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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정부 국정참여, 지방분권 입법이 해법
과도기적 대안마련 등 단계별 접근법 필요

지방정부 국정참여 관련 제도 다양하지만, 참여수준은 임의적·제한적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관련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여전히 수직적, 종속적인 관계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의 지방정부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정부의 다양한 국정참여 기제
도 정부 부처의 배려나 시혜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임의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나마
지방정부의 참여는 광역단위의 지방정부 집행부가 주요 대상으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나 지방
의회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 헌법에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선언적 의미여
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국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불완전
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사무 이양이나 세제개편, 개헌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직적인 중앙집권 방식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단체협의제 활용이 쉽지만 개별협의는 제한적

국내외 선진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본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의 장’ 제도는 우리도 법제화를
시도 중인 만큼 현실성이 높은 단체협의의 대안이다. 개별협의 기제로는 영국의 행정협약이 좋
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을 보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운용과정상 참고할 사안이 많았다. 정부 간 재정 부담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사례로는 미국의 UMRA제도를 들 수 있다.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여 연방
정부 스스로 명령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당한 명령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사례로는 서울시의 자치영향평가제가 선도적이다. 2016년부터 자
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재정 측면의 자치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국책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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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방정부 국정참여 활성화 위해 제도적 기반마련이 가장 중요”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가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이
고 수직적이며,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소통수준 역시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고 인식하였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강화로 향후 공공갈등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현행 국정참여제도의 경우 지방정부의 참여
수준이나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해 모두 낮게 평가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집권적 권한과 재정구조에 있었다. 극복방안으로는 입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고 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협의체 구성 등의 순으로 인식하였다. 지방정부의
참여는 사업집행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정참여 활성화 해법은 자치분권 입법…한시적 활용 단기대안도 필요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의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입법화 과정
이 반드시 필요하나, 중앙집권적 관행이 여전한 현 여건상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물론 관련
법 개정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방분권 입법을 장기적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되,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단기적 대안
으로서 현행 국정참여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제안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협의
기제(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현행 국정참여 제도와 정부 협의기제(안)
에 대한 개선방안은 원론적인 측면보다 주요 쟁점인 지방정부의 상시적 참여, 자율성 확보,
협의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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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정책단계별로 개선안 마련해 실질적 참여기제로 전환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로 국회입법과정에서는 국회에의 청원과 공청회 및 청문회 참여제도가
있다. 전자는 청원권의 주체로서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국회의원 경유규정을 폐지한다. 후자는
지방정부의 의결참여 혹은 의결결과에 대한 통보 및 의견수렴, 진술인 자격으로서 참여의무 규정
을 신설한다. 정부입법과정에서도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절차, 숙고의무 규정 등이 없으므로 사
후절차를 보강한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시도지사‧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나 ‘국정과제 자치영향평가제’ 등과 연
계·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환류단계와 전체 정책과정에서 전국 4대 지방정부협의체의 역할
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중앙·지방정부협의체 설치, 국가자치분권회의 정례화 등도 적극 검토

중앙-지방정부 협의체 설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 구체적인 구성원이나 핵심 운영주
체, 소속, 근거 법, 심의안건 범위, 회의소집 횟수와 절차 등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자치영향평가제’를 참고하여 적극 추진하되, 협의
범위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높
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지사간담회 형태를 특별법 제정이나 지방자치법 개
정을 통해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헌법 개정이 전제될 경우 ‘지방정부 법률제안권’
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의 도입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협약제도는 개별적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량 있는 지방정부에 효율적인 제도이다. 다만, 협약의 당사자
간 ‘정당한 권한’과 ‘합의 절차’, ‘권리’,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책임성 확
보, 평가주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시적인 협의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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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적 국정운용이 매우 중
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래의 현실을 돌아보면, 최근 이슈가 되었던 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의 비용부담 전가 사례만 보더라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운용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다행히 현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자치분권’과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적 국정운용’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광역자치단
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협의의 장’으로서 ‘제2국무회의’(가칭) 개최 등에
대한 정책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지방정부 국정참여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재도 국가 정책결정에의 지방정부 참여수단은 제도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기존의 관
행이 살아 있어 그 실효성을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도 상당부분
진행된 바 있으나, 연구가 원론적이고 영역 또한 입법과정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보다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단계별 정책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적 기반의 강화가 매우 중
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상호보완
적 역할분담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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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영향을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선진사례를 검
토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협의의 장과 개별 정책수단을 마련하
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4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
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와 관련 제도의 현 주소를 파악하
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 질문
• 지역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발생한 대표적 갈등사례는 무엇이며, 그 문제의
영역과 원인은 무엇인가?
• 그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의기제는 있었는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 국내‧외 선진사례에서는 어떤 방식과 과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가?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협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떤 운영방식과 정책기제가
실무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연구내용은 크게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 파악,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사례 검토, 국내
외 선진사례 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정책제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2장에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 및 제도와 관련된 연구 자료들과 다른 연구기관
들에서 수행했던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방안들을 분석하여 현존하는 다양한 국정참여 제
도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제도별 특성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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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을 주제로 하는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기존부터 있어왔
던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요인과 시대적 추세를 분석하고, 유형별 주요 갈등사례들을 선
별하여 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4장은 국정참여 관련 선진사례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서울
시 사례를 검토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협력적 국정을 위해 어떤 제도들과 절차 등
이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한계들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2장, 3장, 4장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관계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전문가의 견해를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은 전술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및 협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협의기제 및 정책수단의 도입방
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2장과 3장,
4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학술연구논문과 기관 내부자료, 운영 매뉴얼, 그밖에 연구
기관들에서 수행했던 보고서 등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를 연구방법으로 활용
하였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와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사례, 국내외 선진 제도 사례
를 정리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정리된 문헌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문제영
역과 원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추가 심층사례분석이 시행되었다. 5장에서는 지방자치와 도
시 및 지방행정, 지역개발 등을 관심주제로 하는 연구자들과 국정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이 활용되었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와 국정참여
실태, 정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바탕으로 6장에서는 단계별 정책제언에 대
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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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1_현행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와 운영실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장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보다 바람직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과정은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구
분될 수 있겠으나 정책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법과정에의 참여, 정책과정에의 참여,
협의체를 통한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금창호, 2013; 김영수, 2002; 서울특
별시의회, 2017; 심익섭, 2009).

1) 입법과정에의 참여
(1) 국회입법과정 참여
① 국회청원
지방정부는 지역적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은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
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기보
다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한다는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청원주체로서 지방
정부가 ‘청원하려는 자’의 범주에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법인격으로서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적극적 참여자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심익섭, 2004; 금창호 외, 2012).
② 국회공청회
국회의 각종 위원회에서는 전문적 판단을 요하거나 사안 자체가 중요한 안건일 경우 심사
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식 있는 경험자로서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공술
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국회법 제64조). 지방정부는 국회 소관 위원회에 의해
‘이해관계가 있는 공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즉, 선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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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지방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제도적 한계점을
가진다(김영수, 2002; 심익섭, 2004; 금창호 외, 2012).
③ 국회청문회
국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는 국회 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의 진술이나 증언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참고
인으로 선정되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절차에 의해 참여한
다기보다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없다. 결국 절차나 기준보다는 지방정부의 비공식적 의지나 국회의 이해관
계 등이 의견 진술기회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금창호 외,
2012).
(2) 정부입법과정 참여
①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의견제출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
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효력이 발효되기 전에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일
정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홍정선, 3008).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관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매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령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경우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행정청은 분석‧처리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제3항․제4항). 다만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상위법에 대한
단순집행을 규정하는 입법안이거나 예고됨으로써 그 파장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
는 경우, 시기적으로 빠른 입법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바로 법령을 제정․발효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즉, 예고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여지가 크고, 의견검토결과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김영수, 2002; 심익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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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법계획에의 의견개진
1980년부터 운영되어 온 정부입법계획제도는 매년 추진할 법령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추진 우선순위와 시기, 내용을 조정‧수립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협조와 충분한 검토를 목
적으로 한다. 정부 부처들은 여기에 포함될 개별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안에
는 입법의 필요성과 추진일정, 법의 주요내용,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입법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된 입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
를 받아 각 지방정부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의 의
견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성호, 1997; 김영수, 2002; 박영도 외, 2006; 금창호, 2012).
③ 정부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법령을 입안․심사하거
나 타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협의과정 중에 있을 때,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출
받아 이를 반영하고 종합․조정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1). 그리고 법제업무운
영규정 제11조에는 입법과정에서의 협조로써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한 규정이
나 단체 혹은 장에게 일정 권한 또는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 일정사항을 지방정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게 위임하는 경우, 국가사무를 지방위임처리하거나 그밖에 지방정부의
행․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협의가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청취한 각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법령 검
토안을 개별 부처에 통보하고, 정부 부처들은 최종 법령안을 작성하여 차관회의 등에 상
정‧심의토록 하고 있다. 결국 정부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는 점에서 지
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법령검토회의나 의견조회라는 형식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다(금창
호 외, 2012). 그리고 만약 의견청취와 협의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1)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별첨1]에는 법령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
거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별첨2]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을 3가지로 예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 간 사무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둘째, 국가의 자의적
통제를 억제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을 최소화하였는지 여부, 셋째,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신설할 경우에 별도의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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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정책협의회(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실무협의회와
국무조정실장 등의 관련 조정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과정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만으로는 첨예한 협의사안에 대해 구체적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
다. 또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일차적인 운영목적이 의원입법에의 정부 대응에 있고, 지
방정부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의 입법과정이 지방정부와의 합의를 강제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지방재정 부담 관련 입법심의 참여
개별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중앙정부는 신규 법령이나 사업, 정책 등을 시행하기 전에 이것
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와 영향력을 예측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로는 규제영향분석, 부
패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성별영향분석,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등이 있다(최성환, 2017). 우리의 관심 이슈로서 최근 중앙-지방 간 갈등 쟁점이 되고 있
는 지방재정 부담과 관련된 사전영향평가제도로는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대표적이다. 지방
재정영향평가는 첫째, 지방정부가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내․외 경기대회나
축제․행사, 사업 등을 유치하려 할 때, 둘째,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사무로서 지방정부의
경비부담을 가져오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또는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과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중 지방정부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모
든 사업과 행위, 법령이 평가대상이 된다. 특히 두 번째 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
정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는 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의해야 하며, 그 중 일부에 대해서 행정안전
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러한
심의과정에 지방정부는 지방협의체 구성원 자격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
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6). 또한 평가서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의견
청취에는 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지만,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중앙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좌우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정부는 심의 이전의 평가단계
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참여나 의견개진의 여지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김영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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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정에의 참여
(1)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법령 규정에 의해 제도화된 수단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들은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통
해서도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는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
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을
소집하여 국가 정책 및 현안을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던 것이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간 평가와 토론, 모범사례 공유 등이 주를 이루며, 각 중앙
부처들은 소관 정책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지방정부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아직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라기보다
는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수단적 역할이 더 크다. 그리고
각 중앙부처별 법령안이나 정책건의가 당사자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의해 취합돼서 통보되
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직접적 만남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이사항
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이 아닌 시장이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의
사를 반영해야 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김영수, 2002; 금창호 외, 2012).
(2)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사무 처리를 할 때
의견이 다를 경우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사법적 절차 외 당사자 간 상생적 절차로
분쟁이 보다 유연하고 원만하게 협의 및 조정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안건과 관련해 위원장이 지명한 시‧도지사는 위원으로서 협의과
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실무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8조 제1
항, 시행령 제107조). 법제처에 의하면 협의·조정의 대상을 제한하거나 구체화하여 규정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한계가 없다고 넓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할 수 없는 등 위원회 자체의 집행권한이나 결정사항에 대한 강제이행 절차 등에 있어
구속력이 없고 불복절차도 없으며 분쟁예방보다는 사후조정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운영예산․인력 확보‧협의조정시한 등에서 절차적인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도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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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계이다(김상태, 2007; 류영아‧임정빈, 2012; 권오철, 2017).
(3) 개별법에 의한 정책시행 전 의견청취 및 협의
이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도로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중앙정부가 중요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김성호, 1997; 김영수, 2002).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의하여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방정부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하
며,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법에 의해 도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
나 국도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도로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방정부에 보내야 한다(수도권정비계
획법 제4조, 제22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자원개발이나 이용 또는
특정한 경제․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지역을 지정해 건설이나 정비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정부 및 관련 장관들과 협의한 후 내각에 건의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와 같이 개별법
등에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시행 전 의견을 듣거나 협의토록 하
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협의보다는 의견청취에 그치며, 위원회 참여 구성원
으로 지방정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참여가 불안정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3) 협의체를 통한 참여
(1) 전국 4대 지방협의체 운영
국가정책 중에는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지방정부
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동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정부들은 1999년 지방
자치법 개정 이후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설립하였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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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전
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가 그것이다. 이들 4대 지
방정부 협의체들은 동법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
하여 자신들의 합의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4항). 또한 법인격으로서 국회청원이나 공청회, 청문회 등에도 의견개진의 자격
을 가진다. 이와 같이 지방협의체들은 법령을 통해 의견제출 권리와 검토한 결과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법령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만 언급하고 있
다. 즉, 국가의 응답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견반영의 적극성이나 강제성이 떨어진
다는 한계를 보인다(심익섭, 2002; 금창호 외, 2012). 국회의 경우 의견제출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2)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회의 입법안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입법발의 형태
로 논의 중에 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가칭)가 논의된 바 있다. 이 같은 다자간 협력회의는 지방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단위 법령과 정책․사업을 협의하고 심의․결정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현재
의회와 중앙정부, 학계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그 구성안을 마련 중에 있다. 여러 대안들의
구성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법을 어디에 둘 것이냐, 둘째, 협력회의의 소속은 어
디에 둘 것이냐, 셋째, 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이냐, 넷째, 의장과 부의장은
누구로 할 것이냐, 다섯째, 회의는 얼마나 자주 개최할 것이냐, 여섯째, 회의에서 다룰
안건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일곱째, 기타 의무나 권리 등의 설정은 어디까지로
명시할 것이냐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
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협력회의 소속문제의 경우 대부분은 보다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
로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원의 범위설정은 먼저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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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일본 사례를 보면 위원 지명권과
자유로운 참석권한을 주되, 참석을 강제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의장에게 위임하는 방안
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참여 지방정부를 광역단위로 할 것인지, 기초단위까지 포함할 것인
지, 그리고 의회의 참여도 추가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볼 때,
광역 이하의 정부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지방정부
에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는 다수 의견도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구성원이 확정된다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연간 회의 개최 횟수는 연 1회, 분기별, 연 6회(격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임시회의 개최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밖에 회의안
건의 범위나 기타 의무 및 권리, 절차 등의 사안은 지극히 기초적인 사안들만 검토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구성
(안)과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의회차원에서는 이철우, 김민기, 김두관, 곽대훈, 김영진 의
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입법(안) 5개 등이 계류 중이거나 폐기된 상태로 발의된 입법(안)의
경우 대부분 소관위 접수 이후 진척된 상황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통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제안하였지만 개헌(안) 자체가 부결되었다. 그
밖에 자치발전위원회 등은 계류 중인 의회 안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제
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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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우리나라의 협력회의 대안 비교

