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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화와 지방화 시 의 과제인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효율성 제고, 민주

주의 강화라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상충되기 쉬운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합리 인 제도설계, 즉 행

정계층  구역의 개편이 필요함.

◦구역과 계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편된 

구역과 계층이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목 을 효과 으로 달성

하기 해 어떠한 보완  제도가 필요한가를 검토함.

◦ 한 서울과 같은 세계 인 도시권의 구역을 개편하고 계층을 조정하기

에 앞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동시에 

지방수 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한 선행조건으로서 어떠한 제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지도 검토함.

◦이를 통해 도시권의 자치구에 하여 어떠한 거버 스를 가져야 효율

인가에 한 논의가 행정구역개편논의와 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에 해 이론 ․실무  에서 분석하고 행정효율성 제고를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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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심으로 서울시 구역과 계층 개편방안을 논의

함. 이를 해 도시권의 구역과 계층 개편의 정성에 한 이론  논

거를 검토함.

◦ 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차이   해외 도시의 계층 형성 황을 

검토함으로써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는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극복해 왔

는가를 문헌을 통해 분석함.

◦서울시에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문

제 이 무엇인지를 서울시 구역과 계층의 형성 과정을 심으로 검토하

며, 서울시와 같은 도시권의 구역과 계층과 련된 안을 마련하기 

하여 여러 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함.

◦이를 통해 서울시 구역  계층의 합리 인 개편방안을 제시함.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분석

1. 서울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분석

개편대안들 제안자

① 자치2층제 하의 기초자치단체 통합(안) 대통령직속 미래비전기획위원회, 행정자치부 용역

② 자치1층제 전제의 도 폐지(안)
：40~70개 기초단체의 광역화

한나라당 및 민주당 등 정치권

②-1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보고서(안) 17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②-2 제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원장(안) 허태열

③ 자치2층제 전제의 광역 및 기초 확대(안) 한반도선진화재단

④ 초광역지방정부(안)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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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2층제 하의 기초자치단체 통합(안)

◦자치2층제 하의 기 자치단체 통합(안)은 통령직속 미래비 기획 원

회와 행정안 부가 제안한 방안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경쟁력 확

보(면 , 인구, 재정규모 등)와 역사성을 고려하여 기 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통합하되, 특히,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기 자치단체의 통합에 

역 을 둠. 기 자치단체의 통합방법은 자율  통합을 원칙으로 하면서, 

앙정부에서 충분한 유인력을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2) 자치1층제 전제의 도 폐지(안)：40~70개 광역단체화

◦자치1층제 제의 도 폐지(안)는 한나라당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기

에 제안한 방안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의 역자치단체 기능 

폐지로 시․군 심의 자치1계층화를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40~70여개로 확정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확 개편은 경제권  생활

권 등을 기 으로 추진하는데, 폭 인 기능이양으로 실질 인 지방분권

을 확보함.

◦지방자치단체로 이 하기 곤란한 기능이 있을 경우 도를 국가행정기 으

로 환하거나 도의 완  폐지 시 해당기능을 특별지방행정기 으로 이

하는 것임.

3) 자치2층제 전제의 광역 및 기초 확대(안)

◦자치2층제 제의 역  기  확 (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박

세일)이 제안한 방안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권과 개발권을 심으

로 역단체를 확  개편하고, 기 단체도 일정한 행․재정능력을 고려하

여 확  개편하는 것을 의미함.

◦ 역단체는 4~5개로 개편(서울주, 경강주, 충 주, 경상주)하고, 기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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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여개로 재편하되, 국방, 외교 등 국가의 필수기능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기능을 역단체로 이양하여 연방수 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임. 

일반 으로 인구 500만명 이상의 역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되 기존 

도ㆍ시ㆍ군ㆍ구가 존치됨.

4) 초광역 지방정부(안)

◦이는 4~5개의 역 지방정부를 창설하는 방안으로서 이를 해 역 

지방정부 산하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역시로 구축하는 것임. 이때 앙

정부의 할로 국방, 안 보장, 외교, 출입국 리, 사법, 국가치안, 통화, 

융, 도량형, 공정거래, 근로기 , 공 보험, 약품규제, 고도의 문  과

학기술, 고속철도 등을 꼽을 수 있고, 역지방정부의 할로는 교육기

본정책  고용정책,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사회자본 정비  국토

리(하천, 도로, 항만, 산림의 리), 산업활성화(농수, 상공, , 산업육

성 등), 지역안 ( 역방재, 기 리, 지역치안), 지방사법 등을 들 수 있

음. 한 기 지방정부의 할로는 생활환경 개선 기능인 하수도, 공원, 

가로의 정비, 쓰 기 처리, 소방, 지역방재․환경, 의료, 복지, 생, 보건, 

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 착 서비스를 들 수 있음.

5)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보고서(안)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 원회가 2006년 2월에 채택한 보고서는 특별 원

회의 구성과 평가, 특별 원회회의 경과, 특별 원회해외시찰개요, 특별

원회활동결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보고서는 개편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①행정계층을 

1단계 감축하기 하여 도를 폐지, ②수개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정한 규모로 역화, ③읍․면․동을 자치단체화, ④ 재의 道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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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는 권역에 지방 역행정기구(가칭 국가지방 역행정청)를 각각 설

치하는 것임.

6) 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원장 허태열(안)

◦17  국회 행정체제개편특 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당과는 

별도로 16개 시도를 5∼7개의 역행정청으로 바꾸고 230개 기 자치단

체를 60∼70개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음. 2005년 12월 배포한 “허태열 

국회의원이 제안한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한 몇 가지 보충과 해명”자

료를 통해 종 의 자신의 구상을 재확인하고 있음.

◦내용은 특별 원회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다 구체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①행정구역은 행 ｢시․

도｣와 ｢시․군․구｣를 한데 묶어서 국을 60～70개 후의 ｢통합 역시｣

로 재편, ②자치계층은 행 2층제를 유지하되 읍․면․동 자치를 부활하

여 역(통합 역시)－기 (읍․면․동)로 조정, ③｢국가지방 역행정청｣

을 권역별( 국 4～6개 권역)로 설치하는 것임.

7) 최근에 논의되는 대안적 행정구역 개편안들

◦이외에도 최근에 행정구역  계층의 개편에 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

는데, 계층수를 2계층에서 1계층, 혹은 1.5계층으로 하자는 안에서부터 

구역조정을 역 벨에서 통합하는 안, 혹은 역 벨에서 통합하는 

안 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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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자치

계층수
행정기능 구역조정 특징 비고

(제1안)
도와 

시ㆍ군의 
기능분리

2계층

∙ 도와 시ㆍ군 기능 
분리

∙ 기본적으로 현 16개 
시ㆍ도 유지

∙ 부분적으로 도 경계 
조정

∙자치 2계층 유지하며
∙ 도와 시ㆍ군 기능분

리에 초점

7개 특별시, 광역시
+9개 도 유지
(16개 시ㆍ도 유지)

(제2안)
도와 

광역시 
통합

2계층

∙ 도와 광역시를 먼저 
통합

∙ 나머지 도는 단계적
으로 통합

∙ 먼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1특별시, 9
개 도)

∙ 단계적으로 인접도
(전북, 충북)로 나머
지 도를 통합(1개 특
별시, 7개 도)

∙ 강원과 제주는 그대
로 유지

∙ 도를 광역화 하되 광
역시와 도를 통합

∙ 나머지 도는 단계적
으로 인접도에 통합

∙ 강원과 제주는 그대
로 유지 

1단계：1개 특별시
+9개 도
(전체 10개 시ㆍ
도체제)

2단계：1개 특별시
+7개 도
(전체 8개 시ㆍ도 
체제)

(제3안)
도 기능의 
완전폐지

1계층
(1.5계층)

∙ 현재 도가 수행하는 
기능은 일부는 국가
지방광역행정청으로 
가고, 일부는 통합시
로 배분

∙ 5-7개의 국가지방광
역행정청 설치(도로, 
교통, 환경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16개 시ㆍ도 및 230개 
시ㆍ군ㆍ구를 60~70
개의 통합시로 개편

∙ 5~7개의 대권역 
설치 

∙ 자치계층은 2계층
(통합광역시－읍ㆍ
면ㆍ동)

60~70개 통합시 밑
에 행정구(또는 출장
소) 설치(자치단체는 
아님)

읍ㆍ면ㆍ동은 비행
정기관, 준자치단체

(제4안)
초광역 

준연방제
2계층

∙ 중앙정부는 외교, 국
방 등 기능수행

∙ 초광역도는 행정, 교
육, 치안 기능 등으로 
준 연방제형
-강소국형

∙ 4개 정도로 묶여진 
초광역도(서울+인천; 
경기+강원; 충전주; 
경상주)

∙ 100개의 기초단체

∙ 준 연방제 형태

4개의 초광역정부 
밑에 100개 정도의 
기초단체

<표 1>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대안적 행정개편안들

2. 정치권의 지방행정구역개편 논의(안)의 문제점 분석

◦정치권의 지방행정구역개편 논의의 문제 은 크게 4가지임.

◦첫째, 역사경시  발상이라는 임. 즉 행정구역의 변화는 생활 계, 공동

체 계, 문화 인 동질성, 역사 인 정체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에서 개편 주장은 특정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논리는 될 수 있어도 면

인 행정구역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이유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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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앙집권  발상이라는 임. 즉 기존의 도를 폐지하고 이를 분할하

여 몇 개의 통합 역시로 쪼개어버리면 기존의 도가 가지고 있던 정치 , 

재정 , 행정 인 역량은 분산되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시 역행  발상이라는 임. 즉 앙정부의 과부하로 기능마비가 

일어나고 있는 실을 생각하면 재 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기

능을 도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앙정부의 획일 인 정책으로

부터 지방 간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정책경쟁과 

험 분산을 이룰 수 있다고 단됨.

◦넷째, 반지역발  발상이라는 임. 즉 지역균형발 을 해서는 지역

마다 발 역량을 갖추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함.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역발 을 

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발 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 , 물 인 능력이 축 되어야 함.

3.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분석

1)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

◦권경석 의원이 표발의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특별법은 국가의 경

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하여 고비

용․ 효율의 층․소규모 체제인 행 지방행정체제를 비용․고효율

의 간편․ 역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행정체제

를 지방행정  자치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 할구역, 국가  지방자치

단체 간의 기능 배분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상을 기존의 시와 군의 통합으로 설치되는 시에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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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의 통합으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확 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첫째, 행 시․군의 통합을 통한 역화, 둘째, 자치계층의 조정, 셋째, 

읍․면․동 단  주민자치 활성화와 권역 행정기 의 설치, 넷째, 통합

추진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

거나 직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 원회 설치, 다섯째, 통합 지방자

치단체의 설치에 한 의견수렴과 련하여, 통합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

어야 함.

2.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문제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특별법(안)은 일견 “공룡화”된 서울시의 문제

를 해소하는 정  편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시를 분할하는 방

법으로 기존의 자치구를 통합하는 것은 분권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의 활성화라는 시 정신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정치권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과도하게 행정 리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

음. 즉, 행정 리의 효율성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민주성 강화, 행정서비스

제공의 규모의 경제, 지역경쟁력 강화, 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개

의 논리가 있는데도, 지나치게 왜소한 논리를 폄으로써 아주 소한 분

야인 행정 리의 효율성에 한정되고 있다는 것임.

◦ 한, 편향된 단층제의 논리로서, 행정의 복 등이 생기는 이층제를 단층

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여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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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대도시의 구역과 계층변화

1. 런던

◦1853년 이후 런던지역에서는 도시사업 원회(Metropolitan Board of 

Works)가 역정부의 역할을 하 고 이는 23개의 구역 원회(District 

Board)와 15개의 교구회(Parish), 런던시(City of London)에서 선출된 원

으로 구성되었음.

◦1888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의 부산물로 런던카운티시

(LCC, Londoon County Council)가 생겼으나, LCC는 종합  기능을 부여받

지 못하고, 도시사업 원회의 기능을 소개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가졌음.

◦1965년에는 런던지역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런던 역시(GLC ; Greater London Council)라는 

역지방정부를 수립하 음. 이로써 32개의 구(Borough)정부와 런던시로 구

성된 2층제의 정치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하지만 GLC는 런던생활권

보다 소하게 결정되어 역지방정부 수립의 원래 목 이 퇴색된데다 

특수목  행정기 들을 통합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내포함.

◦1986년에는 GLC가 해체되고 런던지역의 행정서비스는 앙정부, 앙정

부가 임명한 기 , 앙정부가 규제하는 민간기 , 합동기 (Joint Board), 

합동 원회(Joint Committee), 런던의 구(Borough)정부 등이 담당하게 되

었음. 그  구정부는 GLC로부터 계획, 주택, 도로, 교통 리, 공원, 단체

에의 보조  교부 등의 업무를 인계받아 권한이 강화됨.

◦2000년에 역행정의 필요성 때문에 런던 역정부(GLA; Greater London 

Authority)가 생겨나고, 시장과 의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2층제의 행정계층

을 갖게 되었음. 여기에는 통 인 도심지인 런던시(City of London or 

Corporation of London)와 12개 독립자치구(Borough)로 구성된 내부 런던

(Inner London), 외곽의 20개 자치구(Borough)가 속한 외부런던(Outer 



x

London)이 포함되었음. GLA의 직원은 400여명으로 행정서비스를 직  제

공하지 않고 역 인 정책수립만을 담당하게 되었음. 구체 인 행정은 런

던교통청(Transport for London),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Authority), 런던소방응 계획청(London 

Fire and Emergency Planning Authority)이 담당하 음. 런던 역시장은 이

들 4개의 기 에 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

◦서비스 제공의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런던 Boroughs의 경우는 교육, 주택, 

계획 용, 략계획, 고속도로, 사회복지, 도서 , (Leisure)와 오락

(Recreation), 쓰 기수거․처리, 세 징수, 건강과 련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표 2> 참조).

대도시권과 런던 비대도시권과 단일자치단체

Joint
Authorities 

Met.
Councils 

London
Boroughs

District
Councils

Unitary Authorities
(England＆Wales)

County 
Councils

교육 ● ● ● ●

주택 ● ● ●

계획적용 ● ● ●

전략계획 ● ● ● ●

교통계획 ● ● ●

여객교통 ● ● ●

고속도로 ● ● ● ●

소방 ● ● ●

사회복지 ● ● ● ●

도서관 ● ● ● ●

Leisure와 Recreation ● ● ● ●

쓰레기수거 ● ● ● ●

쓰레기처리 ● ● ● ● ●

건강 ● ● ● ●

세금징수 ● ● ● ●

<표 2> 서비스 제공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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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살펴본 런던의 역행정구역 개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의 표와 같음.

1963~1986 1986~2005 현재

기관구성
형태

기관통합형
광역런던정부(집행부의회)
부존재

기관분립형

명칭
의회：GLC
집행부：직선되지 않음

의회：폐지됨
집행부：직선되지 않음

의회：London Assembly
집행부：GLA

자치계층
구조

2층제
단층제(32개 Borough와 City 
of London 중심의 단층제)

2층제

특징
선출방식：단순다수대표제
의원：무보수, 수당제

선출방식：없음
의원：없음

선출방식：단순다수대표제
+SV방식

유급제：단체장, 의원

지배이념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배이념 
교차

신공공관리 신지방민주주의

<표 3> 런던의 광역행정구역 개편 변화과정

2. 도쿄

◦일본의 경우 자치계층제의 개 으로 이어지는 신 인 정책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19세기 말부터 진 인 방안의 행정구역개편은 지속 으로 추

진되었음. 그러나 재까지의 자치계층구조 통폐합은 주로 시정 의 합

병에 을 맞추어왔음.

◦1889년의 ‘메이지 합병’ 이후, 1949년 샤우  권고안1), 1953년 ‘정  

합병 진법’, 1952년 ‘시합병 특례에 한 법률’, 1999년 ‘지방분권일

법’ 등의 법  장치 마련으로 1889년 71,314개 던 시정 이 2005년 재 

1) 1949년에 샤우 (Carl S. Shoup)를 단장으로 하는 사 단이 일본의 실정을 조사하여 연합군 

사령부에 권고한 ‘일본조세에 한 보고서’를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앙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능률의 원칙, 그리고 시정  우선의 원칙을 제

시하 다(강신일 외 공역, 1999.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아베 히토시․신도 무네유키 공 . 서
울：건국 학교 출 부,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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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개로 축소되었고, 향후 1,000개를 목표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도

도부 (都道府縣)과 련된 움직임은 비교  최근에 본격화되기 시작하

으며, 재도 진행 임.

◦그간의 일본 행정구역개편 반에 향을 미친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이 의 합병론은 지방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자주  합

병론이었음. 그러다 지방분권 개 과 더불어 합병 진론이 등장하 고, 

고이즈미 내각 출범과 함께 두된 행정개 의 분 기에 힘입어 재 합

병불가피론이 다시 세가 되었음.

◦일본의 행정구역개편 논리는 사회학  , 역행정의 , 지방분권

의 , 행정개 의 으로 구분이 가능함. 우선 사회학  에서 볼 

때, 출산․노령화 사회를 비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 합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재 추세라면 2030년 일본의 인구는 1995년에 비해 6% 정

도 감소할 것이며 이를 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한 합병론이 우세하게 되었음.

◦둘째, 역행정의 에서 볼 때,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

이 행정권과 불일치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히 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따라서 

이에 응할 수 있는 역행정의 기반 마련을 하여 자치단체 합병이 요

구되었음.

◦셋째, 지방분권의 정책  에서 볼 때, 1999년 ‘지방분권일 법’의 제

정으로 말미암아 단행된 일본의 지방분권은 근본 으로 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계를 새롭게 정립하 음. 지 까지의 상하․종속 계에서 상

호 등․수평 계로 개선된 새로운 정치․행정의 상황 속에서 지방정

부는 자주성과 자립성에 기 하여 창의 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선도기 이자 종합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했음.

◦넷째, 행정개 의 에서 볼 때, 재정격차를 축소할 목 으로 과거의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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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인 세출구조를 개 하여 향후 지방의 자주성과 자립성에 기 한 사업

을 강화시키고자 하 음. 이것은 국가가 여한 사업이 낭비 이었음을 

인정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뉴욕

◦1897년 5월 당시에는 재의 맨해튼 지역만 뉴욕이었음. 그러다가 독립된 

시 던 루클린, 퀸즈, 롱스, 스태튼아일랜드를 통합하고 뉴욕시헌

장(the Charter of Greater New York)을 제정하여 재의 뉴욕시가 되었음.

◦뉴욕시의 경우 시정부 아래에 구(Borough)를 두고 있지만 부분의 기능

이 상 단체인 시정부에 집 되어 있어 사실상 1자치계층을 가짐. 뉴욕시

의 사무배분을 보면 1계층의 기 자치단체인 구라는 행정구역이 있기는 

하지만 시의 하부보조기 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자치단체로서의 고유사

무는 없음. 따라서 부분 시에서 임된 사무이며 특별히 시에서 필요한 

구의 사무는 구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처리함.

◦시의 사무와 연계된 구의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는 공청회 개

최  일간신문지상 공고, 부동산 평가에 한 과세평가조정 신청사무, 납

세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장부  서류의 신속제공  연락업무를 맡음. 

그리고 뉴욕시 헌장이 규정한 보고서 이외에 매년 시장이 정하는 시기에 

시장이 정하는 방식과 규칙에 따라 작성한 구의 운 과 조치에 한 보고

서를 제출함. 마지막으로 구 이사회의 사무인 시도시계획 원회에의 구획

변경 신청 사무를 총 함.

◦구의 운   지역발 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뉴욕시가 제공하며, 산

배정에 있어서 지역출신 시의원의 역할이 큼. 하부보조기 인 구는 과세

권이 없기 때문에 독자 인 세입 산을 편성할 수 없음. 미국 다수의 

도시는 시정부와는 별도로 조세 원회가 과세권과 독자 인 산편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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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하여 뉴욕시는 조세 원회를 직  시장의 할 하

에 두고 있음. 시의 재무국은 부동산세 , 상수도  하수도 분담 , 기타 

부동산에 한 과세  연체  그리고 그밖의 뉴욕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타 모든 세 과 연체 을 징수하며 이를 해 구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 함.

4. 베를린

◦독일에서는 베를린을 비롯한 주(州)의 개편 문제가 꾸 히 제기되어 왔지

만 개편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음.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 

행정구역의 통폐합 문제가 ․단기 으로 손쉽게 해결되리라고 기 하

기는 어려움. 그 지만 주개편의 필요성에 해서는 찬성여론이 우세함. 

이는 행 행정구역체계에서 기본법 제29조의 요구처럼 모든 주가 규모

와 역량 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에 

해서는 깊은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임.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 주계의 재획정을 둘러싼 논의가 팽팽한 긴장 속에

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 인 배경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고 있음. 우선 찬성론의 핵심은 기존 주계가 불합리하고 국가의 정치사회

ㆍ행정  변화에 더 이상 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인 주계가 요청

된다는 것임.

◦첫째, 단순한 설명법이긴 하나 실 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논

리로, 정치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료주의  경직성과 그 비

한 조직구조를 이며,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을 감하는 등 시  변화를 극 반 하고 넓은 의미의 ‘효율 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해 폭 인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특

히 기존의 주들을 보다 큰 몇 개의 역주로 통폐합하자는 것은 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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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설치되어 있는 독자 이고 개별 인 행정기 과 의회의 병합을 의미

하며, 이는 곧 상당한 재정 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함.

◦둘째, 통독 이후 막 한 재정이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 되고 있는 지

역격차를 획기 으로 완화시키고, 궁극 으로 지역통합을 효과 으로 추

진하기 해서는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는 것이 긴

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 경우에는 과거 동ㆍ서독 간의 국경에 

하고 있던 주들이 상이 될 수 있음.

◦셋째, 불합리하고 합목 성이 떨어지는 기존 행정구역을 가 으로 빠른 

시일 안에 바로잡고 체계 으로 리하기 해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

는 주장임. 이 논 은 주계가 도시권을 가로지르거나 발 축을 단 하

는 지역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경제  합목 성을 침해하고 기

능공간  질서와 모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

◦역사 으로 더불어 발 해 왔고, 기능 으로 통합된 경제지역이 주계로 

분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투자의 연계성 등 행정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 도 있음. 특히 도시권에 있어 주계는 해당 공간의 

발 에 심 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 인 하부구조의 이용 

 그 제공에 있어 비용분담을 둘러싸고 갈등문제가 발생하고, 일 성 있

는 지역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잖은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의미함. 그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해, 주 

간의 력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지만, 계획조합(Planungsverband)이나 조

정 원회(Koordinierungsausschuss)가 심역할을 하는 경지역의 공동개

발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음.

◦넷째, 유럽연합은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고 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해 개별 국가의 하 지역  지방을 심

으로 한 ‘지역들의 유럽’을 창설하여 이를 극 육성하려는 노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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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역사․문화 , 향토  통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정치 으로 비교  독자성을 견지하며 경제 으로도 역량 있는 공

간단 로 악되는 독일의 개별 주는 과거보다 커다란 역할과 의미를 부

여받고 있음. 유럽연합의 각종 구조정책과 지역발 정책은 이들 지역을 

주된 상으로 삼고 있으며, 장차 그 요성과 상은 더욱더 강화될 

망임.

◦ 재 독일의 모든 주는 3개의 계층으로 나 어져 있는 유럽연합의 공간단

에서 최상  계층(NUTS 1)에 해당함. 하지만 도시주인 베를린  10개

의 주들은 규모 면에서 작은 편임. 궁극 으로 독일의 상을 제고하기 

해서도 행정구역의 확  개편이 요구됨.

◦각종 역량과 련하여 연방주의 최  규모에 한 고찰이 있었는데, 1970

년  연방 역의 재획정과 련한 문 원회의 보고서에서는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정과제들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경제 으로 충족시

키기 해서도 주의 인구규모가 최소한 500만명은 되어야 한다고 지 하

음.

◦통독 직  경제사회연구소(Institut für Wirtschaft und Gesellschatf)가 내놓

은 개편안에서도 행 주단 를 16개에서 7개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있

었음. 이 모델은 베를린, 란덴부르크, 메 부르크－포어포메른을 통

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자유민주당(FDP)을 심

으로 베를린시와 란덴부르크주를 병합해 로이센주를 새롭게 창설하

자는 의견을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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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리

1) 최근 지방행정지역 개편에 관한 논의

◦ 랑스는 앙집권  성향이 매우 강한 국가임. 때문에 랑스의 각 지역 

특히 르따뉴, 꼬르시카, 옥시타니 등 소외지역의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지역주의, 지역차별과 앙집권  지역 억압에 한 항과 반발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매우 강하게 나타났음. 1982년 미떼랑 정부는 이들 지역

에서 나타난 문화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지역주의에 응하여 지방분권

화정책을 추진하 음. 이는 역지방행정구역이었던 96개 도(Déartement)

를 22개 지옹(Région)으로 묶어 지옹에는 앙의 지사를 견하고 선

출된 지역의회가 지역을 장하도록 하는 앙과 지역의 2원  체계로 운

되는 것임.

◦ 지옹의 기 구성 형태는 우리나라의 도와는 달리 기 통합형을 채택하

고 있음. 1982년의 개 으로 그동안 정부 표인 지사가 수행하 던 집행

기능이 의회의장에게 이양됨으로써 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

의 장이 되었음. 지옹 지사는 국토계획  경제사회개발에 한 정부

의 정책을 집행하고, 국가와 지옹 간 계획계약의 체결 시 양쪽의 재

자이자 앙정부 표로서 상하고 서명하는 역할을 수행함.

◦최근에 랑스에서는 랑스 역을 6개의 지역(Grandesréions)으로 분

할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음. 지역은 일종의 계획권역으로서 행정구

역인 지옹과 구분됨. 이런 구상을 담고 있는 것은 ‘2020년 랑스계

획’(Améagerla France de 2020)임. 이 계획에서는 랑스 역을 Grand 

Est( 동부권), Grand Sud-Est( 남동부권), GrandSud-Ouest( 남서부권), 

GrandOuest( 서부권), Paysdu Nord(북부권), Bassin Parisien( 리유역：

역수도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계획 으로 개발함으로써 종래의 

리 일극집 형 공간구조를 다극분산형으로 개편하여 나간다는 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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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음.

◦‘2020년 랑스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지역의 구분은 규모 강

(Seine, Rhone, Garonne, Loire, Meuse강)유역을 지리  범 로 하고 있음. 

하지만 독일의 주 간의 통합에서 사용되었던 기 들, 즉, 주의 최소인구를 

500만명 이상으로 한다든가, 주 간의 인구 격차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기

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이미 인구가 과도하게 집

되어 있는 수도권을 오히려 역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최소지역인 

Paysdu Nord(북부)의 인구가 400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임.

2) 대파리시 구상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가 이끄는 행정체제 개편특 (일명 발라뒤르 

특 )는 최근 ① 역도( 지옹) 축소, ② 도시(메트로폴) 신설 등을 골

자로 한 개편안을 확정하 음. 이 개편안은 지방 행정조직을 역화해 국

제경쟁력을 높이고, 행정 낭비를 없애기 해 복된 권역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특 가 체회의를 통

해 확정한 개편안이 재의 22개 역도를 향후 5년간 15개로 축소하고 

96개의 도(데빠르뜨망)을 재조정하는 한편 11개의 도시를 신설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하 음.

◦ 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리가 ‘ 런던

(Greater London)’을 모델로 해 인구 600만명의 ‘ 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 음.

◦새로운 행정단 인 메트로폴에는 리옹, 릴, 마르세유, 보르도, 툴루즈, 낭

트, 니스, 스트라스부르, 루앙, 툴롱,  등 11개가 될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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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치구 통합안 분석

1. 생활권을 통한 자치구 통합

◦생활권의 공간범 는 ①자연 ㆍ물리  환경, ②도시의 성장  향권, 

③ 심지 기능  토지이용, ④행정구역  교육학군, ⑤주거지  주거 

특성  거주인구 특성, ⑥ 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설정함.

◦생활권을 통한 자치구 통합에 있어서는 5개 생활권과 9개 생활권으

로 구분함.

대생활권 중생활권 인구(명) 면적(㎢) 자치구

도심권 도심권 559,640 55.74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북생활권
동북1생활권 1,545,218 66.60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북2생활권 1,825,811 104.30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생활권 서북생활권 1,221,039 71.19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생활권

서남1생활권 1,075,061 58.82 양천구, 강서구

서남2생활권 1,148,569 57.69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965,605 45.92 동작구, 관악구

동남생활권
동남1생활권 981,127 86.54 서초구, 강남구

동남2생활권 1,099,712 58.46 송파구, 강동구

<표 4> 생활권을 통한 자치구 통합 구분

2. 통계분석 결과

1) 변이계수 분석결과

◦기초통계 변수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면적 0.44279 0.26629 0.38329 0.26629 9개 중생활권

인구 0.58496 0.31085 0.30017 0.30017 25개 구(현재)

인구밀도 0.25198 0.24517 0.28744 0.24517 9개 중생활권

재정자립도 0.29322 0.30618 0.33462 0.29322 5개 대생활권

지방의회의원 0.57810 0.37500 0.25692 0.25692 25개 구(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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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경우는 재의 구조가 30~40만명 기 으로 분할되어 왔기 때문

에 가장 편차가 작다고 할 수 있으며, 기 통계자료 변수에 있어 면

의 편차를 이기 해서는 9개 통합구로 형성하는 것이 최 안이라고 

단됨.

◦재정변수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예산현액 0.44705 0.26863 0.19829 0.19829 25개 구(현재)

지방세 징수 0.52593 0.63579 0.89723 0.52593 5개 대생활권

지방세 시세 0.50336 0.62754 0.88452 0.50336 5개 대생활권

지방세 구세 0.66693 0.71171 1.00060 0.66693 5개 대생활권

－세출 산의 자치구별 분산도는 25개 구 안 유지가 최소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재의 산을 25개 구가 균일하게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됨.

－지방세 시세( 역시재원)와 구세(자치재정)의 경우 분산도는 5개 구 통

합안이 최소로 나타남. 즉, 재 25개 구의 경우 구세 징수의 편차가 크

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징수의 편차를 이기 해서는 5개 구로 통합하는 것이 최 이

라고 생각됨.

