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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은 ‘지방 경쟁력을 높이

느냐 높이지 못하느냐에 있다.’ 서양의 선진국과 아시아의 경제 선진국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경쟁력을 같이 높여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

만 우리의 경우 단기간 고속 성장을 위해 중앙(서울·경기) 위주로 경제

발전을 진행했으나,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정부와 학계에선 관련 연구를 한 결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 필요함을 확인했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을 이용하여 현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을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의 핵심인 문제·정치·정책의

흐름 별로 대통령, 국회, 행정부(안전행정부) 등 정책 참여자의 역할과

상호 작용을 살펴 위 ‘통합특별법’이 제정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 통합특별법 이전 관련법을 정리하고. 관계기관인 안전행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지방행정체

제개편 특별위원회 등의 회의록, 공청회 자료 및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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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정

과 관련해서 주요한 정치의 흐름 중 하나인 여론의 압력이나 참여가 거

의 없었다. 사실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일반 국민이 실질적

으로 인식할 만한 유인이 없는 것이다. 결국 엘리트 관료(대통령, 국회,

안전행정부 등)가 주로 담당하며 진행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정책흐름 모형의 연구와 다르게 ‘대통령의 신념’이 법

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가령 노무현 정부의「지방분권특

별법」제정 사례를 보면 정책주도자인 대통령이 문제·정치·정책 그리고

정책의 창까지 주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했다.

셋째, 이번 ‘통합특별법’ 제정까지 3번에 걸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해관계자가 전국민이고, 일시에 이룰 수 없기에 이전 정부의 법률 내용

을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 방법은 별다

른 변동 없이 너무 형식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고 그대로 베낀 졸속 입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촉진

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 제정 과정 연구

학 번 : 2010-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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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지난 2013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

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5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가 지방정부로 전달되고,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정

비를 통한 지방 의회의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증가로 궁극적으로 지방발

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알고 있다. 하지만 언

제부턴가 ‘민주’ 대신 ‘서울/경기도’로 바뀌어 ‘대한민국은 서울/경기도 공

화국이다.’라고 한다.(강준만, 2000) 이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수도 서울/경기도의 독보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문장이다.

서울은 대한민국 전체 영토의 0.61%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구

10,051,05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약 10%, 11,576,550명)와 덧붙여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민(49,410,293명) 중 절반 정도는 10% 면적에 살

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머지 절반 조금 넘는 숫자는 90%에 해

당하는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에 살아가고 이를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

별자치도, 도, 시·군 등으로 명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한다.1)

1) 통계청(2010) 인구주택 총조사 인용, 법학을 전공한 연구자도 헌법 3조 영토조항에 ‘대한민국

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 제한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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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도한 서울·경기 집중은 공해, 교통혼잡,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는 동시에 지방은 점점 과소해져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오래 전부터 형성

되었고, 민선 자치단체장·의회를 구성한 1995년부터 관련법2)을 제정하고

또 동시에 이를 해결 위해 정부·학계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서양의 선진국들과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선진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단기간 고속성장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울·경기도는 발전했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은 그렇지 못하

였다.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문턱에서 헤매는

것도 지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렇

게 하기 위해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더 높여 지방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승종, 2012)

본 연구는 이처럼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3)의

제정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의 제정 과정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정

책학의 오래된 정책결정모형 중 킹던(Jhon. Wells.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policy stream model)을 도구로 활용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시행:1995.1.1~2010.10.1>등

3) 이하 ‘통합특별법’과 병기한다, 이 논문은 총 4개의 특별법을 다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마지막 특별법을 ‘통합특별법’이라 구분해서 독자의 이해 편의성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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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정 연구이다. 국회 법률 제정절차는 법률안 제출, 법률

안 국회의결, 공포와 효력발생순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은 하나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다. 그렇기에 법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그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는 법률안 제출 직전인 정책결정 과정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

과정에서 참여자와 과정을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등 세 가지 흐름을 중심

으로 분석하려 한다.

연구의 범위는 시기적으로는 2003년 3월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전 관련법인 「지방분

권특별법」,「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

한 특별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 논문이 다루는「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이론적 논의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개념을 분리해서 살펴본다.4)

4) 이 통합특별법은 ‘지방분권’관련과 ‘지방 행정체제개편’ 관련 2개 법의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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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 문제와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 교체가 특별법 제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5)

둘째, 과거에 각각이던 지방분권법과 행정체제개편법이 어떻게 통합

되어 ‘통합특별법’으로 만들어졌는가?

셋째,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 분리해 접근한 것을 왜 박근혜

정부에선 통합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론은 사례조사를 이용

하고, 사례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6),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7) 등의

회의록, 공청회 자료 및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론모형으로는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을 변형한 킹던

(Kingdon)의 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위 연구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5) 대통령의 변동을 정권의 교체로 본다. 정확히 2003년 ~ 2013년까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일컫는다. 

6) ‘위 법률’의 통과 및 시행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와 지방행정체재 개편위원회’가 ‘지방자치발

전위원회’로 통합되었다.

7) 17대·18대 국회에는 존재했고, 현 19대 국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3.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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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 1절 정책결정 모형의 개관

정책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의미로

한정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

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는 정의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정책결정이란 해결할 정책문제를 파악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

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활동을 말한다.(정정길 외, 2008)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의사결정자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합리, 만족, 점증, 혼합주사, 최적모형이 있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조직 내 의사결정을 연구한 회사모형, 국가적 정책결정을 성

질별로 분류하고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던 정치적 결정의 측면을 보완

한 앨리슨(Allison) 모형과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연구

한 쓰레기통(garbage can model)모형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에 근거해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이 점화 계기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을 설명한 정책흐름 모형이 있다.(최성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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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첫째, 합리모형이다. 정책결정자는 합리적이고, 의사결정과 관련한 전

체적인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목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 안을 선택한다.

둘째, 만족모형이다. 합리모형의 비현실적 측면(전체적 상황 파악)을

고려해서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 한계를 인정하고, 선택에 있어서 최적

보다는 심리적 만족의 기준을 따른다.

셋째, 점증모형이다. 정책결정자는 비용 및 시간 제약으로 한정된 대

안만 고려하게 되고, 장기적 결과보단 단기적 결과를 고려한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약간 개선 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된다고 가정한다.

넷째, 혼합주사모형이다. 핵심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통합이다. 합

리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점증주의의 비현실성 극복하고, 실현 가능한

정도의 합리성만을 요구한다.

다섯째, 최적모형이다. 정책형성과정의 합리적 요소와 초 합리적 요소

를 동시에 고려하여, 비정형적 결정의 경우에 직관, 판단, 창의 등의 초

합리성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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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회사·앨리슨 모형‘8)

첫째, 회사모형이다. 개인적 차원의 만족모형을 조직 내 의사결정에

적용한 이론이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과 달리 조직이 상이한 목표를 갖

고 어느 정도 독자성을 지니며, 느슨한 연계를 하는 하위조직들 간의 연

합체라는 가정을 한다.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중심의 탐

색, 조직학습 등 4개의 관련 개념으로 짜여 있으며, 조직은 표준운영절차

에 의한 대안탐색을 한다고 본다.(송주아, 2010)

둘째, 앨리슨(Allison) 모형이다. 1971년 출간된 「의사결정의 본질」

에서 미·소 냉전 시기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해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

세 가지 상이한 이론모형, 즉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을

적용해 전개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오석홍, 2000)

이들 세 가지 모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정책결정에 참

여하는 사람들의 ‘응집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정책을 결

정하는 정부에 대해서 일정한 가정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데, 합리모형에

서는 정부를 잘 조정된 ‘유기체’로 간주하고, 조직과정 모형에서는 정부

를 반 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로 간주하며, 관

료정치모형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취급한

다. 이들의 특성과 기타 요인이 결합하여 세 가지 모형은 서로 다른 속

성을 가진다.

8) 자세한 내용은 위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혹은 백현관 “공공정책의 제문제”(인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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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쓰레기통·정책흐름 모형’

본 연구서 연구 분석틀로 사용하는 모형은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policy stream model)이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 정책흐름 모형의 기

초가 되는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을 살펴본다.(진상은, 2008)

1) 쓰레기통 모형 (garbage can model)

(1) 쓰레기통 모형의 의의

쓰레기통 모형은 M. Cohen, J. G. March, J. Olsen등 이 주장한 정책

결정 이론으로,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하며

혼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적 측면을 강조하는

모형이다.(정정길 외, 2008)

이러한 혼란 상태를 조직화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라고

말한다.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는 합리모형은 물론이고 조직모형보다

더 훨씬 더 불합리하게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 모형은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으

로 행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처럼, 상·하위 계층제적

관계를 지니지 않은 참여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 적합

하다.



- 9 -

(2) 전제조건과 의사결정의 요소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가 우연히 결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Cohen, M.· March J.·Olsen J, 1972)

세 가지 전제조건이란 ①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

②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③유동적인 참여자(part-time part

icipants)를 말한다.