구분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에관한법
발의법률안명
률안
(대통령 직속)
명칭(위치)
중앙･지방협력회의

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및운영
에관한법률안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5조의 2 신설)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국무총리·시도지사, 시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전국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4대 지방
구성원
협의체의 장 등
도지사들
협의체의 회원
필요시 각부 장관 출석요구
(의장) 대통령, (부의장) 전국 (의장) 대통령, (부의장) 지방협
(의장) 대통령
의장･부의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의체의 장
매 짝수 월 개최
연 1회 개최
분기별 1회 개최
개최 수
임시회의 소집 가능
임시회의 소집 가능
중앙･지방 역할분담, 중앙행정
중앙･지방 역할분담, 지방행정･
기관의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기
지방재정･지방세제 관련 사항,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협의내용 관의 지방이관 사항, 지방세제･
국가정책 중 지방자치에 영향 중요 정책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에 중대한
을 미치는 사항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심의사항 및 결과 국무회의 통보 심의사항 및 결과 국무회의 통보 없음
통보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2017,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pp.70-78 재정리

2_국정참여 제도 및 운영상 한계점
헌법에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반영한 최소한의 선언적 의미여
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국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사무 이양이나 세제개편, 개헌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명하복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중앙집권 방식과 인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영수,
2002; 심익섭, 2003; 2004; 2009).
현행 국정참여제도와 운영 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한계점으로 도출된 쟁점은 다음과 같
다(김영수, 2002; 금창호 외, 2012). 첫째, 제도 자체가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
다. 지방정부의 참여는 ‘해당지역 현안과 중요하면서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
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권이 아닌 ‘입법단계’ 또는 ‘정책시행 직전 단계’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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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발언권’만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즉, 국정에 참여가능한 지방정부의 자격조건
이나 참여가능 정책영역,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등이 제한적이고 국정 전반이나 장
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되는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기회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국회청원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 권한마저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주어
져 독립적 법인격체로서의 지방정부가 고려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정부서비
스 매개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의견을 대신하고,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는 의미에서 본다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한적 참여 기회조차도 기준이 모호하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예
를 들면 해당 정책 또는 사업 등이 중앙-지방정부 상호 간의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지방정부 의견청취 여부를 결정하
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모호하다.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지나
친’ 제한이나 ‘과도한’ 재정 부담, ‘불합리한’ 사무배분이나 지도․감독의 ‘최소화’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방정부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앙의
작위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협의’는 어느 기한 내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 행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행정안전부 및 관계 장관
이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가까운 행태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운영상에 ‘협의’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지방정부에 의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치가 매우 임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협의절차나 협의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방정부 참여방식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의견청취 후 응답의무나 의견반영에 대한 후속절차가 없다.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이나 구속
장치, 불복 절차가 없어 사실상 사후처리 절차나 규정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지금
까지 지방정부 국정참여제도는 형식적으로 구색을 맞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의 제도는 국정참여 핵심 당사자가 중앙-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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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동등하지 않은 구조로 이뤄진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광역
과 기초라는 계층구조로 구분되며,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2). 또한 동일한 수준의 지방정
부라도 행‧재정 사정이 다르며, 이슈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
으로 국정참여를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온전히 하나로 모으기에 어려운 제약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규정이나 내부적 관례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도
는 더욱 올바른 작동이 불가능하며, 현 제도에서는 한 단계 더 진화된 형태로서 지역단위
에서의 또 다른 지역별 특수성을 적극 감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섯째, 가장 결정적인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국정참여제도들이 대부분 당초부터 지
방정부의 국정참여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제도들은 지방정부를 적극적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의 참여는 내부적 관
례 혹은 중앙정부 관계 부처장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
적 관점에서 단순한 참고인 수준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정부가 배려 또는 시혜적 차원
에서 의견을 들어봐주고 참고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의견제출 역시 의무라기보다는 임의
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전술한 한계를 감안하여 국정참여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현 제도는 중앙정부 기관과의 주요 협의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집행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방의회나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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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현행 지방정부 국정참여제도

국회청원

입안
단 개
체 별
○ ○

공청회 의견진술

○ ○

청문회 의견진술

○ ○

참여제도

입법계획에의 의견개진

계획
단 개
체 별

참여단계
집행
평가
단 개 단 개
체 별 체 별

○

정부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입법에의 심의 참여

○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 ○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참석
정책시행 전 개별법에 의한 의견개진 및 협의
전국 4대 지방협의체 활동

환류
단 개
체 별

○
○

○
○

○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여

○

3_지방정부의 국정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지방정부와 관련된 국정참여제도 및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연구의 양도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인다(김영수, 2002; 심익섭, 2007; 금창호‧권오철, 2012; 금창호 외, 2012;
최철호, 2012, 2013; 주재복, 2013; 김승연, 2014; 안전행정부, 2014;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2016; 서울특별시의회, 2017; 최성환, 2017; 황규선, 2017 등). 본 연구에서 주목
하는 대표적 선행연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16)는 입법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국내 평가제
도들과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행․재정 영향평가제도의 설계를 제안
하였다. 국내의 영향평가제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재정 부담이 주
체별로 세부적으로 추정되지 않고 있었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하면서, 지방정부 관점에서
정부사업의 지방행‧재정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법제화안을 제안하였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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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으로 인식되는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강제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강제성, 평가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참여 등을 구체화하고, 전문가들이
각 세부안의 장단점을 분석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견제장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최성환(2017) 역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입법행위를 사전에 평가하는 ‘지방분권 사전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연구하면서 유사 입법영향평가제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평가
주체와 대상범위, 절차 등의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
령안을 행정안전부가 평가하고, 입안 부처가 그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함으로
써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의 영향평가가 사
전‧사후로 이뤄지고 법령과 정책, 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방분권 영향평가를 ‘법령’에 제한하고 개별정책이나 사업을 사전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은 한계이다.
김승연(2014)과 조정래(2015)는 기존의 평가제도 중 복지와 관련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현재의 국고 보조율은 1986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명확한 산출근거와 원칙이 없다. 평가에 대한 체계적 관
리 및 평가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과 더불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승연(2014)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기조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고하였다.
최근 복지관련 국가보조사업이 중앙-지방정부 간 공공 갈등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다만, ‘복지’와 ‘재정’이라는 한정적 이슈만을 다루었
다는 점에서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정래(2015)는 미국의 재정지
원 없는 연방명령 개혁법(UMRA; Unfunded Mandate Reform Act) 사례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저항하는 지방정부의 불이행사
태에서 노정된 중앙-지방 간 갈등관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재정 부담이 결정적 원
인이 되었던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분석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국가구
성형태가 상이한 연방제 사례라는 점에서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한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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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지
방정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두 조직 간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약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유사제도와의 비교,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 외국사례의 소개를 통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의 구체적 쟁점
과 한계점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4_소결
선행연구들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적정한 국정참여 기제를 발굴하고,
제도화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연구의
대상범위를 상위 국회입법과정이나 관련 법제도적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현실적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자주 직면하게 되는 국책사업의 정책집행과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상황에 대
한 대처방안에 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국책사업의
실체를 마주하는 현실 상황에서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부딪치게 되는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그들의 권익보호
를 목적으로 현재의 법제도 안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대등하게 현 정부의 국책사업 중 지
방에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정책협의의 장과
수단, 운영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선례로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
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절차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03
중앙-지방정부 간
주요 갈등사례
1_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2_사례1: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 지방재정부담
-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3_사례2: 지방정부의 선도사업 추진과정
-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사업
4_소결: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주요 쟁점

22 / 지방정부 국정참여 발전방안

03ㅣ 중앙-지방정부 간 주요 갈등사례
1_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민선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적지 않는 재정적 부담을 안기
는 국책사업을 계획하면서 지방정부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국정참여제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2장에서 서술된
제도적 한계점으로 인해 지방정부에게는 여전히 국정운영 과정이 수직적이며, 지방정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사례가 빈번
하게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시대적
변화를 살피고 갈등경향을 검토하였다.

1)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정부 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계층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형태의 모든 수준의 정부들 간에 나타나는 광범위하고 복잡 미묘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된다(Beryl A. Radin, 2000; 김인외, 2000; 김영수, 2002; 최현선, 2012).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혹은
거버넌스, 그리고 갈등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지방자치 이전의 우리나라 국정운영은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이뤄져왔다. 정책
을 추진할 때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정보와 권력은 대통령을 중심으
로 한 소수의 권력기관에 집중되어 왔다. 의회의 견제장치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고 지방정
부는 가장 말단에서 중앙정부의 결정에 복종하고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수직적 복종관계
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
는 구조에서 지방정부는 사실상 형식적 독립 법인격체로서 중앙정부의 단순 하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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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일방적 지시와 명령만 존재할
뿐, 대화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김익신, 1997; 김재일, 2011 재인용).
(2) 지방자치시대 이후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991년 지방의회가 재개되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첫 번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는 구조적으로 조금씩
일방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산업화의 성공으로 경제규모가 급
속히 확장되고 사회적 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복잡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중
앙정부만의 계획과 통제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게
된다(김영평, 1994; 최병대, 2008; 김재일, 2011 재인용). 또한 사회적 요구가 지역단위
공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새로운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치적 기반 취약’ 등 정치문제와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이라는
행정문제, ‘정책집행에서의 현실적 재정부담’이라는 재정문제 등이 중첩되면서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는 갈등관계로 이어지게 된다(차성덕, 1998; 김재일, 2011). 중앙-지방정부
의 갈등관계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타
성적 저항’이나 ‘권한과 이익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 간 힘겨루기’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흐름에 대응하는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경향
Stevenson and Pops(1989)는 갈등의 범위나 강도 자체는 매번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
의 본성 또는 인간이 만들어 낸 조직적·사회적 구조에 의해 갈등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조직 역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참여하기 때문에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소간의
정부 간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Hustedde, Smutiko &
Kapsa, 2004; 박태순, 2006; 국무총리실, 2009; 박재환, 2009; 김재일, 2011; 주재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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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2016; 신현두, 2017; 심익섭, 2017). 이러한 입장은 정부 간 갈등이 정책을 수립하
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협의·조정하고 수
정해나가는 과정에서 건설적 비판과 제안이 이뤄지고, 미비한 결함이 보완되며, 다양한
관점의 이해가 고려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극히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갈등의 이상적 효과보다는 비효율
적 낭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근래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요체인
지방정부가 핵심 당사자로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박관규‧주재복,
2014). 이러한 정부 간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부 간 갈등
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 갈등유형은 시대(정권)별, 갈등주체별, 내
용별, 성격별,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권오철, 1996; 박근수, 2005; 김재일,
2011; 박관규․주재복, 2014; 박진경 외, 2016; 하지만‧홍준현, 2016; 권경득, 2017).
사례연구들을 토대로 시대별 갈등경향을 보면, 과거부터 최근까지는 댐이나 발전소, 고속
도로 등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의 입지선정이나 폐기물 처리장 같은 비선호 공공처리시설
유치반대, 정부기관이나 공항청사 같은 선호 공공서비스 시설 유치와 같이 하드웨어적 이
슈에 대한 갈등이 주를 이뤘다(정순오, 1993; 권오철, 1996; 박관규‧주재복, 2014).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국책사업집행과정’에서의 행‧재정부담 같은 소프트웨어적 이슈를
둘러싼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주목받게 되고, ‘지방정부의 선도적 사업’에 대한 지방중앙 간 입장 차이가 새로운 갈등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김재일, 2011; 윤향미, 2012;
김승연, 2014; 박관규․주재복, 2014; 하지만‧홍준현, 2016; 권경득, 2017; 권기태, 2017;
신현두, 2017).
시대별 갈등경향을 주체별로 다시 세분화하여 본다면,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책사
업집행과정’에서 더 많은 지역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간 갈등구도나 중앙정부-주
민 간 갈등이 주를 이루고, 지방정부는 한발 물러선 구도가 많았다.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갈등주체가 되어 중앙정부와 다투는 사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3) 특히 중앙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

03 중앙-지방정부 간 주요 갈등사례 / 25

정부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주요 갈등이슈로 불거지면서, 지방자치의 최상위에서 그 접점
을 이루고 중앙-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이 주목받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인데 첫째, 균형발
전과 지역발전이라는 정부 간 상이한 기대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둘째, 중앙
-지방정부의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쌍방의 협력이 요구되는 역할분담과 비용부담 등
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김영수, 1994; 김창재, 2002; 하지만‧홍준현, 2016). 현
실적으로 본다면,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쟁점은 두 번째 원인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된
다. 새로운 수요와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
부 간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현재는 법제도적으로나, 인식적으로도 정부 간 관계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마찬가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떠오르는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구도로서 두 가지 유형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단위의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공식적 이해관계자들로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대하는 사례와, 둘째, 지방단위의 사업 결
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다른 입장을 표명하며 반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와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과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살펴보
고자 한다.