◦공공서비스 변수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공무원 0.45093 0.27470 0.07422 0.07422 25개 구(현재)

인구/공무원 0.30520 0.24075 0.26473 0.24075 9개 대생활권

민원서류처리 0.38363 0.21672 0.40715 0.21672 9개 대생활권

민원처리/공무원 0.22506 0.25034 0.35701 0.22506 5개 대생활권

소방서 0.34468 0.21561 0.37689 0.21561 9개 대생활권

119안전센터 0.36835 0.24260 0.24834 0.24260 9개 대생활권

－분석결과를 보면 9개 구로 통합하는 안이 균일성의 기 에 가장 부합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인구/공무원, 민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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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등의 경우는 9개 구로 통합했을 때 구역 간에 균일한 서비스가 제

공될 수 있음을 의미함.

2) Z-score 분석결과

◦기초통계변수 분석결과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면적 2.14644 3.23473 3.96925 2.14644 5개 대생활권

인구 2.30582 3.51751 3.94190 2.30582 5개 대생활권

인구밀도 2.37541 3.07211 4.18234 2.37541 5개 대생활권

재정자립도 2.32252 2.59177 3.40138 2.32252 5개 대생활권

지방의회의원 2.52262 3.00000 4.05442 2.52262 5개 대생활권

－기 통계변수에 한 Z-score 분석결과에서는 5개 구로의 통합안이 편

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즉, 기 통계변수의 분산도가 다는 

것은 5개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최 임을 의미함.

◦재정 변수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예산현액 2.22872 2.84583 4.89606 2.22872 5개 대생활권

지방세 징수 2.74293 3.07278 4.40685 2.74293 5개 대생활권

지방세 시세 2.74883 3.00164 4.34786 2.74883 5개 대생활권

지방세 구세 2.65840 3.29653 4.55774 2.65840 5개 대생활권

－재정변수의 경우 산(세출기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통합하는 것이 

지역 간에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서비스 변수

－공공서비스 변수의 경우 공무원이나 민원처리와 련된 사항은 5개 구

로 통합하는 안이 최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방서의 경우는 9개 구로, 

119안 센터는 5개 구로 통합하는 것이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안이라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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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공무원 2.14905 2.52427 4.05947 2.14905 5개 대생활권

인구/공무원 2.51477 3.38059 3.99546 2.51477 5개 대생활권

민원서류처리 2.11457 3.12669 3.69420 2.11457 5개 대생활권

민원처리/공무원 2.43355 3.17320 3.54776 2.43355 5개 대생활권

소방서 1.97814 1.89737 3.01511 1.89737 9개 대생활권

119안전센터 2.16225 2.95475 3.56348 2.16225 5개 대생활권

3) 소결

◦분석의 강

－ 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안들의 경우, 단순히 몇 개씩을 통합하자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 으로 어떻게, 어떠한 기 으로 통합해야 하는지

에 한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통합 안의 분류 시 생활권을 반 하여(서울

특별시 비 2020 도시기본계획) 구획을 정하고 분석하 다는 데서 하

나의 사례 탐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분석의 한계

－공공서비스 변수와 련하여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민원서비스 분야에

만 한정됨. 이는 다른 서비스(ex：교육, 보건, 교통, 환경)의 경우 최

화되는 통합안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임.

－ 재의 연구단계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수치화하여 결과를 보여  수 

있는 구체 인 변수들에 한 논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며, 향후의 연

구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 으로 수치화된 서비스 변수들을 투입하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단됨.

－분석의 가치 단의 측면에서 보면, 각 자치구 간의 형평성만을 반 하

다는 문제 이 있음. 즉 서울시를 통합자치구로 구성할 경우 5개나 9

개 자치구 간의 형평성이 얼마나 되는가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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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이나 개성을 찾아내어 논리를 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형평성의 변수 역시 요하지만,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권역별 특성

이나 정치  상황 변수 등을 고려한 종합 인 단으로 자치구 개편안

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Ⅴ. 정책건의

1. 서울시 행정구역개편의 기본방향

◦첫째, 서울시는 로벌 경쟁에서 우 에 설 수 있는 ‘지역정부’를 지향하

기 해 역정부 형성에 주도 인 역할을 해야 함. 즉 역경제권 논

의를 주도하여 21세기 분권형 국가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세계 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수도권

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양분  지역분배정책에 치 함으로써 기존의 행정

구역단 에서 분 으로 산의 나눠먹기가 이루어짐. 한 앙정부에 

의존 인 지역개발로 인해, 경제  효율성이나 경쟁력은 히 떨어지

고, 무책임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짐.

◦  정부에 들어서도 역경제권에 한 논의가 있었으나, ‘5+2’라고 하는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에 얽매여, 도시권의 경쟁력을 진정으로 확보하기 

한 노력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 특별법도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체제 에서 진행되는 논의이며, 서울권이 로벌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략개발이란 이 결여되어 있음.

◦세계화 시 인 지  서울시가 국가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로 발돋움하는 

것이 필요함. 세계도시의 네트워크화 상은 도시 간의 경쟁이 한 국가만

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  지구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이달곤, 2005). 이처럼 도시 간 경쟁은 국가 간 경쟁을 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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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석이 된다는 에서 국가경

쟁력 제고를 한 구역  계층의 개편이 필요함.

◦둘째, 역시인 서울시의 행정효율화를 제고하는 것임. 이는 자치구의 규

모 확 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 재는 획일 인 인구기 으로 행정구역

을 단 시키고 있으므로 자치구를 역사성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한 

수 으로 통합하여 구역을 확 하는 것임. 단, 서울시로서의 정체성을 유

지하기 하여 자치구를 특별자치구로 하여, 서울시는 역  서비스 제

공과 자치구 간 불균형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행정구역개편의 주된 논리인 행정효율화를 서울시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자치구의 규모를 확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행정효율화의 

논리를 그 로 따른다면, 다단계계층으로 인하여 복ㆍ낭비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하나의 계층을 여야 한다고 하면, 도시권

인 서울시의 경우는 도시로서의 단일성(하나의 생활권과 통근권으로서 

서울시), 정체성(서울시민이란 정체성이 ○○구민이란 정체성보다 앞섬), 

역사성(서울은 서울시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구의 경우는 행정의 

편의상 만들어졌던 행정구가 자치계층화된 것에 불과함. 서울이란 헌법  

습법을 가진 서울시를 분할한다는 것은 비역사  방식임)을 가지고 있

으므로, 자치구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됨.

◦셋째, 자치역량의 강화를 해, 자치구  자치동의 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서울시의 자치구가 행정구화되거나 통합된다고 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기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함.

◦이를 해 재의 자치구에 남아 있는 자치구의회를 그 로 존속시킴으로

써 자치구 벨의 의기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 즉, 서울시의 산과정에 자치구 표자로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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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행정구역 및 계층 개편 대안

1) 제1단계 개편방안：현재의 2층 자치제 유지(안)

◦서울과 같은 도시권은 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서 제외하는 방안으로서, 재의 2층제, 25개 자치구를 유지하는 것임.

◦그 이유는 서울시가 600년의 역사성과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구는 단지 행정  편의를 해 

구분되었다는  때문임.

◦ 재 자치구의 평균인구가 40만명 이상이므로 이미 행정 리의 효율성이 

높고, 2층제로 시장을 직선하여 집권화와 효율성이 높아 도시권의 역

행정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무엇보다도 자치계층(기 자치－

역자치)을 유지하면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면 단층제의 효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 한 서울은 역사성, 정체성, 일체성을 유지

해야 하는데, 과소한 자치구를 통합하면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발할 우

려( 를 들어 청사, 이름 등)가 있다는 을 들 수 있음.

2) 제2단계 개편방안(자치구 통합안)：8~10개 구 자치구화(안)

◦기존자치구를 소멸(행정구로 존치 않음)시킴으로써 비용 고효율 행정구

조를 구축하는 것이며, 서울권의 특별지방행정기 을 서울특별시에 통합

하는 것임.

◦도의 경우에도 통합도를 만들고 련도의 특별지방행정기 은 통합도에 

합병시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 은 2층 자치계층(기 자치－ 역

자치)을 유지하면서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단층제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임. 자치구를 획일 인 인구기 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그 규모를 확 시킴으로

써 행정 리 효율성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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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특별시인 서울시의 역행정권한 강화로 이어져 집권  효율

성이 증가되고, 서울시와 국가특별행정기 으로 나 어진 복  사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폭제도 될 수 있음. 한 행정구를 폐지하여 도시권 

기 지방정부의 계층 수를 1계층(자치계층만 존속)으로 축소함으로써 행

정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음. 이 경우 폐지되는 행정구역의 기존 구

의회는 시민 의기구로서 유지시키는 것도 민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다만 자치구의 구역을 통합해도 역행정에 한 자

치가 필요함을 명시해야 함.

3) 제3단계 개편방안(초광역연합체형성)：광역거버넌스 시스템의 활성화

◦이 안은 술한 2가지 안이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외 인 규모의 

경제를 반 하지 못하고 있고 한 역  사무가 다른 역정부와의 

계에서도 발생한다는 을 고려한 것임.

◦이는 서울시의 주도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심으로 한 역연합체

를 구성하여 역  경계를 월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기 한 개편방안

이라고 할 수 있음. 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술한 역행

정체제의 유형 에서 정(agreement)에 해당하는 제도들을 운 하고 있

으며, 이는 조합, 의회 방식 수 의 역기구를 의미함.

◦ 역경제권운 원회는 역  경제연합체를 운 하기 한 기구로 

앙 집권화되어 있는 권한․ 산․인력을 역지역권 단 로 이 시켜 

다면 로벌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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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한 논의가 정치권을 심으로 진

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발된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계층구조의 다층

제와 단층제  구역의 재조정 문제가 핵심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

의에는 국에 60~70개의 통합시를 두면서 역자치단체를 없애는 안, 내륙의 

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안, 국을 3~4개의 역단 로 재편하는 안 등이 

포함된다.

다층제로 이루어진 행의 계층구조에 한 비 의 핵심은 국가  지방정

부의 국제경쟁력을 하시키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국가  지방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론이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국가

와 지방정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요한 환경변화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응하여 지방정부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한 국제경

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수요에 극 으로 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주요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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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역운 의 효율성 제고 내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하여 구역의 역화

를 추진하고 있다는 도 논거가 되고 있다(이승종, 2008).

이러한 국가경쟁력 강화론과 맞물려 행정  측면의 비효율성도 개편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재의 다층제 계층구조는 계층의 복잡성  다단계로 인해 

행정비용의 낭비 상을 심화시키며 역  사안에 한 계층 간 력이 결여

되어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비능률을 야기한다. 이 때문에 역 인 범

의 계층단층화를 통해 이러한 병리 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계층의 단층화론자들의 논거는 행정계층수가 많을수록 행정상 의사결정비용

(decision making cost) 등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증가시킨다는 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계층 구조하에서는 계층 간의 의사 달이 왜곡되어 역

 성격의 업무를 둘러싸고 업무상 갈등이 야기되기 쉽고 행정 서비스 제공의 

통일성과 일 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 간 업무

의 배분이 합리 인 기 에 의해 설정되지 못함으로써 다수 업무가 복 처

리되기 때문에 계층 간 기능 복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덕  해이도 발생한다. 결국 다계층으로 인한 재원의 낭비를 단

층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재 논의되는 단층화 개 의 핵심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2)

구역과 계층의 문제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방

자치 역량의 성숙을 통한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비 과 련이 있다. 한 효율

성과 민주성의 조화라는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구역과 계층의 조

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주주

의의 활성화라는 상충되기 쉬운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한 치열

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계층의 단층화를 통해 

2) 그 밖에 재 다층제 계층구조 하에서 간계층인 도의 계기 으로의 락  유명무실화 

상, 특별지방행정기 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복으로 인한 문제 , 도의 조정기능 취

약 문제  등이 요한 개선 상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찬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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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낭비를 최소화한다거나 구역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

조정하여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식의 근은 본질을 벗어난 피상  

논의로서  다른 문제 만을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화와 지방화시 에 부합할 수 있는 구역개편  계층조정의 

논의가 합리 으로 이루어지고 재 구역  계층의 부 정성으로 인해 발생

하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각종 문제 을 해소하기 해서는 규범  논의와 

실증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먼  규범 으로 구역과 계층의 존재 이유인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효율성 제고와 민주주의의 활성화 간에 어떠한 상

계가 존재하는지에 한 치 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 효율

성 제고와 민주주의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과제  

간에 상충 계가 발생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한 

규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 성 한 구역  계층의 개편은 

 다른 문제 만을 래할 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계층의 단층화와 행정구역의 통합

을 주장하면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역시 구역 개편  계층 조정의 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소  서울시 분할을 래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논의가 과연 타당한가에 한 

문제를 악하기 해서도 규범  논의와 실증  분석에 기반한 처방이 필요

하다. 도시인 서울특별시에 한 구역  계층 형성의 특수성과 개별성에 

한 실증  분석 없이 획일 인 인구규모 기 에 따라 자치구를 몇 개로 통합

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구역과 계층을 조정하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

의 효율성 제고, 민주주의 강화에 도리어 역효과를 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

이다. 특히 세계 으로도 행정구역의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상황 하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구역을 다시 인구규모에 의해 획일 으로 

통합하려는 발상은 세계 인 자치구역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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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재의 구역과 계층을 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체 으로 어떠한 

제도  보완장치가 필요한지에 해서는 명확한 안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

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자치구 통합의 필요성에 한 서울 시민의 공감 가 형

성되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지, 정치권에 의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심으로 권력 이고 권 인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시를 비롯해 모든 지방정부의 구역과 계층에는 나름 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의 지방행정 구역과 계층의 문제가 정치권을 

심으로 논의되면서 당면한 문제 들이 과연 해소될 수 있는가에 해서는 아

직도 명확한 인과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나

름 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과 하게 강조하고 있고, 서울

과 같은 도시권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한 채 도시와 소도시, 농 과 도시

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과 련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민주성을 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정한 규모

의 구역을 신 하게 탐색함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  규모의 경제와 경쟁역

량, 근린자치에 기반한 민주역량의 조화 에서 균형  발 을 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하다(이승종, 2008).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서울시 구역과 계층이 국제경쟁력 강

화, 행정효율성 제고, 민주  참여의 강화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부합하

는가를 규범  논의와 실증  논의에 근거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

로 이 연구는 서울시의 특성에 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

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주성과 조화될 수 있는 안으로서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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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 은 재 국제경쟁력 강화,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는 지방자치의 규범  측면에서 서울시의 구역  계층에 

어떠한 문제 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

여 지방자치의 규범  측면을 실질 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정한 서울시 구

역개편  계층조정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배경에서 술했듯이, 재 특히 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

고측면에서 행 구역과 계층이 과연 한가에 한 의문이 다양한 측면에

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행 구역과 계층이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 서비스 제

공의 효율성 제고에 부 합한 측면이 많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기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과연 서울시와 같은 도시

권에 용될 수 있는 올바른 안인가에 해서는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 서울시의 구역과 계층에 해 세계화 시 의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서울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활성화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 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역

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역연합체나 역권 

합의 형성에 한 법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다. 둘째로, 서울시와 자

치구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증   자치구 간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

이다. 특히 환경 등 역  사무의 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화장장, 쓰 기 매립장 등 주민들의 비선호시설과 련된 의

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셋째로, 서울시에 존재하는 기존의 자치구가 인구규모에 의해 행정 

편의 으로 형성된 계로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가 심하다는 이다. 따라서 

기 인 행정 서비스의 달을 자치구에 임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격차에 

따라 서비스 공 의 격차가 증가하고 고착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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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계화와 지방화,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역개편 

 계층조정이 성공하기 해서는 규범  논의와 실증  연구의 결합을 통한 

신 한 정책 안이 필요하다.

재는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에 한 구체 인 안들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를 무 성 하게 단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추후 공론화과정 등을 통해서 구체 인 개편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는 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에 한 논의의 문제

을 분석하고 개편 안을 제시해 으로써 향후의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에 

한 구체  안들이 제시될 경우에 그러한 안들의 실성  타당성을 평

가하기 한 규범  기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도시권인 서울시 구역과 계층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해서는 구역

과 계층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차이 을 분명히 인식한 상황 하에서 구역개편  계층조정의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서비스 제공

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한 바람직한 서

울시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재 정치권을 심으로 논의되는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은 자치계층과 행정

계층의 차이 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 규모의 경제를 한 단층화와 이

를 한 구역개편을 주로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계

층을 단층화하고 인구규모에 의해 획일 으로 구역을 개편할 경우 원래 행정

구역 개편이 의도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방정부

의 다른 존립근거인 자치역량의 약화를 래하고 도시권으로서의 역행정 

 역행정의 비효율성을 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 재편성된 자치

정부 간의 갈등에 한 조정 역할이 앙정부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신 앙집

권화로 이어지게 되어, 세계화와 지방화 시 라는 시  조류에 역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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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시 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화 시 의 행정

의 효율성, 민주성, 자치역량의 강화라는 시  조류에 부응할 수 있는 서울

시 구역과 계층의 개편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는 지방정부 존립

근거의 규범  측면을 심으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

야 하며 방법론  차원에서 도시권의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어야 한다.

이처럼 구역과 계층의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상충되

기 쉬운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합리 인 제도설계, 즉 행정계층  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 구역과 계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

화하고 개편된 구역과 계층이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어떠한 보완  제도가 필요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한 서

울과 같은 세계 인 도시권의 구역을 개편하고 계층을 조정하기에 앞서 국

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동시에 지방수 의 민주

주의를 활성화하기 한 선행조건으로서 어떠한 제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

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심으로 서울시 구역과 계층 개편방안을 논의한

다. 이를 해 도시권의 구역과 계층 개편의 정성에 한 이론  논거를 

살펴본다. 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차이 을 분석한다. 해외 도시의 계

층 형성 황을 검토함으로써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

며, 해외에서는 지방정부와 앙정부가 업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극복해 

왔는가를 문헌을 통해 알아본다. 서울시의 구역과 계층에는 자치계층과 행정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 이 무엇인지를 서울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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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층의 형성 과정을 심으로 악한다. 한, 서울시와 같은 도시권의 

구역과 계층과 련된 안을 마련하기 하여 여러 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구역  계층의 합리 인 개편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1   도시권 구역과 계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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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도시권 행정구역과 계층의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거

제1절 대도시권 구역과 계층의 의의

1. 구역과 계층의 의의 및 기능

지방정부에서 구역(district)은 지방정부의 자치권(自治權)이 미치는 지리  

범 를 의미한다.3) 구역은 지방자치의 공간  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배타

 권능(authority)을 지역 으로 한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구역은 구

역 내에 거소를 둔 사람과 장소  계를 가진 사물에 하여 행정규제와 서

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을 뜻

한다.4) 이는 구역이 일정한 지리  공간과 통치권이 미치는 정치  공간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5)

이러한 구역은 계층(tiers)과 한 련을 갖는다. 계층은 구역의 수직  

3) 김남진(1994), ｢행정법｣, 서울：법문사, p. 96. 구역에 한  다른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구역은 “일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일정한 기 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김안제, 1997：559)로 “일정한 공공의 기  는 단체의 할권

이 미치는 지역  범 ”이다.(최창호, 1988：212)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 으로 

미치는 지리  는 지역  범 ”(김용래, 김보 , 1982：304)라고 말하기도 한다.
4) 정세욱(1993). ｢지방행정론｣, 서울：법문사. p. 743.
5) 김 기(1999),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문화사,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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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 비물리  측면과 련을 갖는다. 구역이 지방정부의 수평 인 할의 

폭에 련되어 있다면 계층은 수직 인 마디의 수에 련된다. 이처럼 행정구

역 내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행정구역의 폭을 축소함으로써 지역주민

의 공공서비스에 한 근성과 효용성을 제고시키고, 행정기능의 분업  수

행을 가능  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를 반 하게 되고 민주  자치역

량을 제고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역과 계층의 성격 및 유형

1) 구역의 성격 및 유형：자치구역과 행정구역

구역은 법  성격과 기능  복합성을 기 으로 구분할 수 있다.6) 법  성격

을 기 으로 하면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으로 분류된다. 행정구역은 행정상의 

편의나 특정한 행정기능을 리하기 하여 설정된 인  지역단 로서 역사

성, 통성, 지역공동체 의식 등에 한 특별한 고려 없이 설정된다. 반면 자치

구역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  범 로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

로 통성과 역사성을 반 하여 설정됨으로써 주민들은 구성원으로서 각종 권

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2) 계층의 성격 및 유형：자치계층과 행정계층

계층도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치계층은 주민의 표

로 구성되어 지역에 한 자치를 수행하는 계층인 반면에 행정계층은 국가의 

행정을 수행하기 한 료제  리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이다. 자치계층은 

독자 인 법인격을 갖춘 지방정부로 구성되지만, 행정계층은 법률 으로 지방

6) 최창호(2001), ｢지방자치학｣,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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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종속된 하 행정기 으로 구성된다. 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직 선거

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지만, 행정계층을 구성

하는 읍․면․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임명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의 경우, 기 임사무가 존재하고 있어 역시ㆍ도나 시ㆍ군ㆍ구의 단체장은 

국가의 행정기 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받고 있어 국가의 행정계층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단체장은 자치계층의 수장(首長)인 동

시에 행정계층의 료이라는 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설

명하기 해 역시ㆍ도나 시ㆍ군ㆍ구는 순수한 자치계층보다는 자치ㆍ행정

계층으로 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구 역

자치 행정

계층
자치 City 일반시의 구

행정 미국 County 읍ㆍ면ㆍ동

<표 2-1> 계층과 구역의 유형화

자치계층은 일정 구역 내에서의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지방정부에 한 근

성을 높여 지방수 에서의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행정계층은 일정 구역 내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편의와 효율성

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을 고려

하여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형성원리는 다른 기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역도시나 시․군․구는 자치계층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 임사

무의 존재로 인하여 행정계층의 역할도 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재의 역

시․도와 시․군․구의 경우 구역은 자치구역이지만 계층은 자치계층과 행정

계층의 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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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국지방정부의 구역과 계층 좌표

제2절 대도시권 구역과 계층의 개편에 관한 이론

지방정부의 구역  계층의 설정에 한 이론은 분리론과 통합론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 으로 비도시권의 생

활권이 도시권의 생활권과 연계되는 측면이 증가하고, 행정비용을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두되면서 일부 지방정부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었다. 지 은 세계

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리(distance)의 요성이 경감되는 동시에 세계

도시의 네트워크화(global urban network)나 세계도시체제(world urban system)

가 등장하면서 로벌 경쟁력이 행정구역 개편의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달곤, 2006). 과거 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논리는 행정효율성과 자치역

량의 강화 으나 재는 지역경쟁력 강화, 로벌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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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율성, 지방자치강화 등의 많은 논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

은 계층의 개편과 구역의 개편으로 나  수 있다. 계층의 개편은 국가권한배분

의 문제이고, 구역의 개편은 행정서비스 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에 한 특별법안에 응하여 이에 한 

분석을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역자치구역 개편안을 심으로 구역통합에 

한 이론  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역통합에 해서는 통합을 옹

호하는 입장과 반 하는 입장이 립한다(Gustley, 1977, 이승종, 2008)7).

1. 구역통합론(consolidationists)

구역통합론은 지방정부의 구역을 넓게 설정해야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리론이 구역을 소규모로 설정하고 할 구역 

내의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분리 임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

장인 반면, 통합론은 지방분권이 오히려 행정효율성을 해한다는 입장이다.8)

통합론의 논거로 자주 언 되는 것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이

다. 이는 지방정부의 구역을 넓게 설정하여 규모의 지방정부나 앙정부로 

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경우, 서비스 공 과 련하여 ‘규모의 경

제’를 달성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비용을 이고 복되는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분 화된 

구역보다는 통합된 구역이 규모에 경제에 따른 효율성의 확보, 할구역 간 형

7) Boyne(1992)은 분 (fragmentation)과 통합(consolidation)을 분산(deconcentration)과 집

(concetration)과 구분한다. 자는 행정구역에 한 것이고, 후자는 기능과 재원의 분담에 

한 것으로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분은 일단 유용한 구분이라 할 수 있으나 분 화는 

당연히 기능과 재원의 분산과 연결되므로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이승종, 2008).
8) Schneider, M. (1986). “Fragmentation and the Growth of Local Government.” Public Choice, 

48：255-63. Lyons, W. and D. Lowery. (1989). “Governmental Fragmentation Versus 
Consolidation：Five Public Choice Myths about How to Create Informed, Involved, and Happy 
Citize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6)：5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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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확보,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역행정의 통합성 확보, 행정책임의 

소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통합론에 한 비 논거는 규모가 과 할 경우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

가 래된다는 , 통합의 효과는 공공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 구역  

내 수평  형평성(interjurisdictional equity)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앙정부

와 지방정부, 역정부와 기 정부 간 수직  형평성(vertical equity)의 확보에

서는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입장(Scott, 2001)9)도 존재한다(이승종, 2008a). 

즉 만일 소규모 지방정부가 계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

성하면서 주민의 요구에 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행정의 규

모가 커지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비효율 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다는 이다. 한 통합의 효과도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본집약서비스( , 사회간 자본)와 노동집약서비스( , 경찰, 소

방)를 로 들면 자의 경우에 상 으로 통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다(Hirsh, 1964; 김석태, 2007).

선진국 도시의 경우, 지방정부의 수평  통합체로서의 단층제와 기 지방

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역  통합체의 설치로 역  통합효과를 기하

는 층제(복층제)를 추진하 다. 1999년 지역정부와 지역 내 6개 지방정부를 

통합한 Toronto, 1986년 GLC에서 해체되었다가 2000년에 GLA(Greater 

London Authority)로 재탄생한 런던 등이 그 이다. 한 미국의 지방정부에 

한 실증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지나친 분 구조로 인해 역서비스 제공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 을 찾아볼 수 있다. 뉴욕시의 경우에 행정의 모든 권한

은 뉴욕시장이 가지고 있고, 뉴욕시의 집행부서를 통해 통일성있는 행정을 하

고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구 원회를 통해 뉴욕시의 정책에 언제든

지 반 하고 환류시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도 

9) 단, 층제의 경우, 상 정부가 보다 우세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내 형평성을 신장시킬 가능

성은 크다( , 자치구 재원조정).



제2장 대도시권 행정구역과 계층의 개편에 대한 이론적 근거  19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에 응하기 해 

특별구(special districts)를 설치하 지만10) 특별구의 증가로 인해 지방정부 간

에 분 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인 목 을 수행하는 지방정부

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11)

한 정치  실 가능성 측면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 요하다. 도쿄

를 비롯해 일본에서 시정 의 통합은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지방

자치정부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자치행정 인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

이다. 추진방식도 강제 이거나 정치권력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제의 자발성

과 경제  유인을 근거로 하 으며 계층의 수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자

치행정의 규모를 확 하려는 개 이라는 이다. 이는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베를린의 행정구역 개편은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에 독일은 베를린과 란덴부르크를 통합하기 한 국민투표를 실시하 는데, 

베를린에서는 찬성이 53.7%로 많았으나 란덴부르크에서는 반 가 63.7%로 

많았다. 이는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합의가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이

게 통합추진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는 역권 행정체제를 구축하려

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에서 부분의 나라에서 역  행정체제 구축이 

세라는 을 알 수 있다.

2. 구역분절론(fragmentationists)

구역분 론은 주로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시각에 근거를 두고 

10) 특별구(special district)는 주로 미국에서 발 되어온 제도로, 도서 , 상수도, 소방, 하수도 등

과 같이 한 가지 서비스만을 공 하는 기 을 자율 으로 설립하여 운 하는 방식이다.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세운 특별지방행정기구와 유사한 것으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문성을 확보

하기 해서 활용될 수 있는 역행정방식이다. 
11) Schneider, M. (1980). “Suburban Growth：Policy and Process, Brunswick ; King’s Court 

Comm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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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은 통합된 구역보다 분 화된 구역이 지방정부의 여러 측면, 즉 행

정의 효율성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Tiebout, 1956; Ostrom, 1989; W. Oates, 

1972). 이들에 의하면 분 화된 구역은 통합된 구역에 비하여 시민의 다양한 

서비스수요 충족, 자원의 효율  배분,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효율증  등

에서 유리하다. 즉 분 론에서는 다수의 분  구역과 계층을 설정함으로써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  구역 내 다양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

비스와 조세 수 을 주민의 선호 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제고시키는 

것이 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다양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한 주민들의 선택권을 극 화함으로써 서비스수혜과정에서 주민

들의 선호반 을 극 화할 수 있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효율

인 지방정부의 운 이 가능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 구역 간 서비스의 출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하는 

상황하에서 비용과 책임의 명확한 한계를 지울 수 있는 구역개편은 비 실

이다. 즉 공공선택론에 근거한 분 론에 바탕을 둔 구역과 계층을 설정하고 자

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분권에 의한 효율성을 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의 

향을 고려해볼 때 실 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분

론에 한 비 은 술한 통합론의 장 에 해당한다. 분 론은 과소규모로 

인한 불경제의 규모, 자치단체 간 재정력 불균등으로 지역 간 서비스의 불평등 

래, 서비스 수요와 자원의 부조화, 역행정의 통합성 해, 행정책임소재의 

분산에 따른 책임성 하 등을 래한다는 것이다.

많은 지방정부가 설치되어 있는 미국 도시 지역, 지역 내 지방정부를 통

합하지 않고 기존 지방정부의 자율권의 기반 에서 역  력을 추구하고 

있는 캐나다의 Greater Vancouber Regional District 등은 분 화된 지방자치구

역의 이다. 다만 캐나다의 Greater Vancouber Regional District는 집행권은 

없고 조정권만 있다(김석태, 2007).

이상의 논의와 련하여 통합구역과 분 구역의 장 을 행정이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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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표 2-2>로 제시하 다.

통합구역론 분절구역론

효  율 규모의 경제 경쟁효율, 자원의 효율적 배분

형  평 수평적 형평성(조정, 통합) 응익자부담 연계성 제고

민  주 책임소재 명확 다양성, 서비스수요충족, 자율성

출처：이승종(2008a).

<표 2-2> 통합구역과 분절구역의 장점 비교

제3절 평가기준

술했듯이, 행정구역 개편과 련하여 구역통합론이나 구역분 론 어느 주

장도 완 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기 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다(이승종, 2008). 첫째, 효율성에 

한 평가이다. 이는 구역통합이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능률향상을 가져왔

다는 정 인 입장이다(Brazer, 1962; Hirsh et al, 1964). Thompson(1965)은 

공공서비스의 양뿐만 아니라 질 향상을 하여도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 출(2005)은 제주도를 사례분석하여 통합에 따른 

공공시설의 감효과를 입증하 다. 반면에 통합이 행정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인 입장도 있다(Gustley, 1977; Benton and Gamble, 

1984; Kirp and Cohen, 1970). 그리고 Thompson(1965)은 통합의 효과를 정

으로 보면서도 작은 규모의 단체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 하기 곤란하다는 

충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Hirsh(1959), Stein(1980) 등은 통합에 따른 

효율증가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여 톰슨과 유사한 입장을 보 다. 

