과제에 관한 연구들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로 대

분하여 검토하였다. 검토한 주요 연구들의 목록과 내용은 다음 <표

2-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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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행연구 목록 및 내용

구분 저자 논문 제목 내용

지방분권

관련

이론,

영향요인

, 평가,

정책적

전략 및

과제

김석태

(2016)

지방분권 사상과 한

국의 지방자치

알투시우스, 제퍼슨, 스미스, 토

크빌 등 지방자치 사상을 제시한

인물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들

의 주장 중 우리나라에서 수용된

것과 거부된 것을 살펴봄으로써

한국만의 지방자치사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함.

최영출

(2013)

지방분권 수준과 영

향요인 관계 분석:

재정적 분권을 중심

으로

우리나라의 분권 수준이 어느 정

도 되는지를 OECD 국가와 비교

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종속

변수로서 국가경쟁력 및 국민행

복도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변수 간 영향 관계 분석을 통

해 파악함.

이정만

(2012)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과 전략적 과제

에 관한 연구: 지방

분권에 대한 국민 공

감대 형성을 중심으

로

분권 개혁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국민적

지지 및 공감대 확보라고 보아,

이 관점에서 향후 성공적인 지방

분권개혁 추진을 위한 전략적 과

제를 탐색함.

홍준형,

하혜수,

최영출

(2005)

지방분권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

의 개발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논의는 많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권화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연

구는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

체요인을 분석하고 발전을 모색

하고자 지방분권 수준 측정지표

를 개발함.

고인석

(2019)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

과 역할 강화 방안

기존의 중앙정부의 지방으로의

권한 및 재정위임 등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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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성을 담보할 지자체와 지방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

현하고자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과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최상한

(2017)

역대 정부의 자치분

권 유형 분석과 차기

정부의 과제

참여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까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지

방분권 국정과제 비교, 관련 법

안 및 추진기구 비교, 분권화 유

형 비교연구를 수행함. 차기정부

의 자치분권에 대한 과제와 방향

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자치분

권형 개헌을 제시함.

최영출,

최외출

(2008)

국가경쟁력과 지방분

권과의 인과관계분석

OECD 국가들의 지방분권화 수

준과 국가경쟁력 간의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

분석결과, 지방분권 수준과 함께

사회자본 수준 또한 높아져야 지

방분권이 국가경쟁력 강화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냄.

지방분권

에 대한

주관적

인식

김순은

(200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관한 전

문가 인식 분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다양한 의견

과 인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Q방

법론을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인

식을 유형화하여 지방분권정책의

성패 요인을 밝혀내고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함.

명성준,

주상현

(2018)

국가사무의 기능이양

에 대한 중앙-지방정

부 공무원의 인식 연

구

산림청이 수행하는 국유림 관리

업무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방정

부 삼림 분야 공무원들의 인식실

태를 파악함으로써 중앙정부 기

능의 지방 이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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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상 및 이론을 설명

하거나(김석태, 2016),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유형과 부진 요인을 분석하

고 향후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인석, 2019;

박영강

(2007)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정책현안에 대

한 대선 후보자들의

인식분석

정당 예비후보자들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이 장차 정당 후보자의

공약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개될

정당 간의 정책논의에 대한 방향

을 예측하기 위해 인식분석을 시

행함.

차재권,

지병근

(2018)

지방분권에 대한 주

민인식의 지역별 격

차 분석: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

치 및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

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남재성

(2010)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

식태도 연구: 서울지

역 경찰관을 중심으

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현직 경찰공무원

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평가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

적인 자치경찰제 모형과 제도 및

정책수립과정에 대해 제언함.

이재원,

오영삼

(2018)

복지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에 대한 지방공

무원의 인식분석과

복지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지방재정에서 복지재정의 위치와

특성을 분석하고, 복지 분야의

성공적인 분권의 조건으로서 지

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함.

하정봉,

소진광

(2007)

중앙정부 사무의 지

방이양에 대한 실태

분석: 44개 기능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

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이양사무 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이양의 실

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

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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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만, 2012; 최상한, 2017). 이처럼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논의는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권화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가 많지 않다는 문제의식 아래 홍준형 외(2005) 연구자들은 지

방분권 수준의 측정 및 평가를 더 엄정히 수행할 수 있는 지방분권 지표

를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독립변수를 지방분권 수준으로, 종속변수를 국

가경쟁력 및 국민행복도 수준으로 두고 인과관계 및 변수 간 영향 관계

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최영출·최

외출, 2008; 최영출, 2013).

이어서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게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기존 국가 사무 기능 및 권한의 지방

이양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존재했으며(명성준·주상현, 2018; 하정봉·소진광,

2007), 비슷한 맥락에서 이재원·오영삼(2018)은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보조사업의 지방 이양과 복지재정 분권에 대한 인식을, 남재성

(2010)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현안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는데, 김순은(2008)은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박영강(2007)은 대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차재권·지병근(2018)은

영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분석 및 유형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전문가 혹은 공무원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일

반국민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것이다.

또한, 김순은(200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인식유형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한 Q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현실적인 제도 및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제언까지 이

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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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방분권화 구성개념 및 지표

지방분권화의 구성개념 및 지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재정적, 기능적, 인사적,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 짓는가 하

면(김인식, 1990; 박정수, 1993; Zimmerman, 1995; Berman & Martin,

1988), 어떤 학자는 정치적 분권(political decentralization), 재정적 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 행정적 분권(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으

로 분류하였다(Schneider, 2003).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다양한 분권화 지

표들을 종합하고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실정을 고려하여 홍준형 외(2006)

는 조직인사 분야, 사무배분 분야, 재정 분야로 구분하여 분권화 지표와

측정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분류방식을 종합하여 지방분권을

분권의 대상 내용에 따라 크게 정치적 분권, 행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으

로 구분 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1. 정치적 분권

정치적 분권이란 중앙정부의 정치권력, 즉 거버넌스에 대한 최종적 의

사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수직적 권력분산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급진적으로 다원화되는 삶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잡한 선호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의제화하고 결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허용함을 뜻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확장할 수 있

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선거

개혁 정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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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지방정부에게 강화된 자치입

법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투표제도와 같은 주민

참여권이 강화되어야만 진정한 정치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적 분권

행정적 분권이란 본래 중앙정부에게 주어졌던 행정 권한과 자원을 지

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앙의 통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행정 사무처리의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분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리하도

록 요구되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그 기관에 중

앙정부의 행정 및 통치 권력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

령 공공의료, 사회복지, 교육, 주택과 같이 지방 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

의 공급이 요구될 경우, 이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정책 행위 및 과정을 행정적 분권이라 총칭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 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조직 및 인사 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권한의 확대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러

한 사무 기능 및 권한의 이양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권한까지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데, 이는 정치적 분권과 일맥상통하다.