'문제성 있는 선호'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무엇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합의가 없고,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좋

아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불명확한

기술'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동적인 참여자'란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단계에서 항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교체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여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불참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란 ①해결해야 할 문제(problems), ②문제의

해결책(solution), ③의사결정의 참여자(participants), ④의사결정의 기회

(choice opportunity)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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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책문제에 해당하며,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의 참여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회의 등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기회’란 정책결정권자 개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그 순간을 의미하고, 집단 의사 결정의 경우에는 회의 등이 있다.

쓰레기통 모형이 전제하는 조직화한 무정부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두 계기가 있을 때 위의 네 가지 요소가 합쳐지는데,

이 계기를 점화 계기(triggering event) 라고 한다. 점화 계기로는 첫째,

문제를 크게 부각하는 극적 사건. 둘째, 정치적 사건으로 정권의 변동이

국가적 분위기·정치 이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쓰레기통 모형의 장점은 정책결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식의 규범

적 차원이 아니라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적이고 경험적인 정책결정 이론이라는 점이다.(정정길 외, 2008)

쓰레기통 모형의 단점은 이른바 조직화한 무질서(organized anarchy)

상태는 오늘날 대학교나 공공 연구기관, 친목단체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이 모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적용은 일부 조직에서 일시

적으로 나타나는 행위·태도에 한정된다는 지적도 있다.(이종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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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흐름 모형(policy stream model)

(1) 정책흐름 모형의 구축과 개관

킹던(Kingdon)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의 교통정책 및 보건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백악관, 행정부, 의회, 이익집단, 저널리스트 와 연구자

등 247명에 대한 면담내용과 23개 사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Cohen, March, Olsen이 1972년에 개발한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근거하여 자신의 모형인 정책흐름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대안의 구체화 과정 및 정책변동과정을

설명한다. 서로 무관하게 흘러다니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이 우연한 점화계기(triggering event)에 의해 결합

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정정길 외, 2008)

킹던(Kingdon)은 어떤 의제는 정부의제가 되고 어떤 의제는 정부의제

로 채택되지 않는지와 정부 내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희생

하면서 어떤 대안에 깊이 있게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주

안점을 두었다. 다시 부연하면, 대통령, 의회, 기타 권위 있는 결정기관이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이슈에 대해

서는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설명하려고 하였다.(정임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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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흐름 모형의 구체화

① 정책형성과정의 세 가지 흐름

킹던(Kingdon)은 의제설정과 대안의 구체화 과정에서 역할 담당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 자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제시한 3가지 흐름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문제의 흐름(stream of problems)이다. 어떤 문제는 정책결

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며 다른 문제는 왜 그렇지 않은가? 이에 대한 해

답으로 그는 정책결정자 또는 정부 관료들이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수단

과 문제의 상태가 정의되는 방법에 달려 있다고 봤다. 이러한 상황을 인

식하는데 지표, 중대한 사건이나 위기, 환류 등이 크게 작용한다.

두 번째는 정치의 흐름(stream of politics)이다. 정치의 흐름은 문제의

흐름이나 정책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역동성과 규칙에 따라 흘러

다닌다. 정치의 흐름은 국민 여론의 변화, 선거결과, 행정부의 교체, 의회

내 이념이나 정당의석의 변화, 이익집단의 압력활동과 같은 요인들로 구

성된다.

세 번째는 정책의 흐름(stream of policies)이다. 많은 대안이 정책공동

체 내에서 제시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만나고 결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란 정책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다

수의 참여자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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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주도자(policy entrepreneur)

문제의 흐름이나 정치의 흐름이 정부의제로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정책의 창을 통과하는 결정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흐름이 합쳐

져야 한다. 정책주도자는 각각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흐름을 엮

어(the coupling of the streams) 정책의 창을 열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

안을 최종적으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명성, 돈, 같은 자

원 투입한다.(성욱준, 2013)

이러한 정책주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정책의 창을 통과하기 위

해서는 다음 세 가지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정책주도자에게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전문성, 이익집단의 리더 혹은 의회 위원회의 수장과 같이

권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광대한 정치적 연결망이나 능숙한 협상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이러한 협상력은 기술적 전문성과 정치적 전문성이 합쳐질 때 더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성공적인 정책선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내력이라 할 수

있다. 인내력이란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법안을 만드는 등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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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policy window)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에 대하여 알아보면, 문제․정치․정책의 흐

름은 자신의 고유한 규칙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3개의 흐름이

만나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의 흐름)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정책(의 흐름)은 해결책으로 문제(의 흐름)와

결합한다. 또 정치적 흐름에서의 사건, 즉 행정부의 교체는 서로 다른 방

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정치적인 사건과 합치되는 정책(의 흐름),

그리고 새로운 행정부의 철학에 합치되는 것들은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란 참여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그들이 옹호하는 정책대안을 관철하는 기회를 의미

한다. 이러한 기회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책의 창이 열

렸다는 것은 각 흐름의 결합기회를 의미한다.(Jhon W. Kingdon, 1984)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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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흐름 모형의 비교

Kingdon의 모형은 Cohen, March 및 Olsen의 쓰레기통모형을 근간으

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정정길 외, 2008)

첫째, 쓰레기통 모형은 네 가지 흐름, 즉 해결할 문제의 흐름, 해결책

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 기회의 흐름으로 구분한다. 반면

Kingdon 모형은 세 가지의 흐름 즉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으로 구분한다.

둘째, 쓰레기통모형은 과정(processes)과 참여자(participants)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정책흐름 모형은 과정과 참여자를 구분하고 이들 참여

자들을 다시 ‘정부 내’ 참여자 및 ‘정부 외’ 참여자로 구분하여 각 과정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셋째, 쓰레기통 모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의 중요성’을 정책흐름

모형은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창(policy window)'개념 활용

하고 있으며, ’정책주도자(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을 특히 중요한 요

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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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선행연구 검토

1.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9)

이승종(2003)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

고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는 상위정부로부터의 ‘분

권’,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지방정부의 지배집단에 대한

‘중립성’으로 정의되며 이것을 지방자치의 중요한 3대 구성요소로 본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정책의 평가에서 주요한 중심지표(기준)

를 민주, 능률, 형평성으로 제시했다.

김남규(2004)는 올해 시행되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 연구에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나눔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이루어 골

고루 발전하는 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특별법 내용을 설명했다.

임승빈(2005)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평가했다. 결론 부분

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만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지역사회는 소외되어 있다는 비판을 외

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 건전한 비판세

력을 육성하고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ce)의 한 축으로서 중앙정부

는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9)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에 시행되어, 2008년 5월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

법」으로 개정되었다가, 2013년 5월 본 논문의 ‘통합특별법’으로 대체되기까지 큰 흐름을 파악

하기 위해 약 10년간 관련된 분권과 법률에 대한 논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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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식(2006)은 행정구역개편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작업

으로써 시급히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

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한데, 현재의 헌법과 행정법의 한 부분인

지방자치법이 매우 불완전한 규정을 하고 있어 헌법해석과 법률의 정비

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승용(2007)은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은 자칫 지역 격

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지방분권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발전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중앙의 또 다른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균형발전 전략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한다.

최환용(2008)은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 및 사무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고, 동시에 재정

권한도 같이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

가감독을 완화하고 국정 참여의 기회를 더욱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기책임

성 원리에 기초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 할 주민참여 제도 강화는 지방

분권 국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했다.

김생수(2009)는 지방자치 시행으로 분권형 국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

되었지만, 중앙으로 권력 집중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병행되며

주민 체감형 기능이관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자립협 지방분권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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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경(2010)은 지방분권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소득격차에 어떠한 효

과를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결론은 분권화가 이뤄지고 지방자

치단체로 재원이 이전될수록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동시에 소득 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강재호(2011)는 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의 사무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 재정을 늘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를 신설하는 등 지방분권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제도를 도입하고 조례제정·개폐청구

의 요건을 완화해 주민 자치의 제도적 발판을 크게 확충했다고 평가했

다. 하지만 기관위임사무제도와 주민 직접참여제도에 대해선 아쉽다고

한다.