이들에 의하면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수직  통합서비스( , 상하수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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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제고의 효과가 높지만, 수평  통합서비스( , 경찰, 소방)의 경우 능률제

고의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둘째, 형평성에 한 평가이다. 이는 통합 후 할구역 내 형평성에 해서

는 일반 으로 그 실효성이 있다는 정 인 입장이다(Buchannan, Musgrave, 

Scott 등). 즉 분 화된 지방행정체제하에서는 재정력 불균등, 수요와 재원의 

분리, 역행정의 통합성 해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 발생우려가 높다는 것이

다. 이와 련하여 Gustley(1977), Cook(1973) 등은 통합지역 내 부유지역에서 

빈곤지역으로 재원재배분이 발생하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셋째, 민주성에 한 평가이다. 이는 민주성과 련하여 일반 으로 작은 규

모의 자치단체의 주민 응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에 한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승종, 2008).

이처럼, 행정구역  계층을 설정하는 이념들 에서 민주성이나 형평성과

는 달리 구역통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효과에 한 분석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 으로 구역통합 는 분리의 효과에 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구역이 민주성에서 불리한 신,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며, 분 화된 구역이 민주성에서 유리한 반면, 효율성과 형

평성 차원에서는 상 으로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능률

성과 련해서는 어떠한 구역규모의 범  안에서 효율이 확보되는가 하는 것

이 요하다. 이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련하여 무조건 인 행정구역의 일방

향 인 확 나 축소보다는 효율, 형평, 민주성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인 시각

에서 구역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이러한 에 입각하여 지

방행정체제에 한 특별법안을 분석하고 서울시 상황에 한 개편방안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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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분석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분석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배경

일반 으로 행정구역의 변경, 폐지  분합은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빈번한 

개편을 어렵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나 정부의 정책  의

도 등에 따라 개편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행정구역의 확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재 행정구역 개편논의의 

시발 은 정치권과 학계가 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의 근간은 고려시 에 태동되어, 지속 으로 발 하

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으로 정착되었다. 고려시 의 지방행정계층구조는 

종 에 4계층제로 정착되었으며, 조선시 에는 2계층의 지방행정계층 구조를 

근간으로 하 다. 일제시 에는 도－부․군－면(道－府․郡－面)의 3계층제

가 이었으며, 이와 함께 1915년부터는 도(道) 아래에 도제(島制)가 설치되

었고, 1917년부터는 군(郡) 아래에 면(面)을 추가로 설치하여 1930년까지 운

하 다. 1931년부터는 읍(邑)제를 실시하 으며, 해방 이후 1949년 ｢지방자치

법｣이 제정․실시됨에 따라 지방행정계층은 특별시․도, 시․군․구, 읍․



26  대도시권 정부 간 거버넌스 연구

면․동의 3층제로 출발하 다. 1948년 8월 15일 한민국정부 수립 직후, 지

방행정에 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최 는 ｢지방행정에 한 

임시조치법｣으로서 1948년 11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이로써 당시의 행정 구역

은 1시 9도 14부 133군 1도(島)로 구분되어 그 하부기 으로 8구 73읍 1,456면

을 두었다.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수립 후 최 로 지방자치제에 한 근거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

에 따라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승격하 고, 특별시장  구청장은 통령이 

임명하 다. 한 종 의 부(府)를 폐지하고 시( )로 개칭하 고, 인구 5만 이

상을 시로 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으

며, 구청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 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은 1958년 12월 

26일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 먼  기 자치단체장은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변경되었고, 시⋅읍⋅면장은 종 의 선출제에서 군수 추천에 의한 도지사 임

명제로 개정되었으며, 동(洞)⋅이(里)장은 주민 선거제에서 구청장과 시⋅읍⋅

면장의 임명제로 바 었으며, 동⋅리의 하부조직으로 방(坊)을 신설하 다. 그

러나 이와 같은 개정이 정착되기도 인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국가 

반에 걸쳐 커다란 변 이 일어났고, 지방행정에도 일  개 이 단행되었다. 

즉,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법은 

그 기능을 상실하 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제가 면 단되었다.

1988년에 지방자치제의 면 부활로 자치구제가 실시되고 동시에 서울특별

시의 과 (過大)구가 분구가 되어 5개의 구(송 , 랑, 노원, 양천, 서 )가 신

설되었고, 1989년 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 결과 1989년 당시 지방행정구역은 1특별시 5직할시 9도 67시 137군 179읍 

1,260면이 설치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법에서 종 의 직할시를 역시로 개

칭하 고, 이어서 1997년에 울산시가 역시로 승격되어 재의 6 역시를 이

루게 되었다. 1994년 지방자치법은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

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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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구 자치구 군 시 군

행정구

동 동 읍 ․ 면 읍 ․ 면 ․ 동 읍 ․ 면

주： 은 자치계층 은 행정계층을 나타냄.

<그림 3-1> 자치행정계층 현황

규정하 다. 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 다. 이런 유형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세 차례 이루어져 40개의 통합시가 탄생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편된 행 행정구역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구역인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배타 으로 용되는 지역

 범 이기 때문에 원칙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존재한다. 한 행정

구역의 개편에 한 논의는 행정구역의 규모와 련되는 것이 일반 이다. 즉 

행정구역의 규모는 일반 으로 행정계층의 수와 한 연계 속에서 획정되며 

행정계층이 층제이면 행정구역의 규모가 작고, 반 로 행정계층이 단층제이

면 행정구역의 규모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행 행정계층은 통․리를 제외

할 경우 자치구역을 포 하는 자치2계층과 행정구획을 포 하는 행정 1-2계층

의 층제이다. 자치2계층인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와 행정1-2계층인 행

정구,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재 제기되는 행 행정구역에 한 문제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의 규모 정화는 합의된 수 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 으로 

국가별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는 행정구역의 규모가 크든 작든 나름 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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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사정에 따라 행정구역의 규모를 책정하

고 있고, 한 행정구역은 역사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그 개편이 

실 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 에 따른 생활권역의 확   변화

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상이 래되고 있다. 즉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정수 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복투자로 인

한 행정낭비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고, 배타  자치권에 기 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번한 갈등으로 역행정의 효과  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소한 

도시지역과 인구규모가 차 감소하는 농 지역이 분리됨으로써 총체  지역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배타 으로 용되는 지리  공

간으로 법 인 기 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획으로 구분된다. 소극  측면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권능을 지역 으로 한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극  측면에서는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 는 사물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시도들이 정치권과 학계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시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4월 심재덕 의원을 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구 결

의안(여야의원 32명)” 제출이 이루어졌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안이 

2005년 11월말 공청회  단계에서 구체 으로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道를 

폐지하고 60~70개의 역시(통합시)를 만드는 지방행정체제의 단층제(안)로, 

특별지방행정기 을 정리하면서 국 4  권역에 국가지방행정청을 두고, 기

행정구역의 경우 시․군․자치구는 행정구화하고 읍ㆍ면ㆍ동은 주민자치센

터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학계의 견해는 반 가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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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는데, 특히, 단층제에 한 학자들의 반 가 극심함에 따라 정치권의 지

방행정체제 개편안(논의)은 수정되었다. 그 결과, 정치권(특 )은 역시의 구

(區)를 제외하고 도(道)의 2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통합시를 출범시켜 도 

업무의 70% 정도를 이양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 다. 즉 체 시․군  3

분의 2 이상이 통합시가 되면 해당 도는 자동 으로 소멸되도록 하 고, 앙

정부의 임사무 등을 조정․처리하기 해 국에 4∼6개의 역행정청을 

설치키로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국민의 

공감  형성에 실패하게 되었다(조성호, 2006).

학계의 경우, 일반 으로 도의 단순 계기 화, 지방행정계층 간 업무 복, 

특별지방행정기 과 자치단체 간의 기능 복  도의 조정기능의 취약, 잔여

도부의 문제 , 시․군 간 생활권 불일치 등과 같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부 학계

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쟁 은 도 폐지와 

시․군의 통합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을 살펴보면, 일

부 학자들(이종수, 1996; 강용기, 1998; 박승주외, 1999)은 도 폐지론에 경사되

어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

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도 폐지나 시․군통합보다는 지방분권 추진과 

도와 시․군 기능을 조정하자는 학자들(정세욱, 2005, 이기우, 2006; 육동일, 

2006; 박우서, 2006)과 단순히 도와 시․군 간의 기능을 조정하자는 학자들(홍

, 2001; 임승빈, 2006)도 있다. 특히, 최근에 정치권을 심으로 제기되는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한 목 에 

기본 인 을 두고 있다. 즉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

계층의 단층화를 제로 행정구역을 확 하자는 입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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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안) 분석

개편대안들 제안자

① 자치2층제 하의 기초자치단체 통합(안) 대통령직속 미래비전기획위원회, 행정자치부 용역

② 자치1층제 전제의 도 폐지(안)
：40~70개 기초단체의 광역화

한나라당 및 민주당 등 정치권

②-1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보고서(안) 17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②-2 제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원장(안) 허태열

③ 자치2층제 전제의 광역 및 기초 확대(안) 한반도선진화재단

④ 초광역지방정부(안) 자유선진당

1) 자치2층제 하의 기초자치단체 통합(안)

자치2층제 하의 기 자치단체 통합(안)은 통령직속 미래비 기획 원회

와 행정안 부가 제안한 방안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지역 경쟁력 확보(면 , 인구, 재정규모 등)와 역사성을 고려

하여 기 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통합하되, 특히,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기

자치단체의 통합에 역 을 두며 기 자치단체의 통합방법은 자율을 원칙으

로 하되, 앙정부에서 충분한 유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역자치단체

의 행정구역은 행 로 유지하되, 기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국 으로 

정규모화되면, 후속 으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앙과 지방 간 기

능배분은 행정구역의 개편과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 의 정비  자치경찰 도

입 확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 안의 장 은 크게 4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시․군 분리 이 의 역

사  동질성 확보로 동일한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이다. 둘째, 정규모 

확보에 따른 행정비용  각종 공공시설의 복투자비용의 감이 가능하다는 

이다. 셋째, 규모의 지역경제 실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

하다는 이다. 넷째, 도기능의 시ㆍ군 폭 이양으로 실질 인 자치1층제의 

실 이 가능하다는 이다. 반면에 단 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충북 청주시

와 청원군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도ㆍ농통합 과정에서 련 시․군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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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도출이 곤란하다는 이다. 둘째, 통합으로 공무원  지방정치인의 감

축에 따른 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다.

2) 자치1층제 전제의 도 폐지(안)：40~70개 광역단체화

자치1층제 제의 도 폐지(안)는 한나라당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기에 

제안한 방안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도의 역

자치단체 기능 폐지로 시․군 심의 자치1계층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규모는 40~70여개로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확 개편은 

경제권  생활권 등을 기 으로 추진하고, 폭 인 기능이양으로 실질 인 

지방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 이 하기 곤란한 기능을 심으

로 도를 국가행정기 으로 환하거나 도의 완  폐지 시 해당기능을 특별지

방행정기 으로 이 하는 것이다.

이 안의 장 은 행정비용 감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행정의 책임명확화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

다는 이다. 이는 1992년 이후 국 잉 랜드의 카운티 폐지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단 은 도의 폐지로 인한 앙정부의 직 인 간섭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정치  상이 약화되며, 도체제의 역사성 상

실에 따른 주민의 반 와 공무원  정치인 등 기득권 집단의 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다.

3) 자치2층제 전제의 광역 및 기초 확대(안)

자치2층제 제의 역  기  확 (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박세

일)이 제안한 방안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권과 개발권을 심으

로 역단체를 확  개편하고, 일정한 행․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기 단체도 

확  개편하는 것이다. 역단체는 4~5개로 개편(서울주, 경강주, 충 주, 경상

주)하고, 기 단체는 100여개로 재편하되, 국방, 외교 등 국가의 필수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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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부분의 기능을 역단체로 이양하여 연방수 의 시스템을 확보

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인구 500만명 이상의 역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

되 기존 시․군․구는 존치된다.

이 안의 장 은 지역경제정책 추진에서 규모의 경제효과, 즉 통합에 따른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권과 개발권의 확 에 따른 효율성의 극 화를 

제고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 칸막이 행정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다. 

반면에 단 은 자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  정책추진에 제약이 있고, 획

기  권한이양이 없으면 분권  국가체제의 구축이 곤란하며, 역단체의 역

할강화에 따른 국가 통합성 하와 개발 주의 통합에 따른 민주성 하를 

래할 수 있다는 이다.

4) 초광역 지방정부(안)

이는 4~5개의 역 지방정부를 창설하는 방안이다. 이를 해 역 지

방정부 산하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역시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할

로 구분되는데, 앙정부의 할로 국방, 안 보장, 외교, 출입국 리, 사법, 

국가치안, 통화, 융, 도량형, 공정거래, 근로기 , 공 보험, 약품규제, 고도

의 문  과학기술, 고속철도 등을 꼽을 수 있고, 역지방정부의 할로는 

교육기본정책  고용정책,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사회자본 정비  국

토 리(하천, 도로, 항만, 산림의 리), 산업활성화(농수, 상공, , 산업육성 

등), 지역안 ( 역방재, 기 리, 지역치안), 지방사법 등을 들 수 있다. 기

지방정부의 할로는 하수도, 공원, 가로의 정비, 쓰 기 처리, 소방, 지역방

재․환경, 의료, 복지, 생, 보건, 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 착 서비스를 들 

수 있다(이 안은 자유선진당에서 주장하는 안이다).

이 안의 장 은 규모 소비, 생산단 를 구축할 수 있고, 역 지방정부

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분권  국가체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는 이다. 반면에 단 은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편이 필요하고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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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  재조정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다.

5)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보고서(안)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 원회가 2006년 2월에 채택한 보고서는 특별 원

회의 구성과 평가, 특별 원회회의 경과, 특별 원회 해외시찰개요, 특별 원

회 활동결과,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록은 공청회 요지,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앙행정기  여론수렴결과, 행정자치부 보고자료, 기타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에서 특별 원회 활동결과부분에 특별 원회의 입장이 다음과 같

이 정리되어 있다. 행의 지방행정체제가 1896년 13도제를 채택한 이후 100

년 넘게 근본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도의 앙집권 인 지방행정체제로 오

늘날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 한 도로․교통․통

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경제권이 일치

되지 못하며, 다단계의 행정계층은 기능의 복은 물론 과다한 인력과 산, 

시간을 소요시켜 고비용․ 효율을 조장하고 주민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비용ㆍ고효율을 해 층

구조의 해소, 역화, 지방자치역량의 강화, 주민의 편익과 참여의 활성화, 지

역균형발 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 개편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①행정계층을 1단계 감

축하기 하여 도를 폐지, ②수개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정한 규모로 

역화, ③읍․면․동을 자치단체화, ④ 재의 道의 역을 넘는 권역별로 

지방 역행정기구(가칭 국가지방 역행정청)를 설치가 그것들이다.

6) 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원장 허태열(안)

17  국회 행정체제개편특 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당과는 



34  대도시권 정부 간 거버넌스 연구

별도로 16개 시도를 5∼7개의 역행정청으로 바꾸고 230개 기 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다. 2005년 12월 허의원은 “허태열 국회의원

이 제안한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한 몇가지 보충과 해명”자료를 발표하여 

종 의 자신의 구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 내용은 특별 원회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다 구체 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개편방안을 제시하 다. ① 

행정구역은 행 ｢시․도｣와 ｢시․군․구｣를 한데 묶어서 국을 60～70개 

후의 ｢통합 역시｣로 재편, ②자치계층은 행 2층제를 유지하되 읍․면․

동 자치를 부활하여 역(통합 역시)－기 (읍․면․동)로 조정, ③ ｢국가지

방 역행정청｣을 권역별( 국 4～6개 권역)로 설치가 그것들이다.

7) 최근에 논의되는 대안적 행정구역 개편안들

이외에도 최근에 다양한 행정구역  계층에 한 개편 논의들이 있었는데, 

계층수를 2계층에서 1계층, 혹은 1.5계층으로 하자는 안에서부터 구역조정

을 역 벨에서 통합하는 안, 혹은 역 벨에서 통합하는 안까지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다.

대안
자치

계층수
행정기능 구역조정 특징 비고

(제1안)
도와 

시ㆍ군의 
기능분리

2계층

∙ 도와 시ㆍ군 기능 
분리

∙ 기본적으로 현 16개 
시ㆍ도 유지

∙ 부분적으로 도 경계 
조정

∙ 자치 2계층 유지
하며

∙ 도와 시ㆍ군 기능
분리에 초점

7개 특별시, 광역시
+9개 도 유지
(16개 시ㆍ도 유지)

(제2안)
도와 광역시 

통합
2계층

∙ 도와 광역시를 먼저 
통합

∙ 나머지 도는 단계적
으로 통합

∙ 먼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1특별시, 
9개 도)

∙ 단계적으로 인접도
(전북, 충북)로 나머
지 도를 통합(1개 특
별시, 7개 도)

∙ 강원과 제주는 그대
로 유지

∙ 도를 광역화 하되 
광역시와 도를 
통합

∙ 나머지 도는 단계
적으로 인접도에 
통합

∙ 강원과 제주는 그
대로 유지 

1단계：1개 특별시
+9개 도
(전체 10개 시ㆍ
도체제)

2단계：1개 특별시
+7개 도
(전체 8개 시ㆍ도 
체제)

<표 3-1>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대안적 행정개편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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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자치

계층수
행정기능 구역조정 특징 비고

(제3안)
도 기능의 
완전폐지

1계층
(1.5계층)

∙ 현재 도가 수행하는 
기능은 일부는 국가
지방광역행정청으로 
가고, 일부는 통합시
로 배분

∙ 5~7개의 국가지방광
역행정청 설치(도로, 
교통, 환경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16개 시ㆍ도 및 230개 
시ㆍ군ㆍ구를 60~70
개의 통합시로 개편

∙ 5-7개의 대권역 설치 

∙ 자치계층은 2계
층(통합광역시-
읍ㆍ면ㆍ동)

60~70개 통합시 
밑에 행정구(또는 
출장소) 설치(자치
단체는 아님)

읍ㆍ면ㆍ동은 비
행정기관, 준자치
단체

(제4안)
초광역 

준연방제
2계층

∙ 중앙정부는 외교, 국
방 등 기능수행

∙ 초광역도는 행정, 교
육, 치안 기능 등으로 
준 연방제형
-강소국형

∙ 4개 정도로 묶여진 초
광역도(서울+인천; 경
기+강원; 충전주; 경
상주)

∙ 100개의 기초단체

∙ 준 연방제 형태

4개의 초광역정부 
밑에 100개 정도
의 기초단체

<표 계속>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대안적 행정개편안들

3. 정치권의 지방행정구역개편 논의(안)의 문제점 분석

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안)는 매우 다양하

지만 핵심은 “도폐지, 시․군․통합”으로 집약된다. 즉 자치행정계층을 1계층 

축소하고, 시ㆍ군을 통합하여 통합 역시로 재편성하여 종래 도가 하던 기능

을 체하며 일부는 국가의 하부기 인 국가지방 역행정청으로 하여  담당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핵심과 본

질은 단순히 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도분할, 시․군폐지”라고 보는 이 

존재한다.

정치권의 개편방안에 한 총 인 평가를 살펴보면(이기우, 2008), 첫째, 

역사경시  발상이라는 이다. 정치권에서는 행의 도 체제는 100년이 넘게 

지속된 것으로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실에 맞지 않게 되어 면 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변화는 생활 계, 공동체 계, 

문화 인 동질성, 역사 인 정체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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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주장은 특정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논리는 될 수 있어도 면 인 행정

구역의 개편이나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없다. 특히 지

방자치구역을 획정함에 있어서 문화 , 역사 , 사회 , 정치 인 공동체의식

과 정체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앙집권  발상이라는 이다. 이는 정치권에서는 행의 지방행정

체제가 고도의 앙집권 인 시 의 산물이고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해서는 더 이상 합하지 않아 지방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사무를 분배하면 도는 불필요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충성의 원칙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을 강

화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기존

의 도를 폐지하고 이를 분할하여 몇 개의 통합 역시로 쪼개어버리면 기존의 

도가 가지고 있던 정치 , 재정 , 행정 인 역량은 분산되어 약화되게 된다.

셋째, 시 역행  발상이라는 이다. 재 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시․군․

자치구가 수행하는 기능 에 복되는 부분이 많아 낭비가 발생하고 효율성

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일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권한의 배분이 불합리

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지  도가 수행하는 많은 업무

를 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그로 인하여 도의 

기능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도리어 앙정부가 과부하되

어 있어서 기능마비가 일어나고 있는 실을 생각하면 재 앙정부가 수행

하고 있는 많은 기능을 도가 수행하도록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앙정

부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해 앙정부의 획일 인 정책으로부터 지방 간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간 정책경쟁과 험의 분

산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반지역발  발상이라는 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 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도를 폐지하고 시ㆍ군을 통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 을 해서는 지역마다 발 역량을 갖추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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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특성에 맞는 발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

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역발 을 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

어야 하고, 지방발 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 , 물 인 능력

이 축 되어야 한다.

서울이나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재의 도규모를 가지고는 지역 으로 규

모의 사업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폐지하고 시ㆍ

군을 통합하여 실질 인 도 분할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로서는 활력의 결집을 

실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나마 도가 수행하던 사무도 자체 인 수행이 어려워 

앙정부가 수행하게 된다. 결국 지역으로서는 독자 인 역량축 이 어려워 

큰 단 의 발 략은 추진할 수 없게 되고, 도에서 추진하던 큰 계획을 통합

역시는 수행할 능력이 없어 하향평 화가 될 것이다.

한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로 시ㆍ도가 폐지되면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 사무의 상당 부분이 앙정부에 넘겨질 것”(강재호, 2008)이고, “도

를 폐지하고 국가지방 역행정청으로 체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오랫동안 

애써 배양해 온 사회  자본을 괴하자는 것”(유재원, 2008)이며, “단순히 

시․군을 폐지하고 도를 분할하는 식의 행정체제개편은 풀뿌리민주주의로서

의 지방자치를 약화시킬 뿐이다. 헌법상 명시된 것처럼 주민참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실질 인 국정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 져야 한

다.”(오동석, 2008)라는 비 이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직 인 당사자인 지자체의 상당수는 

개편 논의에 해 비 하고 있다. 이는 제20차 국 시도지사 의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참석한 시ㆍ도지사들은 부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부정 이

었다. 이들은 “행정구역 개편은 국정 우선순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국력 소

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며 반

(反)역사 인 것이다”(김문수 경기지사). “시ㆍ군ㆍ구의 역사성과 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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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는 안 된다”(박 태 주시장).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만큼  행

정체제가 지 까지 존속된 이유도 살펴야 한다.” “각 지자체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시ㆍ도를 없애는 식의 행정구역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허남식 

부산시장).

한편 경기도는 개편 논의와 련, 앙과 지방 간의 역할 재조정은 필요하

며 이 경우 앙에는 외교․안보․국방 기능을, 역에는 정책 조정 기능을, 

기 에는 주민복지, 환경 등 생활 심 업무의 집행 기능을 맡겨 지방자치를 

실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2절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안) 분석

1.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

권경석 의원이 표발의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특별법은 국가의 경쟁

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하여 행 지방행

정체제를 고비용․ 효율의 층․소규모 체제에서 비용․고효율의 간편․

역체제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유형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한 

지방행정체제를 지방행정  자치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 할구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배분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특

례를 부여할 수 있는 상을 기존의 시와 군의 통합으로 설치되는 시에서 2개 

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의 통합으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확

하자는 것이다.

이를 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행 시․군

의 통합을 통한 역화이다. 즉 도의 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의 경우, 정

치․경제․사회․문화․인구규모ㆍ지리  여건을 최 한 고려해 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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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

통합하여 복수의 통합시․군을 설치한다. 기능이 환되는 도의 할구역 안

의 통합되지 않은 시․군은 인구  경제권과 생활권에 따라 인  시․군과 

정한 규모로 통합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문

화․인구규모ㆍ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자치구를 통합한 통합자치

구를 설치한다.

둘째, 자치계층의 조정이다. 특정 도(道)의 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 총수

의 3분의 2가 통합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도는 폐지하되, 그 기능을 환

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국가 임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 의 

사무를 수행하는 역행정기 인 도를 설치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종 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로 하되, 그 할구역 안에 통합자치구를 두고, 통

합자치구 할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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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자치구가 아닌 구가 된다. 역시는 종 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그 할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군과 구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선

출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하는 날에 자치구가 

아닌 구가 된다. 이는 도의 기능 환(국가사무처리)  특별지방행정기 의 통

합, 역시 자치구 폐지로 요약된다.

셋째, 읍․면․동 단  주민자치 활성화와 권역 행정기 의 설치이다. 

역행정기 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수개의 역행정기 을 할하는 권

역 행정기 을 설치할 수 있다. 권역 행정기 이 설치되면, 역행정기 은 

폐지된다. 통합지방자치단체는 종 의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무 등을 처

리하기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하부행정기 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를 하여 

2개 이상의 시와 군, 군과 군을 통합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필요하

면 행정안 부장 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행정시 는 행정군을 둘 수 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의 구역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3> 통합된 지방행정체제 체계도

넷째, 통합추진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 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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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추진 원회(이하 “통합추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는 지방의회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추

진 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통합추진

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설치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특별시장․ 역

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추진 원회를 설치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지방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청구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합추진 원회는 원장을 포함

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통합추진 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통합을 통한 지역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추진 원회는 통합 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추진 원회와 공동 원회의 구성 등을 의한다.

다섯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한 의견수렴과 련하여, 통합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의 통합에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합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 통합

에 한 의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기

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

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공동 원회  통합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이 모두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한 의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지방의회가 의안

이 발의된 날부터 15일 내에 의결하지 않거나,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통합추진 원회의 원인 공동추진 원회의 원장이 해당 시․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 부장 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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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장 은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투표

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투표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문제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특별법(안)은 일견 “공룡화”된 서울시의 문제를 

해소하는 정  편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시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치구를 통합하는 것은 분권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시 정신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과도하게 행정

리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의 민주성 강화, 행정서비스제공

의 규모의 경제, 지역경쟁력 강화, 로벌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개 의 논리

가 있는데도, 지나치게 왜소한 논리를 폄으로써 아주 소한 분야인 행정 리

의 효율성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편향된 단층제의 논리로서 행정의 

복 등이 생기는 이층제를 단층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여야 한다는 제

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는 지방의 자율, 자족체제, 즉 지방이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제가 필요하다. 재와 

같이 자기 사무처리 비 이 27%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어떤 행정체제개편도 

앙정부로의 종속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이다. 재 정부는 지방분권 진특별법상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로 자치사무비

 상향조정(27%→ 40%), 특별지방행정기 의 통합, 재정자치 확 (자주재원 

확충, 일반재원 증액), 지방입법권, 교육자치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설정

하고 있다. 이는 재의 지방자치 수 은 실질 으로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없다는 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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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가진 문제 은 크게 효율성, 민주성, 실 가

능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 으로 나 어서 지 할 수 있다. 효율성은 행정

리 효율성․집권화의 효율성의 세부기 으로 나 어 문제 을 지 할 수 있

고, 민주성은 표성․서비스만족도․분권성의 세부기 으로 구분해 문제

을 지 할 수 있다. 실 가능성의 경우 정치  가능성․문화  합성이란 세

부기 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안들에 한 문제 을 지 할 수 있다. 구체 인 

평가결과는 다음의 표로서 정리해 두고자 한다.

기준 세부기준 평가결과

효율성

행정관리의 효율성

○ 한국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구수가 21만명
○ 행정관리 효율성은 높음
○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원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음

(기초자치단체수 230개)

집권화의 효율성
○ 단층제는 집권화를 통해 효율성 증대
○ 세계적인 추세는 여전히 2층제임
○ 특별법안의 단층제는 분권자치에 반함

민주성

대표성

○ 지방자치정부는 단체장과 의회를 선출
○ 세계적인 추세는 선출하는 것임

- 행정구역인 미국 카운티도 선출직에서 행정수행
○ 특별법안은 도지사를 임명

서비스만족도
○ 근접한 지방정부가 서비스 만족도 높음
○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지방정부 규모가 큼
○ 특별법안은 더 큰 정부로 통합을 추진

분권성
○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실질화됨
○ 세계적인 추세는 분권개혁 실시
○ 특별법안은 집권화로 나아감

실현
가능성

정치적 가능성
○ 급격한 행정구역개편은 부작용-구성원의 동의부족으로 갈등초래
○ 세계적인 추세는 점진적 개혁
○ 특별법안은 1-2년 내 통합추진

문화 적합성
○ 연방제의 이질적인 문화 도입으로 단방제 국가인 한국의 문화에 부합

되기 어려운 문제 초래 가능성

<표 3-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 요약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한 특별법에서는 서울시와 련하여 통합구 신설

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는 서울시 분할로 이어질 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치구를 통합하여 4~5개의 통합자치구를 만든다는 것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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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 으로 서울시의 폐지 분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규모의 정화에 부합하지 못한 과소한 자치기능과 과 한 행정구역으로 

오히려 문제 을 래할 가능성이 많다.

첫째, 국가경쟁력 측면이다. 즉 서울의 도시 랜드 가치 훼손으로 도시경쟁

력이 하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역시ㆍ도와 달리 88 올림픽, 2002월드

컵 등을 통해 세계에 한민국을 표하는 세계 인 랜드로 인식되어 서울

이 곧 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분할 시 

한민국의 세계  도시 랜드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도쿄, 리, 런던 등 세계 

도시와 경쟁하여 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의 경쟁력을 하

시킬 우려가 크다.

