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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사회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 하

는 통치기구의 조직 원리로서 궁극 으로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

는 도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남한

과 북한은 서로 다른 통치구조와 통치이념을 가지고 제각기 발 해왔으

며 지방자치제도 한 그 국가권력구조와 통치이념에 맞게 구축되고 정

착되었다.남북한의 통일은 필연 으로 이질  체제의 통합과정을 수반

할 것이며,통일 후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고도 차 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헌법 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구 되고 정착되어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하 다.이에 따라,먼  남한과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하고 외국(분단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후,앞

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 다.

남한은 1987년의 제6공화국 헌법에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이래,

활발한 지방 분권의 논의와 함께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앙집권제를 바탕으로 고도의 앙집권  체

제를 계속하여 구축하여 왔으며,비록 지방주권기 으로서 지방인민회의

와 지방인민 원회가 존재하지만 상 기 과 당의 첩 인 감독과 엄격

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존재하지 않는

다.그나마 경제  측면에서는 생산력 향상의 차원에서 지방의 부분 인 

자율성을 허용해왔다.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모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는 

요한 참고가 된다.특히 독일의 경우,비록 재 남북한의 상황과 엄 히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동서독의 이념에 의한 분단이라는 ,두 체제의 

자발  합의에 의한 통합이었다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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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통합을 이루었다는  등에서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구조  특

징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보다 앞서 성공 인 체제 통합을 이 낸 독

일의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 을 제공한다.

홍콩과 마카오를 국 내지(內地)의 하나의 특별행정구로 간주하는 일

국양제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련하여 연방국가의 실 이나 과

도기의 특별행정구역 설정 등을 논의함에 있어 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멘의 경우는 상호간 일 일 합의의 원칙에 따라 형식  통일을 이루었

으나 결국 완 한 통합을 이루기 해 내 을 거쳐야 했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통합의 요성을 일깨우는 요한 선례로 남았다.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한 연구는 남북한 통합과정의 제와 가

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가장 실 이고 타당성 

있는 모델에 집 하 으며,이에 따라 동서독의 합의에 기 하여 서독의 

주도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합과정을 기본 인 모델로 설정하 고,통합 

시의 부작용을 완충하기 하여 과도기간을 설정하 다.과도기에 북한

지역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한 사항은 일시 으로 유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헌법정책  결단으로 고려된다.한편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합, 진 ‧단계 이고 신속한 

통합,법과 제도를 월한 완 한 통합이라는 기본 원칙을 수하고 지

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통합원리를 바탕으로,통일한국의 헌법상 지방자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념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첫째,‘최소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통 인 제도보장이론을 탈피하여,보다 구체

인 지방자치에 한 결단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둘째,헌법상 권력분

립 이념의 기능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역에서 수직  권력분

립 원리를 구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 인 계로 정립되어야 

한다.셋째,기존의 단체자치 심 인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탈피하여,

자기지배의 원리인 민주주의에 기 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강화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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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구체화하여,통일한국 지방자치제도에 하여 구상해보

았다.우선 거시 인 에서 국가구조와 계층제에 한 논의를 하 다.

통일한국은 역사 으로 연방제의 통이 없으며 상 으로 좁은 토에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 지역고권을 엄격히 구별할 만한 

필요성이 기 때문에 단일국가 권력구조가 바람직하며,행정계층과 구

별되는 자치계층의 에서 역자치단체의 존립 목 과 세계  추세를 

고려하여 층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 방식에 하여,단기 으로는 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지방의

회가 구성되기까지는 통합형 기 구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이지만,장기 이고 궁극 으로는 각 지역  내지 사회  특성을 고려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기 구성에 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에 하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치 사무에 하여는 포 으로 기능을 이 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국가사무 에서 자치사무와 연계가 필요한 사무에 해서는 앙

과 지방이 서로 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끝으로,지방자치권의 

구체 인 내용과 범 는 개별 인 자치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겠지

만,본질 인 내용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구체 으로 통일헌법에서 규율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주요어 :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단체,지방주권기 ,분단국가,남북한 

통합,통일헌법

학 번 :2011-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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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목

지방자치제는 지역 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공동 심사를 

단체의 자치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

제를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

을 실 하는 자유민주  통치기구의 요한 조직 원리로서 지방자치행정

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 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  발 을 도모하는 제도이다.1)우리 헌법재 소도 지방자치에 하

여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의 다원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  

다원주의를 실 시키기 한 제도  장치로서····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

주주의 이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고, 앙정부의 권력과 지방

자치단체간의 권력의 수직  분배는 서로 조화가 요청되고 그 조화과정

에서 지방자치의 핵심  역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권력분립 ⋅지방분권 인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기본권보장에

도 이바지하는것」으로 그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2) 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배과정에서,공권력 행사의 

투명성과 주민의 기본권 실 과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국가원리가 실 된다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 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  발 을 도모하는 제도로서,지방자치는 국

민자치를 지방  범  내에서 실 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에 직 인 

심과 이해 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 될 수 있다는 소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의 이념을 실 하는 통치기구의 조직 원리로서 궁극 으로는 국민의 기

1)성낙인,헌법학,법문사,2012,1179면.

2)憲裁 1991.3.11.91헌마21;憲裁 1998.4.30.96헌바6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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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보장에 기여하는 도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남한은 1948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헌법 으로 보장하 고 그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하지만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

한 군사정부의 ‘지방자치에 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었

고,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조국 통일 시까지 미룸

으로써,사실상 지방자치제를 폐지하 다.그러나 1987년의 제6공화국 헌

법에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었고,1991년 30년 만에 다시  지방의회

가 구성되었으며 재까지도 활발한 지방분권에 한 논의와 함께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국가 특성

상 민주주의 앙집권제를 바탕으로 고도의 앙집권  체제를 계속하여 

구축하여왔다.비록 지방주권기 으로서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 원회

가 존재하지만 수령의 교시,당의 지도,상 기 의 지시‧결정을 따르고 

이들의 첩 인 감독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앙의 행정집행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있다.그나마 경제  측면에서는 생산력 향상의 차원에서 지방분

권  요소로서 ‘청산리방법’,‘안의 사업체계’,‘독립채산제’,‘지방 산

제’등이 시행되어 지방의 부분 인 자율성을 허용해왔다.

이처럼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통치구조와 통치이념을 가지고 제각기 발 해왔으며 지방자치제도 

한 그 국가권력구조와 통치이념에 맞게 구축되고 정착되었다.남북한

의 통일은 필연 으로 이질  체제의 통합과정을 수반할 것이며,통일 

후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고도 차 한 문제라 할 수 있다.통일직후의 혼란

스러운 정치  상황의 안정화,행정 공백의 방지,북한 지역의 민주주의 

조기 정착,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역 각 격차 

완화와 주민의 이질감 해소 등의 종합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는 신속히 

정립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바로 여기에 통일에 비한 제 분야의 

연구 에서 특히 지방자치제도에 한 실성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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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문,제4조,제66조,제92조 등 여러 곳에서 평화통

일에 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쟁을 억제하고 평화  통일을 달성하

는 것을 목표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하지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통일은 아직도 그 방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쟁

이나 체제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이 될지,합의통일이 될지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가늠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의 이목이 집 되고 있다.남

한을 심으로 한 흡수통일 는 북한을 심으로 한 흡수통일의 경우에

는 통일을 주도하게 되는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형태로 정립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근본 으로 통일한국의 통치구조에 한 기본 인 논의의 

틀은 남북분단에 따른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  통합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

다.즉 남북한이 각각 단일국가의 국가형태로서 존립하여 왔던 국가체제

의 근본 인 변화를 제로 한 논의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따라서 본

고에서는 양비론  에서 남북한 지방자치제도 모두를 상으로 한 

조정을 통해 통일한국이 정립해야 할 지방자치제도에 하여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지방분권국가라는 시  이념의 지향과 함께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

도 실시는 장기 으로 필연 으로 다가올 것이다.본 연구는 장차 통

일을 향해 순항하는 남한과 북한이 지방자치제도에 하여 어떠한 심

과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제 2  연구의 범 와 방법 

1.연구의 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한 논의는 기본 으로 남한과 북한의 지

방자치제도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남한과 북한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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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분석한 후에야 궁극 으로 통일한국에서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

제도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 인 방향

은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주소와 문제 에 한 이해로부터 출발한

다.특히 북한과 남한을 단순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여 남한우 식

사고로 북한의 제도를 계도 ‧선도  시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편 한 

문화우월주의 사고의 우를 범하는 것이며,이러한 남한 주의 사고는 

남북의 완 한 통합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서로의 격차를 여나가는데 

조 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도 그 자체에 한 올바른 이해

를 바탕으로 양비론  에서 남북한 지방자치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 외국,특히 분단국가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지방자치제도

는 각 나라의 역사  배경이나 이념  정치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 되고 정착되었다.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각 나라의 지방자치를 분

석하는 과정도 그 의의가 있지만,개별 국가에 무 을 맞추게 되면 

지방자치제도를 체계 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국가별로 면 히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각국의 지방자치 근간에 자리한 시원 인 지방자치의 특징

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는 국가로 독일, 국-홍콩‧마카오‧ 만3), 멘 등

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 을 찾고자 한다.특히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념에 의한 분단을 겪었고,다른 분단국가

와 달리 상 으로 안정 이고 성공 인 통합을 이루었으며,법치국가

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합을 일궈냈다는 에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모델 구상에 있어 요한 선례가 된다.

실에서 벌어질 남북 통합의 양상은 독일의 경험이 그러했듯이 우리

3) 만의 경우, 국 내지와 만의 한 차이로 인하여 이를 통일문제로 비교하

기에는 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성낙인,“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한 연

구”,공법연구 제36권 제1호,한국공법학회,2007,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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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했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화통일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폐지도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다.따라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한 연구는 남북한 통합과정의 

제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바,가장 실 이고 이상

이며 국민  통합을 기할 수 있는 모델을 기 로 하여 지방자치제도에 

한 남북한 통합원리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남북한 통합원리를 바탕으로,통일헌법상 지방자

치제도가 규정되어야 할 이념  기본원리에 하여 분석할 것이다.지방

자치제도는 헌법  원리의 실 이라는 규범  차원의 문제로 근해야 

한다.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이념을 헌법 원리  차원에서 명확

히 인식하는 토 에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나아가 통일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을 기 로 통일헌법에서 근

본결단으로 규정되어야 할 세부 인 내용에 해서도 검토해보기로 한

다.

이상의 논의를 구체화하여 통일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에 해

서 살펴보기로 한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세부 이고 행정 인 에서

의 지방행정체제 통합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통치구조 차

원의 거시 인 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구 되고 정착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데 을 두기로 한다.이에 하여 통일한국의 국

가권력구조와 계층제,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 형태,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간 기능배분,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기로 

한다.

2.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이론  체계와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에 한 

이해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련한 내용을 구상하기 하여 문

헌 연구를 통한 기술 ․서술  근을 바탕으로 한다.통일한국의 남북

한 법제도 통합을 제로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를 비교법  에서 분



-5-

석하기 해서는 남북한의 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 이며,이에 

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면 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발표된 도서와 정기간행물,논문,연구보고서,각종 

통계자료,통일부에서 발간한 2차 자료 등을 심으로 분석한다.특히 법

제도를 비공개로 하 던 북한이 2004년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용 법 ”을 편찬하면서 북한의 법제도 연구에도 물꼬가 트이게 되었

다.지방주권기 에 해 남한의 헌법보다 자세히 규율하고 있는 북한의 

헌법  지방주권기 법 등은 북한의 지방자치법제에 한 연구의 기

이다.

남북한 지방자치법제도를 분석하고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하

는 과정은 단순한 법규범의 정태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공동체 

체가 법제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태 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반 하

여야 한다.이를 해서는 헌법에 한 기본 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

여,행정법․국제법․지방자치법․북한법 등 련 법률에 한 반 인 

연구가 필요하다.나아가 법학 분야 이외에 사회과학․행정학․법사회

학․국제정치학 등 련 학제 간 긴 한 분석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헌법을 근간으로 한 련 분야의 학문도 함께 종합

으로 분석하여 실성 있고 타당성 있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법제도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통일한국의 지방자치법제도를 구상함에 있어서 분단국가 다가 통일국

가를 달성한 외국의 사례는 반세기 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가 여겨보고 참조할 만한 요한 선례가 된다.본고에서는 분단국가의 

로 독일과 멘,그리고 국과 만 등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특히 

독일의 경우,동독과 서독은 이념 갈등을 겪었다는 에서 우리와 유사

하면서도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동서독의 합의로 통일을 이룩했다는 

에서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법률통합의 

에서 남북한과의 공통 과 차이 에 유의해서 분석하여 우리에게 

실성 있는 규범  기 을 도출하는 데 참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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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비교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분석을 함에 있어서,양 제도를 일 일로 비교

하기에는 국가기구 구성의 기본이념과 지방자치의 목 을 비롯한 많은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를 남한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면 이를 제 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단 으로 

말해서 북한에는 왜 남한과 같은 지방자치기구가 없느냐고 묻는다면,남

한에는 왜 북한과 같은 지방주권기 이 없느냐고 즉각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사회주의국가에서는 특성상 앙집권이 매우 강하여 지방자치는 

그리 주목의 상이 되지 못한다.4)사회주의국가의 앙집권체제는,그

것이 연방국가이든 단일국가이든 간에 공통된 상으로,지방은 앙에 

해서 거의 독자성을 갖지 못하는 부속품으로 여겨져 왔다.북한도 마

찬가지로 북한의 지방주권기 은 사실 북한에서 권력의 원천인 ‘조선로

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데에 불과하다.이러한 측

면에서 북한은 남한과 같은 독자성과 자율성이 부여된 순수한 의미의 지

방자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앙의 통치효율성을 달성하기 한 

측면에서 북한의 지방자치도 지방의 규모에 상 없이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5)북한이 형식 으로라도 1975년부터 「지방

주권기 구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도 북한 지방주권기

에서 지방자치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요컨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개념의 지방자치는 아니지만 북한 나름 로의 특성과 내용

에 입각한 것으로 ‘북한식 지방자치’기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이념 인 부분에 한 평가는 도외시한 채,남한의 시

각에서 일방 인 분석을 한다면 그것은 그 제도의 본질을 제 로 악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국가의 정체(政體)를 제 로 이해하지 못

하고 북한과 남한을 단순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여 남한우 식사고

4)최은석,“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에 한 사

법 검토 개선 방안 연구”,남북법제연구보고서,2012,376면.

5)최은석,앞의 논문,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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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의 제도를 계도 ‧선도  시각으로만 근하는 것은 편 한 문화

우월주의 사고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나아가 이러한 남측 주의 사고

는 남북의 완 한 통합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서로의 격차를 여나가는

데 조 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주

의와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도 그 자체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양비론  에서 남북한 지방자치제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이하에서는 남북한 지방자치의 이념과 역사  변천,

그리고 재의 남북한 지방자치법제를 분석해보고 행 남북한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 을 검토해볼 것이다.

제 1  남북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변천과정

1.남북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

가.남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

① 자유민주주의 이념

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한 최고규범에 해당한다.따라서 남한

의 지방차지는 헌법의 이념으로부터 독립 일 수 없으며,헌법에서 제시

하는 국가구조나 기본이념의 틀에 기속되어야 한다. 한민국 헌법의 기

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 하고 있으며,특히 이러한 것은 북한의 사

회주의와 비교해보면 더욱 강조된다.

자유민주주의에 한 구체 인 개념은 학문에 따라,혹은 학자에 따라

서 다르게 정의되지만,용례 상 자유민주주의는 독립 인 하나의 단어에 

속하기보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에 해당한다.먼  

자유주의는 자신의 인격을 독자 ․자유 으로 발 시켜 나가려는 인간

정신의 근원  욕구를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에 기 한 이념 내지 원리이

다.따라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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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할 것이 요구된다.다음으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이상으로 하

고 완 경쟁에 입각한 자율  행동원리를 그 수단으로 하는 철학이며 원

리라고 할 수 있다.6)이는 국민에 의한 지배 는 국가권력이 국민 체

에게 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이다.7)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남한 헌법의 구성원리가 되는 만큼 남한 헌법

의 기본질서도 ‘자유민주주의’에 기 한다.법의 에서 볼 때,헌법이 

국가체제의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국민 개개인과 

국가,그리고 국가의 많은 조직과 집단의 거규범이자 행 규범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통제규범이 되는 것이므로,지방자치 한 마찬가지

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며,나아가서는 지방자치에 

한 헌법  한계를 제시해주는 통제규범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② 권력분립의 이념

권력분립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남

한의 헌법체제에서 권력의 종횡과 부패를 막기 한 헌법질서의 근본원

리로서,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권력의 분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  의미의 권력분립 이념은 입법

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을 분리시키는 것으로,18세기  몽테스키외에 의

해 완성되어 1787년 미국 헌법과 1791년 랑스 헌법에 채택된 후 세계 

각국의 헌법에 계수되어 근 입헌주의 헌법의 본질  요소 는 기본원

리로 확립되었다.하지만  의미의 권력분립에는 와 같은 수평  

권력분립 외에도 수직  권력분립이 강조되는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분립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행정권은 통령

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86조 제4항),“사법권은 법 으로 

6)민주주의를 자유주의 에 치 하여 이해하는 헌법해석에 반 하는 견해로

강경선,“남북한 헌법이념의 비교”,한국방송통신 학교논문집 17,한국방송통신

학교,1994,167면 이하.

7)권 성,헌법학원론,법문사,2000,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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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의 수평  배분에 한 것이다.반면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

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법령의 법  안에

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1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수직  배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헌법

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정법 으로 

구체화한 것이다.헌법재 소도 “ 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력의 수직  분배는 서로 조화가 요청되고 그 조화과정에서 지방자치

의 핵심 역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권력분립 ‧

지방분권 인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기본권보장에도 이바지하는 것

이다.“8)라고 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기능  권력통제의 에서 

이해하고 있다.

③ 기본권 보장의 이념

남한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

다.헌법질서 안에서의 국가권력은 국민을 떠나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며,모든 권력은 국

민의 기본권에 의하여 통제되고 정당화된다.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한 기본권과 무 한 제도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지역 

주민의 기본권과 하게 서로 향을 주고받는 객 인 헌법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를 들면,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지역 주민의 거

주‧이 의 자유 내지 평등권과 연 되어 있으며,지방자치에 의한 자치

사무의 자치  실 은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 내지 행복추구권과 직결

되어 있다.

특히 헌법 제10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국가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에 해서는 앙 정부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차  책임

8)憲裁 1998.4.30.96헌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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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여된다.9) 를 들면,지역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앙 정부보다는 주민의 일상 인 생활과 한 연 을 갖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책임이 존재한다.이러한 에서 볼 때 지

방자치는 주민의 기본권 실 이라는 실천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

본권 보장의무 실 에 이바지하는 것이며,이에 따른 지방자치의 도구  

성격 한 무시될 수 없다.우리 헌법재 소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

합은 단순한 자치권의 침해뿐 아니라 상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10)라고 하여 지역 주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의 불가분 인 

상 계를 인정하고 있다.이처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는 기본

권 보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기본권 실 에 이바지하는 것이

다.

나.북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

①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

북한은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을 국가조직의 가장 기본 인 구성원

리로 채택하고 있다.민주주의 앙집권제라는 용어는 최고국가권력기

과 지방권력기 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 은 민주  선거를 통하여 선출

되고 그 선거기 에 하여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 원칙과,하부조직(지

방)은 상부조직( 앙)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함으로써 집단지도

체제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앙집권제 원칙이 결합된 것이다.이는 사회

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기 의 조직과 운 에 한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기 을 민주주의 원칙과 앙집권제 원칙의 유기 인 통일성에 

따라 구성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사회주의 국가에서 앙집권제를 채

택하는 근거는 이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롤 타리아’

라는 단일 계 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 계 의 의사에 

배되는 그 어떠한 조직이나 의사도 있을 수 없고,그 의사에 배되는 

9)김성호,“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권력”,지방행정연구 제9권 제3호(통권33호),한

국지방행정연구원,1994,150면.

10)憲裁 1994.12.29.94헌마201;憲裁 1995.3.23.94헌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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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나 활동도 있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11)즉,권력분립을 필수  요

소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과는 달리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통합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이러한 통합의 원칙에 있어

서 국가기 의 조직‧구성‧기능 등을 규율하는 기본원리가 바로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인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 들

은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 된다.”(제5조)고 하

여,민주주의 앙집권제가 모든 국가기 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임

을 천명하고 있다.이러한 원리는 지방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용

되므로,북한의 지방주권기  한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운 되는 것이다.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에 따른 민주주의 

구 을 하여 북한은 지방주권기 의 표와 집행기 을 선거에 의해 

구성한다.(제138조)이러한 선거주의 원칙은 단일후보라 할지라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민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결국은 당에 의해서 국가조직이 통제된다는 에서 선거를 통하여 통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결국 북한에서 지방주권기 을 

규율하는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기는 하지만,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에 한 개념

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12)다시 말하면,북한에서의 지방자치란 

지방의 특수성을 심으로 분권  의사결정을 존 하는 서구  의미의 

지방자치와는 매우 다른 것이며,지방주권기 은 상  법령‧명령‧결정‧

지시 등에 따라서 운 되고(제147조),결과 으로 앙집권  통치 질서

의 효율성을 해 사하는 것이다.

② 조선노동당의 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은 모든 국가권력에 한 사상  지도자이자,정

11)양용진,“북한의 지방행정제도에 한 연구: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심으

로”,연세 학교 학 논문(석사),1999,14-17면.

12)김 환,“북한행정조직 변천과정에 한 연구”, 운 학교 학 논문(석사),

199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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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입안  결정자이며,정책수행에 한 감독자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북한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앙정부에서조차도 행정에 한 모든 권한이 조선노동당에 집 되어 있

는 체제이다.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가 ‧사

회  조직의 핵심이 되며,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국가기 과 사회단체

는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

게 된다.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방기 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당의 

지도  역할이며,지방행정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에 따라 수동 으로 움

직인다고 할 수 있다.13)

북한은 모든 국가기 이 수령의 명사상과 그의 구 인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조직‧집행하는 권력조직이라고 보고,모든 국가기 으로 

하여  수령의 도에 따르도록 하려면 국가기 의 구성과 임무  활동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 다.14)이에 북한은 1992년 사회주

의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당의 도조항을 명시한 후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까지 이르고 있다.조선노동당의 지방

조직에 한 지배력은 당의 간부가 인민회의와 행정조직의 임원을 겸직

한다든지,노동당의 조직편제와 지방조직의 편제를 나란히 병행하도록 

짜여진 구조 등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다.15)이와 같은 당의 도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지방주권기 은 앙주권기 과 더불어 조선노동당의 노

선과 정책 등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제도 인 존재의의가 있을 뿐이다.

③ 주체사상과 일인지도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주체사

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회질서와 법체계,그리고 국가의 경제 질서를 

13)노태구,“북한의 지방행정에 한 연구:통일정책의 에서”,평화연구 제5호,

고려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1996,221면.

14)최기식,“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지방자치행정 통합방안”,강원 학교 학 논문(석

사),2010,34면.

15)노태구,앞의 논문,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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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가고 있다.주체사상의 형성 이 에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소련의 

스탈린주의가 도입되었으나,1960년  후반부터 북한은 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수령의 유일  도'를 내세우기 시작하 으며,특히 1972년에는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을 통해 마르크스- 닌주의를 상 으로 격하시키

고,제4조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  지침으로 공식화하 다.이후 사

회주의헌법에 따라 북한은 수령론을 본격 으로 체계화하여 1인지배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구축하 으며,그에 따른 앙집권  국가기 체계

가 새롭게 수립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이에 나아가 북한은 주체

사상의 도체계론과 수령론을 근거로,수령 심 체제를 를 이어서 계

승한다는 후계자론이 제시되었고,이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세습  권력구조의 이념  발 이 되었다.16)

북한은 수령의 지 와 역할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7)

첫째,인민 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인민 을 이루는 구성원은 사회

 집단 체를 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민 은 수령을 그 구심 으

로 사상의지  결속,조직  결집을 한다.따라서 수령과 인민은 공동운

명체이며, 한 인민 의 요구와 이익을 변하는 표자,조직  체

자라는 것이다.둘째,수령은 인민 의 최고뇌수이며,인민 의 통일

단결의 구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셋째,수령은 시 의 요구와 명

의 원리를 악하여 지도사상을 제시하고 의식화되지 못하고,조직화되

지 못한 인민 을 수령의 명사상에 기 하여 명의 참다운 주인으

로 세운다는 것이다.넷째,수령의 명한 도가 있는 민족,국가만이 

역사발 과 명투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북한에서는 국가기 의 구성과 활동을 

설정함에 있어서,그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우선 으로 '수령의 유일  

도'아래 모든 국가기 들이 조직되고 운 되며 그 활동이 실 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결국 수령의 도를 떠나서는 국가기 이 계 투쟁과 

16)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수령론에 하여는 김 환,앞의 논문,97-100면 참조.

17)김일성, 한 주체사상 총서2,평양:사회과학출 사,1985,213-220면(김 환,

앞의 논문,8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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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타리아 명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없다

는 것이다.이러한 논리를 기 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1972년부

터 국가권력구조에 있어 국가주석에 의한 ‘유일  도제’내지는 ‘일인

지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이러한 주석제는 1998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으나 일인지도체제는 그 로 고수하고 있으며,2012년 4월 13일 

개정된 북한 헌법 문에서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

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 시켜 주체 명 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

이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00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원회 제1 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하

여 여 히 주체사상에 의한 일인지도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기 체계는 헌법 개정에 따라 일부 권력구조의 개편이 있었

음에도 일인지도체제를 철하기 한 체계로서의 본질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지방주권기  역시 마찬가지로 수령의 유일  도에 의해서 조

직  운 과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다.남북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 비교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학교로 간주되고 있으며 한 

풀뿌리 민주정치라고도 불린다.법  개념으로서는 지방자치라 함은 “국

가에 종속되어 있는 법  능력을 가진 공공단체가 주민에 의하여 피선된 

기 에 의하여 국가의 감시하에 자기 이름으로 지방공공의 과업을 독자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8)지방자치는 민주정

치의 이념상 필연 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바,오늘날 지방자치는 국민

주권의 이념에 따라서 의 다원 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치  다원

주의를 수용하고,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통치구조에서 요구되는 기능

 권력분립을 실 하기 한 필요불가결한 제도  장치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북한 지방자치의 이념상 북한에서는 진정한 의

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민주주의 앙집권

18)박정원,“북한의 지방주권기 법에 한 분석”,법제처,2008,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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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칙은 본질 으로 상명하달식의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기 이 독자 으로 지방의 사무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조선노동당의 도 이념에 의해서 지방주권기 은 지방당 조

직의 도를 받아야 하며 행정에 한 당의 우  때문에 문성 한 기

하기 어렵게 된다.당 원회 심의 집체  지도원칙은 외형상 민주

인 요소도 있는 것처럼 보이나,실제로는 일인지도자에 모든 권한이 집

되어 있는 것이다.19)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특수한 이

념으로서 주체사상과 수령의 지도체제에 의하는 경우 국가권력구조가 수

령을 정 으로 한 피라미드식 구조로 형성되기 때문에 지방주권기 의 

석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의 자기실 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목 과 요원하게 된다.따라서 통일을 비한 남북한 지방자치의 

통합에 있어서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권력분립의 이념을 배제한 

북한의 획일 인 헌법원리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2.남북한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가.남한 지방자치의 변천과정20)

남한은 1948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헌법 으로 보장하 고,그에 따

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6․25 쟁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52년에야 비로소 실시될 수 있었다.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사정부의 ‘지방자치에 한임시조치법’에 의

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오랫동안 지방의회는 시행되지 못하고 지방

자치는 암흑기로 어들었다.나아가 1972년의 유신헌법은 지방의회 의

원선거를 통일 시까지 미룸으로써,사실상 지방자치제를 폐지하 다.그

러나 1987년의 이른바 제6공화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다시 부활시켰으

며,1988년 지방자치법이 문 개정되어 1991년 30년 만에 다시 지방의

19)안재홍,“통일 후 남북한 주민통합을 한 지방행정체제 모형연구”,경희 학교

학 논문(박사),2002,95면.

