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vii

목차

01�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3

02�지방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구조 6

1_지방의회의 지위 및 역할 6

2_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 8

3_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및 특성 12

03�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현황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20

1_서울시의회 의정환경 20

2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현황 24

3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운영실태 28

04�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인식조사 38

1_조사개요 38

2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수준 40

3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저해요인 및 문제점 분석 42

4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개선방안 47



viii�/�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05�해외 주요도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 54

1_해외 주요도시 지방의회 지원체제 사례조사 의의와 방향 54

2_기관대립형 해외 지방의회 사례 55

3_기관통합형 해외 지방의회 사례 65

4_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74

06�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개선방향 78

1_제도 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78

2_단기 전략방향 80

3_중장기 전략방향 84

참고문헌 87

부록 91

Abstract 97



목차 /�ix

표

[표 2-1]�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7

[표 2-2]�지방의회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의정활동 영역 8

[표 2-3]�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 연혁 13

[표 2-4]�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변천 14

[표 2-5]�지방(광역)의회와 국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비교 17

[표 3-1]�2011년도 광역시도 의원 1인당 인구,�공무원(명)과 예산 규모(100만 원)� 21

[표 3-2]�서울시의회의 정치적 특성 22

[표 3-3]�서울시의회 당선자별 학력분포 23

[표 3-4]�대수별 서울시의원 직업적 특성 23

[표 3-5]�서울시의회 조례안,�규칙안 처리 현황 25

[표 3-6]�서울시의회 동의(승의)안 및 예·결산 처리 현황 26

[표 3-7]�서울시의회 역대 의회별 행정사무조사·감사 및 시정질문 현황 26

[표 3-8]�서울시의회 역대 의회별 청원,�의견청취,�건의 및 결의 처리 현황 27

[표 3-9]�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 변천 28

[표 3-10]�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조직구조 변화 29

[표 3-11]�서울시의회 정책지원인력 변화과정 30

[표 3-12]�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 업무내용 32

[표 3-13]�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 업무내용 34

[표 4-1]�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9

[표 4-2]�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의 성과 41



x�/�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표 4-3]�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의 성과(잘하고 있는 기능) 42

[표 4-4]�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의 성과(미흡한 기능) 42

[표 4-5]�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약요인 43

[표 4-6]�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약요인(가장 제약을 주는 요인)� 44

[표 5-1]�주요 도시의 지방정부기관 구성 55

[표 5-2]�도쿄도의회의 사무국 구성 57

[표 5-3]�파리시의회 20개 구별 시의원 수 70



목차 /�xi

그림

[그림 1-1]�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4

[그림 2-1]�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구성요소 9

[그림 2-2]�지방(광역)의회와 국회 간 정책역량지원제도 구조 15

[그림 3-1]�서울시의회사무처 기구 조직도 31

[그림 4-1]�서울시의회 전반적 정책역량의 수준(5점 척도) 40

[그림 4-2]�내부운영 제도 개선방안 필요성 평가(전체)�(5점 척도)� 48

[그림 4-3]�내부운영 제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빈도(1순위)� 48

[그림 4-4]�유관기관 간 정책네트워크 확충(5점 척도)�� 49

[그림 4-5]�정보수집 및 분류시스템 강화(5점 척도)� 49

[그림 4-6]�외부환경 제도 개선방안 필요성 평가(전체)�(5점 척도)� 50

[그림 4-7]�외부환경 제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빈도(1순위) 51

[그림 4-8]�개인보좌관 도입(5점 척도)� 52

[그림 4-9]�의회사무처 인사권 강화(5점 척도)� 52

[그림 5-1]�의원내각제형 지방정부 66

[그림 5-2]�파리시의회 및 시정부 체계도 71

[그림 6-1]�서울시의회 지원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79

[그림 6-2]�서울시의회에 대한 단계적 지원제도 개선방향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