한 행정의 역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할 수 있

다. 즉 역도시를 소규모로 분리하자는 안은 서울시 지역의 역행정의 효율

을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서울을 분할하기보다는 서울의 역행정 조정권

한을 보완하는 방향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법률은 서울시 심의 역행정체제의 구축이 아닌 서울시의 옥상옥으로 

권역 행정기 을 설치함으로써 서울시의 자치권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 으로 권역 행정기 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서울시 자체가 분할되고 연

이어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한 특별법안의 조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이를 구

체 으로 살펴보면, 자치구를 통합하여 4~5개의 통합자치구로 만들 경우 이는 

지나치게 행정구역이 확 되어 직  민주주의의 실 가능성과 주민만족도가 

약화될 수 있다. 즉 통합자치구가 4~5개로 설정되면 기존의 자치구보다 행정

구역이 훨씬 더 넓어져 오히려 직  민주주의 실 이 어려워지고 본청으로부

터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져 주민에 한 응성이 더 느리고 서비스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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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세부기준 평가결과

제2조(정의)

- 대권역 행정기관이라 함은 
기존의 특별시 및 광역시,
도 관할구역을 확대한 권역
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 대권역 행정기관의 대상에 특별시가 포함

○ 대권역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거나 서울시 폐지 가능성

제5조
(자치계층의 조정)

- 특정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
는 시ㆍ군 총수의 2/3가 통
합되면 해당 자치단체인 도
는 폐지

-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군과 구는 자치구가 아
닌 구가 됨

○ 자치계층으로서의 서울시에 대한 언급 없음

○ 서울시 위상 애매(존재하나 무력화시킬 위험)

○ 서울시를 없앨 수도 있음

제7조
(대권역 

행정기관의 설치)

- 수개의 광역행정기관을 관
할하는 대권역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 서울시의 위에 대권역 행정기관을 설치

○ 서울시는 옥상옥(중앙-대권역 행정기관)의 통제 받음

<표 3-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서울시 개편 관련 내용

떨어질 수 있다. 한 본 법안이 설정하고 있는 단층제는 집권화를 통해 효율

성을 증 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인 추세가 여 히 2

층제라는 에서 분권자치에 반한다. 한 특별법안에서는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세계 인 추세는 선거를 통해 구성하고 있다는 도 고

려해야 한다.

한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주민만족도는 하

될 수 있다. 특별법안은 더 규모가 큰 정부로 통합함으로써 주민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고, 근 성이 강한 정부일수록 서비스만족도가 높다는 을 간

과하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주

민의 행정기  근성을 높이기 하여 주민과 가까운 행정서비스 제공체제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소하게 통합자치구를 설정할 경우 간 

리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비용을 추가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 이러한 격한 변화, 즉 역행정체제의 개편 에서 가장 격한 방식인 

통폐합을 통한 구역개편의 방식은 실 으로 구성원의 동의를 획득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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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실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결과 으로 선출직인 통합자치구청장

과 주민, 지방의회간의 거리가 멀어져 거래비용의 증가를 래하는 반면에 주

민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역효과가 래된다.

셋째, 행정효율성 측면이다. 과 한 자치구 수도 문제이지만 과소한 자치구 

수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권경석 법안(안)의 주된 논리가 단층제  행

정 리효율성에 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를 서울시와 같은 도시

에 그 로 용하는 것은 부 합할 수 밖에 없다. 서울의 분할은 ｢시민의 생활

권｣과 ｢행정구역｣을 분리시켜 시민불편, 행정비효율을 래하기 때문이다. 서

울은 은평구 주민이 여의도 증권가로 출근하고, 강남구 주민이 세종문화회  

공연을 보러오는 등 605㎢ 역이 1,000만 시민의 생활권이다. 따라서 서울 분

할(안)은 행정구역을 시민의 생활권과 분리시켜 시민불편과 행정비효율

을 래하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재 서울의 강남권

과 비강남권의 경제, 교육ㆍ문화 수  등의 편차는 큰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서울을 분할할 때, 균형발  조정 기능 약화로 강남ㆍ북 간 불균형을 더

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들로 볼 때, 서울시와 같은 도시권역에는 재의 지방개편

논리인 규모의 경제를 한 통합시 발상은 용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미 도시권역은 자치구 하나의 인구규모가 40~60만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 리의 효율성 확보를 한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다. 반면 비도시권의 

시․군의 인구는 10만이 채 안돼 과 한 리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통

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논리가 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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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대도시의 구역과 계층변화

제1절 런던12)

1. 런던의 행정구역 현황

런던(London)은 국  잉 랜드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면 은 

1,577.3㎢이고, 인구는 735만 5,400명(2006년)이다. 잉 랜드 남동부 템스강 

하구에서부터 약 60km 상류에 치한 런던은 세계의 주요 도시이며 유럽 도

시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다13).

2.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이해를 돕기 해 국의 행정구역의 개편에 해서 반 으로 살펴본 후, 

런던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에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2) 이달곤, 2004; 이원섭, 2008; 이종수, 2001; 최 출, 2005a
13) 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9F%B0%EB%8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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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행정구역개편

1888년 지방정부법에 의해 국은 지방행정구역으로 61개 단층제 자치구를 

창설하 고 1889년 도의회를 만들어 단층제 도자치구 심으로 행정구역을 

계속 확 시켜왔으며, 1972년 지방정부 계층구조 개편으로 도의회 는 지역

의회와 같은 상 계층 지방정부  자치구 의회와 같은 하 계층 지방정부를 

가지게 되었다.

1980년  이후 앙정부 심의 보수당 개 략이 지속되면서 공공부문 

체 기능의 재검토  합리화에 근거한 정부기능 재검토에 들어가 90년  후반

까지 민 화, 지방이양의 진  집행기  설립 등이 총체 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 존 메이  당시 수상은 지방정부의 공공정책 목표를 구체화시키기 

해 시민헌장제도를 도입하 고 각종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의 선택가

능성을 제고하 다. 앙정부는 지방정부로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유시장의 경쟁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

이고 경제 인 행정서비스를 공 하도록 하기 해, 임권을 얻은 민간기업

과 다른 지방정부, 심지어는 앙정부와도 경쟁 으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공 할 수 있는 경 능력을 갖춘 지방정부(Enabling Council, enablers) 는 경

쟁력을 갖춘 지방정부(Competitive Council)를 만들고자 하는 개 목표를 추구

하 다.

런던의 경우 마가렛 처의 보수당 정부는 32개의 구와 런던시로 구성된 

런던(런던 권역도시)의 구조에 해서도 변화를 꾀하 다. 런던은 비능률과 

앙정부에 한 갈등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던 런던의회라는 내각제 형태의 

정부가 해체된 이후 약 10여년 동안 단층제구조를 유지하 다. 실제 행정서비

스의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토니 블 어의 노동당 정부에서는 오히려 

역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 다.

1992년 지방정부법의 개정으로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단층제로 환

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정부 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정부구조, 행정구역,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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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법률명 주요내용

1835 Poor Law Amendment Act ∙ Parish를 약 700여개의 빈민구조조합으로 통합

1835
Municipal
Corporation Act

∙ City of London 포함, England와 Wales에 178개 Borough 자치단
체로 공식화

∙ 지방의원선거, 회계검사제도 등 도입

1888 Local Government Act
∙ 계층구조를 County와 District  2계층으로 구분
∙ 62개 County와 61개 County Borough(인구 5만 이상 County로

County와 Borough 기능 모두 보유)

1894 Local Government Act
∙ District와 Borough에 관해 규정
∙ 런던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534개 Urban District 기타지역에 472

개의 Rural District와  Non-Metropolitan Borough 설치

1899 London Government Act
∙ London County 산하 28개 Metropolitan Borough와 City of 

London 

1929 Local Government Act
∙ 구빈 기능을 자치단체에 이양
∙ 기초단체 도시지역 159개, 농촌지역 169개로 축소조정

1963 London Government Act
∙ Great London County(GLC) 창설, 관할구역 확대
∙ 기존구역 12개로 조정, 신편입지역에 20개 Borough 신설

1972 Local Government Act

∙ 도시지역의 County Borough 폐지
∙ 런던외 대도시지역에 6개 Metropolitan County, 그 아래 36개 

District 설치
∙ 기타 지역 County 47개로 축소, 그 아래 333개의 Non- 

Metropolitan District 설치

1972
Local Government Act
(Northern Ireland)

∙ 2개 County Borough와 6개 County 폐지→26 District

1973 Local Government Act(Scotland) ∙ 9개 Region, 그 아래 53개 District, 3개 섬자치단체 

1985 Local Government Act(Scotland) ∙ GLC와 6개 Metropolitan County 폐지

1988 Education Reform Act ∙ 대런던교육청 폐지, Borough로 사무이관 

1992 Local Government Act ∙ 지방자치위원회 설치 등 단층제중심 행정계층 개편

1994
Local Government Act(Wales)
Local Government Act(Scotland)

∙ 8개 County와 37개 District → 22개 Unitary Council
∙ 9개 Region과 53개 District → 29개 Unitary Council 

1999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 2000. 7 기관대립형(시장 ․ 의원 직선) GLA 창설

<표 4-1> 영국의 행정계층 관련 지방정부 주요 관련법의 변천사항

등을 검토하여 도와 자치구  군의 2층구조를 단층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1995년까지 25개의 단층제를 만들었고 98년까지 21개를 추가하 다. 역에 

기능을 집 시킨 유형도 있고 기 에 기능을 이양시켜서 단층제를 만드는 경우

도 있었다. 이러한 단층제 개 은 2층제가 효율성이나 능률성면에서 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무와 기능의 분리가 어렵고 복행정이 지 않으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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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간 의사소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 도 존재하 다. 다음의 <표 4-1>

은 행정계층 련 지방정부에 한 주요 련법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1997년 이후 토니 블 어의 노동당 정부는 공 자 심의 행정서비스, 주민

의 지방자치에 한 무 심, 지역공동체의 계 약화, 부 합한 선거제도, 낮

은 책임성 등의 문제 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① 민주  쇄신을 통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간의 계 재설정, ② 최상의 가

치를 지닌 서비스 제공, ③ 지방의원  공무원에 한 새로운 윤리체계 마련, 

④ 지역과 앙정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재정체계수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지방정부 행정구역의 개편은 새로운 지방자치조직을 갖기 한 노

력으로 county councils을 폐지하고 존하는 district councils을 통합하여 새로

운 단일행정체제로 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국의 지방정부 계층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계층

계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England

London Mertopolitan Shire

1계층 195 32(UA) 22(UA) 26(DC) 33(LB) 36(MD) 46(UA)

2계층 272 - - - GLA -
County 34

District 238

출처：UA：Unitary Authority, DC：District, LB：London Borough(City of London 포함), MB：Metropolitan 
District

<표 4-2> 지방정부 계층별 현황(1998년)

의 표를 보면, 잉 랜드 지역에서 단층화가 된 지역은 82곳에 이르지만, 

여 히 2층제로 있는 지역도 34곳에 이르고 있고, 런던의 경우에는 2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은 이러한 단층제의 수면에 패리쉬

(Parish) 벨의 지역자치가 살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나

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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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n.wikipedia.org/wiki/image:england_administrative_divisions_si 재구성

<그림 4-1> 영국의 지방정부계층

2) 런던의 행정구역 개편

1853년 이후 런던지역에서는 도시사업 원회(Metropolitan Board of Works)

가 역정부의 역할을 하 고 이는 23개의 구역 원회(District Board)와 15개의 

교구회(Parish), 런던시(City of London)에서 선출된 원들로 구성되었다.

1888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의 부산물로 런던카운티시(LCC, 

Londoon County Council)가 생겼으나, LCC는 종합  기능을 부여받지 못하

고, 도시사업 원회의 기능을 소개하는 정도의 기능만 가졌다.

1965년에는 런던지역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문제 들

을 해결하기 하여 런던 역시(                             를 수립함으로

써 32개의 구(Borough)정부와 런던시로 구성되는 2층제의 정치행정체계를 갖

추게 되었다. 그러나 GLC는 런던생활권보다 소하게 결정되어 역지방정부 

수립의 원래 목 이 퇴색된데다 특수목  행정기 들을 통합하지 못한다는 한

계 을 내포하고 있었다.

1986년에는 GLC가 해체되고 런던지역의 행정서비스는 앙정부, 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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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명한 기 , 앙정부가 규제하는 민간기 , 합동기 (Joint Board), 합동

원회(Joint Committee), 런던의 구(Borough)정부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 구정

부는 GLC로부터 계획, 주택, 도로, 교통 리, 공원, 단체에의 보조  교부 등

의 업무를 인계받아 권한이 강화되었다.

2000년에 역행정의 필요성 때문에 런던 역정부(GLA; Greater London 

Authority)가 생겨나게 되고, 시장과 의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층제의 행정

계층을 갖게 되었다. GLA에는 통 인 도심지인 런던시(City of London or 

Corporation of London)와 12개 독립자치구(Borough)로 구성된 내부 런던(Inner 

London), 외곽의 20개 자치구(Borough)가 속한 외부런던(Outer London)이 포

함된다. GLA의 직원은 400여명으로 행정서비스를 직  제공하지 않고 역

인 정책수립만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 인 행정은 런던교통청(Transport for 

London),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Authority), 런던소방응 계획청(London Fire and Emergency Planning 

Authority)이 담당하 다. 런던 역시장은 이들 4개의 기 에 하여 상당한 정

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의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과 같다. 런던 자치구의 

경우는 교육, 주택, 계획 용, 략계획, 고속도로, 사회복지, 도서 , 

(Leisure)와 오락(Recreation), 쓰 기수거․처리, 세 징수, 건강과 련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원칙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결정 방식 도입, 시․구청 조직의 다양

한 역할 인정, 세계 일류도시로서 다양한 인종․문화 공동체에 한 이해 요

구, 반부패․열린 행정 추진, 공동 력을 통한 정책 효과성 증  등이다.

행정원칙을 달성하기 한 실천방침은 다음과 같다. 

∙시․구 표  의원 등 런던시 산하 선출직이 어도 1년에 2회 이상 한

자리에 모여 안과제를 논의하는 런던 의회(Congress of London)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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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과 런던 비대도시권과 단일자치단체

Joint
Authorities 

Met.
Councils 

London
Boroughs

District
Councils

Unitary Authorities
(England＆Wales)

County 
Councils

교육 ● ● ● ●

주택 ● ● ●

계획적용 ● ● ●

전략계획 ● ● ● ●

교통계획 ● ● ●

여객교통 ● ● ●

고속도로 ● ● ● ●

소방 ● ● ●

사회복지 ● ● ● ●

도서관 ● ● ● ●

Leisure와 Recreation ● ● ● ●

쓰레기수거 ● ● ● ●

쓰레기처리 ● ● ● ● ●

건강 ● ● ● ●

세금징수 ● ● ● ●

<표 4-3> 서비스 제공의 역할분담

∙런던시장과 구청장 간 정기회의 개최, 런던 의회를 지원하기 해 런던

시와 구청 내 고  실무자로 구성된 행정실무 원회(delivery board for 

London) 운

∙런던 행정개 과 정책 효과성을 개선하기 해 선출직 공무원의 자체 평

가 보고 정례화

지 까지 살펴본 런던의 역행정구역의 개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의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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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986 1986-2005 현재

기관구성
형태

기관통합형 광역런던정부(집행부의회)부존재 기관분립형

명칭
의회：GLC：
집행부：직선되지 않음

의회：폐지됨
집행부：직선되지 않음

의회：London Assembly
집행부：GLA

자치계층
구조

2층제
단층제(32개 Borough와 City of 
London중심의 단층제)

2층제

특징
선출방식：단순다수대표제
의원：무보수, 수당제

선출방식：없음
의원：없음

선출방식：단순다수대표제
+ SV방식

유급제：단체장, 의원

지배이념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배이념 교차 신공공관리 신지방민주주의

출처：이종수(2001)

<표 4-4> 런던의 광역행정구역 개편 변화과정

제2절 도쿄14)

1. 도쿄의 행정구역 현황15)

1) 도쿄도의 행정구역

도쿄도16)는 일본열도의 거의 앙이자 동지방의 남부에 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에도가와(江戶강)를 경계로 지바 , 서쪽으로는 산지를 경계로 야

마나시 , 남쪽으로는 타마가와(타마강)를 경계로 카나가와 , 북쪽으로는 사

이타마 과 각각 하고 있다.

14) 강신일 외, 1999;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b
15) 도쿄도청 한국어 웹페이지(http://www.metro.tokyo.jp/KOREAN/index.htm)
16) 일본의 수도 도쿄를 도시로서 생각하기 쉽지만, 도쿄는 도(都)이다. 신 23개 특별구가 도쿄

도가 갖는 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한다. 도쿄도 내에는 많은 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별은 요하다. 도도부 (都道府県)은 일본의 역 자치 단체인 도(都, 도쿄 도 1개), 도(道, 
홋카이도 1개), 부(府, 오사카 부와 교토 부 2개, 단, 부는 자치시와 군은 가질 수 있으나, 자치

구를 가질 수는 없다.), (県, 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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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일본 지도

도쿄권 는 도쿄지역은 도쿄와 인 되어 있는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

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지역은 일본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도쿄도와 주변 사이타마, 카나가와, 지바, 군마, 토치지, 이바라키와 야마나시 

등 7개의 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3> 참조).

도쿄도는 보다 작은 행정기 , 특별구  자치체를 포 하는 수도의 이다. 

그 앙지역은 23특별구로 나뉘어져 있고, 서쪽 타마지역은 26시( )와 3쵸

(町) 그리고 1손(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23특별구와 타마지역은 가늘고 긴 육

지부의 형태로서 동서 90㎞, 남북 25㎞로 뻗어 있다. 태평양상에 치한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2섬 한 도쿄로부터 지리 으로 떨어져 있지만 도쿄

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섬이다. 이 섬은 2쵸(町)와 7손(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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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일본 근교 수도권

<그림 4-4> 도쿄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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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특별구(도시의 행정구획－구)

도쿄에는 23특별구(도시의 행정구획－일본어로 ku)가 있으며, 체지역의 

면 은 621㎢이다. 인구는 증가추세로 845만명(2005년 9월 1일 재)이고 1㎢

당 거의 13,603명의 인구 도를 보이고 있다. 도쿄도의 상업과 기업시설이 23

특별구에 집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지역 내의 이동과 쇼핑에 편리한 교통망

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무실과 사업시설의 증가에 의해 거주

기능이 약화되고, 산과 물이 어우러진 쾌 한 거주공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특별구는 도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지방공공단체이다. 도쿄의 구(區)

역은 어떤 에서는 수도의 심을 포 하는 유일한 리 역으로서 기능한다.

원칙 으로는, 시에 한 규정이 용되는 조건으로서 23구로 분할되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설치된 특별한 시스템이다. 바꾸

어 말하면, 역의 지방공공단체인 도쿄도가 시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고, 자

치단체세 의 일부분을 부과․징수한다. 이외에는 도쿄도와 구  구 상호 간

에 재정조정이 이루어진다.

도쿄도는 23특별구, 26시, 5쵸, 8손을 포 한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이지만, 일

반의 후 (지방공공단체의 하나－부 )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구체 으로는 

특별구의 구역 내의 도쿄도는 하나의 ‘시’로서 행정의 일체성  통일성의 확보

를 도모하기 하여, 상수도를 포함한 자치체에 할당된 사무의 일부를 담당하

고 있다. 따라서, 도쿄도와 구의 사이에는 다른 자치체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

한 행정제도가 있다. 특별구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서비스 관리

도쿄도는 단일체제로서 체 23특별구의 역을 해 상수도와 하수설비, 

소방서비스를 리하고 있다. 법으로, 도쿄도 이외의 지역은 이들 서비스에 

해서는 보통도시의 지방자치체 할이다. 도쿄의 경우는, 인구 도가 높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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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체의 일정하고 효율 인 서비스를 확실히 하기 하여 도쿄도가 집행

하고 있다.

(2) 세금

도쿄도가 일반 으로는 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의 

근간을 이루는 세목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정  주민세의 법인분

과 고정자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특별구를 위한 도쿄도 재정조정제도

도쿄도는 도쿄도와 특별구 간  특별구 상호 간의 재정을 조정하고 있다. 

구 역에서 도쿄도와 특별구는 시가 처리할 리사무에 해 책임을 지고 있

기 때문에 보충된 비용으로 필요한 세원을 공유하고 있다. 재정조정은 재정자

원의 공정한 배 을 한 제도이다. 재 3종류의 도쿄도 조세수입세 (시쵸

손민세 법인분, 고정자산세, 특별토지 보유세)을 일정한 비율로 구에 배분하고 

있다. 한, 23특별구 상호 간의 재정조정은 재원의 편재 등에서 기인한 구별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이다. 각 구의 기 재정 수요액이 수입액을 

넘는 경우는 그 부족액을 교부 으로 교부한다.

(4) 사무의 이관

특별구제도는 과거 수차례 개 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4년의 개

을 통하여 구청장에 한 선거가 부활함과 동시에 일반 시에 한 사무사업의 

기능이 23특별구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구가 도쿄도의 내부조직으로 간주되

었기 때문에, 도쿄도와 특별구의 역할분담과 행정책임이 불명확하고, 특별구

의 자주성이 해되며, 도쿄도가 역  입장에서 도시의 행정을 철 히 수

행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 되었다.

도쿄도와 23특별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제도개 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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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 등 거주민과 

한 리사업의 할을 가능한 한 특별구로 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1998년 5월 8일 공포되었다. 

이 법으로 인하여, 재정자치권의 강화에 따른 특별구의 독립과 자치를 확 시

키고 동시에 기 인 지방공공단체로서 상을 가지게 되었다. 2000년 4월 1

일부터 새로운 도쿄도 특별구제도가 시행되었다.

3) 도쿄도와 자치체

(1) 사무관리

도쿄도에는 특별지방공공단체인 23특별구 이외에 보통지방공공단체인 39개

의 자치체(26시, 5쵸, 8손)가 있다. 도쿄도와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제도는 일

반 도부 의 제도와 같다. 도는 역 인 행정사무를 맡고, 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한 사무를 등한 입장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  행

정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① 소방사무, 수도사무

소방, 수도사무는 법령상으로는 자치단체사무로 간주한다. 그러나, 도쿄도

에서는 역 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 인 동시에 재정부담의 경감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자치단체를 제외한다면 도쿄도는 거

의 모든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

② 공동처리사무

상기 사업과 같이, 역 처리가 효과 인 동시에 효율 인 사무에 해서는, 

계되는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해 특별지방공공단체인 일부

사무조합을 설치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설치한 일부사무조합의 총수는 30개이

며, 이들 조합은 쓰 기처리장과 소각장의 설치 리, 공립병원과 수익사업의 

운 과 설치 등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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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쿄도의 지원프로그램

각 자치단체는 출생률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응

하기 해 부단한 사무사업의 재평가 등에 의하여 효율 인 행정․재정운 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장기정체에 따른 자치체의 수익감소와 ｢삼 일체의 개

｣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불투명 때문에 행정과 재정운 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도는 타마지역과 외진 섬지역 등 각각의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 과

제를 해결하기 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행정과제에 응

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도쿄도는 지출 과 부 에 의한 재정지원과 유역하수도 정비에 한 기

술  조언 등 각종의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역행정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2) 타마지역

타마지역의 면 은 약 1,160㎢이다. 특별구 지역과 같이 증가추세인 지역 

내의 인구는 406만명(2005년 9월 1일 재)으로, 1㎢당 거의 3,501명의 인구

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구지역에 인 하고 있고 시가화( 街化)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 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학과 첨단기술산업, 연구기 의 

집 에 따른 높은 산업력과 풍부한 인재 등으로 발 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타마지역은 도쿄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어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도로와 철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늦어지고 개발에 따

른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 등은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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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지역

도서지역의 면 은 약 406㎢이다. 감소추세인 도서지역의 인구는 2만 6천명

(2005년 9월 1일 재)으로, 1㎢당 거의 65명의 인구 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의 혜택을 리고 있다. 그러나 섬이 

작고, 지리 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행정규모가 작아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약

하기 때문에 선박, 항공기 등 교통망과 의료 등 생활기반의 정비가 요한 과

제이다. 섬의 경제를 지탱하는 농업과 임업, 어업은 은 층의 도외이주와 고

령화의 진행에 따라 청년 후계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 교통문제에 따

른 여행지로서의 매력 감소로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행정구역개편과 련된 도쿄도의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쿄도의 역사는 에도 시 로 거슬러 올라간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德川家康)가 지 의 도쿄에 해당하는 에도(江戸)에 무가정권(에도막부)을 설

립함으로써 에도가 일본 정치의 심지로 기능하기 시작하 다.

에도는 1700년  반에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 세계 인 도시가 되었으

며17),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체결 이후 메이지(明治) 시 가 열리면서 1868

년에 도쿄로 명칭을 바꾸고, 도쿄부가 설치되었다. 1889년 일본제국헌법(메

이지 헌법)의 공포와 함께 이른바 메이지 합병이 단행되었는데, 이 때, 도쿄

시와 함께 15구(區)가 만들어졌다. 이는 일본의 근 화에 부응하기 한 지방

자치행정 조직의 개편이었다. 1893년에는 가나가와 (神奈川縣)에서 담당하던 

타마지역의 행정사무를 도쿄부로 편입시키면서 도쿄는 그 외연을 한층 더 넓

히게 되었다.

17) 키피디아 한국어 웹페이지(http://ko.wikipedia.org), 2009년 3월 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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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태평양 쟁 시 체제 하에서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합쳐 도쿄

도를 설치하여 소  ‘수도권행정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후 1947년 일본국헌법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었고 오늘

날까지도 그 골격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도쿄도 23특별구 행정체제가 가동되

고, 민선으로 도쿄도지사를 선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3.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재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기 자치단체와 역자치단체의 2개 계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2층제  특색을 보이고 있다.18) ‘가까운 정부’라는 성격

이 보다 강한 것은 기 자치단체인 시구정 이며, 도도부 은 시구정 이 ‘가

까운 정부’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 앙정부)와의 사이에서 필요한 

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19). 

1) 중앙정부와의 관계

(1) 사무배분 원칙20)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정 에 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가 규정한 법과 질서에 상충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법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 한 권한과 책임은 부분 국가에서 부여

한 것인바, 국가－ 역자치단체－기 자치단체 3정부 간 사무배분과 책임분

담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18) 일본의 자치계층제를 3계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 상 의 국가( 앙정부)를 포함시킨 것이다. 
19) 강신일 외 공역. 게서, 32쪽.
20) 한국지방자치학회, 게서,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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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 시정촌

안보

외교
국방
사법절차
범죄

경찰
소방
주택기록
주민등록

사회적 
하부 구조

고속도로
국도(지정구역)
1급하천

국도(기타)
현(縣) 도로
1급하천(지정지역)
2급하천
항만, 공공주택
도시계획

도시계획(사업)
도시도로
기타 하천 시스템
항만
공공주택
하수도

교육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초등/중등교사 관리
사립학교 지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복지/위생
사회보험
의사면허
의료허가

사회복지지원(읍/마을)
아동복지
보건소

사회복지지원
노인 건강 및 복지
아동복지
국가 의료보험
상수도 보급
쓰레기 및 하수처리

경제

화폐제도
사용료/상업
전기통신
우체국 서비스
경제정책
국유림

지역 경제정책
고용과 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지역 경제의 추진
농업 토지사용 조정

<표 4-5> 정부 간 사무배분과 책임분담체계

(2) 역할부담의 입법원칙21)

앙－지방 정부 간의 역할부담에 한 입법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한 법률은 지방자치의 본지(本志)에 합하고, 

국가․지방의 역할분담 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한 사항에 해서는 지침 등에 의하지 않

고 법률로 정한다.

21) 地方分權推進委員 , 中間報告, 368;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재인용.



66  대도시권 정부 간 거버넌스 연구

③ 국가는 자치사무에 해서 법률로 기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각 지역의 특수성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직  조례에 

임하거나 조례로 기  등을 부가 는 완화하며, 복수의 기 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 법률과 조례가 하면 쟁송수단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2) 시정촌과의 관계22)

시정 과의 역할분담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 자치단체인 시정 은 도도부 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범 하게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배분 시에는 도도부 보다 시정 의 기능을 보완하는데 우선 인 

배려를 해야 한다. 도도부 과 시정 은 행 자치제도상 지방자치단체

가 담당하여야 할 사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양자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

시키기 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본 으로는 서로 

등한 입장에 서 있다.

③ 실제 도도부 이 처리하는 사무  통일 인 사무처리와 연락조정 사무

의 상당수가 기 임사무로 간주되어 도도부  지사가 국가기 으로서 

시정 에 하여 인허가와 지도․감독하는 것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내

용은 법정수탁사무로 규정하거나 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지방 여

사무 형태로 지도감독에 한 명백한 범 와 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자

치권을 보호하고 있다.

22) 한국지방자치학회, 게서,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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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구역개편의 논리와 이유23)

일본의 경우 자치계층제의 개 으로 이어지는 신 인 정책은 채택되지 않

았지만 19세기 말부터 진 인 방안의 행정구역개편은 지속 으로 추진되었

다. 그러나 재까지의 자치계층구조 통폐합은 주로 시정 의 합병에 

을 맞추어왔다. 1889년의 ‘메이지 합병’ 이후, 1949년 샤우  권고안24), 

1953년 ‘정  합병 진법’, 1952년 ‘시합병 특례에 한 법률’, 1999년 ‘지방분

권일 법’ 등의 법  장치 마련으로 1889년 71,314개 던 시정 이 2005년 

재 2,395개로 축소되었고, 향후 1,000개를 목표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도도

부 (都道府縣)과 련된 움직임은 비교  최근에 본격화되기 시작하 으며, 

재도 진행 이다.

그간의 일본 행정구역개편 반에 향을 미친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이 의 합병론은 지방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자주  합병론

이었다. 그러다 지방분권 개 과 더불어 합병 진론이 등장하 고, 고이즈미 

내각 출범과 함께 두된 행정개 의 분 기에 힘입어 재 합병불가피론이 

다시 세가 되었다.

일본의 행정구역개편 논리는 사회학  , 역행정의 , 지방분권의 

, 행정개 의 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사회학  에서 볼 때, 

출산․노령화 사회를 비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 합병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재 추세라면 2030년 일본의 인구는 1995년에 비해 6% 정도 감소될 것

이며 이를 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한 

합병론이 우세하다.

23)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21세기형 앙－지방정부 간 계 재정립 모델 연구, 159-160쪽. 
24) 1949년에 샤우 (Carl S. Shoup)를 단장으로 하는 사 단이 일본의 실정을 조사하여 연합군 

사령부에 권고한 ‘일본조세에 한 보고서’를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앙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능률의 원칙, 그리고 시정  우선의 원칙을 

제시하 다(강신일 외 공역, 1999.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아베 히토시․신도 무네유키 공 . 
서울：건국 학교 출 부,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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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역행정의 에서 볼 때,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권과 불일치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

도 이에 히 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응할 수 있는 역

행정의 기반 마련을 하여 자치체 합병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분권의 정책  에서 볼 때, 1999년 ‘지방분권일 법’의 제정

으로 말미암아 단행된 일본의 지방분권은 근본 으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를 새롭게 정립하 다. 지 까지의 상하․종속 계에서 상호 등․수평 

계로 개선된 새로운 정치․행정의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자립성

에 기 하여 창의 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선도기 이자 종

합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했다.