20)남한 지방자치의 변천에 하여는 이윤길‧하 규,지방자치의 이해,세종출 사,

1999,15-19면;소진 등,한국지방자치의 이해,박 사,2008,57-61면;임승빈,

지방자치론,법문사,2012,137-1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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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구성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이를 구체 으로 시기를 나 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의 성립기 (1948-1961)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제헌헌법’은 제8장 제96조와 제97조에

서 지방자치에 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제헌의회는 1949년 7월 4일 법

률 제32호로 문 7장 156개 조문의 ‘지방자치법’을 공포하 으며,동법

에 의하면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근거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직후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연기되었고,그 후 한국 쟁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 구성은 1952년에야 이루어졌다.

당시 지방의회는 의결기 으로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의 명 직이었

고,집행기 인 시․읍․면장은 시․읍․면 의회가 선출하 으며,도지사

와 서울특별시장은 통령이 임명하 다.1949년 1차 개정 후,1952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본격 으로 지방자치가 운 되었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까지 9년간 3 에 걸친 지방의회가 구성‧운 되었

다.1956년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시․읍․면장 선거가 이루어졌으나,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시‧읍‧면장을 직선제에서 임명

제로 하 고 각 지방의회에 한 의 통제력을 강화하 다.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 당시의 지방자치

의 후퇴를 경험하 기 때문에 제97조 제2항에서 시․읍․면장의 직 선

거를 규정하 고,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체 지방자

치단체장을 주민이 직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직선제가 다시 부활하

다.그리하여 같은 해 12월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가 실시되었다.당시 지방선거 결과 여 야도( 村野都) 상이 나타났으

며 선거가 매우 혼탁하게 치러졌다.이러한 지방자치에 한 국민들의 

무 심과 행 인 운  속에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에 한 직선제를 

실시하는 등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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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의 단기 (1961-1991)

1961년 5월 16일 군사 명 원회가 포고령 제4호를 통하여 지방의회를 

해산하 고, 명정부는 그 해 9월 1일 ‘지방자치에 한임시조치법’을 공

포하여 시‧읍‧면 자치제를 폐지하고 오늘날과 같은 시‧군 자치제로 변환

하 으며, 한 의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집행부가 이를 행하게 하 으

며 직선제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그 후 1962

년 12월 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제109조와 제110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설치를 제로 그 조직과 운 에 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그와 더불어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도 법률

로 정하도록 규정하 지만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지방자치에 한임시조치법’이 계속 시행되었다.그 밖에도 지방자치

와 련하여 1962년에는 ‘서울특별시행정에 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1963년 1월에는 ‘부산시정부직할시에 한법률’을,1964년에는 ‘이북5도에

한특별조치법’을 각각 제정하 다.

특히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은 제114조와 

제115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었지만,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

는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

문에 ‘지방자치에 한임시조치법’에 따른 치행정이 지속되었다.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 구성을 

재산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 으로 실시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써 정한다

고 규정하여 다시  지방자치 실시의 의지를 나타내었지만 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제 로 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행되지는 못하 다.

③ 지방자치의 정착기 (1991- 재)

1987년 6‧29선언에 의하여 1987년 10월 29일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 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유  규정을 삭제하 고,1998년 4월 6일에는 지방

자치법 7차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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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여 재까지 이르고 

있는데,결국 1991년 3‧26지방선거에 의해 기 지방의회가,그리고 6‧20

선거에서는 역의회가 구성됨으로써 4,030명의 기 의회의원과 866명의 

역의회의원에 의한 새로운 지방자치시 의 개막이 이루어졌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도 1995년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토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에 폐지된 이후 30년 

만에 부활하 다.

1995년 6‧27지방선거는 통합선거법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 

등 4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시 를 맞게 되는 

기를 마련하 다.1991년 6‧20선거가 지방의원만 선출하는 불완 자치 

선거 다면 6‧27선거는 완 자치시 를 열었으며 역의회의원선거의 경

우 비례 표제가 도입돼 야당의원의 지방의회 진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6‧27지방선거는 주민들의 공직자 직  선출 폭이 확 됨으로써 

민주화,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진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한편 1990년 까지 제도 인 틀로서 지방자치가 갖추어졌다고 하여도 

많은 사무에 한 권한과 책임이 앙정부에 있었다.지역  사무에 

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이양하고 주민자치 인 지방자치 운 을 하

여 1999년 ‘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진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시작하 다.2004년에는 ‘지방분권특

별법’이 제정되었고,2008년에 동법은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

분,법령정비기간의 명시,국가사무의 포 ·일  이양추진과 추진실

의 공표,자주재원 확충의 보장 등을 하여 한시 으로 5년간 효력을 

가지는(동법 부칙 제2조)‘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북한 지방자치의 변천과정21)

21)북한 지방자치의 변천에 하여는 이형석,“통일한국의 지방자치 실시방안”,한

양 학교 학 논문(석사),2000,43-46면;양용진,앞의 논문,26-47면;최기식,앞

의 논문,25-28면;박정원,앞의 논문,144-149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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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앙집권체제의 형성기 (1948-1960)

역사 으로 조선왕조의 오랜 앙집권  통을 공유하며 거기에 마르

크스- 닌주의의 민주주의  앙집권제가 더해짐으로써 기의 북한정

치체제는 강력한 앙집권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1945년 해방 후 각 

지방에서 지방인민 원회가 조직되었으며,1948년 헌법의 채택에 따라 

북한의 국가기 체계는 새롭게 변하 다.새로운 헌법의 제정과 함께 최

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앙기 체계가 갖추어지고,아울러 지방주권기

의 강화와 그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한 조치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1948년 헌법에서는 지방주권기 으로서 도‧시‧군‧면‧리 단 의 인민 원

회를 두었으며(제68조),그 상무 원회를 집행기 으로 삼았다(제76조).

한편 한국 쟁을 거치면서 북한은 국가기 체계를 시체제로 환하

고, 시상태가 선포된 지역에서,국가보 ,사회질서,국가안 을 한 

부문의 주권기 의 일체의 기능을 도 는 시,군 지방군정부에 귀속시

켰다.아울러 1952년에는 지방행정체계  '면'을 폐지하 다. 후 북한

에서는 경제복구가 당면과제로 두되었고,경제복구계획을 실시함과 동

시에 사회주의체제를 갖추기 시작하 다.특히 1954년 ‘지방주권기 구

성법’과 ‘내각구성법’을 제정하여, 앙행정기 체계와 함께 지방주권기

을 정비하 다.이를 통해 지방주권기 으로서 지방인민회의를 설치함

으로써 지방인민 원회는 지방인민회의의 집행기 인 동시에 지방행정기

으로 그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이처럼 고도의 앙집권  

체제로 기의 지방행정체제가 구성된 것은,북한체제 수립 기의 이념

이고 역사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② 앙집권체제의 완화기 (1960-1972)

1960년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조선노동당의 주요 지도이념으로 

등장하 으며, 국과 소련과의 계에서 정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  상황에 응하여 사상에서의 주체,정치에서의 자유,경제 인 자

립,그리고 국방에서의 자 가 강조되었다. 한 내 으로는 김일성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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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유지와 강화를 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이념  

작업을 통해서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해나갔다.1960년 에는 반 김일성

세력과의 권력투쟁이 사실상 종결되었으며,본격 인 체제건설을 한 

사상 명의 요성이 부각되었다.22)이러한 1960년  주체사상 형성기,

북한의 경제체제를 표 한다면 자력갱생,자립경제의 건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상응하여 이 시기의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을 심으로 한 

 권력의 확립과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이 강조되고 있었지만,과도

한 앙집권  체제의 문제 을 시정하기 하여 경제 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분권화 조치를 취하 다.1960년  제시된 청산리 방법, 안의 사

업체계, 동 리 체제의 재편성 등은 모두 과도한 앙 집권제를 시정

하기 한 정책  환이라고 할 수 있다.

청산리 방법은 동농장의 운 에 한 새로운 방법으로 1960년 김일

성에 의해 제시되었다.이 에는 군인민 원회가 리인민 원회를 통하여 

농업 동조합을 지도하 으나,생산단 인 동조합이 리 단 로 통합됨

에 따라서 리가 행정기 에서 생산단 로 성격이 변모되었고,이에 따라 

농업 리체계의 환이 요구되었다.청산리 방법은 사회주의  증산과 

비약  건설을 목표로 1959년 시작된 천리마운동의 명  군 노선을 

가장 잘 구 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상 기 이 하 기 을 

도와주는 것, 지실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정치사업,사람과의 사업

을 앞세우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23)청산리방법에서 나타난 

농업 리체제의 분권화조치는 행정기구 개편에도 반 되어, 앙의 업무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 되었으며,특별행정기 으로 도농 경리

원회와 군 동조합경 원회가 신설되어(1961.12.22.)생산단  체계가 

문화  세분화되었다.

22)김 환,앞의 논문,47-52면.

23)김일성,“조선로동당 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김일성 작집19,조선로동당출

사,1982,507면(양용진,앞의 논문,3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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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집권화에 한 보완책으로서 농업분야에서 청산리방법이 제시된 

것처럼,공업부문에서는 안의 사업체계가 제시되었다. 안의 사업체계

는 공업부문에서 청산리 정신을 구 하기 하여 통일 이며 집 인 

생산지도체계의 확립, 에서 아래로 내려다주는 자재공 체계의 확립,

후방공 체계의 확립,기업 리운 에서 공장당 원회의 집체  도체

계의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며,특히 이 에 지배인 유일 리제로 운

되던 공장 리운 사업을 집단지도체제로 환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었

다. 안의 사업체계는 앙  지방 리 간 운 상의 문제 을 극복하

고,공장 책임자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확 하며,정치‧행정‧경제 당

국 간의 조정을 진하는 데 목 이 있었다.이는 앙과 지방의 계에

서 볼 때 세분화된 앙정부 각 부처의 수직 인 도보다는 지방당의 

정치 ‧사상  통제가 강화된 것이었다.

③ 지방분권의 시행  확 기 (1972-)

북한은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석제와 앙인민 원회를 

신설하는 등 유일체제 확립의 제도 인 장치를 마련하고 김일성 유일지

도체제를 공고히 하 다. 한 앙에서 앙인민 원회가 신설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는 지방주권기 인 인민회의의 상설 주권기 으로서 

인민 원회가 신설되었다.그리고 리가 행정단 에서 생산단 로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리의 지방주권기능을 폐지하고 생산

단 의 기능만을 하도록 하 다.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독립채산제와 지

방 산제가 면 으로 확 ,실시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의 분권  조

치가 지속되었다.

북한은 1973년 독립채산제를 체 기업으로 확 하 다.독립채산제는 

상 으로 독립성을 가지는 국 기업소의 계획  리‧운  방법으로,

독립채산제 기업들은 국가소유인 생산수단을 책임 으로 이용하고 리

하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이익을 다는 것

이다.국가계획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에 물질  책임을 지며,

계획을 과달성할 경우 정치  평가와 함께 물질 인 평가도 받는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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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의 궁극 인 목 은 생산에 한 물질  자극을 강화하기 

한 것으로,독립채산제의 분권  요소가 부정 으로 부각되는 것을 염려

하여 북한에서는 이에 한 앙집권  지도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25)

한편 1973년 지방 산제를 면 실시하여,도‧시‧군 등에서 국가의 보조

을 받지 않고 자체로 지방 산을 지출하고,지출 후 남은 돈은 국가에 

지 하도록 하 는데,이는 앙의 경제  부담을 이려는 데 주목 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계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앙의 지방에 한 통제를 

완화하는 등 계속 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변화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북한은 1960년  반부터 군

(郡)을 심으로 한 지방공업발 에 많은 심을 가졌지만 과거와 지

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다.즉,당시에는 지방공업에 한 앙공업의 지

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던 반면,최근에는 자력갱생을 통한 군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 외경제 원회가 독 하던 외무역이 

1980년  반 이후 무역의 다변화‧다양화라는 명목 아래 부분 으로 도 

단 에서도 허용되고 있다.하지만 도 단 의 무역은 어디까지나 외경

제 원회 지방무역지도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며 면 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이와 같이 지방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것은 여 히 경제 분

야에 국한되어 극히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즉 주민의 의사와 요구가 수렴되어 

정책에 반 되는 것이 아니고, 앙집권  계획경제와 지배체제의 골간

을 유지하는 범  내에서 생산성 향상과 지방경제의 자립을 해 지방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다.26)

한편 북한은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주권기 에 해서도 변화

24)경제사 Ⅰ,평양 사회과학출 사,1985,443면(양용진,앞의 논문,41면에서 재

인용).

25)김일성,“사회주의경제 리를 개선하기 한 몇 가지 문제에 하여”,김일성

작집38,조선로동당출 사,1992,126면(양용진,앞의 논문,42면에서 재인용).

26)양용진,앞의 논문,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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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 다.기존의 지방인민 원회가 주권  기능과 행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경제 원회가 지방주권기 의 행정  

집행기 으로 규정됨으로써 다시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즉 1992년 개

정된 사회주의헌법 지방인민 원회를 지방인민회의 휴회 의 지방주권

기 으로 규정하고(제141조),행정경제 원회를 지방주권기 의 행정  

집행기 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47조).이는 1998년 헌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인민 원회가 지방행정경제 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흡수하여 해당 

지방주권기 의 행정  집행기 으로서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다.남북한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지방자치는 국가의 이념과 헌법

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었다.남한에서는 오랫동안 앙집권화 상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으나,제6공화국 헌법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로 활

발한 지방분권 논의와 함께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다만 많은 노

력에도 불구하고,아직은 과거의 앙집권  행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이에 비하여,북한의 경우 민주주의 앙집권제와 주체사상에

서 비롯한 일인지도체제에 따라서 사회주의국가 특유의 강력한 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비록 북한의 지방주권기  체계는 

사회주의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생산력 향상의 차원에서 경제  측

면의 분권화를 제외하면 자치사무나 자치기능의 보장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다.이를 북한의 체제에 입각하여 고찰해본다면,북한의 지방주권

기 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개념과 많이 다른 것으로 북

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북한식 지방자치를 정착화 시키고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북한 지방자치의 변천과정을 바탕으로 북한식 지방자치의 

앞으로의 변화에 하여 고찰해본다면,사회주의 체제 지도이념과 무

하게 지방분권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기존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에서는 청산리 방법과 안의 사업체계 등을 내세워서 북한 특유의 

지방분권을 해 노력한 바가 있다.바꾸어 말하면,북한식 사회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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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권기 의 존립 명분이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고 해석된다. 한 

재의 극심한 경제난‧식량난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앙집권  운 만으

로는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따라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지 여부와 무 하게 지방분권은 차 확 해 나갈 것이며,이것

이 ‘북한식 지방자치’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제 2  남북한 지방자치법제의 주요내용

1.남한 지방자치의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제에 한 분석

① 헌법  지방자치법에 한 분석

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한 최고규범이다.헌법은 제8장으로 지

방자치에 한 장을 두고,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법령의 범  안에서 자

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그러면서도 제

117조 제2항과 제11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에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2

항과 제118조 제2항의 법률유보는 형성  법률유보로서,입법자는 헌법 

제8장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취지에 따라 법률로 구체화할 헌법

 의무를 진다.27)

헌법상 지방자치이념을 구 하기 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

는바, 행의 ‘지방자치법’은 2011.5.30.법률 제10739호로 개정되어 시

행되고 있다. 행 ‘지방자치법’은 모두 10장 17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

27)이기우‧하승수,지방자치법, 문화사,200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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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지방자치법은 제1조(목 )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운 에 한 사항을 정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

인 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 이고 능률 으로 수행하

고,지방을 균형있게 발 시키며, 한민국을 민주 으로 발 시키려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반법으로서 ‘지방자치법’외에

도,개별법으로서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지방교육자치

에 한 법률’,‘지방교부세법’,‘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등의 각종 법률이 있다.그리

고 주민의 직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로 ‘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한 

법률’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법  성격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는 별개

의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가 그 행정집행의 편의를 

하여 설치한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  사무를 집행함을 존립의 목 으로 하고 있는 에서 사법인과 

구별되는 ‘공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 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

인격으로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독립 인 지 에 있으며,지방자

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한 국가의 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부터 완 히 

독립된 권력구조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이는 결국 국가권력을 

제로 이에 한 분권의 의미로 이해된다.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

부터 완 히 독립될 수 없는 국가법질서 내의 존재이기는 하지만,그

다고 국가에 완 히 종속된 하부행정기 일 수도 없는,그 사이의 간

인 형태물이라 할 것이다.28)

28)조성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사무권한 재원의 배분”,공법연구 제

36집 제2호,한국공법학회,2007,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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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시․ 역시․도와,시․군․자치구는 법 으로는 등한 법

인이고 그 사이에는 원칙 으로 상하 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구․시․군의 조례․규칙이 시․도의 조례․규칙

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4조),시․군․자치구는 조례제정, ․결

산확정 등을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28조․

제133조․제134조),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에 하여 지도․지

원․시정명령․재의요구 등을 할 수 있다(제166조 내지 제170조)고 규정

하고 있다.

나.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층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기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두 

종류가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

도․소방․교육․도시개발의 업무처리 등 특정한 목 을 수행하기 하

여 설치한다(동법 제2조 제3항).그리고 2006.1.11.개정 지방자치법은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 다.

역지방자치단체에 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의 ‘정부의 직할’이란 정부에 직속된 하부 행정기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이들 간에는 다른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앙과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직  교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역

지방자치단체의 법 인 성격과 련하여,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과 복되어 그 법  성격이 문제되나,기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

지로 직  그 주민을 한 지역  행정 주체가 된다.29) 한 자치력이 

29)이기우‧하승수,앞의 책,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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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기 지방자치단체를 후원하고,해당 구역 내의 기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 ‧경제  불균형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자치계층과는 별개로 남한의 지방행정계층은 1949년 지방자치법

이 제정․실시됨에 따라 특별시․도,시․군․구,읍․면․동의 3층제로 

출발하 다.이후 1961년 5․16군사 명을 거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

단체로서 행정․재정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의 면 인 

개정에 의하여 재와 같은 지방행정계층 구조로 정착하 다.앞서 살펴

본 바 로 자치계층은 2계층제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행정계층의 

경우 읍․면․동이 있고,읍․면의 에는 리를 두고 있으며, 한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다(동법 제3조 

제3항).따라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합치면 최  4계층의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 형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공포 

이래 여러 번 개편되었다.1949년 당시에 통합형 기 구성 형태로 시작

하 다가 1952년 직선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을 계기로 립형 기 구성 

형태로 변환되었다.이후 1961년 직선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이 유보되면

서 다시 통합형 기 구성 형태로 환원되었다가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

법에 의해 의결기 인 지방의회와 집행기 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

구분되고,양 기 이 상호견제와 균형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립형 

기 구성 형태가 채택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30)남한 지방자치단체 기

구성의 특징으로는 기 구성의 형태에 각 지방의 의사가 반 되지 않

고 획일 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집행기 의 구성에 있어 모든 

집행권능을 단일기 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집 시키는 집행기  일원주의 

 독임제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등이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표기 이며 최고의사결정기 이다.지방의회는 

30)김병섭‧임도빈,통일한국정부론,나남,2012,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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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보통․평등․직 ․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며(동법 제31조),임기는 4년이다(동법 제32조).지방의회의원을 명

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2003.7.13.개정으로 삭제되었다.그리고 

2005.8.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 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지

된 ‘회기수당’ 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한 ‘월정수당’이 지

된다(동법 제33조 제1항 제3호).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리를 목 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이와 련된 시설 는 재

산의 양수인이나 리인이 될 수 없다(동법 제35조 제5항).한편 국회의

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

니한다.지방의회의 주요권한에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산의 심의와 확

정,지방행정사무에 한 감사권‧조사권,행정사무처리상황에 한 질문

권 등(동법 제39조~제42조)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외 으로 자치단체를 표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를 총 하는 지 를 가진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하

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 정한다.”(제118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할 수도 있고 임

명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결합할 수도 있다. 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 ․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다.”(제94조)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제95조)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권한은 통할 표권, 리‧집행권,

규칙제정권,소속 직원에 한 임명  지휘‧감독권,소속 행정청‧ 할단

체에 한 지도‧감독권,직무이행명령권,선결처분권,지방의회의결에 

한 재의요구  제소권 등(제101조~제107조)이 있다.한편,소  사무처

리를 한 보조기 으로 부단체장과 각종 행정기구가 자치단체장의 산하

에 있으며,자치단체장은 소방기 ‧교육훈련기  등과 같은 직속기 과 

상수도사업소와 같은 사업소‧출장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행법은 역자치단체인 시‧도에 한하여 교육에서도 지방자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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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 에 

한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한 ‘교육 원회’와 시․도의 교육․학

에 한 사무의 집행기 으로서 ‘교육감’을 둔다(제4조,제5조).그리고 

자치구․시․군에는 하 교육 행정기 으로서 교육청을 설치하고 ‘교육

장’을 둔다(제34조).지방교육자치를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자치와 지방자

치를 서로 별개의 역으로 정할 수도 있고,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역에 속하게 하되 교육의 독립성․자주성을 보장할 수도 있다. 행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분리시킴으로써 지방자치와 교육자

치를 원칙 으로 분리시키되,교육 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 원회로 

하고,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함으로써(제4조,제6조)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상호 연계를 인정하고 있다.

다.지방자치단체의 권능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와 자치기능에 해서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17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주민의 복리에 한 고유사무를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독

자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권,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리와 자치

활동에 필요한 자치재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① 자치입법권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

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제22조에서 “지방자

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명문화하고,제23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임한 범 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에 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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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규정하고 있다.그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은 제25조에

서 교육감의 교육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법체계상 규칙은 법률‧명

령‧조례보다 하 의 법규이며,기 자치단체의 규칙은 역자치단체의 

규칙을 배해서는 안 된다.

②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하여 자치행정권을 가진다.자치행정

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행정과 주민들의 공공복

리를 한 비권력  행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31)주민의 복

리에 한 사무를 고유사무 혹은 자치사무라고 하는데,이는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의 이익을 하여 자기목 으로 행하는 사무이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자치사무

를 명시 으로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법령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과도한 

임으로 실질 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침해될 여지를 열어두

고 있다.

③ 자치재정권

자치재정권은 지방기 이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한 재원을 자주 으로 조달하고,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단 아래 사

용하는 권능을 말한다.자치재정권과 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35조)고 

규정하고 있고,그 밖에도 공공시설의 이용 는 재산의 사용에 한 사

용료(제136조)와 특정인을 한 사무에 한 수수료(제137조),그리고 공

공시설의 설치로 인한 수익자로부터 분담 (제138조)등을 징수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제124조),독

31)이 희,한국민주헌법론Ⅱ,박 사,2004,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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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 산을 편성하여 운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제127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 운용을 한 기 을 설치할 수 있으며(제142조),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  수행을 해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운 할 수 있다(제146조).

2.북한 지방자치의 주요내용

가.지방주권기 법제에 한 분석

① 사회주의헌법  지방주권기 법에 한 분석

남한의 헌법이 지방자치에 하여 단 2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에 비

하여,북한의 201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제137조 내지 제152조에서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 원회에 하여 비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치국가의 시각에서 볼 때,헌법은 그 성격상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으며,특히 남한과 같이 경성헌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헌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구체 으로 조문을 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하지만 북한의 경우,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 으로 그러한 것

처럼,가장 상 의 법원은 헌법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강령이다.따라서 

헌법에서 지방주권체계에 하여 비교  상세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방조직에 하여 더 구체 으로 규율하기 하여 ‘지방

주권기 법’을 두고 있다.북한은 후 인민경제 복구발 과 사회주의 

건설 진,인민생활의 향상 등을 하여 1954년 10월 30일 ‘지방주권기

구성법’을 채택하 는데,동법에서는 지방정권기 체계에서 주권기 체

계와 집행기 체계,그 임무와 권한,활동형식과 방법 등에 한 규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이후 북한은 1975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지방주권기 법’을 채택하 다.이후 지방주권

기 체계의 변화에 따라 1993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1호로,그리고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 정령 제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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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수정‧보충하 다.이는 다시 2007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하 는바,북한의 ‘지방주권기 법’제1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 법은 지방주권기 을 강화하

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하여 그 목 을 밝히

고 있다.한편 동법 제6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

법은 지방주권기 의 구성과 활동원칙,임무,권한을 규제한다.”고 하여 

그 규제 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② 지방주권기 의 법  성격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

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근로인민은 자기의 표기 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행정구역 개편과 헌법상 주권 소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

방주권기 법 제2조에서 “지방인민회의와 인민 원회는 도(직할시),시

(구역),군을 단 로 조직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3조에서 “지방

주권기 은 로동자,농민,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표들로 구성된

다.”고 규정하 다.그리고 헌법에서 지방주권기 은 “일반 ,평등 ,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 투표로 선거된 의원들로 구성한다.”(제

138조)라고 규정하고,지방주권기 법에서 의원 자격에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으로서 인민을 하여 실

으로 일하는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 수 있

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을 통해 볼 때,북한의 주권소재는 주민에게 있으며 이러

한 주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기 을 ‘지방주권기 ’이라 할 수 있다.그러

나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의 핵심인물이 지방주권기 과 집행부서의 장

이나 간부를 겸직하고 있으며,행정에 한 당의 통제가 계층화되어 있

다. 한 지방주권기 에 한 당의 통제를 하여 북한은 당에서 추천

한 1인 단일후보 추천형식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지방주권기 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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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권기 의 모든 활동은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을 구 한다(제5

조)”고 하고 있으므로,북한 통치구조의 일반원칙에는 지방주권기 도 

외 없이 구속받는 것이다.따라서 앙과 지방주권기 과의 계에서

는 앙에 모든 권력이 집 되고 있으므로 자치권이 분할될 여지는 없다

고 할 수 있다.따라서 자율 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

의 지방행정을 일컬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는 없다.다만 

북한은 남한과 같은 지방자치는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독자성과 자율

성이 부족한 북한의 특유한 ‘북한식 지방자치’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지방주권기 의 계층  구성

① 지방주권기 의 계층

북한의 지방주권기  계층에 하여 지방주권기 법에서는 “지방인민

회의와 인민 원회는 도(직할시),시(구역),군을 단 로 조직한다.(제2

조)”고 규정하고 있다.해방 당시 남북한은 모두 도,시‧군,읍‧면,리‧동

의 4계층 구조 으나,1952년에 면을 폐지하고,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리’를 지방주권기 에서 생산단 로서의 성격만 지니도록 하 다.따라

서 행의 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역의 2계층제로 운 되고 있다.한

편 북한의 지방주권계층은 2단계이나 행정계층은 읍‧동‧리를 포함하여 3

단계이다.비록 엄 한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행정계

층과 지방주권계층은 기본 으로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인민회

의가 구성되는지 여부와 련하여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계층구조와 비교해보면,남북한 모두 주민의 선거로 구성되는 

자치(주권)2계층과 비자치(행정  보조)계층으로서의 행정(생산)1계층을 

포함한 3계층을 기본 계층구조로 채택하고 있다.이와 련하여 남한의 

행정계층이 3~4계층으로 3계층인 북한에 비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능률성의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32)하지만 남한에

32)한부 ‧ 창호,“통일 비 지방행정 통합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35-36면;정병일,“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모색 :남북한지방행정

체제 비교를 심으로”,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22호,2008,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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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4계층은 외 인 것이며,북한에서도 함흥,청진과 같은 도시에

서는 외 으로 4계층(도-시-구역-동‧리)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 반

으로 유사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지방주권기 의 구성

북한의 지방행정기 은 1998년 이 에는 지방주권기 으로 지방인민회

의와 지방인민 원회,지방행정기 으로 지방행정경제 원회의 3원형 기

형태를 채택하 다.하지만 1998년 헌법 개정에 의해서,지방행정경제

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인민 원회가 흡수하여 해당 지방주권기

의 행정  집행기 으로서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북한의 지방인민회의는 앙의 최고인민회의에 비되는 지방주권기

이다.지방인민회의는 도,시,군 단 에서만 구성되는데(헌법 제137조,

지방주권기 법 제2조)인구비율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헌법 제139조). 의원의 정수에 하여는 최

고인민회의 상임 원회가 “지방인민회의 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헌

법 제116조 제7호)”고 함으로써,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의 결정에 따

라 수시로 의원 정수를 변동되게 되어 있다.한편 지방인민회의는 

1972년 헌법 이 에는 명실상부한 주권기 이었지만,1972년 헌법에 따

라 그 기능의 부분이 인민 원회에 이 됨으로써 의결권만을 가진 형

식 인 기 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헌법 제140조에서 정하고 있는바,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지방의 인민경제발 계획에 한 심의

‧승인,지방 산과 그 집행에 한 심의‧승인,국가의 법을 집행을 한 

책 수립,해당 인민 원회 원장‧부 원장‧사무장‧ 원들을 선거‧소

환,해당 재 소의 사‧인민참심원을 선거‧소환,해당 인민 원회와 하

인민회의‧인민 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의 폐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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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를 해 매년 1~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개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앙에서 내려온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의 기능에 

불과하다.33)

북한의 지방인민 원회는 1972년 헌법 개정 이후 지 까지 지방인민회

의 휴회 의 지방주권기 으로 규정되어 있다.즉 이때부터 북한에서 

지방인민 원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주권기 으로서 지방행정의 핵심을 이

루게 된 것이다(헌법 제145조).지방인민 원회는 원장,부 원장,사무

장  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임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와 같이 4년이

다.(헌법 제146조)지방주권기 법에서는 지방인민 원회의 원수에 

하여 보다 구체 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도(직할시)인민 원회 원은 

11~15명,시(구역)‧군인민 원회 원은 9~13명의 범  안에서 해당 인

민회의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지방인민 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헌법 제147조에서 구체 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인민회의 소집,인민회의 의원선거를 

한 사업 실시,인민회의 의원들과의 사업 실시,해당 지방인민회의‧

상 인민 원회 결정‧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 원회 제1 원장 명령,국방 원회 결정‧지시,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 정령‧결정‧지시,내각과 내각 원회‧성의 결정‧지시의 집행,

해당 지방 모든 행정사업의 조직‧집행,지방의 인민경제발 계획에 한 

작성과 실행 책 수립,지방 산의 편성과 집행 책 수립,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국가  사회 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

보장을 한 책 수립,해당 지방의 국가 리질서를 세우기 한 검열,

통제사업 실시,하 인민 원회사업 지도,하 인민 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정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지방인민 원회 원 원으로 구성되는 원회의는 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원장‧부 원장‧사무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는 원

33)양용진,앞의 논문,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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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제149조). 한 비상설 부문

원회를 둘 수 있다(제151조).그러나 헌법상으로만 인민 원회가 공식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실제로는 당이 모든 정책결정을 하고 

있으며 인민 원회는 형식상의 집행기 에 불과하다.34)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계에서 경제

리기 의 비 이 매우 크다.즉 경제를 리하기 하여 지방에 특별

지방행정기 을 두고 있는데, 표 으로 ‘도․농 경리 원회’,‘시․군

동농장경 원회’,‘지구계획 원회’  ‘시․군국가계획부’등을 들 

수 있다.