3. 재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이란 중앙정부에게 주어졌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영향

력과 책임을 이양함을 의미한다. 즉 세입·세출과 관련된 결정 권한을 지

방정부에게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원을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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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등과 같은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대하거나 재정 자치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조세권 지방

이양 정책과 지방세 신설 정책 등이 요구된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 공공재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 반영되어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이 보장됨에 따라 낭비성 예산 집행, 지방채무의 확대, 난개발과 같은 문

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지출책

임의 명확화, 지방 이전 재원의 효율화, 지방재정 운영 및 채무관리의 적

정화가 권고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구성하는 위 세 가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치적 분권, 행

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 모두 중앙의 권한 이양과 권력 분산을 수단으로

삼아 국가운영방식의 개혁을 꾀하는 정책의 제도적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최상한, 2017). 앞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국가개혁 차원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측면의 분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세 분권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지방분권 성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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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방법 : Q방법론의 적용

제1장 서론 부문에서 언급했듯,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화 및 분권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지방분권정책의 과정과 수준에 대해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 체감하고,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질문은 구조화된 가설 수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설

연역적 방식의 일반 양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해 개발된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R방법론은 연구자의 관점에

서 변수를 측정에 용이하게 조작화 할 수 있었지만, Q방법론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갖고 있

는 내적 인식 차이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요약하자면, Q방법론은 연

구 대상자를 변인으로 하여 개인의 내적 인식 차이를 밝히는 방법론이다

(김순은, 2010).

1. Q방법론의 이해

Q방법론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 가설을 검증하는 일반 계량연구와는 달리, 인간

의 주관성 및 내면적 인식과 특성을 측정하고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1935년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처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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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었다. 스티븐슨의 과학관은 발견(discovery)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

며, 이해(understanding)에 도달하기 위해 이론과 법칙, 도구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양적 연구의 방법론이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리(reasoning

from the hypothesis), 즉 가설연역적(hypothetic-deductive) 방법이라고

한다면, Q방법론은 가설로 향하는 논리(reasoning to the hypothesis)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Q방법론은 사람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찾아내고, 개인의 주관적 인식 차이를 발견하여 각 개인마다 서

로 다른 주관성 구조를 유형화한다(Brown, 1980; Stephenson, 1980).

Q방법론은 어떠한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과 태도, 가치

관을 묻는 Q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개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유사성에 따라 개인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변인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변인을 모아

공통인자를 찾는 것처럼 Q방법론 또한 상관관계가 높은 사람들을 묶어

서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원

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요인분석은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들을, Q

방법론은 상관관계가 높은 사람들을 묶어서 요인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

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Q방법론의 절차

순서 내용

(1)

Q진술문의

작성

- 신문기사 및 관련 문헌고찰, 개별 심층인터뷰 등을 토대로 Q

모집단 구성

- 100여개의 Q모집단 중 30∼50개 사이의 Q표본, 즉 Q진술문

선정

- 설문의 개수가 너무 작을 경우 개인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힘들고, 너무 많을 경우엔 측정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

므로 적절한 수의 진술문을 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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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Q진술문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을 구성하

는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문기사와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

가 및 관련 직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약 100개 남짓한 수의 Q모집단

(Q-population)을 구성한 뒤, 최종적으로 30개∼50개 사이의 Q표본

(Q-sample), 즉 Q진술문(Q statement)를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김순

은, 2007). 이때 Q진술문은 사실이 아닌 가치가 부여된 의견으로 구성되

어야 하며, 동시에 이론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절차는 P표본(P-sample)을 선정하는 것이다. P표본은 다양한

인식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령, 성별, 직업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 이때 Q진술문은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과 가치가 부여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론을 반영하여야 함

(2)

P표본의

선정

- 다양한 인식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직업 등 인

구·사회학적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P표본을 선정해야함

- 이때 P표본 선정은 인식유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통계적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수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3)

Q설문의

진행

- Q설문은 각 문항에 대한 선호, 즉 위계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중복되지 않은 점수를 위계적으로

매겨야 하므로, 설문조사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응답

자에게 제공한 후 설문을 시행해야 함

(4)

Q분류

및

결과 분석

- PQMeth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값을 입력한 후, Q분류

작업을 수행

- 배리맥스 회전방식에 의한 주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유형 간

고유성이 인정되는 주요 요인을 추출

- 분류된 주요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화 시도

- 경우에 따라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된 선호 값을 가지는 설문

문항이 도출될 수 있음

자료: 류진(2015) 인용,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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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고려하여 추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절차에서는 선정된 P표본을 대상으로 Q설문을 진행한다. Q설

문의 핵심은 각각의 Q문항(Q진술문)에 대한 선호, 즉 위계적 질서를 파

악하는 것이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중복되지 않은 점수를 위계적

으로 매겨야 하므로, 설문조사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응답자에게

제공한 후 설문을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 절차는 PQMeth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 값을 입력하여

Q분류(Q-sorting) 작업을 한 후, 결과에 따른 응답자의 인식유형을 분석

하는 것이다. 실제 Q분류 작업에 사용되는 Q분류표(Q-sort)의 형식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Q분류표(Q-sort)

응답자가 순위를 매긴 33개의 문항에 대해 가장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문항을 가장 바깥쪽에서부터(-4, +4) 안쪽으로 차례로 채우며 정규분포

형태에 가깝게 분류를 진행한다. 이후, 다시 33개 항목에 대해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 분석방법(principle coponent analysis, PCA)을 이용

하여 Q요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갖는 인식유형

을 발견하는 것이 본 분석의 핵심이므로, 각 유형 간의 고유성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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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추출된 주요 요인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리맥스 직각 회전방식

(varimax rotation)을 사용한다. 요인 간의 로테이션 단계가 끝나면 Q진

술문과 각 요인 간의 요인가가 계산된다. 이때 진술문과 요인 사이의 양

극단 값(-4, -3, +3, +4)을 갖는 진술문들이 해당 요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진술문으로 도출된다. 이후 각 요인의 특성을 해석하여 이름을

붙인 후, 필요에 따라 요인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 인터뷰를 수행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다.

2. Q진술문의 작성

제2장 이론적 논의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정치적·행정적·재정적 분권 논의로 세분화하여 Q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신문기사 및 문헌을 고찰하고, 개별 사전 인터뷰를

통해 각 세부 논의 별로 35개씩 총 105개의 Q모집단(Q-population)을 구

성한 뒤, 최종적으로 33개의 Q표본(Q-sample)을 선정하였다. 추출된 Q

표본은 곧 Q진술문(Q statements)이라고도 불리며, 실제 설문 문항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33개의 Q진술문은 현 지방분권정책

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관한 진술문(25개)과 향후 지방분권정책의 방향

성에 관한 진술문(8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현재 우리나

라 지방분권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체감도, 만족도, 더 나아가

정책의 당위성 및 방향성에 대한 입장까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각 세부

논의에 따른 Q진술문의 내용은 다음 <표 3-2>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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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Q진술문(Q statements)

구분 내용

정치적

분권

1. 자치분권형 개헌을 통해 더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헌법상 제

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 지방분권은 통상 선거 전략과 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정

책적 과제이다.

3. 지방분권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9. 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주민참여제도에 관심이

있다.

10. 지방정부 및 주민참여의 증진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

17.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

다.

18.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더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

23.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

정에 맞지 않은 과한 처사이다.

