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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토지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획권한을 주요 소재로 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권한의 배분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본적으로 
토지란 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에게 있어서 한정된 제화이기 때문에 그 이용
에 있어서 공공성이 특히 요구되는 자원이다. 따라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이용을 각자의 입장에서 계획하였을 경우, 중앙정부의 토지이용계획이나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
체의 행태모형을 구축하여 계획권한과 토지이용 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중앙과 지방,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권한과 예산 배분 문제이다.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생활수준에 대
한 욕구가 높은 사회일수록 지방자치,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중
요해진다. 더욱이 토지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권한은 국토계획의 통합성을 이유
로 중앙에서 꾸준히 집행해 왔다. 90년대 들어 지방자치 선거가 시작되면서 계획
권한의 많은 부분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되었고, 최근 들어 기초지자체에도 일정 부
분을 이양했지만 권한이양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단체 간의 토지이용 계획권한과 역할 분담에 대
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계획권한을 
부여받았을 경우, 조세정책과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광역과 기초에 
있어서 최선의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수리모형을 구축하였다. 1단계로 
두 개의 동일 조건 지자체를 가정하여 각 지자체가 중앙의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경우와 토지이용계획 권한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단
계는 모형을 조금더 현실화하였으며, 중심지와 부중심, 교외 지역으로 나누어 동
일한 분석과정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중앙과 지역의 계획 역량이 다른 것을 



- vi -

가정하여 정부의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 얻게되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측정·분석하
였다. 또한 각 단계마다 조세정책(재산세)와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제, 용적률 규
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조건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일관된 
토지이용계획보다는 개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것
이 주민들의 후생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위계
(중심지-부중심지-교외)로 나누어 분석했을 경우 역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이용계획 권한을 주는 것이 후생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단, 이 경우에는 모
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특정 지차체에게만 권한을 부여할 경
우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중심지에만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음의 외부효
과는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계획의 실패를 가정할 경우, 후생개선 효
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중앙이나 전문가 집단에 비해 지역
계획의 경우,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보다는 토지이용규
제에 의한 부의 외부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토지이용과 계획권한과 관련하여 수리모형을 통한 이론적 접근을 시
도했다는 데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토지이용과 계획권한과 관련
된 논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형을 통한 토지이용 및 조세 정책 효과를 검증하였
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
형은 완전정보시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더욱 확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불완전정보시장 
등 현실과 더욱 가까운 모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확대가 토지이용에 있
어서도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중앙과 전문가 집단의 역할
은 계획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책정보 전달체계를 높
이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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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토지는 다른 자원과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가장 두드러진 차별점은 

이동할 수 없다는 점(부동성(immobility, 不動性))과 임의적인 생산이 불가능
하다는 점(비생산성(non-productiveness, 非生産性))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토지라는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외부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
드는 요인이다. 근대사회 이후 이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재산
권 보호를 위해 용도지역과 같은 다양한 도시계획적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과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직접
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토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이용과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행사해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높아졌고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5년 자
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 선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형식적인 모
양새가 갖춰졌다. 이후 20년간 6번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뿌리
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게 되었다.

중앙과 지방,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정책 및 규제에 대한 권한과 예산 
배분 문제는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소득수
준이 개선되고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회일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
할과 권한이 중요해진다. 다양한 갈등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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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체제보다는 분권화된 체제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도시정책
을 연구하는 행정학과 도시계획학계에서도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의 토지이용
계획 권한에 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경제사상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행정 및 공
공분야에 대한 민영화가 가속되었고, 작은 정부가 곧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 특히 행정학에서 새롭게 대두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이론은 공공기관 조직 내부에 자유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운영
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였다. 이는 각종 공공부
분의 민영화를 야기하였고, 신자유주의와 시장기능의 공공부문 도입은 ‘작은 정
부’와 ‘주민참여 활성화’가 곧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새로운 도식을 만
들게 되었다.

반면 공공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강조하는 도시계획분야는 20세기 후반 도시
화로 인해 생겨난 각종 문제를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는 기존 계획적 방
법론에 대한 회의를 들게 만들었다. 특히 기존 광역계획과 장기계획이 계획목표에 
부합되지 못하고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자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었다. 이후 보다 실용적인 계획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장기적 관점
의 합리적·종합적(rational-comprehensive) 계획이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주민
참여와 더불어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협력적·의사소통적(collaborative and 
communicative) 계획이론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게 되었다.

행정학이나 도시계획학계에선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중앙집권 체제
보다는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확대가 주민복리와 민주주의 확산에 도움이 된다
는 연구결과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과도한 민영화와 지방자치단
체의 독선적 계획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
다. 특히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만을 고려한 정책을 집행하여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토지와 같은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토지이용계획에서 그 효
과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교통규제나 사회 정책, 조세 정책 등을 주제로 하고 있어, 토지나 공
간이용계획을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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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 간의 정부 간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
권한의 자율적 상황과 규제 상황일 경우 나타날 각각의 부작용과 외부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이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단체 간의 계획권한과 역할 
분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중앙-지방 간 권한문제와 지방정부-지방정부 간의 차별적 정책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의 외부효과는 도시행정학과 계획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극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해
야 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부터 경쟁에 의한 외부효과로 인해 지나친 민영화와 
권한이양은 도리어 주민복리에 역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까지 다양한 연구 결
론이 존재한다. 만약 과도한 지방의 권한이양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면 중앙-광역-기초 정부간의 권한배분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권한의 자율성을 부
여한 상황에서 조세정책과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규제정책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광
역-기초지자체 사이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면 광역-기초의 규제 권한에 있어 가장 효과
적인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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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토지이용과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계획권한 이양 문제

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실제로 구현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이 때문
에 현실에서 실험(experiments) 또는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s)를 구
현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수리적 이론모
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이론모형이 갖춰야할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
과 같다.

요건 1: 토지이용계획과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 2: 도시 정책에 대해 개별 행위주체(주민 가구)가 반응하는 행태적 모

형이어야 한다.
요건 3: 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혼잡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기본적으로 고려

한 모형이어야 한다.
요건 4: 정책의 비교를 위하여 각 지역 간의 정책(토지이용계획, 조세 등) 

변수를 달리 설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모형이어야 한다.
요건 5: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대방의 정책을 보고 전략적으로 자신의 지역

에 있어서 최선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건 1과 요건 2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식을 사용하며, 교통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행위기반 접근법
(activity-based approach)를 이용하였다. 요건 3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권역(지방자치단체)으로 구성된 선형도시(2개 지역, 5개 지역)를 가정하였다. 
모형은 생산과 고용이 도심이나 특정 중심지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일도심모형
(mono-centric model)이 아닌 모형 내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분산고용
모형(dispersed employment model)을 전제한다. 분산고용모형은 단일도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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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보다 현실에 가까운 모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건 4와 5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지자체를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 지자체
의 정책결정은 다른 지자체의 정책이 결정된 이후 최적 정책을 찾아 가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수치해석을 이용한 행태모
형이며 토지(land)와 노동(labor), 복합재 상품(complex goods)시장 및 주택·
오피스(houses and offices) 시장 등을 내생적으로 다루는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이다. 

그림 1. 모형 구축 및 정책분석 과정의 흐름

2. 연구 구성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정책연구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큰 틀에서 선행
연구 검토와 가설설정, 연구모형 설계와 분석결과 해석 그리고 정책시사점 제
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행정학과 도시계획학계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학계 전반의 이론적 배경과 
논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설계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선 설정된 가설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는 계획권한이 이양된 사례가 적고,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
에 지방자치제도의 전통을 가진 해외국가(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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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 설계에 필요한 모수를 도출하고 
관련 가설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모형 설계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설계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단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분석
모형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같은 조건을 가진 두 개의 지역을 
가정하였다. 이 모형에서 두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은 모두 같으며, 자율 규제와 
중앙 규제의 상황만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중심지(도
심)과 부도심지역, 외곽지역을 가정한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 모형으로 구성하
였다. 첫 번째 모형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을 모두 다른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서울시와 수도권을 가정하여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모수를 추정하
였다. 

마지막 단계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모형 분석 결과 얻어진 수치를 토대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에 대해 고찰하
였다. 결론에서는 분석모형 가정으로 인한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향후 연
구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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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구성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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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와 계획권한

제1절 관련 이론: 행정학
1. 지방자치이론
행정학에서 지방자치의 역할은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공공문제

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정치과정을 하나의 모형
으로 도식화하면 정치환경(politic environment)과 투입물(input), 정책
(policy), 산출물(output)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Easton, 1953). 지방자치는 
이러한 정치과정을 지역 수준에서 구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별도의 제약요인을 갖는다(Gurr and 
King, 1987). 하나는 사회경제적 요소로 국가경제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지역
경제 환경이며, 지역토호세력과 시민들 간의 이해관계 역시 존재한다. 특히 중
앙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위정부로부터의 예산과 권한 제약이 존재한다
는 것으로 재정과 계획의 자율성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제약을 받는다.

결국 지방자치는 정부 간 관계(중앙-지방, 지방-지방)에서 서로 간의 역할
과 권한을 조정하는 기제를 뜻한다. 정부 간 관계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으로 나눌 수 있다. 권한과 역할 배분에 있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견해
에는 부정론과 긍정론이 존재한다.

1)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단체의 자치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권한인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또는 상위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또는 하위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정부)에 대한 권한의 분권과 집중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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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 주로, 하위정부에 대한 권한의 분산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주로 각
각의 정부 간 관계에서 권력의 분권화 지향하는 방향으로 최근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이와 달리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이해
해야 한다. 주로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또 각종 정보들에 대한 주민 통제가 주요 문제가 된다. 이를 정부-주민관계
의 주요 이슈로 보며 최근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종 논의
가 진행 중에 있다.

분권화와 참여에 대한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시민사회는 비(非)균질적 집단
이다. 즉 시민집단은 하나의 의견을 가진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크게 기득권
층과 소외계층으로 나누어진 다양한 계층의 모임이다. 분권화 및 참여에 대한 
반대의견 중 가장 큰 것은 기득권층의 정책결정 및 자원 독식 우려이다. 소외
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분권과 참여는 민주주의 기능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다.

몇몇 연구들은 엘리트와 지도층의 의무로서 참여를 강조한다(Gneist, 
1872). 그러나 현실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이상적인 윤리를 기대하
기는 어렵다. 결국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참여 강조는 기득권층과 소수 
엘리트에 대한 권력집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지방정부
는 대다수 주민의 수요나 요구에 반응하여 최적의 정책을 이끌어 내는 대신 
지역 내의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기존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Cockburn, 1977). 

따라서 분권과 참여의 기본 조건은 지방정부의 지배이익에 대한 중립성이
다. 즉, 지방정부가 특정 토호기업이나 지역 엘리트들에 대하여 종속적이지 않
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 운영을 하려면 분권과 참여
의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계층 중립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결국 민주사회에
서 지방정부의 권력확대와 중앙정부의 권력 축소는 시민참여의 증진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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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맞는 적절하고 대응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Young, 1986).

(1) 분권(decentralization)
 분권(decentralization)은 작게 보면 상위-하위 정부 간에 생기는 수직적 

권력분산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지리적인 기반 하에서 광역지방자치정부와 기초지방자치정부, 또는 중심
지와 배후지 정부 간의 권한 이양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esler, 
1996).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부 또는 하위기관에 대한 권한 이양, 즉 
권력의 지역적·수직적 배분현상을 분권으로 정의한다(Smith, 1985; Rhodes, 
1996). 이는 특별히 지방정부 간만이 아니라 일선행정기관 간에 대한 이양 
행위도 포함될 여지를 갖고 있다. 분권을 각 사항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  항 정    의

기능별 분권
기능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에 제한적 범위의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 민간화(privatization)를 분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또한 기능별 
분권으로 볼 수 있음

지리적 분권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범위의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
는 것

정치적 분권 중앙-지방 또는 광역-기초 간의 수직적 권력분산행위를 뜻함
수평적 분권 민간화(privatization)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수평

적으로 분산되는 현상을 뜻함

표 1. 각 항목별 분권의 정의

또한 분권은 도시와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하
나의 도시개발 정책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Rondinelli, 1990). 지방 
분권화 정도를 표준화하여 탈중앙화(de-concentration) - 권력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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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ion) - 권력 이양(devolution) - 민간화(privatization)의 4단계로 구
분하고, 여러 국가의 분권화 정도를 비교한 연구도 있다(Bennett, 1990).

(2) 참여(participation)
참여(participation)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지역수권

(local authority)을 참여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지역수권은 참여의 문
제라기보다는 지방정부 내부의 분권화 현상으로 봐야 한다. 물론 분권이 잘 
이루어져 지방정부의 권한이 현 상태보다 증대된다면 지역 주민에게 많은 권
력이 돌아가게 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정책 참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
러나 지방권력의 증대가 반드시 지방 주민들의 정책 참여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잠재적 참여 가능성만 높여 줄 뿐이다. 주민참여 활성화는 
지방분권과 또 다른 문제이며 단순히 지방정부의 권한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
결되지 않는다.

(3) 중립성(impartiality)
지방정부의 중립성(impartiality)은 기업이나 지역 엘리트에 대한 가치·정책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자치가 그 의
미를 가지려면 활성화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이승종, 
2013). 첫째, 기본적으로 민주화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 전체발전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 및 계층 간 격차
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주민 대다수의 복지 증진에 유리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
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중립성은 분권과 참여 이전에 우선적으로 갖추어
져야하는 기본 요소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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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권한과 평가
(1) 지방자치권한과 제약요인

지방정부는 권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범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약이 많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예산투입이 많은 경우 정책
결정 범위에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기본적
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오랜 동안 
한 권력집단이 지속적으로 집권하여 타성에 젖어 있는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
책결정능력이나 추진력이 결여되는 경향이 강하다.