남한의 지방자치기  구성방식과 비교해보면,일견 형식  기 구성의 

측면에서는 북한 지방의회의 상이 남한 지방의회보다 높은 것으로 보

이나,실제의 역할은 매우 작다.즉 남한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정‧개폐,

산의 심의‧확정,결산 승인,청원의 수리‧처리 등에 한 범 하고 

실질  의결기능을 갖는 데 비하여,북한 지방인민회의는 인민경제발

계획과 산 등에 형식 인 심의‧승인과 인민 원장 등에 한 선출권을 

제외하면 구체 인 권한이 없으며,1년에 한두 차례만 개최되고 그마

도 회기가 1~2일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35)

다.지방주권기 의 권능

북한에서는 지방주권기 이 비록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조직되지만,

앙의 하부행정구조에 불과하기 때문에,남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

는 고유의 자치고권과 같은 권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지방

주권기 이라는 국가로부터 독립되는 하나의 법인격이 독자 인 자주권

을 가진다고 논의될 수는 없겠지만,북한의 지방주권기 도 앙의 통제

와 무 하게 일정 부분 자율 인 사무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은 부인할 

34)김병섭‧임도빈,앞의 책,233면.

35)김병섭‧임도빈,앞의 책,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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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양 제도의 비교를 하여,남한 지방자치의 기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권한을 분류하여 북한의 지방주권기 이 

어떠한 자치권능을 가지는지 분석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

다”고 규정하고,제150조에서 “지방인민 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지방주권기 법 제17조에서 “지방인민회의는 결

정을 낸다”고 하여 헌법 규정을 재확인하고 있고,동조 후문에서 “지방

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지역안의 기 ,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 이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인민회의 결정의 효력을 담보하고 있

다. 한 동법 제31조에서는 “지방인민 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고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헌법 규정을 재확인함과 함께,제32조 후문에서 

“기 ,기업소,단체와 공민은 해당 인민 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의무

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인민 원회 결정과 지시의 효력을 

담보하고 있다.비록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 원회는 상 기 의 정령

‧결정‧지시 등을 반할 수 없지만,남한의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사회주의

헌법상 북한의 지방주권기 은 결정과 지시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행사

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제147조 제5호에서 지방인민 원회의 임무

와 권한의 하나로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고 하여 

자치조직과 자치행정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북한의 지방주권기 법

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인민 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의 지

방주권기 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  집행기 이다.지방인민 원회

는 해당 지역 안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

다.(제22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인민 원회가 해당 지역의 련 사무와 

행정에 해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지방인민 원

회는 원장,부 원장,사무장, 원들로 구성한다.도(직할시)인민 원

회 구성 원은 11~15명,시(구역),군인민 원회 구성 원은 9~13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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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제23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인민회

의가 지방인민 원회 구성원을 결정하는 형태로 일정 부분 조직구성에 

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주의헌법은 지방인민회의가 “지방 산과 그 집행에 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제140조 제2호)”고 규정하여 자치 인 산심

의권  승인권을 명시하고 있다.그리고 지방주권기 구성법에서 지방

인민회의는 “지방 산과 그 집행정형에 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1조 제2호)”고 규정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이러한 지방 산제는 

1973년에 북한에서 면 실시되었는데,지방주권기 에서 국가의 보조

을 받지 않고 자체로 지방 산을 지출하고,지출 후 남은 돈은 국가에 

지 하도록 한 것이다.이는 앙의 경제  부담을 이려는 데 주목

이 있다.

물론 이러한 법  분석에도 불구하고,북한의 경우 지방자치 이념의 

미성숙과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진 자치 인 요소의 부족으로 실 으로

는 지방주권기 이 앙의 하부행정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실이다. 한 당의 지도와 상 기 의 지시‧결정을 따르고 이들의 

첩 인 감독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법인격을 지닌 지방자

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체의 재원을 

가지고 스스로 는 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36)다만 법제도  시각에서 볼 때 향후 통일한국의 지방자

치법제도 통합을 해서는 이질 인 양 체제의 통합과정을 수반할 것이

며,이 과정에서 와 같은 분석은 북한 지방주권기 법체계에 한 새

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제 3  남북한 지방자치법제의 문제

36)최기식,앞의 논문,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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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한 지방자치법제의 문제

가.헌법 규정의 불명확성

행 헌법에서 문과 부칙을 제외한 130개 조항  지방자치와 직  

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조항뿐이다.헌법 제117조는 지

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권능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법정

주의를 규정하고,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조직구성방법을 규

정하고 있다.이들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 선거

부정방지법,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육세법,지방교육자치에 한법

률,보조 의 산 리에 한법률 등과 그 밖에 일반 ㆍ개별  법령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의 두 조항이 지방자치의 구체 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방자

치에 한 구체 인 내용의 형성을 법률로 정하도록 임 는 유보하고 

있어,‘자치사무의 존재’,‘주민의사에 기한 자치기구의 구성’,‘자기 책임

성’,‘독립성’등의 실질  지방자치의 요소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 인 를 들면,사무배분과 련하여 헌법 제117조는 ‘주민의 복

리에 한’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수행권한에 맡기고 있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한 일정한 기 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

인다.그러나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라는 것이 실질 인 기 의 역할

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국가의 사무인지는 

법률 규정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 지방자치에 한 기본

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역시 사무에 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타 개별법이 우선하므로 사실상 국가의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가 축소되는 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개별 법률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 가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헌법  기

 하에 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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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한 모든 규정을 구체 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시도는 실 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

러 바람직하지도 않다.헌법은 그 성격상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

에,구체화의 정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우리 헌법과 같

이 경성헌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헌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극 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헌법의 특성에서 오는 구체화의 한

계와 실질  내용의 부재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행 헌법의 지방자치

에 한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의 실질  구 을 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 을 제시하기에는 히 부족하다.37)

나.권력  계층구조

1988.4.6.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며 새로이 부활을 알린 행 지방

자치법은 근본 으로 앙정부, 역지방자치단체,그리고 기 지방자치

단체 간의 계를 상하 계로 설정하면서 상  기 의 하  기 에 한 

범 한 지도와 감독을 허용해왔다.지방자치법은 제9장에서,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한 조언‧권고‧지도(제166조),국가사무에 한 지도‧감

독(제16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 직무이행명령권과 집행권(제

170조),법령 반사항에 한 자치사무 감사권(제171조),지방의회 재의결

사항에 한 제소지시  직 제소권(제172조)등 국가의 지도‧감독에 

한 범 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제도를 기능  권력분립

의 에서 볼 때,이러한 제도들이 악용‧남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는 심

각한 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상 기 으

로서 하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지방자치단

체와 수직 으로 등한 계를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 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과 련하여,남한의 역지방자치단

체는 단순히 역  기능의 조정을 한 계층구조가 아니라 실 으로

는 권력 인 성격을 띠는 계층구조라는 에 특징이 있다.이는 외국의 

37)김수연,“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304-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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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식에서 추구하는 기능  2층제와는 달리 권력  2층제의 성격에 

가깝다.이러한 비효율 인 역행정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일본

은 문화‧환경‧복지 분야 사업을 자치단체 별로 추진하는 데 따른 재정부

담을 최소화하기 해 역연합체를 1994년 도입하 다.38)이 제도에 따

르면 역연합은 소속자치단체로부터 일정수 이 독립성을 유지하며,행

정업무를 추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법  지 를 갖는다. 역연합이 세

운 도시계획 등을 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을 권고할 수도 

있다.우리나라도 기존의 역지방자치체제를 기능  2층제나 기 지방

자치단체 간의 력 방식으로 환시켜 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 앙과 지방의 사무분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는 없으므로,결국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하지만 사무의 효율  수행을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효율  분배를 추구하고 있다.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에 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의 사무를 자치사무

로 이양하기 해서는 지역  이해 계를 기 로 한 주민의 복리에 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헌법의 지침을 구체화하여 제9조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를 시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결국 사

무구분의 문제는 입법정책  문제에 따른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다.39)

하지만 이러한 헌법의 지침에 따른 구체 인 사무의 구분은 추상 이

고 포 인 측면이 있다.우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8)이 희,앞의 책,168면.

39)최환용,사무구분체계 개선을 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0,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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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를 포  시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만,결국 개별 법령에 의

한 구체 인 규율을 허용하고 있어 구체 으로 어떠한 사무가 자치사무

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한 지방자치법에서 국가사무

를 지방자치단체에 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10조),사무에 

한 의미와 기 이 불분명하여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상충하는 경우에 

우선 용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단하는 기 이 없다.나아가 

범 한 기 임사무의 임으로 인하여,지방자치단체의 실질 인 자치

사무보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이에 한 국가의 통제로 인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게 될 수 있

다.

물론 사회  변화에 따라 국가행정의 일정한 분야는 국  범 에서 

통일 이고 획일 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특히 통일과 련한 

업무는 국가행정과 연 성이 높기에 국가의 획일 인 사무처리가 필요하

다.증가하는 국가사무의 효율  수행을 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 사무

의 일정 부분을 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보장이라는 헌법  한계가 수되어야 할 것이

다.지방자치가 실질 으로 보장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심이 국가의 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놓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주민 참여의 미비

지방자치의 주목할 만한 장 은 지역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켜 

주민자치를 실 하는 데 있다.이러한 지방자치의 장  실 을 해서는 

지 보다 더욱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지방자치의 실 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일견 독자 인 별개의 문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하지만 

지방자치의 이론  논의에 있어,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를 구

하는 두 개의 축으로서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주민의 극 인 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핵심

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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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한 주민참여 실은 외화내빈이다.2000년부터 조례제정개폐

청구,주민감사청구,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참여 산 등 다

양한 주민참여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을 제 로 살

린 제도는 드물다.40)지방자치의 주목할 만한 장 은 지역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이러한 장 을 살리기 해서는 지방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주민의 극 인 참여를 통해 

숙의민주주의 차를 확충하고 종국 인 주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 하

여야 한다.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앙으로부터 포 인 권한의 이 과 실효성 있는 

자치권 보장,그리고 주민의 참여에 합한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구성

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 소한 자치권의 범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그에 련된 구체 인 법제가 마

련되었다고 해서 실질 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지방

자치단체에 실질 인 지방자치권이 주어져야 비로소 지방자치제도를 실

시하고 운 하고자 했던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남한의 지방자치제도는 명목상의 지방분권에 불과하고 상당부분 실질

인 자치권의 제한되어 있다.

우선 자치입법권에 하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법령의 

범  안에서’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통

인 견해에 따를 때 조례에 한 법령 우 의 원칙이 인정되며 법령우

의 원칙에 한 한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국가가 법령으

로 지방자치와 련된 사항을 직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국가 법령

이 먼  입법되는 경우 자치입법권은 자치사무에 하여서도 이를 반

하지 않는 범 에서만 규율할 수 있게 된다.결국 자치사무에 한 국가

법령의 선 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형해화될 

40)안성호,“선진한국의 굿 거버 스 구축”,열린충남 통권58호,충남발 연구원,

20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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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자치입법권과 련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에 

한 법령의 우 원칙을 으로 고수하는 한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요한 자치입법권은 원히 법령이라는 창살 아래의 극도로 제한된 자

치만을 향유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결국 국가가 허용 내지 시혜하는 

범  내에서만 지방은 자치권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고,이는 지방이 

앙에 철 하게 속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는 실 할 수 없게 되

는 험이 존재한다.물론 이에 하여 소  ‘법률선 이론’에 한 수정

론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 역시 법령의 입법목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성을 지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제한된 범  내에서의 자치입법권의 인

정이라는 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41)

자치권의 실질화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필수  과제로 한다.국고보조

이나 교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에 

해서는 조례로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재정자립을 실 할 수 없거나 특

별한 지방과업 내지 국가와 력  내지 국가지정 특별사업의 진행 등에 

필요한 경우 개선된 국고보조 제나 지방교부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한 실효성 있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42)

이외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앙과 지방 간 기능 인 사무배분이 

되지 않으면 자치행정권이 실질 으로 보장되기 어려우며,나아가 일률

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방식도 자치권에 한 제한의 일부분이다.

재의 구조는 직선제를 기반으로 ‘강(强)지방자치단체장,약(弱)지방의

회’의 단일한 모델이 국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다.43)이는 인구이동은 

물론 지역별 경제‧사회  차이를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41)김수연,앞의 논문,306면.

42)정찬우,“분권형 국가로의 개편을 한 지방자치제도의 개 과제”,동국 학교

학 논문(석사),2010,95면.

43)이 희,앞의 책,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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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방식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 ‧사회  조건과 지

역 정서에 부합하는 지방자치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북한 지방자치법제의 문제

가.명목  지방분권

북한의 통치구조의 원리와 체계상 각  기 들의 자율성 내지 독자성

이 보장되기란 어렵다.물론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지방주권기 법의 규

정에서는 지방인민회의‧지방인민 원회 등의 지방통치기 의 구성과 운

,권한과 기능 등에 하여 규정함으로써 형식 으로는 지방자치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조선노동당의 

도와 일인지도체제 등에 의해서 앙의 통일  지도가 모든 국가기

에 용되는 실에서 북한이 자율 인 지방자치행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북한에서는 국가기 의 조직과 운 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앙

집권제 원칙’에 의해서 강력한 앙집권제가 운 되고 있다.이에 하

여 북한에서는 ‘국가기 들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 앙집권제는 

국  범 에서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통일 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한 투쟁에 체 인민을 힘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한다.44)이러한 민주주의 앙집권제 국가구

조 하에서 지방기 은 앙을 정 으로 하는 하부 행정구조에 불과하게 

된다.

나.일인지배체제하의 자율성 불비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내세우는 수령론은 노동당을 비롯한 체 북한사

회를 통하는 지도체계로서 북한 사회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즉,수령

44)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평양:사회과학출 사,1977,132면(박정원,앞의 논문,

19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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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올바른 지도 없이는 당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활동이 제 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북한의 국가기 체계는 조선노동당의 도

에 따른 수령의 명사상을 실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으며,이는 지

방주권기 에도 외 없이 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방조직체계를 살펴보면,하 지방주권기 이 자주

 결정권이 없이 상 기 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활동하는 엄격한 계층

제  구조에 의한 앙집권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물론 북한의 통치

구조 원리와 체계상 각  기 들의 자율성 내지 독자성이 보장되기란 어

렵다.북한은 그들의 지방주권기 들이 ‘부르주아국가에서 사실상 의회

의 운 과 유사한 지방자치기 체계와는 근본 으로 립되는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45)물론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지방주권기

법에서 지방통치기 의 구성과 운 ,권한 등에 하여 상세히 규정함

으로써 ‘북한식 지방자치제’를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

러한 일인지배체제에서 지역  사무의 자기 권한과 책임에 의한 자율  

실 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 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다.지방행정기구의 기능상 정치화

북한의 정치체제가 당우 의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북한의 지방주 기 은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민 과의 사이에

서 도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6)사회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에 한 당의 통제와 감독은 일반 인 상이다.그러나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앙에서의 당‧정 계와 지방에서의 당

‧정 계가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다.물론 지방에서 당의 도  지

가 부정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앙에서와 달리 지방에서 당  

지도가 약화되는 상이 나타났다. 한 당 원회 심의 군 노선을 유

지하여 오던 국 역시 1980년  반 이후 정치개 의 일환으로서 당‧

4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가사회제도,평양:과학원출 사,1963,142면(박정원,앞의 논문,201면에서 재인

용).

46)이형석,앞의 논문,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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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당  지도의 원칙이 철

히 수되고 있으며 소련이나 국 등과는 달리 북한은 지방에서 당‧

정 분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당‧정이 더욱 융합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47)

북한의 통치체계에서 당은 국가기 보다 상 에 있으며 당의 지도하에 

국가기 들이 활동하게 된다.이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조선노동당의 조직은 앙당과 지방당으로 구분되고,지방당의 조

직은 행정  생산단 에 따라 도(직할시)당 원회,시(구역)‧군당 원회,

당 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들 각  조직들은 당 원회 

심의 집체  지도원칙에 의해서 운 되며,당 비서가 조직의 최고 책

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러한 조선노동당의 통제와 감독은 당의 사

무와 행정 업무의 경계를 모호하고 만들며,지방주권기 의 자율성과 

문성을 하시킨다.

라.지방분권체제의 폐쇄성

지방기 체제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컨  주민이나 상 기

 혹은 당과 같은 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교류에 따라서 개방  혹

은 폐쇄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북한의 지방기 체제는 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조선노동당의 일방 인 정령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폐쇄  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지방기 에 한 

요구나 지지를 통하여 체제에 한 투입기능을 담당해야 할 환경변수의 

하나인 지역주민들은 결정된 정책에 하여 피동 으로 따를 뿐이다.

한 조선노동당으로의 권력집 과 체제의 폐쇄성은 지방주권기 의 피동

성과 더불어 정보교환의 단   모든 정보원의 쇄를 가져왔다.따라

서 료나 지역 주민들은 조선노동당을 통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정보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48)폐쇄 인 체제는 개방 인 

체제에 비하여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쉬우나,변화와 발 이 어렵다는 

47)양용진,앞의 논문,79-80면.

48)최기식,앞의 논문,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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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있다.특히 이러한 폐쇄  체제에 더하여,북한 특유의 앙집권

체제와 일인지배체제 하에서 지방주권기 의 입지는 더욱 좁다고 하겠

다.

마.지도  통제의 다 화

북한 지방행정체계의  다른 특징으로 통제의 첩성을 들 수 있다.

지방인민 원회는 해당 지역의 지방당 원회뿐만 아니라 상 당 원회,

앙당 원회의 통제‧감독을 받고,해당 지역의 인민회의,상  인민회의

‧인민 원회,최고인민회의,내각 등의 결정‧지시를 집행함으로써 다

인 통제를 받고 있다.이에 더하여 당의 명령체계가 행정명령체계를 압

도하는 상황에서 상 기 의 행정명령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즉 당의 도  지 가 지방에서도 철 히 유지되는 북한에서는 상  인

민 원회의 명령조차도 당의 지도와 상치될 때는 무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지방행정체계는 실질 으로 당  지도의 원칙에 의

해서 운 되면서도,외형상 첩 인 통치체제로 말미암아 낭비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더욱이 지방주권기 인 지방인민회의가 유명무실한 조직

으로서,지방행정의 운 에 해  감독‧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북한 지방행정의 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49)

49)양용진,앞의 논문,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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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외국(분단국가)의 사례

제 1  지방자치제의 비교법  분석

1.지방자치의 유형화

지방자치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  배경이나 이념  정치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 되고 정착되었다.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각 나라의 

지방자치를 분석하는 과정도 그 의의가 있지만,개별 국가에 무 

을 맞추게 되면 지방자치제도를 체계 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국가별로 면 히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각국의 지방자치 근간에 자리한 시원 인 

지방자치의 특징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기로 한다.이러한 연구 방향을 통

해,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취해야할 조화로운 지방자치의 연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형성과 발 과정  제도  특징에 따

라서 크게 륙형과 미형으로 구분된다. 륙형과 미형의 지방자치

제도는 각각 랑스와 국을 심으로 형성되었는데,이들 국가는 세

부터 19세기에 걸쳐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한 수단으로서 지방의 

리를 그들의 정치 환경에 맞게 실행했다.그런데 랑스와 독일 등에

서 형성된 지방자치사상은 지역에 한 고유사무의 자율 인 처리가 주

로 ‘지역단체’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단체자치)에서 주장되었던 데 반해

서, 국의 지방자치사상은 지역에 한 고유사무의 자율 인 처리가 주

로 그 ‘지역주민’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주민자치)에서 주장되었다는 

에서 그 연 인 차이가 있다.50)즉,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 내

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일정한 지역을 기 로 하는 

공법인인 지역단체가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자주 으로 처리하는 단체자

치로 구분되었다.이러한 특징은 각각의 원형이 형성된 세부터 19세기

50)허 ,한국헌법론,박 사,2012,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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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한 랑스와 국의 역사를 반 하

고 있는바,이하에서는 랑스와 국을 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두 가

지 유형을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2.지방자치 유형의 형성과 변화

가. 륙형(단체자치)

랑스에서는 앙시앵 짐(ancienregime)시기에 오늘날의 지방자치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특별한 목 을 갖고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가 

존재했다.특히 지방을 지배하는 건귀족의 힘이 상 으로 커서,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군주제에서는 단일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최 의 목표 다.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자치권이라는 말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왕에 의해서 임명되는 지사(intendants)가 실질 인 면에서 자

치권을 행사했다.이 제도는 랑스 명으로 구체제가 괴될 때에도 

살아남았고,19세기  나폴 옹1세 때에는 지사(préfet)로 이름을 바꾸

어 체계화되었다.

륙형을 나폴 옹형이라고도 하는데,이는 국가를 정 으로 한 계층

 통치구조를 제도로서 확립한 때가 나폴 옹 제1제정 시 기 때문이

다.나폴 옹은 1799년 12월 13일 헌법을 개정하고,1800년 2월 17일 법

률을 개정하 다.이 법령은 앙시앵 짐(ancienregime)의 제도와 랑

스 명이 제정했던 명 제도를 종합하여 권 인 체제를 창설하 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의 지방기구를 창설하 다.국가가 내

정에 한 법  권한을 포 으로 장악하고,국정의 리인으로서 내무

료를 역지역인 Department에 배치하여 산하의 기 자치단체인 

Commune을 지휘‧감독하고 행정활동을 하게 하는 단체자치형 행정제도

를 만들었다.이러한 새로운 지방제도는 랑스의 앙집권과 국가  통

일을 속히 진시켜서 앙시앵 짐의 지방성과 명과정에서 제기된 

연방제 같은 분권주의를 씻어버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 다.51)

51)AndrédeLaubadére,Jean-ClaudeVenezia,YvesGaudemet,Traitéde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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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형(주민자치)

주민의 자치활동에 을 두어,주민들이 조직한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지역의 공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 유형의 지방

자치제도는 국에서 발달되었다. 국에서도 건귀족의 힘이 컸지만,

지방의 건귀족은 성직 인 동시에 일찍이 발달한 의회의 심세력으로

서 군주에 하여 일정한 향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이 국가

의 통치기구에 편입되지 않는 분리형 지방제도를 형성하 다.

지역의 실권자인 주의 힘을 배경으로 샤이어(Shire)법원은 공공연히 

왕권에 도 하 고,이에 응해서 왕은 순회재 인 치안 사(Justice

ofPeace)제도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을 지방의 건귀족과 신흥지주

가 차지하 다.치안 사는 차 사법  역할을 넘어 지방행정 반을 

담당하게 되었다.산업 명 이후 빈민구호기능과 련하여 불합리한 지

방행정체제에 한 시정을 하여 구빈법(PoorLaw Reform Act,1834)

이 개정되면서 차 지방행정이 확 되었고,이와 같이 지방 세력이 

심이 된 의회제 하에서 국가가 지방제도를 개 할 수 없었다.국가의 통

일 인 지방제도 재편은 선거제도가 정비되는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시

작되었다.1835년 지방자치에 한 최 의 종합 인 법률이 탄생하 으

나(MunicipalCorporationAct)완 한 근  지방행정체제로의 정비는 

1894년의 개정 지방자치법(LocalGovernmentAct)과 1899년의 런던특별

시법(LondonGovernmentAct)에 의해서 완료되었다.역사 으로 지방

과 국가 간에 정치  립이 비교  고 지방의 향력이 의회를 통하

여 조화롭게 행사되었던 결과, 국은 지방이 앙의 통치구조에 편입되

지 않고 상 으로 분리‧독립된 형태를 만들었던 것이다.

다.이념형으로서 두 유형의 특징

당시 선진국이었던 랑스와 국에서 형성된 서로 다른 두 가지 지방

Administratif,11eéditionL.G.D.J,1994,p.113(백윤철‧윤 재, 랑스 지방자치학,

형설출 사,2000,2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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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는 쟁과 패권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국가로 확 되었고,각국

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되어 독자 으로 발 했

다. 한 륙형의 모국인 랑스와 미형의 모국인 국도 지방자치제

도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 되어왔다. 륙형과 미형의 순수한 형태

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이러한 에서 륙형과 미형은 이념형이라

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 뿌리에 존재하는 공통된 요소는 지속하는 경

향이 있다.두 이념형의 몇 가지 특징  차이를 지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로부터 지방에 수권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륙형 국가

는 포  수권주의를 취하는 반면 미형 국가는 제한  열거주의를 채

택한다.즉 륙형은 법률로 일 하여 지방의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폭넓게 지역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반면 미형은 법률로 지

방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방식으로,지방이 국가로부터 개별 으로 

수권을 받은 범  내에서는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며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 는 할 수 없다.

둘째, 앙이 지방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국가로부

터 완 히 독립된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상정할 수는 없지만,그 독립

성의 정도를 구분해 볼 때 륙형은 독립성이 낮고 미형은 독립성이 

높다.포  수권을 취하는 륙형에서는 행정통제를, 미형에서는 입

법통제와 사법통제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앙에 지방담당부처의 유무‧ 역단체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

다. 륙형에서는 내무부 등 지방을 통 하는 앙부처가 있으나 미형

에서는 없다. 한 륙형에서는 국가의 일반행정기 으로 국가와 기

자치단체를 매개하는 역자치단체가 있으나 미형에서는 존재하지 않

는다.그 결과 국가의 사무를 지방에서 수행하기 하여 미형에서는 

앙부처별로 지방에 다양한 특별지방행정기 을 두나 륙형에서는 그 

필요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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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지방정부의 기 구성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륙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분리하여 민주  정당성을 이원화하고 권력분립주의를 

취하지만, 미형은 지방의회에 민주  정당성을 일원화하여 기 통합주

의를 취한다.