2_사례1: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 지방재정부담 –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1)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개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크게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을 두 축으로

3)

김영수(2014)는 지방정부가 직접적 갈등주체로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적었다기보다는 일방적 지도‧감독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표출될 수 없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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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육료 지원은 다시 연령에 따라 0~2세 보육료 지원사업과 3~5세 누리과정사업으
로 구분된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세부터 5세까지 아
이라면 누구나 보육기관 지원을 통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고,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아이라면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2013년이라고 할 수 있
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2012년 중앙정부 예산계획은 2011년 12월 31일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종료 직전 3,697억 원이 추가 책정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2조 3,913억 원 규모로 의결 처리되어 2012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0~2세 대상으로 시행
되었다. 재정상의 이유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 2013년이다(장수정, 2013;
주재복․강영주, 2016).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보면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영유아(0~5세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0~2세반 영아 중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
병 등으로 시설 보육의 필요 정도가 클 경우 종일반 보육료, 그 외는 맞춤반 보육료 지원
으로 세분화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에 따라 매해 책정된 지원 단가에 근거하여 보육
료가 보육기관에 직접 지원되고, 해당 영유아는 지원받은 보육료를 제외한 추가비용만을
부담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가정 양육수당의 지원은 유치원‧어린이집‧종일제 돌
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양육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월령별로 영유아 1인당 10~20만 원의 월정액을 지원하며,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를 지급기한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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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7년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연령(개월)

지원단가

연령

0~11

200천 원

12~23
24~35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만 0세반

430천 원

344천 원

430천 원

645천 원

150천 원

만 1세반

378천 원

302천 원

378천 원

567천 원

100천 원

만 2세반

313천 원

250천 원

313천 원

469천 원

220천 원

-

220천 원

330천 원

220천 원

-

220천 원

330천 원

220천 원

-

220천 원

330천 원

100천 원

만 3세반

100천 원

만 4세반

100천 원

만 5세반

100천 원

-

누리
공통
과정

-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기존에 구분되었던 (교육부 소관) 유치원교육과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표준보
육과정이 2011년 5월 ‘취학 전 만 5세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통해 통합되었
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다닐 수 있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과정 역시 누리과정으
로 통합되면서, 이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각각 수정된다. 먼
저 이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없던 무상보육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4
조 제1항에 명시되고,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보조하게
하였다. 첫째, 정작 중요한 국가-지방정부 부담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하고, 둘째, 시행령 제23조에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보건복지부 소관의 3~5세 유아의 어린이
집 보육비가 지방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각 비용부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
정부, 지방교육청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주재복․강영주, 2016). 본 연구에서는 무상보육정
책 중 중앙-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중심이 되는 3~5세 누리과정을 제외하고 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지원과 관련된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갈등의 전개과정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상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계속적인 국고보
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피로도로 인해 발생한 예산갈등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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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처음 지원하게 된 2012년으로 보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기습 처리하여 하루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게 된 무상보육 지원사업에 대해
지방정부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무
상보육 확대 조치는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은 보편적
복지사업이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았다. 지방정부들은 무
상보육 시행 직전까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공식 제기하였지만, 중앙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법에 의해 결정된 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봄으로써 지방정부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중앙정부는 기존의 보조금법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기준에 근거하여 서울
20%, 타 지자체 50%에 차등 보조율 ±10%를 적용한 국비지원으로 2012년 3월부터 무
상보육지원사업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들이 지방 부담분에 대한 추경
예산을 미편성하는 의결을 단행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그제야 관련 정부부처와 시도
협의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논의한 끝에 서울시 40%, 타 지방정부
70% 국비지원 인상을 합의하기에 이른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국비지원금은 서울 35%, 타 지방정부 65%
로 조정되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국비지원과 지방정부예산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매해 예산과 관련된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4).

4)

현재 누리과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업비 부담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합의하고 국비 전액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교육청과의 갈등관계는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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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갈등의 전개과정

일자

기관

2011.12. 말

국회

2011.12.31

국회

2012.02.01

광역지자체

2012.03.20

광역지자체

2012.04.20

광역지자체

2012.05.27
2012.11.19
2013.01.23
2014.01.28

보건복지부
광역지자체
보건복지부
광역지자체
국회
국회

주요 내용
부모 소득 하위 70%인 경우에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2012년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예결특위에서 증액된 보육료 3,697억 원 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안 통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고보조율 90% 이상 상향조정 요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공동성명 발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
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의무적 사전협의제도 마련 촉구
중앙정부의 무응답에 대항, 실무협의회의를 통해 무상보육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부담분에 대한 추경예산 미편성 의결
관계부처 실장 및 시도협의회가 참석하는 범정부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서울시 40%, 타 지자체 70% 국비지원 인상으로 합의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 35%, 타 지자체 65% 국비지원으로 조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3)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주요 갈등 쟁점
첫째,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부담주체
간 부담금 비율결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강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4항에는 보육비용 예산을 추산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 1에 명시되는 기준 보조율을 합의하고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재까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원회 개최 자체가 자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의 검토의무나 지
방정부의 참여권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좋은 의미로 시작된 사업이겠지만 잘못된 수요예측과 예산추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수입증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지출증가분을 따
라가지 못함으로써 지방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
제적 상황을 언제라도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시행 초반 무상교육 시행으로 그동안 어린이집에 가지 않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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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까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해 무상교육수요와 보육료 지출이 급등했지만, 이를 감당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 2012년 정부가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70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연간 약 77만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지방재정 수입은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의 법인세,
소득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내국세 세수감소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종합부동산
세 과세기준 상향 이후 지방정부에 배분하던 ‘부동산교부금’이, 2013년 취득세 인하정책
으로 ‘지방세 수입’ 등이 각각 감소하였다. 당초 계획된 지출보다 지출 자체는 늘어난 데
반해, 계획된 세수 재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확대되지 못했다. 안전행정부가 2014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에 1.8배(10조 487억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는 4조 3,502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조사되었다. 단순히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하나만을 두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모든 정책들이 하나의 톱니바퀴 안에서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파급효과’ 검토와 ‘전 방위적 정부 간 소통’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이전재원 감소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급증과 맞물리는 가운데 ‘협의와 준비’ 부족으로 지방정부 재정악화와 사
업비 예산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어느 정부가
되었든 결정된 국가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스스로가 부담해
야만 한다는 상호 원론적 입장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공방만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일련의 갈등과정 속에서 유지돼 온 국고보조사업비는 2017년 기준 중앙정부 총지출의 약
16% 규모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6% 증가추세에 있고, 이 중 평균 37.6%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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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3

2014
구성비

2015
구성비

2016
구성비

2017
구성비

구성비

국고보조사업

56.7

100.0

61.1

100.0

64.4

100.0

67.1

100.0

65.2

100.0

국고보조

34.0

60.0

37.7

61.8

41.4

64.0

42.9

63.8

43.5

67.0

지방부담

22.7

40.0

23.3

38.2

23.0

36.0

24.3

36.2

21.7

33.0

정부 총지출

349.2

-

355.8

-

375.4

-

386.4

-

400.5

-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 금액
자료: 행정자치부, 2017,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p.106; 기획재정부, 201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p.13.

특히 복지 관련 사업은 한 번 시행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큰 성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 후 신중한 조율이 중요하다.

3_사례2: 지방정부의 선도사업 추진과정 –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사업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개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으로 칭함)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높은 청년실
업률에서 비롯되었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2014년과 2016년의 서울시 청년실업률이
10.3%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청년실업률(9.8%)
과 서울시 전 연령 평균 실업률(4.3%)보다 높다(서울노동청, 2017). 높은 청년실업률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회 밖 청년’들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수당을 도입하게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은 2015년 1월 서울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근거로 당해 11월에 만든 청년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활
동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구직활동의 제약이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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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활동 제약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서 최소한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19세~29세 청년,
주 30시간 미만 일하며 정기적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취업과 창업의 의지를 가진 이들
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한시적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초년생들에게 비용 걱정 없이 사회가 필요로 하면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구직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8월 2,831명을 선발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1차 지급 후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한 차례 중단되었고, 이후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동의’ 의견을 받아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갈등의 전개과정
서울시는 2015년 11월 5일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청년들의 사회진입 시점이 예년보다 길어
지고, 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사
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
쳐야 하는 사회보장성’ 제도임을, 고용노동부는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와의 중복’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제
49조,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9조에 기초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기 때문
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
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의 ‘협의’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서울시의 ‘협
의과정에서의 우선적 강행’과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가 첨예한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
졌으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 시행에 동의함으로써 2018년 현재까
지 진행되고 있다(주재복‧강영주, 2016; 권기태, 2017; 신현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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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갈등의 전개과정

일자
2015.01.02
2015.11.05
2015.12.03

기관
서울시
서울시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2015.12.10
기획재정부
2015.12.22
2015.12.30

서울시
보건복지부

2016.01.06
2016.01.12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2016.01.14

보건복지부

2016.01.16
2016.03.30
2016.01.27
2016.03.07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시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건복지부

2016.05.26
2016.06.10
2016.06.16
2016.06.30
2016.07.15
2016.07.28
2016.08.02
2016.08.03
2016.08.04
2016.08.19
2017.04.07

서울시
서울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건복지부

주요 내용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수당사업 발표
청년수당사업은 사전협의대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요구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정부협의․조정 없이 진행할 경우
지방교부금 삭감이 가능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는 지자체는 재량지출사업비 배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예산집행지침 배포
청년수당이 협의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예산안 서울시의회 통과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협의대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될 경우 지방교부금
삭감대상이 될 것이라 밝힘. 서울시의회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
청년수당 관련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 요청
예산안 재의 요청 공식 거부의사 밝힘.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 무산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협의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재의요구 불응을 사유로 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 예산 집행정지 결정 신청
1, 2차 사전협의
교부세 삭감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청년수당사업 ‘부동의’ 통보. 보완 후 재협의를 권고
보완권고를 수용, 재협의하되 7월 예정된 시범사업 강행의지 밝힘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안 제출
서울시 수정안의 불수용 방침 통보
청년수당 사업모집공고 강행
반대 입장 전달, 법적 대응예고
청년수당 신청 마감 및 청년수당 대상자 통보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청년수당 관련 협조 요청
청년수당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 표명
8월 1차 지원금 지급 완료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직권취소 결정, 지급수당에 대한 환수조치 준비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기, 가처분 요청소송 제기
최종 ‘동의’ 통보