24. 시군구청장 및 의원 선거(기초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한다.

29.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30.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간의 경쟁과 갈등을 유도하며, 지역이기주

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행정적

분권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체감할 수 있다.

5.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11.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지방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

하여야 한다.

12.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집권적으로 추진되어야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13.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19. 지속적인 지방분권정책으로 인해 의료, 사회복지, 교육, 주택 등

공공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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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분권은 지방행정과정의 형평성을 신장하여 주민복지(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25. 지방분권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26. 지방분권은 지방의 소수 엘리트 구조로 인해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31.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성과 역량

이 증진하였다.

32. 지방분권은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상시적 필수 과제이다.

재정적

분권

6. 지나친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해쳐 국가 경

제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7.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는 지방세 비율을 더 증가하는 방

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8.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가장 필수적으

로 선행되어야한다.

14. 국고보조금만으로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용도
를 지정하여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자금.

15. 신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세를 확충해야 한다.

16. 현재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적절한 수준이

다.

21.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은 예산 낭비 및 지방 부채의 증대를 초

래할 위험이 있다.

22.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화하는 법과 제도가 보완

되어야 한다.
27. 지방교부금 지원으로 지방정부의 살림이 더 개선될 수 있다.
* 지방교부금: 지자체 간 재정균형을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재원.

28. 현재 지방정부들의 재정은 어려운 수준이며,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33. 재정분권의 제도적 미완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

는 더 커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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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표본의 선정

Q진술문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절차는 연구의 분석대상인 P표본

(P-sample)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

된 Q방법론의 특성상 표본의 수가 R방법론처럼 대표성을 확보할 정도로

크지 않아도 되며, 무작위 추출이라는 요건을 수반하지 않아도 되기 때

문에 표본 선정에 있어 비용과 시간의 절약이 상대적으로 절약되는 장점

을 지닌다. Q방법론을 활용한 포괄적 연구(extensive study)에서는 경험

적으로 P표본의 수가 30명에서 50명 수준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P

표본이 연구 주제 및 목적과 관련하여 대표적이고 포괄적이면 연구의 질

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김순은,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관적 인식 분석 대상인 P표본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P표본을 선정하는데 있어 무작위 추출이나 층화표본추출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연구결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표본의

포괄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성별, 연령, 직업적 소속(공공부문/

민간부문 종사자)에 따라 표본의 수를 적절히 배분하였으며, P표본에 대

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3-3>과 같다.

<표 3-3> P표본의 정보

직업적 소속 공공부문 종사자 민간부문 종사자

성별 남 여 남 여

연령
2∼30대 6 6 6 6

40대 이상 2 1 1 2

합계
8 7 7 8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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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표본을 선정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성별과 연령을 구분한 이유는 각각

의 소속에 따른 지방분권 체감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그에 알맞은 정

책적 제언을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직업적 소속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를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한 점이 특

징적인데, 이는 직업적 특성에 따라 지방분권수준과 관련 정책 및 세부

쟁점들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Q설문 결과를 해석하고 도출된 각 유형에 대한 명명화 작업에

도움을 얻고자 일부 연구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

다. 이는 지방분권수준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파악하고 유형화하는 데

있어 연구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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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수집

1. Q설문 조사

Q설문지는 앞 절에서 작성된 33개의 Q진술문을 재구성하여 30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배부되었다. 설문에 앞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에 의해 IRB 심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3), 연구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전 동의서를 받은 후에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첫 장은 연구주제와 설문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하단에 이름을 제외한 기본 인적사항(성별, 연령, 소속)을 기재하도록 하

였다. 두 번째 장엔 33개의 Q진술문을 제시하고, 각 진술문에 대해 동의

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높은 점수(최고점수: 100점)를, 반대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낮은 점수(최저점수: 0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Q방법론의 핵

심이 진술문의 서열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서로 다른

진술문에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응답지에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완료되면 앞 절에 제시된 Q분류표(<그림 2>)를 채우도록

하였다.4) 가장 동의하지 않거나(most disagree), 가장 동의하는(most

agree) 문항을 바깥쪽에서부터(-4, +4) 안쪽으로 차례로 채우며 정규분포

형태에 가깝게 분류를 진행하여 진술문 번호를 작성하면 모든 응답이 완

료된다. 설문 응답에는 평균적으로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에서 얻은 30개의 Q분

류표를 직접 입력한 후, 배리맥스 회전방법(varimax rotation)으로 주성

3) IRB No. 1910/003-005 유효기간: 2020년 10월 27일
4) Q진술문 분류 및 설문 응답 방법으로 강제분류방법(forced-sortin)이 사용되
었다. 이는 연구자의 연구 조건 및 연구설계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통상의
정규분포 형태의 분류의 틀과 응답 문항 수를 미리 정하여 제시하면, 연구대
상자는 정해진 문항 수 대로 응답하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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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였다. 개인의 주관

적 인식의 유사 정도에 따라 분류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 유

형화 및 명명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사후 인터뷰

분석결과 도출된 요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인식을 파

악하여 각 요인에 대해 가장 적합한 명명화(naming) 작업을 수행하고자,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일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사후 인터뷰 참여자 수는 분석결과 도출된 요인의 수와 동일

하게 정하였으며,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음 두 가지의 공통된 질문에 대

해 답하였다.

첫째, 분석결과 도출된 유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형이 지방분권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연구자가 본인이 속한 유형을 ‘○○○형’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

해 동의하는지?”

둘째, 향후 지방분권정책 강화 찬성 여부 및 방향성에 대한 개인적 의

견을 묻는 질문이다. “지방분권정책을 점차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찬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더욱 현실적인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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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유형 분석

앞서 직접 구성한 Q진술문 응답 결과에 대한 유형 분석은 Q연구의 요

건에 맞추어 제작된 통계 프로그램인 PQMethod를 통해 수행하였다. 해

당 프로그램에 응답자 수 대로 취합된 30개의 Q분류표(Q-sort)를 입력

하면 P표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계산된다. 이후, 주성분(principal

component)방식에 따라 요인을 추출한 후, 추가적으로 배리맥스 로테이

션을 시행하여 (varimax rotation) 요인 간의 구별성을 높여 최종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유형화 결과에

대한 P표본 확인 작업(flagging)을 하면 분석이 마무리된다.

