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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네트워크·조직전문성 강화로
시의원 맞춤형 정책지원체계 수립

시민 삶의 질·민주주의 발전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 증대에 관심 고조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

시나 예산의 심의 의결뿐 아니라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진단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

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왔다.�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위

임된 의정책임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 정책활동 수행 능력인 정책역량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지방의회가 지니고 있는 정책

역량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천만 글로벌 도시 서울시의 정책파트너로서 서울시의회 또한 그러한 시선에서 예외는 아니다.�

과연 현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시민들의 정책수요를 전달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만약 이러한 질문에 대해

쉽사리 긍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이러한�

고민들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이 단순히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권한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특히 정치

사회여건에 따른 제약으로 지방의회 법제도 차원의 변화와 관련한 시도들이 번번이 어긋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스스로가 전문적 정책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내부적 쇄신과 운영변화 등 미시적 과제들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개인보좌인력 없어 정책지원조직·의원 연결조정기능 미흡

일반적으로 의회의 정책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개인보좌 및 조직보좌제도로 구성되어

있다.�국회의 경우 조직보좌제도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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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정책지원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의안정보 수집,�분석,�검토와 관련된 사항

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개인보좌의 일환으로 국회의원과 정책지원조직 간

에 개인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들은 의원과 정책지원조직을 연결하고 정책·의안에 대

한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확대,�심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반면,�현재 지방(광역)의회는 개인보좌제도 없이 집단보좌 중심의 정책역량 지원제도만이 운영

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의회규모 및 예산의 제약 등에 따라 조직보좌의 경우에도 의회사무처

내에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의 조직이 혼재되거나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이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와 달리 전문적 의안 정보

등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제한적 정책보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특히 개

인보좌제도의 경우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현재는 지방 정부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적 제약에 따라 제도 운영이 금지되어 지방의원들의 의사결정

등 정책활동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1]�지방(광역)의회와 국회 간 정책역량지원제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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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회사무처 “서울시의회 전반적 정책역량 수준은 보통 이상”

의회분야 전문가 및 의회사무처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정책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의 수준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또한 정책역량을 ①�서울시의원의 전문성과 자질,�②�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조직

의 전문성,�③�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상대적으로 정책지

원 조직이 지닌 전문성을 다른 역량수준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서울시의회의 전반적 정책역량 수준

또한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을 정책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①�입법제정,�②�재정심의,�③�행정

감시,�④�민의수렴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재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입법기관 행정감사기관 재정감시기관 주민대표기관 전체

전문가 27.8 34.7 11.1 26.4 100.0%

의회사무처 28.9 32.5 12.0 25.3 100.0%

[표 1]�서울시의회 정책역량 분야별 성과 우선순위 평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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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저해요인,�의원개인보좌 부재·법제도 미흡 등의 순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상대적으로 의원 개인보좌�

부재가 27.0%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법제도의 제약이

15.3%,�정책지원조직 인력부족이 12.2%�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3]�서울시의회의 주요 정책역량 제약요인

이러한 요인들을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의원 개인보좌 부재는 무엇보다 의원 개인의�

정책적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수행을 어렵게 하고,�집행부 의존성이 높은 정보(자료)들의

선택적,�차별적 선별이나 공무원 등과의 소통이나 협의의 중재 역할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지적

되었다.�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제약 등으로 인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집행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력규모 등이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의회에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채용,�관리,�교육하는 데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 대한 의존성 높은 정보 수집 네트워크에 따른 제약,�서울시의회 정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유관기관,�국회,�타 광역의회,�해외 지방의회 등과의 실질적 업무교류

미흡,�현행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 등 정책지원조직의 낮은 활용도 등 정보

네트워크�측면,�시의회 조직구조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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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역량 높이려면 지원제도 개선 기본원칙·방향 제시 필요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외부환경적 여건 및 현재의 역량수준을 토대로 향후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먼저 선제적 접근으로 지방의회하에서 서울시의회가 지

닌 리딩그룹으로서의 지위를 감안하여 지방의회 전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전략 마련

을 추진해야 한다.�두 번째,�단계적 접근으로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서 상대적으

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내부운영 개선안을 단기적 과제로 설정하고,�이후 국회 및 타 지방의회

등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장기과제로 설정하는 등 전략적이며 단계적

인 추진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소극적이고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부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

가�있다.�마지막으로 지방의회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인적·물적 네트워크와의 협력적 연계를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림 4]�서울시의회 지원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단기적 관점:�정보네트워크 기반 확대하고 지원조직 전문역량도 강화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은 내부운영적 측면과 외부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 전략과 중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제도 개정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음에도 실제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정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정보 네트워크 기반 확대 및 지원조직 전문역량 강화 등 서울시의회 조직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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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운영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정보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의원 맞춤형 정보생산체계 고도화,�타 기관과의 의안 정보교류 확대,�서울시의회

내 정보지원기능 및 인력 확충,�시민소통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강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또한 지원조직 내실화 측면에서는 정책지원조직 기능 개편,�전문인력 교육 강화,�청년인턴제

활용을 통한 실질적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의원별 개인보좌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조직·인력 개편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별 개인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환경변화에 따른 시의회 기능

개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인력 개편방안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특히 공공외교법 제정

을 비롯하여 감사위원회,�옴부즈만 기능의 시의회 이관 등 미래 의회 정책기능 변화와 관련하여

해외교류 관련 조직개편을 비롯해 감사 및 평가기능 강화 등 조직기능 재구축 관련 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특히 중장기 차원의 개선방안의 경우 서울시의회 단독의 노력만으로 현실

화되기 힘든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 지방의회 간 연계를 비롯하여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과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5]�서울시의회에 대한 단계적 지원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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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의회는 전문화,�복잡화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과 노력을 수행해 왔다.�이에 따라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

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나 예산의 심의 의결 차원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평가,�

진단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의사결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그 역할

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특히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은 명예직 시민 의회에서

전문적 정책 의회로 지방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는 실질적 분기점

이 되었다.�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의정활동 성과들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등 지방정부와 시민의 삶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현재 지방의회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 정책활동 수행 능력,�즉 정책역량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수준의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미흡한 자치권한이나 집행부

중심의 편향적이고 불균형적인 제도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한다.�전혀 다른 행정

여건을 지닌 지방의회에 대한 획일적 틀의 적용,�자율보다 불신에 기반한 규제 및 조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간섭 등이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역량 확보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는 것이다.�또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방의회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한계를

의원들의 개인적 자질이나 행태적 특성에서 찾기도 한다.�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친 정치환

경의 속성이나 개별 의원의 자질만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

된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것은 단편적인 해석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는 과연 현재 지방의회를 둘러싼 지원제도가 과연 정책

적 역량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검토하는 데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 또한 이러한 지방의회가 지닌 본질적 한계에서 예외는 아니다.�인구 천만의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시의 정책파트너로서 과연 서울시의회가 정책결정 및 견제,�감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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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타 지방의회 정책역량 수준을 선도적으로 견인해 가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가?�만약 이러한 질문에 대해 쉽사리 긍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때문이며,�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대안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고자 한다.�특히 이러한 고민들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단순히 집행기관과 의회 간 권한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또한

이러한 논의과정 속에서 법제도 차원에서의 원인분석 및 대안모색과는 별개로 서울시의회

스스로가 전문적 정책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내부적 쇄신과 운영변화 등

미시적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른 제약으로 매번 지방의회 제도 변화와 관련된 시도들이 어긋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자체적 정책기능 개선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이러한 논의에 기반을 둔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먼저 현재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지방의회 정책역량은 무엇이며,�지원구조의 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원구조의 틀 하에서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해외 지

방의회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단에 기반하여 향후 서울

시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운영적 과제들을 모색하였다.�이때 지방의회

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안과 단기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이러한 논의과정은 향후 자

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서울시 전체의 균형잡힌 성장과 발

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2_연구내용 및 방법

1)�연구내용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개념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구

조 및 특성을 살펴본다.�다음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역량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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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한 제도적·운영적 노력을 살펴본 후 이에 따른 의정활동의 정책역량 수준을 진단

해 본다.�이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재 정책역량 지원제도

의 변화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한편,�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교 대상으로 국회,�광역자치단체 의회 등 국내사례와 미국,�영국 지방의회

등과 같은 해외사례를 연구 비교 대상으로 활용하였다.�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방

자치제도가 부활한 1991년 3대 지방의회부터 현재 9대 지방의회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

였다.�

2)�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함께 인터뷰,�설문조사,�사례연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먼

저 문헌연구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이론적 논거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방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들의 변화과정 및 구조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또한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제도

변화과정들을 둘러싼 법제도 변화과정을 짚어 보았다.�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

다.�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정책역량 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원

인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다양한 제도적 개선안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적용의 한계들을 짚어보았다.�마지막으로 제도적 특성이 다른 여러 해외 주요국 지방의회

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정책역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

았다.�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절차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문헌연구
․ 지방의회 관련 이론적 논거
․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및 구조적 특성�

▶▶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개선방안 도출

설문조사
․ 

심층인터뷰

․ 지방의회 사무처,�학계 등 지방의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
현장의견 수렴

사례연구 ․ 해외 주요국 지방의회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

[그림 1-1]�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02
지방의회�정책역량�
지원제도�구조

1_지방의회의 지위 및 역할

2_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

3_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및 특성



6�/�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02ㅣ�지방의회정책역량지원제도구조

1_지방의회의 지위 및 역할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대표기관으로,�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합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안용식 외,�2007).�이에 따라 지방

의회는 마찬가지로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인 자치단체장과 상

호 견제 및 균형의 관계를 지니게 된다.�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존립목적

에 있어서는 국회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이라는 존립 기반에 우선적 가치를 둔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는 1991년 민선 지방의회 출범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이후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통합선거가 실시되면

서 형식적으로 균형 잡힌 지방자치의 축이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유익환,�2015).�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 의사결정 기구로서 지방의회가 집행

기관인 자치단체장과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취하는 기관 대립형으로 균질성을 지니고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2)(유익환,�2015).�

이렇듯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와 기관대립형의 관계를 갖는 조직 형태에 따라

법적 지위와 권한도 이에 입각하여 최고 정책기관으로서 정책안에 대한 의결권 및 조례

제정권과 함께 예산의 심의·의결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감시,�견제 역할로서 행정사무감사

등 감시적 권한 등을 지니게 된다.�

1)�첫째,�지방의회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둘째,�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주민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는다.�이에
대표자로서 지방의회는 전체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회의 운영은 민주주의 방식인 다수결 원칙에 따르게 된다.�하지만
이러한 다수결 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다수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하기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소수 의견의 존중,�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안용식 외,�2007).� �

2)�최근에는 인구,�사회·지리적 특색과 여건에 따라 기관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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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권한) 내용 및 근거

의결권
지방의회의 의결이란 지방자치단체 의사의 결정을 말함.�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
무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짐.

조례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결산심사권을 가짐.�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감시적 권한

감사권 조사권 답변요구권 서류제출권 등이 있음.�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권 및 조사권),�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제42조(행정
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지방의회의
동의권(승인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사전에 의회가 원칙적으로 가부
의사결정을 표명한 것으로 의결의 한 형태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에 관련된 사안으로 인정되는 한,�의결을 거쳐서 그 사무에
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의회의 자율권
의회 내부의 조직 및 규율을 유지하는 내부조직권,�의사기관으로서 의사결정과 관련
한 내부 규칙제정권,�회의의 질서유지와 관련한 내부규율권 등

자료:�유익환(2015),�178

[표 2-1]�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는 이러한 법적 지위와 권한에 기반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일반

적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은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회의 공적기능과 지방의

원 개개인이 주민 대표자로 수행하는 활동으로,�크게 의회활동과 의원활동,�그리고 공식

적 활동과 비공식적 활동으로 구분되어 진다(신원득,�2010).�특히 지방의회의 활동은 조례

재·개정,�예산심의,�결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 공식적 의정활동 외에도 주민수요에 대한

대응성 차원에서 주민의견 청취,�주민 유대 강화 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과 지역 정책현안

에 대한 연구활동 등 다양한 비공식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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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공식적
의정활동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예산심의,�결산심의
-�행정사무 처리상황 점검(보고청취)
-�집행부에 대한 정책질의,�건의 등
-�결의,�동의,�승인
-�청원처리,�진정처리
-�공청회·주민간담회,�세미나·토론회
-�의정보고회
-�국제교류활동
-�의정홍보

-�회의출석(본회의,�위원회 등)
-�입법발의
-�정책대안 제시
-�협의·조정,�문제제기
-�질의,�발언,�자료요구
-�보고
-�청원소개
-�직책수행(의장,�위원장 등)
-�공청회·주민간담회 참여
-�세미나·토론회 참여
-�의정보고회(지역구)�개최