자료: 주재복․강영주, 2016, p.49; 권기태, 2017, p.6 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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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주요 갈등 쟁점
첫째, 이 사업을 지방정부의 고유사업으로 볼 것이냐, 국가 복지정책에 예속된 하나의 사
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청년수당사업을 지
방정부 고유 사업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등 중앙정부의 징벌적 후속조치로 인해 이를 자치권의 침해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하였
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사업을 복지정책의 일부 사업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예
산편성이나 집행행위는 상위정부로서 충분히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울시 사례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 사례 등 관례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신생 사업영역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동일한 갈등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지방정
부의 혁신적 시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포용적 태도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도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주체자로 나서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시대에서도 지방정부는 주어진 관행이나 제도적인 틀 안에서만 행정행위를 하는
소극적, 복지부동의 자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청년수당사업이 보건복지부의 협의대상이라고 한다 해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명시된 ‘협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
한 쟁점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협의대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 청년수당사업을 고유 사업으로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중
앙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지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의 부동
의 통보와 보완 후 재협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하였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남게 된다. 사법에서와 유사한 정부 간 협의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규정이 있었다
면 정부 간 힘겨루기와 같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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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소결: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주요 쟁점
첫째, 두 가지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결국 어떤 것이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모호성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무상보
육사업의 경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라면 지원예산의 확대가 당연히 지방정부 부담의 증
가도 초래한다는 대전제하에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재점검하고 협의를 위한 의견청취 등
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지원(안) 통과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반발이
있고 나서야 뒤늦은 사후 수습이 이루어졌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은 고유사업이라는 자
체판단 아래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표하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보건복지부
가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결국 갈등이 봉합되었다는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협
의에 관한 정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였
다면 불필요한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성 사업이든,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의 중복가능성으로 인해 고용부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든지
간에 영유아 무상보육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한 ‘협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협의과정 내 지자체 참여방식과 절차가 미흡했고, 협의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강행하거나 직권취소조치를 하는 등 사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운
영 절차 자체가 형식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협의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없
으며, 이행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강제적 수단으로서 직무이행명령, 이행명령에 대한 정지
등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0조).
셋째,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후관리방안이 현재는 전무한 상황
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무상보육사업 사례를 보면 지원수요의 과소추정, 지방정부의 과
세소득에 대한 과대추정으로 인해 발생한 당장의 재원부족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마련
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갈등이 봉합되어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임시변통에 불과
하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지만, 협의 이후 이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나 신규 제도 논의과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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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법, 계획, 사업시행 전 단계에서의 검토만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는 시기상조라고 생
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행 중, 평가, 환류 과정에서의 참여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지방정부 간 수직구조를 보정할 수 있는 기제가 현 제도 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결국 기존 국정참여제도 도입의 1차 목적이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
와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무상보육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지원예산의 확대가 지방정부의 부담을 초래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대
부분의 정부사업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장들이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 승인’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
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자치를 제한하는 관리 장치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04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1_단체협의: 일본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의 장’
2_개별협의: 영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수평적 행정계약
및 협정
3_입법과정: 미국의 UMRA(Unfunded Mandate
Reform Act) 제도
4_국내사례: 서울시의 자치영향평가제
5_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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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전술하였듯이 현재까지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국정참여제도들은 능동적 참여보다는 중앙정
부에 의한 선별적이고 수동적 참여제도가 대부분이며, 입안 단계에서의 의견청취 수준의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개별법에 의해 계획 또는 집행 전 참여가 일부 보장되고 있으나,
그나마 불가피한 상황변화 속에서 적절한 수정이 요구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환류단계에서의 공식적 참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국책사업을 보완하거나 혹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규 자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거나 혹
은 협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갈등 상황만 초래하기도 한
다. 영유아 무상보육사업과 같이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 속에서 사업의 개선을 모색해
야 할 시점에, 지방정부는 사업의 핵심 집행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
다 매번 중앙정부와의 지난한 힘겨루기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외 선진사례 4가지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체로서 단체협의를 하는
방안으로 일본의 ‘협의의 장’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개별 지방정부들이 어떠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동등한 법리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정협약으로서 영국의 지역협정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입법단계에서 재정적 부담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국책사업 참여를 이끌어낸
미국의 UMRA(Unfunded Mandate Reform Act)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선진사례로서 지방행재정 전체의 영역에 걸쳐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사례로서 서울
시의 자치영향평가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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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단체협의: 일본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의 장’
1) 등장배경
‘중앙-지방 간 협의의 장’(이하, 협의의 장)은 일본의 대표적인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이
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지방의 관계가 종
적인 상하관계로 유지되었지만, 1990년 이후 “지방주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협의의 장’은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이 정권공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제도이다. 민주당이 지방자치의 취지와 보충성 원칙의 실질적 구
현을 목표로 한 국가 구조개혁의 기본이념으로 ‘지역주권개혁5)’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탈피한 지방분권적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지역주권개혁
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협의의 장’이 제기되었다. ‘협의의 장’은 1970년대 말 지방의 국정
참여론이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된 이래로 약 40년이 지난 2011년 4월 “국가와 지방
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협의의 장’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일
본에서의 일반적 견해이다(松本, 2011; 飛田, 2012; 逢坂, 2012; 藤巻, 2013; 심재승,
2015 재인용; 하동현, 2016).

2) 주요 내용
(1) 협의의 장의 개념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지방정부 국정참여란 “일정한 제도적 보장 하에 지방정
부의 장과 그 연합조직이 지방자치 제도와 그 운영에 관련된 국가법령, 계획정책 등의 입안
과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
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리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며,

5)

‘지역주권개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적 이념 아래 주민밀착형 행정을 확립하여 자주적이고 광범위하며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판단하여 책임감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향으로서의 개혁을 의미한다(하동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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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국정을 논의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보장된 기회’라고 할 수 있
다(神奈川 自治総合研究センター, 1983; 宇賀, 2003; 金井, 2008; 하동현, 2016 재인
용). 특히, 이때 ‘협의의 장’이란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하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의 장소 즉, 법으로 정한 회의
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는 “공동결정의 장”을 의미한다(심재승, 2015).
‘협의의 장’의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을 기획‧입안‧집행할 때 국
가와 지방정부 대표들이 상호 협의하여,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사무들을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협의의 장을 통해 중앙정부는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 특정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이 다양한 경
로를 통해 해소되지 못할 때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이 이뤄진다. 지방대표들은 ‘협의의 장’
에서 정부가 작성한 정책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대안들을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심재승, 2015).
(2) 협의의 장의 기본 구조
① 개최시기 및 횟수
2011년 ‘협의의 장’이 법제화된 이후 해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분과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기연도를 기점으로 하여 2-4개월의 간격으로
4회 개최되는데, 법률이 아닌 운영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총리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측 위원들을 포함한 구성원들도 필요시 총리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에 의해 개최되는 회의는 기본적으로 구체적 협의사항이 제기될 때
소집할 수 있고, 총리는 참여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와 지방의 협의
의 장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협의의 장’의 구성
‘협의의 장’은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내각관방장관, 특명담당대신6), 총무대신, 재무
대신, 총리가 지정한 국무대신)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위원(6개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연

6)

내각부설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혁 사무 담당 대신이 이에 해당하고, 현재는 총무대신이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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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직 대표들, 즉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 광역의회의 의장, 기초자치단체 중 시장 및
시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 중 시정촌의 단체장과 시정촌 의회 의장 등 각 수준별 전국
연합조직의 대표인 단체장과 의장 각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된다(국가와 지방의 협의
의 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외에도 내각총리대신은 언제든지 협의의 장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밖에 의원이 아닌 국무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은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해 혹은 의장의 직접적 결정에 의해 임시적인
참여권한을 가질 수 있다(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제2조 8).
③ ‘협의의 장’의 운영방식
‘협의의 장’에서는 의장, 의장대행, 부의장이 기본적으로 선정된다. 의장과 의장대행은 중
앙정부 측 위원 중에서 총리가 지명하고, 부의장은 지방정부 측 대표자들 중에서 교대로
선임된다(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제2조 3, 4). 의장은 본 회의나 분과회의
에서 관계 행정기관장, 단체장, 의회 의장에게 자료제출, 의견 개진, 설명 등 필요한 협력
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도 이를 의뢰할 수 있다(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제6조 2). 또한 의장은 논의에 도움이 되는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구성원 역시
의장에게 분과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분과회의에서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할 수 있다. 의
장은 분과회의 개최 여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 받아 결정한다.
회의는 평균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중앙정부 측의 모두 발언(주로 총리), 지방 대표자
의 인사, 회의 의제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별 회의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부 정책의 준비 현황을 담당 대신이 설명하고, 지방 6단체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장은 ‘협의의 장’이 종료된 이후, 필요한 사항을 구성원들에게 자문
받아 확정하고, 부의장과 최종 조정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중의원, 참의원)에 제출
한다(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협의결과는 즉
각 공표된다.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참여 구성원들은 최종 협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내용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와 지방이 합의하였다면 이를 존중한
다는 정치적 도의라는 도덕적 강제력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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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협의의 장’ 구성 및 운영

‘협의의 장’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나 합의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배포된 자료와 의사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내각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총리는 언
제라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동법 제2조 10), ‘협의의 장’의 운영과 관련된 모
든 경비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공동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9조).
④ 논의주제
논의 주제는 크게 3가지로,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관련된 사항, ② 지
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제, 그 외 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경제재정 정책, 사회보
장 정책, 교육 정책, 사회자본 정비 관련 정책, 그 외 국가 정책 중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것 등을 다루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당히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으나, 사실상 모든 정책이 ‘협의의
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이 반영된 구체적인 쟁점을 선정하여 정책의
적절한 단계에서 논의하게 된다.

04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 43

3) 정책적 시사점
‘협의의 장’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여러 연구들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들을 종합 분석하여 도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사항이 협의대상영역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루어야 할 협의내용에 관해
서도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의 장’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모두 협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한된 개최기간 내에 다루어야 할 협의대상
에 관한 보다 구체적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도 타당해 보인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협
의내용이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보완적이고 연계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심의제도나 회의, 협의, 위원회 등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된다. 중복 논의되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 다시 한 번 재논의되더라도 동떨어지거나 상충
된 결과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본다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이
협의대상영역으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활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일본의 ‘협의의 장’ 역시 운영규칙에서 회의 개
최 판단의 최종 권한과 분과회의 설치 권한이 ‘협의의 장’ 의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지방
정부 쪽 위원은 개최요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의장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협의의 장’ 제도를
받아들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대등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절
차나 권한,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협의의 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정책을 기
획하고 입안하는 ‘공동결정의 회의장소’로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의 장’ 구성에 있어서 참여범위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먼저 정부 측 대표위원으로서 총리, 즉 우리로 보면 대통령을 구성원으로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상 대통령이 의장으로
서 회의를 주재할 때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고 책임성 있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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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의장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지정한 정부 측 대표,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더라도 대통령이 상시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될 수 있다면 우려를 다소 불식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 측 대표위원으로 어느
단계의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광역부터 기초까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와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 대표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는 모두의 참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본의 경우에도 ‘협의의 장’이 제도화되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여전히 정책과정
에서 ‘협의’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 모호하다. 어떤 정책단계에서 ‘협의의 장’이 등장해
야 하는가?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인가? 즉,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최종 의사결정 역할까지 수행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내부 구성원들 간의 암묵적 동의 아래 관
례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다섯째, 지방정부라는 동일한 명칭 아래 묶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각 지역 나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에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과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집
약하여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앞서 지방정부 간에도 내부적으로 문제를 수렴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지방정부 간 의견
불일치는 자칫 지방정부조직 협의체의 역량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섯째, 회의결과의 실효성 확보 이슈가 존재한다. ‘협의의 장’ 사례 역시 합의 자체에 강
제적인 구속력을 가하지 않고 참석자들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수사만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것만으로는 기존의 국정참여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결과이행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확
인하고 미이행 시 이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장치를 삽입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정책실행
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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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개별협의: 영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수평적 행정계약 및 협정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국가행정서비스에 대한 중앙
정부-개별 지방정부 간 협력사례는 특히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치행정의 영역을 넓
히고자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역사․경제․문화․정치․사회적 환
경 등이 태생적으로 다른 만큼 적용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 지방자치
의 전통이 강한 여타 유럽국가와 달리 영국은 지방분권적 성향과 중앙집권적 성향이 뚜렷
하게 공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고사례라 볼 수 있다7). 영국이 지
금까지 겪어온 시행착오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치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협력적 국정파트너로서 자
리 잡아 나가는 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등장배경 및 최근 동향
국가행정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개별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 사례로서
영국의 지방공공행정서비스협약(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이하 LPSA)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가 제공하
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정부 역할에서 지방정부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의 국정참여 영역을 확대하려는 우리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정립,
협력적 제도화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영국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함
영진, 2010; Martin Laffin, 2017).
1988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지방정부들은 4가지 주요 성과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중

7)

영국은 4개 민족국가로 구성된 연합왕조국가로 민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역사는 깊지만, 지역정부의 구성과
설립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영국 지방분권은 1997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EU의 지역화정책이라는 외부 요인에 동조하여 스코틀랜드 등에 자치정부를 용인하였
고, 지역 내 지역경제발전 요구에 근거한 지역경제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이라는 정책기조에 근거한 특수 목적을
토대로 잉글랜드 내 지역분권을 시작하였다. 잉글랜드 역시 스코틀랜드 등과 같은 수준의 자치지역의회(Regional
Assembly)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선출직(직선제) 지역정부 구성을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주민투표가 지역주민의
낮은 인식과 중앙정부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 결과적으로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 지역은 지역의회를 직선제가
아닌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조직형태(Regional Chamber)로 출범한다. 즉, 잉글랜드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은
중앙정부가 주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활발하였다(함영진, 2010;
Sarah et al., 2017). Jessop(1998) 등은 재정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적 낙후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 이를 위한 지역으로의
점진적 권한이양이 자치분권에 대한 학습을 가져왔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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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의무적 경쟁 입찰(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이하 CCT), 최고 가치(Best Value, 이하 BV) 제도, 종합성과평가제(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이하 CPA)-지역종합평가제(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이
하 CAA), 정책분야별 부분 정책 중심의 개선제도(Sector-Led Improvement, 이하 SLI)
가 그것이다.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보수당 대처 정부는 오일쇼크와 경제공황 등 국내
외적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였다. 시장주
의에 근거한 신(新)공공관리적 공공정책으로서 1988년 대대적인 예산개혁을 단행하면서,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한 정부를 표방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관료화되고 경직된 공공서비
스 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단행하고 CCT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추구했다. 특히 CCT는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으로 도입된다. 그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의례적으
로 독점적인 지역공공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를 바꾸어 지방정부 내부기관과 지역 민간
기업이 같이 경쟁하여 공급주체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가 CCT이다. CCT로 인해 효율성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비용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경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된 나머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품질이 경시되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원윤희, 2001;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3; 함영진, 2010;
Martin Laffin, 2017).
그 이후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감소와 도리어 악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을 배경으로 1997년 새로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는 CCT를 폐지한다. 대신 공공부문 스스
로 경계하고 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수단으로 BV제도를 도입한다. BV제
도는 제공자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
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BV
제도는 지방정부가 최소한 달성해야 하는 성과목표치(Standard)를 제시하고 최고성과지
표(BVPI; Best Value Performance Indicators)를 통해 그 달성여부를 관리한다. 공공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현실에 맞는 BV 성과계획을 작성하도록 중앙-지
방정부 간 소통과 적절한 역할배분을 유도함으로써 협의적 지방행정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CCT와의 차이점은 정부가 목표달성을 위해 얼마를 지출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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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일련의 비용절감 활동과 효율적 수단들을 통해 무엇을 달성했느냐였다. 즉,
성과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표준적 최고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종 지역서비스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와 피평가의 기본 속성상 중앙-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신노동당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 아니라, 정책의 당초 목적(Outcome)의 달성여부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달성과정이나 방식에 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자치영역으
로 남겨둔다.
둘째, 궁극적 목적(outcome)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를 핵심으로
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한다. 즉, 개선하고 달성하여 평가받게 될 세부사
항을 협상 테이블에 놓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관철시킨 사업
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LPSA는 위의 2가지 방향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LPSA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협약(PSA)을 기준으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우선순위를 최종 조율하여 BV 성과목표치(Best Value Standard)
를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
에 대하여 다시 한 번 BV 이상의 성과목표(Outcome)를 설정하여, 성과 대비 보상을 받
는 계약제도이다. 성과목표(Outcome)는 공동으로 설정하되, 세부 사업, 운영방식은 지
방정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LPSA의 성과 기준이었던 BV제도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금전적 가치를 분석하는 미시적 평가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개별적 서비스에 대한 투입과 과정, 그리고 지방정부의 결정에 대한 중앙통제라는 여전한
한계를 보였다. 지나치게 긴 평가기간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비용 및 인력부담 등도 문
제점으로 지적되었다. LPSA는 BV 이후에도 명칭과 형태의 변화를 보이지만, 중앙-지방정
부 간 관계에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여 작동되고 있다8).