(2) 지방자치의 평가

민주 능률 형평

분권

(+) 지방의 국정참여, 의사반영
(+) 지방정부의 자율적, 창의적 
구성
(+) 지역기반 정치지도자 충원
(-) 지역할거주의(다수결 위배, 
지역갈등)
(-) 중앙통제 공백 하에서 
지역권력의 과두화

(+)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효율증대
(+) 지역수요에 맞는 효율적 
자원배분 및 운용
(+) 지방의 잠재력 
개발(총체적 국가발전 도모)
(-) 규모의 불경제

(+) 지역 간 균형발전
(-) 지역불균형 심화(빈익빈 
부익부)

참여

(+) 선거 및 직접참여로 
정부의 반응성 및 정치적 
효용감 증대
(+) 시민참여증대 및 시민교육
(-) 지역내부 갈등
(-) 포퓰리즘

(+) 주민의 행정협조확보
(+) 소비자 선택
(+) 부패방지
(-) 행정전문성 침해
(-) 사회안정 저해

(+) 편파적 정책에 저항으로 
사회불평등 완화
(-) 상위층 이익 과대반영 
우려

중립
(+) 소수이익 보호
(+) 기업권력의 분산으로 
기업권력 약화(다원성 강화)
(-) 지방권력의 과두화

(+) 독과점에 의한 능률저하 
방지
(-) 지역개발 저해

(+) 복지증대
(+) 개발억제로 사회불평등 
완화
(-) 성장연합 형성에 따른 
개발지향/복지저하

표 2. 지방자치의 평가요소



- 13 -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는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 등 세 가지 항
목으로 평가 할 수 있다(이승종, 2013). 위 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긍정
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의 성공은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늘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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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1) 시민참여의 정의

지방자치에서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란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부문
의 적극적인 개입을 뜻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민간부문이  지역 주민과 이익집단의 요구와 지지를 
정부과정에 투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집단은 
일반주민과 특정 유권자집단, 기업 등의 이익집단, 소비자나 학생 등과 같은 
특정 대상 집단(target), 사회적·경제적 계급 집단(class) 등 다양하고 비균질
적(heterogeneous)이다.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소수가 특정 다수의 입장을 대
표하며 그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를 분류하는 방식은 학자들마다 
다른데 경제집단(경영자와 노조), 지역사회집단(동호인모임, 유권자연맹, 납세
자연맹, 여성연대, 학생연대 등), 공익집단(이슈집단, 시민단체), 자원봉사집단
의 4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다(Stoker, 1998). 이외에도 집단
의 성격에 근거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뭉치는 사익집단과 지역성에 기초를 둔 
근린집단, 공익에 근거한 공익집단, 선출직과 권력지향성이 강한 정당으로 구
분하기도 한다(이승종, 2013).

지방자치의 확대로 인한 시민참여 가능성 증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각 지역의 정책문제는 중앙에 비
해 단순명료하므로 정책결정자가 누구인지 알기 쉽고, 주민이 정책결정자와 
만나기 쉽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이다. 즉, 이해관계자가 
직접 지역 관료 및 정책결정자와 만나서 정책의 상호작용절차 마련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활성화된다면 개별 시민이나 
다양한 지역 정치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근접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지역의 의견이 정책 입안과정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누
릴 수 있다. 그러나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시민참여 가능성
이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단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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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작다고는 하지만 지방정부의 규모 역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거대
한 조직이므로, 개별 시민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일례
로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자치조직인 주민센터의 각종 정책
프로그램 담당자를 일반 동민이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조직이 필요하나 이와 같이 조직된 시민집
단의 대표성이 얼마나 높을 지는 계산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으로 갈수록 객
관적인 언론매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언론매체일수록 지역엘리트
나 특정 집단의 이해와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방 공직자가 여론을 
통해 선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 관료들이 주민들을 위해 온전히 일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가 확대되어야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결정과정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더 높으며, 지역시민운동과 각각
의 커뮤니티에서의 의사소통 활성화로 간접 참여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정치와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 궁극적으로 중앙정책에 
대한 시민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확대는 필요
하다.

(2) 시민참여의 활성화 및 효과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사회(community)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

기서 지역사회란 "지역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이해관
계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근린 집단"을 뜻한다. 즉, 지역성과 공동체성
로 대표되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참여
는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치인이나 정책담당자, 관료가 아닌 아마추어
(amateur)로서 일반 주민에 의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특정 공공
문제(public problems)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단순하
고 상징적인 의식이나 태도가 아닌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명시
적인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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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우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시민들을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how to educate)를 풀어야 한다. 각종 주민 참
여제도 확충하고 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겠지만 주민 
참여의식이 고양되어 정책결정자의 인식 및 행태개선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집단, 언론, 정당과 
같은 매개집단이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 대표성(representative)과도 직
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활성화 운동은 실패하는 경우
가 많다. 결국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규합할 목적으
로 참여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투명한 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와 
시민운동집단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시민참여의 효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갖는다
(Thomas, 1996). 긍정적인 기능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가 가능해
지며 결국은 지역자본에 대한 시민 통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 또한 대의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분
명 긍정적인 기능을 끼친다. 반면 시민참여의 부정적인 형태를 우려하는 목소
리도 크다. 대표적으로 유권자로 대표되는 시민은 다만 투표일에만 권리를 행
사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행정과정은 관료제로 운
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료의 사적이익 투사가능성과 특정 집단
에 매수될 가능성은 여전이 높다. 이러한 경우, 지방 정책과정은 관료(임명직)
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많고, 시민의 통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보다 지방단위에서 정부에 대한 시민통제가 용이한 것
은 자명하며, 이 사실만으로도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3) 시민참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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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감사청구제도
이 제도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전국
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심판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발안 및 청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9세 이
상의 주민 중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군 및 자치구는 200명 이하로 규정할 수 있음)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며, 수사나 재판에 연관되는 사항이나 사
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또한 이미 타 기관에서 감
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도 제외된다. 

기간 제한 역시 존재한다. 만약 해당 사무처리가 이미 종결되었고 2년이 지
났다면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 수집은 필수적으로 요
구되며 청구이유 설명 자료 또한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청구 요구를 받은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
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청구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통보와 
동시에 공표해야 한다. 

감사청구 처리 시, 청구대표자는 필히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 진술 기
회를 얻어야 한다. 감사를 마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은 이를 이행하여 그 이행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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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받은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조치를 통보한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청구대표자에게 서면 
공지 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 제도가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00년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까지 고작 9건이 제출되어졌다. 이는 필요한 서
명인 수가 특정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힘으로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 해당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

되는 자치적 성격의 기구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위원 수는 25인 내외로 구
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편의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3인 이내로 고문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
역 내(읍·면·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주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
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료적으로 편성해왔던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영등포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하면 특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등포구 지역 주민들의 일부
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역할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공개, 주민참여에 따른 
예산의 민주적 순위 배정 및 주민 간 협의를 통한 이해관계 해소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예산 사용의 주민 친화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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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소송제
주민소송제는 감사제도와 달리 단체장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집행된 예산 환수 요구를 포함한다. 이는 지역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현재 전국
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주민소송제에 의하면 주민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
분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
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감사청구 요구 후 60일
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않거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에 지방자
치단체장이 불복하거나 조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도 소송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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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Governance)와 신공공관리(NPM)이론

1) 거버넌스(governance)
(1) 정의

거버넌스(governance)는 광의의 의미로 공공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구조
적이고 조직적인 관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John Peters, 2001). 즉, 특정 단일 권력이나 
정부가 모든 권력을 전유하지 않으며 위계적 권위 대신 독립성에 기반한 상호간 
네트워크 관계를 추구한다(Rhodes, 1997). 여기서 사용되는 정책전략은 관료성
보다는 교환과 상호간 신뢰, 자치 등의 가치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 국가권위에 
의존해서 해결하였을 때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과 외부효과 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비국가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
(Stoker, 2000)을 뜻한다.

또한 개념적으로 살펴본다면 거버넌스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연합하고 경쟁하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Rhodes, 1996)으로 최소
국가, 기업형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사회적 인공체제 및 자기 조직망, 선한 거버
넌스 등 여섯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hodes, 1997). 조직적
으로는 중앙 집중과 통제가 아닌 상호간 견제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분권형 네트
워크 권력 배분을 뜻한다(Peters & Pierre, 1998). 정부의 역할 역시 기존 관료
제 정부와 달라져 시장주의 적이고 참여적이며 탈규제와 신축성을 갖는 정부 특
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Peters, 1980).

협의로 본다면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정책관리체계로 정의
할 수 있다(Goss, 2001). 더욱 작은 단위에서 정의한다면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려지는 다양한 집단 간의 연계유형(Baker, 1992)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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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거버넌스란 정책결정자와 행위자의 자율성 문제, 조직의 평등성 문
제, 체제의 목표지향성 문제 등을 포괄하여 중앙집권화 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정책결정 집단을 의미한다(이종원, 2002).

(2) 등장배경
1960년대 이전에는 2차 대전 이후 생성된 강력한 중앙집권 관료 모형이 주

를 이루었다. 이 시기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 정책결정이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을 막론하고 주요 정치 모형이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었고 시민들의 여
론과 참여 정치 중시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불어닥친 신자유주의는 행정에도 영향을 미쳐 행정의 고객인 시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신공공정책론)하고, 시장적인 기능을 확대하는 경향을 더욱 확고
히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이해기관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네
트워크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주요 이유는 198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역량이 증
가하고 정책에 영향을 받는 부문이 많아지면서 공공정책에 관여하려는 욕구가 
증대하면서 부터이다(Pierre & Peters, 2000). 특히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함
께 관료제의 문제점이 증가하면서 신공공관리론으로 대두되는 행정이론과 함
꼐 공공부문의 민영화 요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복지요구의 증가
는 중앙보다는 지역에서의 정책집행이 더 효과적이었으므로,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집단의 제도화된 참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사회적 복잡성이 증가하고 변화의 가속화와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정
부-지역사회 관계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Kooiman, 1993). 이후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가진 기존 국민국가 
통치체계가 서서히 약화되면서 새로운 정책결정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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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와 세계화·지방화로 인한 국가 통제력 및 
주권의 약화는 이러한 방향성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조직
화된 다양한 이해집단과 정책결정의 전문화는 거버넌스 출현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김정렬, 2001; 조성한, 2005; 한승준, 2007).

특히 시장 실패에 이은 정부 실패(복지 및 도시문제 등)에 대한 반성과 공
공결정에서의 사적 부문 역할의 증대는 중앙정치 이슈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양산하였고 시민의 정치참여 방향이 지역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John, 
2001).

(3) 거버넌스의 특징 및 유형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네트워크(Network)적 위계와 파트너쉽

(Partnership), 시장(Market)요소를 들 수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부 역시 이해집단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
이 퍼지면서 각 단체 간의 권한과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와 민간
기관과의 관계 역시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인 파트너쉽관계
로 전환되었으며, 공적자원과 사적자원의 혼합을 위해 시장요소의 도입을 적
극 추진하였다.

거버넌스는 유형별로 크게 정부형과 시장형, 참여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부형 거버넌스는 정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유
형으로서 계층제에 근간한 시장경쟁원리와 관리주의가 정부운영원리로 하며, 
시장형 거버넌스는 시장의 자율적 작동범위를 확장하려는 유형으로서 경쟁원
리와 고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주의를 운영원리로 한다. 참여형 거버넌
스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시민의 적극
적 참여를 강조하는 유형으로서 참여민주주의를 운영원리로 한다.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은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정부역할 감축, 사회기능
의 중요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기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참여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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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횡방지, 생산성 증대를 이유로 찬성하는 측과 대표성 및 반응성 저하, 의
회의 주변화 및 관료화, 불평등한 네트워크 문제로 반대하는 측이 있다.

(4)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
로컬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은 거시적 배경(macro trend)와 미시적 배경

(micro trend)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거시적으로 도시화와 세계화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국가권력이 점차 약해지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보
다는 지역경쟁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도시 및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앙집권과는 다른 방식의 통치 방식이 요구되었다. 
미시적 상황을 살펴보면 대의제로 대표되는 관료제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행
정 및 정책 결정의 주민참여 요구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하나
의 정책에 얽혀있는 이해집단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를 포함한 각 이해집단들 
간의 권한 및 조정과정이 중요해졌다. 

티부(Tiebout)는 로컬거버넌스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발로 하는 투표’ 
등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지역성에 근거한 정책과 시민참여를 높게 평가하였
다. 특히 확실한 국경을 갖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타 지
역으로의 주민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
들의 의사가 더욱 반영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지역단위에서 거버
넌스와 이해집단의 조직화가 더욱 용이함을 의미한다(Goss, 2001).

로컬거버넌스 역시 거버넌스 체제의 일환으로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적 위
계(web structure)를 갖는다. 중앙집중된 권력보다는 분권화된 권력을 강조
(decentralized structure)하며 지역 공동체가 로컬거버넌스 내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로컬거버넌스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의 이해집단과 관
련 기관들의 자율과 책임 하에 정책 의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
(cell-structure)라 할 수 있다. 로컬거버넌스와 관료제의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 내 존재하는 여러 이해집단의 혼합적·네트워크적·수평적 의사
결정단위라는 점이다. 



- 24 -

대도시권에서의 로컬거버넌스는 타 지역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갖는다. 
1970~80년대 초에 불었던 광역권 정부(metro government)의 개념은 세계적
으로 퇴조하였고,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역권 내의 여러 지방자치
단체가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광역권 거버넌스(metro governance)가 이
를 대체하였다(Barlow, 1991). 광역권 거버넌스는 관료에 의한 정책 집행 보
다는 지역 간 협동과 협정, 협의 등에 의한 정책이행을 중시한다. 공공선택이
론과 다른 점은 이해관계에 따른 기관 간의 협력이 정책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Vogel, 1997). 이러한 통합지방정부가 국가적으로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Rusk, 1993). 이를 긍정
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을 조정하고 지역계획 수립에 유리하
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박하는 측에서는 경계 밖의 지역에 대한 외부효과를 고
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역권 거버넌스는 대도시권 전체의 이해보다는 대
도시권 내부 지역의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 및 편의 제공을 목적에 두며,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조정을 중시한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 또는 기
초지방정부의 조정을 위한 기구(umbrella body)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
으며, 이는 중앙 또는 광역정부의 필요성으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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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1) 정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이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new 

management)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에 
의해 전통적 관료들 역시 사적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
고, 관료제가 갖는 책임성 및 효율성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공공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됨에 따라 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 영
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공공관리 이론이 적극 도입되었으며, 정부 운영과 
체제에 과감한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인력 감축과 공공기관의 민영화, 재정지출 억제, 정책
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을 통한 관료의 책임성 강화, 각종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효율성 모형(the efficiency drive), 조직 축소 및 분권화 
모형(downsizing and decentralization), 수월성 추구 모형(in search of 
excellence), 공공 서비스 지향모형(public service orientation)의 네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Ferlie, 1996).