최근열(2013)은 2차 자료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2012년도 상반기

지방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내용분석 방법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및 방

향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이 미흡 했던

주요 이유로는 지방자치를 법령에 한정하도록 한 중앙집권적 헌법규정,

권한 없는 추진기구와 추진체계 미흡 등을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에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추진, 지방분권 추진체제 강화 및 재구

축,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역할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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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10)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문제점은 ‘2할 자치’라는 행정학자들의 용어에서

엿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 2인 상

황인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의 비율도 20%라서 결국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받는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계속되는 정부의 노력으로 중앙행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

다고는 하나 중요한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니고 있는 분야가 많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째, 지방에 ‘돈’이 있어야 자치를 할 수 있

다는 지적으로 이를 위해 단계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봤다.(최환용,

2008; 김생수, 2009; 최근열, 2013)

둘째, 적극적으로 국가의 사무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서 자치 역량을 높

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최환용, 2008; 김생수, 2009)

마지막으로 지방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수준을 결

정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체감할 수 있는 기능이관, 지방의

회의 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이승종, 2003; 임승빈, 2005; 유

진식, 2006; 최환용, 2008; 김생수, 2009; 최근열, 2013;)

10) 앞의 선행연구 이해를 도우려 짧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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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11)

심익섭(2006)은 100년 전의 지방행정체계에다 형식적으로 ‘자치’라는

옷만 입힌 채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지금의 한계가 발생했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지방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주민참여를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 결국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

는 어려움은 있으나, 지방행정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양수(2007)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나타난 행정체제가 전국의 ‘지방

행정체제개편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점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고 한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2계층의 지방자치 체제를 개편

함에 있어서 광역적 행정수요뿐만 아니라 주민 근거리 행정을 통한 지방

자치 이념구현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위 법은 부족하다

고 평가했다.

이승종·서재호(2009)는 지방정부의 발전은 효율성과 민주성 강화라는

이중적 요청에 부합해야 함을 전제했다. 이를 위해 광역시와 도의 통합

에 기초한 광역자치구역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인 통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런 정책이 지방자치의 민주성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10월에 시행되었다. 참고로 바로 직전법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시행:1995.1~2010.10)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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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2009)은 2005년부터 정치권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유력한 방

안으로 논의된 ‘단층제’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취한다. 이것은 행정계층

을 1단계 감축하기 위하여 도를 폐지하고,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하여

전국을 60〜70개 전후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인데, 역사성에

근거한 구역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부작용 및 주민 정서에 반할

수 있어 성공적인 체제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기우(2009)는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의 규모’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너무 작고, 반대로 ‘시·군의 규모’는 너무 크

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세계화로 전 세계는 국경을 넘어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데 우리와 경쟁하는 도쿄, 베이징, 상하이는 1000만 정도이나 서

울·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300만에 못 미치고 있어 국제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 반면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챙겨야

하는 시·군 규모는 서양이 5000명 이내, 일본도 7만 명을 넘기지 않게

재편중인데 우리는 20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크다.

소순창(2010)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성과를 기존 자료와 논문

을 통해 분석했다. 사실 1995년의 ‘도농 통합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흘러서 평가할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통합 창원시 사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 조금 이른 감은 있다고 한다. 위 연구자는 두 사례 평

가결과, 결론부터 제시하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지방분

권을 위한 마음의 부족과 지나친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강조한 나머지 민

주성이나 지방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12)

12)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부터, 통합 창원시는 2010년 7월부터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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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2010)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의 내용을 분석해 강제적

인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파괴의 우려, 통합되는 지역에 투자되

는 대단위 재정투자로 인한 지역 간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새로운 행정

시설 건설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헌법을 그대로 둔 채 자

치구 의회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의 개

혁은 우리 헌법상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확립을 위한 제도설계가 되

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용기(2011)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입법해석의 해석적 접근

방법으로 연구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둘째, 전국을 하나의 기준에 맞춰 획

일적으로 재편한다. 셋째, 통합논의와 추진과정이 급하고 단기적이다. 이

에 해결방안으로 첫째,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자치제 개편하라

둘째,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존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이익집단

의 설득을 위해서 충분하고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고충석·양덕순(2012)는 앞 선행연구<윤양수(2007)>같이 ‘제주특별자치

도법’에 의해 행정체제 개편의 시범지역이 된 제주도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개편 이후 복지수준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복지 향상 정

도 역시 행정체제 개편 이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인식한다.

결국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주민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간에 협력

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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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관·홍관웅(2013)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대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결론부터 보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에 비해 광대한 면적으로 개

편 때문에 통합된다더라도 이웃집 담장 허물 듯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

며,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은 구역 경계가 없어진다더라도 지역적으로 정

서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강원도의 경우 통합으로 인한 재정력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전

국적으로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개편 추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변용환(2013)은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

이 정리했다. 첫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지방에 작은 도로 하

나 놓기 어려운 현실이라 대통령 공약 중 상당 부분이 지역의 각종 숙원

사업을 해주는 불합리한 일. 둘째, 지방의 황폐화로 대기업 본사 90% 금

융거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셋째, 세금의 80%는

국세, 20%는 지방세인데, 세금의 사용은 중앙 40%, 지방이 60%로 중앙

이 지방에 배분하는 돈의 절반은 중앙의 재량에 의해 배분되는 ‘국고보

조금’으로 줘서, 정치적 재정운용이 발생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

다. 넷째, 지방자치 모범국가의 사례인데 스위스의 경우 인구 2만∼30만

정도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재정권 등을 모두 가져 주민생활에 관련된

대부분 권한이 지역에 있어 대통령보다도 자기 지역의 시장에 관해 관심

이 많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도 기업의 70% 이상이 인구 5만∼20만의

중소도시에 있으며 여기의 삶이 대도시 못지않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육성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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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1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 및 필요성은 인구를 기준으로 ‘도의 규모’

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너무 작고, 반대로 ‘시·군의 규모’는 너무

큰데 있다. 규모의 경제로 국제 경쟁을 하기엔 작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를 하려면 인구밀도가 높다는 데 있다.(심익섭, 2006; 이기우, 2009)

이를 해결해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효율성(지방의 경쟁력 강화)과 민주성(주민참여)

을 훼손하지 않고 같이 가야 한다고 한다.(심익섭, 2006; 이승종, 2009)

여기서 ‘행정체제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여러 연구가 있

었다. 그중에 2005년부터 정치권서 유력하게 논의된 ‘전국을 60∼70개로

일괄분할안(정책)’은 역사에 근거한 구역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면 주민

정서에 반하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했다.(최진혁, 2009)

또 2007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

사례를 통해 위 연구주제를 연구한 논문도 있다.(윤양수, 2007; 소순창,

2010; 고충석, 2012)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박기관, 2013)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본 논문과 같이 ‘관련법’을

위주로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최우용, 2010; 강용기, 2011)

13) 앞의 선행연구 4쪽을 이해를 도우려 쉽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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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14)

김병준(2006)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결정과정 분석’에서 Kingdon

의 정책흐름 모형을 이용해 현실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

적 문제 상황을 서술하였다. 시간상으로 2002년 이재정 의원 등이 의원

입법안을 발의하고 2003년 7월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이 이전의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진 시기와 어떻게 달랐는지 중

점을 두고 분석하면서 정부 정책이 정치적 성격을 띠면서 다양한 행위자

들의 참여 속에서 결정되며 정책 주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진상은(2008)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를 하면서 1995년 정부의제가 되어 2007년에야 국회에서 통과된 12년의

기간을 문민·국민·참여정부 세 시기로 나눠 연구했다. 법률안이 통과된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으로 살펴보면서 정책의 목표, 정책결

정 참여자, 정책결정체제, 정책결정 환경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다.

최성훈(2008)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Allison의 세 가지 모형과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도구로서 최대한 상호 연계하여 활용해 분석틀을 만들어 검토했다. 2006

년 2월 제정방안 발표 이후 2007년 3월 위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는 시점까지 세부적으로는 정부안 마련단계와 국회 심의·의결 단계로 구

분하여 살펴봤다.

14)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는 Kingdon모형 이외에 다른 모형, 방법론으로 연구한 것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본 논문이 다루는 Kingdon모형에 한정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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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2011)은「석면피해구제법」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Kingdon

의 흐름 모형을 사용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충남 홍성·보령 지방의 석

면영향 조사결과가 직접적인 원인(점화계기)이 되어 정책의 창이 열린

순간 정책 대안을 가진 환경부가 주도해서 의원발의를 통해 위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정책 이슈화 집단인 시민단체와 이를 제도화 하는

집단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학계, 시민단체와 정

책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성욱준(2013)은「개인정보보호법」제정 사례를 정책흐름 모형을 이용

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참여정부 시기에 교육행정정보

화사업(NEIS) 사건의 발생과 대통령의 관심하에 정책이 시작되어 정부

의제가 되었지만, 정책주도자의 부재로 정책 결정에 실패했다. 반면 이명

박 정부에서는 정권교체 라는 정치적 흐름의 변화와 행정안전부라는 정

책주도자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협상 노력이 정책의 창을 통해

최종 정책 결정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서 정

치흐름과 정책주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며, 정책흐름 모형

이 입법 과정 분석에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정민·배관표(2013)의 연구에서는 예술인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흐름과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정

책의 흐름이 있었으나 정책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1년

한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

되는 정치 흐름의 변화가 생기자 이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예

술인복지법」이 법제화되어 마침내 정책이 결정됐다. 다른 사례와 다르

게 네티즌이라는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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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분석틀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재 개편 특별

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법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지

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사법부는 법무부, 행정부는 안전행정부, 정

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재 개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있다.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는 법 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활동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15)

정책흐름 모형은 세 가지 정책흐름(문제, 정치, 정책)과 정책의 창, 정

책 주도자 5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구성요소들의 구체적 분석대상은

문제의 흐름에서 주요사건, 지표, 환류로 정치적 흐름에서 정권교체, 행

정부·의회변화, 개혁기구의 등장으로 정책의 흐름은 입법안의 마련과 변

경 과정으로 봤다. 정책의 창은 정책의 창의 개폐 여부로, 정책주도자는

정책주도자의 여부와 역할로 구분하였다.