8)

LPSA의 기본 기조는 Local Area Agreement, Multi Area Agreement, Central-Local Concordat 등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48 / 지방정부 국정참여 발전방안

셋째, BV를 대체하는 제도로 등장하게 되는 CPA와 CAA, SLI 등 일련의 제도들은 정책의
궁극적 목적(outcome)보다 지표상 수치에 얽매이게 되는 이전 제도들의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신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또 다른 대응방향 중 하나이다. 평가에서 통합적 접근
강화와 연결된다. 통합적 접근이란 이미 넘쳐나는 개별적 성과지표들과 평가체제들을 공
공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outcome)을 중심으로 지역이라는 범주 안
에 영역과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역할과 책임을 전략적으
로 분담하고 함께 협력하여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2002년 등장한
CPA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보다 간소한 수준에서 특정 서비
스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정치․관리적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성과평
가로서 BV의 확장된 형태를 띠었고 이후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책, 프로그램 또는
개입을 통한 영향 등” 산출물 측정보다는 “개선을 위한 야심 찬 목표, 명확한 전략과 우
선순위 등”과 같은 조직적 특성과 과정에 초점을 두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향상시켰다는
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적이 저조한 기관과 리더는 무능한 기관과 리더로 창피를 당했
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CPA는 이후 핵심 지방공공서비스들이 단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른 공급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시대적 변화상황을 반영하고자 CAA로 확대되었다. CAA는 지역 간 우열 비교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 측정을 위해 서비스 목적달성과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량
그리고 기관 간 협력을 수치가 아닌 우수사례(green flag)와 문제사례(red flag)로 구분
하여 보여주는 포괄적인 지역평가이다.
이러한 야심 찬 변화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 평가라는 점에서 2010년 이후
보수당이 주도하는 새 보수-자민 연립정부 시기에 강력한 지역주의와 지방분권 계획 아래
폐지된다.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지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일부 감사기능을 민영화하였
으며, 일부는 SLI로 대체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인식되는 성과지표는 대대적으
로 축소․개편하였다. 지방정부는 ‘도시권협상(City Deal)’과 ‘분권협상(Devolution
Deals)’ 등 상위 지역 간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협약에 대해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
받아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정부 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이하 LGA)가 주도하는 SLI는 지역 지도자들과 최고경영자,
그 밖의 고위 간부들이 주축이 되는 자발적 동료평가제도이다. SLI에는 3가지 원칙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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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지방정부 스스로 그들의 성과와 개선에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셋째, 부분의 성과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앙정부차원의 성과기준은 약화시키고 지역의
자발적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는 SLI는 지방정부 주도라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
지원의 감소 등 불명확한 구조와 절차, 불투명하고 빈약한 운영으로 인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CLG, 2006; 김보영, 2009; 임채호, 200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 Martin Laffin, 2017; Sarah et al., 2017).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에 관한 중앙정부-개별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둘러싼 영국의 제도
적 변화과정은 그리 혁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진화
되어 왔으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Sarah et al., 2017).

2) 지방공공서비스협약(LPSA)의 주요 내용
(1) LPSA의 개념 및 도입
LPSA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공공서비스 목표치(targets)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협약이다. 즉, 서비스 개선과 성과향
상을 추구하는 비강제적이고 자발적 계약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0). 지방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LPSA는 혁신적‧자율적 자치재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서비스 성과의 중요한 조력자로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셈이다.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협약(PSA)을 토대로 BV제도에 의해 설정된 성과표준을 기준
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된다.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보충적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원윤희, 2001; 한국행정연구원, 2010)9).

9)

지방정부 외 여타 기관이 함께 협력할 경우 공공서비스 개선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협력기관들
모두를 계약자로 포함한 LPSA 체결을 유도하기도 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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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PSA의 기본 구조
LPSA는 크게 ① 성과목표, ② 정부지원 및 보상, ③ 협상 필수요소, ④ 협상 절차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원윤희, 2001; 김보영, 2009; 한국행정연구원, 2010).
① 성과목표
지방정부는 국가차원의 핵심 사업 분야 가운데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지방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지방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협약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다
음 이에 대한 성과목표를 포함하는 협약 제안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분야별 성과목
표는 ‘향상성’의 의미에서 의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표준(예, BV) 이상의 ‘기대되는
개선성과’를 감안하여 예측된 결과값을 목표치로 설정한다. 그러나 투입(Input)이나 산출
(Output)이 아니라 서비스의 궁극적 취지로서의 성과(Outcome)를 구체적이며 측정 가
능한 수치로 제시한다.
국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성과목표들은 중앙정부 성과목표 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목표들을 모아 지방정부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중앙정부는 목표 선택
에 있어 일정 기준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다10). 이러한 일련의 전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성과와 연계한 핵심사업 분야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지방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목표들은 현안에 적합할 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중요하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된 목표여야 한다. 성과목표가 중앙-지방정부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되었다면, 지방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업수행 단계별로 달성
정도를 수시 점검하게 되어 있다.
② 정부보상 및 지원
지방정부는 LPSA를 통해 상호 합의한 목표치를 달성하면 달성 성과 수준에 상응하는 약
정된 재정적 보상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성과평가는 협약체결과정에서 합의된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김보영(2009)은 당시 영국에서 활용되는 있는 최종 평가 산식을 소개하였다.

10)

영국은 지방정부에게 BV를 기준으로 중앙정부 기관의 PSA 내 지표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지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사업 영역별로 보면, 교육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개 이상(분야별로는 최소 1개 이상), 교통 분야에서 1개 이상 지방정부의
비용-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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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는 기초선(baseline)과 목표치(target) 사이에서 달성정도가 목표치에 도달했는
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사업 초기 지역별로 기초선을 설정하고 협약이 마무리되는 시점
에 다시 초기와 비교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는 지표당 포상점수로 산출되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달성정도는 산식에서와 같이
백분율로 표기되고, 지역 전체에 대한 평가는 우선순위 지표상의 포상점수 평균값으로 이
뤄진다. 이런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정부는 최종 보상 지원금을 받게 된다.
수행결과  기초치
×  포상점수

목표치  기초치
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하며, 사업종료 이전이라도 중간평가 형식으
로 단계별 목표달성에 따라 일부 지급 등 지급방식은 다양하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은
지방정부의 자율에 맡긴다. 보상 외에 원활한 목표달성에 필요할 경우 착수보조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지원 혹은 추가적 자율권과 재량권, 그리고 성과개선에 필요한 제반 규제의
완화 등을 약속할 수도 있다. 그밖에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지원을 중앙정부가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협약을 통한 성과달성에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③ 협상 필수요소
성공적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협상내용과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밖에 전
제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5가지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협상 당사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협상안 작성과 협상 과정에 충분한
인적‧물적‧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장과 중앙정부 당국 수장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둘째,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를 위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 LPSA가 동떨어
진 단일 협약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분야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바탕
으로 한 지역사회 우선순위 달성의 협력사업의 일부로 편입될 때, 성과목표 달성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셋째, 투입이나 단기 산출물보다 현장에서의 궁극적 목적달성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 LPSA는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공공서비스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성과보상이 있기 때문에 검증 가능하고 측정 가능
한 결과 도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넷째, 협약의 근본 목적은 서비스 개선과 사회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고 협상을 적극 수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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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를 유지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만이 아
니라 사실상 다른 지방정부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과개선이 가능한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지방정부 간
협력도 가능하며, 지역사회 단체나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④ 협약 절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약 절차는 아래와 같이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절차는 고정적이거나 일정한 형식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적이며, 상황변화에 따라
협약은 중간에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1단계: 협약 시점 결정
개별 지방정부들이 협약을 맺고자 하는 목표대상 서비스를 지방정부 협의체와 공유하면,
협의체는 지방정부들의 의견 청취 후 비슷한 협약대상의 지방정부를 묶어 시안을 마련한
다. 중앙정부는 일정상 관계기관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협약 시
점을 조율한다.
2단계: 이슈별 관련부처와의 단체협상
지방정부 협의체는 유사유형의 협약대상을 신청한 지방정부들과 각 이슈별 관련 부처들의
단체협상을 주선한다. 회의를 통해 개별 지방정부와 협상 순서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3단계: 예비회의
지방정부 협상 대표자와 중앙정부 협약 관계자, 관련 부처 담당자가 협상 전에 예비회의
를 가진다. 예비회의에서는 상호 연락 관계나 협약에 대한 비전 등을 공유하고 대략적인
협상 절차나 내용 등을 논의한다.
4단계: 제안서 제출
협상기간이 시작되면 지방정부는 보충설명을 포함한 협약 초안 형태의 제안서를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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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5단계: 직접 협상
개별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 등 협약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을 시작한다. 협약의 주요내용
은 성과 우선순위, 성과기준, 책임, 권한, 보상, 협약기간 등이다. 영국사례에서 볼 때 협
약기간은 평가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3년 전후가 고
려된다.
6단계: 중간 점검
협상 체결과정의 중간시점에 협상 감독관(예: 지방정부 협의체, 중앙정부 내 협약 담당기
구 등)은 양 당사자 간의 진척상황,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7단계: 최종 형태의 협약안 제시
중간 점검 후 당사자 간에 합의된 협약 최종안이 완성된다.
8단계: 최종 협약 체결
정부부처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협약 최종안의 세부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방정부
의 협상기간 내 이행약속을 받은 후 협약을 체결한다.
(3) 협약의 대상범위
협약대상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첫째,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
방정부와 체결하고 싶다거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업 또는 사무는
협약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적 이익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협약이 허용된다11). 둘째, 지방정부가 자기 의사

11)

법제처(2006)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의 상당한 이익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목적 사업,
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사업 등이 협약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현행법에도 그러한 영역에서의 정부 간 협약이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와 유사한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계약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계획계약은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 국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의 협력 수단이며, 공동발전을 전략으로 한다. 광역단위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공간계획과 개발시행계획을 포괄하는 지역산업, 교육인프라, 문화, 보건 등 지역발전사업을 주요 계약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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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책임하에서 자주적으로 처리 가능한 자치사무나 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
로 관련된 국가사무나 국책사업, 국가사무 중 위임된 이상 지방정부의 자주적 책임하에
처리가 가능한 단체위임사무, 공동사무 등은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해
위임이 이미 확정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정부의 장이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사
무라는 점에서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모든 활동은 상위 법령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협약 역시 개별법상 처리권한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무나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넷째, 지방정부의 존립과 자치영역을 침해하는 사무 역시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법제처, 2006).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협약대상을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본다면, 기본적으
로 협약 상호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차
원의 ‘핵심 사업 분야’ 가운데 해당 지방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달성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법제
처, 2006; 한국행정연구원, 2010).