PQMethod 프로그램상에서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연구의 최종산출

물인 요인분석표(Factor Matrix with an X indication a Defining Sort),

각 진술문의 요인가(Factor Q-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 요인

간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Factor Scores), 각 요인에서 각 진술

문의 순위(Rank Statement Totals with Each Factor), 각 요인을 차별

화시키는 진술문(Distinguishing Statements for Each Factor), 각 요인

간 일치하는 진술문(Consensus Statements) 등 다양한 통계자료가 출력

된다.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로서 위 자료 중 요인분석표, 요인 간 상관관계,

진술문의 요인가를 차례로 제시할 것이며, 요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추

가로 각 요인을 설명하는 주요 진술문과 요인 간 공통 진술문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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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요인 분석결과

<표 4-1> 요인분석표

Q sort
요인(factor) 응답자의 배경변수

(성별/연령/직종)1 2 3
1 0.9004* -0.2149 0.0269 여/만25/민간부문
2 0.6628* -0.0505 -0.0648 남/만27/민간부문
3 0.0158 0.2291 0.8008* 남/만28/공공부문
4 0.2776 -0.2905 0.5148* 남/만30/공공부문
5 0.4035 0.1401 0.4496* 여/만32/공공부문
6 0.5774* 0.2728 -0.2223 여/만30/공공부문
7 -0.2842 0.6040* -0.0561 남/만30/민간부문
8 -0.0335 0.4221* 0.0904 남/만30/공공부문
9 0.1255 -0.0178 0.7440* 남/만30/공공부문
10 0.5679* 0.0827 0.1569 여/만25/민간부문
11 0.2266 0.4892 0.5827* 남/만31/공공부문
12 0.5736* -0.0568 0.1095 남/만30/공공부문
13 0.4884* 0.0378 0.3948 남/만24/공공부문
14 0.6399* 0.2489 -0.0849 여/만25/민간부문
15 0.6835* 0.3035 0.1220 여/만30/공공부문
16 -0.0720 -0.0346 0.2549 남/만42/공공부문
17 0.7210* -0.1186 0.2687 여/만34/공공부문
18 0.1145 0.5952* -0.1199 남/만40/공공부문
19 0.4265* 0.3011 0.2247 여/만41/공공부문
20 0.1697 0.4963* 0.0937 남/만26/민간부문
21 0.6941* -0.1839 -0.2122 여/만25/민간부문
22 0.5469* 0.2097 0.1093 남/만29/민간부문
23 -0.0689 0.8201* -0.0857 여/만25/민간부문
24 0.3068 0.5768* 0.0703 여/만25/민간부문
25 0.6290* -0.1592 0.3644 여/만28/민간부문
26 -0.2359 0.8550* -0.0490 여/만41/민간부문
27 0.4724 0.4718 -0.1279 여/만40/민간부문
28 0.3159 0.2141 -0.3598 남/만38/민간부문
29 0.7235* -0.3886 -0.0658 남/만57/민간부문
30 0.4722* 0.3360 0.1767 남/만27/민간부문
eigens 7.24 2.57 1.98
% var. 23 14 10
* p < 0.05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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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요인분석 결과 <표 4-1>와 마찬가지로 3개의 주요 관점(요인)

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각 진술문에 대해 유사한 견해와 응답유

형을 보인 집단의 수가 3개임을 의미한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수는 각각 15명, 7명, 5명이며, 총 30명의 응답자 중 3명의 응답자(16번,

27번, 28번)만이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요인에 속하는 P표본의 배경적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2>). 요인 1로 응답유형이 분류된 집단은 총 15명이며, 이 중 남성이

6명, 여성이 9명으로 여성이 비중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들의 직업적 소속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종사자 7명과 민간부문 종사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비중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요인 2는 총

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으로 거의 동등하게

구성되었다. 직종에 있어선 민간부문 종사자가 5명으로, 공공부문 종사자

2명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인 3은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남성이 3명, 여성이 2명으로 거의 동등한 비중을 보였다. 요인 3의

특이점은 응답자 5명 모두의 연령이 2∼30대라는 점과 응답자 모두가 공

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2> 요인별 응답자의 배경변수

배경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합계

성별
남 6 4 3 13

여 9 3 2 14

연령
2∼30대 13 5 5 23

40대 이상 2 2 0 4

직업적

소속

공공부문 7 2 5 14

민간부문 8 5 0 13

합계 15 7 5 27

* 응답자 30명 중 3명은 미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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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4-3>은 분석결과 도출된 3개의 요인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다.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0.3 미만이며 –0.1440부터 0.2413까

지 분포해 있다. 요인 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도출된

각 요인은 유사성이 매우 낮으며 독립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상관

관계 분석결과, 요인 1과 요인 2는 –0.1440이라는 가장 낮은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서로 상반되는 응답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요인 2와 요인 3은 양 극단값(-4, +4)을 갖는 일부 진술

문이 공통적으로 존재하여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인 0.2413을 보인 것으

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또한 매우 낮은 수치로, 각 요인의 독립성을 해

치는 수준은 아니다.

<표 4-3> 요인 간 상관관계

Q통계자료 중 요인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자료는

각 진술문의 요인가이다(Brown, 1986; 김순은, 2007). Q진술문 중에서도

요인가가 양 극단값(-4, -3, +3, +4)을 얻은 진술문들을 기초로 각 요인

의 특성을 밝힌다. 이는 요인가가 양 극단값을 나타낼수록 요인의 대표

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4는 특정 진술문에 대해

가장 동의하지 않는 요인가이며, +4는 가장 동의할 경우 부여하는 요인

가이다. 각 진술문의 요인가는 다음 <표 4-4>와 같으며, 각 요인별로 양

극단값(-4, -3, +3, +4)을 보이는 진술문을 중심으로 해석을 이어나가고

자 한다.

요인 1 2 3

1 1.0000

2 -0.1440 1.0000

3 0.2413 0.113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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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각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진술문 요인1 요인2 요인3

1
자치분권형 개헌을 통해 더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
권을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2 -3

2
지방분권은 통상 선거 전략과 같이 정치적 목적으

로 이용되는 정책적 과제이다.
-1 +1 -3

3
지방분권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0 -1 +1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체감할
수 있다.

-3 -1 -1

5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0 -1 -4

6
지나친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 재정운영의 통일성

을 해쳐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3 +3 +1

7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는 지방세 비율을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2 +2

8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가장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3 0 +4

9
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주민참여
제도에 관심이 있다.

+1 -4 +2

10
지방정부 및 주민참여의 증진으로 인해 부정부패

가 줄어들었다.
-1 -4 0

11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지방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

는 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2 +1 +2

12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집권적으로
추진되어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1 +2 +4

13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4 +2 -2

14

국고보조금만으로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엔 턱없

이 모자라다.
*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 용도를 지정하여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자금

+3 +1 +3

15 신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세를 확충해야 한다. +1 -3 0

16
현재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적절한 수준이다.
-2 -2 -1

17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

-3 -3 0

18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은 이미 상당한 수
준으로 더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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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속적인 지방분권정책으로 인해 의료, 사회복지,

교육, 주택 등 공공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행정서비

스의 질이 제고되었다.

0 -2 0

20
지방분권은 지방행정과정의 형평성을 신장하여 주

민복지(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1 -3 -2

21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은 예산 낭비 빛 지방 부채

의 증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1 +2 +2

22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화하는 법

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4 +3 +3

23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과한 처사이다.

-2 +4 +1

24
시·군·구청장 및 의원선거(기초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0 +3 -2

25
지방분권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0 +4 -4

26
지방분권은 지방의 소수 엘리트 구조로 인해 배분

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2 0 -1

27

지방교부금 지원으로 지방정부의 살림이 더 개선

될 수 있다.
* 지방교부금: 지자체 간 재정균형을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

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교

부되는 재원

+2 -1 0

28
현재 지방정부들의 재정은 어려운 수준이며,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2 0 +1

29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현행 제도

는 개선되어야 한다.
-2 0 -3

30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간의 경쟁과 갈등을 유도하
며, 지역이기주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1 +2 +1

31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성과 역량이 증진하였다.
+1 -1 -1

32

지방분권은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상시적 필수 과제이
다.