비공식적
의정활동

-�현장방문
-�연구활동

-�현장방문
-�연구활동
-�지역사회활동,�봉사활동
-�주민 유대 강화 활동
-�토론게시판 운영 등 인터넷 활용

자료:�신원득(2010)

[표 2-2]�지방의회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의정활동 영역

2_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

1)�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의 개념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의정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기술

및 지식 등을 갖고 지방정부의 정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류춘호,�

2014:�440).�이는 의회의 정책적 역할과 합리적 시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은 의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활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김동훈(2002)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규정하고 크게

입법 및 정책기능,�주민의사 대표 기능,�통제 및 견제기능 등으로 분류하였다.�한편 신원득

과 이상미(2006)의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을 의정활동을 위한 ‘관리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행정 및 재정관리 지원,�의사진행 지원,�입법 및 정책지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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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구성요소

이러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은 의회의 정책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

화할 수 있다.�즉,�정책의 형성,�정책분석,�정책통제 그리고 정책의제의 환류 등 지방의회

의 정책활동 과정에서 수행되는 의회의 업무와 기능을 통해 정책역량을 살펴볼 수 있다.� �

[그림 2-1]�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구성요소

(1)�입법제정(정책형성)

먼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정책형성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으로서 부여받은 조례제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제정 활동을 수행한다.�이때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 정책형성과 관련된 역량이 요구되어 진다.�지방의회가 지역의 복리와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활동3)은 지역의 제도를 합리적으

로 정비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매우 중요한 정책역량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순은,�2015).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치입법권으로서의 정책역량은 지방의회 스스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그

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법적 현실하에서는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의 범위와 내용에 근원적

3)�조례제정권은 의회에 전속하는 것이나,�안건의 제출은 의원 외에 의회의 위원회,�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등이 제출을 할 수
있다.�이에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과 위원회 발의 조례를 의회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조례로 볼 수 있고,�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등이 제출한 조례는 집행부 발의 조례로서 볼 수 있다.�집행부 발의 조례의 경우에도 이는 의회가 직접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심사와 토론,�합의 등을 거쳐,�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또는 부결 및 철회·폐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결정권자로서
의회의 심사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 요소로 작용된다(서울시의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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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예를 들어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국한되

어야 하며,�상위법령과 상급기관의 조례·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등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과 관련된 자율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 � � � � � �

(2)�재정심의(정책분석)

예산 및 결산 부문으로 대표되는 재정심의 및 의결권한은 지방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기관

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니는 핵심적 권한 중 하나이다.�예산안의 심의·의결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 수단으로 의원들이 지역구와 정당,�공약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합의에 이르는 정치적 과정이다(김찬동,� 김귀영,�

2011)4).�이 밖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기반하여 기금의 설치,�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처분,�법령 외의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부과와 징수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한5)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재정 등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높은 위임사무 비중,�의존재원 중심의 세입구조,�

자율적인 세원,�세율 제정에 대한 제약 등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이 갖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재정 및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정책적 역량을 갖추는 것은 지역사회가 나가야 하는 방향과

성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4)�결산 승인의 경우 집행부의 집행 후에 사후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후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검사위원의 자료요청 및 검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그 결과를 차후의 예산 심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을 비롯한 자치사무에 관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이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과 의회 내 위원회 또는
의원이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시의회,�2014).

5)�의결활동의 경우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제출한 의안을 의장이 의원에게 배부하고,�본회의에
보고하며,�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에 들어간다.�상임위원회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질의,�토론,�축조심사 등을 거쳐 의결을 한 다음 심사결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며,�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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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감시(정책통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이러한 정책수행에 대한 통제 및 견제와 관련된 권한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서류 제출 요구권,�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의권을 가진다.�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자치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감시·견제 기능으로서 의정활동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 역량을 통해 이루어진다.6)�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 집행단계나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견제·감시기능에 초점을 두는 반면,�시정질문의 경우 다양하고 포

괄적인 의제선택을 통해 주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표출하고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사전

적인 정책형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박혜자 외,�2003).� � �

(4)�민의수렴(정책의제 환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는 지역현안과 주민의 고충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원

의 수리와 처리권을 가지며,�집행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

해 건의안,�결의안 등의 의결을 거쳐 정책의제를 환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서울시의

회,�2014).7)�이러한 의견청취와 건의,�결의권 등은 모두 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6)�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항에 따라 규정된다.�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되며,�조사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특정 사안의 조사에 관한 안건이
제출된 후,�본회의의 의결 결과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류제출 요구와 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및 증언,�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는 이를 집행부에 요구한다.�시정을 요구받은 자치단체장 또는 유관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안용식 외,�2007).�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7)�청원이란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이 의견 또는 희망을 개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로서
공권력 피해의 구제,�공무원 비위의 시정과 징계요구,�법률 또는 공공제도 운영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견청취안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권이 없는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에 관련된 의안이다.�관련법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무의 경우,�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며,�가결된 의견이 집행부를 구속하지는 않으나,�의견제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무효가
된다.�결의안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을 거쳐 건의를 하기
위한 의안을 말하며,�결의안은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의회의 통일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안건을 말한다(서울시의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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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과 공익을 고려하여

의사표명을 함으로써,�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민 대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안용식 외,�2007).�

이러한 민의수렴과 관련된 정책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공청회·주민간담회 등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구조의 확보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세미나·토론회 등 의회 내부에서의 정

책 연구활동 등도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 확보 수

단으로 매우 유용하다.�이 밖에도 주민들에 대한 의정홍보 활동 역시 의회 활동과 자치단

체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3_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및 특성

1)�지방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지방의회와 관련된 제도들은 크게 지방분권의 맥락 속에서 비록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이후 지방의회 인사권한 및 지원과 관련

한 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제도 변화

가�이루어지지 못했다.�이후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분권 과제에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포함되면서 일부 제도적 부문에서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

(1)�지방의회 의정비 제도변화

지방의회의 유급직제 제정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의회의 역할을 정책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지방의회 도입부터 지방의원의 성격과 관련해 무보수의 명예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상근의 전문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려 논란이 많

았다.�199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일비와 여비를 대통

령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였다(김순은,�2015:�44).�이후 1994년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추가되었고,�광역의원에 한해 의정활동 보조비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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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2003년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명예직에서 상근전문직으로 전환한

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여비,�회기수당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의정활동보조비가 기초의원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2005년 6월 월정수당제의 도입으

로 본격화되었다.�지방의원의 회기 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지방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개정하였다.�지방자

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재정자립도,�기준재정수요의 충족도,�지방근로자의 평

균연봉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도 주요내용

1991 일비,�여비 지급

1994 의정활동비,�의정활동 보조비(광역),�여비,�회기수당

1999 의정활동비,�의정활동 보조비(광역),�여비,�회기수당

2003 의정활동비,�의정활동 보조비(기초에 확대),�여비,�회기수당

2005 월정수당제 도입

2008 월정수당의 가이드라인 도입

2014 의정비의 결정절차 간소화

자료:�김순은(2015)

[표 2-3]�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 연혁

(2)�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이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이 지

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인사권 독립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이러한 비판

에 대한 대응으로 1994년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협의권이 추천권으로 변경되는 등 일

부 변화가 진행된 이후,8)�2006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9).�

8)�1988년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였다.�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면서 인사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1994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 관련 협의권을 추천권으
로 변경하였다.�“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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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내용

1988 의장과의 협의,�지방정부의 장이 임명

1994 의장의 추천,�지방정부의 장이 임명

2006
의장의 추천,�지방정부의 장이 임명,�별정직·기능직·계약직은 사무기구장
에게 위임

자료:�김순은(2015)

[표 2-4]�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변천

이와 함께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입법활동을 지

원하는 전문위원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위원직을 법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지방자

치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점진적으로 개정하여 전문위원의 정수를 증원하는 등 점진적

인 정책지원 인력 확대를 모색하였다.�

반면 지방의원에 대한 개인정책보좌 인력과 관련해서는 큰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

하고 있다.�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이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특히 광역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의정활성화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왔다.�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1992년 4월 만장일치를 통해 시의원 1인당 5급 상당의 정책보

좌관제 설치를 위한 “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개정안”�및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개

정”을 의결하여 정책보좌관의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서울시장의 재의요구를

받게 되었다.�이어 부산광역시의회가 정책보좌관제 관련 조례를 의결하였으나 역시 시장

의 재의요구에 직면하였다.�한편 서울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서울시와 부산

시의 정책보좌관 재의결은 좌절되었다.�이후 서울시의회는 2007년 임시 유급직의 사무보

조인력으로 인턴제 도입을 의결하였고,�이어 경기도의회도 행정감사지원 인턴 운영비목을

설치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서울시의회는 정책보좌관제의 대

안으로 의정서포터즈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으로 중단하였다10).�

9)�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개선과 관련하여 전국시도의장협의회,�광역·기초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국회의원과 관계부처에 꾸준히 요구하였다.�2015년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순은,�
2015:�75).�이러한 노력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 추진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제도화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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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의 특성:�국회와의 비교

이러한 지방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를 국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와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지방(광역)의회와 국회 간 정책역량지원제도 구조

일반적으로 의회 정책지원제도는 개인보좌와 조직보좌가 연계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

다.�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독립적 정

책지원조직을 두어 정책·의안정보 수집,�분석,�검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또한 정

책지원조직과 국회의원 간에는 개인보좌영역이 존재한다.�국회의원 개인보좌관은 의원과

정책지원조직을 연결하고 정책·의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

동을 확대,�심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서울시의회는 2012년 서울시의원 보좌관 조항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서울시장에게 이송한 후 서울시의 법령 위반
지적에도 시의회가 원안을 확정짓자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였다.�2012년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서울시의회의 의정보좌관제를 위한 2번째 시도도 좌절되었다
(김순은,�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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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지방(광역)의회의 경우 개인보좌 없이 집단보좌 중심의 지원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다.�또한 의회사무처 내에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의 조직이 혼재되어 있고,�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이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로 상임위원회 등을 통한 제한적 정책보좌를 받을 수밖에 없다.�특히 일반적

의회제도 정책지원 기반인 개인보좌인력이 부재함에 따라 정책지원조직과 의원 간의 연결

및 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의원의 정책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지방의회의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구조가 미흡한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

될 수 있다.�이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의 정책결정에 대한 핵심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11)�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거나 의원 개개인의 적극적 노

력의 부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그러나 지방행정의 급변성과 복잡성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이에 따른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

이다.�결국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제약은 조례입법기능의 전문성뿐만 아니라,�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더디게

만들거나 중앙부처의 통제영역 속에 머무르게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를 국회 정책지원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앞서 제기된 논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10여 년간 국회의 경우 입법조사처 신설을 비롯하여 지원인력과 예산,�정책지원분야

를 확대하여 국가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지방

(광역)의회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원인력이나 예산 등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은 결국 지방의회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지원의 부족은

결국 지역사회의 발전,�더 나아가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수요를 제약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 � � � � �

11)�현행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상호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기관대립형임에도 불구하고,�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권한보
다 큰(조례 재의요구권,�심의사항 선결처분권,�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회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삭감만 가능)�극강시
장-극약의회 구조를 보이며(서울특별시의회,�2013),�의회의 조직과 실질적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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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의회 대한민국 국회

2005년 2015년 2005년 2015년

지원
조직

사무처
2실,�2담당관,�
10전문위원

1실,�4담당관,�
11전문위원

사무총장,�2차장,�2실,�
4국,�3관,�29과

사무총장,�2차장,�2실,�
4국,�1원,�3관,�38과

정책
전문
지원
조직

정책연구실(2팀)
입법담당관(4팀)
예산정책담당관(3팀)

국회
도서관

1실,�2국,�
1관,�13과

2실,�3국,�1관,�18과

예산
정책처

2실,�1국,�
1관,�15팀

2실,�1국,�1관,�2심의관,�
2담당관,�16과

입법조사처
3실,�1관,�1심의관,�
2담당관,�12팀

지원
인력

시의회사무처:�237명
정책연구실:�9명

시의회 사무처:�285명
입법담당관:�20명
예산정책담당관:�14명
입법조사요원:�51명

국회사무처 1,171명 1,352명

국회도서관 275명 304명

예산정책처 92명 125명

입법조사처:�119명

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

63명 67명

의원보좌관 1,875명 2,100명

의원
1인당
지원
인력

개인
보좌

- - 6명 7명

조직
보좌

2.2명 2.7명 5.3명 6.6명

예산 약 229억 원 약 223억 원 약 3,367억 원 약 5,276억 원

자료:�서울시의회 업무보고자료(2005,�2015),�국회 업무보고자료(2005,�2015)�재구성

[표 2-5]�지방(광역)의회와 국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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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서울시의회정책역량현황및지원제도운영실태

1_서울시의회 의정환경

1)�서울시 행·재정적 특성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지닌다.�즉,�법률적 위상에 따라 중앙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다.�이러한 특수한 지위에 따라 서울은 중앙-지방 간 정책조율과정에서 지방의 입장이 충

분히 전달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서울시의회는 이러

한 특수한 서울의 핵심 정책의사결정기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최근

들어 자치와 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민중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타 지방의회와 비교했을 때 질적·양적 규모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서울특별시의회,�2011).�이는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인구

와 공무원 및 예산 규모에 따른 사회경제적 중요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특히 서울시는

자체재원을 통해 독자적으로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재정여건의 폭이 넓은

반면12),�이로 인한 각종 이슈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3).�이로

인해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을 심의·평가하고,�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이 필요성이 요구되어 진다.�

12)�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83%로 시·도별 재정자립도의 평균인 45.1%보다 높다(통계청 홈페이지,�2016).