3) 정책적 시사점
영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상이나 협약제도는 오랜 기간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온 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의 정책목표 달성’
과 ‘지방자치 활성화’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양자 간의 협상과 합의
에 기초한 협약체계를 창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우리가 처한 정치‧경
제‧행정 구조 안에서 수용하고 활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협약은 당사자 간에 공통 관련성을 가지고, 협력적 수행이 요구되는 사업을 대상으

영국의 LPSA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에 대해 정부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면,
프랑스의 계획계약은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정부 간 계약을 통해 확정하고 중앙정부 재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참여 지방정부 역시 사업의 재원조달에 참여해야 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각 사업단위의 재원조달에 대해 조율한다(김은경, 2017; 이원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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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에 의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 지시
가 아닌 상호 합치에 의한 사업수행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는 참여의 장점이 있지만, 구
조적 불합리성으로 인해 자칫 악용될 경우 우회적인 자치권의 침해수단으로 작용될 여지
도 있다(법제처, 2006).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이나 사업 자체에서 중앙권한이 집
중된 구조 속에서는 협약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책임과 주도권의 과도한 중앙 집중화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항상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협약을 통한 사업수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대등관계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LPSA는 다양한 목표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인가에 관해 지방정부에
선택권을 주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관계를 최대한 보완
하고 있다(원윤희, 2001). 협약의 허용범위는 자치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서 개별 사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며, 예외적이고 보충적 수단으로서 기능해
야 할 것이다(법제처, 2006).
둘째, 책임성은 민주주의 정부의 중요한 이념이다. 협약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협약
당사자들은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행동은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의 공개성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당사자 간에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은 협약의 정당성이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합의 내용을 명백히 한다는 의미에서 협약
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법제처, 2006; Andrew Scott, 2010).
셋째,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헌법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협약의 합법성에 관련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헌법적 뒷받침이 없는 현재의 제도
상황에서 개별 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약이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제처(2006)는 정부 간 협약에 의한 사무 처리와 관련된 연구에서 협약이라는 것은 당사
자 간 합치를 본질로 하므로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영국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협약은 헌법상 제약 내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하는 거버넌스
적 행정환경 속에서 지방정부 나름의 자치활동을 조정해 주고, 특정 정책의 입안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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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새로운 통치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협약
은 분쟁 해결을 포함한 행정 부처 간 정책 조정의 중요한 기제로 정의된다. 헌법적 근거
유무만을 기준으로 협약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협약에서의 공동 정책결정
절차와 준비단계에서의 적법성이 충족될 때 비로소 합법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약 역시 사법상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행에 관해서는 사법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법제처, 2006; Andrew Scott, 2010).
넷째, 협약은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와 권한, 이익의 구분이 모호해진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협력체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협력과 분권의 방식으로 유용한 수단임과
동시에 보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협약은 중앙집권적 정부라는 현실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협약에 의한 행정수
행방식은 지방분권적 경향이 강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중앙-지방 간 분쟁을 완화하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성격상 협력적 체계가 불가피하며, 동시에 이해관계가 중첩된
다는 점에서 상호 적절한 업무와 재정 배분, 권한과 의무 설정,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이
효율적 협약을 위한 선결적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에 필요한 체결절
차나 형식, 내용, 방법, 요건, 효과 등 공통 사항들을 정리한 협약 표준안을 정부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법제처, 2006).
다섯째,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공공행정의 수행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근거 규정에는 협약의
당사자들 간에 정당한 권한과 협약 변경이나 해제, 협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적 요인이 협약 수행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나 감독청 등에 의한 평가
등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분쟁발생 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지방정부의 협약불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송청구권뿐만 아니라 자치권 침해에 대
한 지방정부의 소송청구권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법제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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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입법과정: 미국의 UMRA(Unfunded Mandate Reform Act) 제도
1) 등장배경
미국의 연방-지방정부 간 갈등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등 재정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
70년대 후반 재정지원이 없는 연방정부의 위임명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연방보조금을 수단으로 1900년대 초반부터 쌓아
온 미국의 연방-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계는 재정지원이 없는 연방정부의 위임명령이 증가
하면서 강제적 관계로 돌아서게 된다(Grodzins, 1966; ACIR, 1984, 1995; Kincaid,
1990, 1993, 1996; Wright, 1998; Walker, 2000; O’Toole, 2007; 조정래, 2015 재인
용). 연방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든가(연방명령), 정책을 집행할 역량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권을 연방정부가 직접 집행하는(연방선점
권) 등 재정지원이 없는 강제적 정책수단이 주가 된 정책 사업들이 90년대 초반까지 꾸준
히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불만이 이슈화되면서 95년 연방의회가 처음
UMRA를 검토하게 된다(ACIR, 1993; Dilger & Beth, 2014; 조정래, 2015 재인용).

2) UMRA의 주요 내용
UMRA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을 강제하는 연방의회의 입법과 연방행정부
의 규제행위에 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방명령을 보다 신중
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UMRA는 연방정부가 지방정
부 등에 부담을 유발하는 위임명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크게 4가지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위임명령의 입법적 책임성을 담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정하는
각종 법안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개혁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지방정부에게 매년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여 설정한 일정 기준액 이상의
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할 경우 지방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
다. UMRA의 규정에 따라 미국의 의회예산처는 입법안에 위임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
부를 심사받는다. 그리고 위임명령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고, 법안이 지
방정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 즉 시행과정에서 지출비용이 기준액보다 적다
는 것을 공시하는 재정영향평가 보고서를 의회와 수권위원회에 제출한다. 법안 심의과정

58 / 지방정부 국정참여 발전방안

에서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법안 심의과
정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심의가 중단되며, 심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표결에
부친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의 결과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에 대한 정보는
의회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방명령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도
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위임명령의 규제적 책임성을 담고 있다. 연방정부 내 각 부처들로 하여금 지방정부
등에 대한 규제행위를 직접 평가하고, 규제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검토
하도록 요구한다. 연방의 규제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기준액을 넘어설 경우 연방조직은 비용평가서를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제정과정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셋째, 연방 위임명령의 분석 의무를 담고 있다. ① 지방정부 등에 부과되는 위임명령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기준선을 도출하고, ②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과 규제가 각 지방정
부에 미치는 재정영향에 대한 연방명령비용평가와 규제비용평가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임명령의 완화․통합․폐지 등을 권고한다. ③ 지방정부 등에 추가적인
의무와 활동을 요구하는 연방법원의 규칙을 검토하는 연례보고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연방기관의 특정 행위 및 UMRA 2조에 적용되는 규칙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연방법원이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제한된 의미의 사법심사 규정을 담고 있다(성시경, 2015; 조정래, 2015).
이러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개인의 헌법상 권리의 실현, ②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법적 권리의 확립 또는 실현, ③ 긴급지원이나 원조의 제공, ④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교부
금 등에 대한 회계 및 감사결과 수용, ⑤ 국가안보 및 국제 조약에서 정한 의무의 비준과
이행, ⑥ 사회보장법상 고령자, 유족, 장애인 보험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법령 조항에 대
해서는 UMRA 절차가 제한될 수 있다(김봉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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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미국은 통치체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국
고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 매칭을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정한 국고지원
이나 세원조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체감되고 자치에 제
약을 주는 수준에 이르러 이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UMRA제도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UMRA는 연방정부가 연방명령이 지
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명령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태분석 결과, 실제로 UMRA 도입 이후 연방명령의 증가폭이 감소됐다. 미국 주지
사협의회(2001)는, UMRA제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UMRA가 제안한 내용이나 과정에
서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연방정
부를 견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여 정부 간 관계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고 평가했다(Dilger & Beth, 2014; 조정래, 2015). UMRA를 통해 연방정
부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입법과 규제 제정에 보다 신중해졌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수준이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었다. 또한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감당
해야 할 재정 부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제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
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에 앞서 법안이나 중요 국책
사업 등을 계획하는 데 있어 비용 추정의 어려움 등 중앙정부의 부담을 가져옴으로써 활
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예산처에서 수행한 일련
의 평가․검토과정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김봉주,
2008; 성시경, 2015; 조정래, 2015).

4_국내사례: 서울시의 자치영향평가제
1) 등장배경
2015년 청년수당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었던 서울시는 같은 해 25개 자치구청장
들과의 공동브리핑 시간을 갖는 자리에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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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자치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였다. 2015년 5월 발표된 서울시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2호)을 시작으로 2016년 제도가 시범 운영되었으며, 현재 운
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꼈던 중앙정부와의 일방적
관계를 반면교사 삼아 시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자치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분
석하여 자치구와 협의·조정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하였다.
첫째, 서울시가 수립한 정책이 자치구의 행정권과 조직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해나감으로써 자치분권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둘째, 서울시 스스로 ‘자치분권 실현과 정부 간 협력모델을 시범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앙
정부에게 적극적인 지방분권의 실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2) 서울시 자치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서울시의 ‘자치영향평가제’는 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영향정도에 따라 시와 자치구가 정책과 영향을 상호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써 기초정부 단위의 자치분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과 평가기준, 평가절차를 핵심으로 한다.
(1) 평가대상
자치영향평가는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시책사업과 자치법규, 기타 제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치구의 부담은 다시 재정 부담과 인력 부담, 행정 부담으로 구분한다. 그밖에
시장 또는 자치영향평가협의회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
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재정 부담
시책사업 등으로 인해 자치구 재정 부담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자치구는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신규 시책사업의 경우 2개 이상
의 자치구가 참여하고 그 자치구들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때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시책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자치구 분담률이 높아지고,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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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업규모 확대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때도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등 관련 법령에 시‧구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재정 부담 증가
요인이 자연증가분에 해당되는 경우, 공모사업 등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자발적 비용부담
이 사전에 전제되어 있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구와의 차등적 보조율을 요구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인력 부담
시책사업으로 인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평가를 요구
할 수 있다. 인력은 구청별 2명 이상, 주민센터별 1명 이상 증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행정 부담
조직개편이나 업무량 확대 등으로 행정 부담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늘어난 경우, 자치구는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2) 평가 기준
평가대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이나 자치구에 요구하는 수준을 조정하도록 한다.
[표 4-1] 서울시 자치영향평가제도 평가기준

구분

시책사업 등

자치법규

주요 내용
자치구의 사업 참여 및 협력의 필요성
자치구 의견수렴 및 반영 정도
자치구 사업비 분담률 또는 분담액의 적정성
자치구 재정여건 고려의 필요성
자치구 전담인력 투입의 필요성 및 투입인력규모의 적정성
시비 보조금 및 보조율의 적정성
자치구의 사무위임의 필요성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시 자치법규 제 ‧ 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정‧인력부담의 적정성
기타 시 자치법규 제 ‧ 개정으로 인한 자치구 파급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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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절차
서울시는 ‘부서 사전평가’를 통해 시책사업과 자치법규가 자치구의 행정․인사․재정 등 부문
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회 논의’를 통해 정책대안을 최종 결정함으
로써 평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자치영향평가는 정기평가(상‧하반기),
상시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평가
상․하반기에 수행되는 정기평가는 주관부서와 조직담당관의 ‘자체 평가대상 발굴’과 평가
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자치구의 ‘평가요청’으로 창구를 이원화한다. 평가대상으로
접수된 시책사업이나 자치법규의 경우, 해당부서가 이에 대해 자체 진단표를 작성하여 제
출하면 자치구 영향요인 및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자체진단 결과에 대해 자치구의 의견
을 수렴한다. 해당 자치구의 1/3이 자체진단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협의회는 평가대상에 대한 자치구 영향요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
하고 중재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최종 확정된 조정‧개선안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반영된다.
(부서, 조직담당관)
자체 발굴
(자치구)
평가요청

(부서)
자치영향요인
자체진단

(조직담당관)
자치구
의견수렴

(조직담당관)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확정‧통보

[그림 4-2] 정기평가

② 상시평가
상시평가는 사업방침 및 법규 제‧개정 계획 수립 전에 자치구 영향요인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보는 서울시 부서별 자체 점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구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자치구와의 협의‧조정을 자치구에 제안하고 필요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해당 부서는 사업단계 중에도,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자체
와 협의한다.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직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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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방침(안)
제‧개정(안)
마련

(부서)
자치영향요인
자체점검

자치구
의견수렴
(필요시)

(부서)
사업방침
제‧개정계획
수립

사업추진

[그림 4-3] 상시평가

③ 수시평가
그밖에 정기평가 실시 전, 시책계획 수립 전, 자치법규 제‧개정 전에 필요시 언제든 자치구
영향요인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절차는 정기평가와 동일하다.

3)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의 자치영향평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별법에 의해 일부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전 영향평가를 스스로 재정‧인력‧행정 등 자치구 전체 영역으로 확대하여 선도적으로 시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평가대상이
라 할 수 있는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자치구 스스로 자치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다만, 점차 제출안건이 감소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자체 실태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
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참여 당사자의 행태, 역량 등 운영
상의 저해요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또한 서울시의 궁극적 목표로서
지방 단위에서의 새로운 제도 혁신을 중앙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체 노력
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면 서울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국정참여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지방정부 차원으로의 확산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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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소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다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일본의 ‘중앙-지방 간 협의의 장’ 사례는 단체 협의
체 형태로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일본의 사례에서 ‘협의의 장’ 구성이
나 운영방식, 현재까지의 운영실태 등은 우리나라가 유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 역시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가 도덕적
의무감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하여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두 번째로, 개별정부들은 어떠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중앙정부와 대등한 법리 관계 속에
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영국의 지역협약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영국의 지역협약
제도는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교훈을 주
었다.
세 번째로, 연방-지방정부 간 재정 갈등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선례로 소개된
미국의 UMRA제도 사례 역시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입법 추진을 통해 연방정부
스스로가 명령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명령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우리
역시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러한 입법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재정 등 전체 영역에 대한 협력사례로서 서울시의 자치영향평가제 사
례는 현재 개별법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를 서울시가 하나
의 제도적 틀 안에 묶어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행정안전부
가 2017년 자치분권 로드맵(안)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 현재 논
의 중인 여러 자치 강화 제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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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선진사례들은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
참고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5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대한 전문가 조사
1_조사 개요
2_조사 결과
3_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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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대한 전문가 조사
1_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지방분권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종래의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국정참여 방안들을 점검하고, 해외
선진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
도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운용적 측면의 논의가 미흡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 설문조사는 기존에 도출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의 주
요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과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둘째, 기존의
지방정부 국정참여 제도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으며, 셋째, 선행연구들과 선진사례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
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보다 협력적, 수평적 관계
속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출의 합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구성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에의 직접 참여 혹은 자문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및 학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는 국책사업 참여, 정부 위원회 위원 참여, 연구 및 논문 실적이나 관련 세미나 발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018년 6월 4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연구자에 의해 확보된 전문
가 리스트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대상 350명 중 총 154명(응답률 44%)의 전문가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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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

총 표본 수

350명

응답자 수

154명(응답률 44%)