+4 0 -2

33
재정분권의 제도적 미완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는 더 커질 위험이 있다.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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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요인 해석

Q요인에 대한 해석은 분석결과 도출된 각 요인의 주요 진술문들의 특

징을 파악하여 요인의 이름을 명명하는 작업(naming)으로 시작된다. 이

후 앞서 제2장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지방분권을 분권의 대상 내용에 따

라 크게 정치적·행정적·재정적 분권으로 구분 지어 논의한 것과 마찬가

지로, 위 분석 틀에 따라 각각의 진술문과 요인을 해석하였다.

(1) 요인 1 : 적극적 지지형

<표 4-5> 요인 1의 주요 진술문

Q요인가 Q진술문

가장

동의

+4

22.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화하는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32. 지방분권은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상시적 필수 과제이다.

+3

1. 자치분권형 개헌을 통해 더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
을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8.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가
장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14. 국고보조금만으로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가장

비동의

-3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체감할 수
있다.
6. 지나친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해쳐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17.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

-4

13.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
문에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18.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은 이미 상당한 수준
으로 더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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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은 ‘적극적 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유형은 지방분권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법적·제도적 보장까지 강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분권 논의에 해당하는 “자치분권형 개헌을 통해 더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는 진술

문(1번)에는 강한 동의 의견을 밝혔으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

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더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진술문(18

번)에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요인 1의 응답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수준이 다소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개선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치분권형 개헌으로 인한 보장까지 요구하

며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진술문(17번)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대의제의 특

성상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방정부의 살림과 정치를 수행하는 대표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정적 분권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이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상시적 필수 과제”라는 진술문(32번)

에 강한 동의 의견을 보였으며,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라는 진술문(13번)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요인 1의 견해는 지방분권의 당위

성 및 필요성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까지 인정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체감할 수 있다”라는 진술문(4번)에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요인 1의 응답자들이 지방분권 관련 주요 쟁점 및 특정 정책에 관

해서는 낮은 체감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분권 측면에서 살펴보면, 요인 1의 응답자들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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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가장 필수적으로 선행되

어야 한다”라는 진술문(8번)과 현재 중앙정부가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일정 자금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만

으로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는 진술문(14번)에 강하

게 동의하였다. 또한, “지나친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 재정운영의 통일성

을 해쳐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진술문(6번)에는

낮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위 세 응답들을 종합하자면, 이들은 재정분권으

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분

권의 우선적 필요성과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 이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지

출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화하는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진술문

(22번)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지방정부가 재정 측면에서 자치역

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 더 강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요인 2 : 방관형

<표 4-6> 요인 2의 주요 진술문

Q요인가 Q진술문

가장
동의

+4

23.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과한 처사이다.
25. 지방분권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
해 달성할 수 있다.

+3

6. 지나친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해쳐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22.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화하는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24. 시·군·구청장 및 의원 선거(기초선거)에서 정당이 후
보자를 추천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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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는 ‘방관형’으로 명명하였다. 전반적인 응답유형이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요인 1과 상반되고 있음은 앞서 요인 1과 요인 3의

상관관계가 음수(-0.1440)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요인 2의 응답자들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현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낮고, 지방분

권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적 분권 논의의 진술문부터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연방제에 버금

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과한 처

사이다”라는 진술문(23번)에 무려 +4점을 부여한 것이 특징적이다. 즉,

요인 2의 응답자들은 現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치분권 국정과

제의 목표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

를 밝히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시·군·구청장 및 의원 선거(기초선거)에

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한다”는 진술문

(24번)에 긍정하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진술문(17번)에는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의

미하며 지방정부의 대표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의

미한다. 요인 2의 응답자들은 또한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진술문인 “주민

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주민참여제도에 관심이 있다”(9번)와

“지방정부 및 주민참여의 증진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10번)

가장
비동의

-3

15. 신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세를 확충해야 한다.

17.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
20. 지방분권은 지방행정과정의 형평성을 신장하여 주민
복지(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4

9. 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주민참여제
도에 관심이 있다.
10. 지방정부 및 주민참여의 증진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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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최저점수인 –4점을 부여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응답을 종합하자면, 이들은 주민참여제도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부정부패

를 줄이는 등 주민참여제도가 지닌 민주성 및 효용성에 대해서도 부정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적 분권 측면에서는 두 개의 진술문이 요인 2의 특징으로서 도출

되었다. 가장 먼저, 요인 2의 응답자들은 “지방분권은 지방행정과정의 형

평성을 신장하여 주민복지(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진술문(20번)에

반대하며 해당 정책과정의 형평성 및 민주성을 부정하였다. 한편, 이들은

“지방분권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라는 진술문(25번)에 강한 찬성 입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선 이들이 예

외적으로 현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인정한 것인지, 향후 더

획기적인 지방이전 정책 추진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효과를 기대하는 것

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요인 해석 후 사후 인터뷰 단계에서 해당 진

술문에 대한 추가적 심층 질문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적 분권 측면에서는 “지나친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 재정운영의 통

일성을 해쳐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라는 진술문(6번)

에 긍정하는 응답을, “신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세를 확충해야 한다”는

진술문(15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즉, 요인 2의 응답자들은 재

정분권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하고, 지방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를 개선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일관되게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요인 1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지출

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화하는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진술문

(22번)에 동의하였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 진술문은 재정분권 자체를

찬성하기 보다는 자치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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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 3 : 중앙정부 선호형

<표 4-7> 요인 3의 주요 진술문

요인 3은 ‘중앙정부 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유형은 지방분권정책

의 당위성 및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현재 지방분권수준 및 특

정 정책에 대해서는 선호도, 만족도, 체감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밝혀졌

다. 특히, 요인 3은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들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정치적 분권 측면에서 요인 3의 응답자들은 가장 먼저 “자치분권형 개

헌을 통해 더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

다”는 진술문(1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이들은 시대적 요구

Q요인가 Q진술문

가장
동의

+4

8.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가
장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
12.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집권적으로 추
진되어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3

13.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
문에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22.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화하는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33. 재정분권의 제도적 미완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는 더 커질 위험이 있다.