3.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의미

주민자치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 이 강조되고,

단체자치에서는 능률 인 행정을 한 효과 인 방법으로서의 지방자치

가 강조되었다.그러나 이와 같은 연 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와 같은 획일 인 구별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오늘

날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 인 요소와 단체자치 인 요소의 한 

조화를 통한 ‘민주 인 지방자치제도’로 이해되고 있다.즉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 과 능률  행정의 구 을 모두 담보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지방자치제도가 결코 고정 인 

것이 아니며,자유민주주의를 실 하기 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각 국가

의 특수한 법 ․역사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발 되어 왔던 까닭이

다.52)우리 헌법재 소도 「우리 헌법상 자치단체의 보장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 하는 것이다.」53)라고 시하고 있다.

제 2  독일의 사례

다른 분단국가의 사례들과 달리 독일의 통합 사례는 한반도의 통일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해 다.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념에 의한 분단을 

겪었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서독  동독과 유사한 지방자치이념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지방자치제의 통합에 요한 참고가 될 수 있

다. 한 베트남‧ 멘‧키 로스 등 다른 분단국가와 달리 상 으로 안

52)김철수,헌법학개론,박 사,2007,925면;성낙인,앞의 책,925면;허 ,앞의 책,

764면 등.

53)憲裁 2006.2.23.2005헌마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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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고 성공 인 통합을 이루었다는 ,법치국가와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합을 일궈냈다는  등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독일의 

사례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 구상에 있어 요한 선례가 된다.

체 으로 독일 통일의 과정은 이념과 정치의 벽을 넘어 반세기 가깝

게 유지되고 발 되어 왔던 이질  요소를 합치는 단히 복잡하고 어려

운 과정이었다.구서독기본법(제23조 편입조항)에 의한 구동독의 서독연

방에로의 편입방식54)으로 통일이 되면서,구동독의 주들은 해체되고 새

로이 5개 주가 신설되어 서독의 주로 편입되었고,주정부의 조직은 구서

독 주의 정부의 형태와 같게 되었다.그것은 동서독의 합의에 기 한 평

화  통일의 과정이었다.다시 말하면,동서독은 통일독일의 이념과 체제

에 한 합의의 법  기 로서 이른바 1990. 5. 18. ‘국가조약

(Staatsvertrag)55)'과 1990.8.31.’통일조약(Einigungsvertrag)56)‘을 체결하

으며,이에 따라 독일통일의 법  기반을 마련하 다. 한 통일 후에

도 통일 상황과 동서독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본법 개정을 함으로써 

규범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마무리하 다.통합 기에는 극심한 혼란

을 겪기도 했지만 일반 으로 독일의 통합과정은 성공 인 체제 환과 

통합과정으로 평가되는데 이하에서는 특히 지방자치  지방행정제도의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통일 이 의 지방자치제도

54)통일조약(제2국가조약)제1조 ① 란덴부르크,맥클 부르크-포어폼메른,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 주들은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의 독

일연방공화국 편입발효와 동시에 1990년 10월 3일자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주들이

된다.

55)이 조약의 정식명칭은 ‘동서독간의 통화‧경제‧사회통합 창설을 한 조약

(VertragüberdieSchaffungeinerWährungs-,Wirtschafts-undSozialunion

zwischenderBundesrepublikDeutschlandundderDeutschenDemokratischen

Republik)’이다. 여서 ‘국가조약(Staatsvertrag)’혹은 ‘제1국가조약’이라 불린다.

56)이 조약의 정식명칭은 ‘독일통일완성에 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이다. 여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이라 불리며,앞서 국가

조약과 구별하여 ‘제2국가조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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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독의 지방자치제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1949년 5월 23일 제정되어 1983년 12월 24일 제35차 개

정(BGB1.I1481)까지 서독의 국가권력구조와 국가질서 반을 규율하

다.서독이 헌법(Verfassung)이 아니라 기본법(Grundgesetz)을 채택한 이

유는 서독에서 완 한 헌법질서를 창출함으로써 독일의 분단을 구화할 

수 없으며 잠정  질서를 정립하기 한 것이었다.57)

특히 지방자치와 련하여 동 기본법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 원칙을 선

언하고 있었다.동 기본법 제20조에서는 ‘연방국가의 원칙’과 ‘권력분립

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으며,제28조에서는 자치행정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명시하 다.자유민주주의 국가 던 서독의 

지방자치이념은 반 으로 남한의 지방자치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

며,기본법에서 선언하는 주요 특징을 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방국가(FörderalistischerStaat)  권력분립(Gewaltenverteilung)원칙

서독은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 ‧사회  연

방국가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국가권력구조로서 연방제를 채택하 다.

서독은 11개의 주(Land)로 구성되어 있었으며,주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국가 권력(Staatsgewalt)을 가졌다. 한 기본법 제28조(주헌법의 

연방  보장)에서 ‘각 주의 헌법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 ,

민주   사회  법치국가  원리에 합치하여야 한다.주(Land),군

(Kreis)  시‧읍‧면(Gemeinde)의 주민은 보통,직 ,자유,평등  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표자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각

자 고유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정부‧의회  법원을 독자 으

로 갖고 있어 헌법  독립성을 유지하 다.

서독에서 연방과 주의 권한은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었다.기본법 제30

조(주의 기능)에서 ‘국가  권능의 행사와 국가  과제의 수행은 이 기본

57)장명 ,동서독 분단헌법과 통일독일 헌법,국민 출 부,1998,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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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주의 직무이다.’라

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방‧외교 등 국가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기능 

외에는 각각의 주정부에 주권  권력이 있었다.입법 역을 보면 연방만

이 으로 할 수 있는 입법사항(기본법 제73조)이 있는가 하면,연방과 

주가 함께 경합 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기본법 제74조),연방이 원칙

 규정을 하고 그 규정 한도에서 주가 입법할 수 있는 사항(기본법 제

75조)등으로 나 어서 규정되어 있었다.하지만 실제로는 연방이 입법

권을 거의 독 하 으며,이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일 하여 연방과 주에 

부담하는 형 인 미국형 연방제와는 다른 모습이다.58)

한편 서독의 기본법은 기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해 입법,사법,행정의 권력분립을 

명시하고 있었다.연방(Bund),주(Land),군(Kreis),시‧읍‧면(Gemeinde)

을 막론하고 각 계층 내에서는 삼권분립이 보장되어 있었다.특히 연방

헌법재 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법률이 헌법 취지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연방과 주정부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

는 기능을 수행하 다. 한 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행

정의 주요 골격으로 연방행정과 주행정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을 갖추고,

이들 각 단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독립된 자율성을 유지

하고 있었다.입법‧행정‧사법 간의 수평  권력분립의 원칙뿐만 아니라,

수직  권력분립의 원칙도 기본법 반을 규율하는 헌법  원칙이었다.

② 지방자치(KommunaleSelbstverwaltung)원칙

지방자치의 원칙은 서독의 국가구조의 핵심이었다.서독의 지방자치는 

세의 도시자치로부터 출발하 다.즉 세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

나려는 사람들이 먼  도시에 모여 자치제를 형성한데서 지방자치가 시

작되었다.제2차 세계  이후 서독은 통  사상에 바탕을 둔 지방자

치를 제도보장의 측면에서 헌법 으로 보장하 고,기 자치단체인 게마

인데(Gemeinde) 심으로 지방자치가 발 되기 시작했다.59)서방 연합국 

58)소진 등,앞의 책,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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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히 미국은 서독의 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를 극 추진하 는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확립과 발 에 필수 이라는 인

식 때문이었다.60)

서독은 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주,군  시‧읍‧면의 주민은 보통,

직 ,자유,평등  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표자를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표구성에 하여 헌법  근거규정을 두

었다. 한 동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시‧읍‧면에게는 법률의 범  내에

서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항을 자기 책임하에 규정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가 하면 ‘시‧읍‧면 연합도 그 법률상의 직무 역 범  

내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기구의 자치행정을 보장하 다.그러나 이는 국가로부터 완 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즉 법률의 범  내에서 자치권을 가진다고 하

여 법률에 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그 업무범 에 있어서

도 자체 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사무뿐만 아니라,국가로부터 

임받고 감독을 받는 임사무도 있었다.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는 군(Kreis)과 읍‧면(Gemeinde)의 2계층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한 군(Kreis)과 동 으로 독립시(KreisfreieStadt)가 있는

데,이 경우는 외 으로 Kreis와 Gemeinde를 겸하여 단층제로 되어 

있다.따라서 서독의 지방기 체계는 기본 으로 연방(Bund,1개)-주

(Land,11개)-군(Kreis)‧독립시(KreisfreieStadt)-읍‧면(Gemeinde)의 4계층

제 구조이다.기 자치단체인 Gemeinde는 각 주의 법으로 규율되지만,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 정하는 범  내에서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항을 자기책임 하에 규정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이에 반해 

Kreis는 주정부의 행정을 집행하는 하  행정기 인 동시에 지방자치단

체이다.61)따라서 주의 하부 기 으로서 행정사무와 Gemeinde구역을 넘

59)이윤길‧하 규,앞의 책,29면.

60)양 모,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한국행정연구원,1998,

62면.

61)소진 등,앞의 책,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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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  사무,Gemeinde간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독립시

(KreisfreieStadt)는 Kreis에 속하지 않는 도시(각 주법에 따라 다르나 

개 인구 10만 이상)로 Kreis와 Gemeinde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서독 지방자치기 의 구성형태는 지방의회가 강력한 향력을 갖는 

‘북독일 의회제도(NordeutscheRatsverfassung)’,주민이 직  선출한 자

치단체장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남독일 의회제도(Süddeutsche

Verfassung)’,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는 ‘단체장제도

(BürgermeisterVerfassung)’,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뿐만 아

니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서 행정을 지도‧ 리하는 ‘이사회제도

(Magistratsverfassung)’등으로 지방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62)이는 근

 독일의 정치  변화과정에서 사회문화  배경이 각 지방마다 달랐기 

때문이었다.

나.동독의 지방자치제도

통 으로 독일에서는 주(州)가 정부조직의 기본단 로 그 기능을 수

행해왔다.1945년 종  이후 독일 동부지역을 령한 소련군도 그들의 

령지역하에 Brandenburg,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Mecklenburg-Vorpommern등의 5개 주를 만들어 각 주에 자치권을 부

여하 다.하지만 1952년 2월 사회주의통일당의 노선에 따라 인민회의는 

주와 주의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이 법안에 의하

여 동독 5개 주는 앙의 직 인 통제를 받는 14개 구역(Bezirk)으로 

체되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도 완 히 폐지하여 지방의 행정단

는 앙의 지시에 의하여만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를 폐지한 것은 동독의 국가이념과 히 

연 되어 있다.63)서독이 기본법에서 민주주의‧연방국가‧3권분립‧법치국

가 등을 표방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 것과는 달리,동독은 일당독재‧

62)양 모,앞의 책,62-63면.

63)동독에서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를 폐지한 것이 서독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통일

논의를 거부하기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양 모,앞의 책,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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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우월주의‧ 료  계층구조‧ 앙집권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권력

구조를 지향하 다. 특히 사회주의통일당(SED, Socialistishe

EinheitsparrteiDeutschland)에 권력이 집 되는 앙집권  통치구조를 

구축하 으며,정당질서는 앙당이나 상  당서기의 통제를 받는 하향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다.64)결국 동독에서는 국가명령을 수행하는 기

으로서 지방기 만이 존재하 기 때문에,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수행될 수 없었다.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 던 동독의 국가이념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① 당의 도  지

동독은 헌법(VerfassungderDeutschenDemokratischenRepublik)제

2조 제1항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정치  권력은 노동자가 행사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궁극 으로 인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에 의해 선출되고 조직된 인민회의  정부의 공직자까지 인민의 통

제를 받게 하 다.하지만 이는 선언 이고 명목 인 규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모든 권력은 사회주의통일당(SED)에 집 되어 있었다.따라서 모

든 국가기 과 단체는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하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며,마찬가지로 지방기  한 앙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기 에 불과했다.다시 말하면,동독은 헌법 제3편 ‘국가지

도의 구조와 제도’에서 입법기 인 ‘인민의회(Volkskammer)’와 행정기

인 ‘국가평의회(Staatsrat)’,그리고 ‘최고재 소(ObersteGericht)’를 비롯

한 사법기 을 분립시키는 국가기 체계를 구성하 고,나아가 ‘지방인

민 표기 과 그 기구(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

Organe)’에 해서도 규정하고 있었지만,이 모든 국가기 은 실질 으

로 사회주의통일당을 정 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계층구조 하에서 사회주

의통일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 다.특히 Gemeinde

는 ‘국가권력의 일선기구(örtlicheOrganederStaatsmacht)’로서 사회주

의통일당의 결정사항을 국민에게 달하는 의사 달기 의 역할만을 담

64)이윤길‧하 규,앞의 책,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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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을 뿐이다.65)

② 민주주의 앙집권제

민주주의 앙집권제는 민주주의와 앙집권주의를 합친 개념으로,민

주주의는 국가기 의 조직과 운 을 인민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고,

앙집권제란 모든 상 기 이 하 기 을 통제하고 상 기 의 결정이 하

기 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권

력과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기본원리로 채택하 으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조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 들은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 된다.’고 

하여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을 국가작용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동독의 경우 헌법 제47조 제2항에서 ‘민주  앙집권주의의 기  에 

실 된 근로인민의 주권은 국가구조의 주요원칙이다.’고 규정하여 국가

권력과 제도의 근본원리로서 민주주의 앙집권제를 선언하고 있다.연

방제와 지방자치제가 폐지된 것도 민주주의 앙집권제가 구체화된 측면

이다.

2.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통합과정과 문제

가.동서독 지방자치제도의 통합과정

동서독의 통합은 기본 인 합의를 바탕으로 동독체제를 개편하는 형식

으로 추진되었다.하지만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흡수통합의 형식을 취

하는 만큼,지방자치제도 통합과정 역시 서독의 지방자치제도를 동독 지

역에 부활시키는 과정으로 요약된다.동독과 서독의 지방자치  지방행

정체계 원리가 상이했기에,통일 이후 지방조직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해서는 구 동독 지방행정체계와의 극 인 단 과 

동시에 서독 체계로의 응  변형이 불가피했다.특히 1989년 사회주의

통일당과 동독의 국가구조가 격히 해체되면서 통 인 독일의 체계

65)KlausKönig,VerwaltungsstrukturenderDDR,Baden-Baden1991,p.7(양 모,

앞의 책,7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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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연방제와 지방자치조직의 부활 문제가 제기되었다.

① 연방제의 부활

동독 지역에서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14개의 구역(Bezirk)을 폐지

하고 통합하여 1952년 폐지된 5개 주(Land)를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했

다.1989년 12월의 인민회의 본회의에서 이에 한 논의가 정식으로 제

기되었으며,동독의 인민회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952년 폐지

되기 이 에 존재하 던 5개 연방주의 부활을 확정하 고,1990년 7월 

22일 재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동독 내 주의 형성에 한 법률,즉 

‘주설치법(Ländereinführungsgesetz)’을 제정하 다.

동독 주민들이 연방제의 부활을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주장했던 민주

화를 제도 으로 정착시키기 한 것이었다.즉 동독 지역에서의 연방제

와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통해 권력의 집 을 막고 민주  제도를 정착시

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동독 국민이 연방제의 부활을 요

구했던 근본 인 이유는 단순히 동독의 민주화 때문만이 아니라 조속한 

통일을 해서는 우선 동서독의 국가권력구조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66)1952년 사회주의통일당은 동독 내부의 통일요구를 일축시

키고 서독과의 통합논의를 근 하기 하여 연방제를 폐지하 다.따라

서 연방제의 실시를 통하여 서독과 동일한 국가권력구조를 확립시키는 

것이 동서독의 통일을 확립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결국 동독이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서독에의 편입 형식으로 통일되면서 

Sachsen, Sachsen-Anhalt,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Thüringen등 5개 주가 부활하 다.

② 지방자치조직의 구축

1989년부터 시작된 연방제 부활에 한 논의와 함께 동독지역의 지방

자치 실시가 추진되었다.민주주의 앙집권제의 원칙 아래에서 군(Kreis),

시(Stadt),읍‧면(Gemeinde)의 지방행정조직은 상 기 에 의해 통제되었

66)양 모,앞의 책,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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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역  사무를 처리하고 결정할 수 없었다.이에 동독지역의 지방자

치 실시를 하여 동서독의 법률가들이 논의한 결과,서독의 지방자치법

을 모델로 하여 1990년 5월 17일 ‘동독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한 법률

(GesetzüberdieSelbstverwaltungderGemeindenundLandkreisein

derDDR)’이 제정되었다.이는 특히 통일을 앞둔 상황에서 서독 체제에 

한 응  변형으로서의 의의가 있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제1조 제2항에서 Gemeinde를 ‘주민공동체

(Bürgergemeinschaft)’로 정의하 다. 한 제101조에서는 동독 헌법 제2

장(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기업,도시와 자치단체)과 제4장(지방인민 표

기 과 그 기구)을 폐지하여,그 결과 기존의 지역‧국가조직이 총체 으

로 폐지되었다.따라서 민주주의 앙집권제하에서 당의 도  지 에 

종속되었던 기존의 ‘앙-구역(Bezirk)-군(Landkreis)-읍‧면(Gemeinde)’4

계층 행정구조는 폐지되었고,지방은 당의 결정을 달하고 수행하는 단

순한 행정단 가 아니라 고유의 사무 역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단 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18조에서는 주민제

안(Bürgerantrag),주민결정(Bürgerentscheid),주민청원(Bürgerbegehren)

등의 규정을 두어 강력한 주민참여의 요구를 반 하 다.67)

나.지방자치제도 통합과정의 문제

동독과 서독의 지방자치단체 통합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니다.서독의 지방자치제도를 동독에 그 로 이식하는 사정은 불가피

했지만,일방 이고 진 인 통합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표 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설정에 따른 문제

먼  편입에 따른 경계설정 문제에 있어서 주(Land)간,혹은 지방자치

67)동독지역의 지방자치법에 한 내용은 홍정선,“독일 지방자치법의 동향에 한

연구”,지방자치법연구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2,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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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 지역갈등이 있었다.새로 편입되는 동독의 5개 주(Land)의 경계 

설정과 련해서 동독 내 지역 간에는 견해차이가 있었다. 를 들어 

Sachsen-Anhalt주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68) 왜냐하면 

Sachsen-Anhalt주를 형성시킨 Halle와 Magdeburg 두 구역(Bezirk)은 

1952년 동독 정부에 의해 인 으로 형성된 구역으로서 원래 두 지역 

간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게다가 두 지역 모두 화학공업이 발달하

여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었다.따라서 이 지역 주

민들은 두 지역이 다시 통합되어 하나의 주(Land)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결국 철되지 못했다.

한 1990년 동독 인민회의가 결정한 주(Land)의 경계가 1952년 이

에 존재했던 주의 경계와 완 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일부 

Gemeinde는 1952년에 소속되어 있던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소속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주설치법은 련 주 간의 

국가조약(Staatsvertrag)을 통해 주민 수에 계없이 주 사이의 경계를 변

경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부여해 놓았다.69)이는 1990년 10월 3일 주 형

성 이후에 1952년 이 에 소속되어 있던 주로 소속되기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고려해주기 한 조치 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문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문제도 두되었다.통일 직  Kreis는 서독에는 237개,동독에는 218개

가 있었으며,Gemeinde는 서독에는 8,505개,동독에는 7563개가 있었다.

이는 동독 인구가 약 1,600만 명이었다는 에 비하면 자치단체가 무 

많고 세분화된 것이었다. 한 동독의 7563개 Gemeinde  47.3%의 기

자치단체가 인구 500명 이하 고,Kreis역시 10만 명 이하가 과반수

다.70)일찍이 서독의 주들은 지자체연합형태(Amtverfassung)를 구사하

68)양 모,앞의 책,79면.

69)통일원,독일통일백서,통일부,1994,53면.

70)통일 직 의 동‧서독 Gemeinde규모에 한 자료는 StatistischesJahrbuch

1989 der DDR, hrsg. von der Staatl. Zentralverwaltung für Statis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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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인구수를 7000명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행정공동체

(Verwaltungsgemeinschaft)를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 다.7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증 시키고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지방

자치단체 규모의 확 가 불가피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

독일 통일의 결정  원인 의 하나가 동독경제의 탄이었던 만큼,

통일 후 동독지역의 주(Land)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한 해결해야할 

요한 문제 다.그러나 통일 이후 동독 기업의 도산,과세체계의 미확

립 등으로 인하여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격히 감소되었

고,이로 인해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 다.따라서 구 동독지역 

경제구조의 환을 하여 여러 형태의 재정지원이 필요했는데,여기에

는 독일통일기 ,EU공동체기  등이 있었다. 한 서독 11개 주 사이에

서 재정상태가 우월한 주가 열악한 주를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

(Länderfinanzausgleich)’에 동독의 5개 주도 가입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자 하 으나 기존에 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던 서독 일부 주의 

반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 다.72)

④ 지방자치단체의 문성 부족

동독 지역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동서독의 

통합을 해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  특히 어려운 것은 지방자치단

체의 문성을 제고하는 문제 다.동독 지역의 공무원 숫자가 무 많

고 정치  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규모 감축이 불가피했는데,이에 

따른 실업문제와 부 응 문제가 있었다.73) 한 1990년 5월 6일 동독에

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비 료출신의 

Berlin(Ost)1989(동독);Statistisches Jahrbuch Deutscher Gemeinden,hrsg.

DeutscherStädtetag,Köln1989(서독)참조.

71)심익섭,“통일독일의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자치의 발 망”,한국지방자치학회

보 제10권 제1호(통권22호),한국지방자치학회,1998,82면.

72)양 모,앞의 책,82면.

73)최기식,앞의 논문,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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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사들이 거 당선됨에 따라 지방행정가에 한 인 교체가 실 되

었지만 행정경험과 문지식이 부족하 고,이들과 기존 료들과의 갈

등도 통합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었다.74)나아가 동독의 민주주

의 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기존에 국가의 리 역에 속하던 사항들이 

지방의 책임 역으로 환되고 인수되면서,이에 따른 지방 공무원의 무

능과 이에 한 주민들의 신뢰부족 등의 문제도 발생하 다.

3.독일 사례의 시사

남한과 북한이 서로 상이한 정치 ‧이데올로기  배경을 바탕으로 지

방자치제도를 발달시켜 온 것처럼,서독과 동독도 상이한 지방자치제도

를 갖추고 있었다.체제 환과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에는 실패한 

통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합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지만,20여년의 세월

이 흐른 지 에는 후유증들이 차로 극복되고 새로운 유럽공동체의 

추로서 발 을 거듭하고 있다.독일에 있어 비록 분단된 상황이 재 남

북한의 상황과 엄 히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동서독의 이념에 의한 분

단이라는 ,두 체제의 자발  합의에 의한 통합이었다는 ,그리고 자

유민주주의 질서를 근간으로 한 통합을 이루었다는  등에서 우리의 상

황과 유사한 구조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미 분단을 극복한 독일의 사

례는 반 으로 우리나라에 귀 한 본보기를 제시하지만,특히 지방자

치제도와 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해 다.

서독이 연방제에 입각하여 11개의 주(Land) 심의 분권화된 연방 국

가를 구성했던 것과는 달리,동독은 사회주의통일당의 도와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에 따라서 15개의 구역(Bezirk)을 편성하고 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 해왔다.그러나 동서독은 자매결연이라

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해 통일 분 기를 조성하 다.물론 그 기

에는 동서독 양측의 실  목표가 깔려 있었다.분단 기 동독은 외

교  고립을 탈피하고 동독에 한 법  정당성을 인정받기 하여 자매

74)양 모,앞의 책,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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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희망하 으며,서독도 1969년 사민

당의 새로운 독일정책 채택 이후 통일 분 기를 조성하고 립을 완화하

기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극 추진하 다.75)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하는 동서독 교류의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했던 동독의 결단과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

의 기반을 조성하는 서독의 인 교류 확  정책은  남북의 상황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통합 이후 동독지역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여건 한 해결해야 

할 요한 문제 다.통일 부터 시작된 동독 지역에 한 서독 연방 

 주 정부의 인  지원은 통일과 함께 본격 으로 실시되었는데,그  

가장 요한 지원단은 ‘연방-주 조직정비처(Bund-LänderClearingsstelle)’

로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표로 구성되어 동독 행정

기구의 정리  재조직 사업을 지원하 다.이외에도 연방과 주 정부는 

동독 신설 주에 한 효율 인 인력수 을 해 ‘합동인력소개소

(Personalbörse)’를 조직하 으며,동서독 주와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

어 효율 이고 체계 인 계를 유지하 다.이러한 인  지원 외에 물

 지원으로서 동독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독일통일기 ,EU공

동체기  등의 지원 기 이 있었다.독일통일기 은 연방과 서독의 주들

이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간 동안 신설 5개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인 재정확충을 해 설치‧운 했던 기 이었다. 한 EU의 지역 

구조조정 로그램을 통한 EU공동체기 의 지원을 받았다.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 부흥을 하여 정책 으로 북한지역에 한 지원

을 하는 과정에서,동독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한 연방  주정부의 인

‧물  지원 체계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에 한 논의도 통일 이후의 지방자치단체 구

역 설정과 한 련이 있다.지방자치의 통이 강한 독일에서는 

75)김경량‧염돈민,“독일통일과 동서독 자치단체간의 역할 력에 한 조사연

구”,강원개발연구원,1999,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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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einde의 구역개편과 련해서 두 가지 입장이 립한다.76)하나는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규모가 큰 단일 기 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다른 하나는 민주성과 주민자치를 우선시하여 특정지역의 고

유한 성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Gemeinde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독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설정에 한 기본 쟁 도 기본 으로 이 

두 개의 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독일의 경우 효율 인 지방자치

단체의 운 을 해 소규모 Kreis와 Gemeinde등을 합병하여 규모를 키

우고 있지만77),독일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규모 격차가 크다는 

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논의과정에 요

한 고민을 제공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통합을 이룬 독일이 앞서 겪었던 문제 들은 우리에게 

요한 참고가 된다.비록 합의에 근거한 흡수통일이었지만 독일의 격

한 통합과정에서 발생했던 앞서 검토했던 여러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

아 잘 참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논의에 있어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완 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독일은 통 인 연방제 국가로서,분단 이 부터 

도시자치에서 유래한 지방자치의 통을 갖는 나라 다.하지만 우리나

라는 통 으로 강력한 앙집권  왕권 국가 으며,연방제의 경험도 

없고 유서 깊은 지방자치의 통도 없다.뿐만 아니라 독일과 우리나라

의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동서독 통합 당시 

인구가 10,000명 이하인 Gemeinde의 비율이 91.5% 던 반면,행정안

부에서 발표한 재 우리나라의 기 자치단체 평균 인구수는 220,000명

을 웃도는 상황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일 일로 비교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게다가 쟁을 겪었던 남북한과는 달리,독일은 통합을 

달성하기 약 20여 년 부터 서로 활발히 교류하 다.그 외에도 경제력 

격차나 외교  계 등을 고려한다면 선뜻 독일의 사례를 그 로 받아들

76)심익섭,앞의 논문,82면.

77)소진 ,앞의 책,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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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어려울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공 인 체제통합을 

이 낸 국가로서 독일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고,그 선례가 제공하

는 시사 은 우리의  상황에서 실성 있게 반 해야 할 것이다.

제 3  기타 분단국가의 사례

1. 국의 사례

가. 국 내지와 홍콩‧마카오‧ 만의 분리  통합과정78)

① 홍콩의 분리  통합과정

홍콩에 한 국의 령은 국과 국의 쟁 결과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인한 것이었다.1840년부터 1842년까지 아편 쟁(阿片戰爭)의 

결과로 인하여 국과 국제국주의는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南京條

約)’을 체결하 다.남경조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인은 국의 토

인 홍콩을 령하 고, 국은 일련의 국내입법을 통하여 1843년 4월 5

일 홍콩이 국의 ‘식민지’임을 선포하 다.1843년 6월 26일 국은 정

식으로 홍콩정부를 성립시켰고,식민통치의 정치  법률제도를 수립함

으로써 홍콩은 정식으로 국의 식민지로 락하 다.