넷째 행정개 의 에서 볼 때, 재정격차를 축소할 목 으로 과거의 낭비

인 세출구조를 개 하여 향후 지방의 자주성과 자립성에 기 한 사업을 강

화시키고자 하 다. 이것은 국가가 여한 사업이 낭비 이었음을 인정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5. 앞으로의 계획：도주제(道州制)

1) 개요25)

재 일본은 도도부 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도주제로 개편

하여 역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안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의 논의가 47개의 도도부 을 10개 내

외의 행정구역으로 확 하고, 도도부 의 수를 축소하는 것이다. 사법권을 포

함한 정치․행정 권한이 분권화될 도주제는 연방제26)와 매우 유사한 형태가 

25) 한국지방자치학회. 게서, 160-161쪽
26) 지방분권보다 ‘지방주권’의 에서 제기된 정치․행정조직의 개편안이 일본의 연방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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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미국, 캐나다, 스 스 등의 연방국가에서처럼 주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

권을 부여받는 분권  개편안이다.

도주제(道州制) 도입 시의 가장 큰 기 효과는 행정구역 역화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도주제를 도입할 경우 일본의 행정단 는 국가, 도주, 

기 자치단체 등 3단계로 정리된다. 지 은 국가, 도도부 , 시정 , 정령지정

시, 핵시, 특례시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도주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가는 외교, 안보, 통상정책 등 16개 항목을 담당

하게 된다. 도주는 역 공공사업, 학 이상 고등교육, 산업진흥, 고용 책, 

리 등을 맡으며 기 자치단체는 복지, 교육, 하수도 등 지역 착 서비

스에 주력하게 된다.

2) 배경27)

도도부  제도의 개선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1957년이었다. 당시 정부 지방

제도조사회가 부 (府縣)을 폐지하고 역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1970년엔 일본상공회의소가 “도주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

의 청원을 제기했고 정부 제3차 행정 신심사 가 1993년 “도주제에 한 구

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회답했다.

이어 2006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내각에 ‘도주제 담당상’

을 신설한 이후 련 문가들로 구성된 ‘도주제 비  간담회’를 설치하고 본

격 검토에 들어갔다.

도주제 비  간담회는 2008년 2월 24일 과세자 주권과 입법권을 가진 ‘지역

주권형 도주제’를 2018년에 완 히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최  쟁 인 도주 획정 방안에 해서는 2년 뒤에 발표하기로 했

다. 이런 간보고는  앙 성청(省廳)이 도입을 반 하는데다가 구획에 따

27) 연합뉴스,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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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해가 갈리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립에 따른 것이어서 핵심이 

빠진 미 책에 불과하다는 지 이 나왔다.

도주제는 특별행정기 의 통합화를 통하여 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안에

서부터 연방제와 유사하게 지방분권체제를 강화하는 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양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28차 지방제도조사회에서 3

종류의 구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게이단 (經團連)은 지난해 3월 2015년

까지 10개 도주, 300~500개 기 자치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자

민당은 2017년까지 10개 도주, 700~1000개 기 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

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이단 의 경우는 효율에 비 을 둔 반면 자

민당은 선거구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기 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앙 성청의 경우 분권화 움직임에 해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망이다.

3) 형태28)

다음은 지 까지 논의된 일본의 도주제의 형태(안)를 종합한 내용이다.

① 부현연합형：주는 부 이 연합하여 설립한다. 이 때 주정부는 부 으로부

터 사무와 사무권의 일부를 임받는 형태이다. 역행정권만을 행사하

는 경우와 유사하다.

② 부현특별구형：주는 부 이 연합하여 설립한다. 하지만 부 은 주정부의 

특별구로 환된다. 특별구의 장과 의회는 선출한다.

③ 부현행정구형：부 이 연합하여 주를 설립하는 것은 와 동일하다. 다만 

부 은 주의 행정구로서 선거에 의한 장이나 의회를 두지 않으며 과세권

도 갖지 않는다. 

④ 부현합병형：부 이 연합하여 주를 설립하고 동시에 부 을 폐지하는 형

28) 關西經濟連合 ,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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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재 일본에서 논의되는 가장 일반 인 형태이다. 이 경우 주정

부는 범 한 입법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게 되면 주정부가 시정

의 싱크탱크로서 역 인 사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쿄도에서의 도주제 논의29)

도쿄상공회의소는 2008년 9월 11일 발표한 ‘도주제에 한 제언’에서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지바의 1도 3 을 하나의 주로 구성하고 도쿄 23구를 도

쿄시로 새로이 개편하여 행정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제언은 종래의 도주제 논의가 경제나 인구의 규모평균만을 시하고 있

다고 비 하며 ‘1도 3 ’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도시기반의 정비나 환경, 

방재, 치안 등 역 인 문제에 응하기 해서 하나의 주가 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지 하 다.

도쿄 23구를 시로 승격하는 안은 행정권한 강화를 노린 것이다. 시정 세인 

고정자산세의 경우 도가 45%를 징수하고 구의 몫을 55%로 제한하고 있으나 

보통 시에서 할하는 소방, 상하수도 사업을 도가 행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 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도쿄시 구상이 실 되면 재정자립과 권한이 

강화된 행정조직이 될 것이라는 이다.

도주제 문제에 해서는 총무상의 사 간담회를 거쳐 2009년 3월에 간보

고를 하게 된다. 한 2009년 에 소집하는 최종보고에 도주제의 구역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29)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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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뉴욕30)

1. 뉴욕의 행정구역 현황31)

1) 미국의 행정구역 현황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3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자치단체가 약 82,000개로 19,000개의 시 자치단체, 3,000개의 카운티  

17,000개의 타운십,  15,000개의 학교구 그리고 약 29,000개의 특별구가 있다.

2) 뉴욕의 일반적 사항

미국 최 의 도시인 뉴욕은 1790년 이래 수도로서의 지 는 상실했으나, 미

국의 상업․ 융․무역의 심지와 공업도시로서 경제  수도라 하기에 충분

한 지 에 있다. 나아가 학  연구소․박물 ․극장 등이 몰려있어 미국 

문화의 심지로도 요한 치를 차지한다. 교외를 포함하여 1600만명이 넘

는 방 한 인구가 살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독자 인 세계를 이루는 독특한 

도시이다. 국제 으로는 서양 항로의 서단에 치하는 가장 요한 무역항

이며, 1920년  이후에는 런던을 신하여 세계 융의 심지가 되었다. 특히 

제 2차 세계  후에는 미국의 국제 인 지 향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 

한 지배  지 는 한층 강화되었다. 1946년 국제연합(UN) 본부가 설치된 후에

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었다. 도시권으로서의 뉴욕은 시역 밖으로 뻗어, 

뉴 지․코네티컷의 두 주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 주는 62개의 카운티(County)로 이루어져 있다. 부분의 주민은 도시

에 살고 있고, 15%만이 소도시나 마을에 살고 있으며 주민의 15%는 외국에서 

30) 강석배, 2007; 김지열, 2005; 배웅규, 2007; 최승범, 1998;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제단, 2008
31) http://en.wikipedia.org/wiki/Newyork( 키디피아), http://www.ci.nyc.ny.us/portal/site/nycgov

(뉴욕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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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람이다. 뉴욕주민의 71%는 무역, 재무, 보험, 교통통신 등의 서비스업, 

15%는 정부기 , 10%는 공업, 4%는 건설업, 1%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

는 맨해튼․ 루클린․퀸즈․ 롱스․스태튼아일랜드의 5개구(Boroughs)로 

이루어져 있다.

뉴욕시 공무원은 약 23만명(경찰, 교사포함)이고 그  교육공무원은 8만6

천명, 교정공무원은 1만2천명, 소방공무원은 1만5천명, 경찰은 4만4천명이다. 

연간 산은 약 330억달러가 된다.

2.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1) 미국의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미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미국의 지방자치는 국의 지방

자치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자연과 지리  환경에 맞게 변모하 다.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앙정부인 연방정부가 아니라 50개 주의 주정부가 각

기 자신들의 역사와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따라서 미국 지방자치제도는 

매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 지만 몇 가지 공통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이른바 계층구조라는 것이 없다. 즉 주정부 바

로 아래에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뿐,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우

리나라의 도와 같은 간  성격의 역자치단체가 없다. 둘째, 미국의 지방자

치제도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자치단체는 시(city), 빌리지

(village), 법인화된 타운(town)등으로 구분되며, 주입법부로부터 헌장을 수여

받고 있다. 자치단체는 헌장이 부과되지 않은 지방단 인데 타운십, 타운  

특별구로 나 어진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가 있는데 자는 주로부

터 헌장을 부여받는 법인체로서 시, 빌리지  법인화된 타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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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헌장이 부여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지방단 로서, 카운티, 타운, 타

운십, 특별구 등이 포함된다. 자치단체는 주민발의와 주민 투표에 의하여 창설

되는데 비하여 자치단체는 주의 일방  의사에 의하여 창설된다. 그러나 

실 으로 많은 카운티와 타운십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특별구

의 창설에도 주민들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다. 자치단체도 주의 일선기 으

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구역으로서의 기능

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실 으로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미국의 행정구역의 개편은 사무의 상향이  방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한 

앙정부의 보조  증가 방향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구역을 변경

하지 않고 특별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하여 일반 으로 

두 가지 에서 비 받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이다. 둘째,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무 고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

에 비능률 이고 주민에게 과 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다. 카운티

는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 의 산물로 무 많기 때문에 행정능률

을 해서는 카운티의 수를 삭감하는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한 타운십은 지

방자치단체로서의 실질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타운

십은 그 기능의 일부 는 부를 카운티나 시에 흡수시켜 명목상의 이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시의 구역개편의 문제도 인구의 도시 집 에 따라 야기되고 있고 도시 지역

의 구역 문제가 최근 미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기 해서 특별구 방식이 채택되

고 있다. 기능별, 개별 으로 설정되는 특별구 방식은 행정구역의 개편을 한 

유력한 방법으로 발 되었으며, 특히 도시권에 있어서 역 행정수단으로 

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역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에 

있어서 구역개편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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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욕시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1524년 이탈리아의 G. 베라차노가 서양 항해 에 뉴욕만을 발견했다.  

1609년 국의탐험가 H. 허드슨이 뉴욕만에 도착하여 맨해튼섬을 탐험하고, 

뒤이어 네덜란드인이 이 섬의 남단부에 이주하 다. 1626년 네덜란드 신 륙 

식민지의  총독 F. 미 이트가 원주민인 인디언으로부터 맨해튼섬을 매입

하여 뉴암스테르담이라 명명하 으며 1653년 2월 이곳의 인구는 약 800명에 

불과하 다. 1664년 9월 8일 국함 가 뉴암스테르담을 강제 령하여 국

의 왕제 요크공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고 개칭하 으며, 1667년 국과 네덜

란드 사이에 토 교환이 실 되어 뉴욕 일 는 국령이 되었고 그 후 인구

가 늘어나 항만도시로 번 하 다. 1686년 뉴욕시의 헌장이 제정되었고, 1693

년 신문이 발행되었다.

1700년 시청이 건립되어 본격 인 발 기를 맞게 되었으나, 독립 쟁 당시

에는 격 지 다. 1783년 독립군에 의하여 재탈환되었으며, 1789년 워싱턴이 

 통령 취임선서를 이곳에서 하 다. 1790년 인구는 3만 3,131명이었으

며, 이 해까지 미국의 수도 다. 19세기의 100년 동안은 행정구역의 확 가 계

속되어 1898년 재의 행정구역이 확정되었다. 1850년 69만 7,000명이었던 인

구가 1900년에는 343만 7,000명으로 증가되었고, 1920년에는 745만 5,000명에 

달하 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뉴욕 행정구역 밖에 많은 성도시가 생겨 

재는 1,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집 한 세계 인 거 도시로 변하 다. 한 

보스턴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인구 4,000만명이나 되는 미국 메갈로폴리스의 

압도 인 심이 되고 있다.

1897년 5월 당시에는 재의 맨해튼 지역만 뉴욕이었다. 그러다가 독립된 

시 던 루클린, 퀸즈, 롱스, 스태튼아일랜드를 통합하고 뉴욕시헌장(the 

Charter of Greater New York)을 제정하여 재의 뉴욕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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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와 이유

뉴욕의 행정구역개편은 도시의 성장과 한 계가 있다. 교통  물류의 

증가로 인한 경제 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구증가를 히 수용하기 

해서 도시는 지속 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과 함께 도시의 용도 변

경  개발이 꾸 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  배경을 

살펴보기 해 도시 계획에 해 고찰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뉴욕의 도시 계획  개발방식은 다음의 2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과정

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반 시켜왔다.

1) top-down 방식의 도시개발

19세기 후반, 격한 산업화와 이로 인한 도시화로 뉴욕의 도시환경은 속

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한 공공의 개입이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미국의 근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 주로 양호한 공동주택조성을 한 공공의 개입은 

마침내 1916년 지역제(Zoning)의 탄생으로 도시계획의 제도  장치를 마련하

게 된다.

1926년 법원의 유클리드(Euclid) 결로 인해 조닝은 법 근거를 획득하

게 되었는데, 조닝의 용도구분에 의한 도시 리는 모더니스트들의 근 건축 

이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도시의 물리  환경개선에 을 맞추고 있었다. 따

라서 1900년  반부터 반까지 뉴욕도시계획의 은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교외에 이상 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도심 내 불량환경 개선을 

한 빈민가 철거(Slums Clearance) 사업이었다. 특히 1945년 이후 공공주도의 

규모 재개발 사업은 연방정부의 보조 과 1949년 제정된 주택법(Housing 

Act)에 힘입어 뉴욕시뿐 아니라 국에서 활발하게 개된다. 이러한 배경 속

에서 로버트 모지스(Robert Moses)라는 걸출한 개발가가 등장하게 되고 뉴욕

시는 도시개발의 성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에 그가 추진한 도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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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newal) 사업들과 고속도로 건설계획(Highway Building Programs)에 

의해 500,000호 이상의 기존 거주민들이 강제 으로 이주되었고 링컨센터

(Lincoln Center)를 비롯한 많은 공공시설들과 주요 간선도로  기반시설들이 

건설되었다.

2) bottom-up방식으로 전환  

물리  환경개선 주의 철거형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과 많은 비

을 받으며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의 도시계획사업들에 해 많은 시민들이 조직 으로 반 하게 

되었고, 모더니즘의 직주분리와 tower-in-the-park 의 개념은 이상과는 다르게 

기존 커뮤니티와 도시조직을 괴하고 오히려 활력 있던 거리를 삭막하게 만

들었다. 뉴욕태생이자 당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Jane Jacobs의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는 이 당시 도시계획에 한 비 들

을 가장 강력하게 술한 책으로 이후 도시계획에 지 한 향을 끼쳤다. 

Jacobs는 이 책에서 뉴욕의 구체 인 거리를 거론하며, 좋은 길과 그 지 않은 

길들을 비교하며, 좋은 거리란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곳이란 지

론을 선보 다. 물리  환경개선에 을 맞춘 Physical Planning은 시민참여

를 바탕으로 한 community planning, advocacy planning 등의 과정을 시하고, 

물리  환경개선보다는 사회 , 경제  의미를 담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변화되었다. 이 때 주도 인 역할과 이론 제시를 하 던 사람이 컬럼

비아 학의 Paul Davidoff교수 다. Davidoff는 참여형 도시계획(Advocacy 

Planning)의 이론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 고, 실제로 이를 뉴욕시의 입법과

정에 도입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 다.

3) 주민참여 관련제도의 강화 

이러한 분 기에 힘입어 1969년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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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형 로젝트들에 한 환경 향평가가 의무화되고, 

1974년 닉슨 당시 통령에 의해 연방 주택건설 fund가 지되었으며, 같은 

해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가 기존 Urban Renewal, Public 

Housing, Model Cities 등의 기존 로그램을 체하게 되면서 공공주도의 

형 로젝트들은 주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연

방도시개발법의 개정으로 련 주민들의 개발과정에의 참여가 법 으로 보장

받게 되고,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도시개발과정에 한 리뷰 

로세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즉, 1989년 이후 뉴욕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

계획변경(zoning change)이나 주요 개발 로젝트들은 ULURP(Uniform Land 

Review Procedure)과 환경 향평가인 SEQRA(New York State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Process)와 NEPA를 거쳐야 하고,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제도에 의해 도시계획과정 속에서 주

민들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개발업자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형 개발을 회피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형 공공개발이었던 Battery 

Park City와 Roosevelt Island 주거단지 개발은 각각 매립지와 공지에 개발된 

것이었고, 그 이외의 뉴욕도시개발들은 주로 zoning incentives나 소규모 

zoning 변경에 의한 상업시설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1년 

9.11 테러 이 까지 뉴욕시에서 기존 도심에서의 규모 철거형 재개발 로

젝트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4) 앞으로의 계획

향후 뉴욕  주변 메트로폴리스에 한 행정구역개편의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 구체 으로 언 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괴된 월

드트 이드 센터와 그 주변지역의 재생을 한 재건계획과 더불어 뉴욕시 

반에 한 인 도시 정비 계획만이 재 확정 으로 공표되었다. 2005년

에 작성된 뉴욕시 도시  행정구역 계획 발  구상인 ‘Strategic Plan’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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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2가지 최우선 과제는 월드트 이드 센터와 그 주변지역인 Lower 

Manhattan 활성화와 맨해튼 서쪽 끝에 치한 Hudson Yards 개발계획의 실행

이다. 특히 Hudson Yards(Manhattan Far West Side)는 Battery Park City 이후 

뉴욕시뿐만 아니라 미국 최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2012년 올림픽 유

치와 맞물려 블룸버그 시장의 최우선 추진과제이다. 이는 재 뉴욕시 지하철

이 철도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포함한 주변 60여개 블록 총 360에이커

를 개발하는 계획으로서 75,000석 규모의 미식축구경기장,  고층 업무시설과 

단  호텔을 포함하고 있으며 50억 달러의 투자로 67억 달러의 수입창출과 

11,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 하고 있다.

4. 뉴욕의 정부 간 관계

뉴욕 주는 62개의 카운티(Count)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보편 인 지방단체가 된다. 주는 카운티로 분할되며 카운티는 city의 기

자치단체로 분할된다. 따라서 city가 기본 인 기 자치단체이고 카운티는 

자치단체이다.

카운티는 가장 일반 이고 포 이며 역 인 지방단체이나 그 성격이 

자치단체 즉, 주의 사무를 집행하기 하여 설립된 주의 일선기 이면서 동시

에 자주입법권을 갖고 주민 복지 인 사무를 처리한다. 뉴욕 주의 카운티 역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인구규모는 1만~2만 5천명 수 의 것도 있으나 인

구 25만 명 이상의 것이 부분이다. 카운티의 소  사무는 도시화의 진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져 가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 검찰, 

재 , 교도, 검시, 징세, 도로, 보건, 생활보호, 농 지도, ․ 학교, 도서  

등을 장하 는데, 오늘날에는 그 외에 자치단체의 소 사무인 소방, 구 , 

공원, 하수도, 폐기물 등의 사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카운티는 city같은 

municipality와 town and township과 특별구획으로 나뉜다. municipality는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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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큰 도시를 의미하며 보다 은 규모의 곳을 town and township으로 구분

한다. 그 에서도 뉴욕 주에서 가장 큰 city인 뉴욕시는 뉴욕 주의 심도시이

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세계 인 도시로서 수도보다 인구

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시정부 아래에 구(Borough)를 두고 있으며 부분의 기능이 

상 단체인 시정부에 집 되어 있어 사실상 1자치계층을 가진다. 뉴욕시의 사

무배분을 보면 1계층의 기 자치단체인 구라는 행정구역이 있기는 하지만 시

의 하부보조기 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자치단체로서의 고유사무는 없다. 따

라서 부분 시에서 임된 사무이며 특별히 시에서 필요한 구의 사무는 구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처리한다. 

시의 사무와 연계된 구의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는 공청회 개최 

 일간신문지상 공고, 부동산 평가에 한 과세평가조정 신청사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장부  서류의 신속제공  연락업무를 맡는다. 그리고 뉴욕

시 헌장이 규정한 보고서 이외에 매년 시장이 정하는 시기에 시장이 정하는 방

식과 규칙에 따라 작성한 구의 운 과 조치에 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지막

으로 구 이사회의 사무인 시도시계획 원회의 구획변경 신청 사무를 총 한다.

구의 운   지역발 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뉴욕시가 제공하며, 산배

정에 있어서 지역출신 시의원의 역할이 크다. 하부보조기 인 구는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독자 인 세입 산을 편성할 수 없다. 미국 다수의 도시는 시정

부와는 별도로 조세 원회가 과세권과 독자 인 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뉴욕시는 조세 원회를 직  시장의 할 하에 두고 있다. 시의 재무국

은 부동산세 , 상수도  하수도 분담 , 기타 부동산에 한 과세  연체  

그리고 그밖의 뉴욕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타 모든 세 과 연체 을 징수하며 

이를 해 구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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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베를린32)

1. 베를린의 행정구역 현황33)

베를린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이자 2007년 12월 재 인구 341만 6,300

명으로, 독일 내 단일규모로는 최 의 도시이다. 독일 북동부 슈  강과 하

펠 강 연안에 있고 란덴부르크 주에 둘러싸여 있으며 베를린 자체도 연방주

에 속한다. 1701년 로이센의 리드리히 1세가 로이센 왕국의 수도로 삼

은 이후 1871년 독일 제국의 수도가 되고 제2차 세계  때까지 독일의 수

도 다. 제2차 세계  이후 독일이 분단되면서 베를린도 동베를린과 서베를

린으로 분단되었고 서베를린은 동독에 완 히 둘러싸인 섬이 되었다. 동베를

린은 1949년 동독의 수도가 되었다. 1961년에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계

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 냉 의 상징이 되었다. 당시 서베를린 시장은 제4  

총리를 역임한 빌리 란트 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 지고 1990년 독일

이 통일이 되면서 베를린은 연방주의 지 를 얻었다. 이 까지 도시이자 독일

의 연방주는 함부르크와 멘뿐이었다. 1991년에 베를린은 통일 독일의 수

도가 되었다.

베를린시는 Gemeinde, Kreis, Land(州)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는 도시주 형

태의 단일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베를린시는 2001년 23개 구(區)

를 12개 구(區)로 통합했다.

베를린에는 하 행정기 으로서 12개의 Bezirk(구)가 있다. 이러한 구는 독

립 인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자치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 인 

업무를 통상 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구는 법인격이 없는 베를린의 자치

단 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베를린시의 구청장은 구 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베를린시의 구는 시의 사무뿐만 아니라 일정 범  내에서 고유사무를 

32) 김해룡, 2006; 박해육, 2006
33) http://www.crwflags.com/fotw/flags/de(be_h.html#cur, http://www.berl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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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te [-Tiergarten-Wedding] (322,138 inhabitants)
Friedrichshain - Kreuzberg (249,038 inhabitants) 
Prenzlauer Berg - Weißnsee - Pankow (330,673 inhabitants) 
Charlottenburg - Wilmersdorf (318,731 inhabitants) 
Spandau (223,678 inhabitants) 
Zehlendorf - Steglitz (288,589 inhabitants) 
Tempelhof - Schöneberg (338,670 inhabitants) 
Neukölln (307,448 inhabitants) 
Treptow - Köpenick (228,253 inhabitants) 
Marzahn - Hellersdorf (269,433 inhabitants) 
Lichtenberg - Hohenschönhausen (268,265 inhabitants) 
Reinickendorf (247,431 inhabitants)

출처：Santiago Dotor, 4 Dec 2001

<그림 4-5> 베를린시의 행정구역

처리한다. 이를 하여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구역행정법(BezVG)에 의하

여 지침이 주어지므로 조직권은 상당히 제한된다. 1999년에 제정된 행정개

기본원칙법에 의하면, 구에는 원칙 으로 15개 이상의 과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과의 종류는 동일하다. 그리고 과 이외에 6개까지 서비스단 를 설치할 수 있

는데, 이는 과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컨  인사 리, 건물과 

토지 리, 산 리 등이다. 그리고 베를린시와 구 간의 일반 인 계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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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에서 긴장 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단일지방자치단체로서 통일성을 유

지해야 한다는 이 그 하나고 베를린과 같이 크고 다층 인 조직체가 앙집

으로 조직되는 경우에 효율 인 업무처리를 해칠 수 있다는 이 다른 하

나이다.

2.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 지고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더불어 

베를린은 독일의 한 주(州)가 되었다. 1991년 6월에 독일 연방의회는 베를린을 

다시 독일의 수도로 결정하 는데, 베를린은 주정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서의 지 도 가지므로 국가 인 업무와 지방 인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1994년과 1998년의 행정개 과 베를린 헌법 개정으로 행정개

이 구체화되었는데, 베를린은 구역(Bezrink)개 을 통하여 2001년부터 12개 

구역으로 재편되었다. 개 의 핵심은 부분 인 조직상의 자율성, 총액할당에 

의한 재정  자율성의 보장, 구역으로 사무이양, 권한구분에 한 통제 차의 

도입 등이었다.

서독의 경우 통일을 통해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동시에 내외 으로 새로운 시 상황에 부합하도록 

주역을 정비할 수 있는 호의 기회를 맞이하 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방식이 

‘흡수통합’으로 일컬어지듯이, 구동독의 행정구역개편에서도 간단하고도 신속

한 해결책이 모색되면서 구서독의 행정체계라는 기존 틀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지난 1952년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사라졌던 동독의 5개주가 

부활되어, 서독에 신연방주(Neue Bundeslaender)라는 이름으로 편입되었다. 따

라서 통일 독일은 수도인 도시주 베를린을 포함한 19개주 체제로 출범하게 되

었다.

이후 통일조약에 명시된 로 연방수도이며 도시주인 베를린과 이를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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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배후지역인 란덴부르크(Brandenburg)주 간의 합병문제가 두하

다. 당시 이 두 주 사이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찬반으로 나 어진 여론의 공

방 속에서 뜨겁게 진행되었다. 연방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해당 주정부의 노

력에 의해 주 의회의 찬반 투표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하 으나, 

1996년 5월 기본법 제29조 제2, 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종 주민투표에서는 

통합안이 부결되었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개편에 한 기본법의 규정으로는 

주계의 수정이 실질 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재확인되었다.

베를린은 2001년 1월 1일 행정구역을 개편하 다. 구의 숫자를 종 의 23개

에서 12개로 인 것이다. 종 에도 큰 구역이었던 Spandau, Reinickendorf, 

Neukölln은 1920년의 경계 그 로이지만, 다른 지역들은 2~3개의 구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통합된 지역들은 새로운 깃발과 문장(紋章)을 채택하 다. 행정구

역 개편을 통하여 부분의 구역들은 약 30만명 후의 비슷한 인구를 가지게 

되었다.

3.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와 이유

독일에서는 베를린을 비롯한 주(州)개편 문제가 꾸 히 제기되어 왔지만, 개

편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 행정구역

의 통폐합 문제가 ․단기 으로 손쉽게 해결되리라고 기 하기는 어렵다. 

그 지만 주개편의 필요성에 해서는 찬성여론이 우세하다. 이는 행 행정

구역체계가 기본법 제29조의 요구처럼 모든 주가 규모와 역량 면에서 부여받

은 임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에 해서는 깊은 의구심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한 기존 연방제  

질서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성 문제가 학계는 물론이고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 주계의 재획정을 둘러싼 논의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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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 인 배경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

다. 우선 찬성론의 핵심은 기존 주계가 불합리하고 국가의 정치사회 , 행정

 변화에 더 이상 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인 주계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Bergmann et al., 1998; Ottnad et al., 1998).

첫째, 단순한 설명법이긴 하나 실 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논리

로, 정치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료주의  경직성과 그 비 한 조

직구조를 이며,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하는 

등 시  변화를 극 반 하고 넓은 의미의 ‘효율 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해 폭 인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의 주들을 보

다 큰 몇 개의 역주로 통폐합하는 것은 재 모든 주에 설치되어 있는 독자

이고 개별 인 행정기 과 의회의 병합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상당한 재정

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통독 이후 막 한 재정이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 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획기 으로 완화시키고, 궁극 으로 지역통합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견

도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과거 동ㆍ서독 간의 국경에 하고 있던 주들

이 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불합리하고 합목 성이 떨어지는 기존 행정구역을 가 으로 빠른 

시일 안에 바로잡고 체계 으로 리하기 해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다. 이 논 은 주계가 도시권을 가로지르거나 발 축을 단 하는 지역

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경제  합목 성을 침해하고 기능공간  질

서와 모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역사 으로 더불어 발 해 왔고, 기능 으로 통합된 경제지역이 주계로 분

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발  잠재력은 충분히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투자의 연계성 등 행정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도시권에 있어 주계는 해당 공간의 발 에 심 한 장애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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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는 통일 인 하부구조의 이용  그 제공에 있어 비용분담을 둘

러싸고 갈등문제가 발생하고, 일 성 있는 지역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잖은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

역 문제를 해결하기 해, 주 간의 력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지만, 계획조합

(Planungsverband)이나 조정 원회(Koordinierungsausschuss)가 심역할을 하

는 경지역의 공동개발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넷째, 유럽연합은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고 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

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해 개별 국가의 하 지역  지방을 심으로 한 

‘지역들의 유럽’을 창설하여 이를 극 육성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런 맥락에서 역사․문화 , 향토  통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정치 으로 

비교  독자성을 견지하며 경제 으로도 역량 있는 공간단 를 악되는 독일

의 개별 주는 과거보다 커다란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각종 

구조정책과 지역발 정책은 이들 지역을 주된 상으로 삼고 있으며, 장차 그 

요성과 상은 더욱더 강화될 망이다.

재 독일의 모든 주는 3개의 계층으로 나 어져 있는 유럽연합의 공간단

에서 최상  계층(NUTS 1)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시주인 베를린  10개의 

주들은 규모 면에서 작은 편에 속한다. 궁극 으로 독일의 상을 제고하기 

해서도 행정구역의 확  개편이 요구된다.

각종 역량과 련하여 연방주의 최  규모에 한 고찰이 있었는데, 1970년

 연방 역의 재획정과 련한 문 원회의 보고서에서는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정과제들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경제 으로 충족시키기 해서

도 주의 인구규모가 최소한 500만명은 되어야 한다고 지 하 다. 재 베를

린은 이 기 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통독 직  경제사회연구소(Institut für Wirtschaft und Gesellschatf)가 내놓은 

개편안에서도 행 주단 를 16개에서 7개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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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베를린, 란덴부르크, 메 부르크-포어포메른을 통합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자유민주당(FDP)을 심으로 베를린시와 

란덴부르크주를 병합해 로이센주를 새롭게 창설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Bild Am Sonntag, 2003년 4월 20일자; 앙일보 2003년 4월 23일자 28면에서 

재인용).