자료 수집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년 6월 4일부터 약 2주간

3) 조사 내용
본 설문조사에서 다룰 주요 현안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관계에 관한 인식, 둘째, 현행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평가, 셋째, 향후 지방정
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제도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표 5-1] 설문 구성

구성

대분류

1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관계에 관한 인식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관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공갈등의 심각성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수준

2

현행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평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이 국책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정참여제도별 지방정부 참여수준,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국정참여제도의 미작동 원인
국책사업에서 공공갈등 원인, 해소방안

3

세부항목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지방정부의 효과적 국정참여 단계
향후 지방정부의
국회에의 법률안 의견제시권, 국가자치분권회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국정참여 활성화 제도에
등 정부 제안에 대한 의견
대한 제언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약-계약에 대한 의견
개별협약의 대상, 자율성 보장방안, 평가주체 등에 대한 의견

2_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154명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33%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84%가 1회 이상의 국정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국정참여 경험자 중 75%가 4회 이상 다수 참여자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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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

연령

국책사업 참여 경험

사례 수

비율(%)
154

100

20대

1

1

30대

20

13

40대

62

40

50대

51

33

60대 이상

20

13

1~3회

33

21

4회 이상 다수

97

63

없음

24

16

2)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인식
(1) 현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관계
현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하여 응답자의 44%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미비로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이며 정책지원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법
적 위상과 의사결정 과정이 여전히 감독과 통제 중심의 수직적 관계이다.’라고 응답한 경
우가 40%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약 84%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며, 여전히
수직적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n=154, 단위: %)

[그림 5-1] 현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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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향후 국책사업 추진과정 내 공공 갈등의 심각성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
답자의 38%가 ‘아직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나아졌다’는 의
견이 32%, ‘심해졌다’는 의견이 30%였다. 응답자의 약 70%가 공공 갈등의 심각성은 일
부 개선되었으나, 아직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n=154, 단위: %)

[그림 5-2] 현재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 갈등의 심각성

향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 갈등의 수준은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경우가 40%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44%보다 낮았다. 향후 공공 갈등이 현재 대비 개선되기보다
는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의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다.
(n=154, 단위: %)

[그림 5-3] 향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 갈등의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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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수준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의 정부 간 소통수준에 대하여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가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소 원활해졌다.’가 43%로 나타났다. ‘소통이 오히
려 줄었다’고 평가한 4%와 비교한다면, 비록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소통수준은
다소 나아졌다고 인식한 전문가는 43%였다.
(n=154, 단위: %)

[그림 5-4]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수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수준에 대하여 75%가 ‘원활해질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향후 소통수준은 현재보다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n=154, 단위: %)

[그림 5-5]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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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평가
(1)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수준이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수준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3%
가 협력과 소통수준이 성공적 국책사업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7%에 불과하였다.
(n=154, 단위: %)

[그림 5-6]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소통수준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미치는 영향

(2) 현행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 인식
현행 국정참여제도에서의 지방정부 참여정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국정참여제
도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국 4대 지방협의체 활동_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장 협
의회’의 참여정도가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행정부시장부지
사 합동회의’ 2.78점, ‘지방재정영향평가(지방재정법상 심의제도) 등 사전평가제도’ 2.73점
순으로 높았다. 반면, 현행 국정참여제도 중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국회청원 및 공청회청문
회 의견진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2.08점으로 참여율이 가장 낮다고 평가되었다.
향후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 또한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국정
참여제도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던 ‘전국 4대 지방협의체 활동_광역기초
단체장 및 의회의장 협의회’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정
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이 각각 3.21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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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4, 5점 척도 평균)

주: 참여수준은 점수(1~5점)가 높을수록 높음

[그림 5-7] 현행 국정참여제도의 지방정부 참여수준 및 향후 정책수단의 적정성

현재 지방정부를 위한 다양한 국정참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0%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행사’를, 33%는 ‘중앙정부의 독점
적 재원배분 구조’를 1, 2순위로 응답하였다.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행사와
독점적인 재원배분 구조가 원인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그밖에 현행 제도의 법적 구속력(1
순위 9%, 종합순위 18%)과 지방정부의 역량이나 소극적 태도(1순위 11%, 종합순위
16%)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n=154, 단위: %)

[그림 5-8] 지방정부를 위한 다양한 국정참여제도 비활성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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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책사업 추진 시 공공 갈등의 해소방안 및 원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서 공공 갈등이 증폭될 경우 적절한 해소방안으로는 ‘공론화
위원회 운영 및 공론조사’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범국민합의기구 설치 및
운영’이 38%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 갈등의 해소방안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
원회나 합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n=154, 단위: %)

[그림 5-9]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서 공공 갈등 증폭 시 해소방안

국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이기주의와 지방정부의 소극적 역할’ 23%,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이해 부족’ 21% 순으로 응답하였다.
(n=154, 단위: %)

[그림 5-10] 국책사업 추진 시 공공 갈등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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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제도에 대한 제언
(1) 향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향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0%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지원하는 입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응답하였다. 중앙정부 위주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제재하기 위
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지원하는 입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입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 가장 실효성이 높고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대등관계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관련제도의 개선이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관련제도가 있다 하여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독주 관
행으로 관련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내실화(실질적 작
동)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n=154, 단위: %)

[그림 5-11] 향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국책사업의 협력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참여 단계(1순위 기준)로는 ‘계획
및 입법단계’ 64%, ‘정책설계(입안)단계’ 32%로, 집행 이전 계획 및 정책설계 단계가 적정
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집행단계에서의 참여는 입법이나 설계단계 다음의 세 번째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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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4, 단위: %)

[그림 5-12]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 시 지방정부의 적절한 참여 단계

(2)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소통-협력 및 국정참여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국회에의
법률안 의견제시권’에 대한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78%가 좋은 제안으로 평가하였다. ‘국
회 의견수렴과정이 결여되어 현실성이 없다’는 신중한 의견은 15%로 나타났다.
(n=154, 단위: %)

[그림 5-13] 지방자치 관련 ‘국회에의 법률안 의견제시권’에 대한 의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국가정책의 심의기구로서 대통령 이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최고의사결정자
들의 협의체 구성이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지방정
부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위 협의체 대표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5%를 차지하여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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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4, 단위: %)

[그림 5-14]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에 대한 의견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의 장’ 구성에 관한 의원입법안 중에서는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수준의 참여가 49%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선호되었다.
분기 1회 이상 또는 필요시 개최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국회 직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표 5-3]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의 장’ 구성을 위한 입법 발의안 선호도
구분
발의
법률안명
선호율
명칭(위치)

구성원

의장･부의장
개최 수

협의내용

통보

①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③ 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
법률
법률
에 관한 법률
49%

30%

21%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력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력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력
회의
회의
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자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 치부장관, 전국 시도지사
관, 행정자치부장관, 4대 지방협
도지사들
(17명)
의체 회원
(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행정
(의장) 대통령, (부의장) 전국
(의장) 대통령, (부의장) 지방협의
자치부장관, 전국 시도지사협
시도지사협의회장
체장
의회장
매 짝수 월 개최/임시회의 소집
없음
연 1회/임시회의 소집 가능
가능
중앙･지방 역할분담, 중앙행정
기관의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지방이관 사항, 지방세
제･지방재정 중 지방자치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분권정책 추진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 변경과 시
행에 관한 사항 등

심의사항 및 결과 국무회의 통보 없음

중앙･지방 역할분담, 지방행정･
지방재정･지방세제 관련 사항,
국가정책 중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심의사항 및 결과 국무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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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중 하나로 발표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해서는 80%
가 좋은 제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중앙의 무분별
한 사무배분, 일방적 행재정 부담 전가 등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다만, 법률상 정부 위상 등으로 대등한 협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18%)도 적지
않았다.
(n=154, 단위: %)

[그림 5-15]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의견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인 협의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영
향이 큰 법령과 국책사업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
로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 23%, ‘법령 및 대통령령 이하 모든 법규’ 19%로 응답하였다.
(n=154, 단위: %)

[그림 5-16]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시 협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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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지방정부 간 개별 협약에 대한 의견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의 개별협약 등을 통한 협력적 국정참여를 모색하는 방안
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며, 적극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는 상당한 검토가 전제되거나, 지방자치 고권의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이 우선이
라는 의견 또한 45%에 달하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n=154, 단위: %)

[그림 5-17] 개별 지방정부차원의 중앙정부와 협약‧계약을 통한 국정참여에 대한 의견

개별협약 적용대상으로는 ‘신규 국책사업과 함께 기존 사업이라도 행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협약대상으로 한다.’는 의견이 36%로 가장 높았다. ‘신규 사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154, 단위: %)

[그림 5-18] 중앙-지방정부 간 개별협약 시 바람직한 협약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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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협약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정부
간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정하되,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
견이 54%로 가장 높았다. ‘사업대상까지 공동 설정하고, 나머지 달성방식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자치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3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n=154, 단위: %)

[그림 5-19] 중앙-지방정부 간 협약 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방안

협약 성과의 평가주체에 대해 정부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평가기관이 주관해야 한다는 의
견이 57%로 가장 높았고, 공동 평가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26%)이 그 뒤를 이었다.
(n=154, 단위: %)

[그림 5-20] 중앙-지방정부 간 개별협약 시 협약 성과에 대한 평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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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소결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는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이고 수
직적이며,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소통 수준 역시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 간 갈등도 일부 개선되었으나, 향후에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다. 전문가들은 공공 갈등에서 정부 간 원활한 의
사소통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소통 빈도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정부 간 소통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수준이나 기존의 참여기제의 제도
적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
업수행에 있어 중앙집권적 권한과 재정구조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수행이 공
공 갈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 협의제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방자치 관련 국회 법률안 의견제시권’과 ‘국가자치분권회의’, ‘중앙-지방정부 협의의
장’,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여건에서는 기초나 의회를 포함한 단체협의보다는 광역 단위
의 지방정부 참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추가적 검토와 합의
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였다.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정협약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별협약은 지역별 행‧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규‧기존 국책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설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게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평가는 독립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
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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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1_국정참여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선행연구와 국정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이며 통제‧예속적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협력의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지방분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나 수평적 협의기제를 마련하는 일을 기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방분권형 헌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정참여 및 협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은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2) 추진전략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및 ‘정부 간 협의’ 활성화를 위해 크게 3가
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분권 입법을 장기적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되, 과도
기적이고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단기적 대안으
로 현행 국정참여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제안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협
의기제(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현행 국정참여제도와 정부 협의기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은 원론적인 측면보다 주요 쟁점인 지방정부의 상시적 참여, 자율
성 확보, 협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_중앙-지방정부 간 정책협의기제 및 정책수단의 도입방안
1) 현행 국정참여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사업 시행 전과 시행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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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업 시행 전 단계
① 국회입법과정 참여
국회입법과정에서의 대표적 참여 제도로는 국회에의 청원과 공청회 및 청문회 참여제도가
있다. 먼저 청원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123조, 124조, 125조, 126조 어디에도 청원권의
주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청원권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 권
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핵심주체로서 지방정부에게는 그 고유한 역
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청원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청원 주체
로서 국민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 전국 지방협의체 대표를 명시함으로
써 지방정부의 권한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법 제123조에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국회 청원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과 제2
항에서 각각 규정하는 ‘협의체 장’과 ‘연합체 장’에게는 국회의원 경유 규정을 폐지하고,
청원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원안에 대해서
는 국회 청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원들과 토의할 수 있는 권한
을 명확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64조, 제65조에 의하면 국회 공청회 및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여
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정부 관계
자의 의결참여 혹은 의결결과에 대한 통보 및 의견수렴, 진술인 자격으로서 공청회‧청문회
참여의무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안 통과의 실질 심사기구인 소관위원회 심의 단계에서의 지방정부 의견청취 및 토
의절차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정부입법과정 참여
정부입법과정에 있어서도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
히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절차, 숙고의무 규정 등이 없으므로 사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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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보강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사업 시행 단계
국정계획이나 사업시행이 확정된 단계에서는 현재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시도지사‧행
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법제화
되었거나 사업시행이 확정된 단계에서 사업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시도지사‧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도의 현안과제,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엽적 문제에만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리 회
의의 주제를 정하고 관련 국가 입법 및 정책과 연계하여 회의를 추진하는 방식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행방식을 통하여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언급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나 ‘국정과제 자치영향평가제’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운
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3) 환류단계 및 전체 정책과정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한 전국 4대 지방정부협의체의 운영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정도와 수단의 적정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를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정
부협의체는 공식적으로 국회청원이나 공청회‧청문회, 심의 의결과정 등에 지방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도 국고 보조율 등 중앙정부와의 갈등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상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 등과 같
은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원으로도 고려되고 있는바, 활동영역에 있어서 제도 및 절차 보
강 등을 통해 의견제출 범위를 넓히고, 의견 제출 후 협의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현재는 정부에 의견 제출 시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법령으로 제한하
고 있으나, 간접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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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국정참여제도에 관한 제언
(1) 지방정부연합과 중앙정부 간 단체협의
지방정부연합차원에서의 단체협의 방안은 특히 정부와 학계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 중인
방안들이 많다.
①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 방안
중앙-지방정부 협의체 설치는 국회 등 정부 측과 학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65조 개정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실현 가
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이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상당부분 검증된 중앙-지방정부
협의체는 구성에 있어 구체적인 구성원이나 핵심 운영주체, 소속, 근거 법, 심의안건 범위,
회의소집 횟수와 절차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온전히 합의된 바가 없어 충분한 숙고를 통
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입법발의된 여러 법률(안) 등에 따라 대통령과 국
무총리, 전국 4대 지방협의회 의장(또는 대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행정안
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 등을 참여 구성원으로 검토
할 수 있으나, 참여 구성원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에 대하여 첨예한 진통이 예상된다.
협의체의 소속은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고,
협의체 심의안건이나 안건 상정‧소집 권한 등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②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유사제도로서 현재 서울시가 시장방침 제102호를 근거로 ‘자치영
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법적‧제도적 여건에서도 얼마
든지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지방자치 관련 사안의
협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에서 제시한 ‘자
치분권 사전협의제’는 협의 범위를 지방자치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사례들을 본다면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국책사
업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개별법에 의한 사전영향평가 등과
도 연계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등한 관계의 협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협의 절차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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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제안
국가자치분권회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크고, 시의적절한 대안이라는 전문가 견해
가 있는 한편 중앙집권적 관행이 강한 우리 여건에서는 아직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공존한
다. 단기적으로는 현재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시도지사간담회 형태를 특별법이나 지방
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정례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현재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안
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다만, 중앙-지방정부 간 종속적‧위계적 여건에서 수평적 협의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수준의 강력한 기제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려면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고려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지방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위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헌법 개정을 전제할 경우 ‘지방정부 법률제안권’
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의 도입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과도 비교하여 심도 있게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
(2) 개별 정부와 중앙정부 간 개별협의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개별협약제도는 다양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지역개발과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국
정참여제도이다. 개별적 행정협약제도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본질로 하며,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 특히 행정이나 재정 측면에서 그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시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자치의 전통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영국 역시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겪으면
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만큼 지방분권화의 기반이 법적으로 강화되기 전까지
일시적 대안으로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협약 대상은 국정과제의 자치영향평가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의 적용범위는 당사자 간의 공통 관련성과 협력적 수행이 요구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본질로 하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합의’를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사업수행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
만, 자칫 악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자치권의 침해수단이 될 여지도 있다. 재정이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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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협약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소재와
주도권, 과도한 정부 개입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의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의 제
도적 상황에서는 협력방식에 관해 특정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발생 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협약의 당사자 간 ‘정당한 권한’과 ‘합의 절차’, ‘권리’, ‘의무’
등을 명백히 하는 법치행정 원리상 제약이 주어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자치권과 책임성 확보, 평가주체 등의 구체화와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개별협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대응을 상시적으로 준비하는 지
방정부 차원의 ‘정부 간 협력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정부 간 협약 역시 사법에서의
개별 계약과 마찬가지로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며, 체결 이전까지 당사자 간 수많은 협의
가 요구되므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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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입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채택
하고, ‘자치분권’과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적 국정운용’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설문조사는 기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
를 뒤돌아보고, 향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보다 협력적, 수평적 관계 속에서 실질
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현행 국정참여제도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견을 구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
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연구책임자 : 정희윤 선임연구위원 (02-2149-1043)