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정부는 홍콩문제에 한 입장을 차 

천명하 다. 국의 홍콩에 한 입장은 “ 국 청나라 정부와 국이 19

세기에 체결한 홍콩의 지 를 결정하는 3개 조약은 불평등조약으로 응당 

번복되어야 한다.홍콩이 국의 식민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정부

가 홍콩지구에 하여 행한 어떠한 입법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세 마

디로 개 할 수 있다.1972년 국과 국 간 국교가 수립된 후 1982년

부터 홍콩반환 상이 시작되었고,1984년 12월 19일  양국 정부는 

78) 국 내지와 홍콩‧마카오‧ 만의 분리 통합과정에 하여는 董立坤(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譯),香港法的理中國 內地와 홍콩의 法律衝突 調整,법무

부,20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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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문제에 한 ｢연합성명｣을 체결하 다.이후 1996년 12월 둥젠화 행

정장 이 선출되고 임시입법회의가 구성되며,이듬해 7월 1일 화인민

공화국에 반환과 함께 홍콩 특별행정구가 수립되었으며,이는 향후 50년

간 유지될 망이다(2047년 6월 30일에 만료).

② 마카오의 분리  통합과정

포르투갈인이 마카오에서 정주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 다.아편

쟁 이후 포르투갈은 끊임없이 청나라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조

씩 마카오를 식민지화하 다.1887년 12월 1일,포르투갈은 청나라 정부

를 강박하여 청나라 정부와 ｢ 포우호통상조약(中葡友好通商條約)｣을 체

결하 는데,이 조약에서는 “ 국은 포르투갈이 마카오  마카오의 부

속지역에서 구히 주둔하면서 이를 리하는 것을 비 하며,포르투갈

이 다른 곳을 다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규정하 다.

1974년 4월 25일,포르투갈 명이 성공하 고,포르투갈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겠다고 선포하 다.  마카오는 식민지가 아니라 국

의 토이고,포르투갈이 리하는 특수한 지구라는 것을 인정하 다.

1979년 2월, 국과 포르투갈이 수교하 을 때,“마카오는 국의 토”

임을 명확히 하고, 국과 포르투갈은 당한 시기에 담 을 통하여 마

카오의 장래문제를 해결한다는 에 하여 양해(諒解)하 다.1985년 

국과 국이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서 홍콩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카

오 문제의 해결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고,마침내 1987년 4월 13일 

북경에서 정식으로 ｢ 포 양국 정부의 마카오문제의 해결에 한 연합성

명｣을 체결하 다.연합성명에서는 “1999년 12월 30일 국은 마카오에 

한 주권행사를 회복하고,마카오는 특별행정구가 되며, 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고 규정하 다.

③ 국과 만의 분리

만문제는 국의 내 이 남겨놓은 문제이다.1949년 국인민 명은 

결정 인 승리를 얻으며 1949년 10월 1일 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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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정권은 패하여 만으로 도주하 다.그러나 미국은 국의 발

을 막기 하여 군사 ‧정치 으로 패하여 만으로 도주한 국민당 정권

을 지지하 다.1960년  말, 국이 강 해짐에 따라 미국은 차 정책

을 조정하기 시작하 고,1971년 10월,제26기 유엔총회는 제2758차 결의

를 통과시켜 유엔에서 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 인 권리를 회복시켰

고, 만 당국의 표를 축출하 다.1979년 1월 1일, 국과 미국은 정

식으로 외교 계를 수립하 고, 미수교연합성명은 “아메리카합 국은 

화인민공화국이 국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을 인정하고,이 범  

내에서 미국 국민은 만인민과 문화,상무  기타 비정부 인 계를 

유지할 것이다.아메리카합 국 정부는 국의 주권,즉 오직 하나의 

국만이 있고, 만은 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성명하 다.

그러나 미국 국회는 국과 수교한 지 3개월이 안 되어 소  ｢ 만 계

법( 臺灣關係法)｣을 통과시켰고,이 법에서는 미국 국내입법의 형식으로 

미수교성명  국제법의 원칙을 반하는 수많은 규정을 하 다.오늘

날까지 미국은 여 히 만 분열세력의 최  후원자이고, 만과 국 

내지의 통일에 있어 가장 큰 장애이기도 하다.

나. 국의 일국양제79)

국정부는 평화 인 방식에 의한 국 내지와 홍콩,마카오  만

의 통일을 추구하 지만 사회주의의 고수만으로는 조속한 통일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식하 고,장기간의 탐색을 거쳐 1980년 에 “일국양제”

방식에 의한 국통일의 실 방안을 제시하 다. 국과 포르투갈은 이

러한 방침을 받아들여 각각 국과 ‘연합성명’을 체결하 다.이리하여 

“일국양제”는 단지 더 이상 이론구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일련의 국내법 

 국제조약을 통하여 법  효력을 가진 실이 되었다.“일국양제”는 

79) 국 일국양제의 含意에 하여는 董立坤(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譯),香港法

的理中國 內地와 홍콩의 法律衝突 調整,법무부,2006;김옥 ,“덩샤오핑(鄧

平)의 ‘일국양제’통일방안 확립과정과 함의”, 국학논총 제32집,한국 국문화학

회,2011;정온일,“일국양제 통일방안의 한국 용에 한 연구”,충남 학교

학 논문(석사),2011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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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론체계이고,특수한 유형의 정치․법률제도이기도 한 것으로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바,구체 으로 “일국양제”의 법률제도는 다

음과 같은 기본 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① 단일 국(單一中國)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국만이 있고,홍콩,마카오  만은 로부

터 국의 토로서 국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은 일국양제의 제

이자 양보할 수 없는 철칙이다.홍콩,마카오는 모두 국,포르투갈에 

의해 불법으로 령된 국의 토이고 만은 국의 내 이 남긴 문제

로,단일 국의 원칙은 이러한 근 사  배경과 국제법  근거를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만의 경우, 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로서

의 지 는 확정 이고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하나의 국가 내에 두 

개의 제도가 공존할 뿐,두 개의 국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일

국 사상은 일국양제에 있어 가장 기 이고 요한 부분이다.

② 양제병존(兩制竝存)

국 내지와 홍콩,마카오  만의 가장 큰 차이는 국 내지는 사

회주의제도를 실시하고,홍콩,마카오  만은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한

다는 것이다. 국이 조속히 평화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제도가 상이하다는 인식하에 일국양제에는 양 지역에서 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그 로 인정하겠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따라서 륙의 사

회주의제도와 홍콩,마카오, 만의 자본주의제도는 장기간 병존하고,공

동으로 발 하며,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서 국이 통일을 실 한 후 홍

콩,마카오  만의 자본주의 사회경제제도는 변하지 않고,생활방식도 

변하지 않으며, 행 법률도 불변하고,외국과의 경제문화 계도 불변하

며,국방과 외교를 앙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지구의 

내부 사무는 각 지구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③ 고도자치(高度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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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일국양제’방안에서 자치권은 구체 으로 특별행정구의 지

를 통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하지만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특별행

정구의 설치와 자치권의 존폐 여부는 앙정부의 할 사항이며,이의 

연장선상에서 자치권은 통제되고 제한 일 수밖에 없으므로 ‘완  자치’

가 아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이에 해 덩샤오핑은 

‘완  자치는 곧 두개의 국을 의미하므로 실 불가능하며,일정한 한

계를 갖는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언 하 으며,‘자치는 마땅히 어

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80)

이에 따라 통일 후 홍콩,마카오  만은 ｢ 국헌법｣제31조의 규정

을 근거로 특별행정구를 설립하며,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

한다.즉 홍콩,마카오  만은 행정 리권,입법권,독립 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하고,당(黨),정치,군사,경제,재정 등의 사무를 자체 으

로 리하며,외국과 상무(商務),문화 등에 한 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일정한 외사권(外事權)을 향유한다.홍콩,마카오 지구에는 앙의 군

가 주둔하나 주둔군은 특별행정구의 어떠한 일에도 간섭하지 않고,해당 

지역의 법률을 수하며,해당 지역은 군비(軍費)를 부담하지 않고,군

는 순수하게 국방사무만을 집행한다. 만지구에서는 자체의 군 를 보

유할 수 있고, 륙은 군 를 견하여 만에 주둔시키지 않으며,모든 

내부 사무는 특별행정구가 리한다.

④ 평화 인 상(平和的인 協商)

국의 ‘일국양제’의 통일방안은 무엇보다도 평화 인 통일방식을 추

구한다는 국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한 것이다. 국은 60년  

이후 무력에 의한 만과의 통합을 지양하고,평화 인 방식에 의한 

진 인 통일에 한 인식이 정착되었으며,특히 70년  후반 덩샤오핑의 

등장과 함께 평화통일에 기반을 둔 ‘일국양제’의 통일방안이 구체화 되

었다.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1982년 홍콩문제에 한 상을 시작

80)鄧 平,建設有中國特色的社 主義,香港:三聯書局,1985,p.15(김옥 ,앞의 논

문,13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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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2년이 지난 후인 1984년 12월 19일  양국 정부는 홍콩문

제에 한 ｢연합성명｣을 체결하 다. 국과 포르투갈 양국 정부는 1986

년 6월 30일 상을 시작하여 1987년 4월 13일 마카오 문제에 한 ｢연

합성명｣을 체결하 다.그리하여 일국양제의 원칙하에 홍콩,마카오와 

국 내지의 통일을 실 하 다. 국 내지와 만지구도 하나의 국이라

는 원칙하에 상을 통하여 양안의 평화 인 통일을 실 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다. 국 사례의 시사

북한이 비록 남한과 다른 사회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만,사회를 

안정 으로 유지하고 지탱할 만한 비교  완 한 정치,경제  법률제

도를 가지고 있다.어떠한 쟁이라도 이러한 질서를 근본 으로 괴하

고,이 지역의 수많은 인민의 이익을 하며 인민의 생명‧재산  손해

와 사회  동란을 래할 수 있다.따라서 분리된 지역의 수많은 이익을 

보호한다는 분명한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평화 인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되어야 한다.일국양제 이념의 근간에는 체제가 서로 다른 두 나

라가 단일국가라는 원칙에 따라 평화  상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평화 인 방식에 의하여 

국가통일을 실 하려는 남북한에 국의 일국양제 이념이 의미부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국양제의 근본 인 목 은 단일국가의 제하에 각 지구가 다른 정

치,경제,법률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즉 단일국가(일국)가 있어야 비

로소 두 종류의 제도(양제)가 있고,일국의 존재를 부정하면 하나의 국가 

내에 두 종류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홍콩,마카오문

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부  포르투갈정부와 국

이 상을 할 때,홍콩,마카오가 국의 일부분이며, 국정부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에 동의하 기 때문이다.특별행정구는 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의 하나로서 연방제 국가의 구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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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고,따라서 어떠한 주권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다.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제도(양제)가 없다면 일국양제 한 존재하지 않는다.일국양

제는 두 가지 정치제도의 평화로운 공존을 조건으로 한다.만약 홍콩,마

카오  만의 반환을 실 한 후 홍콩,마카오  만의 자본주의제도

와 생활방식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면 일국양제도 존재할 수 없다.

한편 특별행정구에 한 헌법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특징 인데,홍

콩‧마카오 등의 특별행정구의 설립은 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수

권으로부터 연유한다.즉 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서는 “국가는 필

요한 때에는 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

는 구체 인 상황에 따라 국인민 표 회에서 법률로 규정한다”고 하

여,특별행정구의 설립과 제도에 한 헌법  근거를 두고 있다.따라서 

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 내지 법률과 특별행정구 법률의 근본규범이

고,특별행정구 내의 법률은 모두 헌법 규정의 범  내에서, 는 헌법의 

수권에 따라 효력을 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일국양제’를 우리나라의 실에 맞게 용해본다

면,남북한의 격한 통일에 따르는 경제  부담,사회혼란,남북한 주민 

간의 이념  립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의 정치  통합

을 유 하고 북한의 체제를 존속시키는 방안이 있다.즉 큰 하나의 통일

한국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남북한 통일의 실  후 남한은 자본주의제도

를 실시하고,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지역은 헌법상 근거를 둔 특별지방행정구로서,다만 고도의 자치권

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남한의 자본주의제

도와 북한의 사회주의제도는 장기간 병존하고,공동으로 발 하며,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을 흡수하지 않는다.다시 말해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

체제는 변하지 않고, 행 법률도 계속해서 효력을 발하며 국방과 외교 

등 국가  사무를 앙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지구의 내

부 사무는 각 지구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국양제의 엄격한 용이 아니라,일정한 변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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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면 특별지방행정구에 일

국양제와 같은 독립  법역에 해당하는 정도의 자치권까지 보장하는 것

은 아니지만,상당한 자치권을 보장하여 해당 지구의 사무를 자율 ‧자

치 으로 처리하게 한다면,남북한 통합 기의 극심한 혼란과 충돌을 

완화할 수 있고 지역 간 편차를 효율 으로 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북한 체 지역이 아니라 일정 범 의 심지역,

컨  평양이나 개성 등에 한해서만 소하게 지방행정구역을 두는 방안

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컨  일국양제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의 통일추진체계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그리고 특별행정구가 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규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일국양제를 시행하

게 될 경우 헌법  근거규범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81) 한 국가권력구조와 련하여 단일국가‧연방국가의 논의나 과도

기간 특별행정구역의 설정 논의와도 연  있기 때문에, 국의 일국양제

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요한 참고가 된다.

2. 멘의 사례

가. 멘의 분단과 통일과정

① 남북 멘의 분단

멘은 역사 으로 동질성을 유지하던 단일국가 으나,아시아와 유럽

을 연결하는 략  요충지에 치한 지역  특성 때문에 강 국의 세력

다툼에 희생양이 되면서 오랜 기간 분단의 경험을 겪어야 했다.1517년 

멘은 서아시아 지역의 강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1839년에는 아덴(Aden)을 심으로 한 남 멘 지역이 국에 령당했

다.이때부터 멘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북 멘과 국의 지배

81)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특별법 제정

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이규창,“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방향과 과제”,

스티스 통권 제122호,2011,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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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남 멘으로 지역 으로 분단되었다.

1918년에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 에 패하자,북 멘의 야흐야 

이맘(YahyaImam)은 사나(Sanaa)를 수도로 하여 회교군주국을 수립하

다.하지만 북 멘의 이맘왕조가 정치 ‧경제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

면서 1962년 은 장교들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 졌고,군사 명정권

은 ‘멘아랍공화국(YemenArabRepublic)’을 수립하 다.

한편 제2차 세계 이 끝나고 아랍민족주의와 식민지 독립운동이 확

산됨에 따라 남 멘에서도 국통치에 한 독립운동이 조직 으로 개

되었다. 1967년 11월에 좌  무장단체인 민족해방 선(National

LiberationFrontofOccupiedSouthYemen,NLF)의 승리로 남 멘이 

멘인민민주공화국(People'sDemocraticRepublicofYemen)으로 독립

하면서,남북 멘이 공존하게 되었다.

분단 후 남 멘은 마르크스- 닌주의를 표방한 좌경노선을 따른 반면,

북 멘은 정통회교국을 표방하면서 기의 친소‧친 공의 좌경 립국가 

정책을 변화시켰다.남북 멘은 반식민지투쟁의 산물로서 독립을 이루었

다는 공통 과 아랍민족주의라는 독립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정치이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긴장 계가 지속되었다.그러나 양국

의 이념  립도 정치‧법률 등 외형구조에만 향을 미쳤을 뿐 사회 ‧

문화  동질성은 별로 변함이 없었다.82)

② 멘의 통일과정

남북 멘은 모두 헌법의 기본이념으로 통일을 채택하 으나,통일에 

한 기본 입장은 매우 달랐다.북 멘은 자기들이 역사  정통성을 가

지며 인구와 경제력에서 우월하므로 남 멘이 편입되기를 바랐다.반면 

이념  우월성을 강조하는 남 멘의 통일에 한 기본  입장은 북 멘

에 한 화통일이었다.83)하지만 양국은 이슬람교의 종교  동질감과 

82)장명 ,앞의 책,98-99면.

83)차 주,“분단국가 통일 사례 연구”,이화여자 학교 학 논문(석사),1998,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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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민족성이라는 강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통합노력을 지속해왔다.

남북 멘 양국은 1972.10.28.아랍연맹의 재에 의하여 맺은 ‘카이로 

정’에서 단일국가를 수립하는데 합의하고,통일의 기본원칙을 정하

다.곧이어 1972.11.28.정상회담 결과 ‘트리폴리성명’에서 국호,국기,

수도,국교,국어,수도 등에 합의한 이래로 헌법 원회를 비롯한 8개의 

공동 원회를 구성하여 통일을 한 정치  의를 시작하 다.1981.

12.30.합동헌법 원회는 9년간 제13차 회담 끝에 통일헌법 안을 완성

하여 양국정상에게 제출하 지만,남 멘에서의 유 쿠데타 발생과 같은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헌법에 따른 즉각 인 통일은 미 졌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남북 멘은 통일 정을 집행‧추진하고 공동 원회를 감독

하는 ‘멘최고평의회(YemeniCouncil)’와 총리와 장   군사령 으로 

구성된 ‘공동각료 원회(JointMinisterialCommittee)’를 구성하고 양 기

구의 회의와 행정을 담당하는 ‘멘최고평의회 사무국(Secretariat)’을 설

치하는 등 통일국가의 기반을 다져나갔다.84)1989.11.30.아덴(Aden)에

서 양국정상이 통일헌법안에 서명하면서 통일은 진 되었고,1990.5.

21.통일헌법안에 한 양국의회의 승인을 거쳐 1990.5.22.통일 의회를 

구성하여 통일을 선포함으로써 마침내 통일국가인 ‘멘공화국(Republic

ofYemen)’이 탄생하게 되었다.

③ 과도기간의 설정

남북 멘은 통일국가 수립 직후 기통일의 충격을 완화하고 완 한 

통일국가 체제 정비를 한 헌법기구 구성을 하여 1990.4.22.‘멘공

화국 선포  과도기조직에 한 합의서(이하 과도기합의서)’를 채택하여 

통일 이후 30개월 간(1990.5.22.~1992.11.22.)과도기간을 설정하 다.

이는 통일국가 수립 직후의 헌법공백상태를 방지하기 하여 의원 총선

거 실시와 통일국가 장래를 한 비 작업을 수행하기까지 충분한 기간

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나온 결과 다.

84)차 주,앞의 논문,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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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합의서 제3조에 따라 통일국가 수립 후 2년 6개월 간 과도기가 

설정되었으며,그 기간은 의회와 정부의 구성  기능에 한 차와 내

용을 정함으로써 통일국가의 기 를 다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한 

과도기합의서 제9조에서는 ‘이 합의서는 체 과도기에 통일국가의 련 

업무를 규정하기 한 것이며, 멘공화국 헌법은 이 합의서에 배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헌법안에 한 동의 이후 과도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여 멘공화국 헌법(통일헌법)과 과도기합의

서의 계를 명확히 하 다.통일헌법은 1989년 11월 30일 통일헌법안에 

양국 정상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고,1990년 5월 22일 멘의 통일과 

동시에 발효되었다.하지만 통일헌법이 공식 으로 확정된 것은 1991년 

5월 15~16일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으며,따라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되기 까지 과도기합의서에 헌법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기 에 정

당성을 부여하고 헌법  공백을 방지하 던 것이다.

과도기간 국가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특징 인 것은 남 멘과 

북 멘 간 일 일 등의 원칙이 용되었다는 이다.1989년 기 의 

인구는 남 멘이 약 250만 명이고,북 멘은 약 950만 명이어서 북 멘

이 남 멘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85)그러나 과도기 조직은 양국 간 정 

안배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다.‘통령평의회(PresidentialCouncil)’의장

에는 북 멘의 통령이,부통령에는 남 멘의 사회당서기장이 취임했고,

내각 각료는 북 멘에 19명,남 멘에 15명 각각 배정되었으며,여타 정

부고 직도 남과 북이 체로 등하게 안배되었다.의회(House of

Representatives)의 구성은 체 의석 301석 에서 북 멘에 159석,남

멘에 111석,그리고 통부족집단들에 31석이 배정되었다.그리고 의회

의장은 남 멘에게 배정되었다.한편 국방에 있어서는 양 군 의 지도부

가 하나의 국방부서로 통합되었으나,남북 멘의 군부 가 각각 자기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다.86)

85)장명 ,앞의 책,110면.

86)김용욱,“ 멘과 독일의 통일사례 비교와 시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1

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2006,283면.



-79-

④ 무력에 의한 통일

멘의 통일정부는 30개월의 과도기간이 종료되기 이  총선을 실시하

기로 합의하 으나,통합과정에서 열세를 인식한 남 멘의 멘사회당이 

총선 연기를 요구하면서 1993년 4월 27일에 총선이 실시되었다.다소 늦

게 실시된 총선 결과 북 멘의 국민회의가 121석,북 멘의 이슬람개

당이 62석,남 멘의 멘사회당이 56석,군소정당이 12석,무소속 후보

가 47석을 차지하게 되어87), 멘사회당은 총 의석의 1/5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남 멘 정치인들은 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한 국민

회의당이 통령평의회를 폐지하고 통령 심제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멘사회당과의 갈등이 심화되자,남 멘 출신의 알비드 부

통령은 1993년 8월 아덴으로 돌아가 일체의 공무를 거부하면서 재분단의 

기가 고조되어갔다.

1993년 11월 12일 남북 멘 군부는 남북정치인들 간의 립에 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 지만,이미 상호불신이 심화되어 실질 으로 각각 

방 체제를 강화하고 경계태세에 돌입하 다.남북 멘의 불화가 장기화

되자 주변 아랍 국가들의 재로 살  통령과 알비드 부통령은 1994년 

2월 20일 쿠웨이트에서 화해 정에 서명함으로써 재분단의 기가 일단

락된 것으로 보 다.그러나 결국 1994년 4월 2일~28일 합동군사기지에

서 남북 멘의 군 가 충돌하여 약 8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내 이 본격화되었고,1994년 7월 7일 군사력이 우세한 북 멘군의 아덴 

함락과 남 멘 지도층의 해외도피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나. 멘 사례의 시사

남 멘과 북 멘은 체제간의 형식  통일을 이루었을지라도 내부 으

로는 완 한 의미의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고,결국 정치  지분과 권력

배분을 놓고 면 을 벌이게 되었다.그리고 이 내 에서 북 멘이 남

87)김 주,“ 멘 통일방식의 남북한 통일에 용 가능성 연구”,명지 학교 학 논

문(석사),1997,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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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을 우월한 군사력으로 령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하 다.분단국가

던 멘의 통합 사례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남북 멘의 등한 합의통합 방식은 귀 한 역사의 경험이다.결국 

멘이 합의통합에 실패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우선 과도

기간이 종료한 후 총선을 실시하면서 4:1인구비율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

하고 통합 당시에 인 으로 구성되었던 등한 권력분 구도가 깨어진 

이 지 된다. 한 군 를 해체하거나 통합하지 않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공존시켜 둔 것은 실질 으로 내 이 발발하게 된 도화선이 되었

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문화  근이나 민간수 의 오랜 교류와 같

은 다차원 인 력 없이,권력 엘리트 간에 편의와 야합에 의한 정치  

통합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통일 멘의 사회통합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

었다.88)합의에 의한 진  통일방식은 독일과 같은 흡수형 통합이나 

베트남과 같은 무력형 통합보다 이론상 바람직하고 합리 인 것으로 평

가된다.89)하지만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일방식을 채

택하기에 앞서 와 같은 한계에 한 진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것

이다.

남북 멘이 통일국가 수립 직후 통일 기의 혼란을 막고,완 한 국

가체제 정비를 하여 30개월의 과도기를 설정했던 경험도 요한 참고

가 된다.남북 멘이 통일헌법안을 채택한 것과 별도로 과도기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90)먼  신속한 통일국가 수

립을 해서 긴요하지 않은 차와 부수 인 조치들은 과도기간의 설정

으로 가  피할 수 있었다.그리고 통일국가 수립과 동시에 기존 남북

멘의 헌법은 폐지되는데,이때부터 통일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될 때

까지의 기간에 하여 과도기합의서로써 헌법  규율을 하기 한 것이

88)김용욱,앞의 논문,287면.

89)문정인,“한반도 통일시나리오와 헌법 구상의 개연성”,한반도 통일핸드북,한국

경제연구원,2003,104-105면.

90)장명 ,앞의 책,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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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 이를 통해 과도기통치기구에 헌법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과

도기조직의 구성과 권한에 헌법  공백을 막기 한 것이었다.과도기간 

설정에 한 멘의 사례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북한지역을 과도 으로 리하는 과정에

서 참고할만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통일 이  북 멘이었던 멘아랍공화국(YemenArabRepublic)

헌법 제109조에서는 “공화국 역은 행정단 로 구분하며,행정단 의 

수,분할  경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남 멘이었던 멘인

민민주공화국(People'sDemocraticRepublicofYemen)헌법 제114조에

서는 “지방행정을 집행‧통제하는 국가의 지방기구인 지방인민회의의 설

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다.나아가 통일헌법인 멘공화국 헌법 

제117조에서도 “행정단 의 수와 구획  경계선,행정단 의 장  각 

부서의 장의 권한과 임무는 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기본 으로 

지방기 의 설치에 한 사항을 법률에 포 으로 임하고 있다.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일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제도  보장으로서 지방자치가 자치단체보장,자

치사무보장,자치기능보장의 세 가지를 본질  내용으로 한다는 을 고

려하면91), 멘에서는 지방자치에 한 기 인 수 의 제도보장도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1)허 ,앞의 책,795면;憲裁 1994.12.29.94헌마20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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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통일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모델

제 1  지방자치제도에 한 남북한 통합원리

1.남북한 통합 과정

한반도 통일은 기나긴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 던 남북한의 이질  요

소를 해소하고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을 정리하여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질 상을 해소하기 한 통합의 작업을 요하게 된다.이러한 통

합의 과정은 제도 인 통합과 비제도 인 통합의 두 측면을 가지게 될 

것인바,제도  통합은 각종 제도와 법률의 단일화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비제도  통합은 민족정서의 회복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한 다양하고 비공식  방식으로 개될 것이다.하지만 사회 ‧비제도  

통합은 본질 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순서상 제도

 통합이 선결 으로 이루어져야만 이를 바탕으로 비제도  통합도 원

활하게 진행될 것이다.92)따라서 통일 상황에서는 새로운 통일  정치체

제에 따라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한 제도  장치를 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제 통합에 한 비 작업이 필요

한 것이다.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하는 것은 통일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통일의 방식,통일의 주체,통일의 시  등과 히 련될 수 있

다.분단국가의 선례를 살펴보면 체제 환의 과정은 진 으로 개될 

수도 있고 진 으로 개될 수도 있으며,국가별 정책과 상황에 따라

서 세부 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률 으로 유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개될 가능성

마  없지는 않다. 한 남북통합의 과정은 필연 으로 북한의 체제 환

을 수반하게 될 것인바,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떠한 경로를 걸어갈 것인

92)유욱,“남북한 사회통합을 한 법 과제”,2ndAFOLIA 남북법제분과,2012,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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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하기는 쉽지 않다.특히나 한반도 통일은 비단 남한과 북한 간의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인 성격을 지닌 문제이다.미국‧ 국‧일

본‧러시아 등 주변 강 국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지정학  역학 계를 쉽사리 규명하기는 어려우며 이들이 향후 남북통합

의 시기와 양상에 지 않은 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하기는 어렵지 

않다.남북통합의 실은 우리의 상을 뛰어 넘어 개될 가능성이 있

고,그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통합의 양상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한 연구는 남북한 통합과정의 제

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바,모든 모델을 이론 으로 검

토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실 이고 타당성 있어 보이는 모델에 집 하

는 것이 향후 개될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실질 으로 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남북한 통합 모델의 기

남북한 통합의 시나리오 설정을 함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유형

과 기 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류한다.93)통일의 방식을 기

으로 흡수통합형과 합의통합형으로 나 는가 하면,통일의 시기를 기

으로 진  통합과 진  통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무엇을 기 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분류가 가능하겠지만,어느 분류방식을 

취하든 그러한 분류방식은 체로 기존 분단국가의 례를 포섭하고 있

으며 향후 남북한 통합의 형태 한 이러한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을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 착안하여 통합과정을 유

형화하기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체제 환국의 선례를 남북한 통합 모델의 

기 로 설정하고자 한다.

먼  무력에 의한 통합으로 표 인 베트남의 경우, 무나 많은 희

93) 를 들어,① 남한 주도에 의한 조기통일,② 남한 주도에 의한 진 ⋅단계

통일,③ 등한 입장에서의 합의에 의한 조기통일,④ 등한 입장에서의 합의에

의한 진 ⋅단계 통일의 4가지로 구분하는 견해(이규창,앞의 논문,63-64

면.),① 흡수형 통일,② 무력형 통일,③ 신탁형 통일,④ 합의형 통일의 4가지

로 구분하는 견해(문정인,앞의 논문,79-83면.)등.