제5절 파리34)

1. 파리시의 행정구역 현황

리( 랑스어：Paris, 문화어：빠리)는 랑스의 수도로, 랑스 북부 일 

드 랑스 지방의 앙에 있다. 센 강 류에 있고, 면 은 105㎢이며 인구는 

2007년 기 으로 217만 명이다. 리 시의 행정 구역은 1~20구(arrondissemen)

로 나뉘어져 있다.

2. 프랑스의 자치제도

랑스의 기 자치 단체는 꼬뮨(Commune)과 데빠르뜨망(Département) 그

리고 지옹(Rég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는 수도로서 꼬뮨(Commune)

과 데빠르뜨망(Département)의 지 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다. 그리고 수도권인 일드 랑스(Ile de France) 지옹(Région)은 역자

치 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드 랑스(Ile de France) 지옹(Région)은 수도인 리를 포함하고 있는 

34) 김은경, 2008; 배 구, 2004; 백윤철, 2007; 조 택, 2008; 최윤기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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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옹(Région)과 구별되고 있으며 일드 랑스(Ile de 

France) 지옹(Région)의 의회  집행기 이 리에 치하고 있는 계로 

리는 기 자치단체이자 간자치단체로서의 이 인 지 와 함께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리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리 꼬뮨(Commune)

과 리 데빠르뜨망(Département) 그리고 일드 랑스(Ile de France) 지옹

(Région)이 있고 국가의 지방행정 청인 리 데빠르뜨망(Département)이 상

존하여 지방행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파리시의 행정체제

1) 파리시

리시는 꼬뮨과 데빠르뜨망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행정체제이다. 주

민직선의 시의원(임기 6년)으로 구성되는 리시의회가 의결기 인 동시에 집

행기 (의회의장이 시장)인 기 통합형이다. 리시장은 시의회에서 간 선거

로 선출되나, 실질 으로 정당명부 1순 로 간주됨으로써 의회의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수석행정

(사무총장, CEO)이 행정을 총 하는데 부분의 행정부서를 시장의 지휘를 

받아 통  조정한다. 리시 행정은 16개부서(최근 20개부서)로 조직되어 있

으며, 시행정을 총 하는 시 사무국, 정치 역과 행정 역을 연계하는 시장의 

정치담당부와 리시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시 사무국장은 시청 행정조직

의 책임자이고 입법․규제분야에서 코뮨의 정보를 수렴하며 기술  측면에서 

쿄뮨의회의 의사항을 비한다. 그리고 시장의 정치담당부는 시의회의원과 

시사무국장의 연계 속에 시장의 정책을 실행하기 한 목 을 가진 략  기

구로 리시의회로 이 될 안을 제안한다. 리시 의회사무국은 의회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청장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립된 기구로 의회 회기를 담당하

고 시의회의 의사항  승인사항을 집행기 에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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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Arrondissement)

리시의 구청장은 구의회를 구성하는 구의회의원 사이에서 선출된다. 구청

장은 한 명 내지 여러 명의 보좌역을 두게 되는데, 어도 이들 보좌역의 한 

사람은 리시의 의원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구의회의원으로 충당하되 30%를 

넘지 못한다.

구청장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로 국가이름 하에 행사되

는 주민등록, 교육사무(유치원, 등학교 등록), 국가 사(징집), 선서사무(선거

명부 통제검열)와 같은 권한, 둘째로 코뮨의 이름하에 행사되는 학교 식주

과 도시계획 등의 권한이 있다.

4. 프랑스 도시의 선거제도

시는 랑스의 지방조직의 기 단체이다. 이는 1789년 명이래로 거의 변

화가 없는 기 단체이며, 무 많은 숫자로 인한 폐해 때문에 그 숫자를 이

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 다. 시에는 시의회(conseil municipal)에 의하여 선

출되는 시장(maire)이 집행기능을 담당하며, 그는 시의 표자와 국가의 행정

기 으로서의 지 를 겸하고 있다.

시의회의 의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와 한 계가 있다. 다시 말

하면 주민이 은 시는 은 수의 지방의원을, 주민이 많은 시는 많은 수의 지

방의원을 갖는다. 주민수가 100명 이하인 시는 9명의 지방의원을, 200,000명 

이상인 시는 69명의 지방의원을 갖는다. 그리고 주민이 30,000명 이상 40,000

명 이하인 시는 39명의 지방의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외 인 규정으로 

랑스에서 도시에 해당하는 리, 마르세이유, 리용의 시의회는 각각 163명, 

101명 그리고 73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시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선출방법은 다수득표자 당선에 의한 2차 투표와 명

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1차 투표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5%를 얻은 명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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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으로 나뉘어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2차 투표까

지 가는데, 1차 투표에서 어도 투표한 유권자의 10%를 확보한 명부만이 2차 

투표에 나갈 수 있다. 2차 투표에서는 투표한 유권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명부

가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의석수는 2차 투표에서 투표한 유

권자의 최소 5%를 확보한 명부 간에 비례 으로 나 어진다.

그러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시의 인구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데,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주민 수가 2,500명 이하인 경우, 둘째, 

주민수가 2,500명 이상에서 3,500명 이하인 경우, 셋째, 주민 수가 3,500명 이

상인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원후보자들은 그룹별로 하나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명부 없이 혼자 선거에 임할 수 있다. 명부에는 의석수에 

일치하는 후보자를 모두 기재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기재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원후보자들은 반드시 그룹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의석수에 일치하는 후보자를 다 기재한 명부가 필요하다. 1차와 2차 

투표를 통해서 하나의 명부는 어도 1차 투표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5% 이상

을 확보한 다른 명부에 올라있던 후보자를 끌어옴으로써 새롭게 명부를 작성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명부는 2차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시의 경우 지방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50,000명 이상의 지방의원이 있다.

5.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안

1) 최근 지방행정지역 개편에 관한 논의

랑스는 앙집권  성향이 매우 강한 국가이다. 때문에 랑스의 각 지역 

특히 르따뉴, 꼬르시카, 옥시타니 등 소외지역의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지역

주의, 지역차별과 앙집권  지역 억압에 한 항과 반발은 다른 나라의 경

우보다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1982년 미떼랑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나타난 문

화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지역주의에 응하여 지방분권화정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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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역지방행정구역이었던 96개 도(Déartement)를 22개 지옹(Région)

으로 묶어 지옹에는 앙의 지사를 견하고 선출된 지역의회가 지역을 

장하도록 하는 앙과 지역의 2원  체계로 운 하는 것이다.

지옹의 기 구성 형태는 우리나라의 도와는 달리 기 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1982년의 개 으로 그 동안 정부 표인 지사가 수행하 던 집행기능이 

의회의장에게 이양됨으로써 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 의 장이 되

었다. 지옹 지사는 국토계획  경제사회개발에 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

고, 국가와 지옹 간 계획계약의 체결 시 양쪽의 재자이자 앙정부 표로

서 상하고 서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 랑스에서는 랑스 역을 6개의 지역(Grandesréions)으로 분할

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은 일종의 계획권역으로서 행정구역인 

지옹과 구분된다. 이런 구상을 담고 있는 것은 ‘2020년 랑스계획’(Améagerla 

France de 2020)이다. 이 계획에서는 랑스 역을 Grand Est( 동부권), 

GrandSud-Est( 남동부권), GrandSud-Ouest( 남서부권), GrandOuest( 서부

권), Paysdu Nord(북부권), Bassin Parisien( 리유역： 역수도권) 등 6개 권역

으로 구분하여 계획 으로 개발함으로써 종래의 리 일극집 형 공간구조를 

다극분산형으로 개편하여 나간다는 비 을 담고 있다.

‘2020년 랑스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지역의 구분은 규모 강

(Seine, Rhone, Garonne, Loire, Meuse강)유역을 지리  범 로 하고 있다. 하

지만 독일의 주 간의 통합에서 사용되었던 기 들, 즉, 주의 최소인구를 500만

명 이상으로 한다든가, 주 간의 인구 격차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기 은 사용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미 인구가 과도하게 집 되어 있는 수도

권을 오히려 역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최소지역인 Paysdu Nord(북부)의 인

구가 400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인 지역격차 완화보다는 외

 경쟁력을 시하여 계획권역이 구분되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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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파리시 구상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가 이끄는 행정체제 개편특 (일명 발라뒤르 특

)는 최근 ① 역도( 지옹) 축소, ② 도시(메트로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확정하 다. 이 개편안은 지방 행정조직을 역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행정 낭비를 없애기 해 복된 권역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특 가 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개편안이 

재의 22개 역도를 향후 5년간 15개로 축소하고 96개의 도(데빠르뜨망)을 재

조정하는 한편 11개의 도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리가 ‘ 런던(Greater 

London)’을 모델로 해 센생드니, 발드마른, 오드센 등을 포함하는 인구 600만

명의 ‘ 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새로운 행정단 인 메트로폴에는 리옹, 릴, 마르세유, 보르도, 툴루즈, 

낭트, 니스, 스트라스부르, 루앙, 툴롱,  등 11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

로폴은 지역개발과 련해 지옹과 도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재 시스템

과는 달리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발라뒤르 특 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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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연     혁 면 적

1394.10.25 조선 태조 3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

1396.4.1 도성 및 성저를 5부(동ㆍ서ㆍ남ㆍ북ㆍ중) 52방으로 나누는 행정구역 확정 약 16.5㎢

1943.4.1 구제를 실시하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신설(7구)

1944.10.23 마포구 신설(7 → 8구)

1945.8.15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

1946.10.18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됨

1949.8.13 성북구 신설(8 → 9구) 288.35㎢

1949.8.15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개칭

1963.1.1 행정구역 확장 613.04㎢

1973.7.1 행정구역 확장. 도봉구, 관악구 신설(9 → 11구) 627.06㎢

1975.10.1 강남구 신설(11 → 12구)

1977.9.1 강서구 신설(12 → 13구)

1979.10.1 은평 출장소가 은평구로, 천호 출장소가 강동구로 승격(13 → 15구)

1980.4.1 구로구, 동작구 신설(15 → 17구)

1988.1.1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신설(17 → 22구) 605.4㎢

1995.3.1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신설(22구 → 25구)

* 면적의 경우 실제로 감소된 것이 아니라 실축에 의해 재조정된 것임.

<표 5-1> 서울시 자치구 변천사

제5장  자치구 통합안 분석

제1절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개편 역사

1. 서울시 자치구 변천사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변천과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396년 4월 1일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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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성 를 5부 52방으로 나 는 행정구역을 확정한 이후로 1949년 8월 13

일에 성북구가 신설되면서 9개 구 체제가 되었으며, 이후 1973년 7월 1일에 

11개 구, 1980년 4월 1일에 17개 구, 1995년 3월 1일에 이르러 재의 25개 구 

체제가 되었다(<표 5-1> 참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1>과 같다.

1394년-1913년1394년-1913년 1914년-1963년1914년-1963년

1995년1995년1973년1973년

5구 체제5구 체제

11구 체제11구 체제 25구 체제25구 체제

<그림 5-1> 서울시 자치구 변화 과정

2. 지속적 분할의 과정

서울시 자치구가 확장되고 분할되는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 5개 

구에서 성동, 등포, 마포, 성북이 추가되어 9개 구가 형성되었고, 이후 성동

구에서 강남, 강동이 분할․확장 되었으며, 마포구에서 은평, 등포구에서 강

서, 구로, 양천, 천이 분리되어 자치구의 수가 증가되었다. 한 악구에서 

동작이 분할되었고, 성북구가 도 , 노원, 강북으로 분할․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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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서울시 자치구 분할 과정

이러한 자치구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행정구역의 확장을 통해서 9개 구에

서 11개 구가 되는데 24년의 기간이 걸렸고, 강남 개발이 으로 이루어

지던 1970년  반을 거치면서 11개 구에서 17개 구로 확장되었다. 이후 

1980년  들어서 규모 아 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17개 구에서 재의 25개 

구 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르 다.

자치구(행정구)수 9 → 11개 11 → 17개 17 → 25개 25 → ?

존속기간 24년 7년 15년 14년(현재)

특징 행정구역 확장 강남 개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표 5-2> 서울시 자치구 변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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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울특별시 자치구 현황(2008년 현재)

제2절 생활권을 통한 자치구 통합35)

1. 통합 기준

재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인구 40~70만명 사이를 기 으로 분할되어 있다. 

자치구는 25개이며 강북에 14개 구, 강남에 11개 구가 있다.

한 인구(2008.12.31 기 )는 10,288천명이고, 면 은(2008.12.31 기 ) 

605.39㎢이며, 행정구역(2008.12.31 기 )은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통합은 획일 인 인규규모 신에, 생활권을 기 으로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생활권의 공간범 를 자연 ․물리  환경만을 기

으로 하기보다는 도시성장의 가능성, 주거지 특성, 도시계획 등을 종합 으로 

35) 본 자료는 ‘서울특별시 비 2020 도시기본계획(2006)’의 내용을 기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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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 인 단기 을 제공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제시한 생활권의 공간범 를 기 으로 삼고자 

한다.

생활권의 공간범 는 ①자연 ㆍ물리  환경, ②도시의 성장  향권, 

③ 심지 기능  토지이용, ④행정구역  교육학군, ⑤주거지  주거 특

성  거주인구 특성, ⑥ 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설정하 다.

구  분 분석항목 관련자료 및 지표

자연ㆍ물리적 환경
- 지형, 지세, 주요 하천
- 철도, 도시고속도로,  도시간선도로

도시성장ㆍ영향권
- 시가지의 형성과정
- 도시간선도로축
- 통근OD에 의한 이용권역 분석

- 도시개발사업 현황
- 도로망, 철도망 통행량
- 통근OD

중심지 기능 및
토지이용 특성

- 교통특성 분석을 통한 중심성
-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 목적통행자료 등

행정구역ㆍ교육학군
-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 교육학군

- 자치구ㆍ행정동 변화
- 중고교 학군현황

주거지 및
거주인구 특성

- 인구ㆍ가구 및 주거지 특성
- 생활환경수준의 분석

- 연령, 학력별 인구구조
- 가구특성
- 1인당 주거면적, 주택유형, 주택건축연도
- 소득수준 등

관련계획 - 광역계획

<표 5-3> 생활권을 통한 자치구 통합 기준

2. 통합 방안

생활권을 통한 자치구 통합은 5개 생활권과 9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서울은 한강을 심으로 강남․북으로 구분되며, 북한산․남산․ 악산 등 

남북 종단의 산악지형을 기 으로 도심권과 4개 생활권, 그리고 9개의 생

활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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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활권 중생활권 인구(명) 면적(㎢) 자치구

도심권 도심권 559,640 55.74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북생활권
동북1생활권 1,545,218 66.60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북2생활권 1,825,811 104.30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생활권 서북생활권 1,221,039 71.19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생활권

서남1생활권 1,075,061 58.82 양천구, 강서구

서남2생활권 1,148,569 57.69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965,605 45.92 동작구, 관악구

동남생활권
동남1생활권 981,127 86.54 서초구, 강남구

동남2생활권 1,099,712 58.46 송파구, 강동구

<표 5-4> 생활권을 통한 자치구 통합 구분

생활권은 한강과 주요 산악에 의한 지형, 수도권 도시들과의 교통에 의한 

활동구조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심권과 동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북생활

권, 서남생활권 등 5개 생활권으로 구분한다.

일상생활이 상호 연계된 공간범 인 생활권은 생활권을 세분하여 2~4

개의 자치구를 하나의 범 로 하여 도심권과 8개 생활권으로 구분한다.

동북2생활권

동북1생활권

동남2생활권

동남1생활권서남3생활권

서남2생활권

서남1생활권

동북생활권

도심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남생활권

서북생활권

노원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그림 5-4> 생활권의 구분(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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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별 특성 및 현안

1) 도심권

① 특성

도심권은 종로․ 구․용산구 등 도심 3구를 포함하는 권역이며, 상주인구 

비 주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간인구비율이 198%로(서울시 평균 105%) 

5개 생활권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도심부는 통 인 토지이용과 인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다양하고 혼

합 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옛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규모가 작고 상호보완

인 업종과 기능들이 집된 특화지역과 정부기 , 기업본사, 서비스업 등 

인 기능들이 혼재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② 현안문제

도심부의 안문제로 정체성과 특성 소멸, 물리  환경의 쇠퇴, 개발정체를 

들 수 있다.

1970년  이래 도심기능의 화라는 목표아래 추진된 면철거 주의 

도심재개발은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과 정취있는 장소를 소멸시켜 서울 고유

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했다. 한 다양하고 인간 인 물리  환경과 활력있는 

가로환경을 소멸시킴으로써 서울의 도심부는 매력 없는 업무 심지로 변해가

고 있다.

한 도심부는 소규모 필지와 좁은 가로망 등 옛 도시구조로 인해 건물신축

이 어려운 상태여서 개발이 정체되고 있으며, 도심재개발 미시행지구는 사업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건물 신축과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③ 미래상

도심부는 600년 역사도시의 품격과 경제활력을 지닌 국제교류의 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즉,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을 600년 역사도시의 품격과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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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고, 경제  활력과 다양성․생동감이 넘치며, 보행자 주의 시민생활

공간이자 세계와 교류하는 으로 설정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간직한 매력

있고 활력있는 지역으로 발 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동북권

① 특성

동북권의 상주인구는 서울시 인구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권은 동북

1권(동 문․성동․ 랑․ 진구)과 동북2권(성북․강북․도 ․노원구)의 2

개 생활권으로 구분된다.

동북1권은 1950~196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역과 구릉지 

주변에 자연발생 으로 형성된 시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동북2권의 노원․

랑구는 1980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거지 주로 개발되어 있

어서 권역내 고용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② 현안문제

이 지역의 안문제로 첫째, 고용기반  심지기능 취약, 둘째, 동북권지

역의 교통난 심화, 셋째, 노후주택 집지역의 거주환경 취약을 들 수 있다.

동북권의 고용 도는 ha당 102명으로 서울시 평균(161명/ha)에 비해 낮은 

수 이며, 직주(職住) 비율 한 0.80으로(서울시 평균 1.13) 5개 생활권  

고용기반과 심지 기능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부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청량리․왕십리지역은 도심의 향권에 속해 있어 아직까지 부도심으로

서의 역할이 미약한 실정이다.

한 이곳에서는 서울 동북부 외곽지역에 조성된 규모 아 트단지와 경기 

북부지역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여타지역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취약한 편이어서,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혼잡 등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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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인구의 33.1%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권은 인구 도가 ha당 472

명(서울시 평균 410명)으로 생활권  가장 높은 수 이다. 성북구․성동

구․동 문구․강북구 등 기성시가지와 구릉지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

한 상태에서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세 주택이 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취약한 

편이다.

③ 미래상

동북권의 비 은 활기차고 다양한 심지와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즉, 

서울의 지역 간 균형발  차원에서 동북권의 취약한 심지 기능과 고용기반

을 강화한다. 한 생활권 단 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주거지를 

체계 으로 정비하면서 생활권내 취약한 교통기반시설과 문화복지․생활편익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담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간다.

3) 서북권

① 특성

마포구, 서 문구, 은평구를 포함하는 서북생활권은 상주인구가 123만여명

으로, 서울시 인구의 약 11.9%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서북권

은 남북교류  국제교류의 거 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월드컵경기장과 난지도․선유도공원 등의 건설을 계기로 지역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으며, 마포로 주변과 신 ․홍 앞 등 기존의 업무․상

업․문화기능 집지역외에 공덕, 합정지역 등이 새로운 교통 결 으로 부

각되고 있다.

② 현안문제

이 지역은 고용기반이 취약하여 도심권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와 기성시가지

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를 안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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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권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4%, 

7.8%로 5개 생활권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북권 내에서도 체 

종사자  약 50%가 마포구에 집 되어 있는 등 지역 간에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북권의 부분 지역은 녹지 혹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

업무 등 고용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마포로, 신  일 에 업무  상업기능

이 집해 있으나, 그 기능이 미약하여 도심권에 의존 인 실정이다.

한 서북권의 주택유형을 보면, 아 트보다 단독주택이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특히, 건축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비율이 7%(서울시 평균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 문구, 마포구 등 도심 주변 기성시가지를 심

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층 주거지 주변에 고층아

트가 건립되어 도시경 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

③ 미래상

서북권은 남북교류의 거 으로서 첨단정보화시 를 이끌어가려는 비 을 

지향하고 있다. 즉, 국제업무  남북교류의 략거 에 치해 있는 서북권은 

첨단 디지털산업이 집 된 상암․수색 부도심을 육성하고, 자연친화 인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미래지향 이고 쾌 한 생활공간으로 구축해간다는 것이다.

4) 서남권

① 특성

서남권의 상주인구는 304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생활권으로 구분해보면, 일부가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서남1권(강

서․양천구)과 서울의 산업기반이 되고 있는 서남2권( 등포․구로․ 천구), 

주거 심의 서남3권(동작․ 악구) 등으로 구분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부도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등포와 여의도지역은 증권․보험 등 융업무기능과 상업유통기능이 집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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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한편, 규모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마곡지구는 인천국제공항․김포

공항과 인 하여 국내외 물류거 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② 현안문제

이 지역의 안문제로 첫째, 자연발생 으로 형성된 시가지로 인한 도시기

반시설 취약, 산업활동기반의 쇠퇴, 셋째, 각종 규제로 인한 낙후된 주거환경

을 들 수 있다.

서남권은 일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역을 제외하면 부분 자연

발생 으로 형성된 시가지로서 도로  교통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이다. 서

남3권(동작, 악구)의 도로율은 18.6%로 서울시 평균(22.2%)보다 낮은 수

이며, 등포구와 구로구 일 에도 소규모 부정형 필지가 집된 지역이 산재

해 있다.

한 서남권은 1960년  이래 서울의 산업 심지로 수도권 산업의 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서남권에 지정되어 있는 공업지역( 등포․구로․

천․강서구 일부)은 서울시 체 공업지역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1990

년  이후 탈공업화 경향과 땅값 상승 등으로 이 지역 규모 제조시설의 상

당 부분은 경기․인천지역 등으로 이 하 다.

한편, 서남권내 시계( 界)경 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등 

상 으로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한 생활환경 개선노력이 필

요하다.

③ 미래상

서남권은 첨단산업의 심지로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려는 미래상을 가지

고 있다. 즉, 기존 산업집 기반의 고부가 가치화를 유도하여 첨단산업 심지

로 탈바꿈시키고, 주거와 공업기능의 공존 모색, 낙후된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

선을 통하여 서남권의 균형발 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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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남권

① 특성

동남권의 상주인구는 약 212만명(서울의 20.4%)이며, 주야간인구 비율은 

116%로(서울시 평균 105%) 주거기능보다 업무기능이 우세하다. 동남권은 동

남1권(강남․서 구)과 동남2권(송 ․강동구) 등 2개의 생활권으로 이루어

진다.

동남권은 1970년  이후 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 규모로 

필지가 분할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진 시가지로 성장

해왔다. 그러나 강남개발 진책으로 인해 이 지역에 투자가 집 돼 서울의 지

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동남권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울의 여타 자치구보다 주민생

활수 이 높은 편이다. 술의 당, 국립 앙도서 , 올림픽 경기장과 공원 

등 술․문화․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테헤란로의 벤처․첨단산업 

집지역과 패션가․화랑가 등 특화거리가 치하고 있다.

② 현안문제

이 지역의 안문제로 첫째, 노후아 트의 재건축시기 일시 도래, 둘째, 통

근 향권의 역화로 인한 교통혼잡 가 을 들 수 있다.

동남권은 1970년 이후 시행된 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계획 으로 

개발된 시가지이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은 비교  잘 갖추어져 있으나, 같

은 시기에 개발된 아 트가 상당수 집해 있다. 동남권 아 트  29.2%가 

1970년 이 에 건축되었으며, 1980년 이 에 건축된 아 트 비율은 49.6%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동 부도심의 성장과 함께 수도권 거주자들의 통행은 직주

원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인천에서 강남으로 유입되는 도착통행

량은 1980년 7만 통행에서 1990년 31만 통행, 2000년 56만 통행으로 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강남 역, 특히 테헤란로의 상업․업무기능 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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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통혼잡과 체증이 상습 으로 일어나고 있다.

③ 미래상

동남권의 미래상은 계획 인 성장 리와 풍부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즉, 기성시가지의 계획 인 성장 리를 통해 국제업무기능과 풍부한 문화자원, 

쾌 한 주거기능이 결합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6) 생활권별 계획방향

5  생활권별로 그 특성과 과제를 정리하고 생활권의 계획방향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대 생활권 중 생활권 자치구 생활권별 특성과 과제 계획방향

도심권 도심권
중  구
종로구
용산구

∙ 국가행정, 외교, 경제 등 중추기능 집중
∙ 600년 전통의 역사문화유산 집중
∙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 도심부 거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구시가지로서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

∙ 청계천 복원을 통한 도심기능 활성화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정체성 회복
∙ 국제금융센터, 도심특화산업의 육성
∙ 특별관리지구 지정 검토

동북권

동북1
생활권

동대문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 도심과 동북부 시외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기성시가지내 노후

주거지 혼재
∙ 교통기반시설 및 각종 생활편익시설 부족
∙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산재

∙ 고용기반 및 중심지기능 강화
(청량리-왕십리, 상계 ․ 망우, 미아 등)

∙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주거지 정비
∙ 지역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특성화사업

추진동북2
생활권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서북

생활권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 도심과 서북부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 풍부한 자연녹지 보유
∙ 저층위주의 노후한 기성시가지
∙ 상업문화기능 및 대학 집중

∙ 부도심/지역중심의 전략적 육성
(상암 부도심, 연신내 지역중심 등)

∙ 자연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한 이미지 제고

서남권

서남1
생활권

강서구
양천구

∙ 도심과 외곽 남서부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 여의도：정치, 금융, 언론기관 집중
∙ 권역내 산업기반 잠식 및 소규모 공장 등 

산재
∙ 기반시설 미비, 노후불량주택 밀집, 주거

․ 상업 ․ 공업기능 혼재와 생활편익시설 
부족

∙ 부도심(영등포) 육성 
∙ 마곡지역의 계획적 관리
∙ 미래형 산업기반 확보 및 물류거점의 

육성
∙ 서남권 시계지역 및 주공혼재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서남2
생활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서남3
생활권

동작구
관악구

<표 5-5> 생활권별 특성과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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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생활권 중 생활권 자치구 생활권별 특성과 과제 계획방향

동남권

동남1
생활권

서초구
강남구

∙ 도심과 서울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시가지
∙ 국제업무 및 IT ․ 벤처기능 급성장
∙ 대규모 중․저층아파트의 재건축시기 도래
∙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및 생활수준

∙ 계획적인 성장관리체계 구축 필요
∙ 벤처, IT, 국제업무기능의 체계적 육성
∙ 재건축 단계별추진 및 리모델링 

활성화
∙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 확대

동남2
생활권

송파구
강동구

<표 계속> 생활권별 특성과 계획방향

4. 통합을 위한 분석 방법

1) 분석개요

통합을 한 분석 방법으로  ① 변이계수와 ② Z-score를 사용하여 통합안

별 각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평성을 보는 변수 유형은 기

통계변수, 재정변수, 공공서비스변수로 나 고 이들 변수들의 분산도를 기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각각의 개편안별 표 편차를 평균으로 나 어  값으로, 해당 

수치가 크면 상 으로 포함된 자치구의 편차가 큼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해당 수치가 작은 경우를 개편안 가운데 상 인 최 안으로 단하 다.

3) Z-score

Z-score는 개편안의 각 평균과 표 편차를 고려하여 단 가 다른 것을 평균

이 0, 표 편차가 1인 값으로 표 화 한 것을 의미함. 즉, 상 인 차이를 고

려하 을 때, 각 자치구가 어느 정도 수 에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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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지수의 최 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작은 경우가 상 으로 해당 자치

구 간의 편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변이계수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변수

기 통계 변수인 면 , 인구, 인구 도, 재정자립도, 지방의회의원수를 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면적 0.44279 0.26629 0.38329 0.26629 9개 중생활권

인구 0.58496 0.31085 0.30017 0.30017 25개 구(현재)

인구밀도 0.25198 0.24517 0.28744 0.24517 9개 중생활권

재정자립도 0.29322 0.30618 0.33462 0.29322 5개 대생활권

지방의회의원 0.57810 0.37500 0.25692 0.25692 25개 구(현재)

면 , 인구 도 변수의 자치구별 분산도는 9개의 통합구로 형성하는 것이 

최소 편차를 나타내면서 각 자치구가 유사한 크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인구 변수의 자치구별 분산도는 25개 구가 최소로 나타났고, 재정자립도의 

경우는 5개 구가 최소 편차로 나타났다.

기 통계자료 변수의 경우 면 의 편차를 이기 해서는 9개 통합구로 형

성하는 것이 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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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변수

재정 변수로는 세출과 세입을 들 수 있다. 세출액은 산 액을 심으로, 

세입액은 시세와 구세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예산현액 0.44705 0.26863 0.19829 0.19829 25개 구(현재)

지방세 징수 0.52593 0.63579 0.89723 0.52593 5개 대생활권

지방세 시세 0.50336 0.62754 0.88452 0.50336 5개 대생활권

지방세 구세 0.66693 0.71171 1.00060 0.66693 5개 대생활권

산 액은 세출기 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 시세는 보통세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가 포함

되어 있으며, 목 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 구세는 보통세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와, 

목 세의 사업소세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 산의 자치구별 분산도는 25개 구 안 유지가 최소로 되어 있는바, 

이는 재의 산을 25개 구가 균일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지방세 시세( 역시재원)과 구세(자치재정)의 경우 분산도는 5개구 통합안

이 최소로 나타났다. 즉, 이는 재 25개 구의 구세 징수의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징수의 편차를 이기 해서는 5개 구로 통합하는 것이 최

이라고 단된다.

3. 공공서비스 변수

공공서비스 변수인 공무원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민원서류처리건수, 소방 

 119안 센터수를 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5장 자치구 통합안 분석  111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공무원 0.45093 0.27470 0.07422 0.07422 25개 구(현재)

인구/공무원 0.30520 0.24075 0.26473 0.24075 9개 대생활권

민원서류처리 0.38363 0.21672 0.40715 0.21672 9개 대생활권

민원처리/공무원 0.22506 0.25034 0.35701 0.22506 5개 대생활권

소방서 0.34468 0.21561 0.37689 0.21561 9개 대생활권

119안전센터 0.36835 0.24260 0.24834 0.24260 9개 대생활권

공무원 1인당 인구수의 분산도는 9개 구로 통합하는 것이 최소로 나타났다. 