13)�2016년 현재 1,000만 명의 인구가 상주해 전체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시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약 7%인 27조 5천억
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의원 1인당 인구와 예산이 많다.�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예산과 담당공무원
규모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가장 컸으며,�의원 1인당 인구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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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원
정수

인구 규모 공무원 규모 예산 규모

인구 수
의원
1인당

정원
의원
1인당

본청+교육청 의원 1인당

서울 114 10,249,679 �89,909 46,833 411 30,917,893 271,210

부산 53 3,550,963 66,999 16,362 309 11,595,163 218,777

대구 34 2,507,271 73,743 11,146 328 8,271,000 243,265

인천 38 2,801,274 73,718 13,157 346 9,594,433 252,485

광주 26 1,463,464 56,287 6,721 259 �5,040,600� 193,869

대전 26 1,515,603 58,292 6,895 265 �4,903,205� 188,585

울산 26 1,135,494 43,673 5,346 206 �3,835,813� 147,531

경기 131 11,937,415 �91,125 �44,237 338 26,555,520� 202,714

강원 47 1,536,448 32,690� 16,359� 348 5,831,100� 124,066

충북 35 1,562,903 44,654 12,255 350 5,334,900 152,426

충남 45 2,101,284 46,695� 16,819 374 - -

전북 43 1,874,031 43,582 16,035 373 7,112,019� 165,396

전남 62 1,914,339 30,876 20,008 323 8,809,510� 142,089

경북 63 2,699,195 42,844 24,005 381 9,893,000� 157,032

경남 59 3,308,765 56,081 22,286 378 10,224,300� 173,293

제주 41 576,156 14,053 5,013 122 4,138,800 100,946

합계 843 50,734,284 �60,183 283,477 336 152,057,256 190,548

자료:�배귀희(20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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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울시의회 정치환경적 특성

서울시의회는 정치적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먼저 서울시의회

투표율은 광역자치단체장과 통합선거를 치른 4대(66.2%)�이후 50%�미만의 투표율을 보

였다.�그러나 사전투표가 시행된 8대는 투표율 50%를 넘기는 등 상대적으로 타 지방의회

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한편 다수당 변화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같이 지역성에 따른 편중성이 약하고,�정책 평가에 따른 지지정당의 변화의 폭이 크고 상대

적으로 한 정당의 점유율 폭이 약해져 의회 내 정당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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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거년) 투표율(%) 다수당 점유율 다수당 특징

3대(1991) 52.3 83.3% 여당,�관선으로 단체장과 동일정당

4대(1995) 66.2 88.4% 야당,�단체장과 동일정당,�다수당 변화

5대(1998) 47.1 79.8% 여당,�단체장과 동일정당

6대(2002) 45.8 85.3% 야당,�단체장과 동일정당,�다수당 변화

7대(2006) 49.8 96.2% 야당,�단체장과 동일정당

8대(2010) 53.9 69.3%
야당,�분점정부였으나 2011년 보궐선거 결과
단체장이 교체되어 동일정당이 됨.�다수당 변화

9대(2014) 56.8 72.6% 야당,�단체장과 동일정당

자료:�서울시의회 의정백서 3대~8대,�역대 선거 관련 언론기사

[표 3-2]�서울시의회의 정치적 특성

이를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통해 보다 폭넓게 살펴보면,�단체장이 관선이었던

3대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대통령과 소속정당이 다른 야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였다.�반면,�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과의 관계에서는 8대를 제외하고는 시장과 소

속이 동일한 정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이를 보면 서울시

의회의 다수당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이나 국회 선거보다는 서울시장의 소속정당과 상대적

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로 인해 서울시 정책추진 과정에서

분점정부와 같은 정치적 논쟁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럼

에도 최근 들어 서울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부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의적·감시적 요구가 확대되어 가면서 일정 수준의

갈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이에 서울시의회는 정부 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서울

시민의 의견과 이익을 잘 반영하면서도,�중앙정부와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시민의 삶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에 대한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 � � �

14)�8대의 경우,�지역선거 1년 만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교육감,�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결과,�서울시장이
정치적 사건으로 보궐선거로 교체되면서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동일정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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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시의회 인적구조 특성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인적구성 변화 특성은 크게 전문성의 확대로 정의될 수 있다.�특히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회 유급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예를 들어 의원들의 학력분포

를 살펴보면 서울시의회에서 대학 재학 학력 이상을 지닌 시의원 수가 6대 59명에서 9대

88명으로 약 49%�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
기
재

독
학

초
졸

중
퇴

중
졸

고
재

고
졸

고
퇴

전
문
대

대
퇴

대
재

대
졸

대
학
원

계

6대 7 1 3 1 3 0 11 2 3 2 7 32 20 92
7대 2 1 1 0 2 1 2 1 - 1 10 29 47 97

8대 3 0 0 0 0 0 1 0 5 4 7 20 56 96
9대 2 0 0 0 0 0 0 0 1 0 2 23 63 91

주:�사퇴,�사망,�등록무효자는 통계에서 제외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표 3-3]�서울시의회 당선자별 학력분포

또한 서울시의원들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점차 전문직업군으로서의 정치인 비중이 높아

지고 있고 교육자,�사업가,�기업인 등 전문직 출신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지방의회 유급제 이후 시의회의 인적역량이 지역대표성에서 전문성으로 강화되

고 의정활동의 질과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정
당
인

정치인
(시의원)

농
·
축
·
수
산
업

상
·
공
업

건
설
업

운
수
업

의
·
약
업

변
호
사

교
육
자

회
사
원

금
융
업

통
신
업

사
업
가

기
업
인

전
문
직

언
론
·
출
판
업

공
익
업

공
무
원

무
직

기
타

총
합

1대 - - 5 14 - 1 1 1 - - - - - - - 1 - - 14 0 47

2대 - - 4 5 - - - - - 13 - - - - - 4 - - 14 13 54

3대 10 2 4 39 26 3 13 1 2 4 - - - - - 2 1 - - 25 132

4대 54 9 - 15 11 - 8 3 2 5 - - - - - 3 2 6 - 29 147

5대 34 1 12 1 1 4 1 1 5 - - - - - - - 21 1 19 104

6대 37 - 1 11 10 - 2 - - 4 3 1 - - - 2 - - - 29 102

7대 - 61 - 9 6 - 4 - 6 6 - - - 4 - - - - - 10 106

8대 48 11 - - - - - - 4 - - - 19 6 7 - 8 - - 3 106

9대 25 55 - - - - - 1 3 - - - 7 2 - - 3 - - 10 106

[표 3-4]�대수별 서울시의원 직업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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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현황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수준 또한 정치사회적 여건 및 인적 전문성의 강화에 따라 시기별

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의정활동 수행실적을 입법 측면과 의결 측면,�견제 및 감시 측면,�

주민 대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하지만 지방의회는 정당,�자치단체장,�국

회 등 다층적 권력관계 속에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서울특별시의회,�2013),�시대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이에 의정활

동 실적의 정량적 지표만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시기별 각�의정활동의 수요 또는 공급(안건 접수)과 그 결과(가결)에 대한 경향과 변화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입법제정(정책형성)

먼저 입법제정을 통한 정책형성 관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조례 및 규칙안 등

에 대한 발의 결과를 살펴보았다15).�먼저 의회에 접수된 안건의 경우 3대 이후 증감을 반

복하다가 7대와 8대에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의원 발의율 또한 7대와 8대에 큰 폭

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8대에는 집행부 발의 비율을 넘어서,�최근 의회가 입법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표 3-5]�참조).�

한편 이러한 의안들에 대한 가결률의 경우,�의회 발의안보다 집행부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회 발의율이 급상승한 7대부터 의회발의안

의 가결률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6).�한편 수정가결률을 살펴보면,�전반적으

로 의회 발의보다 집행부 발의의 원안 수정비율이 높으며,�시간이 경과할수록 높아지고 있

어,�의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집행부 정책에 대한 감독과 의견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가�가능하다.�또한 의회 발의의 수정가결률 역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의회 발의율은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한 비중을 나타내며,�그 중 집행부 발의율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발의한 안건의
비중을 보여준다.�또한 가결률은 발의안건 중 심의를 통과하여 가결된 비중을 나타내며,�수정가결률은 가결된 안건 중 심의를
통해 안건이 수정되어 통과된 비중을 뜻한다.

16)�이러한 의회발의안의 가결률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내 정당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안건의 합의가 어려워진
이유가 제기되는 등 여러 원인들이 유추되고 있으나 특정한 원인으로 해석하거나 단정 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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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서
울
시
의
회

조
례

접수 413 334 543 433 725 1,025

의회 발의율 12.3% 15.9% 17.7% 16.6% 44.7% 64.7%

의회
발의

가결률 92.1% 81.1% 89.6% 87.5% 65.4% 64.1%

수정가결률 8.51% 18.6% 5.8% 4.8% 35.8% 37.2%

집행부
발의

가결률 96.4% 90.4% 96.6% 96.1% 94.3% 85.6%

수정가결률 16.1% 25.2% 30.2% 28.2% 39.4% 47.1%

규칙

접수 7 2 1 7 11 13

가결률 42.9% 100% 100% 100% 72.7% 53.8%

수정가결률 0% 0% 0% 0% 37.5% 28.6%

자료:�서울시의회 의정백서(3대~8대)

[표 3-5]�서울시의회 조례안,�규칙안 처리 현황

2)�재정심의(정책분석)

다음 재정심의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의 시기별 동의(승의)안 및 예·결산 처리 현황을 살

펴보았다17).�서울시의회의 동의(승인)안의 경우 4대 이후로 감소하다가 8대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18).�한편 의안 가결률의 경우 7대 이후에 90%�이하로 저하되고 있으며,�수정

률 역시 7대에 높은 비율을 보여 의회가 의결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

고 이와 관련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예산안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4건의 본안 외에 10여 건의 추가경정 예산이 나타나,�

추가경정 예산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수정률은 3대와 6대를 제외하고 80%를 넘으며,�특히 8대의 경우 100%�수정되어 의

회가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실제적인

조정률은 5%�미만으로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17)�예산안 또는 예·결산안의 원안 수정률은 제출된 안건 중 심의과정을 통해 수정되어 의결된 안건의 비율을 나타내며,�예산조정률은
해당 시기에 제출된 예산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금액에서 항목별로 증가하거나 감액된 금액의 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18)�일반적으로 동의(승인)안은 의회가 아닌 자치단체장이 제출하기 때문에,�실적 건수를 통해 의회의 역량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동의(승인)안의 증가는 그만큼 이를 검토해야 하는 의회 수행업무의 양적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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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서
울
시
의
회

동의
(승인)안

접수 111 118 80 63 65 301

가결률 75.6% 96.6% 93.8% 96.8% 87.7% 84.7%

수정률 11.9% 6.1% 14.7% 13.1% 33.3% 9.0%

예산안

처리 18 15 21 19 19 14

원안수정률 66.7% 80.0% 85.7% 21.1% 84.2% 100%

예산조정률 3.44% 4.84% 2.44% 3.03% 2.54% 3.05%

결산 승인 6 7 10 8 8 8

자료:�서울시의회 의정백서(3대~8대);�김찬동·김귀영,�2011;�서울시의회,�2014

[표 3-6]�서울시의회 동의(승의)안 및 예·결산 처리 현황

3)�행정감시(정책통제)

다음은 서울시의회의 역대 의회별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시정질문 현황을 살펴보았다.�먼

저 행정사무조사의 경우,�횟수로는 4대에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전반적으로 많이 시행

되지 않았다.�한편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정기적으로 연 1회 시행되고 있으며,�전반적으로

대상기관과 지적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시정질문의 경우,�회

기 평균 질문의원이 200여 명 수준으로 전체의원의 약 50%�가량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

무에 관해 질문을 하였고(서울시의회,�2014),�850~2,400개 수준의 지적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김찬동·김귀영,�2011).�

구분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행정사무조사 1건 9건 1건 - - 3건

행정
사무
감사

횟수 3 4 4 4 4 4

대상기관 365 271 376 373 505 702

지적건수 2,495 3,332 4,573 4,513 7,970 10.911

시정
질문

질문의원(%) 222(42.0) 229(51.9) 175(42.1) 214(52.5) 189(44.6) 229(50.2)