주로 민간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 기법들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 일련의 행정이론 흐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에 의하면 정부는 기업과 동일한 운영원리를 가져야하
며, 관료는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s)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를 위해 기업가 정신 함양, 성과 지향적 관리 시스템 구축, 권한의 지방이양
(empowerment), 유인 매커니즘(incentive mechanism)을 통한 정책 도입, 마
케팅 기법 활용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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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행정관리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의미를 확대하면 지역 간 권한 배분에 있
어서도 중앙 통제보다는 각 지역의 자유로운 계획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
다. 주로 정부 내부에 시장적 경쟁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으며, 정부정책
의 관리에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민간경영기법 및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을 주
장한다.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수치화된 정책평가체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는 개념면에서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광의로 보
면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부관리행태로 볼 수 있으며, 
좁게 보면 네트워크식 위계를 가진 신공공관리 시스템 만을 거버넌스에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료제 신공공관리 신거버넌스 시장
- 전통적 행정
- 관료제 거버넌스
- 계층제거버넌스
- 상의하달식 관리
강조

- 정부 조직에 시
장적 경쟁개념 도
입
- 업무의 효율성 
추구

- 신거버넌스
- 공동 거버넌스
- 복합조직 및 네
트워크 거버넌스
- 공유거버넌스
- 조직간 관계강조
- 정치적 권위 내
의 민주주의 확대 
강조

- 자기 거버넌스
- 자유주의 거버넌
스
- 경쟁매커니즘
- 자발적 교환과 
정치적 권위 축소

구 거버넌스 새로운 거버넌스 새로운 거버넌스 새로운 거버넌스

정치적 권위 정치적 권위 정치적 협의 자발적 교환

표 3. 공공정책결정수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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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이론: 도시계획
1. 전통적 도시계획 이론

1) 20세기 초: 물리적 계획 이론
도시계획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상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19세

기 말 사회주의적 도시계획은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사상의 집합체였다. 이
런 사상적 흐름은 토지계획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계획이론을 출현시켰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의 주요 업무는 토지이용과 건물의 물리적 입지 및 형태
에 집중했으며, 도시의 미래 형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주요 
목표가치는 유토피아적 종합성이었으며 형태의 심미주의를 크게 염두해 두었
다. 따라서 규칙적인 도시구조와 계획목표에 대한 추진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 개발 만으로 원하는 목표상에 도달하기는 어려웠으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각종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결국 도시계획은 건축과 달리 일정 기간 내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도시 현상과 시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지
게 되었다(Jacobs,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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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 계획
합리적 계획은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에 두고 있다. 이론의 근저에

는 주변환경에 대한 이성적·계획적 통제의 근대주의적 낙관론을 두고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이성적 사고에 대한 회의감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
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계획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계획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 계획은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과 대안들을 산
출하여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각각의 방안들은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
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피드
백(feedback)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실질적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청사진적 계획을 수립하며 정책결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중시한다. 그러나 실제 계획가가 처한 상황
은 시간과 자원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점진적이
고 기회주의적인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
판을 받는다(Lindblom, 1964).

합리적 계획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은 절차적 합리성과 도구적 합리성이다. 
절차적 합리성은 계획된 과학적 절차방법을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
며, 도구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도출과 각 방안 간 선택을 위한 
분석틀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택 기준은 객관성과 가
치중립성 그리고 포괄적 합리성이다. 포괄적 합리성은 ‘모든’ 방안을 파악하여 
검토한다는 것인데, 이 점이 바로 계획가의 능력과 정보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계획은 개인과 시
장의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반적인 시장합리성
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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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계획이론의 주요 약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계획가의 제한된 합리성 
또는 비합리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정치과정 내 계획의 차지하는 위치나 
계획의 사회적·정치적 결과와 영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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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 방향의 변화

1) 교류적 계획의 등장
합리적 계획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이론 모형들이 1970년대 이후 등

장하였다. 교류적 도시계획은 계획과정을 일종의 사회적 학습기제로 보고 인간의 
사회적 발달에 계획의 목표를 두고 있는 이론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계획가 간의 대화와 교류
를 중시하며, 계획을 시민 상호적 학습과정으로 이해한다. 기존의 중앙정부와 관
료 중심의 정책계획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이익집단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직계획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계획을 추구한다. 이
를 위해 소규모 계획집단의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매우 중시한다.

교류계획은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협상과 시장경쟁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행정학의 로컬거버넌스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매우 많다.

2) 점진적 계획
점진적 계획이론은 합리적 계획에 대한 내부 반성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합리적 

계획에서 세우는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 설정 및 방안들이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안 평가와 선택 및 피드백을 교차적으로 진행하는 계
획이론이다.

점진적 계획이론에서 특정 방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동시에 진행되며 선택은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가치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가에 초점
을 맞춘다. 따라서 수단과 결과 사이에는 깊은 연관 관계가 있으며, 목표는 수단
에 따라, 수단 역시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위해 분
석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며 더 나은 대안이 나올 가능성도 언제나 인정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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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론은 과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며 정부와 계획가의 
감시자 역할(watchdog)을 중시한다. 

결과적으로 계획은 거칠고 반복적인 과정이라 생각하며, 계획가의 역할은 문제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존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안 제시이다. 
매번 달라지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청사진적 계획이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설정은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3) 옹호계획
옹호계획 역시 합리적 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각종 정책 결정 계획에 참여하는 대상을 사회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다. 특히 중앙집권화과 관료제의 한계로 지역적, 계층적으로 특화된 공공 이익
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한다. 따라사 다양한 이익집단에서 사회문제를 분석
하고 목표를 세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변호사적 기질을 가진 계획가의 양
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옹호계획의 장점으로는 단일 계획 체계에서 불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시민과 다른 집단을 설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밖에 없
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옹호계획은 타 계획보다 민주사회에 더욱 적합한 계획모
형이라고 볼 수 있다.

계획가는 타 계획과 교차확인을 통한 경쟁을 해야 하며 경쟁을 통한 공익 실현
이 이 이론의 근거가 된다. 다만 계획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약자집단의 경우, 자
신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옹호계획 
이론가들은 국가차원의 계획가 집단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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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계획 이론 역시 로컬거버넌스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각 집단 간의 경쟁과 협력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합리적 계획과는 다른 경향을 보
여준다. 특히 중앙보다는 지방을 중시하며 위에서부터의 계획보다는 아래로부터의 
계획이 더욱 필수적인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교육과 각 지방자치단체
별 독립적인 계획 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옹호계획에서 계획가의 역할은 협상가이며, 이해집단 내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집단 계획과의 차이점 발견과 설득하는 역할을 중시하였다. 옹호계획은 합리적 계
획에서 협력적 계획으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에 있는 이론으로 시민과 이해집단 간
의 정치적 상황에서 계획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4) 의사소통적·협력적 계획
의사소통적·협력적 계획이론(이하 협력적 계획)은 합리적 계획의 기본 생각인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형태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폐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사상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론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동이론이다. 이는 도구적 합리성 보다는 의사소
통을 위한 합리성이 필요한다는 주장으로 계획가의 역할은 문제에 대한 분석보다
는 설득과 조정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협력적 계획은 지방자치에 계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위해 
계획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 참여와 합의형성과 같은 민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는 정치·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이끌어 내는 요소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
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획은 지역 내의 민·관·학·연 등 이해집단들이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 과정이라 
보았으며,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조정과 협상과정이 계획의 본질이라 주장하였다.  
주로 지역 내 토지가치의 분배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았는데 합리적 계획으로는 
이에 대한 민주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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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정당성은 참여와 합의 형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와 일
회적이고 홍보성 계획이 수립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에 재정
적으로 의존하는 문제 역시 협력적 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
다.

협력적 계획의 주민 참여 유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일단 역할수행을 전제로 
한 부문별/지구별 계획, 중점사업계획, 실시계획 등에 대한 전략적 지침 제시한
다. 이를 토대로 계획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 관련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협력적 계획은 도면 위주 계획보다는 정책 위주의 계획이며, 조사분석 
및 목표설정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의무화한다. 

협력적 계획은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적절한 계획
방식이다.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계획의 방향도 변해가고 있으며 요구되는 계획
가의 자질도 경제적 합리성·전문성에서 사회적 합리성·협력성으로 바뀌는 추세이
다. 더불어 지방화와 개방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중앙집권화된 계획체제보다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시계획은 관치시대를 답습하는 
경향이 남아 있으나 점차 협력적 계획이론을 바탕에 둔 주민참여형 계획으로 이
행 중에 있다.

5) 공동생산적 참여 계획
공동생산적 참여 계획의 등장배경은 지방자치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서 시

작된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지역요구사업을 위해 민간의 사업 참
여를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즉, 공동생산적 참여 계획이란 서비스의 양 또는 질
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와 개인, 기업 또는 시민집단 등이 합동으로 서비스
를 생산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주민참여형태를 다른 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온정주의 모
형은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가 된 상태에서 지방 관료에 의해 제한된 시민만이 
참여하는 제한적 형태의 참여이다. 반면 갈등모형은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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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나 소비자 집단 등이 항의하고 해결하는 형태의 참여로 정부와 시민이 대
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두 개의 모형과 달리 공동생산과정은 의사결정자(정부
나 관료)와 주민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모형이다.

공공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이나 집단은 각기 목적지향적인 고유한 특성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최종 산물은 정책주체와 대상간의 목적지향적인 상
호작용을 통한 참여과정에서 확립될 필요가 있다(권태준, 1975).

개념 특성 한계

제3섹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동출자
•관이 주도, 민은 협력하는 형태 •다양한 개인 참여 불가능

PPP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발생
•도시 서비스화 및 활성화에 이용

•공동생산 개념과 유사하나 주민들의 
참여는 제한적

교환거래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형태의 관련성 
설명 •정치적 교환관계로 단순화

공동생산적
참여계획

•단순 개발사업에서 공공정책과정으로 
확대
•주민들의 참여보장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실화의 어려움

표 4. 공동생산적 참여계획 유형

공동생산적 참여 계획은 참여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참여 요구의 수용이라는 측
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민간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능적 의의도 존재한다. 공동생산적 참여를 위해 
제 3섹터가 등장했는데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 공
동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공사와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공사 공동출자의 간접경영방식을 의미하며 미국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 추진에서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이 발주를 하고 이에 대하여 민간
기업이 공동출자를 하여 사업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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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업방식으로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가 있다. 이는 민간부
문이 공공부문에게 사업을 제안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같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생산적 참여계획의 특징은 지역 내의 갈등을 줄이고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역 내의 자원 효율성과 민주적 형평성을 동시에 만
족시켜 주는 집합적인 참여형태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다만 
이를 위해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과정이 필수적이며 민주
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상호 설득과 결과에 따른 환류가 중요하다.



- 37 -

제3절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위치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광역-중앙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부 간 관계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분류해보면 크게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주요집단 및 주민과의 관계를 추가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 간에 나타나는 문제는 주로 권한에 대한 문제로 이는 광역지방자
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는 관계 양상이다. 지방과 지방
간의 관계는 갈등과 협력 관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정부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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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정부-하위정부 간 관계

상위정부-하위 정부 간의 관계는 분권과 집권(통제)의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가장 잘 적용되며, 광
의의 개념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분권과 집권은 중앙 전문가 관료집단(technocrat)와 지방정부의 지역관료 집단
(topocrat) 간의 권한 배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 관료집단이 기능과 효율성
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지역 관료집단은 지역과 장소의 역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분권 수준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권한을 배분하여 지방자치의 정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분권의 동인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개발
도상국 중에는 지방분권을 권력의 일부 기능을 지방에 이전하여 중앙권력을 유지
하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한계상황에 이른 중앙정부가 실제
적인 권력 이양없이 정치적 불만의 표적을 돌리기 위한 시도로써 정치적 안정을 
위한 마지못한 분권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이와 전혀 다른 양
상을 나타낸다. 지방분권의 동인은 주로 중앙정부의 경제적·사회적 정책의 실패에
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Hall, 1993). 특히 경제가 발전하고 솨회의 민주
화 수준이 향상될수록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낮아진다. 교육받은 
중산층일수록 정책 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며 이는 필연적으로 지
방분권에 대한 동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분권화의 유형은 역시 국가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단 연방국
과와 단방제 국가간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연방국가는 미국, 독일 등과 같이 기
본적으로 주정부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국가이다.  반면 단방제 국가는 국가 속의 
국가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권력이양을 지양하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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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제 국가에서는 연방제보다는 약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연방제 국
가에서도 주정부 내에 있는 기초지방자치정부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상당
히 존재한다.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형태를 유형화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잘못된 지방 
분권의 사례들을 세 가지로 유형화한 사례를 들 수 있다(Dillinger, 1994). 첫째 
유형은 과도하게 통제된 지방 부문 유형(overcontrolled local sector)이다. 이는 
전형적 개도국 현상으로 공공지출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사
실상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 성격을 갖는다(한국, 콜럼비아, 칠레 등). 두 번째 유
형은 과도히 통제되지 않은 지방 부문 유형( undercontrolled local sector)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분담의 불확실성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방 
정부가 같은 기능을 중복하여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중복 기능 분담은 
국가와 지방 간의 타협으로 결정되곤 한다(브라질 등). 마지막으로 비틀린 규제를 
받는 지방 부문 유형(perversely regulated local sector)이다. 이는 지방의 지출에 
상응하지 않는 세입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구조적인 수직적 재원불균
형이 상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 서비스를 중앙으로부터
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게 되며 재원을 확보가지 위한 적자 규모 과장과 로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동위모형과 내포모형, 상호의존모형에 대한 구분을 하기도 한다
(Wright, 1988). 여기서 등위모형(coordinate authority model)이란 각 지방자치
단체가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자율성을 갖는 모형을 의미한다. 내표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조정과 통제, 지시를 
받는 모형이다. 여기서 각 기관의 관계는 종속적이고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
(Dillon’s rule). 상호의존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은 각각의 지방자치단
체가 상호의존 관계로 협상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중앙-광역-기초는 상당부
분에 있어 상호 연관되어 정책을 진행하며 독립적인 정책의 영역은 매우 적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갈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Wildavsky, 1979). 협력-강제모형(cooperative-coercive model)은 정부 간 
협상을 기본으로 설정하나 상위정부에 의한 조정(coordination) 또한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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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기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상위정부에 대한 하위정부의 지시 불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갈등-동의모형(conflict-consent model)에
서는 지방자치기관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갈등이 생겼을 경우 그 해결을 위
해서는 상호의견교환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케이크’에 비유하여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Starling, 
1977). 이 경우 지방분권을 ‘층위케이크’와 ‘시장케이크’, ‘울타리케이크’ 등 세 
개로 구분한다. ‘층위케이크’는 각 기능이 층층히 쌓여있다 보는 입장으로 상
위 정부로 갈수록 국방·외교 등 외부기능을 수행하고 하위정부로 갈수록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서비스를 수행한다고 본다. ‘시장케이크’는 각 지방자치
단체가 자유롭게 경쟁·협력을 하며 정책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울타리케이크’는 각 정부의 기능들이 상호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호독립적이다.