이는 9개 구로 통합했을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받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각 

자치구 간에 균일함을 의미한다.

민원서류처리의 분산도는 9개 구로 통합하는 것이 최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 25개 구의 경우 업무량의 차이가 큼을 뜻한다.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의 분산도는 5개 구 통합안이 최소로 나타났으

며, 이는 5개 구로의 통합 시 민원처리 건수가 균일해짐을 의미한다.

소방서비스의 경우는 9개 구로 통합하는 것이 최소로 나타났다. 의 데이

터 결과 공공서비스는 9개 구로 통합하는 것이 자치구간 편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Z-score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변수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면적 2.14644 3.23473 3.96925 2.14644 5개 대생활권

인구 2.30582 3.51751 3.94190 2.30582 5개 대생활권

인구밀도 2.37541 3.07211 4.18234 2.37541 5개 대생활권

재정자립도 2.32252 2.59177 3.40138 2.32252 5개 대생활권

지방의회의원 2.52262 3.00000 4.05442 2.52262 5개 대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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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통계변수에 한 Z-score 분석결과에서는 5개 구로의 통합안이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 통계변수의 분산도가 작다는 것은 5개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최 임을 의미한다.

2. 재정 변수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예산현액 2.22872 2.84583 4.89606 2.22872 5개 대생활권

지방세 징수 2.74293 3.07278 4.40685 2.74293 5개 대생활권

지방세 시세 2.74883 3.00164 4.34786 2.74883 5개 대생활권

지방세 구세 2.65840 3.29653 4.55774 2.65840 5개 대생활권

재정변수의 경우 산(세출기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5개 구로 통합하는 

것이 지역 간에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공서비스 변수

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 구(현재) 최소값 해당안

공무원 2.14905 2.52427 4.05947 2.14905 5개 대생활권

인구/공무원 2.51477 3.38059 3.99546 2.51477 5개 대생활권

민원서류처리 2.11457 3.12669 3.69420 2.11457 5개 대생활권

민원처리/공무원 2.43355 3.17320 3.54776 2.43355 5개 대생활권

소방서 1.97814 1.89737 3.01511 1.89737 9개 대생활권

119안전센터 2.16225 2.95475 3.56348 2.16225 5개 대생활권

공공서비스 변수의 경우 공무원이나 민원처리와 련된 사항은 5개 구로 통

합하는 안이 최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방서의 경우는 9개 구로, 119안 센터

는 5개 구로 통합하는 것이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안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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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1. 변이계수를 통한 분석결과 

재정변수의 에서는 5개 구가 최 안으로 나타났으며, 기 통계  공공

서비스의 에서는 9개 구가 최 안으로 볼 수 있다.

2. Z-score를 통한 분석결과

Z-score를 통한 표 화 결과는 소방서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결과가 5개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최 안으로 나타났다.

3. 분석의 강점 

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안들의 경우, 단순히 몇 개씩을 통합하자는 내

용만 있을 뿐 구체 으로 어떻게, 어떠한 기 으로 통합해야 하는지에 한 내

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통합 안의 분류 시 생활권

을 반 하여(서울특별시 비 2020 도시기본계획) 구획을 정하고 분석하 다는 

데서 하나의 사례 탐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 분석의 한계

1) 변수 선정의 제한

공공서비스 변수와 련하여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민원서비스 분야에만 한

정된다. 이는 다른 서비스(ex：교육, 보건, 교통, 환경)의 경우 최 화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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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안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의 연구단계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수치

화하여 결과를 보여  수 있는 구체 인 변수들에 한 논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며,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 으로 수치화된 서비스 변수들

을 투입하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2) 형평성만을 고려

분석의 가치 단의 측면에서 보면 각 자치구 간의 형평성만을 반 하 다는 

문제 이 있다. 즉 서울시를 통합자치구로 구성할 경우 5개나 9개 자치구 간

의 균일성이 얼마나 되는가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구역의 특성이나 특화지

을 찾아내어 논리를 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형평성의 변수 역시 요하지만,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권역별 특성이나 

정치  상황 변수 등을 고려한 종합 인 단으로 자치구 개편안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5. 정책제안

의 통계결과에서 나타난 결과치를 바탕으로 종합 인 정책제안을 제시한

다면 생활권을 반 한 공간구분의 분산분석결과는 재(25개 구 체제)보다 통

합(5개 구, 9개 구)하는 것이 최 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에서 언 한  다른 서비스 변수나 기타 특화상황을 고려하여 분석

을 병행한다면, 보다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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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울시 거버넌스 구조의 개편전략

제1절 광역행정체제 강화의 필요성

1. 광역행정체제의 개념, 특징, 기능

역행정체제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 할구역에 걸쳐서 동일한 성격의 업

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이달곤, 2006). 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역을 추월하여 발생

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하여 당해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향권 내에 있는 인근의 몇몇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역을 상으로 하여 

행정사무를 통일 , 종합 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합목 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정세욱, 2000; 조창 , 1993). 역행정체제는 

지역발 계획, 교통체제, 환경보 , 산업구조의 재편 등 1개의 행정구역을 능

가하는 문제들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한 기능별 연합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행정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김명국, 2002). 첫째, 

앙집권과 지방분권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식이다. 역행정은 기존 지방정

부의 행정구역을 월하는 행정수요에 응하되, 앙정부가 이를 직  담당

하지 아니하고 지방정부들이 서로 력하여 처리하거나 보다 큰 구역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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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 의 지방정부에 임하는 등 륙 인 앙집권주의와 미 인 지방

분권주의를 조화하는 것이다(조창 , 2001).

둘째, 지방정부의 구역, 계층, 기능을 재편성하는 데 유용하다. 역행정체

제는 기존 지방정부의 할구역을 월하여 새로운 지방행정단 의 형성 는 

기능의 재분배를 통한 역행정방식이기 때문에 부분 으로 지방정부의 구역, 

계층구조  기능배분상의 재편성을 래하기 때문이다(김종표, 1995).

셋째, 사회변화와 제도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장치이다. 역행정체제는 

변하는 사회문화  환경과 지방자치의 구역, 계층구조, 기능배분 등 기존 제도 

간의 괴리를 지방정부 간 력을 통해 조정함으로써 행정제도  신축성을 부

여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박수 , 1990).

넷째, 역행정체제는 정치, 행정체제에 의해 경시될 수 없는 지역의 특수한 

지리 , 역사  요인을 시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인 목 이나 

획일 인 행정  기 에 의해 지역을 인 으로 개편할 경우 통 인 생활

권 등 그 지역의 지리 , 역사  요인을 무시한 개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방

지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행정의 기능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응격, 1991). 

첫째,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내지 사회  비용을 지방정부 간 

히 분담시킴으로써 험을 극소화한다. 서울시내 자치구 등 역행정체제는 

상호 독립 인 행정기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별로 독립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externality) 

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한다. 특히 비선호시설(쓰 기 처리장, 하

수처리장, 화장장 등)이나 험시설(핵폐기물처리장 등)은 환경문제를 래하

여 당해 지방정부에 부의 외부효과를 래하는 반면에 인근 지방정부는 무임

승차(free-rider)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 역행정체제는 이러한 부의 외

부효과를 련 지방정부들이 히 분담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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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서비스와 비용의 수평  배분이 가능하다. 역도시권 내에서 동

일한 행정서비스에 하여 재정을 부담하는 시민과 이익을 향유하는 시민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불공평과 갈등이 발생한다. 한 역정부 내에는 인구

규모, 서비스의 질, 소득수 이 다양하고 재정상의 불균형 때문에 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유리하게 되어 지역간 격차가 발생한다. 역행

정체제는 이러한 재정  행정서비스의 불공평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이 균질

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 획일

인 균형발 정책을 인 , 료 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역행정체제가 

서비스 역별로 조성될 수 있는 인 라를 조성하는데 앙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 간 갈등의 해소  분쟁해결에 기여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실

시와 더불어 도시계획의 수립  집행과정에서 NIMBY(Not In My Back 

Yard)와 PIMFY(Please In My Front Yard)로 변되는 소  지역이기주의 

상 등으로 인하여 지방정부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역행정

체제를 통해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일 된 정책  

규모의 경제를 실 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다는 이다

(신우철, 1990). 한국의 경우, 역행정체제가 인구기 으로 획일 으로 형성

되어 있어, 실질 인 역서비스의 제공과는 유리되어 있고, 그 종류도 다양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 을 할 수 있다.

2.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역행정체제의 유형은 일반 으로 역행정의 통합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이달곤, 2006).

첫째, 면  근이다. 이는 다수의 지방정부를 단일정부 수 으로 통합하

여 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통합(consolidation)과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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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ation)이 있다. 통합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합쳐져 각자의 할권을 

하나의 할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은 주도 인 치에 있는 지방

정부가 할구역과의 연계가 한 지역의 일부분을 흡수하여 보다 큰 할

권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과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지만 규모가 넓어짐으로써 주민의 선호에 부합하는 행정이 어

려워지므로 반드시 도시 체의 경제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할 수 없다. 한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인식하는 주민과 공무원, 정치인들의 항으로 실 가능

성이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진  근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구조나 구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

방정부 간 의나 기능이양 등의 방법으로 사무를 역 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연합체(federation), 의회(council of government), 특별구

(special district), 정(agreement) 등이 해당된다.

연합체는 도시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다수의 기 지방정부들이 수평  

계를 갖는 상설정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 체에 걸친 범

한 문제는 상 의 메트로 정부가, 그 이외의 도시행정 반은 하 의 기 정

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의회는 이층제의 메트로 정부에 비해 아주 작은 기능만을 담당하는 지역

의회를 창설하는 것이다. 의회는 하  지방정부의 표들이 참여하지만 

의회 자체가 독자 으로 재정력을 구비하지 않고 기능은 주로 지역계획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구는 주로 미국에서 발 되어온 제도로 도서 , 상수도, 소방, 하수도 

등과 같이 한 가지 서비스만을 공 하는 기 을 자율 으로 설립하여 운 하

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역상수도나 소방분야에 용이 가능하

다. 정은 2개 이상의 정부가 서비스제공을 목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종

에 각자의 구역 내에서 단일 으로 공 하 던 서비스를 합의된 공동의 지역

에 공 하는 방식이다. 이는 낮은 결합단계에서 역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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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를 들어 구로구와 명시 간에 체결된 상호 간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공동이용 약을 들 수 있다.

셋째, 시장  근이다. 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개의 지방정부들

이 난립하거나 복 으로 기능하며, 공식 인 조정기제가 없이 업무를 수행

하는 공공선택론  근이다. 이는 티부의 가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방정부

별로 다양한 비용부담의 조합과 서비스 수 이 존재하게 되고, 자신의 선호를 

반 할 수 있는 정부 할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

문에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

제2절 서울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위상 반영

1. 서울의 역사적 형성과정

서울은 한강을 심으로 외래문물을 수용할 수 있고 한반도의 심에 치

하고 있어 정치, 군사 , 사회경제 , 문화 으로 단히 요한 입지  이

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이 고 국가

를 형성하면서부터 각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재의 서울이 도시로서의 외형

을 구비한 시기는 고려시 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 에 서울은 본격 인 수

도의 후보지로서 부각되었고, 고려 우왕과 공양왕 때 실제로 천도가 실화되

었다.

이후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가 새 국가의 면모와 민심을 일신하고자 풍수지

리설과 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양을 수도로 결정하고 1394년 천도하

다. 이것이 서울의 수도로서의 상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은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명하고 도성 안과 도성 밖 10리를 한성부의 

행정 할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동, 서, 남, 북, 의 5부로 구분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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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재의 서울시 행정구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

울의 모습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여러 란으로 기의 모습을 잃었지만 정

조 이후 진 인 복구를 통해 수도로서의 용을 다시 갖추게 되었다. 인구의 

증가와 시가지의 확장은 상업발달의 기반이 되었고, 상업의 발달은 서울 주변

의 교통요충지에 성도시를 형성시켜 서울시의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항기 이후 서울의 도시구조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외국거류민의 

집단거주지 다. 용산 일 와 이태원 일 가 일본군의 주둔지로 개발되었고 

한강로가 건설되자 용산은 서울의 새로운 남북축으로 부상하 다. 개항기 이

후 일본인들이 청계천에 집단거주하면서 이들 지역은 새로운 상업, 경제의 

심지로 부각되었고, 종로지역은 정치, 행정의 심이 되고, 구지역은 경제, 

산업의 심, 용산은 군사 심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이 재편성되었다. 일본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서울의 도시변화에 많은 향을 주게 된 시구개정사

업을 시행하 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 도시구획정리사업이 시작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경성부가 서울시에 설치되었고, 경기도 할로

부터 분리되어 서울특별시가 되면서 수도로서의 면모를 구비하게 되었다. 

196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안 서울로의 인구집 은 심화되었고, 1963년 

도시행정구역이 확장되어 서울이 강남과 동북부로 확장되었다. 1970년  서울

로의 인구집 이 가속화되면서 서울이 거 도시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계획이 

도시권 성장억제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0년  서울은 택지개발사

업, 도시재개발사업, 불량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

어 국제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하 다. 1990년  이후에는 서울의 각종 토지이

용규제와 가용토지공 의 한계로 인한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침

상도시의 성격을 지닌 분당, 일산, 산본 등 5개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함으로

써 1990년 부터 2000년 에 걸쳐 서울 도시권이 수도권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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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위상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심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  배경을 토 로 서울은 융, 과학, 기술, 문화, 

의료,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선도  활동이 집 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의 법  상은 계법령의 개정과 그 용여부에 따라서 변화하

는데, 미군정시 에는 경기도 할하의 경성부에서 정부직할의 특별시로 승

격되면서 도와 동등한 권한을 유지하여 오다가 1962년 ‘서울특별시행정에

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할 하에 놓임으로써 타 지방정부와는 구

별되는 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국가  기본정책에 속하는 사항, 기본원칙과 기

에 한 사항, 국 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과 

련된 사항, 경찰업무에 한 사항, 보고서 제출과 사실조사에 한 사항에 

한하여 내무부장 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었다.

하지만 1991년 서울시의회의 구성과 함께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서울특

별시의 지 , 조직  운 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특례

에 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역행정에 한 분쟁이 있을 

때에, 국무총리의 조정 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상을 일반 역시ㆍ도에 

비해 높여 놓았다.

제3절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

1.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의 전제

술한 문제 을 해소하고 외국 사례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2층제를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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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정체성에 합한 역행정구역 개편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

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  다음과 같은 제가 필요하다. 첫째, 도

시권과 비도시권의 구별이다. 도시권은 비도시권과 다른 논리가 용되어야 

한다. 재의 행정구역개편논의는 주로 비도시권에 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한 방안들이고, 도시권에는 용하기 어렵다. 도시권은 이미 행정효율

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 자치단체인 자치구는 이미 인구규모

가 40만명 이상이고, 비도시권의 행정효율성을 이미 달성하고 있다. 비도시권

의 재정자립도는 도의 경우 35.4(군의 경우 17.2이고, 시의 경우 40.7)에 불과

하여, 재정자립도가 85.7(자치구평균 49.1)에 이르는 도시권인 서울특별시에 

도와 시ㆍ군의 상황을 그 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계층제도와 구역제도의 구별이다. 계층제도는 논의 상이 아니다. ‘계

층’의 형성폐지에 한 것은 국가권력의 수직  배분을 논하는 변수이고, 구역

의 확장분리에 한 것은 서비스공 의 규모에 한 것을 논하는 변수이다. 

재의 행정구역개편논의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한 규모의 문제를 논하는 것

이므로 기본 으로 계층제도의 변수는 손을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층제

도를 논하기 해서는 앙정부의 권한에 한 분권개  논의와 함께 이루어

져야지, 단지 구역문제를 논하기 하여 ‘행정효율성’을 거론하면서 계층제도

를 거론하며, 계층을 폐지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비논리 이다.

셋째, 행정규모의 정성에 한 기 변수의 다양성이다. 개편의 기 논리

로서 행정 리규모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지방행정제도의 규모의 정성으

로서 행정 리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고, 일부연구에서는 시ㆍ군통합이나 지

방정부규모의 확 를 통해 행정 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

고 있으나, 원래, 행정규모의 정성 여부는 행정복지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를 들어, 쓰 기 청소는 시ㆍ군ㆍ구 벨에서 처리하는 것

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규모의 정성을 가진다고 하면, 지하철서비스의 공

은 역시 혹은 도 벨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이다. 일반 으로 복지



제6장 서울시 거버넌스 구조의 개편전략  125

분야, 교육분야, 경찰분야와 같은 근린생활서비스의 경우는 생활권과 통행권

이 일치하는 벨에서 공 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 고용정책, 지역개발정

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등은 역 인 범 에서 조정되어야 할 성격이 강하므

로, 보다 역 이고, 정책수립에 있어 인력과 역량을 가진 행정단 에서 공

해야 할 것이다. GLA의 경우, 경제개발, 올림픽 비, 소방행정 등의 행정서비

스는 역행정에서 담당하지만, 부분의 교육, 주택, 략계획, 사회서비스, 

도서 , 쓰 기 등에 하여는 Borough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에 주목해

야 한다.

2.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이러한 제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로벌경쟁력을 높이기 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21세기 

세계는 도시권의 로벌 경쟁력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게 되는 시 를 살

고 있다. 특히,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하여 국경을 넘는 기업과 개인, 자

본의 활동이 빈번해 지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해 국경의 경계를 낮추고 있

다. 한 EU정부의 통합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 APEC 등과 같은 

로벌 력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면서, 지역경제권통합의 논의가 빈번해 지고 

있다.

로벌 경쟁력강화라는 세계 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수도권에

서 비수도권으로의 양분  지역분배정책에 치 함으로써 기존의 행정구역단

를 기 으로 분 으로 산의 나눠먹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앙정부에 

의존 인 지역개발로 인해, 경제  효율성이나 경쟁력은 히 떨어지고, 무

책임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졌다.  정부에 들어서도 역경제권에 한 논의가 

있었으나, ‘5+2’라고 하는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에 얽매여, 도시권의 경쟁력

을 진정으로 확보하기 한 노력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재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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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 특별법도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체제 에서 진행되는 논의이며, 서울

권이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략개발이란 이 결여되어 있다.

세계화 시 인 지  서울시가 국가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로 발돋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세계도시의 네트워크화 상은 도시 간의 경쟁이 한 국가안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  지구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달곤, 2005). 이처럼 도시 간 경쟁은 국가 간 경쟁을 리하게 되고 서울시

의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석이 된다는 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한 

구역  계층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역시인 서울시의 행정효율화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자치구의 규

모확 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행정구역개편의 주된 논리인 행정효율화를 서

울시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자치구의 규모를 확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효율화의 논리를 그 로 따른다면, 다단계계층으로 인하여 복ㆍ

낭비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계층을 여야 한다고 하

면, 도시권인 서울시의 경우는 도시로서의 단일성(하나의 생활권과 통근권

으로서 서울시), 정체성(서울시민이란 정체성이 ○○구민이란 정체성보다 앞

섬), 역사성(서울은 서울시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구의 경우는 행정의 편

의상 만들어졌던 행정구가 자치계층화된 것에 불과함, 서울이란 헌법  습

법을 가진 서울시를 분할한다는 것은 비역사  방식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

치구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이러한 로서는 뉴욕시의 통합과정을 들 수 있고, 도쿄도(都)의 경우에도 

23구에 하여는 일반시나 (町), 손(村)과는 달리 자치권의 제약을 두고 있

다. 국의 경우에도 GLC를 1986년 폐지하 다가 2000년에 GLA로서 런던권

에 한 역  행정계층이 필요하여 2층제로 부활한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역행정을 담당하는 서울 역시를 우선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은 

특히 특별시로서 장 의 도시이다. 따라서 행정효율성이란 논리로 진행되는 

비도시권에 한 특별법안의 행정구역개편논의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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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정특례법에 의하여 서울시의 행정구역개편논의는 국가  차원의 경

쟁력이란 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역량의 강화를 해 자치구  자치동의 의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다. 서울시의 자치구가 행정구화되거나 통합된다고 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의기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해 재의 자치구에 남아 있는 

자치구의회를 그 로 존속시킨다. 그리하여 자치구 벨의 의기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다. 즉 서울시의 산과정에 자치구 표

자로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한 벤치마킹 상은 뉴욕의 Borough라고 할 수 있다. Borough Board

는 내의 모든 Community Board 의장들과 Borough 출신의 시의원 그리고 

Borough장으로 구성된 의체로서 Borough의 장이 의장이 된다.  Borough 

Service Cabinet는 Borough장과 Borough 내의 모든 시정부 집행부의 책임자

로 구성되어 지역이슈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간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자치구

의회는 각 동자치 원회(비정치  선거로 선출되어야 함)의 장들로 구성되고, 

자치구내의 서울시 집행부의 책임자들로 ‘자치구의회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자치동의 의기능을 강화하기 해서는 입주자 표회의, 학교

운 원회, 통장 의회 등과 같이 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들이 근린

생활에 한 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인 라조성)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제4절 서울시 행정구역 및 계층 개편 대안

1. 제1단계 개편방안：현재의 2층 자치제 유지

도시권 자치계층의 단층화는 효율성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

도 이미 도시권은 비도시권에 비해 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정규모를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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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통합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층축소도 불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단층제의 장 과 단 , 2층제의 장 과 단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이규환, 2008). 단층제의 장 은 이 행정과 이 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행정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다층제에 비

하여 각 지방정부의 특수성 등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다. 반면에 단 은 인구가 많고 넓은 지역에는 채택하기 곤란하고, 앙집

권화를 래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역  행정이나 개발에 한 사무

의 처리에 부 합하다는 이다. 즉 단층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

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역  행정이나 도시행정에는 부 합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2층제는 행정사무의 기능  분업을 확보할 수 있고, 기 지방정

부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지방정부가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국가의 감독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에 이 행정을 래하고 역지방정부와 기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이 명

확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책임이 모호하고 지역  특수성이 경시된다는 단 이 

존재한다.

단층제나 2층제를 획일 으로 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지역, 특히 

도시권의 특성을 반 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 도시권인 서울

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단층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부

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국에서조차 런던의 경우에 

2층제의 자치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처 정부에서 폐지하 던 런던 역시

를 블 어 정부는 2000년에 런던 역시(GLA)로 만들어서 경제개발과 런던의 

사회  통합을 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권에서는 계층의 단

층화보다는 행정 효율의 제고를 해 오히려 2층제를 유지하는 경향을 해외사

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계층 형성 역사를 검토해 보면, 행정계층이 자치단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완 한 자치정부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기 임사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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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대도시권의 2층자치제 유지안에 기반한 계층 체계도

이 아직 높기에 지방정부는 여 히 앙정부의 행정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치구역  자치계층은 자치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동거하는 자치행정계층이 2개가 있는 셈이

다. 결국 한국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의 자치계층이 없는 셈이다. 오히려 한

국의 경우에는 앙정부 산하에 2 의 자치행정계층이 있고 그 에 행정계층

이 있어 자치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욕의 경우에는 뉴욕시가 자치행정계

층인 셈이고 그 에 자치계층으로서 Borough와 Community Board가 존재한

다. 런던의 경우에는 Borough가 자치행정계층인 셈이고 이것이 다분화되어 있

다. 즉 런던시 체로서의 통일성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GLA가 생기고, 4개의 

Agency가 분담하여 런던시 체의 행정서비스를 공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계층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계층을 단층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의 2층제를 유지하면서 자

치역량을 강화하기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안은 기본 으로 도시에서는 2층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서울과 같은 

도시권은 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서 제외하는 방

안이다. 즉 재의 2층제, 25개 자치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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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의 역사성과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구는 단지 행정  편의를 해 구분되었다는  때문이다. 

한 재 자치구의 평균인구가 40만명 이상이므로 이미 행정 리 효율성이 높

고, 역 인 도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역정부가 필요하다는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치계층(기 자치－ 역자치)을 유지하면서 역할분

담을 명확히 하면 단층제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 서울은 역사성, 정체

성, 일체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과소한 자치구를 통합하면 새로운 갈등과 분쟁

을 발할 우려( 를 들어 청사, 이름 등)가 있다. 무엇보다도 로벌 경쟁력을 

해서는 역정부에 한 분권요구를 우선 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제2단계 개편방안(자치구 통합안)：8~10개구 자치구화

도시권은 2계층제형 기 －지역정부 심의 거버 스 행정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범 한 도시권을 할행정구역으로 운 하기 해 

부분의 기 － 역 지방정부가 거버 스( 력체제)형 2층제로 구성된 지방행

정체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층제형 지방행정체제는 도시권

이 공통 으로 보여주는 지방자치원칙인 거버 스( 력)를 기반으로 일정한 

행정구역을 확보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인 규모의 경제원리를 고려한 우월

한 지방행정체제 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도시권 생활권은 사 에 정해진 지방정부의 제한된 행정구역 

범  내에서만 행정 , 경제 , 시민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 

도시민의 생활반경은 도시화에 따라 지속 으로 확 되어 가는 역성을 지향

하는 특성을 가진다. 즉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범 를 넘어 도시 생활권 범

로 확 를 지향하는 역  성향의 지방정부화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도시

권 행정운 체제는 도시권 내 지방정부 간 직, 간 인 향을 받는 한 

상호정부 간 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는 행정환경이 구성되므로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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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시권 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역  기능의 수행과 하

 지역별 개별단 를  다른 행정구역으로 하는 기 정부의 운 체제 등이 

필요하다. 이 안은 2층제 자치를 제로 25개 자치구를 8~10개로 통합 역화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권역 자치기 으로 존치하고 행정권한(서울권의 지

하철, 도로, 도시계획, 환경, 산업정책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6-2> 대도시 자치구 통합안을 기반한 계층 체계도

이 안에서는 기존자치구를 소멸(행정구로 존치 않음)시킴으로써 비용 고

효율 행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며 서울권의 특별지방행정기 을 서울특별시

에 통합하는 것이다. 도의 경우에도 통합도를 만들고 련도의 특별지방행정

기 은 통합도에 합병시킨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 은 2층 자치계층(기

자치－ 역자치)을 유지하면서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단층제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이다. 자치구를 획일 인 인구기 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

니라 역사성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그 규모를 확 시킴으로

써 행정 리 효율성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 으로 특별시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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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행정권한 강화로 이어져 집권  효율성이 증가되고, 서울시와 국가특

별행정기 으로 나 어진 복  사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폭제도 될 수 있다. 

한 행정구를 폐지하여 도시권의 기 지방정부의 계층 수를 1계층(자치계

층만 존속)으로 축소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경

우 폐지되는 행정구역의 기존 구의회는 시민 의기구로서 유지시키는 것도 민

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를 역화해도 역행정에 한 

자치가 필요함을 명시해야 한다.

개요

○ 2층제 자치, 25개 자치구를 8~10개로 통합광역화
○ 서울시는 대권역 자치기관으로 존재하고 행정권한 강화
   (서울시 지하철, 도로, 도시계획, 환경, 산업정책 등)
○ 기존 자치구는 소멸시킴(행정구로 존치 않음)으로써 저비용 고효율화
○ 서울권의 특별행정기관을 서울특별시에 통합함

평가

○ 자치구를 역사성에 맞게 통합하여 행정관리 효율성 강화
○ 서울시의 광역행정권한 강화로 집권적 효율성 강화
○ 서울시와 국가특별행정기관으로 나누어진 중복적 사무를 통합가능
○ 행정구도 폐지함으로써 책임성 명확화

특별법과 비교
○ 서울시는 특별시임(장관급의 위상) - 특별고려 필요
○ 자치구를 광역화해도 광역행정에 대한 자치필요성을 명시해야 함
○ 대도시권의 기초지방정부 계층 수를 1계층(자치계층)으로 축소

<표 6-1> 8~10개 자치구 개편안

3. 제3단계 개편방안(초광역연합체형성)：광역거버넌스 시스템의 활성화

이 안은 술한 2가지 안이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외 인 규모의 경

제를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  사무가 다른 역정부와의 계에서도 

발생한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주도로 경기도, 인천 등 수도

권을 심으로 한 역연합체를 구성하여 역  경계를 월하는 사무 등

을 처리하기 한 개편방안이다.

역연합체의 형성은 역정부에 한 충분한 권한이양을 제로 하여 

역정부 간 혹은 역정부－기 정부 간에 서비스의 역별로 다양한 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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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초광역연합 광역정부

합체를 만드는 것이다. 즉 역연합체에 강력한 권한－ 산－사무를 이 시

킴으로써 법 인 상과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한 역연합체에 이

한 권한－ 산－사무는 역정부 혹은 기 정부에서 행사하지 않도록 함으로

써 실질 인 권한을 역연합체가 독자 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역연

합체는 독자 인 연합의회를 구성하고 연합체의 문공무원을 채용하며 이에 

한 인사권을 연합체의 수장(단체장)이 갖도록 해야 한다. 역연합체는 

역수 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계획권, 조정권, 산배분권을 

가지고, 역수 의 서비스에 련된 의사결정은 곧 앙정부 부처의 권한

으로 간주해주는 특례도 필요하다. 즉 서울시의 지 를 특별시로 함으로써 서

울시장에게 앙부처의 장 과 동 의 지 를  서울시의 행정특례처럼, 

역연합체의 연합정부 단체장의 상을 부총리  혹은 특임장 으로 격상

시켜 앙부처를 견제할 수 있는 향력을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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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행정구역 및 계층에 대한 자문내용

○ 한국

하혜수 교수(경북대)

1. 현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에서

－자치역량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 극 인 측면 부각 필요

－  지방행정체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발 과 경쟁력 제고를 해 

체제 개편이 필요함. 

－오마에 이치의 서(The End of Nation State, 1996)에 제시된 지역국가

(region state) 는 지방분권국가체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요구됨. 

2. 특별법안의 개편전제에서

－기본 제설정과 해법에 한 문제  지  필요

－지방분권을 제로 하고 있으면서 27% 자치를 개선하기 해 도폐지 

는 행정기 화 추진은 논리  모순

－당연히 앙권한의 지방이양 는 시도의 자치권 강화로 연결되어야 함.

－OECD선진국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해 역지방정부에게 법률제정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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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분석에서

－특별시에 해 “언  없음”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 않음.

－특별법안 제5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종 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인 특별시로 하되....”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단층제가 아니라 특별시－ 역자치구의 자치2층제가 됨.