지적건수 1,644 2,344 1.093 872 1,743 1,453

자료:�서울시의회 의정백서(3대~8대);�김찬동·김귀영,�2011;�서울시의회,�2014

[표 3-7]�서울시의회 역대 의회별 행정사무조사·감사 및 시정질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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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의수렴(정책의제 환류)

서울시민들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현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의

민의수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대 의회별 청원,�의견청취,�건의 및 결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았다.�먼저 청원의 경우,�3대 151건에서 8대 66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이는 시의회를 통한 청원이 지니고 있는 구속력 등의 한계나 감사원,�국민권익위원

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통로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정량적 지표

만으로 단정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반면 청원에 대한 가결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

어,�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청원사항이 집행부에 전달되고 이것이 의회의 입장

표명으로 실제 실현되는 역할은 상당히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의견청취 실적 또한 3대 537건에서 8대 65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있다.�의견청취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안건을 제출하기 때문에,�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적극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의견청취 가결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95%�이상의 높

은 수준을 보였다.�이러한 건의안과 결의안의 경우,�5대 이후 점차적으로 접수안건이 증가

하고 있으며,�가결률은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 및 주민,�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려는 적극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줌과 함께,�안건이 증가하면서 심의과정 역시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구분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청원
접수 151 94 75 127 96 66

가결률 33.8% 39.3% 34.7% 66.9% 56.3% 62.1%

의견
청취

접수 537 450 266 214 167 65

가결률 94.8% 96.9% 98.5% 97.7% 97.0% 98.5%

건의안
접수 23 35 12 11 29 56

가결률 91.3% 88.6% 83.3% 81.8% 75.9% 78.6%

결의안
접수 53 90 77 104 79 166

가결률 84.9% 93.3% 96.1% 97.1% 91.1% 88.0%

자료:�서울시의회 의정백서(3대~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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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3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운영실태

1)�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 변화

(1)�정책지원조직의 조직구조 변화

일반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정책역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전문지원 인력

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앞서 밝힌 여러 법제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각�지방의회,�특히 광역의회들은 정책연구실 설치 혹은 입법정책담당

관 등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및 분야별 정책연구 지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서울시의회의 경우 4대에 사무처 인력을 확대한 이후 6대에 들어서 정책연구실

을 설치하고,�8대부터 정책연구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1실 4담당관 11전문위원으로 조직

을 확대해 왔다.�

구분 조직 구성 비고

3대
1실,�3담당관,�
11전문위원

-

4대
1실,�3담당관,
11전문위원

-�사무처 인력 정원 65명 증가(41.1%�증가)

5대
1실,�2담당관,�
10전문위원

-�서울시의원이 147명에서 104명으로 축소되면서,�사무기구 인원도 축소
-�의사담당관 기능이 의안담당관과 공보실로 이관되면서 폐지됨
-�1999년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개설
-�1999년 입법·법률고문 운영 (1998년 5명 →�10명 이내 위원 위촉)

6대
2실,�2담당관,�
10전문위원

-�2004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를�
보조하는 정책연구실(2팀)�신설

-�전자 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원유급제 실시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7개 분야 입법지원요원 도입·채용 및 상임위원회 배치

7대
2실,�2담당관,�
11전문위원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직 변경에 따라 의원연구실을 확충하여 제7대
의회부터 입주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8대
1실,�4담당관,�
11전문위원

-�정책연구실(2팀)이 2개 담당관(총 7팀)으로 확대 개편됨
-�영상 홍보물편집위원회 운영,�4개 의원 연구단체 설립
-�2014년 입법·법률고문 위촉 정원 증가(10명 이내 →�20명 이내)�

[표 3-9]�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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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성 조직체계

2005년
2실,�

2담당관,�
10전문위원

2015년
1실,�

4담당관,�
11전문위원

자료:�서울시의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2005,�2015)�자료 참조

한편 정책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조직구조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정책

지원기능을 위해 설치한 정책연구실이 2015년 ‘입법담당관’(정원 22명)과 ‘예산정책담당

관’(정원 14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또한 이들 담당관을 개방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회

지원조직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게 되었다.� � �

[표 3-10]�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조직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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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지원조직 인력변화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력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3대 이후 5대 의회 때 206명으

로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고 연 평균 3%�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무처 직원의

변화를 직급 및 업무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직의 경우 6급 이하 직원이 확대된 것 외에

직급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반면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전문직(계

약직)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별정직 및 기능직 인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정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전문직
(계약직)

행정직 기술직

소계
1~4급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1~4급 5급
6급
이하

소계

3대 158 4 11 49 0 0 64 12 3 20 35 59 0

4대 223 6 21 60 1 5 93 11 3 23 37 89 4

5대 206 5 19 56 1 5 86 10 3 22 35 81 4

6대 233 4 21 63 1 5 94 11 3 22 36 81 22

7대 237 4 21 60 1 5 91 11 3 21 35 74 37

8대 266 5 24 105 1 12 147 10 5 0 15 46 58

[표 3-11]�서울시의회 정책지원인력 변화과정
(단위:�명)

�

이러한 지원조직 구조하에서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인 개인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법제도적인 제약으로 성사시키지 못했다.�1996년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보좌

관을 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신설 등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 2건을 재의결

한 바 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4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재시도하여 사무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자치법 위배라는 대법원의 무효판결 및 감사원 중단요구 등에 따라 더이상 이어지지

못하였다.�이에 따라 2015년 서울시의회는 입법지원관(시간선택제 임기제)을 선발하여 의

원 2인당 입법지원관 1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원인력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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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의 구성 및 기능

(1)�정책지원조직 구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정책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구조는 의회사무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19).�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고 1급인

사무처장을 임명하여 의회의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사무처장은 의장

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의장을 보좌하는 등

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는 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그리고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다.�이 중에서 의사운영 및 행

정지원과 관련된 부서를 제외하고 시의원들의 정책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직으로는 크게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그리고 전문위원실을 들 수 있다.�

[그림 3-1]�서울시의회사무처 기구 조직도

� � � � � � � �자료:�서울시의회(2016)

19)�지방의회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과 인력을 필요로 하며,�시･도의회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사무조직으로 의회사무처를 둘 수 있다.�의회사무처에서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90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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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

먼저 입법담당관은 의원 발의 조례안의 적법성 검토 등 입법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하부

조직으로는 입법정책팀,�법제관리팀,�의정조사팀이 있다.�또한 예산 및 결산 분석 등 재정

정책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분석팀과 정책조사팀,�그리고 사업평

가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시의회가 2팀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정책연구실을 총 7개의

팀으로 구성된 2개의 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증원한 것에 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구분 주요 업무내용

입
법
담
당
관

입법
정책팀

-�의원 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제ㆍ개정 공청회 개최

법제
관리팀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입법정책 동향 조사연구 및 정책자료집 발간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
-�서울시의회관련 법규집 발간 및 입법뉴스레터 월간 발행
-�시의회 주요 의안 및 현안사항 조사ㆍ분석
-�의장의 조례ㆍ규칙 공포 및 예규 등 발령 사항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및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법령의견 조회 처리

민원
관리팀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회신문고 운영
-�민원사무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원 통계분석 및 민원사례집 발간
-�지역별 민원 현장 조사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콘퍼런스 진행 및 대내외 협력
-�현장 민원 상담요원 운영

의정
자료팀

-�자료실 운영(도서 구입 및 기증자료 수집)
-�도서관리시스템 및 자료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의원 요구사항 참고 정보서비스 및 국내외 학술 DB�구독
-�국회도서관 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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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 업무내용

예
산
정
책
담
당
관

예산
분석팀

-�상임위원회 담당(운영,�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
�ㆍ예산안 주요사업 분석
�ㆍ의안의 비용추계
�ㆍ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분석 및 수시분석)
-�예산안 분석·평가 총괄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총괄
-�예산·결산토론회 개최 총괄
-�예산과 정책,�재정동향,�현안리포트 작성 총괄
-�주요업무계획,�조직,�인사 등 및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총괄

정책
조사팀

-�상임위원회 담당(기획경제,�환경수자원,�보건복지)
�ㆍ예산안 주요사업 분석
�ㆍ주요 시책사업 분석
�ㆍ의안의 비용추계
-�서울시 예산안 총괄분석,�중기지방재정계획,�채무현황 분석
-�예산·재정 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분석 및 수시분석)�총괄
-�통합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사업
평가팀

-�상임위원회 담당(도시안전건설,�도시계획관리,�교통,�교육)
�ㆍ주요 시책사업 분석
�ㆍ예산안 주요사업 분석
�ㆍ예산·재정 관련 제도·정책 현안분석(기획분석 및 수시분석)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기금운용계획,�성인지 예산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총괄
-�지역경제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자료:�서울시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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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위원실

일반적으로 의회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20).�

이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되어 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 및 회의진행을 담당하

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의회절차 상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상임위원회 전문위

원의 직무는 소관 분야별 정책전문성이 특히 더 요구되어 진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11개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1개의 특별위원회

전문의원실이 있어 수석전문위원 10명과 전문위원 9명,�의사지원팀장 11명 외 의안심사지

원팀장,�교육지원팀장 각�1인 등 총 32명이 직접적인 정책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차이(교육,�예결특별 등)는 존재하나 상임위원회별로 수석전문위원

과 의사지원팀장,�전문위원 1명씩을 각각�임용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구분 주요 업무내용

전문위원실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정보 및� �

자료 제공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열린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한함)
-�의원전체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한함)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자료:�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표 3-13]�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 업무내용

20)�「지방자치법」�제59조에는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전문위원의 역할은 상임위원회의 보좌기능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직원의 정보활동과 정책평가의 결과물로서,�안건의 제안이유,�주요 골자,�문제점,�
이로 인해 발생할 이해득실 등을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들의
안건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충실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은 대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거론대상이 되며 그 결과 채택되는 수정안의 내용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개 일치하는 등
검토보고의 내용이 대체로 위원회에서의 위원들의 심사에 반영된다(서울특별시의회,�2005).



03�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현황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35

3)�정책지원조직 특성

현재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의 경우 사무처 소속하에 구성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사무

처는 의회의 일반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등 광범위한 의사일정 전반을 지원하

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따라서 조례안의 심의･의결 등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보좌하

기 위해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조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지원 기능은 사무

처 기능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서울시 의회사무처는

다른 시도 지방의회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극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지원조직과 업무 분장

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정책연구실 설치와 이후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 등을 통한 인력

및 조직 규모의 확대는 입법 분야별 정책연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 등 개방직 확대를

통해 시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분야별 임기제 공무원 채용,�입법지원관(시간선택

제 임기제)�제도를 통한 의원지원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

력들은 다른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 � �



04
서울시의회�정책역량�
지원제도�인식조사

1_조사개요

2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수준

3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저해요인 및 문제점 분석

4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개선방안



38�/�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04ㅣ�서울시의회정책역량지원제도인식조사

1_조사개요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높은 지원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였

다.�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서울시의회 전반적인 정책역량 수준(서울시의원의 전문성

과 자질,�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의 전문성,�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수준),�②�서울시

의회의 정책활동 성과(입법기관,�행정감사기관,�재정감사기관,�주민대표기관),�③�서울시

의회의 정책역량 제약요인,�④�향후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 및 정책제안별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하였다.

1)�설문조사

먼저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일주일간에 걸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조사대상은 크게 지방의회 분야 전문가 그룹과 서울시의회 사무처

실무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21).�설문조사 결과 총 235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불성실

한 응답지 15부를 제외하고 220명의 응답설문지를 분석하였다.�구체적인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응답자 그룹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가 그룹이 35.0%,�의회사무처 그룹이 65.0%

의 분포를 보이고,�성별은 남성이 64.0%,�여성이 36.0%�분포특성을 보였다.�연령별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40대가 41.1%로 가장 높았고,�30대 30.8%,�50대 23.8%의 분포 순으

로 나타났다.

21)�설문대상이 되는 전문가 그룹으로는 지방의회 분야 교수,�연구원,�공무원,�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을,�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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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37 64.0

여 77 36.0

전체 214 100.0

연령

20대 5 2.3

30대 66 30.8

40대 88 41.1

50대 51 23.8

60대 4 1.9

전체 214 100.0

그룹

전문가 77 35.0

의회사무처 143 65.0

전체 220 100.0

[표 4-1]�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명,�%)

2)�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는 앞서 설문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전문위원,�전문지

원조직 및 사무처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다.�또한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국회 전문조직(국회도서관,�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공무원,�시민단체 관계자 및

지방의회 전공 교수 및 연구원 등 총 2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인터뷰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개별 및 집단인터뷰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특

히 인터뷰는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문인 현재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을 저해하는 요인들과 지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현실상의 어려움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였다22).�

22)�인터뷰 대상집단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여 실제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기보다는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과 최근의 인식,�그리고 실제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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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수준

1)�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수준

먼저 설문조사에서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정책역량 수준을 ①�서울시의원의 전문성과 자

질,�②�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조직의 전문성,�③�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수준으로 구분하

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전문가 그룹과 의회사무처 그룹 모두 3점 이상으로 서울

시의회의 정책역량 수준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세부적으로 그룹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그룹이 모든 면에서 3.5점 이상으로 전문가 그룹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의회를 평가하였다.