-84-

생과 험이 도사리고 있어 한 방법이 아니라고 단된다.특히 

국제법상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의거해 자 를 제외한 무력의 

(threatofforce)이나 무력의 행사(useofforce)가 지되고,1970년의 우

호 계에 한 국제법 원칙들에 한 선언(DeclarationonPrinciplesof

InternationalLaw ConcerningFriendlyRelations)에서도 국가들이 국경 

변경,분쟁해결 혹은 보복을 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약들도 국가의 무력사용에 한 규범  지를 인

정하고 있어94),이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없다.

멘의 등한 합의통합 방식의 경우,남 멘과 북 멘의 통일방식에 

한 기본입장은 달랐지만 결국 상호 합의 을 도출해냈다는 에서 

정 인 측면이 있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도자들의 개인  욕구가 크

게 작용했고,일 일 등의 원칙에 따라 형식 으로 통합된 국가조직의 

완 한 통합을 해서 결국 내 을 거쳐야했다는 에서 남북한 통일의 

합한 모델로 삼기에는 부 한 측면이 있다.

국 내지와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 사례는 하나의 단일한 국가에서 

양(兩)제도를 병존시킨다는 에서 남북한 통합의 과정에 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나,일시 이고 잠정 인 것이 아닌 궁극 으로 완 한 

체제통합을 지향하는 남북한 통합모델의 기 가 될 수는 없다.

한편 독일의 통일은 기에는 실패한 통일이라고 표 될 정도로 후유

증이 심각하 으나, 재에는 부분이 극복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유럽

세력의 추로서 발 을 거듭하고 있다.비록 독일의 분단 상황이 남북

한의 상황과 엄 히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통일이 이루어진 원인과 과

정,추진 방법,분단의 형태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구조 인 특성이 우리

의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 한 본보기를 제시한다.특히 

지방자치와 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지속 으로 발 시켜오면서, 앙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94)DavidArmstrond,TheoFarrell(조한승 譯),국제법과 국제 계(매 통일연구소

번역총서2),매 ,2010,170-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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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으로 인정하고 배려하 다는 이 주목된다.95)이러한 특성에 주

목하여 이하에서는 동서독의 합의에 의하여 서독 주도로 이루어진 독일

의 통합과정을 남북한 통일과정의 기본 인 모델로 설정하고자 한다.

나.과도기 단계의 설정

독일식 흡수통합을 남북한 통합과정의 기본 인 모델로 설정하더라도,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즉 남북한 통합에 있어서 독일식 흡수통일이 실 이며 남한

의 지방자치제도를 일방 으로 확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와 련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가하면,독일의 경험에

서 보듯이 진  통합은 남북한 모두에 재앙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으므로 과도기  단계를 설정하여 진 ‧단계 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통

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독일의 에서 보면,통일 기에 동독 주민에 한 임 상승  사회

보장 제공 등을 하게 됨에 따라서 동독 지역의 장 을 상실하고 경쟁력

을 잃게 되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실업률이 증하여 10여년 넘게 어려

움을 겪었으며 이와 더불어 서독 지역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

다.96) 남북한이 진 으로 통일을 이룰 경우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

할 개연성이 있으며,나아가 북한거주민이 규모로 이주하여 남한 도

시에 빈민가를 형성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래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독일과는 달리, 멘의 경우에는 통일국가 수립 직후 기통일의 충격

을 완화하고 완 한 통일국가 체제정비를 해 통일 이후 30개월 간 과

도기간을 설정하 다.하지만 결과 으로 과도기간에 상호 간 체제충돌

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고 결국 내 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과도

기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형식 인 일 일 통합방식의 한계인 것으로 

95)최기식,앞의 논문,76면.

96)유욱,앞의 논문,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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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과도기간이 종료하고 남 멘의 멘사회당이 기존 111석에서 56

석으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남 멘 정치인들은 기를 느끼고 

결국 남 멘 출신의 알비드 부통령이 아덴으로 돌아가면서 재분단의 

기를 래하 기 때문이다.따라서 남북한의 통일모델에서 과도기간을 

설정하게 된다면 과도기간에 확실한 체제불법청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지방자치의 에서 볼 때 과도기간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지

는바,남한은 그간 축 된 민주  지방선거의 경험과 함께 우리 체제의 

민주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

지만,북한의 경우 주민의 민주  역량이 미흡하고 지방조직체제가 단체

자치와 주민자치의 어느 측면에서도 소원하기 때문에 통일 후 지방자치

제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97)이러한 을 고려할 때 남북한 통합과

정은 장기간에 걸친 분단 상황의 결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의 

과도  기간을 설정하고 이 과도기간 동안 양측 제도의 부분  조정을 

통해 완 한 통합 시에 발생할 부작용을 사 에 완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과도기 북한지역의 리방안

통일국가의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함에 있어서 남한지역은 행의 헌법 

체제에 따라서 운 되므로 그 직 인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북한지역

은 새로운 헌법체제에 따라서 국가작용이 결정되고 운 되므로 법률 용

과 운용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과도기에 

북한 지역에 한해서만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일시 ‧잠정 으로 유 하

는 것도 하나의 헌법정책  단으로서 유효할 수 있으며,특히 북한지

역을 자유민주  기본질서 안으로 원활하게 편입시키기 해서는 일정기

간 동안 북한지역에 해서는 특별한 행정기구와 감독기 을 설치하는 

것에 하여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97) 신욱,“통일한국과 지방자치”,서경 학교 논문집 제20집,서경 학교,199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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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통일이라는 국가  환기에 담기구를 조직하고 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행정을 다른 방법보다도 효율 으로 운 하고 

비교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내재  역량,즉 지방자치단체의 충실한 재정‧

지방행정을 담당할 인력‧주민의 참여의사 등을 갖춘 후에 지방자치제도

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하지만 북한지역 주민의 심

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통일은 분단된 민족의 내  

통합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 나기 때문에 정서 으로 용납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심한 경제  어려움과 사회  갈등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등 국민’심리를 야기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의 반발은 

사회  혼란을 래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성공 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북한 주민의 지방자치에 

한 확고한 의지와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따라서 시행에 앞서 북

한 주민의 지방자치에 한 인식에 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북한

주민의 지방자치에 한 념은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의 에서 

살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제도주의란 국가의 구축이나 사회 상 등의 

설명에서 ‘제도’를 시하는 근방법을 의미한다.98)특히 공식 ․법  

측면의 기술을 강조하는 구제도주의와 달리,신제도주의는 비공식  측

면과 환경  측면의 교호작용에까지 연구범 를 확 한다.즉 신제도주

의에 의하면 제도의 정태  측면(법)의 변화가 바로 개인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 이고 동태  측면(환경이나 비공식  규

칙, 행 등) 한 하나의 제도로 보고 개인에게 끊임없이 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도의 정태 인 실시가 곧바로 북한

주민의 태도변화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하기 어렵다.이러한 제도

와 실의 괴리 상을 이기 해서는 일시 ․잠정 으로 북한지역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을 유보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하지만 이는 앞서 

98)김항규,행정철학, 문화사,2009,169-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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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한 바와 같이 남한 주민에 한 북한 주민의 괴리감을 조성하고 불

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단 을 이는 방법을 택해

야 할 것이다.이러한 충 인 방법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유

하되 단계 으로 고유사무를 지방에 이 하는 방법, 앙정부에 가칭 

‘북한지원청’등 북한지역 지원을 한 특별 부서를 두어 지방자치제도

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 하는 방법,지방자치기구를 기

립형으로 구성할 경우 지방의회의 구성은 북한 주민의 직선으로 하

되 지방자치단체장은 앙에서 임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논의는 자유민주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일한국을 지향하므로,조기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이루고 

주민 통합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 해서 일시 으로 지방

자치제도의 시행을 유 하는 것은 합리 인 헌법정책  결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이와 같은 방안은 자치단체보장이라는 지방자치제도보장의 본질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헌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다만 정치 ‧사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느 때가 지방자치의 

면  실시의 기라고 단할 수 있는지는 다소 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  근거를 두는 차원에서 탄력성 있는 방향으로 헌법에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즉,통일헌법 부칙에서 북한지역에 한한 지방자치

의 일시  유 에 한 근거조항을 두고, 어도 어느 시기까지는 지방

자치가 면  시행되어야 한다는 최종 인 한계와 함께 구체 인 사항

은 법률에 임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당하다.

2.남북한 지방자치제도 통합의 기본원칙

통일의 과정은 국내외의 정치  역학 계와 한반도의 통일기류에 따라 

우리가 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식 흡수통합을 기 로 과도기간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통합의 과정을 구상하며 이에 따른 북한지역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한 

모습을 구상해보았지만,어느 시나리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당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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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으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수되어야 할 기본원칙들이 있다.

가.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합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통합은 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근본이념과 기

본질서에 어 나도록 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민국 헌법 문에

서는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

주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천명하고 있으며,제4조에서

는 “ 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평화  통일의 원칙과 자

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합을 천명하고 있다.즉 한민국 헌법에

서 천명하는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이념은 남북한 지방자치제도 통합과

정을 지배하는 헌법  당 규정으로서 법원리이자 실천규범이 되는 것이

다.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헌법상 지방조직체계에 

한 기본이념인 당의 유일  도나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과 같은 

이념은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통합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한 이

러한 내용과 립되거나 합치될 수 없는 권한이 남북한 지방자치를 규율

하는 기 에 부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러한 에서,다시 말해 자유

민주  기본질서가 남북한 지방자치제도 통합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는 에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남한의 체제를 기본으로 구축되어

야 할 것이며 북한 주도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통합은 우리의 헌법정신

과 배치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에 해서 과연 남한의 지방행정체제를 그 로 북한에 이식했을 경

우 제 로 작동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독일은 통일과 함

께 동독지역의 앙집권체제를 서독과 동일한 지방자치체제로 변환하

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안정 인 지방행정체제의 통합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이는 독일의 통일 과정이 비록 ‘흡수통일’이긴 하

지만,서독이 강제로 동독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자발 으로 서

독에로의 흡수를 원했던 합의 통일을 의미한다.독일 통일을 흡수통일이

라 하는 이유는 동독 체제가 동독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명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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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붕괴된 상황에서 동독 인민회의가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방

식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는 동독의 분단  5개 주 의회가 서독으로 

편입될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간단히 통일이 되는 방식이다.기본법 제

23조를 선택했다는 뜻은 동독이 기존의 국가이념과 체제를 완 히 포기

하고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기

본법 제146조’에 따라 동독의 입장을 반 시킬 수도 있었던 통일헌법 제

정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었다.

‘흡수통일’은 한쪽의 의사를 다른 쪽에 강요하거나 약자의 희생을 

제로 한다는 에서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통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러나 양측이 등한 계일 경우 갈등과 이해 계의 조정이 어

려워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등한 

계에서 통일에 합의한 멘의 경우 통일 후 내 을 겪고 나서야 완

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역사상 등한 치에 있는 분단 양측이 평

화통일을 이룬 사례는 없으며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통일이 용이하다는 

을 감안할 때 ‘흡수통일’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지 않다.

다만 지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지방행정이 결코 정답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남한 내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속 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상,운 상의 문제와 그에 한 안이 제기

된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통일을 통해 남한 지방지방자체가 떠안고 

있는 문제를 그 로 북한에 이시키지 않기 해서는 보다 이상 인 차

원에서 남한의 지방자치‧지방행정체제를 다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99)나아가 북한지역 주민의 자유의사를 최 한 존 하되,기본

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실 되는 속에서 지방자치가 존 되어야 할 것이

다.100)

나. 진 ‧단계 이고 신속한 통합

99)김병섭‧임도빈,앞의 책,240면.

100)최은석,앞의 논문,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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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멘의 사례는 립된 체제 간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통일 

방식에 무 하게 통일 후유증이 상당기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

다는 것을 보여 다.독일의 경우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직

후 동독 지역의 경제  침체와 사회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 으며,

멘은 무력통일로 인하여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어야 했

다.반세기 이상 걸친 분단과정에서 교류‧ 력이 거의 없었던 남북한의 

경우,이질화의 심화는 물론 경제  격차 한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통

일 후유증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통일 과정이 진 이냐 진 이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조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진 으로 통일되는 경우,일단은 북한의 지방조직

체계를 포기하고 재의 남한 지방자치제도가 북한에 확  용될 가능

성이 크다.이 게 된다면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북한은 지방자치조직에 한 효과  실시방안

을 재고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특히 독일의 경우에서 드러나듯,동독이 

격히 서독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동독지역에 서독의 지방자치제를 면

으로 실시하자,결과 으로 수십 년 간  다른 체제에서 살고 있었

던 지역과 주민들은 혼란과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그래도 독일의 경우 

구동독이 지방자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에 한 본질

인 이질감은 덜했지만,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후 남한 지방자치제도의 

즉각 인 확 용은 북한 주민들의 큰 부 응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실 으로 상되는 통일과정과 무 하게 단계 이고 

진 인 통일을 상정한 상태에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할 것

이다.101)

한편 이러한 지방자치‧지방행정체제의 통합은 통일 직후 신속하게 처

리되어야 할 것이다.통일 이후 지방자치‧지방행정체제의 통합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다면,일정 시간이 흐른 이후 발생되는 각종 정치 ‧경제

 이해 계의 립 등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통합이 어려울 수 있

101)최기식,앞의 논문,91면.



-92-

다. 한 지방행정체제를 신속하게 통합해야 통일 이후 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효과  리와 필수 인 행정의 한 

제공이 가능하다.102)

다.법‧제도를 월한 완 한 통합

남북한의 지방자치제도 통합이란 단순하게 남북한의 지방조직 통합만

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남북한 공직자  주민 사이의 이질감과 편견,

그리고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서로 다른 국가이

념과 체제,그리고 사회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수십 년 간 살아오면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 간에는 극명하게 비되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

을 것이다.이러한 이질감은 통일과정에서도 남북한 주민의 갈등과 차별

이 심각한 문제로 두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한반도 통일시 북한 주민

들은 발언권과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이른바 ‘이등국민’으로 락할 가

능성이 없지 않다.특히 통일 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견‧ 출된 공무원

이 행정 청의 고 직  요직을 독차지하게 된다면,북한출신 공직자

의 내재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남한출신 공직자를 통

해 실시되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북한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무시한 채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만을 강조하고 시행한다면,이는 결국 제도와 

실의 괴리로 인한 아노미 상을 래할 것이다.결국 북한 주민의 의사

를 무시하고 결여한 채 일방 으로 수행되는 남북한 지방자치제도 통합

과정은 북한 주민의 상  박탈감을 래하며  하나의 분단으로 이어

질 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103) 멘의 례가 환기시키는 바와 같이,

완 한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양 제도의 형식 인 통합은 결국 내

이라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조직의 통

합은 단순한 법과 제도의 통합에 그칠 것이 아니라,그 과정에서 북한주

민의 참여와 의사를 극 으로 보장하고 반 하여야 하고,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식 ‧외형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갈등과 편견

102)김병섭‧임도빈,앞의 책,242면.

103)양 모,앞의 책,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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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는 내  통일,즉 완 한 통합이 실 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제 2  통일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지방자치에 한 통일헌법의 이념

가.기존의 제도  보장이론의 탈피

통일한국의 헌법은 지방분권개 의 방향과 기본 틀을 규정하는 근본  

지방분권의 과제이다.지방자치에 한 헌법상의 보장을 부분의 학자

들은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으로 보고 있다.104)제도  보장은 객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

제정권자가 특히 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헌법 으로도 보장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

발 과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것이다.그러나 법률에 

의한 본질  침해를 방지하기 한 목 으로 ‘최소한의 보장’을 내용으

로 하는 통  제도보장은 입법자에 의한 형성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정도가 실정법의 구체 인 규정에 따라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105)헌법재 소도 “제도  보장은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  내용과 형태

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용

될 뿐이다.”라고 시하고 있다.106)하지만 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

는 단순히 행정제도의 차원이 아니라,국가의 기본원리이자 분권  국가

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107)제도  보장이 과연 지방자치의 면 인 폐

104)김철수,앞의 책,1142-1143면;허 ,앞의 책,795면;성낙인,앞의 책,1181면

등.한편 수백 년의 앙집권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래

의 제도보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로 정종섭,헌법학원론,박 사,

2012,848면.

105)김배원,“헌법 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한국

비교공법학회,2008,220면.

106)憲裁 1997.4.24.95헌바48

107)조성규,앞의 논문,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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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을 지하는 정도의 효과밖에는 나타내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하여는 의문이 있다.따라서 지방자치의 제도보장에 한 

통 인 해석에는 어느 정도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합리 인 제도화와 운용을 해서는 지방자치를 우선 기본

권실 과 연 시켜서 이해해야 함은 물론,지방자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  권력통제의 효과를 정확히 악하고 지방자치를 보충의 원리의 

측면에서 근해야 한다.108)우선 기본권과 련하여 지방자치는 자유권

과 무 한 제도  보장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본권 실 과 불가분의 

계에 있는 헌법상의 객  가치질서에 속한다. 를 들어 헌법상의 

거주‧이 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기동성과 활동성 그리고 거주지선택

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는 이와 같은 기본권의 실 과도 

계가 있는 것이다.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비슷한 생활환경과 

정치참여의 기회,그리고 행정 부를 할 수 있을 때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 의 자유’와 평등권은 비로소 그 규범 인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다.

지방자치가 기능  권력통제를 실 하기 한 하나의 제도  장치라는 

도 잊어서는 안 된다.조직 ‧구조  권력분립이 사회구조의 변화  

정당국가화 등으로 사회에서는 그 본래 권력통제기능을 제 로 수행

할 수 없는데,통치권행사를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이고 기

능 인 장치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요성이 더욱 부각된다.정책결정권을 

앙과 지방에 분산시킴으로써 정책기능의 분권  다핵화를 실 하고 그

를 통해 앙과 지방의 상호 권력통제를 가능  하는 것이 오늘날 자유

민주국가의 통치구조에서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다.지방자치제

도가 단순히 명목상의 제도에 그치지 아니하고,권력통제의 기능을 충분

히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운 되어야 하는 도 바로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하여 헌법상의 일반원칙인 ‘보층의 원리’

108)허 ,앞의 책,793-7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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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aritätsprinzip)109)를 실 하기 한 요한 헌법  제도라는 도 

강조되어야 한다.즉,사회의 기능은 각 사회구성원의 기능에 비하면 보

충 인 것처럼,국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비하면 보충 이

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조하는데 그

쳐야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자신의 기능으로 치환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보충의 원리에서 나오는 지방자치의 당 성에 한 

논리이다.따라서 아무리 통일 인 정책수행의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지방분권식 지방자치제도 신에 앙집권  행정체제를 운용하는 데에

는 헌법상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나.수직  권력분립원리의 구

국가의 통치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 고,상이한 국가기 에 권

능을 분배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최 한 보장하려는 Montesquieu의 고  권력분립이론은 사회

에서 속한 변화와 기에 처하기 한 기정부화,행정권의 비 화

로 인한 행정국가화,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한 정당국가화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권력분립제는 국

가기능의 합리  분할이라는 제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권력의 집 과 

통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된 사회에서 권력분립의 장치를 합리

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두되었다.다시 말해,국가 권력을 선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분리‧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

는 소극 인 고  권력분립이론으로는 국가권력의 한 분배에 따른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웠기에 사회구조에 합당한 기능  권력분립이

론이 두되었으며,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창설되는 

것으로 이해하고,그 권력행사의 차  정당성을 보장하기 한 극  

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110)특히 Loewenstein

은 국가의 기능을 정책결정(Policy determination), 정책집행(Policy

109)Darübervgl.J.Isensee,SubsidiaritätsprinzipundVerfassungsrecht,1968.(허

,앞의 책,794면에서 재인용)

110)허 ,앞의 책,668-6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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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정책통제(Policycontrol)의 세 가지 기능으로 나 고111),이 

세 가지 국가기능이 여러 권력주체에 의해서 기능 ‧합동 으로 행해지

는 경우에 수평  통제  수직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이러

한 수직  권력통제의 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환언하면,  권력분립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는 기계 이고 

획일 인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국가와 기능 인 력 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기능을 히 통제하는 동과 통제의 제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통일헌법의 방향은 단순히 기구나 권한

의 분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권력의 수직 이고 기능 인 분립을 지

향해야 한다.특히 지방자치제도에 한 헌법규정상의 양  확 에 그칠 

것이 아니라,국가통치구조 반에 한 재구성을 통해 지방자치의 상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해서는 헌법상 권력분립 이념의 기능

과 가치를 바탕으로,지방자치의 역에서 권력분립 이념을 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구 되어야 한다.즉,  사회의 속한 

변화와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하여 래 인 권력분립 이념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지방자치제도는 앙정부에 

한 수직 인 권력분립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계

는 력 이고 등한 계로 정립된다.만일 지방자치가 단순한 행정작

용의 한 형태로서 인식된다면,굳이 헌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 앙정부)로부터의 

은혜 인 배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갖는 것이며,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각각 고유한 민주 인 정당성을 가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는 수직  권력분립원리를 실 하는 고유한 행정주체로서 고양되는 것이

다.물론 실 으로 앙정부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견제기능은 상당

111)KarlLoewenstein,“PoliticalSystems,Ideologies,and Institutions :The

Problem ofTheirCirculation”,TheWesternPoliticalQuarterly Vol.6No.4,

1953,pp.68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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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미약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한 앙정

부의 감독권에는 그 성격상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앙정부에 한 견제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112)

따라서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의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

기능을 분권 으로 다핵화시키고 이를 통해 상호 간에 수직 ‧기능  권

력통제를 이루는 것은 통일한국의 상황에서도 여 히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민주주의에 기 한 주민자치 이념의 강화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요소와 단체자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설명되는데,지방자치의 개념을 악하기 해서는 먼  자치

의 주체부터 논의되어야 한다.즉 자치의 주체와 련해서,법 인 국가

조직 단 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악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심으로 악할 것인지 문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113)만약 단체자치의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자치의 주체로 이해

한다면 자칫 ‘지방행정 청의 자치’,‘행정공무원의 자치’로 될 우려가 있

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은 더 이상 자치의 주체가 아

니라 자치의 객체로 되고 만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지배,즉 가능한 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권력의 지배를 받는 상 방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사상이며,지방

자치는 이러한 자기결정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지역 인 차원에서 실

하는 것을 의미한다.즉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헌법재 소도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  범  내에서 실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14)따라

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지역 으로 실 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자

기소외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주체로 등장하기 한 제

112)김수연,앞의 논문,319면.

113)이기우‧하승수,앞의 책,20면.

114)憲裁 1999.11.25.99헌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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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115)

이러한 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 자신들에게 련된 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정치조직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지방자치의 실체는 주민들의 자기 결정의 보

장,즉 주민자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하지만 남한의 경우,단체자치에 

가까운 지방자치제도를 운 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한 앙정

부의 여와 통제는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 으로 주민의 

참여와 통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 보장의 측면은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지 된다.북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에 한 이념  기반이 미

약한 것과 별개로,국가 혹은 조선로동당과 지방주권기 의 계에 비해

서 지방주권기 과 주민의 계  측면은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운 되기 해

서는 재보다 더욱 주민자치의 측면을 강화하고,민주주의 이념을 기

로 주민자치를 실 하는 데 을 두어야 한다.이에 따라 주민의 자치

의식을 고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지방자치제도의 존립 근거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찾기 한 주민

의 참여에 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질  효력을 담보하기 한 

방안을 극 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2.지방자치에 한 통일헌법의 주요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지방자치의 제도보장은 통  입장을 탈피하

여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기본권실 기능’과 ‘권력통제기능’등을 바탕으

로 ‘보충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련

하여 남북한 행 헌법을 살펴보면,남한의 경우 헌법에서 문과 부칙

을 제외한 130개 조항  지방자치와 직  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

118조 단 두 조항뿐이다.헌법의 두 조항이 지방자치의 구체 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방자치에 한 구체 인 내용의 형성을 법률로 정하도

115)이기우‧하승수,앞의 책,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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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임 는 유보하고 있어,‘자치사무의 존재’,‘주민의사에 기한 자치

기구의 구성’,‘자기 책임성’,‘독립성’등의 실질  지방자치의 요소를 헌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한편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헌법 제137조에서 제152조까지 지방주권기 에 하여 상당히 

세분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지방주권기 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

구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에 따라서 운용되기 때문

에,헌법상 지방자치에 한 근본결단은 사실상 무한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헌법에서는 보다 구체 으로 지방자치에 한 결단

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개별 법령에서는 지방자치의 내용에 하여 

본원 인 결단을 내릴 수는 없으며,헌법  보장의 내용을 구체화할 뿐

이다.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서는 어도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외연에 한 근본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다.116)

통일헌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구체 인 조항들로는 부분 인 차이를 보이

고는 있지만, 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  분권원칙을 확고히 

천명하는 조항,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내지 계층제 조항,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보장 조항,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보장  재정조정 확립 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원칙 조항,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는 제도  장치 조항,주민참가

제도의 확  등이 공통 으로 논해지고 있다.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권력

구조와 통치구조의 기틀이 마련될 과도기 인 통일의 시기에서는 입법자

의 입법형성권에 범 한 재량을 부여하기보다는 지방자치에 한 구체

인 헌법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더해진다 할 것이다.

가.지방분권국가 원리의 천명

통일한국에서 지방자치는 민주  국가구성의 기  원리이며  수직

 권력분립기능을 통하여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 하는 필수 인 이념이다.즉 지방자치제도가 단순히 지방행정운 의 

차원을 넘어서서,국가구조  운 에 있어 근원 인 법원리로서 기능한

116)김수연,앞의 논문,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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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지방자치가 단순한 행정운 의 제도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수직  권력분립원리의 구 을 한 지방분권의 기본원리로 이해되어

야 함을 제로 한다면,지방자치제도는 제도  보장을 넘어 헌법의 기

본원리로서 천명될 필요가 있다.117) 랑스의 경우,직 인 지방자치보

장 규정과는 별개로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에 한 헌법  

결단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에 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랑스 

헌법 제1조는 “ 랑스의 국가조직은 분권화에 기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통일한국의 헌법에서 지방분권국가의 원리를 규정하는 구체 인 방

법으로 헌법 문이나 총강, 는 문과 총강 모두에 규정하는 것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나.보충성의 원칙 명시

보충성의 원칙은 연방제국가에서의 주의 권한 보호,자치행정보장의 

강화,상 에 치하고 있는 공동체의 보충 인 행 를 통한 원조,경쟁

의 진흥,권한분배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은 경쟁의 원칙과 경제  다양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118)지방자치

제의 형해화를 막고,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하여 보다 극 이고 확

고한 헌법  원칙으로서 ‘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헌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권한성의 원칙(Allzuständigkeit)’이란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처리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는 원칙이다. 권한성 원칙은 국가의 법령에서 다르게 정해져 있지 

않는 한,모든 지역  공  사무에 한 처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119)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

117)조성규,앞의 논문,36면.

118)장경원,“EU행정법의 작동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행정법연구 통권 제17호,

한국행정법연구소,2007,333면.

119)김해룡,“지방분권강화를 한 헌법 개정”,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 회,

2009,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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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제정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통일헌법에서 기본권에 한 일반  법률유보규정을 

둔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등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규정할 때에는 법률이 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기책임성의 원칙(Selbstverantwortlichkeit)’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를 국가의 개별 ‧구체  지시나 후견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법에 따라 스스로 합목 이라고 단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에 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권한성 원리가 보

장되는  역에 하여 임사무와 련하여서는 합법  책임이,자치

사무에 하여는 합목  책임이 동반된다.

다.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지방자치제도보장론의 핵심은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

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그 본질  부분이 실

으로 공동화 내지 형해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즉 국가의 입법자

가 그 입법재량에 의해 지방자치에 한 내용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되,

지방자치권의 본질  부분이 훼손되어 공동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에

서 국가 입법자의 법령선 권에는 내재  한계가 있는 것이다.120)

이러한 에서 행 남북한 헌법을 살펴보면,남한 헌법에서는 자치

권의 구체 인 범 를 규정하지 않고 범 하게 법률에 임하고 있다.