법안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 기간을 3개 정권인 노무현 정

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로 나누었다. 이것은 이전에 만들어진

관련 법을 정리한 후, 위 ‘특별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법안은 2013년 5월 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안

전행정위원회 회의록에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새 정권의 출범을 지켜보

고, 법안을 작성했다.” 라는 언급이 있었기에 정권 교체가 일정 부분 영

향 끼쳤다고 본다.

15) 시민단체 중 ‘희망제작소’ 1곳 정도만 입법 과정에서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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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틀 아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재 개편 특별법」 제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하위변수를 다음의 도표와 그림으로 정리한다.

<그림 2> 분석 모형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책의 창

특

별

법

제

정

<표 1> 연구 분석틀

정책흐름 모형의 요소 분석대상 분석방법

정책 흐름

문제의

흐름

· 주요사건

· 지표

· 환류

<시기별 비교 분석>

1) 노무현 정부 시기

(2003.3-2008.2)

2) 이명박 정부 시기

(2008.3-2013.2)

3) 박근혜 정부 시기

(2013.3-2013.5)

정치의

흐름

· 정권교체

· 행정부/의회변화

· 개혁기구

정책의

흐름
· ‘입법 안(案)’ 경쟁

정책주도자
유무와

역할

· 지위, 전문성, 네트

워크, 지속성...등

정책의 창
열림 · 정책결정 이뤄짐

닫힘 · 정책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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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과거 관련법 및 ‘통합특별법’ 내용 검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정된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의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 지방분권과 연관된 1999년 ‘지방이양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관된 1995년 된 ‘도농통합법’까지 갈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은「지방분권특별법」,「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정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이라 추진 방향이나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

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16)

비교적 상세하게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처음에는 ‘법률용어 이해’ 부분으로 법 적용의 위

계, 상하관계, 한시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방분권’ 연관된 2개 법

(「지방분권특별법」,「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본다.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관된 법’(「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법률들의 사실상 통합법이자 본 논문이 주로 다루

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본다. 3장의

전체 내용은 <‘통합특별법’ 형성 과정도>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1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국민 체감까지는 시차가 필요 - 지방분권의 성과는 지방자

치의 활성화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구축과 작동을 통하여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참여와 지방 거버

넌스의 구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다

양성과 지방의 리더십이 용인되고 활성화 될 때 가능해지며, (중략) 이를 위해서는 지방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하략), pp.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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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합특별법’ 형성 과정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5.2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0.10.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8.5.30>

지방분권특별법<2004.1.16>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1999.7.30-2008.5.30>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

<1995.1.1 ~ 2010.10.1>

지방자치법 (일반법)

헌 법 (최상위 법, 근본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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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법 적용의 이해

1. 특별법과 일반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어느 특정한 사람, 지역, 사물.. 한정적으로 적

용되는 법이다. 가령 민법에 대해서는 상법이, 형법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법(보통법)은 법의 효력이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미치는 법이다.

법을 적용하면서 특별법과 일반법이 같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특별

법이 먼저 적용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형

법을 적용하기 앞서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법학 이론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상위법과 하위법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법규인 헌법이 있고,

헌법에 근거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의 위임에 근

거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진다. 만약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

를 이탈한 하위 법규는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법학 이론에

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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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시법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법)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일시적인 특정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유효기간

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이라 한다. 또 ‘한시적인 법’ 용어로 대체 사용

하기도 한다.

형법 제 1조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

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조문

과 관련해 ‘한시법’과 추급효(이미 시한이 지나 폐지된 법률을 법률 폐지

후의 행위에 적용)문제에서 위 용어가 등장한다.(강동범, 2005)

5. 이 논문과 관련법들 적용의 해제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들(이하 5개 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

중에 최상의 규범이 된다. 어떠한 법도 헌법에 반해서(반대·대치) 규정

될 수 없고, 그럴 경우 위헌이 되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진다.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으로 이하 4개 특별법의 근본이긴 하지만, 관련

규정이 있을 시 특별법이 우선이 된다.

시간순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은 신법(새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본 논문이 다

루는 ‘통합특별법’이 현재 가장 우선 적용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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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지방분권’ 관련법

‘지방분권’과 관련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1997년 「중앙행정

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기본으로 형성된다. 이 법은 중앙

행정권한의 이양을 목적으로 2008년까지 존재한다.

위 법은 노무현 정부시기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특별

법」과 별개로 존재하다가, 「지방분권특별법」이 5년 한시법(限時法)이

라는 점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시기 새로 제정이 필요해 두 법은 통합

되어「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된다(마찬가지로 5년 한시법).

이후 이것은 다시 5년 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본 논문이 다루는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된다.

<표 3> 지방분권 관한 법 목록

순서 법 령 명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1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5710호 1999.7.30. 제정

2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8865호 2008.8.30. 타법폐지

3  지방분권특별법 제7060호 2004.1.16. 제정

4  지방분권특별법 제8423호 2007.5.11. 타법개정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지방분권특별법’이 밑에 법으로 통합된다.>

5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65호 2008.8.30. 전부개정

6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829호 2013.5.28. 타법폐지

7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829호 2013.5.28. 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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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분권특별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를 근간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혁

신을 도모하고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

령 자문기구로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3년 4월 7일 출범한다.

위원회의 명칭은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

이양이 없는 정부의 조직개편이 미봉적인 정부혁신이라 한다면, 중앙정

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 이양한 다음에 중앙정부를 개편해야 실질적인 혁

신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 200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기본방향을 정하고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지방분권특별법안’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지방분

권 추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총 3장 21조, 부칙). 제 1장 총칙(1∼8조)에서 분권

추진의 책무와 기본방향을 제 2장(9∼16조)에선 지방분권 추진과제로 이

미 발표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상의 주요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

3장(17∼21조)에서는 지방분권 추진기구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에 효력

상실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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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특별법 제 1장 총칙에는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무배분의 원칙, 사무이양의 원칙, 참여와

자율의 원칙 등 분권추진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엔

지방분권추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포괄이양의 원칙, 참여와 자

율 등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상의 원칙을 포함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원칙적인 공공사무 담당을 인

정하고 있다. 단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국가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기능과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는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사무,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사무, 전국적으로 적용될 준칙의 마련 등이다.

포괄이양의 원칙은 종래의 단위사무중심의 단편적 사무이양을 지양하

고 관련된 사무를 묶어서 중단위 또는 대단위의 기능을 한꺼번에 이양하

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파편화되는 것을 막고

종합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능이양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

는 방안이다. 동시에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 및 인력의 동시적 이양을 규

정함으로써 이양된 사무의 원만한 처리를 보장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

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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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 추진과제

특별법 제 2장에는 국가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주요과제를 포함

하고 있다. 특별법안에서 제시된 과제는 이미 발표된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분권 과제와 대부분 일치한다.

먼저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 재배분으로 사무배분기준 제시, 사무구분

체계 정비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 교육

자치제도 개선, 지방 자치경찰 제도 도입 및 시범적 실시 등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의 단계적 인상, 국고

보조금 제도의 개선, 과세 자주권 확대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 재정 책임

성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인사권 확대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지방 선

거제도 개선,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정부 간 관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회 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정부 간 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정비할

의무 등을 규정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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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기구

특별법 제 3장에는 지방분권 추진 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명칭을 거론

하지 않고 기능으로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분권 추진계획수립, 분

권의 기본원칙과 주요과제에 대한 심의, 추진실태의 점검 및 평가, 기타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20∼30인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분권 추진상황 등을 점검 및 평가하고 대통

령에 보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4) 5년간 한시법

특별법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

에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시적으로 한 이유는 지방분

권을 통한 효율적·민주적 국가운영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지 않으면 더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과 함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

방분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김남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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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

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2008년 12월에 출범시켜 지

방분권 정책을 일원화하였다. 여기서「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담당하며, 위 법에 의해 2013년 5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

도록 규정된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지방

분권추진법으로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보다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추진시한을 명시하고 이를 강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행정계층구조의 단일화 개편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중앙정부 종속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기적으로 지방분권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시급성이 존재했다. 이에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

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8년 2월 통과되

고,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제 1

장 총칙(1∼9조)에서는 지방분권의 정의와 기본 이념을, 제 2장(10∼16

조)에서는 지방분권 추진과제, 제 3장(17∼22조)에서는 지방분권 추진기

구와 절차를 규정하며 부칙이 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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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특별법 제 1장에는 총칙으로 법의 목적을 비롯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사무배분 및 자율과 참여의 원칙, 그리고 추진 일정이 규정

되어 있다.