다음 이러한 결과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첫 번째로 서울시의원의 전문성과 자

질에 대한 수준을 평가한 결과,�의회사무처 그룹은 3.48점으로 다소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반면,�전문가 그룹은 3.1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두 번째로 서울시의

회 정책지원 조직의 전문성 수준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의회사무처 3.73점,�전문가 그룹

3.30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정책

수행 활동수준에 대한 평가결과,�의회사무처 그룹은 3.63점으로 전문가 그룹 3.16점에 비

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1]�서울시의회 전반적 정책역량의 수준(5점 척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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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심층인터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정책지원조직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및 역량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특히 과

거에 비해 최근 서울시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성과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

를 하고 있었다23).�

2)�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의 성과

다음으로는 서울시의회의 핵심적인 정책수행기능을 ①�입법제정,�②�재정심의,�③�행정감

시,�④�민의수렴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기능별 수행성과에 대해 질문하였다.�조사 결과 의

회사무처 그룹은 네 가지 영역에서 3.5점 이상으로 모두 높게 평가하였다.�반면에 전문가

그룹은 의회사무처 그룹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평가하였고,�특히 재정감시기관 기

능은 2.92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구분
그룹별

전문가 의회사무처

입법기관(조례안 제정 및 개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법률근거를 적절히 마련

3.19 3.66

행정감사기관(사무감사,�조사 등)으로 통제 및 견제
를 통한 체계적 행정관리를 수행

3.19 3.74

재정감시기관(예결산 심의,�사업평가,�분석 등)�정책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

2.92 3.55

주민대표기관(청원,�민원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
고 지역갈등을 원활히 조정

3.10 3.67

[표 4-2]�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의 성과
(5점 척도)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수행하는 정책활동 기능 중 상대적으

로 가장 잘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그 결과,�전문가 그룹은 34.7%가�행정

23)�인터뷰 결과 최근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의원들의 질의내용 및 관심도 등 정책현안에
�대한 깊이와 의원자질 등이 높아진 것을 체감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특히 의회사무처 정책역량 수준에 대해서도 각종
�의안 준비와 관련된 자료의 질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대다수 인터뷰 대상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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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능이 가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의회사무처 그룹도 32.5%가�행정감사

기능이 타 기능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평가했다.�두 그룹 모두 행정감사기능을 타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

입법기관 행정감사기관 재정감시기관 주민대표기관 전체

전문가 27.8 34.7 11.1 26.4 100.0%

의회사무처 28.9 32.5 12.0 2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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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능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재정감시기관 기능이 상대

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그룹은 49.3%,�의회사무처 그룹은 46.8%로

재정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그다음으로 주민대표기관으

로서 민의수렴 기능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입법기관 행정감사기관 재정감시기관 주민대표기관 전체

전문가 13.7 6.8 49.3 30.1 100.0%

의회사무처 17.7 8.9 46.8 25.3 100.0%

[표 4-4]�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의 성과(미흡한 기능)
(단위:�%)

3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저해요인 및 문제점 분석

1)�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확보를 저해하는 제약요인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설문

대상 그룹별로 살펴보면,�전문가 그룹은 정책개발 예산지원 부족(2.99점),�정책자료 확보

어려움(2.92점),�집행부 비협조(2.86점),�의원 개인보좌 부재(2.84점)�등의 순서로 서울시

의회의 정책역량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이에 반해 의회사무처 그룹은

정책지원조직 전문성 부족(3.17점),�전문성 강화교육지원 부족(3.05점),�집행부 비협조

(2.97점)�순으로 제약요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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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회사무처

집행부의 비협조 2.86 2.97

정책 자료 확보 어려움 2.92 2.96

의원 개인보좌 부재 2.84 2.52

정책지원조직 인력 부족 2.66 2.80

정책지원조직 전문성 부족 2.75 3.17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 부족 2.81 3.05

정책개발 예산 지원 부족 2.99 2.85

시민,�언론의 시의회 불신 2.47 2.91

법제도의 제약 2.72 2.77

[표 4-5]�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약요인
� (5점 척도)

분석 결과 외부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정책자료 확보의 어려움,�

의원 개인보좌 부재 등 의원들의 전문성 부재와 관련된 지원 문제를 주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내부적 관점으로 의회사무처 그룹은 주로 정책지원조직 전문성 부족,�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부족 등 지원조직의 전문성 문제를 한계로 지적하는 등 관점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이러한 제약요인들 중 상대적으로 가장 제약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전체적으로 의원 개인보좌 부재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 그룹은 의원 개인보좌 부재가 22.4%로 가

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그다음으로 법제도의 제약 18.4%,�시민·언론의 시의

회 불신 13.2%�순으로 지적했다.�의회사무처 그룹에서도 의원 개인보좌 부재가 30.0%로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확보에 가장 제약을 주는 것으로 지적했고,�정책지원조직 인력부족

14.2%,�법제도 제약 13.3%�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듯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및 의회사무처 그룹 모두 의원 개인보좌 인력 부

재나,�법제도의 제약,�그리고 시민·언론의 시의회 불신 등 외부환경적 여건에 따른 제약요

건이 서울시의회가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가장 큰 제약요건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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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회사무처

집행부의 비협조 11.8 9.2

정책 자료 확보의 어려움 10.5 9.2

의원 개인보좌 부재 22.4 30.0

정책지원조직 인력 부족 9.2 14.2

정책지원조직 전문성 부족 6.6 7.5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부족 5.3 7.5

정책개발 예산 지원 부족 2.6 2.5

시민,�언론의 시의회 불신 13.2 6.7

법제도의 제약 18.4 13.3

전체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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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의 문제점

다음으로는 현재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확

인하였다.�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사의 특성상 설문이 아닌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

으며 특히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 등 내부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 �

(1)�정보수집 측면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은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정책 관련

정보 확보 채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로 인한 편중성으로 의원 정책의사결정의 제약

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였다.�즉,�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활용되는 정보 및 자료들의 경우

집행부를 통해 획득한 내용이 대부분이다.�또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

거나 독립적인 수집 조사를 통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부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의

도적이지 않더라도 실제 집행부의 방향성에 동조되어 움직일 경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았다24).�

24)�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요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이 요구되
는 데 반해 이러한 연결채널로서의 개인보좌 인력이 부재함으로 인해 소통이 부족하여 실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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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네트워크 측면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관련 정책기관들과의 인적·물적·� �

정보 측면에서의 미흡한 교류활동을 지적하였다.�현재 서울연구원,�서울주택도시공사,�서

울시복지재단 등 서울시 정책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국회,�타 광역의회,�해외 지방

의회 등 서울시의회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협의채널 대상들이 존재하고 있다.�특히

서울시의 현안들은 국가적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많은 경우 해외나 타 지역에서

의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보의 교류나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상호 공유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의 교류 활동들이 다소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러한 교류는 실제 정책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원들 간의 교류와는 별개로 정책전문조직 간의 업무 교류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는 의견도 있었다.�즉,�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에 둔

인사교류 혹은 업무교류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3)�집단보좌 중심의 조직구조 측면

이와 함께 시의원 개인의 정책적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이것은 결국 시의원에게 도달되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선별·� �

분석·협의채널로서의 지원체계가 부재한 것과 연관이 있다.�정책지원조직에 의한 집단보

좌의 경우 실제 시의원 개인의 특성이나 관심,�정책적 지향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기

어렵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의 축척,�관리,�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다.�또한 시의원이 직접적으로 정책 전문가 및 서울시 공무원 등과 논의를 하는 것이 가지

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 현재의 집단보좌 중심의 비효율성과 한계가 정책역량 제고에

제약요건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특히 시의원은 다양한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전문성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해 줄 수 있는 지원조직의 확대를 통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못하거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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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존 정책지원조직 활용도 측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정책지원조직(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담관 등)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활용도를 지적하였다.�현재 정책지원조직 및 인력이 확대되고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지원조직을 활용하는 의원들의 편차가 있다는 지

적이었다.�즉,�이로 인해 정책지원 업무수행에 대한 활용이 특정 의원들에 국한되어 제공

되는 정책지원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의도나 기대치보다 미흡하다고 보았다.�이로 인해

최근 많은 정책현안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개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의존하는 빈도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현재의 정책지원조직 운영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수요나 요구

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또한 당시 정책지원조직

개편이 시의회에 요구되는 정책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법·제도적 여

건하에서 최소한의 확대개편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수요를 반

영한 충분한 조직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이와 함께 상임

위원회별로 운영되는 전문위원실과 입법담당관실,�예산정책담당관실 간의 기능 구분이 명

확하지 않아 기능 중복 등에 따른 혼란과 업무 비효율이 초래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제기

되었다.� � �

(5)�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측면

이와 함께 여러 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의 장기적 전문성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였다.�실제 의회는 필연적으로 모든 조직운영 활동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의원들은 선거결과에 따른 주기적 교체비율이 높

아 인력의 유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에 따라 의회지원조직

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의회 전체의 전문역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의 경우 정책지원조직의 조직변동성이 크고 상대적

으로 의회의 단기적 성과충족에 관심이 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무처 의회지원인력조직의 인적구성,�특성 변화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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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수급 및 활용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예를 들어 최근 계약직 중심의

전문인력 확충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 등에 따른

집행부와의 인적교류 문제,�계약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의 갈등 문제,�계약직

전문 인력의 근무환경,�안정성을 강화하며 우수 인력들을 수급 관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4_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개선방안

다음으로는 현재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기반

으로 향후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우선순위 그리고 필요성,�

효과성 및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25).�이러한 개선방안의 경우 크게

서울시의회 조직 내부의 운영부문과 외부환경에 따른 정치제도와 관련된 부문으로 구분

하였다.�

1)�내부운영:�제도 개선방안 및 우선순위

(1)�내부 운영 개선방안의 전반적인 필요성 평가

먼저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회조직 내부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크게 ①�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3.76점),�②�정보수집 분

류시스템 구축(3.72점),�그리고 ③�정책 지원 조직 간 업무분장(3.68점)�부문을 우선적으

로 제시하였다.�또한 이러한 응답결과는 전문가,�의회사무처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이 설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은 문헌조사,�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이 외에도 설문조사에서 추가적인 개선방안들을 조사하여 좀 더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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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내부운영 제도 개선방안 필요성 평가(전체)�(5점 척도)�

(2)�개선방안별 우선순위 평가

한편 내부운영 개선방안의 우선순위에서는 전문가,�의회사무처 그룹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전문가 그룹의 경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

책 관련 정보의 수집·분류 시스템(50.0%)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지적한 데 반해,�의회사무처 그룹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정책지원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 증원(41.5%)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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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이러한 개선방안별로 ①�필요성,�②�효과성,�③�추진용이성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26).�조사 결과 이러한 내부운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방안

으로는 서울시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정책적 네트워크의 확충과 정책결정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분류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즉,�정책네트워크 확충의 경우 필요성(3.8점),�

효과성(3.6점),�추진용이성(3.4점)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수집 및 분류시스템 강화의 경우

에도 응답자들은 필요성(3.7점),�효과성(3.7점),�추진용이성(3.4점)�등으로 응답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대안들에 비해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실제 추진의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림 4-4]�유관기관 간 정책네트워크 확충
(5점 척도)� �

[그림 4-5]�정보수집 및 분류시스템 강화
(5점 척도)�

2)�외부환경:�제도 개선방안 및 우선순위

(1)�외부환경 개선방안의 전반적인 필요성 평가

먼저 외부환경적 여건 개선과 관련된 방안들에 대한 전반적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26)�이러한 질문은 각각의 개선방안들이 실질적인 필요성 관점과 더불어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사회환경적 저항이나�현실적
운영과정에서의 적용가능성,�방안제시를 통한 효과성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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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조사 결과,�①�의회사무처 인사권 강화(3.82점),�②�시민들의 의정 참여,�견제

기능 강화(3.71점),�③�의회 직렬제 도입(3.68점),�④�개인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3.49점)

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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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선방안별 우선순위 평가

외부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회사무처 그룹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전문가 그룹은 시민들의 의정 참여와 견제기능 강화(29.0%),�

의회사무처 인사권 강화(27.5%)의 순으로 지원제도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반면,�의회

사무처 그룹은 의회사무처 인사권 강화(39.0%),�개인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37.0%)의 순

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개선방안 결과가 앞서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관련 문제점에서 응답

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응답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예를 들어

의원들에 대한 개인 정책보좌관 도입 등이 주요한 이슈임에 반해 전문가 집단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참여와 견제를,�의회사무처 실무자 그룹의 경우 인사독

립성 등 권한확보 등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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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외부환경 제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빈도(1순위)

(3)�개선방안별 적용가능성 평가

각각의 개선방안별로 ①�필요성,�②�효과성,�③�추진용이성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 가장 주목할 부문은 역시 의원 개인보좌관 제도의 도입과

인사권 강화와 관련된 부문이었다.