이와 같은 구분들을 토대로 상위정부와 하위정부의 관계를 일반화해보면 ‘중앙
지배’와 ‘지방자율’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중앙지배론은 하위정부는 상위
정부의 창작물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제약은 당연하다는 관점이다. 이와 반대
로 지방자율론은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지만 그 태생은 지방
으로부터 왔으며 상당부분 자율권을 행사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Dear & 
Clark, 1981). 우리나라는 지방자율보다는 중앙지배의 성향이 더 높은 국가이다. 
2000년 이후부터 총리실 산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을 협의하고 지역 지도 감독을 통한 통합을 확보하려 하고 있
다.

지방자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중앙과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힘
을 실어주는 통합론(regionalism)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분할
론(localism)을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할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Hawkins와 Ihrke(1999)는 
30개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권한의 편린화가 공공서비스 비용을 낮춘
다는 것을 밝혀냈다. Eberts와 Gronberg(1990)는 218개 대도시지역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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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실증연구를 통하여 작게 분할된 지방정부들이 경쟁할수록 지방세가 낮아
진다고 주장하였다. Oakerson(1999)은 경찰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권한
의 분산화가 치안서비스 비용을 낮춘다고 논증하였다. 

통합론을 지지하거나 지방자치의 효과없음을 분석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Gustley(1977)은 대도시권역 연구를 통하여 광역지역계획에 의한 통합지역에서 
부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DiLorenzo(1983)는 지방자치단체 간
의 정책경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쟁적 체제가 공공서비스 비용 전반에 대
한 가격하락의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으며, Elliot(1989)은 세인트루이스시와 
ACIR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되려 경쟁체제가 서비스 비용을 높인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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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정부 간 관계

하위정부 간 관계는 보통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기본적인 정책 
이슈는 크게 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정책효과를 위한 협조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하위정부 간 필요한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
장 보편적인 방식은 광역적 협력방식이다. 보통 광역지방자치정부나 중앙정부가 
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있어서 이해관계
가 있는 자치단체 간에 특정 기구나 종합적 협의기구 또는 특정 처리방식을 만들
어 협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권 관리청이나 자치단체조합,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행정처리 방식을 들 수 있다.

지역수권(community empowerment, cummunity control)에 있어서 지역의문제
는 대부분 지역 내에서 처리하므로 지역통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에서는 지역 정부 내의 관료 역시 지방 기득권
과 유지세력에 의해 포섭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는 지
방자치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시장화 이론에선 티부(Tiebout)의 ‘발
로 하는 투표(voting for feet)’을 이유로 들어 국가와 달리 이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지방정부간 유치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의 이동성은 생각보다 어려우며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동성과 시장성이 지방자치정부 간 관계에서 제대로 수행되려면 
시민들이 각 지역의 정책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제약 역시 전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교과서 밖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 지역의 정책효과에 대한 스필오버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한다는 비판점도 존재한다.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자율은 지역이기주의와 경쟁으로 인한 외
부 불경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나 산업 효율화에 있어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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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최적규모를 찾는데에도 사회적 비용이 다량 
지불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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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행정학과 도시계획분야에서 지방자치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와 효용성에 대한 연구결과에는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협의는 두 분야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결정 위해 주민참여의 방법이나 
그 기준에 대해 정립할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행정학에서는 비록 아직 논쟁상황이긴 하지만 주민참여나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성숙도 측
면에서도 주민참여의 확대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식의 신공공관리(NPM)에 대한 부작용 우
려는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참여 확대와 민간참여 확대라는 긍정
적인 면 반대편에는 과도한 민영화와 지역이기주의(NYMBY)로 인한 부의 외부
효과 발생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권한배분은 중재기관
의 부재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힘 있는 기관과 지역 중심의 계획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은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종합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계획에서 주민참
여와 조정계획으로 그 역할을 변모시켜왔다. 20세기 초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
으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계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도시문제를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청사진적 
계획의 실효성 부재를 대체할만한 계획의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80년대 
이후 종합적 계획보다는 주민참여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로써의 계획이 각광받
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획의 역할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그 역할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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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방자치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역계획을 위해서
는 적당한 수준의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에 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수리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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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사례

제1절 미국
1.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
미국의 대표적인 지방정부 기구는 카운티이다. 미국의 주정부는 일부지역

(Louisiana주는 Parish, Alaska주는 Borough라고 지칭)을 제외하고는 카운티
(County)라 불리는 독특한 하부조직으로 나누어져있다. 카운티는 주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보조기관으로서의 광역지방정부로 미국 전역에 걸
쳐 존재한다.

카운티는 주정부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New 
York), 보스턴(Boston), 덴버(Denver), 볼티모어(Baltimore),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등의 대도시는 카운티와 시티
(City)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카운티가 필수적인 이유는 각 주 정부 마다 시티(City), 부르
(Borough), 타운쉽(Township), 빌리지(Village) 등으로 불리는 기초지방정부 
평균 700여개에 달하여 이를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기초 지방정부들을 50~60개 정도로 나눠 카운티를 
만들고, 이를 주 정부의 보조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카운티는 여타 기초 지방정부와 달리 지역 내 기초 지방정부에서 수
행하기 어렵거나, 비능률적인 행정업무만 상호서비스계약 등을 통해 선택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 카운티 권한은 전통적으로 카운티 의결기관(Board of 
Supervisorsor Commissioners)과 보안관, 재무관, 검사, 교육감 등 다수의 민
선공직자 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카운티의 전반
을 통제하기 어렵도록 구조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 47 -

최근들어 도시지역의 카운티를 중심으로 행정 효율화를 위한 기관구성의 구
조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존 카운티는 70% 이상이 전통적인 위원회형 
기관구성 형태를 지니고 있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의회-(임명)행정관형
(council-administrator plan) 또는 의회-민선단체장형(council-elected 
executive form)의 기관 조직 구조가 점차 채택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여기서 의회-행정관형은 카운티 의회가 전문행정인을 선임하여 인사, 예
산, 행정 부서 및 기관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하
며, 의회-민선단체장형은 주민이 직접 카운티의 장을 선출하여 카운티 지배
인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카운티 이외의 지방정부 유형으로는 서버카운티가 존재한다. 서버카운티 정
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Commission, 
Mayor-council, council-manager이다. 시티와 빌리지 등을 포함한 기초 지방
자치 정부는 과거 대부분 주 입법기관의 영향 하에 있었다. 20세기 초반까지
만 하더라도 이러한 기초 지방자치 정부들은 주 입법기관의 특별법으로 창설
되고 통치되었다. 그러나 입법기관의 과도한 통제와 지방에 대한 관련 지식 
부족등은 특별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지위부여 등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주가 특별법에 의한 주 헌법상의 설치
를 금지함과 동시에 일반법으로 기초 지방자치 정부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홈 룰(home rule)과 같은 자치헌장의 채택이나 헌법상의 보장 등을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는 주로 위원회형(Commission forms)과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 시의회-시경영인형
(Council-managemen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town 
meeting, representative town meeting governments 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시의회-시경영인형(Council-management)의 정부형태는 1만 이상의 큰 도시 
정부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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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정책결정은 선출직인 지방의회에 있고, 정책집행은 행정적 전
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직 직업 관리자에게 책임을 맡기는 형태가 가장 흔하다.  
전문직 직업 관리인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조직형태이
다. 지방의회는 입법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조이며 이 유형에서는 시장도 직선으로 선출되기는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집행기관의 관리를 임명하는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형(Commission forms)은 합의제 형태로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행정부처의 수장이 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위
원회형과 같은 지방정부의 형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위원회형은 
1724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처음 시작하여 급속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가장 
전통적인 카운티 정부형태로서 70% 이상인 2,500여개의 카운티에서 채택되
어 있다.

위원회형의 정부형태는 의회가 입법기능과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
관통합형으로 의회의원의 수는 3~5명으로 소선거구 또는 대선거구방식으로 
선출된다. 의회는 통상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Board of supervisors) 또는 보
드 오브 카운티 커미셔너(Board of County Commissioners)라고 불리고 있으
며 의회의원 이외에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행정부의 
업무를 분담·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회의 고유기능인 지방법령(Ordinance)의 
제정, 예산의 승인, 카운티의 세율 결정등과 함께 행정부 고유기능인 공무원임
명, 면허신청감독, 지방도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다. 선출된 커미셔
너(Commissioner)들이 집행부를 감독하고 입법적/행정적 권한을 모두 가지며 
각 커미셔너는 집행부 각 부서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위원회의 규
모에 따라 시장(Mayor)을 선출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한다.

시장-의회형(Mayor-council) 정부구조에서 시장의 임기는 2년 또는 4년이 
일반적이며 정부감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식적/비공식적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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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시장을 의회(Council)에서 임용하기도 하는데 이들 임용직 시장은 선거
에 의한 선출직 시장보다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회-시경영인(Council-manager) 정부구조에서는 의회(Council)가 선출
되며 시경영인(관리자, manager)는 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주요한 정책결정과 
입법적 책임은 의회가 지며, 시경영인은 의회의 정책결정을 기반으로 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는 
소수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은 의회에서 임명하는 전문행정관인 시경영
인이 전담하는 분업행태라는 점이다. 전문행정관은 지방법령의 집행, 공무원의 
임명 및 업무의 집행･감독, 예산안의 제출 및 행정업무와 정책에 대해 의회에 
조언하는 등 행정을 전담처리하고 있다.

시의회-시경영인형을 채택한 카운티는 인구가 많고 행정업무가 복잡한 지
역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정부형태를 취한 카운티의 비율은 18%에 불과하나 
거주인구 비율은 31%를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시경영인 정부구조에도 시장
은 대부분 선거로 선출하거나 의회에서 임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집행에
서 역할이나 책임은 미약한 편이다.

기타 기초 지방자치 정부의 유형인 타운(Town)이나 타운십(Township)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지방정부는 주
민총회(local town meeting)로 운영되는데, 주로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코너티커스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
햄프셔, 메인 등 북동부 6개 주)에서 많이 발견된다. 식민지 시대부터 실시된 
주민총회는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기관구성 형태로서 원래 모든 주민이 연
례총회에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법규를 제정하였다. 다만 오늘날 인
구증가와 도시문제의 증가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에서 변형된 주민대표총회의 
형태(representative town meeting form)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많이 실시
되고 있다. 주민참석의 규모는 유권자의 10%이하를 요구하는 곳에서부터 
40%이상을 요구하는 곳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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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자치구를 포함한 특별자치구가 존재한다. 특별자치구는 시민들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별자치구는 다른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는 특별한 목적을 갖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지방정부의 한 형태로써 한 도시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시나 카운티의 
경계를 넘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특별구는 일정한 구역의 하수처리, 소방, 
상수도, 공해방지 등과 같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단위(Units of Government)로서, 특별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지방정
부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세제 및 부채 한계 등을 극복하고, 아울러 세금의 
부담을 직접 수혜를 받는 카운티, 지방정부 거주 주민들에게 확대 또는 축소
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인 교외 지역에서 시티(City)를 새로이 설치하기 보다
는 도시와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특별구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특별구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비교적 적은 인구에 제한된 지
역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주정부 단위 또는 몇 개의 주정부가 협의
하여 설치하는 지역구(Regional District)가 있으며, 이는 보통 법으로 설치하
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이 지역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카고(Chicago)주의 
Metropolitan Sanitary District,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시의 Bay Area 
Rapid Transit District 등이 있고, 또한 뉴욕(New York)과 뉴저지(New 
Jersey)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Port Authority 등이 있다.

특별구의 하나인 교육자치구는 가장 보편화되어있는 지방정부로서, 30년 전
에는 대부분 지방정부별로 설치하여 5만 여개가 넘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로 
지금은 1/3 수준인 14,422개로 줄어들었다. 다른 특별구와는 달리 교육자치구
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 지역과 통합, 대단위화 하여 점
차 그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지방정부의 교육자치구는 지방정
부별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인구가 5∼6천명 이하인 곳에서는 인근 지역
과 협의하여 2∼5개의 지방정부별로 하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부담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각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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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통 지방정부 재정의 40∼
50% 정도가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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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
미국 지방정부의 특징은 지방정부 간의 경계가 중첩된다는 점이다. 일반적

으로 카운티 정부는 기초수준 지방정부인 시, 타운, 타운십 등을 포함하고, 특
별지방정부의 경계는 일반지방정부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배분은 미국의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체제하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기 독자적 권력을 갖고 있으며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미국이 국가로서 수반되는 고유권한을 갖는데, 주요 권한으로는 
조약체결, 전쟁수행, 통상증진, 영토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헌법이 미합중국에 위임하지 않거나 주에 대하여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주와 국민에게 유보된다는 규정 하에 주정부는 헌법에서 명기한 권한 이외에
도 연방정부가 침해 할 수 없는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주가 우선이며 주가 모여 연방정부를 결성한 것인 만큼 주는 독자적 헌법과 
삼권분립체제를 갖추는 등 완전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에
서는 모든 정치행정의 근거가 되는 법은 주 헌법이다. 