특히, 사무배분의 원칙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

되지 않도록 배분한다.

또한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무를 배분받은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종합해 지

방분권을 추진·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

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함께 명시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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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 추진과제

특별법 제 2장에는 중앙행정 권한 및 기능의 재배분을 위하여 국가는

포괄적, 일괄적 지방이양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토록 하였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 경찰제도의 도입을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지방분권의 주요과제를 포함하

고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국세와 지

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세입을 확충하여 복식

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토록 하였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지방공무

원의 인사교류 확대 등의 과제를 규정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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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진기구

특별법 제 3장에는 지방분권추진기구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토

록 하고,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추진 계획의

수립, 지방분권추진과제 수립 및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장, 지방

4대 협의체의 장이 위촉 또는 추천하는 지방분권 전문가로 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분권 관련 정책사항은 대통

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실천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4) 5년간 한시법,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폐지

특별법 부칙에는 이전의 「지방분권특별법」과 마찬가지로 5년간 한

시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그리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

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날 폐지하며, 동 법률의 6조

에 따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또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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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법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법은 처음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으로 시작해 이것이

2010년「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로 바뀌기 전 까지 존재한다.

도농통합(도시와 농촌 통합)을 넘어서, 광역 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해서17) 결국, 2010년에 제정되게 되는데, 특이점은 준비가 부족했는

지, 비교적 짧은 시기에 계속 개정에 개정을 거듭했고, 이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되어 본 논문이 다루는 ‘특별법’이 된다. 이

와 관련된 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 목록

순서 법 령 명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 제5710호 1999.7.30. 제정

<위 법률은 5번의 개정이 1999.7.30 ~ 2010. 10. 1.사이에 있었다.>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 제10397호 2010.10.1. 타법폐지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0397호 2010.10.1. 제정

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0992호 2011.8.4. 일부개정

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531호 2012.12.12. 타법개정

6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625호 2013.1.23 일부개정

7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829호 2013.5.28 타법폐지

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829호 2013.5.28. 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재구성

17) 2009 9월 전국의 시·군·구를 60∼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

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2009년 6월부터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개회가 되고 2010년 4월까지 9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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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05년부터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국가 경

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 정당이나 의원 개별적으로 다양한 지

방자치체제 개편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가 10여 건 이상 제기되고, 대체

적인 큰 흐름의 합의를 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10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전국적인 기초자치

단체 통폐합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통합을 추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의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0월 「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과 지

방자치계층의 축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다. 이 법

은 총 4장, 4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1∼5조)은 총칙이며, 제 2장(6∼11조)은 지방자치체제개편을

위한 추진조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제 3장(12∼22조)은 이 법의 실질적 내용으로 지방자치체제의 구체

적 개편 범위와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4장(23∼40조)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제시하고 있다.(강용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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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특별법 제 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구성된다. 총칙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행정체제 개

편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

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구체적인 방안을 아래같이 설정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2)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특별법 제 2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실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위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활동경과를 보

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

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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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범위와 절차

특별법 제 3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범위·절차 그리고 주민자치회

를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범위를 보면 우선 현재의 특별시·광

역시·도는 통폐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군·자치구를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의 보고서에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은 통합추진의 대상이 된다. 개편 추진위는 자체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과 경제권, 발전 가능성,

역사, 문화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합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하며 이러한 개편위 추진계획에 포함되면 일차적 통합 대상지역이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개편위 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추

진하게 된다. 추진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거나,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소수의 지역 정치엘리트의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이 지연, 그리고 다수 주민의 이익에 반해 대중 선

동과 동원이 이뤄질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혹은 일정한 수의 지역주민(유권자 1%

∼2%) 역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건의는 개편위원회에 하며 위의 절

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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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자치단체의 특례 및 지원

특별법 제 4장은 통합을 이루어낸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특례 및 지

원제도를 법령에 마련했다. 통합의 기본원칙은 통합지역 주민과 통합 반

대의 의견을 가지는 지역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다. 또한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국가부담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

에 지원한다.

지방의회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 1명과 폐지 지

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 이것은

통합을 의결한 지방의회의 지역별 독자성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를 결정함에 있어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구역에서 선출

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대도시 사무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통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

기 위해 50만 이상 100만 이하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인구 100만 이

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대도시에 의한 재정특례 등이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경우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읍·면·동에 해

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이것이

설치될 경우 행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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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위원회 C1 C2 C3 C4

국회(대)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

국회위원회 K1 K2

지방분권 L1 L2
L4

체제개편 L3

C1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C2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C3 :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C4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K1,K2 : 17대·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L1 : 지방분권특별법 L2: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L3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L4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4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한 특별법」

3장 전반부의 ‘특별법’ 형성 과정도 같이 위 ‘통합특별법’이 형성되기

까지 「지방분권특별법」,「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지방행정체

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통·폐합 되었다. 이것은 지방분권

을 이루려면 관련 학자들의 연구결과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왼발은 ‘지방

분권’, 오른발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안전행정부 주도로 법안이 작성

될 때, 통합법이 생성되고 이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정했다.

<표 5> 정부·국회 위원회 및 법률 시기 순 정리

본 통합특별법은 4장 52조로 구성되어있다. 제 1장(1∼6조)은 총칙,

제 2장(7∼17조)은 지방분권, 제 3장(18∼43조)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제

4장(44∼52조)은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다. 본 논

문이 직접 다루는 법이니 앞의 3개 법과 다르게 상세히 살펴보겠다.18)

18) 본 논문의 부록 부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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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통합특별법 제 1장은 제 1조에서부터 제 6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법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정 목적과 정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

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

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

의 체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19)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

치하는 것을 말한다.

19)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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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

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

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

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

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며,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행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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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

통합특별법 제 2장은 제 7조에서부터 제 17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방분권의 기본원칙(기본이념, 사무배분의 원칙, 시범실시)과 지방분권

의 추진과제(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주민참여 확대, 자치행정 역량강화 등)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지방분권의 기본원칙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

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

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

야 한다. 또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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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

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

하여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

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세입을 확

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

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

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

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

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

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

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

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

에 따라 진단·평가를 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

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

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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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행정체제 개편

통합특별법 제 3장은 제 18조에서부터 제 43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과제(기본방향,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통합 절차,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주민자치회 설치 등)와 통합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특례(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과 재정지원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사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와 재정특례)

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20)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첫째,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 둘째,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넷째,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이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

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20)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2010년 10월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거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달라진 내용만 간략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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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

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

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2)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

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

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내주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

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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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

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

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외에 기타 지방의회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는 이전

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3) 대도시에 대한 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담당 도지사와 협의 후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결정...등을 한다.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과 별도

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내주어야 한다.

이외에 기타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

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는 이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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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통합특별법 제 4장은 제 44조에서부터 제 52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추진기구(설치,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 와 추진절차(추진 상황의 보

고, 이행상황의 점검·평가,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관련된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첫

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셋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넷째, 지방행정

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와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마친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

고 내용을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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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

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

치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

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018. 5. 30까지)

5) 부칙

인구 30만 이하 시·군·구 중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

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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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 과정 분석

제 1절 ‘특별법’제정의 시대적 배경

‘특별법’의 제정과정을 보기 앞서서 지방자치와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

을 살펴보기 위해 간략하게 2004년 1월「지방분권특별법」시행 전후부터

2013년 5월 ‘특별법’의 시행까지 약 10년간의 주요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

로 내세웠고, 이듬해 당선되었다. 참여정부는 그 어느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초석을 놓게 되었다.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시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방관련 이슈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

란이었다. ‘국민의 합의와 헌법 개정 없이, 수도 이전은 불가하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수도이전은 이행되지 않았지만, 이내 참여정부

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라는 이름으로 ‘세종시’를 계속 진행한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행정규제 완화

를 목표로 했다.21)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조 (목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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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참여정부가 ‘대못을 박아놔서 어

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충청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여당 내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진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

중심복합도시는 원안대로 하라는 당내 여론에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참

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정책을 계승한다.(최근열, 2013)

2008년 5월 「지방분권특별법」은 시한 만료로 「지방분권촉진에 관

한 특별법」으로 개정된다. 그리고 동년 9월 전국의 시·군·구를 60∼70

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다. 이는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급’

규모의 큰 통합이라 정치권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된다. 그리고

2010년 10월 기한이 만료한 ‘도농법’을 대체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

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다. 언론에서는 세종시 출범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

미가 크다라고 평가했지만,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서울에 그대로 남기에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한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국정과제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포함

되어 있어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22)

22) 경기일보, 2013-02-24, “박근혜 대통령 시대-국정과제로 본 청사진” 



- 60 -

그리고 2013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

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5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주요 사건 일지

일 정 내 용

2003년 3월 노무현 정부 출범 (참여정부)

12월 ‘분권 3법’(신행정수도·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국회 통과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17대 국회 출범>

(열린우리 152, 한나라 121, 민주노동 10, 민주 9, 자민련 4)

10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헌법재판소 위헌판결

2005년 5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제정 및 시행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국제자유도시 목표)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 출범

5월
「지방분권특별법」->「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

<18대 국회 출범>

(한나라 153, 민주 81, 자유선진 18, 친박 14 통합진보 5,....)