먼저 서울시의원 개인보좌관 도입의 경우 필요성(3.49점)�및 효과성(3.48점)은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27)으로 제도도입에 대한 당위성 및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실제 추진용이

성은 2.37점으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서

울시의회 인사권한 강화의 경우도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즉,�개인보좌관 도

입 등 외부환경과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서울시의회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 어

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을 비롯한 언론 등의 우호적 여론과 집행부,�타

지방의회,� 국회 등 정치권과의 적극적 협의와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

27)�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인사권한의 강화의 경우에도 필요성(3.82점)�및 효과성(3.77점)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추진용이성은 2.39점으로,�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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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개인보좌관 도입(5점 척도)� [그림 4-9]�의회사무처 인사권 강화(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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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해외주요도시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제도28)

1_해외 주요도시 지방의회 지원체제 사례조사 의의와 방향

이 사례조사의 목적은 우리보다 앞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해외 선진국 주요도시의

지방의회 지원체제를 연구하여,�서울시의회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 제도,�정책지원기구 등 입법기

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다.�행정부 우위의 권력분립구조가 지

방정부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지방의회가 주민자치 입법기구라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

행하는 데 제도 운영 및 예산편성의 자율성 등에서 실질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대도시 지방의회는 과연 어떤 지원체제를 가지고 지방의회를 운영하

고 있으며,�의회의 위상과 역할,�입법 권한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권력구조는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우리의

경우 일본과 더불어 드물게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구조를 일률적으로 취하는 반면,�대부분

의 국가는 각�지방의 전통과 역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또한 기관대립형

보다는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는 기관통합형이 주류를 이루며,�기관대립형의 경우에도 단

체장-의회 간 관계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이 논의에서는 지방정부 권력구조 유형을 기

반으로 해외 주요도시 지방의회 지원체제 사례조사를 진행하고,�그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벤치마킹 사례를 탐색하고자 한다.�먼저 단체장 우위의 기관대립형 구조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체계를 지닌 일본 도쿄의 지방의회 지원체제를,�기관대립형이지만 단체장이 상대

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지고 있으나 동시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경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지원체제를 살펴본다.�또한 기관통합형 구조

를 가진 사례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의회와 파리시의회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다.�마지

막으로 시민의 입법(정책)�참여가 효과적이고도 대범하게 실험되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크라시의 모델을 검토하였다.�

28)�외부집필진으로 참여한 여주대학교 곽윤석�교수가�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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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성 도시명 인구 수 시의원 수

기관대립형

도쿄 13,290,000명 127

뉴욕 8,405,873명 51

LA 3,888,378명 15

기관통합형

스코틀랜드 5,168,500명 129

파리 2,201,578명 163

마드리드 3,160,000명 57

기관대립형 서울 10,280,000명 106

[표 5-1]�주요 도시의 지방정부기관 구성

2_기관대립형 해외 지방의회 사례

1)�일본 지방의회:�도쿄도의회

(1)�일본 지방의회 개요

일본은 중앙정부가 내각책임제로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합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지방정부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각�선거로 당선되어 분립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안영훈,�2007:�100)29).�지방의회 내부 조직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

회,�의회사무국,�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안영훈,�2007:�101).�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임

기 내로 하고,�상임위원회 임기는 보통 2년이다.�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규모

별로 그 수가 결정되는데 시·정·촌은 약 4∼6개이고 도·도·부·현은 8∼9개로 운영한다.�또

한 지방의회 조례로써 위원회 명칭･정수･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며,�의원들은 각각�1개 상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해야 한다.�회의는 공개되지만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도 가능하다.

29)�지방의회는 고유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예산결정권,�결산승인권,�지방세·사용료·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업무결정권,�계약허가 및 체결권,�특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권,�행정사무감사권,�청원의 수리와 처리,�지방자치단체의 공익
관련문제에 관한 의견제출권 등이 있다.�지방자체단체장 및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으로는 검사·조사권,�감사청구권,�설명요구권,�
의견진술권,�단체장 불신임 결의권 등 견제·감시권을 행사한다.�또한 4년 임기의 지방의원 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그 상한선을
정하고,�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조례로서 규정하는데 도·도·부·현(都道府縣)은 40∼130명,�시는 30∼100명,�정과 촌은 12∼30명
사이이다.�의원 정수 감축을 위한 특례조례(시·정·촌의 통폐합 및 경계 변경에 따라 현저하게 인구의 증감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조례로서 증감)의 제정이 가능하다(안영훈,�2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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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배치와 구성은 의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의회의장은 사무국

장과 서기장,�서기,�기타 직원 등의 임명권을 행사한다(일본 지방자치법 제138조 5항).�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안영훈,�2007:�102).�일본에서

는 분립형 기관구성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의회

에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이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관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다만,�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

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상호 인사 교류 등 인적자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즉,�일본은 出向(슛코우)이라는 인사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

장이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지방의회로 파견하고 있다.�한편 일본 지방의회는 매년 2월,�

6월,�9월,�12월에 열리며 연간 회기는 30일을 넘지 않는다.�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열고

있지만 이 역시 통상 5일을 넘지 않는다.30)�이와 같은 간소한 회의 제도로 인해 일본 지방

의회는 본연의 입법기능과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도쿄도의회 구성 및 운영체계

도쿄도의회는 도내 42개의 선거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원 127명으로 구성된다.�임

기는 4년이다.�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의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된다(안영훈,�

2007:�103).�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회의장의 질서유지,�의사정리,�그 외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가지며,�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상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재

정위원회,�문교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후생위원회,�경제항만위원회,�건설주택위원회,�공

영기업위원회,�경찰소방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기 중에 한하

여 의회의결에 의해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지만,�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폐회 중에도 심사가

가능하다.�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4회(2,�6,�9,�12월),�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소집하

며 회기는 예산심의 정례회는 60일,�그 외에 정례회는 30일,�임시회는 10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매회기 초에 의회의결로 확정한다(안영훈,�2007:�103).

30)�지방의회 제38조 정례회 제도 해설(http://www.rilc.re.kr/root/pds_page/pdslist_view.asp?r_no=25&page=2&Se_con=&S
e_obj=&div_code=T05&division=%A9%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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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쿄도의회 사무기구 현황 및 운영체계

2011년 현재 도쿄도의 인구는 1,329만 명이며,�의원정수는 127명이고 사무국 직원정수는

이보다 약간 많은 148명이다.�사무국은 3부 7과 1관으로 이뤄져 있다.�사무국 구성은

아래와 같다(안영훈 외,�2013:�54).

관리부 의사부 조사부

비서과 총무과 의안법제과 조사정보과

경리과 광보과 의사과 도서관

[표 5-2]�도쿄도의회의 사무국 구성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배치,�근무평정 등 임명권은 의장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의 행사는

제도적으로도 제약되고 있다(안영훈 외,�2013:�56).�의회사무국 직원은 행정청에서 파견

된 공무원이며,�정원은 “도쿄도 직원정수조례”에서 행정청 인원을 포함하여 개별 조직별로

규정된다(안영훈 외,�2013:�57).�한편 의장이 조례에서 규정된 직원정수를 사무국 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여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도쿄 도의회는 동 권한을 의회사무국이

행사하고 있다.�행정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본청에서는 정원 외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순환보직에 따라 2~4년 정도 근무하고 행정청으로 이동

한다.�간혹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도 있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의회사무국으로

의 파견은 본인의 의사 또는 의회사무국과 행정청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구체적으로

인사이동은 의회사무국이 필요한 인재상을 제시하면 이를 고려하여 행정청의 인사국이나

총무국이 선임하여 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령을 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이 밖에도 인사

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적인 승진시스템에 따라 명부가 작성되며,�최종 결정은

의장과 단체장 간의 상호 협의로 이루어지지만,�도의회 의장이 끼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4)�도쿄도의회 등 일본 지방의회 지원기구 운영의 특징 및 문제점

①�유명무실한 의장의 인사권

명목상 의장이 의회조직에 대한 독립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58�/�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그러나 의장의 권한이 실질적

으로 발휘되도록 보좌해야 할 사무국 직원들이 행정청에서 잠시 파견된 공무원으로 소속

감이 떨어지고 업무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라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우리나

라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으로,�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도 의장의 실질적인 인사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안영훈 외,�2013:�60).�

②�의회 관련 전문성 강화의 어려움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대체로 3년 정도 근무한 이후 순환보직으로 행정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다.�따라서 의회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또한 의장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수

립,�집행부 견제기능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적인 지원인력이 안정적으로 육성되기 힘

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안영훈 외,�2013:�62).

③�의회 전문인력의 부재

도쿄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업무를 행정청에서 파견된 조사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우

리나라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한 유급보좌관을 두고 있지 않다(안영

훈 외,�2013:�61).�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있다.�개인적으로 보

수를 지급하는 유급보좌관을 둘 수는 있다.�이 점은 일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그런데 일본은 회의를 연간 4회만 개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

보좌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예산·편성권 부재

의회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이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안영훈 외,�

2013:�61).�따라서 의회의 자율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배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예산이 대체로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 부분은 의회와 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으나,�의회의 독자적인 운영방침을 결정하기

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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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 지방의회:�뉴욕시의회

(1)�미국 지방의회 개요

①�지방의회의 운영체계

일반적으로 미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규 제정권,�예산안 심의 의결권,�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며,�단체장이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성을 심사한다(한

국지방행정연구원,�2012).�단체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한다.�의회

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을 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우리나라 지방의회처럼 정

해진 회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 1회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한다.�지방의원들

은 대부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일과시간 이후인 평일 저녁에 개최한다.�

또한 주요한 정책의사결정은 주민과 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 다음에,�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진행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일반적으로 미국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정책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대부분 약시장형,�또는 의회-전문경영인형

지방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안영훈,�2007).�강시장형 지방정부에서 시장은

지방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veto�powers)을 행사하며,�지방의회는 시장의 거부권에 대

해 주로 2/3�이상 의원들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②�홈룰(Home�Rule):�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홈룰(자치기본조례)은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 권

한과 활동에 의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화하는 지방자치헌법을 의미한다

(안영훈,�2007).�홈룰은 연방정치체제하에서 각�지방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치적으로

통치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함과 더불어,�자치행정의 방향성에 대한 각�지역 내부의 사

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홈룰은 지방정부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이러한 자치권의 부여는 주정부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산권,�행정권한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패막이로 작용한다31).�

이러한 홈룰(Home�Rule)�제도에 따라 시정부의 자치기본조례(Charter)를 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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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부 조직권 및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권의 실질적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안영훈,�2007:�81).�홈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주법률(by�state�

laws)에 의하여 지방의회와 그 운영체제를 규정하고,�시장과 집행부,�지방의원으로 구성

된 통치기구(governing�body)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평균 5명의 지방의원을

대선거구제에 기초하여 선출하고 그로부터 시장은 간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또 다른

홈룰 종류로는 시 차터(by�general�law�cities)에 의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체제를

규정하는 경우인데,�이때 대선거구제로 시장을 직선하고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

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하는데 평균 7∼9명을 선출한다.�물론 미국은 연방정부의 창설이

주정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방헌법에는 지방정부에 관한 언급이 없고,�주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32).�

(2)�뉴욕시의회 운영체계

①�뉴욕시의회 구성

뉴욕시정부의 기관구성은 시장-의회 기관대립형으로 시의회(시자치조례 제21조 이하)는 의장과

51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안영훈,�2007:�84).�시의원 임기는 4년이며 2번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보통선거를 통해,�행정청의 수반으로 집행기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인사권을 보유한

다(뉴욕시 기본조례,�제6조).�의장이 임명권을 가진 개인보좌관(최소한 2명 이상)�및 사무국

(appropriate�board,�body�or�committee)을 설치하여 의정활동의 지원을 받고 있다(뉴욕시

기본조례 제24조 9-d조)(안영훈,�2007:�85).�회의는 Charter�Meeting(연초 첫 회의:�매년 1월

첫 번째 수요일 개최),�Started�Meeting(월 2회 이상 전체위원회의(7̃ 8월 제외)),�Committee�

31)�이와 관련하여 자치입법권(Local�Legislative�Power)은 주민투표를 거쳐 선출·구성된 지방의회에 부여되며,�지방의회의 자치입
법권 형태는 지방정부법률(자치조례,�local�laws),�지방정부령(ordinances),�의회결의안(resolutions)�등 3가지로 나타난다.�
자치입법형태인 자치조례는 지방정부의회의 가장 최상위 입법형태로 보통 미국 주정부 헌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주어진다(안영훈,�2007:�80).�자치조례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주의회의개별
법(act�of� the�State�Legislature)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32)�현재 미국은 명시적으로 35개 주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협의로 해석하는 딜런의 룰(Dilon’s�Rule)을 채택하고 있고,�10개
주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광의로 해석하는 홈룰(Home�Rule)을 채택하고 있다.�딜런의 룰은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헌법으로부
터 유래한다”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시군 등의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백히 부여된 자치권리만을
행사하게 되며,�주정부는 지방정부를 폐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그러나 딜런의 룰을 채택하고 있는 주가 수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 미국은 시 자치단체의 홈룰을 인정하는 주정부가 37개로 나타나는 등 자치기본조례를 폭넓게 받아들
이는 분위기다.�현재 미국에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약 2/3,�50만 명 이상의 도시 약 80%가�홈룰을 가지고 있다(안영훈,�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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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매월 1회 이상)으로 구성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100).�시의회는 35개 상임

위,�7개 분과위를 두고 있다.�상임위는 시의회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며,�특별위원회,�분과위

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101).