주 헌법은 입법･행정･사법부의 설치와 권한의 범위, 행사방법에 관한 근거
법이 되고 있으며 연방헌법과는 그 형태나 규정방식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
다. 주 헌법의 경우 일반법률과 달리 세부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 
헌법의 개정이 너무나 쉬우며 건국 초 주정부가 제대로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주 정부는 가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10개 주는 그 동안 5회 이상이
나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대표적인 주로 루이지애나 주는 11회, 조지아
주는 10회의 새로운 헌법 채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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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정부의 권한 정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은 딜론의 법칙
(Dillon's Rule)과 홈 룰(Home Rule)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딜론의 법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아이오와 주 대법관이었던 존 
딜론의 1865년 판결에의해 정립된 원칙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
은 주 의회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과 이 권한
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적 권한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

홈 룰(Home Rule)은 지역주민들이 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헌장안을 만들고, 이를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딜론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그 원칙이 초래할 수 있
는 제약을 피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부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널리 퍼졌다. 현재
는 40개 넘는 주가 홈 룰을 주의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홈 룰의 기본은 사전에 특정한 법률적 권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권한을 결정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정부에서는 이미 사전에 개별법과 일반법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부분
적, 전체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홈 룰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주 헌법에서 홈 
룰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정부는 주정부 법률규정과 관계없이 상기 
주정부 법률에 귀속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제정한 자치기본조례(Home-rule charters)는 주
정부에 따라서 주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특정한 정부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된 자치기본조례를 지역주민들의 투표로써 승인하며 
이러한 주민투표를 통해 그 지역의 기초정부, 카운티 등이 조직유형과 자치권 
및 책임의 범위 등이 결정된다.



- 54 -

제2절 일본
1. 일본의 지방행정 구조
일본의 지방행정구조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2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중앙에서 지역정책을 관여하는 부서는 내각부 산하의 총무성(교부
세 및 과소지역특별대책)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
무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광역정부 차원인 도·도·부·현은 지역진흥부, 환경생활
부, 건강복지부, 농림수산부, 성공노동부, 토목부로 구성되어 광역지역계획 전
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은 경제산업부, 관
광진흥부, 건강복지부, 환경보전부, 도시계획부, 건설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지방행정계층구조는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으로 구성된 2층 구조로 3층 구조(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인 우
리나라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47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총 47
개로 1953년부터 그 수에 있어 큰 변화가 없으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은 
지방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통폐합으로 전체적인 숫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시·정·촌 합병(메이지, 쇼와, 헤세이 등 3번의 대합병이 있었음)을 적극
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본의 시·정·촌의 총 수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약 7만여 
개에서 2014년 6월 기준 1,718개로 줄어들었다.

지속적인 대도시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나타난 다양한 도시화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지정시(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를 중핵시(1994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로 규
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등의 제도 도입은 일반도시에 비
해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게 특별한 혜택을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반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도·도·
부·현의 인구수는 60만 명에서 1,000만 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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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
역 지방공공단체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에 47개가 존재하며, 도(都)는 특별광
역자치기구로 토쿄도(東京都) 하나만 존재한다. 토쿄도는 일본의 수도로서 특
별구제도 등, 기타 도·부·현(道府縣)과는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도(道)는 
홋카이도(北海道)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부(府)는 오사카부(大阪府)와 
쿄토부(京都府)의 두 곳이다. 그 외 43개는 모두 현(縣)으로 지정되어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도(道), 부(府), 현(縣) 등으로 다른 것은 역사적 
연혁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부·현(道府縣) 사이에 유의미한 제도적 차
이는 없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하는 업무는 우리나라의 시(市)·도(道)와 유
사하다. 시·정·촌 구역을 넘는 광역적 계획이나 토목사업을 주관하고, 중앙정
부와 시·정·촌 간의 정책적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사업의 예로는 지
방종합계발계획 수립, 치산치수 사업, 고등학교와 병원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은 우리나라의 읍(邑)·면(面)·동(洞)
과 시(市)·군(郡)·구(區)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정·촌은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이다. 이 중 시(市)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5만명 이상이 요구되며 구획정리 및 용도지역제를 통한 구역 
정비 등 도시다운 형태를 갖취야 한다.

 정(町)과 촌(村)을 비교하면 정이 촌에 비해 조금 더 도시적인 형태를 갖
추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정이 촌보다 상공업 등 2·3차 산업이 주가 된다
는 점만 다를 뿐 그 업무 범위는 차이가 없다. 시·정·촌의 합병 노력은 1955
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2차 세계대전 전후의 합병이 실제 도시와 행
정적인 도시의 일치를 위한 작업이었다면, 최근의 합병작업은 기존 행정적 도
시와 생활권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중앙정부 재정상황의 낭비를 타계하기 위하여 합병작업은 현재도 계
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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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지방자치 조직으로는 토쿄도 내의 23개 특별구를 들 수 있다. 토쿄
도 특별구의 총 인구수는 1천2백80만 명(2008년 기준)이며, 시·정·촌에 버금
가는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다. 특별구의 구청장 및 의회의 의원은 직선
에 의해 선출된다. 재정적으로 도･구협의회를 구성하고 도･구간 재정 조정교
부금제도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다만 토쿄도는 대도시행정의 일체성 및 통
일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구보다 상위의 권한으로 처리
할 수 있다.

2. 일본의 지방행정 개혁 배경
버블경제가 꺼진 후 최근의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심

각한 고령화로 인한 도시크기의 축소이다. 이는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의 질 저
하 및 행정 고비용을 발생시켰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합병 및 
통폐합과 기능의 효율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일본사회는 인구감소사회로 이미 돌
입하였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
역적인 행정 수요롤 확충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요구
를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와 동시에 
극심한 재정 빈곤은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행정운영
을 요구하였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본의 지방행정 개혁의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광역행정서비스에 적절한 
규모로 통합하여 광역행정과 지방분권을 실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와 의회는 2000년에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에 관
한 법률’을 시행하여 지방분권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률 475개의 법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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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고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표준부국제 등의 강력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
정부와 단체를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해 왔지만 헌법규정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인 해석과 더불어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행하고 자치조직조례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지방자치
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운영을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자치조직의 기본원칙이나 
활동기준 등의 가이드라인 또는 자치단체의 헌법을 자치법규 형태로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
게 하는 ‘자치기본조례’ 제정하여 자치기본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직권에 근거하
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각 지자체의 설정에 맞는 조직을 지방자치정부가 스스
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본 조직의 설치에 있어서는 조례를 통해 지
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통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조직의 주민참여
일본정부와 의회는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분권일괄법(2000)을 제

정하여 자치기본조례를 도입하였다.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종 관계
기관 등이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즉, 
지역의 자율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 문제를 지역 주체들 간의 합의와 참여를 통해 해결하도
록 하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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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 정부와 자치단체는 향후 운영에 있어 어떠한 지향성을 가져야 
할 지를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교수, 
공무원, 지역기업 등 모든 지역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인식 
자각이 강조되었다. 또한 지역 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폭넓은 공개와 주민과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및 상담 역할 등이 중앙정부의 새로운 역할로 강조되었
다.

궁극적으로 자치기본조례의 도입은 지방정부와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정
책과 기능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술적으로 자치기본조례
는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 행정, 지
방 의회의 역할 그리고 주민의 책무와 권리 또는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기본방
향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은 일본 내의 지방 정부의 법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권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에 기존보다 많
은 자지권과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부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일정 독힙적 지위와 권한을 갖
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치기본조례는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운영방향을 염두하고 책임있는 법적 
독립성이 부여된 지역공동체 정부로서 지역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내지 핵심제도를 국가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립하게 
하려는 자치입법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문상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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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1. 독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독일은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로서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연방정부, 주정

부, 지방자치정부 3단계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행정단위는 
Gemeinde, Landkreis, Kreisfreie Stadt(Landkreis에 속하지 않음) 등이다. 독
일 연방주의의 특징은 연방과 주가 동등하게 중앙정부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
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전 지역에 걸쳐 동질
성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주정부(Land)도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헌법상의 독립성이 부여되지만 핵심적인 국가과제는 연방정부에 귀속
된다.

독일은 주정부 수준에서 다시 한번 세 계층의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행
정분권체제 하에서 주정부 내무부를 중심으로 주정부의 여러 중앙부처가 있
고, 중간행정계층으로 국가의 지역행정청장이 있으며 관구행정청이라는 행정
구역으로 구성된다.

지방분권체제로는 기초정부인 Gemeinde와 Gemeinde가 연합하여 광역행정 
수요를 담당하는 자치연합시군 Landkreis(중간지방정부)등이 있다. 이러한 자
치연합시군들은 10만에서 30만의 주민이 있으며, 주정부를 대신한중앙정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405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1,447의 기초자치단체(게
마인데)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다시 군(296개)과 자유시(109개)
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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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지방정부 기관 구성
독일의 지방정부 기관구성은 크게 이사회형, 시장형, 북독일 의회형, 남독일 

의회형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형태는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실제에는 각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기관구성을 갖고 있다.

1) 이사회형(Magistratsverfassung)
이 유형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엄격히 분리된 형태의 기관구성이다. 본 유형

에서 지방의회는 이사회 위원과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며, 지방정부의 모든 사
무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각 정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사회는 행정관의 기능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준비, 지방의회의 의결을 집행하며 이사회 의장이 시장
으로 선출되어 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진다.

이사회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Hessen주와 Schleswig-Holstrin 주
의 Kreisfreie Stadt이다. 해당 지역의 의회와 이사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시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며, 도시대표자회의에서 시장을 선출하고 시 행정 전반을 
책임진다. 또한 이와 별도로 행정부분 감독하는 이사회(Magistrat)를 구성하
여 운영하고 있다.

2) 시장형(Burgermeisterverfassung)
이 유형은 기관 구성에 있어 일단 주민에 의해 의원들을 선출한다. 이렇게 

구성된 의회의 의원들이 시장과 부시장단을 선출하며, 시장과 부시장단은 집
행기관을 담당한다. 시장은 시의회 의장을 겸직하며,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시
의회와 집행기관을 통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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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의 대표적인 주로는 Schleswig-Holstein주의 Gemeinde와 Kreis, 
Saarland주이다. Rheinland-Pfalz주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1994년 이
후 남독일의 의회형 형태로 변경하였다.

3) 북독일 의회형(Norddeutsche Ratsverfassung)
북독일 의회형은 제2차 대전 후 영국의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다. 이 유형은 영국행정의 영향을 받아 의원내각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정부의 기관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시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을 두고 있다. 각종 행정집행기관의 경우 의회는 
집행기관지휘･감독자인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부사
무총장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집행부를 담당하며, 시장은 의회만을 담당하게 
된다. Gemeinde 사무총장은 시장에 대하여 Gemeinde 행정상 주요사무에 대
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Kreisfreie Stadt에서의 행정조직의 기
구설치 유형은 각 주별로 비슷하게 구성되며 이 유형은 주로 Niedersachen주
에서 시행되고 있다.

4) 남독일 의회형(Suddeutsche Ratsverfassung)
남독일 의회형은 2차 대전 후 미국의 영향을 받은 기관 구성유형이다. 미국

의 점령지였던 남부지방의 Baden-Wurttemberg주와 Bayern주에서 채택되었
다. 주요 특징은 강력한 시장형 조직체계이며 각 기관의 대립을 통한 견제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남독일 의회형에서는 주민은 직접선거에 의해 
의회 의원과 시장을 선출하며, 시장은 의회의장과 집행기관의 장으로써 위치
를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1994년 이후 Rheinland-Pfalz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통일이후 구동
독지역의 Sachsen주도 이 제도로 바꾸었다. Sachesen-Anhalt주와 
Brandenburg주도 시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던 방식에서 주민 직접선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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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방식으로 1993년부터 개정하였고, Nordrhein-Westfalen주도 1994년 
Gemeinde법 개정으로 1999년부터 시장 직선을 실시하였다.

3. 각 주의 자치조직권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철저한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다. 헌법인 독일 기본

법에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
권과 사법권 등 모든 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주목
할 것은 독일 기본법상 입법권은 각 주에 우선권이 있고,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에 한하여 입법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독일은 법치국가 원리의 요
소 중의 하나인 “행정조직 법정주의”따라 행정조직은 법률로 설치되어야 한다
는 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이란 원칙적으로 각 주 의회가 제정
한 주 법률을 의미한다.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률은 독일의 기준에서는 예
외적인 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주정부의 행정조
직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
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각 주정부가 집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직
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를 위해 독일기본법은 연방 법률을 각 
주가 고유사무로 집행하는 경우와 연방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를 나눠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정부가 연방 법률을 고유사무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
정조직 및 행정절차를 주 정부가 스스로 설정해야 한다. 만약 연방 법률상 조
직과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 정부는 이와 다르게 설정
할 수 있다다는 것이 독일 지방행정의 특징이다.

둘째, 주정부가 연방 법률을 연방의 위임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주정부의 자치권한에 속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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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연방 법률이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규정한 경우에는 연방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 기본법과 그 집행과정의 특징은 국가가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
하고, 각 주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치하도록 함
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만,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는 연방의 법률의 집
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조치, 즉 각 주의 행정조직의 
설치와 법률의 집행절차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외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각 주
가 연방의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설치와 당해 조직이 사무 집행에 
필요한 절차의 설정을 연방이 통일적으로 정하는 사항과 달리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연방 상원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청취의 
기회를 거친 후 비로소 통일적 조직 및 절차의 수용을 각 주에 강제할 수 있
도록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독일의 경우 각 주에게 우선적인 조직자치권을 부여한 후, 연방
법률의 집행상 차질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방이 관여할 수 있
도록 하되, 연방 상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후에 비로소 예외적인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적어도 행정조직의 설치 및 운용과 집
행절차에 관하여는 각 주의 자치권을 신뢰하여 그 주도권에 맡기고, 국가적 
관여는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거친 후에 서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비
로소 시행된다는데 독일 기본법의 의의가 있다.

각 주의 조직자치권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기본법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는 모든 지역공동체의 사무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고유한 책임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독일기본법 제28조 제2항). 다만, 독일연
방헌법재판소는 “기초자치단체는 스스로 설치한 자치조직에 그 자치사무를 처
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조직자치권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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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인 행정행위의 보장 및 이에 따른 책임의 부담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핵심
적 자치권에 속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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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형태는 각 국의 문화적·정치적 상황만큼이나 다양

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
부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절에서는 미국과 일본,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표
적인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주 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다. 
주 정부는 타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
체인 카운티의 활동도 활발한 국가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례가 공
존하고 있어 자치권한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정책시도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 집권화된 형태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
한을 넘겨주고 있는 단계를 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입한 지방정
부의 개혁 법안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유럽의 대표적인 연방국가이다. 비록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럽 
국가이긴 하지만 오랜 전통에서 나타난 다양한 지방자치 유형을 통해 지방자
치와 권한 배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로의 집중적 권한이 점차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주민
참여와 민주사회에 더욱 기여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
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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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시모형
제1절 가설 설정

본 연구는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효율적인지에 대
한 이론적·수리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권한과 관련하여 
최적 토지이용을 얻을 수 있는 권한배분 정도에 대해 수리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기초지자체에게 토지이용계획 권한을 모두 이양할 경우, 토지 이용의 
불균형이 개선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다.