가장
비동의

-3

1. 자치분권형 개헌을 통해 더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
을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 지방분권은 통상 선거 전략과 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정책적 과제이다.
29.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4

5.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행
정서비스의 양과 질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25. 지방분권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
해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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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함은 인정하지만, 자치분권형 개헌까지는 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요인 3은 “지방분권은 통상 선거 전략

과 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정책적 과제이다”라는 진술문(2번)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진술문(29번)에 부정적 인식 보였다. 이는 지방분권이 단지 정치적 수단

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감 선거라

는 특정 쟁점에 있어서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행정적 분권 논의 측면의 진술문 5, 12, 13, 25번은 요인 3을 다른 요

인들과 가장 차별화시키는 진술문이다. 가장 먼저, 요인 3의 응답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집권적으로 추진되어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진술문(12번)에 +4점을 부여하며 강하

게 동의하였다. 즉, 이들은 다른 유형과는 달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

전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기

대한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라는 진술문(5번)와 “지방분

권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라는 진

술문(25번)에는 강한 반대 의견을,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율성 및 다양성

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진술문(13번)

에는 비교적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 위 응답들을 종합하자면, 요인 3은

현재 지방분권 개혁의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도 미미하다고 보며, 동시에

현재의 지방분권은 전반적인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이 보기엔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정책 및 제도가 미완성

의 수준이고, 지방정부가 자치역량을 발휘하기엔 역부족이므로 향후 진

일보한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막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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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분권 논의에 있어서는 요인 3과 요인 1이 유사한 응답유형을

보였다. 특히, 8번 진술문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

권이 가장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과 22번 진술문 “지방정부의 지출

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화하는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에 요인 1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이 중 진술문 22번은 세 요인 모

두 공통으로 동의한 진술문이기도 하다. 또한, 요인 3의 응답자들은 “재

정분권의 제도적 미완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는 더 커질

위험이 있다”라는 진술문(33번)에 동의하였다. 즉, 이들은 재정분권의 우

선적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제도적 미완

성과 그로 인한 역효과의 위험성을 지적하여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3) 공통 견해

<표 4-8> 요인 간 공통 진술문

상기의 <표 4-8>은 P표본들이 유사한 응답유형을 보인 진술문들이다.

요인 간 공통 진술문은 총 4개로, 앞서 서술한 Q진술문을 구성하는 세

번호 Q진술문
Q요인가

요인 1 요인 2 요인 3

11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지방정부에서 근
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2 +1 +2

16
현재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적 지원은 적절한 수준이다.

-2 -2 -1

22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
화하는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4 +3 +3

26
지방분권은 지방의 소수 엘리트 구조로
인해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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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세부 논의 중 행정적 분권에 관한 진술문(11번, 26번)과 재정적 분

권에 관한 진술문(16번, 22번)이 포함되었다.

각 공통 진술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응답자들은 대체로 “중

앙정부의 공무원이 지방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여야 한

다”는 진술문(11번) 약한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오늘날 많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었고, 앞으로도 계

획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공무원과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

기관 종사자들이 지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주거·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속에

서 본 설문의 응답자들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의 양

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여건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였다.

둘째, 재정분권 측면에서 모든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지방정부

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진술문(16번)

에 약한 반대 입장을,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을 명확화 및 투명화하는 법

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진술문(22번)에 매우 강한 동의 입장을

보였다. 종합하자면,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해 지원하는 재정의

수준은 완벽히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각 지방정부의 재정에 따라

이전 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각 지방정부도 책임감 있는 자치재정의 선

행조건으로서 지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법과 제도로서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의 소수 엘리트 구조로 인해 배분의 형

평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진술문(26번)이 공통 인식 진술문으로 도출

되었다. 이 진술문에 대해 각 요인들은 차례로 –2점, 0점, +1점을 부여

한 것으로 보아 크게 동의하지도, 크게 동의하지도 않은 중립적 견해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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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 분석 종합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 주요 정책 및 쟁점

에 대해 일반국민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설문하고, 응답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한 후, 해석을 통해 각 요인에 대한 명명화를 시도하였다.

도출된 세 가지의 요인은 지방분권에 대한 ‘적극적 지지형’, ‘방관형’, ‘중

앙정부 선호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정치적·행정적·재정적 분권 논의에 따

라 각 요인별 입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의 배경적 특성 또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요인별 응답유형의 종합적인 비교는 <표 4-9>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요인 1 ‘적극적 지지형’은 현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체감도

와 지방분권수준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는 낮지만, 관심도는 매우 높

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분권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까지 강하게

인정하였으며, 자치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헌법

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까지 인식한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요인 1에 속한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별, 직업적 소속별로는

큰 비율적 차이가 없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소하게 더 많이 속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요인 2 ‘방관형’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체감도, 만족도, 관심도 모두

현저하게 낮으며, 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분권정책 자체에 회의적이고 방관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2의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지만, 직업적 소속에 있어 민간부문 종사자가 공

공부문 종사자에 비해 약 2배 가량 더 많이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3 ‘중앙정부 선호형’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는

낮으나,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비교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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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해당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선호하고 기대한

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요인 3의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5명의 모든 구성원들이 2∼30대, 공공부문 종사자라

는 특이점이 포착되었다.

<표 4-9> 요인별 응답유형 비교

구분
요인 1

‘적극적 지지형’

요인 2

‘방관형’

요인 3

‘중앙정부 선호형’

정책 체감도 낮음 낮음 낮음

정책 만족도

및 신뢰도
낮음 낮음 낮음

정책 관심도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보통

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
매우 인정 불인정 비교적 인정

응답자 구성
* 미분류: 3명

총 15명 총 7명 총 5명

Ÿ 성별

: 남 6명, 여 9명

Ÿ 연령

: 2∼30대 13명,

40대 이상 2명

Ÿ 직업적 소속

: 공공부문 7명,

민간부문 8명

Ÿ 성별

: 남 4명, 여 3명

Ÿ 연령

: 2∼30대 5명,

40대 이상 2명

Ÿ 직업적 소속

: 공공부문 2명,

민간부문 5명

Ÿ 성별

: 남 3명, 여 2명

Ÿ 연령

: 2∼30대 5명,

40대 이상 0명

Ÿ 직업적 소속

: 공공부문 5명,

민간부문 0명

* 종합

: 차별적 특징

Ÿ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지

지도가 모두

매우 높음

Ÿ 자치분권형 개

헌의 필요성까

지 인식함

Ÿ 정책에 대한

체감도, 만족

도, 관심도 모

두 낮음

Ÿ 지방분권정책

의 필요성 자

체를 부정함

Ÿ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필

요성 인식 모

두 보통 수준

Ÿ 중앙정부 주도

의 정책 추진

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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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후 인터뷰

1. 사후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

제3장에서 언급했듯, 사후 심층 인터뷰는 분석결과 도출된 세 가지의

요인들을 해석하고 명명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일부

설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Q자료 분석결과 유의미한 요인으

로서 3개가 도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뷰 대상자도 요인별로 한 명씩

선정하여 총 3명을 모집하였다. 사후 인터뷰에 응한 표본 3명의 구체적

인 정보는 다음 <표 4-10>과 같으며, 이 표본들이 각 요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4-10> 사후 인터뷰 참여자 정보

‘적극적 지지형’으로 유형화된 응답자 1은 만 30세 여성으로, 현재 비

수도권에서 재직 중인 지방직 공무원(7급)이다. ‘방관형’으로 명명한 응답

자 2는 만 31세 남성으로, 현재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선호형’으로 지칭된 응답자 3은 만 28세 남

성으로, 국가직 공무원(5급 사무관)이다.