②�뉴욕시의회 보좌인력

뉴욕시의회는 의회 내 전문직제를 설치하여 시정부의 예산과 결산,�지방세 제도의 개선,�

예산변경,�지방채 발행 및 시장의 경영보고서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제(Legislative�professional�staff)를 운영하고 있다(뉴욕시기본조례

2007:�제47조)(안영훈,�2007:�85).�이들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의회 각�위원회와 의원들을 보

좌하여 지방정부 조례 제정,�집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시정부헌장 제2장 의회편 제47조항에 입법 전문스태프(legislative�

professional�staff)�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안영훈 외,�2013:�67).�이들은 제출된 예

산 및 부처의 계상,�새로운 세금 요구 혹은 세금비율 변화,�예산 변형,�시장의 관리 평가를

분석,�검토한다.�또한 지방의회 각�위원회와 의원들을 보좌하여 지방정부 조례 개정,�집행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97).

뉴욕시의회 사무기구의 총인력수는 2013년 기준 550명이다.�사무직원은 시의회 운영 행정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원(central�staff�members)이다(안영훈 외,�2013:�53).�이 중에서

위원회별로 전문위원(Committee�staffing)�등이 있다.�시의원에게는 6명의 유급 보좌인력

(aides)이 배치되고,�이들에 대한 보수는 시의회의원 운영예산(Council�Member�Office�

Budget)에서 지출된다.�시의원 보좌실장의 평균 연봉은 85,000달러이며,�일반 보좌관의

평균 연봉은 51,000달러이다.�다만,�일반직원의 보수총액은 뉴욕시 차터 제100(c)조에 근

거하여 별도로 시의회의 승인에 따른 ‘결의규칙’에 의거하여 지출된다.�시의원별 6명의 보

좌인력은 시의원 보좌실장(Chief� of� Staff),� 시의원 지역구 관리국장(Director� of�

Constituent�Services),�시의원 홍보국장(Director�of�Communications),�시의원 정무보

좌관(Community�Liaison),�시의원 입법보좌관(Legislative�Director),�시의원 연락담당

관(Scheduler)으로 구성된다(안영훈 외,�2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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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뉴욕시 시법무의정국(The�Office�of� the�City�Clerk)

의회가 city�clerk(시법무의정국장)을 임명하며 6년간 업무에 종사한다(뉴욕시 정부헌장

제48항).�시법무의정국장은 법에 근거하여 몇몇 부서가 보관하도록 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시의 모든 보고서와 서류에 책임을 진다.�시법무의정국은 뉴욕시 정부의 가장 오래된 부서

중의 하나로 국장의 본래 임무는 마을(Town)�입법 기관의 절차를 기록하고 자치단체의

공식 문서에 도장을 찍고 인증하는 것이었다(안영훈 외,�2013:�64).�역사적으로 시법무의

정국장은 시의회의 사무장과 더불어 뉴욕주법하에 조직된 뉴욕시 자치단체 조직

(Municipal�Corporation)�사무장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시법무의정국장

(clerk�of�the�council�또는 city�clerk)은 시의회가 임명하며 6년 임기를 갖고 시의회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 동시에 입법전문실,�의회사무국 등을 총괄하고(뉴욕시기본조례 제

48조 시의회 국장의 임무),�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회직원(Legislative�professional�staff)

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한다(안영훈,�2007:�85).�

먼저 시의회 사무장으로서 시법무의정국장의 주요 기능은 시의회가 제정한 모든 법률을

인증(attest)하며,�주의회에서 조치가 요구되면서 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또한 인

증하며,�시의회 절차를 기록한다(안영훈 외,�2013:�53).�다음으로 시의 사무장으로서 국장

의 주요 기능은 시의 부동산,�보조금,�계약,�채권,�세금 정보,�그리고 시의 의무로 규정된

다양한 행정조치와 임대차 계약을 인증하는 것이다.�시법무의정국장은 시장의 행정명령,�

시장의 법적 약속 증명서,�시 공무원의 맹세,�시 마셜 본드,�주민투표의 청원 등을 포함되

는 모든 서류와 문서들을 책임지고 있다.�또한 시법무의정국장은 뉴욕시의 인감(seal)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3)�미국 지방의회:�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운영체계

(1)�로스앤젤레스 시의회 구성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15명으로 기관대립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시장,�시의원,�시검찰

관,�시감사관이 각각�직선으로 선출된다.�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비록 상대적으로

규모는 적으나 미국 지방의회 중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시의원은

상근유급직이며 시장 유고시 의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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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보좌인력

①�시의회 사무기구 구성 및 인력

의회업무 지원인력(legislative�support)과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 지원인력(constituent�

services)으로 구분되며,�시의회의 강력한 의회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

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법전문인력(legislative�analyst)의 지원을 받는다.�이 중에서

가장 높은 시의회 수석입법분석관(chief�legislative�analyst,�CLA)는 시의회 인력 중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다.�시의회 수석입법분석관은 시의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되거나 해임된다.�시장의 인사권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반면,�시 집행부의 행정

수장인 수석행정관(city�administrative�officer,�CAO)은 시장이 임명하지만,�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안영훈 외,�2013:�69).�

이와 함께 동일하게 시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city� clerk)과 재무관

treasurer)�등은 모두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되,�임명과 해임 시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동

의를 필요로 한다.�시 행정을 담당하는 서기국에 시의회 담당부서,�의제준비반(Calendar�

section),� 의제처리준비반(Coucil� Index� section),� 기타 의정지원 서비스 제공반

(Secretarial�Service�section)�등 3개 전담반을 두어 시의회를 지원하게 하고 있다.�시의

회는 입법기능 보좌를 위해 의회입법분석실(Office�of�Chief�Legislative�Analyst)이 있

다(안영훈 외,�2013:�69).�실장은 의회가 임명하며 구성인력은 각�분야 전문가로 충원된

다.�동 기구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자료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또한 각�상임위원회에는 입법보조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다.

②�시의회 수석입법분석관(CLA,�Chief�Legislative�Analyst)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는 의원들의 입법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수석 입법분석관실(Office�

of�Chief�Legislative�Analyst)이 설치되어 있다(안영훈 외,�2013:�69).�동 실의 장이 수석

입법분석관이며 관련 분석가들이 입법조사 활동을 수행한다.�CLA는 의회 투표의 2/3�이

상으로 지명되거나 사임될 수 있다.�CLA는 2000년 시 헌장의 개정과정에서 신설되었고

시청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 중의 하나이다.�CLA는 50명의 전속 애널리스트와 지원 스태

프로 구성되며,�1년 예산은 약 4백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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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입법,�정책,�이니시어티브의 효과적인 작동을 확보

하기 위하여 15명의 의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비당파적 전문 분석가이자 수석 어드바이저

로 활동하고 있다.�CLA는 의회를 대표하고 예산을 분석하는 책임을 지며 그 역할이 조례

에 명시되어 있다.�시의 투표요약 대책 준비,�의회 위원회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시의 입법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등 CLA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쟁점에 대한 관련 조사와 대책 수

립을 지원하고,�의원과 시장,�또는 타 선출직 공무원과의 협상을 보조하기도 한다33).�

③�시의원 개인보좌인력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10명 내외의 개인 보좌인력(City�Hall�Staff)과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5명 내외의 지역구 보좌인력(District�Staff)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구체적 인

원수는 지역구 크기마다 다르다.�보좌관들의 연봉 15만 달러 내외이다.�시의원 개인에 대

해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좌관 수와 보좌관 개개인의 연봉을 의원이 정하여 지급한다.�

수석보좌관의 경우에는 전용차량도 제공된다.

(3)�로스앤젤레스 시법무의정국

로스앤젤레스 시법무의정국장은 시장에 의해 지명되며 의회가 승인한다.�의회 의원의 대

다수가 동의할 때 시장이 시법무의정국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시법무의정국장은 시의 인

증,�조례,�계약,�기록 등을 관리한다(안영훈 외,�2013:�66).�모든 조례,�계약,�기록 및 문서

를 보관하며,�근무시간 동안 이를 공개하며,�지방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각�절차들을 기록

한다.�헌장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공식적인 진술(oath)과 확증을 관리하며,�헌장에

제시된 선거를 감독한다.�공식적 보증(bond)을 기록/보관하며,�지방의회가 승인한 공무

원 혹은 고용된 자의 모든 법인 담보보증(corporate�surety�bonds)을 배치하거나 갱신

한다.

33)�CLA와 그 스태프는 시의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시의회 의원보수가 연봉 178,789달러(2013년 예산기준)인데
반해,�CLA는 256,803달러,�CLA�지원관 3인은 165,390달러에서 201,776달러를 받는다.�입법분석관의 연봉 또한 165,390�
달러에 달하고 있다(안영훈 외,�20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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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기관통합형 해외 지방의회 사례

1)�영국·스코틀랜드 지방의회

(1)�영국 지방의회 구성 및 특징

영국은 중앙정부 통치구조와 유사하게 지방정부들이 영국 고유의 의원 중심 책임내각형

집행부(Cabinet�System)�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배적이다34).�2000년 이후 지방정부 차

원에서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영국 지방 정부는 주민 직선에 의하여 지

방의회를 구성하게 되면,�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Leader)를 집행부 수장으로 선출

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게 한다(안영훈,�2007:�92).�이에 따라 정치리더는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부의 각�부처를 책임질 소수의 지방의원을 의회에 추천하고,�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부(Executive)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2)�지방의회 운영체제

지방의원 중심의 집행부에 다시 고위직 지방 공무원 중에서 수석행정관을 비롯한 감사관,�

수석재무관,�시법무국장(고위공무원단)�등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우선 임명하고,�전체 집

행기구의 각�부처 국장급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전체 인사권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사하여 집

행기관을 구성･운영한다.�집행부를 구성하지 않은 평의원들은 감사･조사위원회(Overview�

and�scrutiny�committees)에서 활동하고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고위공무원,�평의원 간의 갈등 또는 긴장관계를 해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내 조례,�규칙 등으로 필요사항 및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규정하

여 사전에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35).

34)�영국의 기초자치단체(District)�평균 인구는 7만∼8만 명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지방의원의 정수는 도시형
디스트릭트의 경우 50∼80명이고,�농촌형 디스트릭트는 30∼60명이다.�광역자치단체 (County)의 평균 인구는 150만 명이며,�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의원정수는 60∼100명이다(안영훈 외,�2013:76).�영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중복(복수)�의원직
이 허용되고 있다.�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의원 총수를 그 기수별로 보면,�1997년(20,226명),�2001년(20,295명),�2004(19,657명)�
그리고 2010년 8월 기준으로 영국의 지방의원수는 21,470명이고 결원을 제외한 의원 중 남성 의원이 15,098명,�여성 의원이
6,216명이다.�영국의 지방의원은 순수명예직(단,�런던광역시 의원에는 보수 지급)이었으나 1991년부터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
고 2000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출석수당이 폐지됨.�현재 의원들에게 기초수당(Basic�Allowances),�특정 지위를 가진
의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직무수당(Special�Responsibility�Allowances),�부양수당(Care�Allowances)�등이 지급되고 있다(주장
환 외,�2014:�90).

35)�영국 중앙정부는 2000년 지방정부법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치적 경영체제의 실행 시스템(Executive�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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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의원내각제형 지방정부

(3)�지방의원의 임기와 역할

영국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종전에는 모든 의원의 역할이 동일했으나 2000년 지방

자치법 도입 이후,�정책의 입안 실행을 담당하는 집행의원(Executive)과 정책결정 및 집행 상

황을 평가·감사하는 조사위원회 소속의원의 역할이 구분되고 있다.�하원의원이나 유럽의회 의원

등을 겸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없다.�선거구에서 주민의 대표이며,�자치단체의 정책 결

정,�자치단체 업무 수행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주장환 외,�2014:�89).