1-1. 획일화된 토지이용규제는 현재 토지이용 효율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1-2. 따라서 중앙규제 상태의 일반 균형 후생 수준은 지역 자율 상태의 
일반균형 후생수준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특정 지역의 자율권 부여는 토지시장의 왜곡을 일으켜 부의 외부효과
를 나타낼 것이다.

2-1. 개별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서 최적균형값은 다른 지역에게 부의 
외부효과를 줄 가능성이 높다.

2-2. 전체적인 중앙규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특정지역에 대한 자율권 
부여는 전체 효용에서 외부불경제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3. 지역과 중앙의 계획 역량 차이를 고려할 경우, 모든 지역의 자율화는 
전체 지역의 효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 67 -

제2절 기본도시(Base City) 모형
1. 모형의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미시경제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Anas and 

Kim(1996)의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모형은 Anas and Rhee(2006), 
Rhee(2007), Yu and Rhee(2011)로 이어지는 후속연구에 의해 일정 부분 개선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 역시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확률론적 일반
균형모형이다. Anas and Kim의 모형은 미시경제적 이론과 동시에 상당부분 유연
한 요소를 갖고 있는 모형이다. 현실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
을 포함할 수 있는 열린 모형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nas and Kim 모형의 이러한 유연성은 모형의 설명도구화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정책분석을 위해서 수학적·행태적 엄정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Yu and Rhee(2011)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Anas and Kim의 모형을 분석적 연구방법론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Yu and Rhee(2011)의 논문은 이 전 모형의 후생함수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시경제학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 역시 Yu and 
Rhee(2011) 모형을 기본으로 한 확장된 일반균형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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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형태
 본 연구의 논의를 위하여 아무런 규제수단이 도입되지 않은 도시를 기본도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기본 도시는 2개의 작은 지자체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이
를 위한 모형의 기본 형태는 대칭을 이루는 2개의 지자체가 존재하는 방사형 도
시로 볼 수 있다. 도시는 2개의 기초지자체로 구분되며, 기본 도시모형의 공간적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 연구에서 고용은 모든 지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
고 가정한다. 이는 ‘비단핵심모형(non-monocentric model)’으로 모든 고용이 중
심부에서 일어나는 기존의 ‘단핵심모형(monocentric model)’과는 구별되는 점이
라 할 수 있다.

그림 4. 기본모형 형태

기본도시 모형에서는 교통 혼잡과 같은 외부효과를 통제할 별도의 규제가 적용
되지 않으며, 용적률과 토지이용 등이 모두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모형은 기본적
으로 생산과 소비, 교통, 일반 균형의 네 부문으로 구성된다. 하며, 각 지자체 내
부의 토지는 주거용지와 산업용지,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시설로 이용된다.

3. 모형의 가정
기본도시 내부의 각 지자체에서는 속한 가구들의 거주활동과 직업활동이 일어

나며, 각 가구는 각자의 선호에 따라 주거지역과 직장지역을 선택한다. 기본모형
에서는 지역 내의 모든 구획은 동일(identical)하며 완전대체 가능(perf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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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able)한 것으로 가정한다. 도시 내의 가구는 주거지역과 근무지역
(residence-work zone)을  선호에 따라 선택한다. 선택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
득을 바탕으로 각 가구는 자신의 최적 소비 수준(optimal consumption bundle)
을 결정하게 된다.

 각 구역 내의 토지는 주거와 산업,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 시설로 사용되며, 주
거·생산·고용·통행량 등은 모두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토지는 도시 내의 모든 가구
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수익은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분배된다1). 도시 내 한 가구(household)당 한 명의 노동자(worker)가 도시 산업
에 노동력(labor)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wage)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가구
는 임금소득과 임대료소득을 얻으며, 이는 복합재와 주택재화를 소비하는데 모두 
사용된다. 도시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복합재(composite good 또는 non-housing 
good)로 표현되며, 재화는 모두 도시 전 구역에서 생산된다. 이외에도 주택재화
(housing good)와 직장에 필요한 오피스재화(office good)가 생산된다. 복합재 생
산에는 노동, 자본, 토지 외에도 오피스재화가 별도로 투입된다. 주택재화와 오피
스재화의 생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토지와 자본이 투입된다. 모든 투입요소와 산
출된 재화들은 도시 내부 시장에서 거래되며 재화와 투입요소의 가격은 모형 내
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진다. 또한 도시에 존재하는 외부효과는 교통 혼잡에 
의한 외부효과와 인프라 시설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로 구성된다. 

도시 내 도로는 각 구역의 중심을 지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통행자는 
주거지가 위치한 구역 내 중앙에 위치한 도로에 접근하여 직장이 위치한 구역 내
의 중앙까지 도로를 통해 이동한 후, 각각의 시설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역과 구역 중앙에 위치한 도로의 이용을 제외한 외곽순환 도로의 이용은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1) 기본모형은 토지 사용의 대가로 발생한 임대료가 모든 가구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부재지주 가정에 의한 분석은 민감도 분석이나 시나리오 분석에서 별도로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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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형의 구성

기본도시 모형은 기업부문, 가계부문, 교통부문과 투입요소 및 재화들의 시장 
균형 조건 등을 포함한 일반 균형 부문으로 구성된다. 본 절에서는 가구와 기업 
등 해당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그에 따른 투입요소, 각종 재화들의 시장균형 조건
식의 구성 등을 살펴본다.

1. 기업부문
도시 내의 재화는 모든 지자체에서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생산된 재화는 도시내

부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된다. 생산된 재화는 도시 내에서 모두 소비되며 외부로 
유출되는 재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1) 복합재 생산 기업
또한 도시 내의 기업은 도시 내의 각 구역에 자유로이 입지하며, 노동(labor)과 

토지(land), 자본(Capital)을 투입하여 복합재를 생산한다. 노동 투입요소는 도시 
내 각 가구당 한 명의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이며, 토지 투입요소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한
다고 가정한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균형상대의 각 기업의 이
윤은 ‘영(0, zero)’이 된다(영이윤 조건, zero-profit condition). 도시에 입지한 기
업은 규모수익불변(CRTS,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는 가정 하에 운영되
기 때문에 각 구역 내에 있는 기업의 수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생산요소
들 간의 관계는 1차 동차함수를 가정한 콥-더글러스(Cobb-Douglas)함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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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따라서 지자체 2)에서 생산되는 복합재의 총량은 다음의 생산함
수 식으로 표현한다.

: 지자체 에서 생산되는 복합재의 총량
: 지자체 에서 복합재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 지자체 에서 복합재 생산에 투입되는 오피스 재화
: 를 생산하는 기업의 기술 수준 지표
 : 모수값,     

또한 지자체 에 속한 복합재 생산 기업의 이윤함수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
된다.

: 생산 기업의 이윤함수
 

,  : 지자체 에서 소비되는 복합재 및 오피스 재화의 가격
: 지자체 에서 복합재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 지자체 에서 복합재 생산에 투입되는 오피스 재화
: 를 생산하는 기업의 기술 수준 지표
 : 모수값,     
 : 재산세
 : 지자체 의 임금 수준

2)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첨자로  ,  , 를 사용하였다.



- 72 -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3)을 이용하여 각 투입요소의 수요량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 

∴ 

    
→ 

∴ 

본 모형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므로 기업의 이윤은 경쟁으로 인해 0의 이윤
(zero profit)이상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0의 이윤 조건을 이용하여 재화의 가격
을 구하면 아래 식과 같다.

 
,  : 지자체 에서 소비되는 복합재 및 오피스 재화의 가격

: 를 생산하는 기업의 기술 수준 지표

3) 이윤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은 투입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와 
해당 투입요소의 가격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윤함수를 각각의 투입요소로 
편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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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수값,     
 : 재산세
 : 지자체 의 임금 수준

2) 주택 및 오피스 생산 기업
주택 생산 기업 역시 생산량은 이윤극대화 원리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균형

상태에서 각 기업의 이윤은 ‘0’에 수렴하는 영이윤 조건을 따른다. 이를 토대로 
한 지자체 에 속한 주택 생산 기업의 주택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에서 생산되는 총 주택생산량
  : 생산 기업의 기술 수준 지표
 

 : 지자체 에서 주택 생산에 투입되는 토지
 

 : 지자체 에서 주택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인프라
  : 모수값, 0<<1

또한 지자체 에 속한 주택 생산 기업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생산 기업의 이윤함수
 : 지자체 에서 생산되는 총 주택생산량
 

,  
 : 지자체 에서 주택 가격과 생산 인프라 이용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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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에서 토지 가격

 
 : 지자체 에서 주택 생산에 투입되는 토지

 
 : 지자체 에서 주택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인프라

주택 생산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복합재 생산 기업과 동일한 가정을 고려
하여 식을 전개하였다.

→ 

이윤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이용하면,

   

   = t HpHk a HQHk
t H + (1- a H)XHk

t H
Hk a H t HQHk

t H - 1 - rH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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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 
여기서 영이윤 조건을 주택 생산 기업에 적용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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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문
도시 인구는 총 15,000명이며, 도시 내 가구는 3인 가족 기준으로 5,000가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가구당 노동자는 한 명이며, 각 가구의 경제적 의사 결정단계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 가구는 주거지역 와 근무지역 를 선택하고,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춰 복합재와 주택재화 및 여가시간으로 구성된 소비묶음
을 선택한다.

1) 가구 효용함수
가구의 효용함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에 거주하며 지자체 로 통근하는 가구의 효용함수
 : 지자체 에 거주하며 지자체 로 통근하는 가구의 복합재 소비량
 : 지자체 에 거주하며 지자체 로 통근하는 가구의 여가 소비량

  : 지자체 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 서비스 소비량

 여기서 는 확률적 오차항으로 각 가구의 성향(idiosyncratic taste)을 의
미하는 항목이다. 각 가구의 복합재와 주거서비스, 여가 수준 결정은 효용극대
화 이론을 따르게 된다. 즉 가구의 소비수준은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내
에서 효용함수 가 최댓값을 갖도록 하여 최대 효용을 얻기 위해 움직인다
는 의미이다. 각 가구의 예산 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지자체 에 거주하며 지자체 로 통근하는 가구의 예산제약
 

,  
 : 지자체 의 재화 가격 및 주택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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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에 거주하며 지자체 로 통근하는 가구의 복합재 소비량
 : 지자체 에 거주하며 지자체 로 통근하는 가구의 주택 소비량
 : 지자체 에 거주하며 지자체 로 통근하는 가구의 여가 소비량
 : 지자체 의 임금
  : 노동 가용 시간
 : 통근시간
  : 배당금

여기서 도시 내부의 모든 토지는 도시 내의 가구가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가정
하였으므로, 모든 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는 각 가구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분배된
다. 배당금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배당금
  : 가구수
 : 지자체 의 토지가격
  : 지자체 의 토지면적

여기서 는 정책에 의한 소득을 나타낸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지자체 의 토지가격 및 복합재 가격

,   
 : 지자체 에서 사용된 오피스 면적 및 인프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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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수요
효용극대화를 위한 제1계 필요조건과 라그랑지 방법론(Lagrangian Method)을 

이용하면 복합재와 주택서비스, 여가 수요를 각각 구할 수 있다.

· 
    제약조건: 

여기서 는 검블분포(Gumbel distribution)을 따르는 연속확률변수이다. 다
음으로 이 식을 이용하여 라그랑지 식을 구성한다.

이를 이용하여 효용극대화 식을 풀어서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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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법으로 복합재 수요에 대해 풀면,

   
∴ 

위 두 식을 더해서 전개하면 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 

또한, 에 관한 식은 다음 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이렇게 도출된 와 를 이용하여 여가수요를 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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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여가수요식을 예산제약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식을 효용함수식에 대입하면 효용최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제약조건: 
라그랑지 식: 

이제 라그랑지 식을 복합재 수요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복합재 수요를 얻을 수 
있다.

   

   

→ 

∴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 수요에 대해서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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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진 복합재 수요와 주택 수요를 예산제약식에 넣어서 식을 전개하면 
에 관한 식을 얻는다.

→ 

       

이제 이 식을 복합재 수요와 주택 수요에 각각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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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식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복합재 수요: 

· 주택 수요: 

· 여가 수요: 

3) 간접효용함수
본 연구에서 가정한 가구의 선호는 각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효용함수를 관

측이 가능한 결정적 요소와 관측이 불가능한 확률적 요소로 분리해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여기서 는 결정적 요소로서 가격과 소득의 함수로 결정되는 간접효용함
수(indirect utility function)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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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ln ln 



계산의 편의를 위해   ln 


ln 라 정의하면 간
접효용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ln ln  



는 확률적 요소로서 주거지역 선택과 근무지역 선택과 관련된 항목이다.  
가구가 주거지역과 근무지역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도록 하자. 주거지역과 근
무지역을 정할 확률을 라 하자.

  max  max∀ ≠

 max  lnln
     

max  lnln
    

∀ ≠ 

 가 평균이 0, 분산이 인 검벨분포(Gumbel distribution)으로 가정하면  
max   ~ 


ln



exp 

 로 나타낼 수 있다. 는 분산변수(dispersion parameter)로  


 으

로 정의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max 를 ′  ′ 이라 정의하면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lnln   


′ ′   lnln
  ∀ ≠ 

     ′  lnln    ′ 
max≠

′  ln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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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벨분포의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 다음 식 역시 검벨 분포를 따른다.
max≠

′  lnln
    

′  ~




ln



exp
′ lnln   

따라서 선택확률  는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p
′ lnln

exp
′ ln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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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부문

1) 총 통행량
도시 내의 교통은 통근 통행을 의미한다. 통근 통행은 주거지가 있는 지자

체 에서 직장이 있는 지자체 로 출근하는 통행량이다. 주거지 에서 직장 
지역 로 가는 통근 통행량 은 다음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 : 도시의 총 가구수

지자체  내부의 교통량 는 지자체 내부 통행량과 지자체 가 출발지
(origin)또는 도착지(destination)인 통행량, 지자체 를 통과하는 통행량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혼잡도
도시 내부의 혼잡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위시간당 통행시간을 나타내는 지

표가 필요하다. 지역 에서 단위시간당 통행시간을 은 BPR(Bureau of 
Public Roads)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4)

4) Sheffi(1985), Urban Transportation Networks,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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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이 존재하지 않을 때 통행속도(free flow speed)의 역수
, : 모수값
: 지자체 의 도로용량(도로면적과 단위면적당 교통처리용량을 곱한 수)

위 식을 이용하면 지자체 내부 통행의 경우와 타 지자체로 이동할 경우에 대해
서 각각의 단위거리당 통행시간을 구할 수 있다. 최종 목적지의 위치는 각 지자
체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 지자체 내부 통행: 

· 타 지자체 간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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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균형 부문 
기본도시 모형은 외부로 부터의 인구와 재화의 유입이 없는 완전히 닫힌 도시

(perfectly closed city)로 가정한다. 따라서 두 개 지자체 이외의 다른 도시와의 
교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자체의 인구 역시 고정된 것으로 전제한다. 