11월 한나라당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제출

2009년 6월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개회 (-2010년 4월,9회)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 (인구 100만 ‘광역시급’ 통합)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시행

2012년 5월
<19대 국회 출범>

(새누리 152, 민주통합 127, 통합진보 13, 자유선진 5,...)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행정중심복합도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5월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시행



- 61 -

제 2절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1. 문제의 흐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에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새 정

부 국정운영의 2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분권’과 ‘분산’을 21세기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제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백서, 2003)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행정수도건

설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이하 ’분권 3법‘)을 국회

통과 시킨다. 하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신행정수도건설 특별

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분권 3법‘중 한 축이 무너진 현실에서 노무

현 정부는 정국 주도권 상실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급히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계속해서 ‘세종시’를 진

행하게 된다. ‘분권 3법’중 나머지 2개의 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2013년 현재도 계속 존속한다.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은 본 논문이

다루는 ‘통합특별법’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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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의 흐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2003년 1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여덟 번

에 걸쳐 지방을 순회하며 국정토론회를 가졌다. 이 순회 토론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을 담보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공간기능

분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상을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을 역설하였다.23)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3월에 출범해서, 12월에 ‘분권 3법’을 통과

시킬 정도로 저돌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을 진행했다. ‘개혁은 정권

초기에 밀어붙여야 한다.’ 라는 명제를 잘 실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부터 2004년 3월, 다가오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서,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

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이 이뤄졌고, 5월 출범한 17대 국회

또한 집권 1년 남짓 지난 대통령에게 유리한 의석 배분이 이뤄졌다. 여

당인 열린 우리당이 절반을 넘는(152 / 299) 의석을 차지해, 개혁 드라이

브를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다.

23) 광주·전남지역 국정대토론회(1월 28일)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국정기조이다. 그러

나 당선인은 행정권한이나 일부 입법권, 재정권을 지방에 준다고 해서 곧바로 수도권집중이 억

제되고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방산업 및 지방대학 육성대책이 수반되어야 가

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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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정국

운영이 주춤거리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바로 청와대와 국회를 남기고 국

방·외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충청남도에 이전하는 ‘세종시’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듬해(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한다.

워낙 위 이슈가 강하게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분권 3법’중 본 논문서

다루는 「지방분권특별법」은 이슈화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된다. 국민의

관심도 모두 ‘수도이전’에 쏠려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아닌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지방분권특별법」은 눈길을 끌지 못했다.

또 열린 우리당의 경우 처음으로 신생정당이 바로 과반의석을 확보하

는 대이변을 연출했지만, 강력한 리더십이나 단결의 부재로 오히려 대통

령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오랜 시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한 신생 정당의 한계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 비치는 모습도 문제가 있었다. 자신의 이상을

차분히 국민에게 설명해,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설

득해야 하는데, 서울·경기 즉 수도권은 기득권 나머지 지방은 약자라는

‘편 가르기’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큰 우려를 자아내었다.

세련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

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반발심을 갖게 하였다. 5년이란 짧은 임기 동안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핵심공약을 실천하려 하니 무리수를 두게 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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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의 흐름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출범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서 많은 분권운동 단체가 「지방분권특별

법」의 제정을 요구하였고, 후보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공약으로 채택한

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 출범 즉시 이를 이행하려 노력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를 근간

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혁신을 도모하고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지방자

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3년 4월 7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전 정권인 김대중 정부는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혁신과 지

방분권정책이 별개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양자의 상관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긴밀하게 연계시키자는 의

지를 반영하고 있었다.

지방이양이 없는 정부의 조직개편이 미봉적인 정부혁신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이양한 다음에 중앙정부를 개편해야 실질적

인 혁신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명칭이 위와

같이 다소 불가피하게 길어졌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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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책흐름

2003년 6월 27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법안

을 마련,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3당에 공식으로 건의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동년 8월 1일 시·도 단일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자치부는 2003년 7월 4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을 발표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행자부안을 만들어 부처 간의 협의를 완료하고 2003년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8일에는 공청회를 실시한다.

10월 15일 행자부 지방분권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 243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12. 8)에서는 8월 28일

권태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분권특별법안, 행정자치부 지방분권특별

법안, 11월 6일 권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토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

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다.

그 다음 날 제 243회 국회(정기회) 제 13차 위원회(12. 9)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하였고, 마침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04년 1월 13

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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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주도자

정책주도자는 정책흐름 모형에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정책의 창을 열고,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을 최종 정책결정에 포함되도록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참여자를 말한다.(성욱준, 2013)

노무현 대통령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게

직접적인 정책주도자라고 할 수 있다. 2002대선 공약부터, 취임사24)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실제 정책의 형성에서도 주저 없이 전면에 서서 그의

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언론 등과 대결 국면을 조성했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야 했으며, 의회 또한 마침 대통령

이 소속된 정당이 절반을 넘어 정책 주도에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

서 집권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 ‘분권 3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이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르

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24) 문화일보, 2003-2-25, “<노무현시대 개막> 노 대통령 취임사 뭘 담았나?”

    <전략>또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

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중

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후략>



- 67 -

5. 정책의 창

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참여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문제에 관

심을 집중시키거나 그들이 옹호하는 정책대안을 관철하는 기회를 의미한

다. 이 기회는 길지 않고,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분권 3법’을 집권 초반 개혁의 이름으로 매우 빠르

게 통과시켰다. 이것은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수도이전’과 관련해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학계나 연구소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증했던 부분이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도 ‘임시 행정

수도’를 선행 검토했기에 관련된 자료가 도움을 줬으리라 본다. 만약 성

공했다면,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라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했다.25)

결국 ‘지방분권특별법’의 통과 후 정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시대적 상

황이나 집권 초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의 창이 쉽게 열려, 이루어 진

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5) 한겨레, 2009-10-26, “박정희 ‘행정수도’→노무현 ‘행정도시’ 이념 넘은 균형발전안”

    <전략>박 대통령은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 때 이를 공식 발표했다. 당시 그는 수도권 과밀

을 해소하고 전쟁 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통일 때까지의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밝

혔고, 오원철 청와대 제2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꾸렸다. 국회에서 임시행정수도 

특별조치법도 통과시켰다. 기획단은 2년 동안 국내외 전문가 391명을 동원해 ‘행정수도 건설

을 위한 백지계획’을 완성한 뒤 79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백지계획은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경제 위기로 실행되지 못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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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1. 문제의 흐름

1)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문제의 흐름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신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행

되지 못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라는 큰 이슈는 국민과 언

론에 쉽게 와 닿는 주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뚜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 정권과 다르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특별

한 관심은 없었다. 가령 ‘대통령 공약집’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공약이

없었던 것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26)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의 과제선정,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지

방분권촉진법의 제정·시행과 함께 같은 법에 의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26)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3), 백종인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회고”, pp.478-479 

    <전략>“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방분권개혁은 초기에는 미온적이었다. 16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

리 17대 선거에서는 지방분권 등이 중요 선거쟁점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이명박 후보의 20대 

공약에도 지방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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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문제의 흐름

이전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 정부체제의 구조조정 방안

이 학계에서 제기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2005년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구체적 입법화 작업 및 실행을 위한 기

반이 다져지게 된다.(강용기, 2011)

2009년 8월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전국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

진 의지를 밝히면서 행정안전부가 통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9월부터 전

국적으로 통합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9월에는 전국에서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에서 통합논의가 접수되었

고, 주민 여론 조사를 거쳐 과반수가 찬성한 6개 지역 중 4개 지역 11개

시·군(창원·마산·진해, 청주·청원,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을 통

합 추진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여 통합을 시도하게 된다. 6개 지역 중 2

개 지역(안양·군포·의왕,진주·산청)은 주민 찬성률은 높게 나왔지만, 국회

의원 선거구 조정 등의 문제로 제외된다.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제도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실질적으로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하여 통합 창원시 한 곳만이

출범(2010년 7월)에 성공하게 된다.