컨  지방자치권의 행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에서 정하

도록 임함으로써 국가 통치구조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수직  분권구조

를 정당 간 립의 장인 국회에서 입법  합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단지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라는 

언 에 그칠 뿐이다.뿐만 아니라 “법령의 범  내에서”에서 자치입법권

120)김해룡,“분권형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의 개정방안”,2ndAFOLIA 지방자치법

제분과,20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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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이 국가 입법자에 의해 자의

으로 축소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한편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경우 제140

조와 제147조에서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 원회의 임무와 권한에 해

서 비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주주의 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서 앙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는 에서 엄격한 의미의 자치권 보장과

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통일헌법에서는 이러한 자치권의 범 를 가능한 한 명시하여 

논란을 불식시키고 지방자치기구의 정당성과 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즉,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존립하기 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의 일정한 자치권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권한들은 제도보장 차원에서 보장되어져야만 하는 내용들이

다.121)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이 경성헌법의 성격을 유지하는 경

우,구체 인 행정구역단 나 세분화된 자치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논의에 기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한 규정을 명시하고,지방분권국가 이념

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하여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지방자치권의 세부 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무고권,조직고

권,재정고권 등에 하여는 입법재량에 의하여 본질 인 부분이 훼손되

지 않는 범 에서 자치권의 실질  구 이 이루어지도록 헌법상 근본결

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주민의 참여 보장 

지방자치가 비록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지방자치제도가 

작동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  내에서 주민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

여 이 권리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권리

에는 다양한 권리가 있다.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의회와 자

치단체장을 구성하는 권리,지방자치와 련된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

소환 등에 한 권리,지방행정이나 지방재정  주민의 복지에 한 권

121) 신욱,앞의 논문,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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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이 이러한 권리에 해당한다.122)비록 재의 헌법재 소와 법원

의 례에 따라 의민주주의가 원칙이고 직 민주주의는 외 으로 채

택된 제도라 하더라도,그것이 직 민주주의 요소가 경시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지방자치제도가 민의를 충실히 반 하고 민

주 인 지방자치제도로서 기능하기 해서는 지방자치제도상 주민의 참

여가 가능한 확 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주민의 참여를 확 하는 규

정을 헌법에 명시 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민주주의를 포기하기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민주주의를 더욱 보장하기 한 것이다.

나아가 단체자치에 견  만큼 주민자치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권을 부여하려는 통일헌법상의 이념과도 맞닿아있다.

재 남한의 경우 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감사청구,주민투표,주민소

송,주민소환,주민참여 산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을 아직까지 제 로 살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민주제의 단 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직 참여

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따라서 주민의 참

여를 더욱 확 하고 헌법 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에 하여 

통일헌법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방법과 정도를 어느 정도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헌법에서 직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입법자인 국회가 입법재량을 

가지고 정한다.결국 통일헌법에 주민참여의 보장 규정이 없다면,입법  

결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이 직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

고,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주민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는 것이다.제도보

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구체  기 과 내용은,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기능으로부터 단되어야 할 것이므로,통

일헌법상 이념에 응하는 주민자치의 확 에 상응하도록,단체자치에 

응할 만한 주민자치 이념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는 다양한 

방식과 제도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나아가 주민의 극 인 참여를 

122)정종섭,앞의 책,8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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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능력과 역할이 신장됨에 따라 

수직  권력분립을 실질 으로 실 하기 해서도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목표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 구상

1.국가구조와 계층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체계 으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선결 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거시 인 에서 국가권력구조와 계층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한 논의이다.국가권력구조는 연방제와 단일국가에 

한 논의로 연방국가에서는 각 주는 할구역 안에서 주권  지 를 

가지며,연방과 주는 수평 ‧ 등  계를 구성하게 된다.이에 하여 

단일국가에서는 모든 정치권력이 국가에 소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로부터 승인된 일정한 범 의 권한을 앙정부의 통제아래 행사함에 불

과한 것이다. 한 계층제에 한 논의는 결국 층제를 택할 것이냐 단

층제를 택할 것이냐에 한 논의인바,이러한 국가권력구조와 계층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모습과도 맞닿아있

다. 컨 ,연방제와 계층제를 택하는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주 역

자치단체 -주기 자치단체의 모델을 상정할 수 있으며,단일국가와 단

층제를 택하는 경우,비록 그 실 가능성은 낮지만,국가 -기 자치단체

의 모델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구체  지방자치제도 모델을 

구상하기에 앞서 거시  에서 통일한국의 국가권력구조와 계층제에 

해 검토하기로 한다.

가.단일국가와 연방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체계  지 는 연방국가에 있어서 그 국가를 구성하

는 개별  주(州)들이 갖는 지 와는 구별된다.연방국가에서는 모든 정

치  권력이 분할되어 있고 각 주는 할구역 안에서 주권  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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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연방과 주는 수평 ‧ 등  계를 구성하게 된다.이에 하여 

단일국가에서는 모든 정치권력이 국가에 소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로부터 승인된 일정한 범 의 권한을 앙정부의 통제아래 행사함에 불

과한 것이다.이러한 단일국가의 앙과 지방의 계는 연방국가에서는 

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나타난다.따라서 지방자치는 앙집권과의 

계에 있어서 상  성격을 갖는다는 에서 앙집권과 성격상 양립

될 수 없는 연방국가의 주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연방국가도 그 역사  배경이나 지리 ‧사회  조건 혹은 

정치  이념 등에 따라서 앙과 지방의 계가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인도와 캐나다에 있어서의 주는 국의 성 정도의 독자성밖에 

갖지 못하며 미국도 이른바 ‘직 연방행정’방식을 통하여 주의 독자성이 

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반면 독일과 스 스의 주의 독자성이 일반

으로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연방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분

권주의가 강하고,단일국가라고 해서 앙집권주의가 강하다고도 할 수 

없다.123)따라서 엄격하게 연방국가‧단일국가로 구분하여 양자택일하는 

형식  논의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합한 통일한국의 국

가권력구조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나.단층제와 층제124)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여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까닭에 일정한 구역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실제 으로는 역지방자치단체의 지리  범  안에 기 지방자

치단체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호 첩 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지

방의 사무에 한 민주  통제와 주민참여의 용이성  공공서비스의 합

리  공 을 하여 등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하간 

계층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이들 간에는 원칙 으로 독립 이고 수평

인 계이며 서로 다른 기능과 사무를 처리하는 등한 계이다.바

123)최창호,지방자치학,삼 사,1999,51-52면.

124)임승빈,앞의 책,65-66면.



-106-

로 이 이 상‧하의 수직  지휘‧명령‧복종 계에 있는 행정계층과 다

른 이다.요컨  자치계층의 경우 법률상 등한 치에 있으나 일부 

경우에 상호간 계층성이 인정되는 반면,행정계층은 상하 간에 수직 인 

지휘‧감독의 계를 갖는다.

국가에 따라서 계층구조를 단층제로 할 것이냐 혹은 2층,3층제의 

층제로 할 것인가는 각국의 면 이나 자연  조건,정치  이념,인구,

교통‧통신의 발달 정도  역사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난다.

근  이후 지방자치제가 발 하는 과정에서는 기능배분 는 기능재배분

의 원칙과 논리는 각국 지방정부의 구역  계층구조의 개편에 있어 기

본 으로 요한 요인으로 용되었다.단층제와 층제는 각각 장‧단

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이론에 따라 어느 제도를 채택하 다고 하기보다

는 그 나라의 역사  통과 정치문화에 따라 채택된 것이 일반 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단층제의 장‧단

단층제의 장 으로는 기 지방자치단체가 간단계인 역지방자치단

체를 거치지 않고 직  앙정부와 연결되어 있어 상호 계가 신속하고 

긴 해질 수 있어서 기능 으로 상호 력‧보완 계를 맺을 수 있다는 

, 앙정부 역시 간단계 없이 직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통제할 수 

있다는 , 국가의 특징인 작은 정부(smallgovernment)의 실 이란 

측면에서 국가 체 으로 볼 때 간단계인 역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축소가 이루어진다는 , 간단계가 존재함으로 인해 발

생하는 이 행정‧이 통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상호간의 갈

등과 같은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간과 경비를 약할 수 있다는 

,단독의 지방정부로서 주민의 생활행정에 한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책임행정을 실 할 수 있다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평 ‧ 등한 

지 와 계에서 상호간에 경쟁‧ 력‧분담 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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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으로는 앙정부의 통솔의 범 가 무 넓어 오히려 비효율 이

며,자치단체간 갈등이 앙의 이슈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사 조정이 

어렵다는 ,경험 으로 실패한 모델이며 인구가 매우 은 국가에 

합하여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등이 있다.

② 층제의 장‧단

층제의 장 으로는 기 지방자치단체와 역자치단체 간에 기능  

사무를 효율 으로 분담할 수 있다는 ,기 지방자치단체의 지리  규

모가 작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용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방행정의 민주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 지방자치단체가 효율 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기능과 역할을 역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거나 는 보완 

행할 수 있다는 ,기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립을 역지방자치

단체가 효율 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이 있다.

단 으로는 명확한 기능분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행정‧이 감독으

로 인해 시간 ‧재정상으로 비효율 이며,기능  사무의 처리에 있어 

기 지방자치단체와 역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기능  

사무의 처리에 있어 기 지방자치단체와 역자치단체 간에 책임한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 역

지방자치단체가 간에 존재함으로써 앙과 기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

사통로가 길어지고 의사 달이 방해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

기 지방자치단체의 수평 ,자율 인 경쟁‧ 력 계를 간섭‧통제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외교  역량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등이 있다.

③ 구역  계층구조 개편의 시  경향

통 으로 기 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한 정부단 로서,역사

으로 볼 때 규모와 계없이 자연 으로 형성된 지역사회를 단 로 설정

되었다.따라서 도시지역의 일부 기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그 규모가 

부분 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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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차 세계  이후 국,독일, 랑스,일본 등에서 세한 자

치구역의 합병이 으로 실시되었다.그 원인은 체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권이 확 되어 종래의 지역사회의 경

제가 괴되었으며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이었던 지역사회의 

성격과 구조가 지역공동사회에서 이익공동사회로 변화되었다.따라서 구

역을 종래의 좁은 지역사회로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둘째,종래의 구역은 무나 소하고 행정 ‧재정 으로 미약하기 때

문에 증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 으로 응할 수 없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공 하기에는 하지 못했다.

셋째,보다 근본 으로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  주민의식의 변화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즉 통근‧통학권‧의료권이나 물품의 구매‧소비 등의 

경제 용권이 확 되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확 되었으며 그

로 인해 역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역할이 요하게 되었다.이 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일반 으로 역지방자치단체와 기 지

방자치단체의 이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독일 등의 도

시에서는 단층제로 된 경험도 있다. 도시는 행정 ‧재정 으로 그 규

모와 능력에 있어 모든 행정수요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에 역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25)

다.통일한국의 국가구조와 계층제

① 통일한국의 국가권력구조

통일한국의 국가권력구조는 독일처럼 16개의 주를 두고 각 주가 마치 

1개의 국가처럼 기능하는 완 한 지방분권형 국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125)임승빈,앞의 책,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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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처럼 국을 70여개의 역체계로 나  다음 기본 으로 앙집권

체제를 채택하면서도 느슨한 형태의 지방자치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

다.126)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경우에 따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일시 으로 연방제 국가를 구성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하지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연방제는 통일과정상의 연방제가 아니라 통일 이후의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이에 하여는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통일한국이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어떠한 국가권력구조는 택할 것인

지는 통일 직후와 궁극 으로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구분해서 

생각할 문제이다.통일 직후의 과도기  시기에는 국을 하나의 행정

상지역으로 삼아 획일 이고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고 여러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규모 사업의 수행이 요구된다. 한 통일 이후에 상되는 

사회  동요와 경제침체 등 통일후유증이 심각할 정도로 두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다면,통일 직후에는 연방국가가 아닌 앙정부의 극 인 

역할이 강조되는 국  단일 행정체제를 구축할 필요성 있다.

나아가 통일한국이 궁극 으로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해본

다면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어느 한 국가형태가 일방 으로 옳다고 재

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하지만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미국처럼 

연방의 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 으로 앙집권  형태를 

운용해왔던 과 좁은 토에서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 

지역고권을 엄격히 구별할 만한 필요성이 다는   연방제를 실시하

는 국가에 비해 연방제를 실시할 정도로 토가 넓지 않다는 실을 고

려해 볼 때 연방제는 과도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만약 연방제를 택하

게 된다면 지방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어,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행정과 인력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하여 지역 주민의 권리 보장에도 미흡할 것이다.따라서 

단일국가로 하되,강력한 앙집권이 아닌 느슨한 형태의 앙집권제를 

선택한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26)최기식,앞의 논문,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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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라는 이원  계층구조는 정치  분권과 행정  

분권을 각각 반 하여 발 되어 온 것이다.127)자치계층의 시각에서 

역지방자치단체는 할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을 제공하고,역

량이 미치지 못하는 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앙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을 제도 으로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이와 반 로 기

지방자치단체가 앙정부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도 억제한다. 앙정

부와 기 지방자치단체의 간에 치한 역지방자치단체는 기 지방자

치단체에 해 자치와 자율의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균형발 을 도모하는 요한 주체

이다. 할 구역 내에서 지역발 이 미진하고 재정력과 행정력이 취약한 

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균등화를 지향한다.기 지방자치단체 사

이의 업무 조나 조정에도 요한 역할을 하며,감독과 통제기능도 수행

한다.게다가 역 도시권을 하나의 행정 상구역으로 삼아서 경 하므

로 비용과 편익 면에서 효율 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이러한 역자치단체의 의의와 앞서 살펴본 2계층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시  요청을 감안한다면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자치 2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128)도 폐지  시‧군 통합을 기 로 한 단층제로의 자치구역 개편안

은 효율성 확보에도 충분하지 않으며 민주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다

만 층제를 취하면서도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수행 기능 복

에 따른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인바,이 문제는 역자치단체가 기

자치단체에 하여 행사하는 권한 부분이 본래 앙정부의 고유권한을 

임받아서 행사하고 있다는 단체자치의 이념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복리

127)자치계층과 별개로 행정계층의 통합방안에 한 논의는 김병섭‧임도빈,앞의

책,242-244면;최기식,앞의 논문,98-100면 등 참조.

128)김병섭‧임도빈,앞의 책,241면;이승종,“지방역량강화를 한 역자치구의 개

편방안”,행정논총 제46권 제3호,서울 학교 한국행정연구소,2008;이승종‧서재

호,지방행정체제개편론,법문사,2009등.



-111-

증진을 강조하는 주민자치의 이념의 한 조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

과 능률  행정의 구 을 모두 담보하는 방향으로 기능분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구체 으로는 역자치단체는 기 자치단체의 조정‧지

원‧통제  기 기능과 복되지 않는 역  행정을 수행해야 하고,기

자치단체는 할 구역의 통합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129)

한편 지방자치제도의 종류나 그 계층제를 헌법에서 직  규율함과 동

시에 그 자치권 보장의 수 에 하여도 헌법이 직  규정하는 것이 국

가조직체계의 안정성과 국가권력의 수직  배분체계가 유동 인 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서 기 지방자치단체로서 게마인데(Gemeinde)와 그 상  자치단체로서 

게마인데 연합(Gemeindeverbaende)을 규정하고 있으며, 랑스 역시 특

별 지방자치권을 향유하는 코르시카와 같은 도서지역에 한 특별지 를 

헌법에서 직  규율함으로써 지역계층구조의 항구성을 보장하고 있

다.130)

2.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 형태는 나라마다 정치 ‧사회  배경에 따라

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 지만 기 구성의 형태를 구분하면 

의결기 인 지방의회와 집행기 인 단체장과의 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

인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즉,의결기 과 집

행기 을 하나의 기 으로 만드는 기 통합형과 각각 다른 기 에 분리

시키는 기 분립형 그리고 이들을 혼합한 충형이 이에 해당한다.이외

에도 일정 수의 주민이 직  참여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주민총회형이 

있는바,기 구성을 유형화하여 자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가.지방자치단체 기 구성의 유형

① 기 통합형

129)김병섭‧임도빈,앞의 책,242면.

130)김해룡,앞의 논문,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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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통합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하나

의 기 에 마치 통합시켜 이를 처리하는 기 구성 형태를 의미한다.이

것은 마치 국가기 의 구성에 있어서 의원내각제  통치 형태와 유사하

다.기 통합형은 지역사회의 통치권의 기반은 주민에게 있으며,주민의 

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역통치기구의 핵심이 된다는 입

장과 연계되어 있다.131)

기 통합형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주민의 의기 에 집 시킴

으로써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에 합하며 의결기 과 집행기 의 립이 

없어 지방행정이 안정 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한 집행기 이 다수의 

의원 는 원으로 구성되므로 자치행정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공정하

고 신 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결정과 집행 간에 계가 긴 하여 사업

효과의 극 화를 기할 수 있다.반면 행정집행을 총 할 책임자가 없어 

통합성에 문제가 있고,의회가 정책을 개발‧집행하고 평가하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고 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한 동일 기 이 정

치와 행정기능을 같이 수행하므로 지방행정에 정치  요소가 개입되기 

쉽고 독자성과 문성을 살리기가 어렵다.132)

② 기 립형

기 립형은 다른 말로 수장형(presidentialsystem)으로 불리기도 하

는데,이것은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회와 정책집

행을 담당하는 집행기 을 서로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지방정부의 구성형태를 의미한다.이것은 국가기 의 구성에 있어서 입

법기 과 행정기 을 의회와 통령으로 구분하여 민주  정당성을 이원

화하여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다.주로 륙법계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기 립형은 집행기 의 구성방법을 기 으로 다시 선거형과 

임명형으로 나 며,선거형의 경우에는 다시 직선형과 간선형으로 나

기도 한다.133)

131)정재욱‧안성수,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명,2008,144면.

132)임승빈,앞의 책,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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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립형은 술한 기 통합형과 정반 의 장단 을 가지고 있다.

즉,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방지,집행기능 담기 을 통한 행

정의 문화,단일의 지도자‧책임자를 통한 행정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 을 가지는 반면에,기  사이의 립‧알력의 심화,주민 표

기 의 책임성 약화,단일 지도자‧책임자의 편견  의사결정 가능성 등

의 단 을 안고 있는 것이다.134)

남한의 경우 제도상 기 립형을 채택하고 있다.즉 지방자치단체에

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기 으로서 지방의회를 두는 동시에 지방자

치단체장을 두고 있다. 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주민의 직

선으로 선출된다.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표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합‧ 리하게 된다.지방의회는 의

결권과 출석요구권  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집행기 은 재의요

구권과 선결처분권 등을 갖고 있다.즉 의회와 집행기 은 각각 권한을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남한의 지방자치단체 기 구성의 특징으로는 기 립형을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다 우월  지 를 부여함으로써 집

행기  우월의 기 분립형을 취하고 있다.

③ 충형(의회‧집행 원회형)

의회‧집행 원회형은 주민에 의해 직  선출된 지방의회가 요사항을 

결정하며,지방의회에 의하여 권한을 임받는 집행 원회가 집행부를 

구성하여 단체장은 집행 원회장이 겸임하는 형태로 북부유럽에 많은 유

형이다.집행기 이 집행 원회라 불리는 합의제기 으로 되어 있는 기

립형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의회‧집행 원회형은 의결

기 과 집행기 을 분립시키고 있는 에서 기 립형과 같으나,집행

기 이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기 인 이 다르다. 한 집행 원회가 의

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의회와는 독립된 집행기 의 지 를 가

133)정재욱‧안성수,앞의 책,146면.

134)임승빈,앞의 책,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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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에서 서로 구별된다.이러한 이유에서 의회‧집행 원회형은 

기 통합형과 기 립형의 충  간형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 이다.

의회‧집행 원회형은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따라 다소간의 제도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컨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의회에서 선출한 장

로의원과 앙정부가 임명한 시‧읍‧면장으로 각각 참사회를 구성하고,

스웨덴의 경우는 의회에서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5명 내지 11명을 

선출하여 시‧읍‧면의 이사회를 구성하며,덴마크는 시의회가 의원 가운

데에서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장로의원을 선출하여 시 이사회를 구성한

다.한편 스 스의 경우처럼 주민이 직선하는 원과 의회에서 간선하는 

원 3명 내지 9명으로 시‧읍‧면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도 있다.135)

의회‧집행 원회형은 행 북한의 지방주권기  구성형태와 유사하다.

북한은 201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138조에서 “지방인민회의는 일반

,평등 ,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 투표로 선거된 의원들로 구

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하면,제140조의 지방인민회의 임무와 권한에 

한 규정에서 “4.해당 인민 원회 원장,부 원장,사무장, 원들을 

선거 는 소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제145조에서 “도(직할시),

시(구역),군 인민 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의 지방주권기 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 집행기 이다.”고 규정하고 있다.즉,북한의 집

행기 으로서 지방인민 원회는 의결기 과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되나,

지방인민 원회를 지방인민회의에서 선출한 원으로 구성한다.그와 동

시에 지방인민회의 휴회 시에는 집행기 이 의결기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하도록 하여 양 기 이 립하지 않는다.요컨  북한의 지방주권기 의 

구성형태는 의결기 의 개회 시에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과 유사

한 의회‧집행 원회형을 취하지만136),휴회 시에는 집행기 과 의결기

이 통합되는 기 통합형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137)

135)임승빈,앞의 책,32면.

136)이계만,“북한 지방행정기 의 구성형태 의결기 분석”,한국지방자치학회

보 제16권 제1호(통권45호),2004,395면.

137)정병일,앞의 논문,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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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집행 원회형은 합의제 형태를 취하므로 정부구성을 주민화할 수 

있고 민의를 충실히 반 할 수 있다. 한 의회와 집행기 인 이사회가 

긴 한 력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을 확보할 수 있다.반면에 

합의제의 성격상 행정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도 있다. 한 집행 원회‧

이사회의 원은 주로 비 문가인 의원들로 구성되므로 아마추어 행정의 

험도 있다.

④ 주민총회형

주민총회형은 일반 으로 비도시지역의 기 자치단체에서 채택되고 있

는 것으로 일정 수의 주민이 직  참여하여 주요 안건을 결정하고 이를 

나 어서 직  집행하는 직 민주제의 원리를 실 으로 용한 조직유

형이다.해당 자치단체의 유권자 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가 해당 자

치단체의 최고기 으로서 자치단체의 기본 정책, 산,인사문제 등을 직

 결정하며 집행하는 것이다.일본의 정 총회,미국의 주민총회,스

스의 주민총회 등이 그 가 될 수 있다.특히 스 스는 직 민주제의 

형 인 국가로서 농 지역 기 자치단체의 9할에 주민총회가 구성되어 

있다.138)

나.통일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

충  형태인 의회‧집행 원회형을 제외하면 통일한국의 지방정부가 

택할 수 있는 기 구성의 형태는 크게 기 통합형과 기 립형이 있다.

그런데 기 통합형을 구조를 택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지방의회의 투

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민의 의기 인 지방의회에 권한과 책임이 집 되기 때문이다.그런

데 북한은 하물며 남한조차도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원의 문성이 부족

한 것이 실정이며,북한의 경우 조선로동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지방의회가 구성될지조차 의문스럽다.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함에 있어서 기 립형을 채택하는지 

138)임승빈,앞의 책,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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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통합형을 채택하는지 여부가 헌법 개정의 한계에 해당한다거나 자유

민주  기본질서에 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먼 미래에서는 그 실에 비

추어 더 합당한 제도를 논의하고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가까운 

미래의 통일한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기 통합형 기 구성을 하는 것은 

다소 진 이고 타당성을 결여한 시기상조  발상이다.

한편 지방정부의 기 구성에 있어 기 통합형을 취하느냐 기 립형

을 취하느냐에 한 문제는,두 방안이 일종의 상쇄(trade-off) 계에 있

어서 특정한 방안의 선택은 일방 이고 편향 인 선택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통일 직후에는 기 통합형의 기 구성 형태를 취하는 것이 

무리라 할지라도,장기 이고 궁극 으로는 여러 기 구성 형태를 다각

으로 분석하여 그 시 에 합당한 기 구성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재 충형에 가까운 북한 지방주권기 의 구성형태를 단순히 경시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먼 미래에는 재 북한 지방주권기 의 

구성형태와 유사한 지방정부의 기 구성형태가 통일한국에서 실시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 구성의 권한,즉 조직고권을 임하여 

다양한 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논의도 있다.139)각 지방자치단체

가 그 내부기 의 구성과 상호간의 계, 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인가 혹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할 

것인가,지방의회와 집행기 의 내부기 의 구성에 있어 기 통합형 구

도로 할 것인가 혹은 기 립형 구도로 할 것인가 등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헌법에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다양한 지방정부형태를 실험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보다 

합한 정부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각 지방자치

단체들의 지역  내지 사회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권력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139)김병섭‧임도빈,앞의 책,246면;김해룡,앞의 논문,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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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 내의 주민에 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임과 동시에 국가가 행정사무를 지역 으로 분담하여 

처리하기 하여 설치한 단체로서 국가의 하 기 으로서 지 와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할 구역 내의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상  지방자치단체가 임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 인 지

와 성격을 가지므로,지방자치제도의 본질  기능이 침해되지 않기 

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명확히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만 한

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의 배분은 그 사무배분을 통하여 국

가와 각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능을 배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

능배분이라고도 한다.140)

하지만 국가와 각 자치단체의 기능배분 문제는 다음과 같은 복합 인 

성격을 가진 문제이다.첫째로,기능배분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계층구조

와 히 연 되어 있다.단층제를 택하느냐 층제를 택하느냐에 따라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역학 계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둘째로,기능배분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과도 련되어 있는

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미치는 범 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제로 할구역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셋째로,기능배분

의 문제는 앙집권  지방분권의 이념과도 연 되어 있다.기능배분이 

국가에 치우쳐있다면 앙집권체제가 되는 것이고,기 자치단체에 치우

쳐있다면 지방분권국가가 되는 것이다.이러한 기능배분은 으로 

앙 혹은 지방에 치우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국가의 구체 인 상황

과 이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  문제로도 볼 수 있다.141)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구체 인 기능배분 방

식을 분석한 후,통일한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방식에 

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140)기능과 사무의 용어를 두고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사무’를 사용하는 경우,그

리고 기능과 사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책을 쓴 자나 논지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 넓은 의미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장황래,“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 기능배분”,지방자치 통권167호, 사회연구소,2002,84면.)

141)소진 등,앞의 책,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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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의 방식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기능을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개별  배분방식,포  배분방식,혼합  배분방식이 

이에 해당된다.이에 한 내용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① 개별  수권방식(principleofenumeration)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권한을 사무의 종류별  지방자치단체별

로 개별  법률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식이 개별  수권방식이다.개별  

지정주의라고도 하며, 국을 비롯한 캐나다,호주,스웨덴,덴마크 등에

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에 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 외에 개별법에 의하여 기능배분과 련한 사무권한

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장 은 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이 명확하여 

복 인 사무처리의 험성을 방지하고,이에 따른 책임한계가 명확하

며,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

치단체 간의 개별성과 특수성이 강조되면서 자치행정의 통일성을 해하

기 쉽고,국가를 정 으로 한 효율 인 업무수행을 기 하기 어렵다.