1) 시장의 균형조건
일반균형 가정을 토대로 기본도시의 균형조건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복합재 시장: 

· 주택 시장: 

· 노동 시장: 
· 토지 시장: 

2) 가격 조건
각 재화의 가격은 일반균형식과 영이윤 조건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 가격: 

· 오피스 가격: 

· 복합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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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모형의 확장
1. 지방자치단체 조건의 세분화
두 개의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기본 모형은 모든 조건

을 동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규제 수준에 있어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렵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중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정은 현실 상황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의 신빙성을 얻기가 힘들다. 

이에 지방자치구간의 크기 및 사회경제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인프라와 토지이
용 측면에서 세부화하여 모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광역
권을 가정하여 도심-부도심-외곽지역으로 이어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위계를 
구축하였다.

모수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설정하였다. 도시 크기는 수도권 반경인 30
킬로미터로 잡았으며, 가구수는 3인 가구를 가정하여 30만 가구로 근사하였다. 가
구 연평균 소득은 수도권 평균 연소득인 4,800만원을 약 40,000달러로 근사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이다.

그림 5. 확장 도시모형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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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규제 설정
각종 조세규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혼잡통행료와 재산세를 조세규제 수단

으로 가정하고 모형에 도입하였다. 기본모형과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영이윤조
건과 배당금, 시장수요 및 생산요소 등이다.

1) 혼잡통행료
혼잡통행료 모형은 기본 모형과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1) 영이윤조건

· 복합재 가격: 
· 주택 가격: 
· 오피스 가격: 

(2) 배당금

· 

· 

(3) 시장 수요

· 복합재: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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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4) 혼잡통행료 설정

· 

· 

· 
· 도로용량: 
· 도로면적: 

(5) 생산요소

· 노동(복합재 생산): 

· 오피스(복합재 생산): 

· 토지(주택 생산): 

· 자본(주택 생산): 

· 토지(오피스 생산): 

· 자본(오피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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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기본도시 모형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기본모형과 

차이점을 갖는다.

(1) 영이윤조건

· 복합재 가격: 
· 주택 가격: 
· 오피스 가격: 

(2) 배당금

· 
· 

(3) 시장 수요

· 복합재: 

· 주택: 

·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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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요소

· 노동(복합재 생산):  

· 오피스(복합재 생산): 

· 토지(주택 생산): 

· 자본(주택 생산): 

· 토지(오피스 생산): 

· 자본(오피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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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계획 설정
토지 자원의 이용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는 용적률과 용도지역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
한 계획권한 배분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규제를 중앙에서 관리할 경우와 각 
지역에서 관리할 경우로 나눠 분석하였다.

1) 용적률 규제
기본모형에 용적률 규제를 적용하면 기본 모형과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차이점

을 갖는다.

(1) 영이윤조건

· 복합재 가격: 

· 주택 가격: 

· 오피스 가격: 

(2) 배당금

· 

(3) 시장 수요

· 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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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여가: 

(4) 생산요소

· 노동(복합재 생산): 

· 오피스(복합재 생산): 
· 토지(주택 생산): 

· 자본(주택 생산): 
· 토지(오피스 생산): 

· 자본(오피스 생산): 

2) 용도지역제 도입
기본모형에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모형은 기본모형과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

이점을 갖는다.

(1) 영이윤조건

· 복합재 가격: 
· 주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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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가격: 

(2) 배당금

· 

(3) 시장 수요

· 복합재: 

· 주택: 

· 여가: 

(4) 생산요소

· 노동(복합재 생산): 

· 오피스(복합재 생산): 

· 토지(주택 생산): 

· 자본(주택 생산): 

· 토지(오피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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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오피스 생산): 

제5절 소결
본 연구는 지방자치 활성화에 의한 계획권한 배분에 있어서 최적토지이용을 위

한 권한 배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수리모형을 도입하였다. 계획권한 문제에 있
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의 권한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리모형과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치의 해석 을 
통해 효율적 계획권한 수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
은 일반균형을 이용한 수리모형으로 완전경쟁시장과 완전정보(perfect 
information)상태를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기본모형을 구축하여 동일조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획권한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규제(혼잡통행료, 재산세)와 토지이용계
획(용적률 규제, 용도지역제)에 대한 계획권한 도입을 하여 각각의 결과값을 도출
하였다.

이후 확장모형에서는 도심-부도심-외곽으로 이어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계층구
조를 도입하여 다른 조건에서 자율권을 가졌을 경우의 토지이용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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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모형분석

제1절 분석 과정 설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완전정보(perfect information)상태를 전제하는 스택켈버

그 모형(Stackelberg)을 전제한다. 스택켈버그 모형은 불완전 정보 상태
(imperfection information)과 동시선택(simultaneously)을 가정하는 쿠르노 모형
(Cournot model)과 달리 순차적선택(sequantially)를 가정한다. 생산되는 모든 제
화는 단일(homogeneous)하다고 가정한다.

스택겔버그 모형은 쿠르노 모형과 달리 완전정보를 가정한다. 이는 현실 반영성 
측면에서는 쿠르노 모형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
나 수식을 만들기가 보다 용이하고 정책수단 간의 순차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
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택겔버그 모형을 이
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결정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게임 상황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단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에서 일정수준에 규제 및 계획을 정한 후, 전체 효용을 산출한다. 그 후 지방
자치단체 중 하나만 자율적으로 규제와 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 균형점이 도출되
면 그 후 규제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수준을 고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적으로 규제와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먼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를 참고하여 설정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지자체가 돌아가며 규제 및 계획에 대한 자율적 변경을 시행하였다. 이를 
최적효용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나온 균형점에서의 효용값과 중앙 규제시 
효용값을 비교하여 최적 권한 분배 방식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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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 모형
기본 모형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가정한다. 이전 절에서도 정리한 바와 같

이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본 모형은 기본모형이므로 조세규제에서는 재산세를, 
토지이용에서는 용적률을 도입하여 기본 추세를 살펴보았다.

1. 조세규제 도입: 재산세
기본모형에 재산세를 도입하여 두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에서 일괄 규제 한 경우

와 자유롭게 정책 경쟁을 한 경우를 상정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일단 재산세를 
10%수준으로 일괄 규제 하였을 경우 전체 효용은 두 자치구 모두에게 자율 상황
에 맞길 경우의 효용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 규제 상황에서 한쪽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그 지방자치
단체의 효용은 상승하지만 전체적인 효용은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양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상황에 맞게 재산세 규제를 조정해 가면 최종적으
로 자율 상황하의 최적값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 재산세 부과할 경우, 전체 효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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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규제
두 번째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효용성 조사를 위하여 기본모형에 용적률을 도

입였다. 재산세와 동일하게 두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에서 일괄 규제 한 경우와 자
유롭게 정책 경쟁을 한 경우를 상정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일단 용적률을 
400%수준으로 일괄 규제 하였을 경우 전체 효용은 두 자치구 모두에게 자율 상
황에 맞길 경우의 효용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와 동일하게 일괄 규제 상황에서 한쪽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
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효용은 상승하지만 전체적인 효용은 대폭 하락하였다. 
또한 양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상황에 맞게 용적률 규제를 조정해 가면서 최종
적으로 자율 상황 하의 최적효용에 완전히 근접해 갔다.

그림 7. 용적률 규제시, 전체 효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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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기본 모형 분석 결과,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에 의한 외부효과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와 관련된 조세규제(재산세)나 토지이용계획은 
그 자체만으로 토지이용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풀어줄 경우 얻
는 효용이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보다 더욱 큰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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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확장 모형 분석
보다 현실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확장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절에

서 정리했듯이 확장 모형은 수도권 지역을 기본적으로 가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
체의 위계를 중심지와 부도심, 일반 지역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확장모
형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 크기와 가구수, 소득 수준이 다른 것으로 가정하였다. 

확장모형에서는 조세규제를 제외한 토지이용계획에 한해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용적률과 용도지역제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지방자
치단체가 자율적 권한을 갖는 경우부터 특정 지방자치단체만 자율적 권한을 갖는 
경우까지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1. 용도지역제
우선적으로 1개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역을 자율에 맡겼을 경우, 전체 후생변화

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2~5% 수준의 후생변화가 나타났으며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인 최적상황보다 후생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 1지역 후생 2지역 후생 3지역 후생 1지역 주거비율 2지역 주거비율 3지역 주거비율
기본도시 100.00 100.00 100.00 100.00 0.43 0.58 0.70

1지역 98.20 102.70 98.00 98.09 0.47 0.60 0.65
2지역 97.74 97.21 103.92 98.26 0.40 0.69 0.65
3지역 95.93 96.41 97.19 106.18 0.40 0.60 0.89

표 5. 용도지역제: 1개 지방자치단체 자율일 경우 (단위: %)

특히 중심지의 계획권한을 자율에 맡겼을 경우의 파급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4.07% 하락하였다. 파급력은 외곽으로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그 값은 
부도심의 경우 2.16%, 일반지역의 경우 1.8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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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부 가구의 후생 수준을 살펴보면 일반 지자체의 용도지역을 자율로 풀
어줄 경우 자기 지역의 후생은 약 208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체후생은 137만
원 감소하였다. 부도심 지역은 자기 지역 후생 303만원 증가, 전체 후생 175만원 
감소였으며, 중심 지역의 경우 자기 지역 후생은 476만원이 증가하나 전체적인 
후생은 314만원이 감소하여 그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분석은 중심지와 부도심지의 용도지역을 각각 자율에 맡길 경우, 전체 
후생변화를 분석하였다. 1개 지역 자율 상황보다는 그 변화폭이 작아 최대 2% 
수준의 후생변화가 나타났다. 역시 전체적인 후생수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
율적인 최적상황보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 1지역 후생 2지역 후생 3지역 후생 1지역 주거비율 2지역 주거비율 3지역 주거비율
기본도시 100.00 100.00 100.00 100.00 0.43 0.58 0.70

1회 97.74 97.21 103.92 98.26 0.40 0.69 0.65
2회 97.93 97.87 102.63 104.36 0.40 0.69 0.82
3회 98.31 98.31 102.81 103.24 0.40 0.63 0.82
4회 98.42 98.79 100.31 103.86 0.40 0.63 0.77
5회 98.96 99.07 101.87 100.58 0.40 0.60 0.77
6회 99.47 99.19 100.92 101.19 0.40 0.60 0.73

표 6. 용도지역제: 중심지-부도심지 자율일 경우 (단위: %)

최종 후생변화는 0.53%감소하여 각 가구는 약 34만 3천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부 가구의 후생 수준을 살펴보면 일반 지자체의 후생은 52만 3
천원이 감소하였고, 다른 두 지역은 각각 중심지가 76만 6천원, 부도심지역이 59
만 4천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분석은 부도심지와 일반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을 자율에 맡긴 
경우이다. 두 번째 분석과 유사하게 최대 2% 수준의 후생변화가 나타났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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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0.38%가 감소하여 각 가구는 약 24만 5천원의 후생 손실을 입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후생 1지역 후생 2지역 후생 3지역 후생 1지역 주거비율 2지역 주거비율 3지역 주거비율
기본도시 100.00 100.00 100.00 100.00 0.43 0.58 0.70

1회 98.20 102.70 98.00 98.09 0.47 0.60 0.65
2회 99.13 101.28 101.73 98.87 0.47 0.63 0.65
3회 99.46 101.56 100.80 99.49 0.44 0.63 0.65
4회 99.62 100.32 100.97 99.64 0.44 0.59 0.65

표 7. 용도지역제: 일반-부도심 지역 자율일 경우 (단위: %)

도시 내부 가구의 후생 수준은 일반 지자체의 후생과 부도심 지자체의 후생
은 소폭 증가하여 각각 20만 4천원, 62만 1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중심지역은 22만 9천원의 후생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분석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권한을 이양한 경
우이다. 최대 2% 수준의 후생변화가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는 일반균형상황에 수
렴하여 경쟁으로 인한 외부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 1지역 후생 2지역 후생 3지역 후생 1지역 주거비율 2지역 주거비율 3지역 주거비율
기본도시 100.00 100.00 100.00 100.00 0.43 0.58 0.70

1회 98.20 102.70 98.00 98.09 0.47 0.60 0.65
2회 99.13 101.28 101.73 98.87 0.47 0.63 0.65
3회 99.31 99.38 99.41 101.37 0.47 0.63 0.76
4회 99.62 100.34 100.26 99.64 0.43 0.63 0.76
5회 99.86 100.16 100.23 99.66 0.43 0.58 0.76
6회 100.00 100.00 100.00 100.00 0.43 0.58 0.70

표 8. 용도지역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 이양한 경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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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적률 도입
용도지역제 도입모형에 추가로 용적률을 적용하여 동일한 분석과정을 반복하였

다. 우선적으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용도지역제와 용적률 규제에 
관한 계획 권한을 자율적으로 배분하였다.