구분
응답자 배경변수

성별 연령 직업적 소속

응답자 1

‘적극적 지지형’
여 만 30세

공공부문

종사자
지방공무원

응답자 2

‘방관형’
남 만 31세

민간부문

종사자

대기업

회사원

응답자 3

‘중앙정부 선호형’
남 만 28세

공공부문

종사자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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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인터뷰 내용 및 결과

<표 4-11> 사후 인터뷰 질문 내용

사후 인터뷰에 응한 3명의 참여자들이 받은 공통 질문은 위 <표

4-11>와 같으며, 다음은 응답자 1의 답변 내용이다.

문항 번호 내용

Q1-1.
분석결과 도출된 유형이 지방분권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Q1-2.
연구자가 본인이 속한 유형을 ‘○○○형’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

해 동의하는가?

Q2-1. 지방분권정책을 점차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Q2-2.
찬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Q1-1.

Q1-2.

분석결과 도출된 유형이 지방분권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인

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아직까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지방분권정책들에

대한 체감도는 낮으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더욱더 개선

되길 바라는 인식이 그런대로 잘 반영된 듯싶습니다 ”

연구자가 본인이 속한 유형을 ‘적극적 지지형’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 제 의견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었나요? (웃음) 지지하는 것

은 확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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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응답자 2의 답변 내용이다.

Q2-1.

Q2-2.

지방분권정책을 점차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물론입니다 ”

찬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선 사실상 재정

분야에 있어선 무늬만 분권을 표방하고 있을 뿐 여전히 강

한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현재

「지방재정법」으로서 모든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

입을 의무화시켰는데, 사실상 정말 주민참여율도 저조하고

영향력도 미미하여 큰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이상

낭비성 예산편성이 아닌, 정말로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재정분권 제도를

구상해주셨으면 합니다 ”

Q1-1. 분석결과 도출된 유형이 지방분권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인

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사실 설문을 하기 전까진 제가 이렇게나 지방분권에 무지

하고 무관심한지 몰랐어요. 제 유형에 속한 주요 진술문 목

록을 보니 대부분 맞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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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응답자 3의 답변 내용이다.

Q1-2.

Q2-1.

Q2-2.

연구자가 본인이 속한 유형을 ‘방관형’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 방관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정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지만

지방분권 자체에 반대하고 무관심한 건 사실이니깐요 ”

지방분권정책을 점차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아니요 ”

찬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 지방분권은 도리어 지방 간의 경쟁을 부추긴다고 생각해

요. 분권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곤 하는데,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가는 기분입니다. 저 또한 직장

이나 주거공간을 지방으로 옮기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

Q1-1. 분석결과 도출된 유형이 지방분권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인

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제 유형의 주요 진술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대부분

맞는 듯합니다. 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건 아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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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Q2-1.

Q2-2.

연구자가 본인이 속한 유형을 ‘중앙정부 선호형’이라고 명명

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 지방분권은 이루어져야 함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 방

식에 있어 아래(지방)로부터의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

니다. 아직은 제도도, 법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중앙정부의 위로부터 개혁이 더 효과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방분권정책을 점차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명쾌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네요. (한숨) 저는 지방분권을

반대하진 않지만, 그보다 국토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

찬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 분권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그리고 정책의 실

효성 등을 냉철히 판단하자면 아직까진 집권보다 나은 점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직)공무원으로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해

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수도권의 비대화, 지방 간 격차

의 심화, 국토의 불균형과 같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지방분권 뿐일까요? 중앙의 더 큰 결

단력과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



- 64 -

위 인터뷰 답변들을 종합해보면, 세 응답자 모두 분석결과 도출된 유

형과 그 유형을 설명하는 주요 진술문들이 본인의 주관적 인식을 잘 반

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붙인 유형의 명칭에 대해서도

큰 이견 없이 대체로 동의하는 듯했다.

향후 지방분권정책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지 물은 질문에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응답자 1은 찬성 의견을, 응답자 2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

편, 응답자 3은 지방분권보다 국토균형발전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언급

하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향후 분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의 답변

으로 응답자 1은 재정분권 정책 및 제도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응

답자 2는 회의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응답자 3은 행정의 측면에서 아직

까진 분권보단 집권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중앙의 위로부터 개혁으로

수두권 비대화 문제, 국토 불균형 발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하

였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수행한 Q요인 해석 결과와 사후 인터뷰 결과를

모두 종합해본 결과, 직업적 소속(민간부문 종사자/공공부문 종사자)이라

는 배경변수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공공부문 종사자는 다시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구분되어 상이

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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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돈 현시점에서

지방분권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

요하다. 분석결과 도출된 유형과 인터뷰 내용은 향후 지방분권정책의 강

도 및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분석결과로서 세 가지의 인식유형을 도출했듯이 동일한 정

책과제에 대해서 개인별로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요인 해석 결과, 지방분권정책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근거로 응답자들의 배경변수를 언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의

하위 변수로서 연령, 성별, 직업적 소속(민간부문/공공부문)을 제시하였

으나, 이 중 해당 정책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의

직업적 소속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공부문에 종사자의 대표적인 사례

인 공무원 표본은 다시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에 따라 구분되어 지방분

권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을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

었다.

요약하자면, 요인 1은 자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까지 강하게 인식하면

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지지하였다.

한편, 요인 2는 요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 관심도 및 지지도를

보였고, 요인 3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책 수행 방식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기대하였다. 각 요인에 속한 표본의 직업적

배경변수를 살펴본 결과, 요인 1에선 뚜렷한 차별점을 발견하지 못하였

다. 다만, 요인 1의 공공부문 종사자 표본 7명 중 5명이 지방공무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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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의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오직 2명만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국

가공무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요인 2에는 민간부문 종사자가 압도

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요인 3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임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정책에 대해서도 개인의 직업적 소속(민간부문/공

공부문) 혹은 근무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지지도와 선호하는

정책 및 제도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

려하여 차별적인 정책과 맞춤형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의 특성상 중앙-지방 간, 각 지방정부

간, 더 나아가 (중앙/지방)정부-개인 간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의 분권 개혁을 원한다면 정책수혜자의

입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지방분권정책들은 무늬만 분권을 표방할 뿐 실제 추진방식에

있어선 집권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에 대한 체감도, 만

족도, 신뢰도, 지지도 모두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개인의 인식을 반영시켜 다양한 수요별 정책을

제공한다면 더 혁신적이고 만족도 높은 지방분권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지방분권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결과와 함

의를 토대로, 필자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다음 세 가지의 정책적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캠페인 등의 참여 유인책을 적극 추진

하고 홍보해야한다. 분석결과 총 30명의 표본 중 7명에 해당하는, 즉 전

체 표본의 약 1/4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요인 2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방

관형’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그 중 특히 민간부문 종사자들이 대체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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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에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낮은 관심도가 정책을 실패로 이끄는

주된 문제점임을 보여준다.

국회 및 정부가 제시하는 모든 법, 제도, 정책이 그러하듯, 국민적 관

심과 지지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만 비로소 성공한 정책,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물론, 현재에

도 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시행되

고 있고, 이 외에도 주민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

구가 마련되어 있다. 현존하는 제도를 주민 편의에 따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첨

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 쉽고 간편한 주민참여 방식을 강구해야한다.