※ 응답자 기초정보
성명

연락처(휴대폰)

소속

전공분야(세부)

연령
국책사업 참여경험
(참여, 자문, 평가 등)

① 20대

② 30대

① 2~3회

③ 40대

④ 50대

② 4회 이상 다수

⑤ 60대 이상
③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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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인식

Q1. 현 정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법제도적 체제는 갈 길이 멀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상당히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된다.
② 일부 국가사무의 참여, 개입에는 협조적이며 상호존중 관계이나 특정 정책에만 국한된다.
③ 중앙정부의 고유 영역만 침해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비교적 존중하는 편이다.
④ 지방정부(일부 대도시 제외)의 자치역량 미비로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이며 정책지원을 원한다.
⑤ 정치적 수사는 무성하나, 법적 위상과 의사결정 과정은 여전히 감독과 통제 중심의 수직
적 관계이다.

Q2.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갈등의 심각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나아졌다.

② 다소 나아졌다.

④ 약간 심해졌다.

⑤ 훨씬 심해졌다.

③ 아직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Q3.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갈등의 수준은 어떠할 것으로 생
각하십니까?
① 많이 나아질 것이다.

② 다소 나아질 것 같다. ③ 체감할 정도의 차이는 아닐 것이다.

④ 약간 더 심해질 것 같다.

⑤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

Q4.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소통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훨씬 원활해졌다.

② 다소 원활해졌다.

④ 오히려 줄어들었다.

③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⑤ 많이 줄어들었다.

Q5.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통수준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② 다소 원활해질 것 같다. ③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닐 것이다.
④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⑤ 많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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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평가

Q6.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수준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② 다소 영향을 미친다. ③ 현 여건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현실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Q7. 현행 국정참여 기제 중 지방정부 참여(역할)수준과 향후 국정참여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적정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쪽에 응답>

현행 국정참여제도

현재

향후

지방정부
참여정도

정책수단
적정성

낮
다

→

높
다

낮
다

→

높
다

①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국회청원 및 공청회․청문회 의견진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1 2 3 4 5 1 2 3 4 5

②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공청회 의견진술
입법계획 및 입안심사․협의 중,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정책시행 전 개별법에 의한 의견개진 및 협의

1 2 3 4 5 1 2 3 4 5

③ 정부의 행정부시장 ‧ 부지사 합동회의

1 2 3 4 5 1 2 3 4 5

④ 전국 4대 지방협의체 활동_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장 협의회

1 2 3 4 5 1 2 3 4 5

⑤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1 2 3 4 5 1 2 3 4 5

⑥ 지방재정영향평가(지방재정법상 심의제도) 등 사전평가제도

1 2 3 4 5 1 2 3 4 5

⑦ 기타(

1 2 3 4 5 1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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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현재 지방정부를 위한 다양한 국정참여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행사(법적 위상, 제도) ② 중앙정부의 독점적 재원배분 구조
③ 적절한 협의 창구 부재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미흡과 소극적 역할

⑤ 현행 국정참여 관련 제도의 법적 구속력 부재(지방정부와 협의, 의견반영 및 회신 의무화 등)
⑥ 참여시기(단계)의 부적합 ⑦ 제도보다 절차 및 운영 부실 ⑧ 기타(

)

Q9.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서 공공 갈등이 증폭될 경우, 적절한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범국민합의기구 설치 및 운영
③ 시민배심원제도 활용

② 공론화 위원회 운영 및 공론조사

④ 국민투표 실시 ⑤ 기타(

)

Q10. 국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1순위:
①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② 기득권 세력의 배려 부족(소속 정당의 차이 등)
③ 지역 이기주의와 지방정부의 소극적 역할
④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이해(정보) 부족
⑤ 갈등조정제도의 부재
⑥ 기타(

)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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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제도에 대한 제언
Q11. 향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실현가능하고 실질적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지원하는 입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② 새로운 정책수단 마련 필요 ③ 현행 관련제도의 개선
④ 새로운 협의체 구성 ⑤ 기타(

)

Q12. Q11에서 선택한 방안이 가장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13. 향후 국책사업의 협력 파트너로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계획 및 입법단계 ② 정책설계(입안) 단계 ③ 집행단계 ④ 평가단계 ⑤ 환류단계

Q14. 최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단체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소통-협력 및 국정
참여 강화 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Q14-1.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
회에의 법률안 의견제시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은 제안이다. ② 좋은 제안이다.
③ 국회 의견수렴과정이 결여되어 현실성이 없다.
④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⑤ 자치역량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다.

100 / 지방정부 국정참여 발전방안

Q14-2.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국가정책의 심의기구로서 대통령 이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 여건에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최고의사결정자들의 협의체 구성은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② 지방정부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위의 협의체 대표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장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협의체 장도 참여하는 포괄적 구성
이 필요하다.
④ 현 여건상 중앙집권적 운영이 우려되므로 이보다는 지방분권형 입법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Q15.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의 장’ 구성을 위해 현재 3가지 주요 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습
니다. 어느 것이 보다 바람직한 구성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제1안 ② 제2안 ③ 제3안
④ 기타: 제(
구분
발의법률안명

)안 중

①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내용 개선 필요
②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에관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설
법률안
치에관한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및운영
에관한법률안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도지사들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4대 지방
협의체의 회원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
구성원
자치부장관, 전국 시도지사
(17명)
(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행
(의장) 대통령, (부의장) 전국
의장･부의장
정자치부장관, 전국 시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협의회장
매 짝수 월 개최
개최 수
없음
임시회의 소집 가능
중앙･지방 역할분담, 중앙행정 지방분권정책 추진 관련 사
기관의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 항,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협의내용 기관의 지방이관 사항, 지방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
제･지방재정 중 지방자치에 중 변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심의
명칭(위치)

통보

③ 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심의사항 및 결과 국무회의 통보 없음

(의장) 대통령, (부의장) 지방협
의체의 장
연 1회 개최
임시회의 소집 가능
중앙･지방 역할분담, 지방행
정･지방재정･지방세제 관련 사
항, 국가정책 중 지방자치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
심의사항 및 결과 국무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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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중앙의 무분별한 사무배분, 일방적 행‧재정 부담 전가 등 방지’를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은 제안이다. ② 좋은 제안이다.
③ 법률상 정부 위상 등으로 대등한 협의는 어려울 것이다.
④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⑤ 자치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다.
Q17.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면, 협의대상은 어떤 범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자치 관련 법령(특별법 포함) 제·개정 ② 법령 및 대통령령 이하 모든 법규
③ 지방자치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책사업도 포함
④ 기타 (

)

Q18.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개별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약이나 계약을 통한 협력
적 국정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단체협의보다는 개별 협약에 의한 공동사무 처리방식이
시의적절하다.
② 시장경제적 효율성만의 추구가 아니면 현 여건에서 국가-지방 간 협력기제로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
③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일상화된 우리 현실에서는 상당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가능
하다.
④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적용을 제외하면 여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⑤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의 협약이 되려면 지방자치 고권의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이
우선이다.
Q19. 현재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바,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부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예외적, 보충적 대안으로서 중앙-지방정부 간
개별 협약을 보다 적극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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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1. 협약대상(기관위임사무 제외): 공동수행이 요구되는 국책사업으로 바람직한 적용대
상은?
① 지방재정영향평가(지방재정법) 결과,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신규 국책사업에 국
한한다.
② 지방정부의 인력․재정 부담이 적어도 30% 이상인 신규 국책사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③ 지방정부의 인력․재정 부담이 적어도 40% 이상인 신규 국책사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④ 신규 국책사업과 함께 기존 사업이라도 행·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협약대상
으로 한다.
⑤ 국고보조 관련부담의 비중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체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신청한 경우
⑥ 기타 (

)

Q19-2. 협약의 자율성: 협약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개별사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보다 정책 취지 달성여부(outcome) 중심의
정책목표, 사업대상, 성과지표는 공동 설정하되, 나머지 달성방식은 지방정부의 자율
적 자치영역으로 남겨둔다.
② 협약의 정책목표, 성과지표는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되, (세부)사업대상, 목표 우선
순위 등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①번 혹은 ②번을 중심으로 협약내용을 작성하되,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화
한다.
④ 기타 (

)

Q19-3. 평가주체: 협약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① 성과목표와 지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정하되, 평가는 중앙정부가 주관한다.
②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 평가 모두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동으로 시행한다.
③ 성과목표와 지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동으로 설정하되, 별도의 독립된 평가기관이
평가를 주관한다.
④ 성과목표와 지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동으로 설정하되, 평가는 지방정부연합체가 주관한다.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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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stering Active Particip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National Policy Affairs
Hee-Yun JungㆍJoo Gong
In this age of local autonomy,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merging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However, central government still sustain vertical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 in practices and this leads to
frequent conflicts in the n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rtunately, the current regime has adopted the local autonomy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one of key policy agenda among 5
key policy directions and 20 major policy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more collaborative
policy tools and mechanisms to enhance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as the policy counterpart of the central government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s in the national policy making process.
This research proceeds to thoroughly review related model research
documents and actual cases studies of conflicts with central
government in the national policy projects to establish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national policy affairs. Infant and
young children free care project and young people activity support
proj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investigated as
case studies of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national policy affairs. Subsequently, an in-depth examination of four
advanced

policy

tools

and

mechanisms

for

collabora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t home and abroad were conducted
including: collaborative council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as a group consultative mechanism;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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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agreement cases between central and different local
governments in England; case of the Unfunded Mandate Reform Act
in USA; and local autonomy impact assessment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Korea. Additionally, e-mail surveys of
experts who have some experiences in the national policy projects
were conducted to establish experts’ perceptions and opinions in
regards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d the suitability of various policy tools and mechanisms currently in
use.
Major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of the existence of various co-operative policy tools, some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s and practices are still in place making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olicy affairs arbitrary and
passive in reality. Second, co-operative group consultation
mechanis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em to be the
most applicable to the Korean situation. In spite of good motives and
some merits, administrative agreements between the central and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have numerous limitations and consider
undeveloped policy tools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with the
except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survey results also
confirm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perceived as vertical and sub-ordinate for majority
of experts in related fields. There’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solid legal base for a more collabora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consultative mechanis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previous discussions, this research suggest that
legislations of more solid local autonomy are required as
pre-conditions of collaborative and horizont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owever, phased adaptive strategies are also proposed for
the transition period considering the expected challenges of proper
legislations in the present situation. Therefore, despite issue points
based specific improvements of various current policy tools for the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re immediately suggested
as the policy priority. Setting up of a collaborative council consisting
of some representativ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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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is suggested as the new institutional consultative
mechanism at the national level. Similarly, for some specific public
service areas, horizontal administrative agreements between the
central and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seriously
considered as a co-operative consultative policy tools in national
policy projects. This policy tool seems useful especially for the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having enough administrative capacity,
such 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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