- 70 -

2. 정치의 흐름

1)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정치의 흐름

지난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집권할 때 마침, 자

신의 당적이 있는 당이 절반을 넘는 다수당을 차지하였다(제 18대 국회

출범 : 한나라 153, 민주 81, 자유선진 18, 친박연대 14, 등등). 아무래도

대통령은 자신이 희망하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나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승계(받아들임)할 수밖에 없었다.(최근열, 2013)

첫째, ‘충청권 민심’을 헤아릴 수밖에 없었다. 충청권 유권자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충남 연기군 주변은 개발되는 것은 지켜져야 하는

약속으로 생각했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지속해서 항의 집회를 진행했

다. 둘째, 당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그의

세력(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이 ‘원안 고수’ 방침을 주장했다. 박근혜

의원의 개인적 인기에 영합한 ‘친박연대’라는 정당으로 볼 수 없는 단체

가 원내 14석이라는 경이로운 선거결과를 낸 것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의 존재는 이명박 대통령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27)

27) 이후 2012년 2월,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이때 친박연대는 새누리에 흡수 

되어 총 162석을 가지게 된다. 이때 민주 89석, 자유선진 14, 통합진보 7, 등이다. 



- 71 -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정치의 흐름

2005년 11월 구성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는 100년 이

상 유지된 현재의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단체로 통·

폐합하는 안을 제시했다.(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6) 2006

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반대와 서울 분할안의 비현실성 등의

논란으로 개편 논의가 중단되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08)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채택되고(대

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08), 2009년 3월 여야의 합

의로 국회에 ‘2기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재구성된다. 이로

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 심사 및 제정을 위한 논의

가 다시 시작된다.(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6)

관련 학자들의 논의로는 현 지방행정체제 상황에서는 지방분권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국회의 논의와 동시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발표된다.(이승종〮·서재호, 2009; 이기

우, 2009; 소순창, 2010)

2010년 제 289회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다뤘

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8개를 통합 조정한 ‘특별법안’을 의결하

게 되고,「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9월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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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의 흐름

1) 지방분권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8.5.30)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지방

분권추진법으로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보다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제 및 추진 시한을 명시하고, 강제하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또한 행정 계층구조의 단일화 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중앙정부 종속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기적으로 지방분권이 선

행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존재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앞서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인해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등의 도입은 이루어졌으나, 세제 개편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재정확보나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 탓에 성과를 거

두지 못하였다.

이에 권경석 의원 등 81명의 의원이 2004년 1월 16일 시행된 「지방

분권특별법」을「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

안을 발의하여 2008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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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정, 2010.10.1)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하여 개편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하혜영,

2008) 제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조성호·송상훈 외, 2009)

2009년 3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등의 심사 및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된다.(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원문, 2009)

11월, 여야 원내대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2010년 2월까지 기본법

을 만들기로 합의한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통합을 추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의 준비가 마련되지 못했

다는 점이다.(강용기, 201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지방자치

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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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주도자

정책주도자는 정책흐름 모형에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정책의 창을 열고,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을 최종 정책결정에 포함되도록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참여자를 말한다.(성욱준, 2013)

1)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앞의 문제·정치의 흐름에서 최고 정책 결정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오히려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원이 주도했고, 정부·

의원입법 형태로 정책결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

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05년 17대, 2009년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관련 의원들이 여러 법률안을 제시하고, 이것들이

통합되어 제정되는 형태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의 참여도 있었고, 대통령도 중간에 언급하긴 했지만. 결과는 의원

주도의 형태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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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의 창

1)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은 처음 제정 부터 한시법(限時法)이었다. 시간이

2008년 5월이면 효력을 잃게 만들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는 법은 상시법이 아니라 한시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 때문이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정권 초에 여러

이슈(가령 광우병파동) 등에 묻혀서 본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

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다른 무리 없이 개정되었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반면 이전 ‘도농법’을 계승하게 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

별법」경우 초기 제정으로 의원들이 관련 법률안 8개가 제안되는 등 활

발한 활동결과 절충안으로 제정 되었으나 이후에도 행정체제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 개정을 거듭하게 된다.

결국 행정안전부와 국회가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한 상태에서 통합 창원시와 세종자치시의 출범과 맞물려, 법

개정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상황에 의해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 결

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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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박근혜 정부 (2013∼)

박근혜 정부가 출범(2013. 3)한지 두 달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

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게 된다. 사실상 정권 초 별다른 정치

적 행위를 할 만한 시간이 없는 사이에 진행되어 간략하게 살펴본다.

1. 문제 · 정치 · 정책의 흐름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창조경제’를 강조했고, 지방 분권과 관련해

바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출범 초기라 뚜렷한 정책 방향이 드러나 있지 않아, 위 흐름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2013년 4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

당 박성효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된다.

입법 취지로는 첫째, 지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일부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의 발생과 지방분

권촉진위원회 존속기간이 2013년 5월 29일로 도래한다. 둘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욱 체계

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취지이다.28)

2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제 1호), 201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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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정부제출안이 박성효 의원 대표발의 된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된다.29)

2. 정책주도자 · 정책의 창

정책주도자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대표발의였으나, 사실상

안전행정부서 만든 정부 제출안을 대신 떠맡아 통과시킨 것이므로, 행정

부(안전행정부)가 주도한 것이다.30)

정책의 창은 새 정부 출범이고, 한시법 특성상 바로 대체입법이 되지

않으면, 관련 위원회의 기능이 정지(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되는 특성으로,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통과된 것이다.

29) 국회 본회의 회의록(제 6호), 2013년 5월 7일

3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제 1호, 법안심사소위원회(2013.4.19)) 이하 회의내용

     

 김민기 위원 : “5월 29일 날 임기 종료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 “분권위원회 종료가 됩니다”

    김민기 위원 : “4월 달 임시국회에 통과하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월 29일 날 종료가 되면 그 전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 “저희들이 빨리 냈어야 하는데요.” (중략)    

    소위원장 황영철 : 법안은 박성효 의원님이 내셨거든요. 박성효 의원님 한테도......” 

    김민기 위원 : “아, 그러셨어요?”

    박성효 위원 : “일찍 하는 게 옳지요. 좀 늦은거지. 그런데 시기 전이니까 잘 살펴 주십사...”

    김민기 위원 : “아니, 의원님께서는 정부안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정부에.......”

    박성효 위원 : “시기적으로 보면 좀 서둘렀어야 하는 게 옳지요.” (중략)

    김민기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게 시한이 촉박한데 갖고 와서 ‘이것

                  안되면 안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 대한 입법권의 침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시간에 몰려서 들어가면 매번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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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종합 및 비교 (2003∼2013년)

앞의 2, 3, 4절에 걸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문제, 정치, 정

책 3가지 흐름과 정책주도자 및 정책의 창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며, 전 국민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수도이전 문제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다. 대통

령 당선 직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설립 및 ‘분권 3법’을 빠른 시간에

통과시켰다. 이는 정책주도자가 대통령이 되며 ‘대통령의 신념’이 정책의

창을 열었다. 이때 「지방분권특별법」이 분권 3법에 포함되어 통과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설계해놓은 지방분권과 관

련된 정책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으로 충청권과 박근혜 의원

세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등에 관심이 있었

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행위는 없었다. 오히려 입법부(국회의

원)중심으로 제 2차 지방행정체제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이때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 두 달 만에 이전 정부의 2개 특별법 통합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출범

초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 및 언론 인터뷰 등으로 대통령의 관심

은 있지만, 구체화된 행동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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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표는 <표 7>과 같다.

<표 7> 정부별 종합 및 비교

정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중요흐름
정치 정책 ?

(행정)수도이전문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 강화

정책주도자 대통령 국회 행정부(안행부)

정부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회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17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18대)
·

통과법률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  

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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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절 연구의 결론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정권의 교체가 특별법 제정 미친 영향은 무엇

인가, 과거에 각각이던 ‘지방분권법’과 ‘행정체제개편법’이 어떻게 통합되

어 통합특별법으로 만들어졌는가,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 분리해 접

근한 것을 왜 박근혜 정부에선 통합하게 되었는가이다.

‘특별법’과 다른 관련법의 제정과 관련해 ‘정권의 변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성공했으면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조속

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점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적극

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의 관심은 이전 정부만큼 못했지만, 국회와 행

정부 엘리트 위주의 법률안 제출이 활발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과 관련해 진전된

논의와 법의 제정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입법부(국회의원)가 주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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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직 정권 출범 초기라 평가가 조심스러우나, 대통

령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출범 초기에 바로

엘리트(행정부) 주도로 특별법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정치적 흐름과 정책 주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본 논문이 사

용한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 (policy stream model)은 이를 적절히 살펴

볼 수 있는 모형이었으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통합특별법과 그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해 각 정부의 시기

별로 정책 주도자가 각각 달랐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대통령, 이명박 정

부의 경우 입법부(국회의원), 박근혜 정부의 경우 행정부(특히 안전행정

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에 해당하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지 않으며 체감하기 쉽지 않은, 비교적 추상적인

특별법의 특성상 여론이 형성되기 어렵기에 결국 정책 엘리트(대통령,

국회, 관료) 위주의 제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함께해

야 함을 제정과정에 참여한 정책주도 엘리트(대통령, 국회, 관료)들이 깨

닫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위 관련 특별법이 통합되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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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실상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지방행정체제 개

편에 관한 특별법」을 그대로 베껴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법이다. 입

법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 지난 10년간 관

련 법의 재·개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와 검토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응답도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에 관련된 정책주도자들이 조용히 처리했다고 본다.