－ 역시의 경우에도 특별법안 제6조에 읍ㆍ면ㆍ동 자치기구화를 명문화하

고 있어 이에 한 언  필요

4. 평가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국가경쟁력 기 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국가경쟁력의 세부기 으로는 경쟁조건과 자치역량이 될 것이고, 평가

상으로는 역규모  자치권이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국가경쟁력은 역자치단체의 규모결정에 있어서 요한 기 이 될 

수 있고, 민주성과 근성 등은 기 자치단체의 규모결정에서 요한 기

이 될 수 있음(Ohmae(1996)는 500만~2000만명으로 설정).

－따라서 평가기 의 용은 역과 기 로 구분하여 근할 필요가 있음. 

5. 단체장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 역과 기  모두에 있어서 직선제를 유지할 필요 없음.

－ 한 단체장은 임명제로 하더라도 헌법에 배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계층을 없애거나 임

명제로 하더라도 자치권 강화를 통해 주민의 참정권이 강화될 경우 문제

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 소의 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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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한배분-분권성과 관련하여

－분권과 지방분권은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하여야 함(하혜수, 2006).

－지방분권화를 해 역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이 세계  추

세임.

7. 개혁속도와 관련하여

－개 속도가 아닌 개 방식이 아닌지?

－개 방식에 있어서 앙주도 방식으로는 지자체와 주민의 수용부족 → 

거버 스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임.

8.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궁극적인 가치인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빠져 있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수단에 해당되고 일차  목 은 주민편의, 효율성 

제고, 지방분권 등이 될 것이고 궁극 인 목 은 이를 통한 국가발 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될 것임.

9. 자치계층구조의 난맥은 본질적인 문제로 보기 어려움. 지금도 난맥이라고 

할 수 있음.

10. 서울시로서의 위상 위협：사실과 다름.

11. 대도시권의 행정구역 및 계층제 개편전략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사례 고찰 필요

－포르투갈, 이탈리아：지역정부에게 획기  권한이양 추진

－ 국：단층제 추진과 더불어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등에게 획기  권한이양

－ 랑스와 독일： 역화 추진

－일본：도도부 의 도주제 개편 추진



154  대도시권 정부 간 거버넌스 연구

－  세계 으로 지방분권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해 역화 추진

－세계화 시 에 있어서 도시는 국가를 신하는 경쟁력의 핵심주체임.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해 특별시의 자치권 강화, 핵심  주체인 

도시를 포함한 역  지역정부(도+ 역시) 창설 필요

12.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체계도

－도와 역시를 통합한 역도의 개념이 용되어야 함.

－ 역도가 창설되어야 서울특별시와 격이 맞음.

－실질 으로도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음.

－오마에 이치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기 해서는 역지

방정부의 규모는 최소 500만명에서 최  2,000만명이 되어야 한다고 함. 

－서울특별시나 역도( 역시+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임. 

13. 행안부 대안 

◦1안은 행 자치 2계층( 역－기 )을 유지하는 틀에서 역은 행을 유

지하고, 기 는 확 ․통합한다는 방안 

◦2안은 자치 2계층을 유지하는 틀에서 역과 기 를 모두 확 ․통합하

는 방안임. 략 역은 행 16개에서 5~7개로 통합하고, 기 는 행 

234개에서 100여개로 개편한다는 것

◦3안은 국을 40~70개의 역시 체제로 바꿔 행 자치 2계층을 자치 1

계층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임. 이 경우 행 도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

가행정기 으로 환 

◦4안은 (準)연방제로 국을 단일 계층의 6개 역도체제로 환한다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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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종원 교수(카톨릭대)

□ 대도시권 borough(준 자치구)：뉴욕시

－다른 도시들은 개 독립자치시, 시ㆍ군통합형(consolidated city-county), 

병합형(merged city), 흡수형(annexed city)의 형태를 취함.

－ 부분의 도시들도 우리와 같이 자치구를 가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

치구를 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정치  이유(선거구의 변화에 따른 구청장

의 이해, 국회의원의 이해, 서울시장의 이해, 청와 의 이해 등), 주민의식

의 문제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5~6개의 역자치구 형태보다는 인근

의 자치구가 자발 으로 통합하도록 재정인센티 , 행정  조치 등으로 

통합을 간  유도하여 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안은 기본적으로 인구규모 중심의 분할이며, 서울시를 해

체하자는 안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수도시민의 입장에서 수용불가능한 안임.

－행정구역 분할의 가장 요한 것은 생활단 권과 주민의식인데 이것을 

완 히 무시한 방안임.

－몇 개의 통합 자치구로 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보나, 자치시로 분할하는 

것은 더욱 곤란함. 그 경우 통합자치구의 경우 인구가 150만~250만 정도

로 거의 역시 규모가 되므로, 자치구보다는 자치시로 두자는 (동시에 

서울시도 해체하면서) 방안인 것 같으나 실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이

와 같은 논리는 역교통체계의 발달, 자족  신도시의 미개발 등의 이유

로 수도권의 연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기도도 몇 개의 역시로 합쳐

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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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에 대하여 2층제 자치를 유지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비도시권에 대한 행정체제개편안을 수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

적이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보임.

－일률 인 기 을 정하기보다는 다른 기  시․군도 통합을 유도하고, 자

치구도 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

하정봉 교수(계명대)

일본의 경우 도주제 도입과 련하여 각 이해 당사자가 다양한 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일 된 개 방안은 없지만 도시의 경우 행정의 일

체성, 그리고 재원의 경우 선택과 집 이라는 원칙이 시됨.

－자치구의 경우 도시내 분권이 시되는 것이 세계 인 추세임. 따라서 

가능하면 자치구 제도를 유지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행정구로 환 시에

도 주민자치  에서 보완책이 필요(커뮤니티 강화, 자치구  권한 

부여 등)

－ 도시인 서울로서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서울특별시의 존치를 

명시, 혹은 확 되는 기 자치구와의 계에서의 권한배분 원칙을 천명할 

필요)이 필요

－  추진 법안은  행정체제에 한 궁극  구상(국가  비 )이 결여된 채 

미시 으로 통합을 우선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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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개편 략에서 안 1과 안 2는 어떤 원칙에 의한 

안인지가 불분명함.

－ 안 2의 통합자치구의 경우 특별시 권한의 상당부분을 이양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되는데 이에 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보다 공세 인 개편방안도 제시할 수 있음( 컨  역지방정부 도입, 

경기 일부를 포함하는 수도권개념 도입).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

하고 행 개편방안은 앙정부 권한  재원의 이양에 한 논의는 상

으로 미약함.

차등  분권에 한 논의와 도시 자치구 간 재정조정에 한 논의 필요

일본 도주제(道州制) 추진 및 대도시제도 개혁 방향

－ 도쿄도(東京都)를 중심으로 －

하정봉 (계명대)

중앙정부

도(1) 부(2) 도(1) 현(43) 광역자치단체 47개

특별구(23), 시정촌 시정촌 기초자치단체 1,800개

<표 1> 일본의 중앙－지방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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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구제도조사회(특별구 자문기구, 2005년) [도쿄의 새로운 자치제도를 향해서]

◦원칙

－행정의 일체성：도쿄 도시 행정의 일체성 확보

－재정의 자립성  자주성：일체성의 원칙하에 재정의 자주성 추구

1) 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를 신설하되 시간의 연계를 유지(시나리오 1)

－횡단  계 유지：시( ) 간 연계를 해 도쿄시 연합기구 혹은 공동

유지기구를 신설

2) 행정의 일체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구를 폐지하고 일반시 신설(시나리오 2)

3) 이때 도쿄도는 도쿄부로 변경

－도주제가 도입될 경우 도쿄도가 행과 같이 시의 기능을 유지한 채 주

로 승격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특별구제도를 폐지하고 도쿄도에 유보되

어 있는 사무와 세원을 이양하여 새로이 ‘기 자치단체연합’을 신설하

려는 구상은 도주제와의 정합성이 높음.

2. 도쿄자치제도 간담회(도쿄도 자문기구, 2006) [논의의 정리]

－구(기 지자체)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는 새로운 연락기구설치는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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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효율화의 에서 선택하기 어려움

－도쿄도가 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도시경 의 추역할을 동시에 수행

할 필요가 있으나 후자에 보다 을 둘 필요

－특별구는 존치하되 기 지자체로서 주민과 한 사무를 담당

－단 특별구의 재정, 인구 등의 편차를 축소하기 해 재편이 필요

－도주제 도입 시 수도권의 도주는 어도 1도 3 을 포함하는 범 가 바람

직(동일기능권역)

→ 지방제도조사회 도주제 답신(2006)에는 도쿄도를 하나의 도주로 하는 

안, 도쿄에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도쿄

도를 분할하여 그 일부에 해서 앙정부의 직 할 방안, 그리고 

도심3구의 세수를 앙정부의 조정재원으로 하는 방안 등에 한 논

의(자민당도주제조사회, 2007)도 있으나 양안 모두 지방자치의 원칙

과는 배치되는 논의로 명확히 반 입장을 표명

－도주제 도입 시에는 특별구 는 특별구와 주변 시정 이 하나의 기 지

자체를 형성하여 도시 경 을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 방안

3. 도쿄상공회의소(2008년) [도주제 및 대도시제도의 바람직한 방향]：3대 원칙

－일체성：특별구 체를 하나의 시역으로 간주

－수도성：수도기능의 고려

－도와 특별구 역할분담의 원칙：명확한 역할구별을 추구

1) 23구 폐지 통합 도쿄시 신설

◦지방분권, 작은 정부, 기 자치단체 강화라는 기본 골격

◦도쿄 23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롭게 ‘도쿄시’ 신설을 구상

∙도가 구 간 재정조정, 상하수도  소방업무를 담당함.

∙이 과정에서 도의 기능이 비 화되었고 구는 자기결정, 자기책임 원칙

을 철시키기 어려움(한정된 권한만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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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령지정도시(14시) 중핵시(37시) 특별시(40시)

요건
∙ 인구 50만 이상으로 정령으로 지

정하는 도시

∙ 인구 30만 이상으로 정령으
로 지정하는 도시(50만 이하
는 면적 100k㎡이상인 경우)

∙ 인구 20만 이상으로 정령으
로 지정하는 도시

사무배분의 
특례

(주요 예)

∙ 아동상담소의 설치
∙ 보건소 설치
∙ 도시계획의 결정
∙ 일부 국도의 관리

∙ 개호노인시설의 인가
∙ 보건소 설치 
∙ 설치제한

∙ 시가화구역 또는 시가화조정 
구역내 개발행위 허가

∙ 소음을 규제하는 지역 및 규
제기준의 설정

관여의
특례

∙ 지사의 승인, 허가, 인가 등의 관여
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관해 그 관
여를 배제하거나 지사의 관여대신 
각 대신이 직접 관여하도록 함

∙ 복지에 관한 사무에 한정하
여 지정도시와 같은 관여특
례가 인정됨

∙ 없음

행정조직상 
특례

∙ 구의 설치(구장, 구조역, 구수입역 
등 설치)

∙ 구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구지역협의회 설치

∙ 없음 ∙ 없음

재정상
특례

∙ 지방도로양여세 증액
∙ 지방교부세 산정상 조치
∙ 복권판매수익금

∙ 지방교부세 산정상 조치

지정절차 ∙ 정령으로 지정
∙ 시 신청, 정령으로 지정
∙ 신청 시 시의회의 동의와 도

도부현의 동의가 필요

∙ 시 신청, 정령으로 지정
∙ 신청 시 시의회의 동의와 도

도부현의 동의가 필요

자료：우츠노미야 시정연구센터(2006：7) 주：2008년 현재 정령지정도시는 17개임.

<표 2> 지정시ㆍ중핵시ㆍ특별시 비교

2) 도주제와 동경도

◦ 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첫째, 도쿄도 단독주안, 둘째 도쿄도 분할안 혹

은 앙정부에 의한 일부직할안

◦이는 인구  경제력의 균형화를 제로 하는 안으로서 도쿄권의 기능을 

경시하고 있음.

◦도로, 철도, 항만, 수질, 기오염 등 역  과제의 해결을 해서는 도쿄

도 단독으로는 소하고 보다 역 인 단 로서 도쿄도, 가나가와 , 지

바 , 사이타마 (1도 3 )을 하나의 주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현행 대도시제도의 문제점

◦정령지정도시와 도부  제도와의 이 행정, 역할 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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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지정시의 재원의 한계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오사카시 그리고 신설되는 도쿄시는 도시로서

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주의 구역 내에는 포함되지만 시역내의 

문제는 시가 주체 , 종합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 인 사무권한

과 재원을 보장하여야 함.

－도주는 보다 역  기능 그리고 시정  연락사무 기능에 한정하여 특화

4. 도주제하의 대도시제도에 관한 논점(나고야시,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 도시를 도주에 속하는 기 자치단체로 할 것인가 일반 도주로부터 독

립한 존재로 취 할 것인가

→ 역  행정의 수행을 해서는 도시를 도주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실성이 음.

－도주와 도시의 명확한 역할 분담

→ 실 으로는 동 는 도주의 여가 불가피

1) 특별시제도

◦도주로부터 독립한 특별시를 설치(주변 도시권까지 확 개편)

◦특별시 내부에는 행정구 는 특별구를 설치

－특별시 구역 내에서는 도주가 담당하는 권한을 모두 특별시가 담당함.

－특별구 설치 시 구별로 집행기   의회가 설치되어 행정 비용이 증

◦도주제가 도입될 경우 도주의 종합 , 일체  지역만들기 추진에 특별시 

제도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특별시 역내의 세는 도주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주내의 다른 시정 에 

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2) 권한강화형 정령지정도시제도

◦ 재의 정령지정도시 제도를 기본으로 권한과 재원을 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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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에 한 분권을 강화할 필요 

◦정령지정도시를 도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  존재로 하는가에 따라서 다

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정령지정도시 시장회, 2006]에 따르면 기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철 히 따르도록 주장(도주의 역할을 명확히 한

정： 역사무, 연락조정사무, 보완사무, 공통사무)

◦도주는 역  사무를 담당하고 지정도시는 그 역내의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기본 으로 특별구에 비해 용이하나 복 가능성이 있음.

3) 특별구제도

◦ 재 지정도시의 행정구를 도주직할의 특별구로 개편

◦이 행정 해소에는 유리하나 도시 문제를 도도부 보다 역 인 도주

가 담당하는 것이 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됨

◦행정구별로 집행기   의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은 증

◦ 역기능은 도주가 일체 으로 담당

4) 특별기구제도

◦ 재의 지정도시 행정구를 기 지자체(시)로 하여 주와 당해 시  주변

시정 으로 구성되는 특별기구( 역연합 등)를 설치

ex) Great London Authority, Great Nagoya Authority

◦특별기구의 소 사무에 해서는 주로부터 독립한 특별기구가 담당

◦주민과 한 계가 있는 사무는 시, 도시 문제는 특별기구, 역  

사무는 주가 담당

◦도주, GNA, 시정 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행정 우려는 음

◦지정도시의 구가 기 지자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내 분권의 필요가 

없음.

◦GNA의 기능을 한정하고 도주가 구성원이 되면 일체성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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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박해육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60년대와 70년대의 행정구역의 목적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분야와 농 지역이 격히 변화하여 

사회경제 , 인구학  측면에서 군과 게마인데(Gemeinde)를 재구조화   

◦정주구조의 불균형  불일치의 개선을 한 계획의 시와 더불어 행정 

문가들 사이에서 행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복지국가의 확 와 한 련이 있음. 지방정부는 단지 정책  법률을 

단순히 집행하 으나 범 한 개 정책이 실시되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시 

◦정책결정과 행정기능을 분권화하려는 개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게마인데의 총수는 1968년에 24,282개에서 

1978년에 8,518개로 감소하여 감소율은 6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
(백만)

인구밀도
(㎢)

1968년
게마인데수

1978년
게마인데수

감소율
(%)

평균인구
(게마인데)

바덴-뷔르템베르크 10.4 294 3,379 1,111 67.1 9,000

바이에른 12 173 7,077 2,052 71 6,000

헤센 6 287 2,684 423 84.3 14,000

니더작센 7.8 166 4,231 1,030 75.7 7,800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18 528 2,277 396 82.6 45,000

라인란트-팔쯔 4 203 2,905 2,320 20.1 1,700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2.7 176 1,378 1,132 17.9 2,400

독일 전체 60.9 230 24,282 8,518 64.9 7,000

<표 1> 주별 게마인데 수의 변화(1968년과 1978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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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의 행정구역 

◦통일 이후 새로 편입된 5개주에서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의 목 은 체 

지방행정조직이 구서독의 주에 응하도록 하여 연방법과 주법이 독일의 

 토에서 통일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군의 구역개편은 성공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합리화의 차원에

서 통폐합이 이루어짐. 란덴부르크주는 1993년 38개의 군을 14개로 

으며, 다른 4개 주는 1994년에 통폐합을 단행하 음. 메클 부르크－포

어포메른주는 31개에서 12개로, 작센주는 48개에서 28개로, 작센－안할

트주는 37개에서 21개로, 튀링겐주는 35개에서 17개로 임(<표 2> 참

조). 체 으로 5개 주에서 군의 수가 51.3%나 어듬.

◦1994년 이후로 5개주에서 군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로 유지되었으

나, 2007년 7월에 들어와서 작센－안할트주가 22개 군을 11개로 통합하

으며, 2008년 8월 작센주는 22개의 군을 10개의 군으로 통폐합하는 구

역개편을 단행하 음.

1990년 1994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08년*

브란덴부르크 39 14 14 14 14 1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31 12 12 12 12 12

작센 48 28 22 22 22 10

작센-안할트 37 21 21 21 21 11

튀링겐 35 17 17 17 17 17

<표 2> 주별 군의 수의 변화 

◦군의 구역분할을 해서 주요한 기  의 하나는 군의 규모 으며, 군의 

규모는 4가지 기 , 즉 인구수, 군 할 게마인데의 수, 군의 면 , 인구

도 등을 통하여 악함. 구서독 지역에서의 군 구역개편 기  련 주장

에 따르면 평균 인구 도는 1㎢당 200명이며, 인구수는 평균 150,000명이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역개편에 따른 게마인데의 통폐합도 통일 이후에 지속되고 있으며, 



부 록  165

2007년 12월말 기 으로 3,855개의 게마인데(1990년 비 50.6%)가 통폐

합되었으나 주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1990년과 비교하여 가

장 많은 통합이 이루어진 주는 란덴부르크로서 76.6%나 어들었으며, 

그다음으로 작센주(69.1%), 튀링겐주(43.4%)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메클

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24.5%, 작센-안할트주는 24.9%만 통폐합한 것

으로 나타남.

□ Berlin시의 구역개편

◦통일 이후 1990년부터 2000년까지 23개의 행정구(Bezirke)가 존재하 으

나 2001년 행정개 과 더불어 12개의 행정구로 통합되었음(인구 300,000

만 기 ).

◦구청장은 시민들이 직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선에 의해 선출

◦개 ：

－지구계획  주 계획에 한 결정권 부여(자치권한 부여) 

－구청장을 국민들이 직  선출하도록 하자는 주장 두

행정구명 인구 면적(km²) 비고

Charlottenburg-Wilmersdorf 317,204  64.72

Friedrichshain-Kreuzberg 269,386  20.16

Lichtenberg (Hohenschönhausen) 258,877  52.29

Marzahn-Hellersdorf 248,846  61.74

Mitte(Tiergarten, Wedding) 329,564  39.47

Neukölln 307,965  44.93

Pankow(Prenzlauer Berg, Weißensee) 366,239 103.01

Reinickendorf 241,690  89.46

Spandau 223,569  91.91

Steglitz-Zehlendorf 290,598 102.50

Tempelhof-Schöneberg 332,032  53.09

Treptow-Köpenick 238,831 168.42

총    계 3,424,801(평균：285,400명) 891.7(평균：74.3km²)

<표 3> Berlin 시 행정구 및 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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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최진혁 교수(충남대)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랑스는 1982년 이래로 5단계의 행정계층( 지옹－데빠르뜨망－아롱디스

망－깡똥－꼬뮨), 3단계의 자치계층( 지옹－데빠르뜨망－꼬뮨)구조를 갖는다

(<그림 1> 참조). 즉, 지옹, 데빠르뜨망, 꼬뮨은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로 존재하고, 아롱디스망은 도의 하부행정구역으로, 깡똥은 선거구역으로 기능

한다. 200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 26개의 지역(Région), 100

개의 도(Département), 36,783개의 시ㆍ읍ㆍ면(Commune)이 행하는 일반 행정, 

그리고 특별한 주민수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행정구조라 할 수 있는 지방자

치단체 간 력집합체(les regroupem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로서의 보조 

간계층구조를 더 갖는다. 즉, 조합(Syndicats), 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합병공동체(Communautés d`agglomération), 신합병조합(Syndicat 

d`agglomération nouvelle), 시ㆍ읍ㆍ면공동체(Communautés de communes)와 

특별구(Districts)가 그것이다(<표 1>, <표 2> 참조). 오늘날 (지방)행정은 국가

기구(정부, 특별행정기 )나 지방자치단체(시ㆍ읍ㆍ면, 도, 지역)에 의해 

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기능분권의 형태(특

별기구)를 통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러한 배경 하에 자치단체를 해 특수한 목 을 수행하기 한 범  내에서 특

별지방자치단체가 성립되고 있다. 지방공공( 조물)기 (Les établissements 

publics territoriaux)도 이런 서비스에 의한 행정분권형태의 하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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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8년

시ㆍ읍ㆍ면(Communes)
36779

(프랑스 본토 36565, 해외영토 114, 
기타 100)

36783
(프랑스 본토 36569, 해외영토 114, 

기타 100)

도(Départements)
100

(프랑스 본토 96, 해외영토 4)
100

(프랑스 본토 96, 해외영토 4)

지역(Région)
26

(프랑스 본토 21, 코르시카 1, 해외영토 4)
26

(프랑스 본토 21, 코르시카 1, 해외영토 4)

해외영토
(Territoires d`outre-mer)

2
(Wallis-et-Futuna,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2
(Wallis-et-Futuna,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특별법규적용 지방자치단체
(Collectivites à statut 

particulier)

4
(Polynésie française, Nouvelle-Calédonie, 

Mayotte, Saint-Pierre-et-Miquelon)

4
(Polynésie française, Nouvelle-Calédonie, 

Mayotte, Saint-Pierre-et-Miquelon)

자료：DGCL,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08.

<표 1>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수

1999년 2008년

조합
(Syndicats)

18504
(단일업무조합 14885, 복수업무조합

2165, 혼합조합 1454)

16133
(단일업무조합 11739, 복수업무조합

1451, 혼합조합 2943)

도시공동체
(Communautés urbaines)

12 14

합병공동체
(Communautés d`agglomération)

- 171

신합병조합
(Syndicat d`agglomération nouvelle)

9 5

시ㆍ읍ㆍ면공동체(Communautés 
de communes)와 특별구(Districts)

1652 2393

자료：DGCL,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08.

<표 2>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집합체 종류와 수

2. 지방정치 ․ 행정조직：정치 ․ 행정적 통합모델

랑스의 정치․행정체제는 국가의 단일성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논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국가가 

심이 되어 지방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는 방식에서 국가 표자인 도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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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système de Préfet)를 도(Département), 지역(Région)단 에 두어 분산행정

(행정분권：Administration déconcentrée)의 요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이 되어 지방행정을 수행하려는 방식에서 지방

의회가 주체가 되어 자기지역의 사무를 자율과 책임 하에 처리하려는 분권행

정(자치분권：Administration décentralisée)을 추구하고 있다.

요컨 , 랑스 지방조직은 정치․행정  통합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바, 수

직  행정분야, 수평  정치분야, 그리고 국가의 분야사업이 지방에 목된 지

역  통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은 같은 집행기 과 

의결기 을 만들어내고, 이들 에서 도청권한과 국가의 특별행정기 이 개입

된다. 그런데 지방정치공간의 기구 첩화에 따라 기구조직계층은 서로 첩되

고 앙정치행정기구의 지 화로 지방정치․행정의 역에 자주 연계 침투되

는 상을 보이고 있다. 

3. 지방정부 구성형태

랑스의 지방정치행정체계는 일률 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된 조

직(l`organisation intégrée) 내에 의결기 (지방의회), 집행기 (집행 원회와 

의장)을 배열하고있다. 즉, 외형상 의원내각제도의 형상에 따라 의결기능과 집

행기능을 사실상 한 기 에서 담당하는 기 통합형태를 채택하며 내용상 두 

기능을 립시키고 있다. 따라서 집행기 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하여 선출되

는 간 선거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 두 권한사이의 연결고리는 보통 자치

단체장의 정치담당부(le Cabinet)에 의해 보장되어 긴 한 계를 형성하게 된

다. 이 모델은 두 권한을 완 히 분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함으

로써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

의 원칙에 따라 두 권한이 분립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의 부드러운 분립(La 

séparation “souple” du pouvoir)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시ㆍ읍ㆍ면의회

(le conseil  municipal)가 소수당에 처한 시ㆍ읍ㆍ면장(le maire)을 자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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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시킬 수 없고 시ㆍ읍ㆍ면장도 시ㆍ읍ㆍ면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법  

사실에 연유하고 있다. 리시는 도와 시ㆍ읍ㆍ면의 2  지 를 가지므로 

리시로서는 시ㆍ읍ㆍ면행정법(le Code de l`administration communale)의 

용을 받으며, 리도(le département de Paris)로서는 1871년 법률과 리도  

시에 부여하는 권한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권한을 행사한다. 리

구(20개)는 리시의 하부행정구역으로 존재한다. 다만 리, 마르세이유  

리용시의 행정조직에 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구의회

의원의 1/3은 그 구에서 선출된 리시의회의원으로 하고 있다.

4. 유럽도시의 계층구조

유럽연합국가의 경우에서도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2~3계층제를 

운 하고 있다(<표 3> 참조).

국가명
인구

(백만명)
수도

전국면적
(km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독일 82.0 베를린 343만 356,900 16Lander, 426 Kreise 16,068 Gemeinden

벨기에 10.2 브뤼셀 96만 30,500
3 regions

10 provinces
589 communes

덴마아크 5.3 코펜하겐 136만 43,100 16 comtes 273communes

에스파니아 39.4 마드리드 282만 504,800 50 provinces 8,082 communes

프랑스 60.2 파리 932만 549,000
26regions 

100departements
36,679 communes

그리스 10.5 아테네 307만 13,200 54departements 5,921 communes

아일랜드 3.7 더블린 95만 70,300 8regions;34C 151conseils D

이탈리아 57.0 로마 265만 301,200 20regions;95P 8,074commune

룩셈부르크 0.4 룩셈부르크 8만 2,600 118communes

네덜란드 15.7 암스테르담 112만 40,800 12provinces 640communes

포르투칼 10.0 리스본 256만 92,400 2regions;18D 305communes

영국 59.2 런던 707만 244,800 56comptes 481districts

스웨덴 8.8 스톡홀름 73만 449,960 24comptes 286communes

오스트리아 8.1 빈 181만 83,859 9연방정부 2,301commune

핀란드 5.1 헬싱키 93만 338,000 1PA 460commune

자료：Ministère de l`intérieur, DGCL(2006). p.117.
D：district / P：Province / C：County(comptes) PA：province autonome

<표 3> 유럽연합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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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 지방의원의 요구：구역개편의 논의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정리에 각별한 애정을 표 하고 있다. 왜

냐하면 꼬뮨분배의 문제가 한 사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1월 1

일 재 꼬뮨은 36,772개(그  36559개는 랑스 본토에 해당)인데36), 그 가

운데 25,000개 이상의 꼬뮨은 700명 이하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꼬뮨의 

90%가 2000명 미만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2%만이 10,000명 이상

이다. 즉 랑스의 기 자치단체 꼬뮨은 과도한 세분화로 특히 농 공간은 최

소한의 <권한의 티끌>로 찾아지게 되며 <擬似化된 권력>으로 비춰지게 된다. 

반면 꼬뮨을 합병하면 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꼬뮨합병

의 시도는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꼬뮨을 통합하여 효율 인 지방자치단 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를 싫어하는 랑스인의 보수성과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통합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되어 지방자치를 제 로 시행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과 자치단체 간의 조가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

기 해서 단체 간의 의체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제도  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임도빈, 2002：306-307). 따라서 꼬뮨의 다수 의원들은 

<지방근성：esprit de clocher>과 종종 혼동하는 <시․읍․면 자치：autonomie 

communale>를 요시하는 자유로운 시ㆍ읍ㆍ면 간 연합을 바랄 뿐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근 성>으로 변되는 랑스 꼬뮨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기

세포로 존재한다(Tocqueville, 1952).

36) 랑스를 제외한 11개 유럽통합국가의 기 자치단체 수인 33,000개보다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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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for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in 
Metropolitan Level

Chan-Dong Kim ․ Se-Koo Rhee ․ Joo-Hun Lee ․ Seong-Moon Park

This research analyze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its sub-boroughs with regard to provide effective public 
services. In recent, the agenda of integrated administrative area introduced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aising local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This bill also suggested that the Seoul Metropolitan City should consider to 
unify its sub-boroughs and to establish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a larger 
region. That means, only sub-borough's level autonomy remains but not the 
Seoul Metropolitan level. It endangers the existence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s a self governing body.

The Seoul Metropolitan City has extended and separated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sub-boroughs following an increase in population. As of 2009, 
Seoul Metropolitan City has 25 sub-boroughs. However, the subdivided 
administrative area cause ineffective public service provision in terms of the 
severance of a sphere of life. In this context, we need to consider how many 
integrated sub-boroughs make an ideal alternatives?

In order to explore ways for the solution, we investigated into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metropolitan area at global level. Analysi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London, Tokyo, New York, Berlin, and Paris showed 
that the metropolitan city has the advantage of maintaining dual-hierarchy 
system, and can unify sub-borouhgs in partial level.

We examined the basic statistical data, financial, and public service 
variables in order for seeking ideal model for sub-boroughs unificatio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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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into five-integrated, nine-integrated plan, and the original 25 plan 
through a z-score and a coefficient variation analysis at each plan. As a result, 
the best suggestion of integration was the nine-integrated administration plan. 
I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should unify its sub-boroughs, the nine- 
integrated plan will be an reliable alternative rather than others. However, we 
suggest that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suitable to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terms of local autonomy. Aggressive integration causes 
the breaking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s a larger regional administration 
body, and brings out a risk getting centralized administration. In conclusion, 
we need to consider a variety ways of intergovernmental governance’s 
revitalizing within maintaining present dual-hierarchy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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