② 포  수권방식(principleofuniversality)

포  수권방식은 법률이 특히 지한 사항이나 국가가 반드시 처리

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일반 인 이익을 

하여 어떠한 사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헌법이나 법률에서 일 으

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랑스나 독일과 같이 륙법계에 가까운 

국가들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개 으로 범 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하지만 실 으로 앙정부는 

매우 다양한 범 에 걸쳐서 법령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많



-119-

은 범 에서 사무를 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따라서 포  수권방

식은 사무배분에 따른 외형 인 융통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고 있지만,실

제로는 개별  수권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보다 권한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며,사무배분도 명확하지 못하고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여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 처리의 복과 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③ 혼합  수권방식(principleofelecticism)

혼합  수권방식은 개별  수권방식과 포  수권방식의 특징을 충

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사무의 종류와 

사무를 법령에서 포 으로 시하는 방식이다.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라고 규정하여 상당히 포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지방자치에 

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체 으로 

열거한 뒤,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를 인정하고 있고,

각 개별법에서는 지방자치법과는 무 하게 다양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자치사무와 임사무의 한계를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다.142)즉,지방자치법에서 자치사무의 범 를 시 으로 열거

하고 있지만,국가 는 상  지방자치단체가 하  지방자치단체에 하

여 법률 는 법령의 임근거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한 임사무는 명확

한 원칙과 기 이 모호하여 자치사무의 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다.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 인 기능배분을 해서 명확한 

원칙과 기 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통일한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을 배분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정책 인 

차원의 문제로 근할 것이 아니라,헌법  원리의 실 이라는 규범  

142)최환용,앞의 책,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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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문제로 근해야 한다.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에 있어서도 기본 으로 앞서 검토했던 통일한국의 헌법  한계를 수

해야 할 것이다.즉,주민자치와 수직  권력분립 이념을 헌법 원리  차

원에서 명확히 인식하는 토 에서,통일한국에서 수되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포  배분의 원칙

앞에서도 지 하 듯이 북한의 경우는 당연하거니와,남한의 경우에도 

단체자치에 가까운 지방자치제도를 운 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한 앙정부의 여와 통제는 다양하고도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따라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 히 

국가의 사무를 행하여 집행하는 앙정부의 하 행정 청의 역할이 강

하게 남아있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도 단체 임사무와 

기 임사무 등 국가 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지만,그 권한과 책

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특히 기 임사무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지방

자치단체에 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조례의 제정에 제약이 있고,국

가의 포 인 감독을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해

하고 있다고 지 된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바람직한 방

식으로 운 되기 해서는 단체자치와 별되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바탕

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설계되고 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

다.즉 지방의 사무로 명시 으로 규정된 것에 하여는 련 기능을 총

체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포 으

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143)물론 지방의 사무를 명시 으로 규정하

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주민자치 이념이 지배 인 외국

의 사례에서처럼 구체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사무범 를 한정 으로 규

정할 수도 있고,최근 많이 논의되는 일본의 법정수임사무와 같이 앙

의 사무를 열거 으로 규정한 다음 공제주의를 택할 수도 있다.144)어느 

143)최환용,앞의 책,24면;장황래,앞의 논문,85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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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한 앙

과 지방의 포  기능배분이 이루어진다면, 복 인 업무수행을 방지

하고,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범 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한 포

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뿐만 아니라 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을 충

으로 규정하는 방식의 표 인 한계로 지 되는 자치사무와 임사무가 

모호해지는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이러한 방향은 주민

자치를 지향하는 통일헌법의 이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②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에 한 헌법  보장의 본질 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한 

지역  사무의 자기 책임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이를 해서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을 함에 있어 사무가 서로 경합하거나 

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지역  사무로 규정된 사항에 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차 으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보충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은 분권 인 국가구조 속에서 단계화된 민주주의 실 을 그 내용으

로 하며,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수직  권력분립의 실 에 가

치를 두고 있다는 에서 통일헌법의 이념에서 비롯되는 당 인 원리

인 것이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은 통일헌법의 이념에 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성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권한성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지역  사무를 특별한 권한부여 없이도 자신의 사무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즉 지역  사무에 하여 국가의 할권에 한 지

방자치단체의 우 가 추정되는 것이다.그리고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

144)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이분

하고 있으며,자치사무는 ‘법정수탁사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라

고 하는 공제개념을 채택하고 있다.(최환용,앞의 책,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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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지역  사무로 규정된 사항에 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후

견 인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합목 인 단에 따라 기능을 수행

하고 그에 해 책임을 진다. 행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서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

하는 경우,지역주민생활과 한 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 으로 시·

군  자치구의 사무로,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역

시·도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역  사무에 하여 명시 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이러한 사무에 한해서는 국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국가가 

토고권을 가지는 이상 지역의 사무는 국가사무로서의 성격과 첩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할 지역마다 지

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우 가 추정된다는145) 에서 동 원칙의 의의가 있

다.

다.통일한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의 기

헌법에서 유래하는 포  배분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의 기본 인 원칙을 세웠지만,개별

인 사무의 단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인지 지방의 기능인지 여부를 별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왜냐하면 기능배분에 한 기 은 결국 국가

 상황이나 시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서 검토한 원칙과 통일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에 한 기본 인 기 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앙과 지방의 기능배분 기 은,우선 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민주주의 이념의 토 에서 출발

해야 한다.즉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유래되는 민주국가에서 국

145)최환용,앞의 책,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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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뿌리를 같이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념  

토 를 바탕으로,우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치사

무에 해서는 포 으로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둘째로,국가사무 

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필요한 사무에 해서는 수직  권력분립이

념을 바탕으로 앙과 지방이 서로 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로,통일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  

력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 인 

기능배분의 필요성이 더욱 증 된다.이러한 기 에 해서 자세히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 포 인 책임과 권한의 부여

먼  국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자치사

무에 해서는 포  배분의 원칙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포 으로 지

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야 한다.이를 통해서 복 인 업무수행을 방지

하고 사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를 명

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앙의 

자치단체에 한 감독기 과 범 를 분명히 함으로써, 앙의 과도한 간

섭을 배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의 주체도 분명히 할 수 있

다.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 을 하여 행하는 사무로 단순

하게 용어상으로 정의내릴 수 있지만,지역  사무의 자치  실 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른 기능배분을 해서는 보다 복잡한 요인을 고려

해야 한다.

기능배분의 결정 인 요인은 규범  측면과 실 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146)먼  규범  측면으로는 합목 성과 효율성을 들 수 있다.

합목 인 기능배분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 에 비추어 사

무를 배분하는 것으로,국가의 주권행사와 련 있는 국방이나 외교  

기능은 앙정부가 수행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는 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다. 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146)소진 등,앞의 책,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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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최소의 비용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실 인 측면에서는, 앙 정부의 이

해 계와 행정 ‧재정  능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과 주민

의 자치의식 수 에 의해서 기능배분이 결정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맞는 차별 인 기능배분이 되어야 한

다.즉 일 인 기능배분을 지양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  능

력,산업구조의 특성,인구규모 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로

의 기능이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앙이 주도하는 일방 인 법‧제

도  규정이나 임사무로 분담된 기능은 결국 부서 간 갈등과 지역이기

주의의 발생요인이 되었다.147)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능력  

시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이고 단계 으로 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이러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활성화와 자치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나아가 앙과 지방자치단

체의 반 인 기능에 한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의 복리증

진이라는 민주 인 지방자치제도의 운 에 이바지할 것이다.

② 국가의 임사무에 한 앙과 지방의 등  지

국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자치사무의 

범 에 속하는 기능에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 으로 자치권을 이

하는 반면,국가의 사무에 해서는 원칙 으로 국가가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효율성과 합목 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사무 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필요한 사무도 있을 것이며,이러한 사무에 해

서는 앙과 지방이 연계성을 바탕으로 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앙의 하부기 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한 입장에서 조화롭게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즉 수

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계는 력 이

고 등한 수평 인 계가 되는 것이므로,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에 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기 

147)소진 등,앞의 책,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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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국가와 비견되는 독립된 지 를 갖는 것이다.148)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와 감사도 허용되어야 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립하는 경

우에는 국가의 직무이행명령이나 지도‧감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제3의 

기 ,즉 법원의 기 소송이나 헌법재 소의 권한쟁의심 을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양분한다고 하더라도,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사무가 국가  이해 계와 지방  이해 계를 동시에 가질 수 있

다.헌법재 소도 이러한 특징을 인정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한 주민투

표실시사무에 해서 국가사무의 측면과 자치사무의 측면을 아울러 가지

고 있다고 단하고 있다.149)이는 결국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모두 민주

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  기능의 수행이라는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

로,넓게 본다면 자치사무의 많은 측면이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이 게 본다면 오늘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기본  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기능과 책임을 분담하면서 민주주의

의 실 이라는 하나의 목 을 지향하여 력하는 동 계에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③ 통일한국의 특수한 상황 고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통일국가의 특수한 상황도 

반 되어야 한다.서로 다른 국가이념과 체제 속에서 남북한 분단 상황

은 60년 이상 지속되었고 독일과 같은 활발한 교류도 없었기 때문에,통

일한국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고 이질 일 것으로 상된다.통일추진

체계나 북한지역의 지원과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기보

다는,국가의 사무에 가깝다.하지만 서독의 지방자치단체가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인 ‧물  지원을 하 고 통일 직후

의 체제정비와 이질감 극복에 큰 기여를 하 던 독일의 경험이 시사하는 

148)조성규,앞의 논문,41면.

149)憲裁 2005.12.22.2005헌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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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지방자치단체 수 의 교류와 력은 매우 요한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기 된다.마찬가지로 비록 통일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비하고 극복하는 업무는 원칙 으로 국가의 사무에 가깝지만,지방자

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이를 고려하여 통

일한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를 들어 지방

자치단체가 북한지역에 해서 인 ‧물  지원을 하면 국가는 재정지원‧

행정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 인 역학 계를 유지하여 다양한 지원과 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가.지방자치권의 의의  근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은 범  안에서 그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권리를 갖는다.즉,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 을 실 하기 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서 인정받은 범  안에서 그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

정한 범 의 권능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자치고권(高權,

Hoheiten)으로 표 하기도 한다.자치고권이 갖는 법 인 의미는 첫째로 

지방자치의 보장을 해서는 어떠한 자치고권도 완 히 포기될 수 없다

는 것이다.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 인 내용과 련된 것이기 때문이다.둘째로 모든 고

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그 본질 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150)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로 독일식 고권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151),이하에서는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

하기 해 자치권이라는 표 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거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법  성격과 련해

150)이기우‧하승수,앞의 책,65면.

151)이주희,“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강화에 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4호(통권 제48호),한국지방자치학회,2004,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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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설의 립이 있다.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생래  권리라

고 보는 고유권설이 있다.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임

된 권능이라는 자치권 임설도 있다.이 학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부터 임받는 래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래권설이라고도 한

다.

하지만 오늘날 헌법은 지방자치를 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서 이

러한 견해의 립은 의미가 약화되었다.즉,어느 설에 의하든 지방자치

제도는 헌법에 의하여 제도 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비롯

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인 내용은 입법재량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다.

이러한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이 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권능이면서도 국가의 지방행정 청이 갖는 권

한과는 달리 제도 으로 보장된 독자  권능 는 자율  통치권능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

나.지방자치권의 제한과 그 한계

통일한국의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헌법 으로 보장하겠지만,지

방자치제도의 구체 인 내용은 개별 법률에서 정할 것이다.입법자는 헌

법의 임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에 한 구체 인 내용을 형성할 수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한 그러한 범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한 제한은 헌법

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을 사항들에 해 포 으로 용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에 한 제한이 국가의 지방자치단

체에 한 자의 인 침해를 무제한 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입

법자라 할지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왜곡시킬 수

는 없으며,입법자의 입법재량은 지방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에 의해 제

한된다.하지만 무엇이 입법자의 자의 인 침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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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에 속하는 것인지는 명확한 것이 아니다.이

에 해 독일의 학설과 례는 지방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에 하여 다

양한 이론을 발 시켰다. 독일연방헌법재 소(BVerfGE 7,358(364);

11,266(274))에 의하면,입법자는 지방자치제도에 한 헌법상의 보장에 

의해 역사 으로 발 되어 온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인 요소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으며(역사  방법론),이에 해 독일연방행정재 소(BVerwGE

6,19(25);18,135(142))는 본질 인 내용의 침해 여부는 침해가 있은 후에 

아직 지방자치 인 요소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공제이론)을 발 시켰다.152)

지방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본질  내용

의 침해 지의 원칙’은 입법자의 자치권 침해에 한 유용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153)왜냐하면 입법자가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

할 때,당해 법률이 지방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자체 으로 평가해야 하고,사후에 문제될 수도 있음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권의 본질 인 내

용을 입법자의 결단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은 여 히 지

방자치제도에 한 헌법상 제도보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따

라서 통일헌법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무제한 인 침해를 방어하도록 헌법

상 지방자치권의 근본결단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즉 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과 범 는 개별 자치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

지만,입법재량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은 

반드시 가능한 한 구체 으로 통일헌법에서 규율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

다.

다.지방자치권의 종류에 따른 분석

통일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은 범  안에서 

그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자치권의 내

152)이기우‧하승수,앞의 책,52면.

153)이기우‧하승수,앞의 책,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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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구체 인 법령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자치권을 가질 것으로 단

된다.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을 가질 것이고,이를 자율 으로 처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치

행정권’도 가질 것이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을 자치 으

로 편성하고 운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가질 것이다.나아가 지방자

치단체의 운 과 의사결정  집행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154)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

본 인 지방자치권의 종류에 따라서 통일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개별

인 자치권의 내용과 범 를 분석할 것이다.다만 주의할 것은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이에 포함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① 자치입법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 한 과제가 공해  도시문제,자연

괴 등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국 ⋅획일 인 법률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하여 하고 시의 인 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갖는 의미는 좀 더 주민에 

근 한 자가 그 지방에 효력을 미치는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을 제정하는 자와 수범자 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 있다.155)이를 통해 지

방자치단체가 당면한 사항을 그에 가장 정통한 자가 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남한 헌법의 경우 자치입법권을 헌법 으로 보장해 주는 동시

에 자치입법의 범 를 ‘법령의 범  안’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상을 국가입법,즉 법률과 법률하 명령(법규명령)의 하 로 설정하고 

있다.이를 형식 으로 해석하면 국가의 입법이 과도하게 지방자치의 

154)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고권(Gebietshoheit),인사고권(Personalhoheit),재정

고권(Finanzhoheit), 계획고권(Plannungshoheit), 조직고권(Organisationshoheit),

입법고권(Rechtsetzungshoheit)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55)이기우‧하승수,앞의 책,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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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해서까지 선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이에 종속되

고 제약되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래한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업무의 요한 법  근거가 체 으로 하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에 비추어보면,조례가 이들 법령의 범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

다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한편 북한 사회주

의헌법의 경우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 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한 규

정을 두고 있지만,하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 원회는 상  지방인

민회의와 지방인민 원회,최고인민회의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반할 

수 없으므로,이를 실질 인 자치입법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 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각 지방

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헌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법령의 범  내’가 아닌 ‘법률의 범  

내’로 규정되어야 한다.156)이러한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법률 이하의 하  법령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으로서,

국가의 통일 인 체  법규범체계로 보면 지 아니한 문제 이 래

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법제가 마련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이 반 된 조례를 제

정하게 될 것이고,국회는 지역  사무에 한 한 국가 체의 통일 인 

사항에 해서만 강의 법을 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입법태도를 가질 

것이다.이 게 된다면 상  법률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

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  법령에서 구체화하는 경향을 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즉 이와 같은 법제에 따르면,법률에서는 단지 국가 체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이며,법규명령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공통 으로 규율된 사항으로 

정해질 것이다.

② 자치행정권

156)김수연,앞의 논문,329면;김해룡,앞의 논문,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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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섭

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무를 자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실질 으로 자치행정권이 보장되기 해서는 과도한 국가의 임사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 인 자치행정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앞서 

검토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이 요한 것이 바로 이러

한 이유에 있다.

남한의 경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지역

 사무라도 국가에 의한 우선  규율이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 는 매우 좁 지고 있는 실정이다.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능

력 부족과 지역이기주의  행태에 따른 불신으로 인하여 법률에서 국가

사무로 직  규율하는 입법의 경향도 존재한다.157)북한의 경우에는 지

방인민 원회가 상 지방의회,지방인민 원회,당조직 등 첩 이고 포

인 통제를 받고 있어 비록 사회주의헌법 제147조 제5호에서 지방인

민 원회의 임무와 권한의 하나로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사무의 지방  집행을 

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

능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국  규모의 사무‧지방자치단체의 력이 필요한 사무‧지방자치단체가 

기술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사무에 하여 자치 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즉 자

치사무에 한 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성의 원칙이 철 히 지켜져야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자치행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더불어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이 부진하고,실질  지방자치사무들에 한 국가법령에 

의한 선 이 자행되고 있는 입법 실에 비추어 볼 때, 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 간 행정권 배분의 골격을 정하는 헌법규정을 도입해야 할 필

요성이 더욱 주목된다.158)

157)김해룡,앞의 논문,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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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해 필요한 

외부 ‧내부 인 조직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이를 통

해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조직과 운 에 해 자기책임 하에 규율할 권한

을 갖게 된다.지방자치단체가 실체를 갖추고 운 되기 해서는 우선 

이를 행사할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직

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건이 된

다.159)

남한의 지방자치법과 북한의 지방주권기 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임기 등 지방조직의 반 인 사항에 

하여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간의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이와 같은 입법  규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지 사회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자치조직권을 보다 확 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된다.지방자치기 의 구성형태가 지방의

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학 계에 따라서 지방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독일의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처럼,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기 구성을 다양화하여 자치조직권을 확 할 수도 있다. 를 들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인가 혹은 지방의회에서 선

출하는 간선제로 할 것인가,지방의회와 집행기 의 기 구성에 방법에 

있어 기 통합형 구도로 할 것인가 기 립형 구도로 할 것인가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합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고권을 확립하고 다양한 지방정부형태를 실험하여 향후 우리

나라에 보다 합한 정부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160)경우에 따라서는 자치조직권을 과도하게 지방으

158)김해룡,앞의 논문,7면.

159)이기우‧하승수,앞의 책,66면.

160)김해룡,앞의 논문,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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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하기보다는 상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유형화하고 지

방자치단체로 하여  상황에 맞는 유형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④ 자치재정권

통일한국의 지방분권이 실효성을 갖기 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야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과세권 확

립에 있다.161)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보장을 단순히 입법정

책  차원의 문제로 넘기기 보다는 헌법에서 명시 으로 보장하고,이를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한 과세자주권,재정조정에 한 헌법상의 기본

결단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가장 

핵심 인 것이 조세고권이라는 과 지방세는 체 국민을 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성을 존 하는 것이 지방재정권의 확보에서 요한 법  원리

로 작용해야 한다.그러나 한편 오늘날에는 국을 하나의 경제단 로 

하는 국민경제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지역을 경계로 하는 지역경제가 취

약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도 원칙 인 제한이 따르고 있는

바,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문제

를 해결하고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162)

한편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가 가장 요

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서 재정조정은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특히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의 심각한 경제력의 차이가 지역발 을 해하고 국민통

합을 해치는 결정 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 인 구 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

이다. 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세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결코 충분한 재정력의 확보는 

161)소진 등,앞의 책,151면.

162)김수연,앞의 논문,330면.



-134-

기 할 수 없다.이러한 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그리고 역지

방자치단체와 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자립에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행 남한 법제에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간,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를 규

정하고 있으나,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인상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정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 으로 반 하는 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163)

163)이동식,“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2ndAFOLIA 지방자치법제분과,2012,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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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 되고 정착

되어야 하는가에 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서 출발하 다. 재 남북한

의 실에 합한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하고 이를 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양 축을 잘 유지하면서 통일한국의 지

방자치제도로 발 시키는 데에 연구의 목 이 있는 것이다.통일을 달성

하는 구체 인 방식은 통일 당시의 국제  여건과 남북한 계의 역사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통일을 통하여 완성되는 새로운 국가공동체는 

와 같은 헌법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모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외국,특히 분단

국가의 사례는 체제 통합의 과정에서 많은 시사 을 제공해 다.특히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한 국민의 이질감 극복은 곧바로 

체제에서의 극복으로 이어져 그 목 에 부합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

며,구동독 지역 지방자치 단체에 한 연방정부  주 정부의 지원으로 

안정 이고 성공 인 지방자치체제 통합을 이루었다.비록 독일의 분단 

상황이 남한과 북한의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통일이 이루어진 

원인과 과정,추진 방법,분단의 형태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구조 인 특

성이 우리의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 한 본보기를 제시한

다.

한 홍콩과 마카오를 국 내지(內地)의 하나의 특별행정구로 간주하

는 일국양제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련하여 연방국가의 실 이

나 과도기의 특별행정구역 설정 등을 논의함에 있어 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멘의 경우는 상호간의 일 일 합의의 원칙에 따라 형식  통일

을 이루었으나 결국 완 한 통합을 이루기 해 내 을 거쳐야 했고 형

식  체제통합의 한계를 일깨우는 요한 선례로 남았다.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한 연구는 남북한 통합과정의 제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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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바,모든 모델을 이론 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실 이고 타당성 있어 보이는 모델에 집 하 다.

이에 따라 동서독의 합의에 기 하여 서독의 주도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

합과정을 남북한 통일과정의 기본 인 모델로 설정하 고,통합 시에 발

생할 부작용을 사 에 완충하기 하여 과도기간을 설정하 다.과도기

에 북한지역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한 사항은 일시 으로 유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헌법정책  결단으로 고려된다.한편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합, 진 ‧단계 이고 

신속한 통합,법과 제도를 월한 완 한 통합이라는 기본 원칙을 수

하고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통합원리를 바탕으로,통일한국의 헌법상 지방자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념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통 인 

제도보장이론을 탈피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기본권 실 과 연 시켜서 이

해해야 함은 물론,기능  권력통제의 효과를 정확히 악하고,헌법상의 

일반원칙인 보충의 원리의 측면에서 근해야 한다.둘째,헌법상 권력분

립 이념의 기능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역에서 수직  권력분

립 원리를 구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 인 계로 정립되어야 

한다.셋째,기존의 단체자치 심 인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탈피하여,

자기지배의 원리인 민주주의에 기 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강화하여야 한

다.이러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기 로 통일헌법에서는 보다 구체 인 지

방자치에 한 근본결단을 내려야 한다.즉 지방분권국가 원리에 한 

조항,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한 조항,지방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을 명시

하는 조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 등이 통일헌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헌법의 이념에 기 하여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해본다면 

첫째,거시 인 에서 국가구조에 해서는 역사 으로 연방제의 

통이 없으며 상 으로 좁은 토에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

역 간 지역고권을 엄격히 구별할 만한 필요성이 기 때문에 단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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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가 바람직하다.그리고 계층제에 해서는 행정계층과 구별되는 

자치계층의 에서 역자치단체의 존립 목 과 세계  추세를 고려하

여 층제,보다 구체 으로는 2계층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 방식에 하여 단기 으로는 지방의회

의 자치능력 부족과 북한지역의 지방자치제도 조기정착을 고려하면 기

통합형 구성방식은 시기상조이며 부 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장기

이고 궁극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고권을 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들의 지역  내지 사회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권력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에 하여 헌법  원리를 명확

히 인식하는 토 에서 ‘포  배분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

야 할 것이다.이러한 이념  토 를 바탕으로,우선 국가사무와 자치사

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치사무에 해서는 포 으로 자치권을 부여해

야 하고,국가사무 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필요한 사무에 해서

는 수직  권력분립이념을 바탕으로 앙과 지방이 서로 력하는 체제

를 구축하여야 한다.특히 통일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 유기 인 기능배분의 필요성이 더욱 증 된다.

넷째,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법령에서 부

여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이 입법재량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 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권의 종류에 따라서 보

면,자치입법권의 측면에서는 ‘법령의 범  안에서’가 아닌 ‘법률의 범  

안에서’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의 실질

인 규범력을 확보해야 한다.자치행정권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과도한 사

무 임을 지하고 지역  사무에 한 보충성의 원칙을 구 하여,지방

자치단체가 실질 인 자치행정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자치조직권의 

측면에서는 각 지역실정에 합치하게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보다 확 해야 한다.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립을 해 무엇보다도 재정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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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과세자주권에 한 헌법  결단이 필요

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를 보완하기 해 실효성 있

는 재정조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Broβ  독일 연방헌법재 소 재 은 분단국가의 통합

에 있어서 법을 강압 으로 ‘철’시켜서는 아니 되며,군림하는 법은 사

람들에게 정복자의 법,이질 인 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법  통합

을 하는 경우 양 분단국 주민들의 감정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

고 그 지 못한 경우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체성  수용에 있어서 문제

에 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 하 는바164),이러한 은 법과 제도를 

월한 완 한 통합을 지향하는 통일한국 지방자치 실 의 기본이념과도 

맞닿아있으며,남북한 지방자치법제 통합을 비함에 있어서 잊어서는 

아니 될 요한 교훈이라 할 것이다.

164)SiegfriedBroβ,“RechtlicheIntegrationim ProzessderDeutschenEinheit”,

독일통일 20주년 통일법제 세미나,국민 학교 법학연구소,2010,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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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StudyaboutLocal

AutonomyinReunitedKorea

ChoiG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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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odernsociety,localautonomyservesasatooloforganization

whichvisualizestheideaofdemocracyanddivisionofpowers.Inso

doingitultimatelycontributestopromotingpeople'snaturalrights.

South and North Koreahavedeveloped respectivelywith different

powerstructureandrulingideologyoverthepasthalfcentury.Local

autonomy was also builtand settled down to meetthe power

structureandrulingideologyofeachgovernment.Itispredictedthat

the reunification ofKorea necessarily accompanies integration of

disparatesystems.Earlysettlementoflocalgovernmentisalsoneeded

inordertoovercomechaosintransitionperiod.Thisstudymainly

focuseson constitutionalconsideration abouthow localautonomy

shouldbeembodiedandsettledinReunitedKorea.Thusthisstudy

comparesSouth Korea'slocalautonomy with North Korea'slocal

autonomybyanalyzingcasesofotherdividedcountriesandthereby

itaimstoimaginetheideallocalautonomymodelinReunite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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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uthKorea,since1987whenlocalautonomywasreinstatedin

theconstitution,localdecentralizationhasbeenproceedingbriskly.On

theotherhand,NorthKoreareinforceshighlycentralizedsystem with

democracy-centralism. Though local people's assembly and local

people'scommitteefunction aslocalsovereign agency,thereisno

authenticlocalautonomybecausetheyareundercontrolofupper

agencyandpoliticalparty.Despiteeverything,partialautonomyhas

beenpermittedtoimproveproductivity.

Foreigncasescouldbeimportantreferencesforlocalautonomyof

ReunitedKorea.ThecaseofGermanyinparticularismuchsimilarto

oursituation.Germany wasdivided by ideology and united by

agreementoftwodifferentsystemsonthebasisofliberaldemocracy.

The German case,which hassuccessfully combined two different

systems,hasimplicationsforReunitedKoreainvariousways.

'Onecountry,twosystems'ideawhich considersHongkong and

MakauasspecialadministrativeregionofChina,couldbeadapted

for our discussion on state structure or setting up special

administrativeregionininterim period.Yemenwasformallyunited

accordingtoone-to-oneprinciple,butthecompleteunityhascome

afterthecivilwar.Yemen'scaseshowstheimportanceofprogress,

notjustthatofconsequence.

The study on localautonomy ofReunited Korea depends on

reunification processofSouth and North Korea.Thusthisstudy

focuses on the practicaland reasonable model,thatis to say

German'sintegration model,and also establishesinterim period to

avoidordiminishsideeffects.Duringinterim period,localautonomy

inNorthKoreacouldbepostponedtemporarily,andthiscouldbe

consideredasconstitutionalresolution.Meanwhilesomebasic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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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like integration on the basis of liberal democracy,

gradual-gradationalandpromptintegration,andcompleteintegration

aboveand beyond institutionalintegration,mustbeobeyed inthis

integrationprocess.

Withthisfundamentalprinciple,localautonomyintheconstitution

ofReunitedKoreamustbeprovidedbytheideologiesasfollowing.

First,beyondtraditionalinstitutionalguaranteewhichisdescribedas

theleastguarantee,morespecificresolution aboutlocalautonomy

mustbeprovided.Second,withtheideologyofverticalseparationof

powers,therelation between stateand localgovernmentmustbe

settled in an equivalent way. Third, above and beyond

physical-autonomyideology,localautonomyshouldplaceemphasison

civil-autonomyideologybasedondemocracy.

Based on argumentsmentioned above,Isuggestthe following

modelforlocalautonomyinReunitedKorea.Tobegin,Idiscussthe

statestructureandthelocaladministrativestratafrom amacroscopic

perspective.Unitary state is more preferable to federalstate,in

considerationofhistoricalexperience,relativelylimitedterritory,and

littlenecessity ofdistinguishing localauthority on accountofthe

developmentoftransportationandcommunication.Anddouble-strata

is more preferable to single-stratum, in consideration of the

metropolitanstratum'sparticularrolesandglobaltrends.Inregardto

localgovernmentorganizations,integrated organization form might

notbedesirableinshortrun.Howevergivingdiscretionaryauthority

to each localgovernmentwould be considered in a long-term

perspective.Aboutthedistributionoffunctionsbetweenthecentral

and localgovernments,localautonomyaffairsmustbeassigned to

localgovernmentscomprehensivelyandcooperationalsystem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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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stablishedfornationalaffairswhichneedconnectionwithlocal

governments.Lastly,theessentialpartofthelocalautonomousrights

shouldbeprovidedforintheconstitutionsoasnottobeinfringed

from legislativediscretion.

keywords:localautonomy,localpeople'sassembly,localpeople's

committee,dividedstate,reunificationprocess,

constitutionofReunite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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