이에 더불어 유인 및 홍보 효과가 미미했던 기존의 제도들은 과감히 폐

지하는 등 각 지방정부의 결단력도 요구된다.

둘째, 지방분권정책 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 추진 방향

이 이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의 논의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지방정부-

주민 이 세 주체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이를 뒷받침 해

주는 제도와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필자 본인도 지방분권정책이 시대적 흐름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과제임을 인정하고, 지방분권으로 인한 행정

의 효율성, 민주성, 경제적 효과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책

의 성공과 더 나아가 진정한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선 정책 추진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결과 모든 유형에 있어서 현 지방

정부 및 지방대표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 그들의 책임성 및 투명

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분권은 정책 특성상 중앙-지방 정부간, 각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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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 정부-개인 간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해

야 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

의 필요조건인 삼자 간 견제와 균형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덧

붙여 삼자 간 견제와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주

장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예산편성, 지출책임, 지방교부금·국고보조금 지급 및 활용 방안에 대

해 삼자가 한 공간에서 의견 공유 및 피드백을 할 기회가 제도로서 마련

된다면 분권에 대한 체감도, 만족도, 신뢰도 모두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

다.

셋째, 수도권의 비대화 및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지방분권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의 생활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 정부는 실제로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행하였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

견이 거세게 부딪혔다. 찬성파는 이 정책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의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 등에 상당히 기여하면서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대파는 오히려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낭비시키며 행정의 비효

율성을 초래하고 젊은 연령층의 정책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킨다고 주

장한다. 즉, 반대파의 입장에선 지방이전정책이 공익과 사익 모든 측면에

서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나오게 된 근본적 원인을 살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생활서비스 격차(교육, 의료, 문화 등)를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 역설적으로 이 격차

를 더 늘리고 있다는 것이 반대파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지방에서의 근

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고 지방소재의 공공기관 재직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도리어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역효과가 야기되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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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지방으로 근무지가 이전

이 되어도 생활서비스 측면에서 큰 불편함과 이질감이 없을 수준까지 생

활 및 근무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한 후 순차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지방분권정책 추진의 핵심은 결코 신속성이 아니

라 모든 대상을 품을 수 있는 포괄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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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現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유형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과정과 결과는 다음 두 가지의 방법론적,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지방분권이라는 동일 정책에 대

해 정책수혜자들의 입장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관련 이론 및 영향요인

을 살펴보거나,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가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

한 연구도 일부 있었는데, 대부분 특정 정책과제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

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계량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곤 하였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로는 Q방법론

을 적용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

한 연구(김순은, 2008)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유형화

하여 정책의 성패 요인을 밝혀냈는가 하면, 본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

으로 정책에 대한 체감도, 만족도, 신뢰도 등 주관적 인식을 밝혀낸 후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의

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향후 진일보한 정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국민인식조사가 범정부적으로

자주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정부에 걸쳐 지방분

권은 핵심 국정과제로 다뤄지며 관련 법안과 추진기구가 마련되어졌다.

후보자들의 대선공약에 구체적 분권 과제가 명시됨은 물론이고, 정부 출

범 이후에도 대통령직속 정책추진기구에선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함으

로써 그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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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근본적으로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문

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 및 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입법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

영되어야 함을 강하게 지지하는 바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가 수행된 것은 前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이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임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동일 정책에 대한 상이한

인식 유형을 봤듯이, 향후 진정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정책 전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국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해결책이야말로 대의제의 기본 원리이며, 정책의 효과성, 반응성, 민주성

을 담보함으로써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것이다.

종합하자면, 정책 특성상 정책수혜자의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에 비해

연구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향후 진일보한 지방분권과 정책

의 성공을 위해 국민인식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에 기여하고,

정책과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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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특정 정책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함으로써 다

양한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상 한

계가 존재한다. Q방법론의 특성상 기타 양적 방법론에 비해 표본의 수가

현저히 적은 점은 연구결과의 타당성 측면에서 늘 논란이 되곤 한다. 따

라서 성별, 연령, 직종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고려하여 최대한 다

양한 표본을 추출하려고 노력하고,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사후

심층 인터뷰까지 시행하였으나, 연구 과정의 일정 부분에 있어선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배경변수와 지방분권수준에 대한 인식 간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양적 연구에 상응하는 정교한 표집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Q방법론은 표본집단의 모수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표본이 지니고 있는 인식을 유형화

하고 도출된 각 유형에 대한 해석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론이다. 이러

한 Q방법론의 역할과 의의를 고려해본다면, P표본의 다양성 및 크기가

양적 연구보다 미흡했을지라도 다양한 인식유형이 도출된 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 관점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에 있어 본 연구자가 인식한 한계를 해

결하고 보다 정밀한 국민 인식 파악을 위해서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언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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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te 20th centu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ecentralization as a means to overcome the adverse effects of the

previous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ace of a transformation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mid this global trend,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is focusing more on decentralization to

cope with major social issues such as the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population reduction, the concentration of people in the

capital area, and the lack of economic growth engin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et up a core national agenda for decentralization which is

comparable to the federal system and declared that it would actively

support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revision as the basi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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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policies.

Although discussions about expanding decentralization have been

constantly taking place,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have actually

developed realistic policies by identifying the level of public perception

on decentralization. Moreover,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re about ideas and theories on decentralizat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policy assessment and strategic suggestion, and a

recent study on subjective perceptions of major issu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has been abs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who is the

actual policy recipient, and then carry out the typology work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Q

methodology and PQMethod statistical program, which are suitable

research methods for identifying subjective perception types. The 33 Q

statements which are formed by the researchers include the contents

about interests, satisfaction,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for

decentralization policies. In-depth interview questions included whether

to agree on the names of each factor and key statements, and whether

to endorse the strengthening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future.

The analysis of responses from a total of 30 P-sample respondents

resulted in three recognition types, each named 'the type of active

support', 'the type of indifference' and 'the type of preferring the

central government'. To sum up, Factor 1 strongly recognized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supported decentralization policy quite

actively compared to other factors. Meanwhile, Factor 2 show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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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st level of policy interest and support among the factors, and

Factor 3 relatively acknowledged the need for policy, but expected more

of a central government's leading role. When looking at the

occupational background variables of the samples belonging to each

factor, it was found that Factor 1 is the major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or employees of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in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Factor 2 i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rivate

enterprises workers, and Factor 3 is all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design discriminatory policies and

schemes considering priorities for each type, as their degree of support

and preferred policy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rofessional affiliation(private sector/public sector) or working location

(capital/non-capital area). Since the policy of decentralization implies

complex and diversified interest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furthermor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dividuals, the opinions of policy recipients should never be overlooked

if they want to reform decentralization in the right direction. Therefore,

from the initial stage of designing policies to provide realistic policies

that reflect individual perceptions, it is expected to move toward a more

innovative and satisfying decentralization paradigm.

Keywords :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Localization, Q

methodology, Public’s Perception, Typology

Student Number : 2018-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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