마지막,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분리해 접근 한 것을 박근혜 정

부는 왜 통합하여 통합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본다. 지난날

박정희 정부에서도 비밀리에 ‘행정수도’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공식화 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터이다. 초기에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법률

도 추상적으로 그리고 각각 분리해서 진행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전 정부보다 정책 집행을 위해 법이 좀 더 구체화 되었다. 그리고 이를

사실상 그대로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입법의 편의를 위해 통합해서 접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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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정

과 관련해서 주요한 정치의 흐름 중 하나인 여론의 압력이나 참여가 거

의 없었다. 사실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일반 국민이 실질적

으로 인식할 만한 유인이 없는 것이다. 결국 엘리트 관료(대통령, 국회,

안전행정부 등)가 주로 담당하며 진행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정책흐름 모형의 연구와 다르게 ‘대통령의 신념’이 법

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가령 노무현 정부의「지방분권특

별법」제정 사례를 보면 정책주도자인 대통령이 문제·정치·정책 그리고

정책의 창까지 주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했다.

셋째, 이번 ‘통합특별법’ 제정까지 3번에 걸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해관계자가 전국민이고, 일시에 이룰 수 없기에 이전 정부의 법률 내용

을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 방법은 별다

른 변동 없이 너무 형식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고 그대로 베낀 졸속 입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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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이 논문의 작성 시점인 2013년 11월, 이

미 그 임기가 끝났기에, 연구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2013년 2월에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라 관련

자료 부족이나 시기적으로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지방분권론자의 시각에서 논문을 썼다. 이것은 중앙집권

론자의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전

자의 입장이고 이명박 정부는 후자에 속한다. 가능한 한 양쪽의 견해를

선행연구 등에서 소개하고, 대립하는 부분은 분권론자의 견해에 손을 들

어 줬고, 이런 특성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처럼 사례 조사형 연구의 경우 일반화하기 어렵다

는 질적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 관련법들과 ‘특별법’은 계속 후속 연구

에서도 논의될 만한 주제이기에 더 나은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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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9호, 2013.5.28, 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
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
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

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

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
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
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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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
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이미 수립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지방자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분권 

         제1절 지방분권의 기본원칙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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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8조(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
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
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
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
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
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
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
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
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
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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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
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
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
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
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
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
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9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
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
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
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
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
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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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과제 

제18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
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제19조(과소 구의 통합)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제20조(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등) 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①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
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시·군·구의 개편) ①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
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
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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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
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
역에는 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제24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
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
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안전행
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
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
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
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
민투표법」을 적용한다.

제25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
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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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
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제25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통합
추진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
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
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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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
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30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
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
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
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
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
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의결
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제3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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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
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
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
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
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
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기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
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
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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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8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에서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9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
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
하여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른다. 다만,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용되던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

  ③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같은 법 제5
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도 군 지
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인하
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부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
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
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
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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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
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
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
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
립 계획의 승인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의 제출

  8.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
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9.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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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
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
분되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
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
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제4장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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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

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제45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
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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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실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
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법인·단
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
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국회의 입법조치) 국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
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존
중하여야 한다.

제5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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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1829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례) ①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35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통
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
제4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위

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에 제출한 기본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분권촉
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지원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종전의 두 위
원회의 남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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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act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for Local government system'

-With Focus o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Special Act-

Jeon, Sang-Woo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ast gateway on the way to becoming an advanced economy for the

Republic of Korea is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can grow.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only advanced economy is

Asia-Japan-have grown along with increasing competitiveness level of both

center and regions.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which put many efforts

in the development of the center (Seoul and Kyeonggi Province) to achieve

fast economic growth, has already reached that limit. To find solutions for

this issue the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s have conducted the research

which concluded the necessity of local power decentralization and system for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and therefore, the Special Act has been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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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presents the analysis of Special Act describing the system of

local power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which was

implemented by current of Park Kuen Hye. The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is applied. The core of the model -problem-politics-policy stream -

allows to analyze separately the roles and interaction of the president,

National Assembly, executive power and other authorities and hence follow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For this research legislation acting befor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has been studies and the analysis of materials and reports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has been performed: executive branch,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President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Security and Public Adminitration Committee in Assembly, Local Administration

Reform Committee in Assembly.

The follows ar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irst, any public pressure or intrusion, which is one of the key political

streams, was noted during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about local power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In

reality ordinary Koreans normally do not show interest in 'Decentralization of

Power for Local government system' and 'Local Goverment System Restructuring'.

The responsibilities and implementation is mostly executed by elite(President,

National Assembly, execu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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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unlikely ordinary research on Policy stream model, the "President's

belief"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gislation formation. One of

examples may be the Special Act on Local power decentralization by the late

president Roh Moo Hyun' government,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strict

observation of the problem-politics-policy concept.

At last, although the political power has changed three tim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is Special Act, the people are those mostly

concerned and, as at the same time it is hardly possible to reach

final implementation, the contents of the act develop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shall be considered and gradually implemented.

Establishment of such legislation shall be executed in rather formal

way without any corrections, but was confirmed just the absence of

up-to-date changes and literally haste copying of existing legislation.

Key words :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Research on law implementation, Decentralization Advancement Special Act,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System Special Act,

Power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System Restructuring Special Act.

Student Number : 2010 - 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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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 要旨

地方分權 関連法 制定手續について硏究

-特別法を 中心に-

全 相禹(チョン サンウ)

ソウル大学校 行政大學院

政策學 碩士論文

　大韓民國(韓國)が先進國になる為の最後関門は、地方の競爭力を高めるかどう

かにある。西洋の先進國とアジア經濟先進國の日本の場合中央と地方の競爭力

を高くして先進國になった。しかし、韓國の場合は短期間高速成長(韓國は30年だけ

で産業化と民主化を作る誇らしい国です)の為の中央[ソウル,京畿道(ソウル周邊)]

爲主、經濟發展を進行していますが、既にその限界点に到達した、その問題を解決

するため政府と學界から関連研究結果、‘地方分權’(地方自治のための権力を中央

政府から受ける)と‘地方行政體制改編’(理想的な地域の規模作るため)が必要性で

あり関連特別法を制定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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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研究はキンドンの政策流れる模型(Kingdon's Policy Stream Model)使う

現 朴槿惠(パクンヘ)政府が制定した「地方分權と地方行政體制 改編について特

別法」(以下 ‘特別法’)を分析した事例硏究だ。キンドンの政策流れる模型の核心

は問題·政治·政策のべつ-べつ流れる國會,行政府(安全行政府),大統領....政策の

參與者の役割と相互作用を調べて上の‘特別法’が制定される過程を分析しました。

　この為に今‘特別法’以前關聯法を整理し、有關機關の安全行政府,政府革新地

方分權委員會, 地方分權促進委員會, 地方行政體制 改編委員會, 地方自治

發展委員會, 國會 安全行政委員會, 國會 地方行政體制改編 特別委員會...

の會議錄, 公聽會 資料と報道資料, 新聞記事などの文獻を研究しました。

　この研究の示唆はこのようだ。

　一番, 地方分權と地方行政體制 改編について特別法」の制定手續に関連主

要な政治の流れる一つが世論の壓力とか參與がほとんどなたった。事實‘地方

分權’と‘地方行政體制 改編’は一般國民が實質的な認識できる誘因がなかった。

結局, エリート官僚(大統領, 國會, (安全)行政府)が主に擔當して進行するのだ。

　二番, 一般的な政策流れる模型の研究と違う‘大統領の信念’が法律形成に

大きい影響を施す事ができた。例えば 盧武鉉(ノムヒョン)政府の'地方分權特別法‘

制定事例を見れば 政策主導者の大統領が問題·政治·政策 そして‘政策の窓’まで　

主導的に一糸乱れぬ進行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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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番, この‘特別法’制定までに3回政權が変わりますが、利害關係者が全國民,

一時に叶える事ができず、以前政府の法律內容を參考にし漸進的に進行している。

この法律の制定方法は特別な變動をなし、ひどく形式的な法を制定して、事實新しい

事はないし(以前の法)そのままに写す拙速立法をする事を確認した。

主要語 : 地方分權, 地方行政體制改編, 地方分權特別法, 地方分權促進につ

いて特別法, 地方行政體制 改編について特別法, 地方分權と地方

　　行政體制 改編について特別法, 法制定手續について硏究

學 番 : 2010 - 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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