후생
1지역 

용적률(주거)
2지역 

용적률(주거)
3지역 

용적률(주거) 1지역
주거비율

2지역
주거비율

3지역
주거비율1지역 

용적률(업무)
2지역 

용적률(업무)
3지역 

용적률(업무)
기본도시 100.00 96.52 235.48 322.20 0.43 0.58 0.70110.12 259.35 327.06
1지역 97.26 98.66 200.00 300.00 0.47 0.60 0.65112.09 250.00 330.00
2지역 96.83 100.00 237.64 300.00 0.40 0.69 0.65110.00 256.75 330.00
3지역 95.41 100.00 200.00 324.09 0.40 0.60 0.89110.00 250.00 330.44

표 9. 용적률 및 용도지역제: 1개 지방자치단체 자율일 경우 (단위: %)

전체 후생변화는 최대 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의 자율적 정책도입의 
경우 용도지역제 모형과 동일한 파급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심
지의 파급력이 가장 강하여 4.59% 후생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부도심 지역의 경
우 3.17%, 일반 지역의 경우 2.74%의 후생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용도지역과 용적률 규제에 대한 계획권한을 이양하여 
분석하면 최대 2.5% 수준의 후생 변화과정을 거치나 최종적으로는 일반균형점으
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토지이용규제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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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
1지역 

용적률(주거)
2지역 

용적률(주거)
3지역 

용적률(주거) 1지역
주거비율

2지역
주거비율

3지역
주거비율1지역 

용적률(업무)
2지역 

용적률(업무)
3지역 

용적률(업무)
기본도시 100.00 96.52 235.48 322.20 0.43 0.58 0.70110.12 259.35 327.06

1회 97.26 98.66 200.00 300.00 0.47 0.60 0.65112.09 250.00 330.00
2회 98.88 98.66 231.44 300.00 0.47 0.63 0.65112.09 249.35 330.00
3회 99.44 98.66 231.44 320.18 0.47 0.63 0.76112.09 239.35 328.82
4회 99.69 96.52 231.44 320.18 0.43 0.63 0.76110.12 249.35 328.83
5회 99.89 96.52 235.48 320.18 0.43 0.58 0.76110.12 249.35 328.83
6회 100.00 96.52 235.48 322.20 0.43 0.58 0.70110.12 249.35 327.06

표 10. 용적률 및 용도지역제: 1개 지방자치단체 자율일 경우 (단위:%)

분석결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에 맡길 경우, 후생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이용규제 자체가 갖는 규제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가 
경쟁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즉, 규제가 제거되었을 경우 얻는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용이 증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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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분석: 계획 역량 차이 고려
현실에서는 중앙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역량이나 정보가 기초지방자치중

심지의 계획역량이나 정보보다 우월한 것이 사실이다. 앞 선 절의 분석에서 가정
했듯이 중앙계획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지방차원에서의 계획 실패 
역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지역차원의 계획 실패 시 나타나는 후생감소를 중앙차원의 계획실
패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해보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최대 10% 
범위에서 최적 계획값을 찾지 못하고 실패한다 가정하였으며, 광역은 5%, 중앙은 
3% 범위로 가정하였다.

그림 8. 일반지역의 계획실패 상황 가정

그림 9. 부도심 지역의 계획실패 상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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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도심지역의 계획실패 상황 가정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계획실패를 할 경우 광역에 비해서는 3.12%, 중

앙에 비해서는 4.54%의 후생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가구당 후
생감소 효과로 비교하면 광역에 비해서는 98만 3천원, 중앙에 비해서는 107만 1
천원의 후생이 감소되는 것이다.

4. 소결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계획권한에 대한 다양한 이양상황을 

추상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만 자율
화 했을 경우로 이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전체 후생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중심지로 갈수록 그 외부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권한을 이양했을 경우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토지규제가 갖는 비경제성과 왜곡효과가 
너무 커서 이를 제거했을 때 얻어지는 효용이 경쟁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보
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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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수리모형을 구축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권한이양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더
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토지이용계획 효과를 다른 정책들의 효과와 비교해보자.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은 시리얼 네트워크(serial network)와 패러럴 네트워크
(parallel network) 간의 정책비교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시리얼 네트
워크의 경우는 한 지자체의 규제가 다른 지자체 규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된다(De Borger et al, 2008). 반면 병렬 연결된 대안 교통 수단이 많을수
록 최적교통상황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패러럴 네트워크 교통 정책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Small & Verhoef, 2007).

조세 정책의 경우는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간의 수직적 경쟁과 기초지방자치
단체 간의 수평적 경쟁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수직적 경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이 상위단체에 묶이게 되어 교부금 확보 등의 목적으로 로비가 행해질 가
능성이 높다. 수평적 경쟁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최적 상황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종종 나타낸다.

토지이용 규제는 두 상황과는 다른 점을 보인다. 토지라는 자원은 한정된 자원
이며 지역친화적인 자원이다. 과도하게 중심지가 개발된 상황을 제외한다면 지역
상황에 맞는 이용은 타 지방자치단체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도리어 중앙의 
과도한 규제는 토지이용의 왜곡효과만 더욱 부풀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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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의의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시작되었다. 첫째, 자방자치제도와 관련하
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단체 간의 토지이용 계획권한
과 역할 분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함이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자
율적인 계획권한을 부여받았을 경우, 조세정책과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비교하
고, 광역과 기초에 있어서 최선의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수리모형을 구축하였다. 1단계로 
두 개의 동일 조건 지자체를 가정하여 각 지자체가 중앙의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경우와 토지이용계획 권한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단
계는 모형을 조금더 현실화하였으며, 중심지와 부중심, 교외 지역으로 나누어 동
일한 분석과정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중앙과 지역의 계획 역량이 다른 것을 
가정하여 정부의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 얻게되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측정·분석하
였다. 또한 각 단계마다 조세정책(재산세)와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제, 용적률 규
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조건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일관된 토지이용계획보다는 개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
하는 것이 주민들의 후생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의 위계(중심지-부중심지-교외)로 나누어 분석했을 경우 역시 개별 지방자치단체
에 토지이용계획 권한을 주는 것이 후생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단, 이 경우
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특정 지차체에게만 권한을 부
여할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중심지에만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음의 
외부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계획의 실패를 가정할 경우, 후생
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중앙이나 전문가 집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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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계획의 경우,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보다는 토지
이용규제에 의한 부의 외부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토지이용과 계획권한과 관련하여 수리모형을 통한 이론적 접근을 시
도했다는 데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토지이용과 계획권한과 관련
된 논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형을 통한 토지이용 및 조세 정책 효과를 검증하였
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
형은 완전정보시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더욱 확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불완전정보시장 
등 현실과 더욱 가까운 모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확대가 토지이용에 있
어서도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중앙과 전문가 집단의 역할
은 계획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책정보 전달체계를 높
이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이고 완전정보상태를 가정한 스택겔버그 모델이다. 

이는 모형이 갖는 한계점으로 현실 경쟁의 다양한 외부효과를 잡아내기엔 미흡한 
면이 많다. 특히 쿠르노 모형과 달리 지역별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정책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지역의 선택을 모두 알고 있다는 면에
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본 모형에서 얻어지는 균
형점은 쿠르노-내쉬균형과는 다른 일반균형값이며 동시 경쟁 상황을 가정하였을 
경우, 그 균형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본 모형을 쿠르노 모
형으로 개선하여 자율적 권한 이양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수
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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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알고리즘

[ Base City ]
◦ Step 0: Initialization of  and 

zone length
◦ Step 1: Zero profit

‧ X-good: ,   for the base city.
‧ Housing: 
‧ Office: 

◦ Step 2: Dividend
‧ 
‧ 

◦ Step 3: Economic income
‧ 

◦ Step 4: Marshallian demands

‧ 

‧ 
‧ 
‧  for the bas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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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Utilities
‧ 

◦ Step 6: Choice Probabilities

‧ 
◦ Step 7: Traffic flows

‧ 

‧ 
◦ Step 8: Congested travel times

‧ 

‧ Intra-zonal: 

‧ Inter-zonal: 
◦ Step 9: Input markets

‧ Labor for X-good production: 

‧ Office for X-good production: 

‧ Land for housing: 

‧ Capital for housing: 

‧ Land for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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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l for office: 
◦ Step 10: Market equilibrium conditions

‧ X-goods: 
‧ Housing: 
‧ Land: 

◦ Step 11: Unit land rents in the non-zoning cities
‧ 

‧ 

‧ 
◦ Step 12: wage rates

‧ 
‧ t (i , j) = 0 for the base city

◦ Check for convergence
◦ END OF LOOP: Return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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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수식계산
[1] 생산부문 함수 풀이
∙ 생산함수 :
    


,   ,  

∙ 기업이윤 :
       


 

∙ 노동투입 :

  


 


 






  

∴ 



∙ 토지투입 :

  


 


  






   

∴ 



∙ 생산품(복합재)의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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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의 효용함수 최대화 풀이
∙ 가구의 효용함수
  max   ln∀





lnln  



∙ 가구의 수입과 지출
    

∀



∙ 가구의 토지 및 여가시간 소비

  L: 라그랑지 함수, λ: 라그랑지 계수

  





  ∴  



  





  ∴  




∙ 가구의 복합재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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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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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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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를 예산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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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입하면,

   ∀
 





∀







 




  ⇒ 
 







∀










- 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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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효용(간접효용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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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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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확률
∙ 가구가 주거지역과 직장지역을 선택할 확률

  max  max∀ ≠

 max  lnln
     

max  lnln
    

∀ ≠ 

 를 평균이 0, 분산이 인 검벨분포(Gumbel distribution)으로 가정 
max   ~ 


ln



exp 

 는 분산변수(dispersion parameter)로  


 으로 정의

 max 는 ′  ′ 이라 정의
   

′ ′   lnln   


′ ′   lnln
  ∀ ≠ 

     ′  lnln    ′ 
max≠

′  lnln
    

′ 

 

검벨분포의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 
max≠

′  lnln
    

′  ~




ln



exp
′ ln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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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 lnln

exp
′ ln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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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와 직장지역이 주어진 후, 저연비 지수 e인 차종을 선택할 확률
  

    max∀′   ′ 

          max
∀′  ′ ′ 

  ′를 평균이 0, 분산이 인 검벨분포(Gumbel distribution)로 가정

max∀′  ′ ′  ~ 

ln 
∀′

exp′    

∴ 
′
exp′
exp

∙  구역 에서 살고, 구역 에 직장을 가지며, 저연비지수 인  차를 선택
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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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 및 임대료 계산
 ∙ 임금(Wage)
    



     

   

 ,     
∀

 ,      
 ,

         
  위의 식에 나머지 식들을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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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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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 식과 식을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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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관련 함수

 ∙ 주거지 에서 직장 지역 로 가는 통근 통행량 


 

∀



 : 도시의 총 가구수
∙ 주거지 에서 쇼핑 지역 로 가는 쇼핑 통행량 


  







∙ 지역 에서 지역 로 가는 총 통행량 
≡

 


∙ 구역 에서 발생하는 통행량 

   
∀≠

  









  

   
∀≠



∙ 지역 에서 단위시간당 통행시간 

  


 (3.32)

: 혼잡이 존재하지 않을 때 통행속도(free flow speed)의 역수
, : 모수값
: 지역 의 도로용량(도로면적과 단위면적당 교통처리용량을 곱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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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거리당 통행시간

구역 의 내부 통행:  


구역 에서 구역 로 이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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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planning authority for optimal land use
: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Ilhyun Kim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and use and planning authority among local 
governments as its topic and analyze the matter of distributing planning authority for 
optimal land use. Basically, the resources of land are limited goods to local 
governments and their citizens, so publicness is particularly required in the use of it. 
Therefore, if one local government plans land use considering its own circumstances 
only, there should b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land use planning and 
other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design a behavior model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analyze relations between planning authority and land 
use efficiency.
One of the major issues in operating the self-governing system is to distribute 
authority and budgets to the central and local, metropolitan,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the society indicating a higher income level and more need for life 
quality, the roles and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primary local 
governments, are crucial. Moreover, land use planning authority related to land has 
been performed constan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integration of national 
land planning. From the 90’s, the municipal elections began, and a large part of 
planning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lately, some of it 
has been transferred to primary local governments, too, but need for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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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is getting increased gradually.
The goa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self-governing system, this 
author intends to find efficient ways to divide land use planning authority and roles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nd primary loc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Second, when any local government is provided with autonomous planning authority, 
this author compares the efficiency of tax policy and land use planning and considers 
what would be the most efficient policy in metropolitan and primary basic 
governments.
To attain the goals, this study has established a numerical model by using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Step 1, this researcher supposes two local governments in 
identical conditions and analyzes when each local government’s land use is restri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when it can operate its land use planning authority 
freely. In Step 2, the model is actualized a little more, and this researcher goes 
through the same analysis process dividing it into the central, paracentral, and suburb 
areas. Finally, supposing planning capacity may differ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author measures and analyzes the size of external effect gained 
when any failure occurs in a government. Also, this researcher compares the effect of 
tax policy (property tax) and land use regulation (use zoning, floor area ratio) in 
each step.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local governments are in the 
same conditions, it is more effective to assign individual land use planning instead of 
consistent land use planning to elevate the residents’ welfare. Second, when it is 
divided by the hierarchy of local governments (central-paracentral-suburb areas), too, 
it is better to enhance welfare when land use planning authority is provided to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Yet, in this case, authority should be provided to every 
local government, and if it is given only to a particular local government, negative 
external effect arises. Particularly when authority is given to the central area only, 
negative external effect gets bigger. Third, when the failure of planning is assumed, 
the effect of improving welfare gets lower. This is because local planning lacks 
information mor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or expert group. Lastly, negative 
external effect resulted from land use regulation than tax policy is bigger.



This study is academ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tries a theoretical approach through a 
numerical model concerning land use and planning authority. Particularly, it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studies in that it verified the effect of land use and tax 
policy with a model in that situation that there is no research on land use and 
planning authority. However, the model used in this study supposes a perfect 
information market, so there should be a gap between this and reality. To prove the 
findings more firmly afterwards, follow-up research will have to be done by 
designing a model more similar to the one in reality, for example, an imperfect 
information model.
This study presents its poli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can be an efficient 
means to better land use to vitalize resident participation and extend the 
self-governing system.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expert group’s roles are 
required to provide a guideline for planning and enhance the system to deliver policy 
information to each local government.

Keywords       : Local authority, Land use regulation, Zoning, Floor Area Ratio, 
General Equilibrium

Student Number : 201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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