2)�스코틀랜드 지역의회 운영체제

(1)�스코틀랜드 지역 특성 및 지방정부

스코틀랜드는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을 겸업하고 있는 잉글랜드와 달리 독

자적인 지역 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36).�지역 내에는 353개의 지방의원 선거구가 있고,�

of�political�management)을 제도화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실천수단으로 자치기본조례(New�Council�Constitutions)에
근거한 지방정부들의 새로운 기관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들을 도입하였다(안영훈,�2007:�93).�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도력
을 기르기 위하여 선출직 시장과 내각제(a�directly�elected�executive�mayor�with�a�cabinet),�시장과 의회 관리자형(a�
directly�elected�mayor�with�a�council�manager),�간선직 지도자와 내각제(a�cabinet�with�a�leader)�등으로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36)�스코틀랜드는 1706년까지 브리튼섬 북부의 독립 왕국으로서 존속해오다가 잉글랜드가 개척한 해외시장을 공유하려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1707년 연합법에 의거해 잉글랜드와 통합하여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을 이루었다.�통합 이후에도 스코틀랜
드는 영국 내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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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전체적으로 통합지방정부 의원 1,222명이 있다.�지방정부법 개편에 의하여 이

들 지방정부 통치 모델은 과거의 통합형,�선제 시장형,�리더·내각형 등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에 기초하고 있다.�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전형적인 의회-집행부 통합형의 의원내각

제 정부이다.�스코틀랜드 지역의회(Scottish�Parliament)�의원 정수는 총 129명이다(주

장환 외,�2014:�77).�이들은 73개 선거구 다수 득점자(constituency�members)와 스코

틀랜드 8개 지역을 대표해 선출된 각�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2)�지역의회와 행정부 통합형 지역정부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구성의 법적 근거와 지위로는 1998년 영국 국회가 제정한 스코틀랜드

법(Scotland�Act)은 스코틀랜드 지역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법률제정권을 부여하였다

(Scotland�Act�1998,�ss.�28(1),�29(1)).�스코틀랜드 지역의회(Scottish�Parliament)는 다

수당 대표로 제1장관을 선출하고 제1장관은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Government)의�

수장이 된다.�이는 전통적인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 통치구조를 계승한 것이다.

(3)�지역정부의회의 사무기구

집행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명의 지역의원들은 집행위원(Scottish�Parliamentary�

Corporate�Body�members)으로서,�지역정부의 의정활동과 함께 시행정부의 업무의 일

부도 담당하고 있다.�집행기구(Scottish�Parliamentary�Corporate�Body)를 중심으로

지역정부의 의원들의 의회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바,�이 조직에 종사하는 지역정부공무원

의 총수는 500명이다.�이 중에서 지역의원의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 담당하는 부서

는 우선 지역정부 법무국장(Solicitor� to� the� Scottish� Parliament),�지역의회 의장실

(Presiding�Office),�지역정부 법무의정담당관(Head�of�Clerk)�등이다(주장환 외,�2014:�79).�

모든 지역의원들은 지역의원별로 상한선이 정해진 보좌인력 사용 인건비(staff� salary�

costs)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인원수를 고용할 수 있다(주

장환 외,�2014:�80~81).�정당별로는 당 전체에 할당된 보좌인력 공통사용비(Pool�costs)의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보좌인력 인건비 내역을 보면,�시간외 근무수당,�기타여비 등을

지원하지만,�국민의료보험비 등은 제외한다.�이외에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여타 의정

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책정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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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Mary�Scanlon�지역의회의원의 보좌인력

영국 보수당 소속 스코틀랜드 지역의회 의원이다.�1999 2̃006년,�2007 2̃016년 동안 지역의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스코틀랜드 보수당 및 통합주의자당의 의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총 6명의 보좌관을 두었다.

-�Constituency�Office� (지역구 사무실 담당)
-�Case�Worker� (현장사례조사관)
-�Researcher� (연구관)
-�Parliamentary�Office� (지역의회 사무국 담당)
-�Parliamentary�Aide� (지역의회 입법보좌)
-�Personal�Assistant� (의원정무보좌)

2)�프랑스 지방의회:�파리시의회를 중심으로

(1)�프랑스 지방의회 개요

프랑스 지방의회의 구성은 행정단위별로 다음과 같다.�기초자치단체인 꼬뮌의 경우 인구

5천명 이하인 꼬뮌이 전체 꼬뮌 중 96.5%를 차지한다.�지방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의원

정수는 인구 규모에 따라 주민 100명 이하는 9명,�인구 30만 명 이상은 69명으로 구성된

다.�데파르망의 지방의원 정수는 20 6̃8명으로 레종 26개 선출구역에서 결선비례대표제

에 의해 구성된다.�선거구는 데파르망의 행정관할구역을 기반으로 주민 수에 비례하여 선

출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c,�2012:�86).�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

된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지방 수준에서에의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제정권,�공공서

비스 제공 등에 관련된 행정행위 결정 및 규제 제정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또한 소관

지방정부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간주하고,�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도 기관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다.�그리고 지방재정에 관한

권한도 행사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주민청원권은 인정되지 않

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c,�2012:�83).

①�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

프랑스 지방의회는 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장이 동

시에 시장 및 도지사가 되어 단체장 역할도 함께 담당한다.�지방의원들 중에서 분야별로

책임을 맡은 의원들이 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대의회제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한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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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방의회는 자치기구 그 자체로서 자치행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며,�공무원 조직은 지방의회의 결정을 준비･보좌하고 의회의 결정대로 시행하는 정치와

행정의 분립원칙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안영훈,�2007:�109).

②�정당 중심의 책임성을 중시하는 지방의회 운영

지방의원 및 단체장을 선출하는 프랑스 지방선거에는 정당 참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특히 선거인단 명부 리스트 제1순위로

차기시장 후보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반드시 지역의 의사

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것

이 통례가 되고 있다.�그 결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바로 중앙의

상･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 정치적 발판으로도 작용하게 되고,�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

당 내의 정치조직력을 기반으로 후보자의 지위가 상승하여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안영훈,�2007:�109).

③�지방의원의 겸직허용 제도

프랑스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써 중앙의 정치

가�중 약 3/4의 상･하원의원이 지방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겸하고 있다.�하지만 지

방의원을 포함하는 선출직 의원의 경우,�유럽의회의원,�광역도의원,�도의원,�파리시의회의

원,�파리시 외의 인구 2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인구 1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의 선출직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한편,�지휘관급 경찰 공무원,�공안 경찰관,�

수사관,�경찰서장 등 특정 고위직 국가공무원들은 지방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등을 보장해주는 지방의회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안영훈,�2007:�112).

(2)�파리시의회 운영 및 지원 체제

①�시의회 구성 및 운영체제

파리시는 20개 아롱디스망(區:�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 없음,�준자치구적 성격:�파리시의

특성)으로 구성되며,�주민직선에 의하여 구의회가 구성되고,�각�구의회에서 구청장을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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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안영훈,�2007:�113).�구의원의 일부가 파리시의회를 구성하면서 파리시의원을 겸직

하게 된다.�주민이 선출한 구의원 중 일부가 시의원이 된다.�시장,�부시장은 시의원 중에서

시의회가 간접선출하며,�전문경영인인 사무총장은 행정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부시장 역할

을 하지만 시장에 의해서 임명되며,�시장 직속의 직속 보좌기관(시장비서실)을 제외한 모

든 행정부서를 지휘･조정한다.�여기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휘권,�인사권도 포함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c,�2012:113)37).�

구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7구 8구 9구 10구
시의원 수 1 2 3 2 4 3 4 3 4 7
구 11구 12구 13구 14구 15구 16구 17구 18구 19구 20구

시의원 수 11 10 13 10 18 13 12 15 14 14
합 계 163명

[표 5-3]�파리시의회 20개 구별 시의원 수

②�의정활동 지원

집행부와 의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수석행정관으로서 행정사무총국장(Secretaire�General)이�

의회로부터 임명된다.�이를 포함하여 주요 행정부서의 장을 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의회가 집행부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따라서 파리시를 비롯한 프랑스와

같은 통합형 기관운영체계에서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인사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

라 기관운영에 있어서도 의회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 의회의 권한이 강한 기관구성

형태로 평가된다(안영훈 외,�2013:�87).�

③�단체장 겸직의 시의회 의장에 대한 지원

시장과 집행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기구로는 정책보좌실의 비서실장,�

전문보좌관 등이 임용되어 지원업무를 제공한다.�특히 특별채용제도에 의한 별정직(정책보

좌관,�전문보좌관 등)인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직 및 전문보좌관

등이 이와 같은 임시직 경로를 통해서 임용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c,�2012:116)38).�

37)�파리시의 경우에는 20명의 구청장이 당연직 부시장이 되며,�각�부시장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고 이들은 시장의
순수한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한다.�이에 따라 제1부시장이 나머지 부시장의 업무영역을 총괄 조정하고,�부시장마다 담당
업무분야가 따로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c,�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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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의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

프랑스 지방공무원법 제110조에 근거,�시의원들은 자유로이 자신의 비서관들을 채용할

수 있다.�이러한 권한은 각�지방자치의회에서의 결정하에 이루어지며,�예산과 인원수 등도

이곳에서 결정된다.�시장 및 집행부 지방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실의 비서실장,�전

문보좌관 등의 임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특별채용제도에 의한 별정직(정책보좌관,�전문

보좌관 등)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직 및 전문보좌관 등을 이

러한 경로를 통해서 임용하고 있다.�또한 집행기관의 하나인 법무국 등으로부터 지방공무

원에 의한 의정활동 지원을 이중으로 받기도 한다.

[그림 5-2]�파리시의회 및 시정부 체계도

38)�이들은 집행기관의 하나인 법무국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에 의한 의정활동 지원을 이중으로 받기도 한다.�한편 의장비서실의
비서관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임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일정관리,�인터뷰,�우편물 관리,�연설문 작성 지원 등의 의원
일상 업무 보좌,�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의 관계 및 다른 당의 의원들 간의 관계 유지,�언론 관리 및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한다(안영훈 외,�20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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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페인의 지방의회:�마드리드의 시민 정치참여

(1)�스페인 지방의회 운영체제

스페인은 단일국가지만 헌법 제2조 하위 정부체제로서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3계층

제로 구성된 지역정부 중심의 자치분권형 단일국가이다.�자치공동체로서 17개 자치지역정

부가 있으며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 등 2개 자치시와 52개 도,�8,082개 기초자치정부가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116).�스페인은 지방자치권이 발전한 나라로서 지방정부

는 헌법상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39).�따라서 연방정부체제하의 주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정부가 지방분권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이러한 제도하에서 의회와 집행

부는 기관통합형을 유지하고 있지만,�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단체장이 점차 강력한 정치적

리더로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상의 최고 책임자를 담당한다.�

스페인의 지방의회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하에서 지방정부 영역 범위 내에서 영향

을 미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지방의회는 광역 자치정부의 관할 구역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의원들로 구성되며,�의원 정수는 자치지역에 따라 최대 135인에서

최소 33인까지 다양하다.�지역도지사는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되는데 행정부 수장으로서

집행부 구성,�행정입법명령의 제정,�정책계획안 확정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다.�집행부인

정무회의는 도지사가 임명한 각부 장관들로 구성되며 지역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집행,�정

책집행 및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한다.�이하 52개 도정부도 기관통합

형으로 기초정부의 지방의원들 중 선출된 의원들로 도의회가 구성되고,�도의원 중에서 집

행부의 장을 선출하며 각�집행부의 책임자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도행정을 운영한다.�

(2)�마드리드의 시민 정치참여:� ‘마드리드 디사이드’�온라인 시민 플랫폼

①�아호라 마드리드의 시민혁명 -�마누엘라 카르메나 후보 마드리드 시장에 당선

인구가 316만 명이고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는 5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며,�기관통

39)�헌법 제137조에서 자치권,�자치정부 종류 등을 규정하였고,�제138조에서는 지역정부 자치권을,�제140조에서는 기초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직접비민평등선거를 규정하였다.�제141조에서는 도지방정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지방정부는 기초정부의 연합체이며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141조 2항에서
도지방의회가 도지방정부 집행부와 행정기관을 구성한다고 하였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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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형 지방정부 구조로서 시장과 시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고 있다.�2015년 6월 아호라

마드리드 당이 24년간 마드리드를 장악해온 집권 국민당을 이기고 마누엘라 카르메나를

시장에 당선시켰고 마드리드 시의원 총 57석 중 20석을 확보했다.�아호라 마드리드 신당

은 창당 5년 전부터 1만 5천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15M(‘진짜 민주주의를 돌려달라’�운

동)�이후 채널 웹사이트를 설치해 서로가 공유하는 문제들을 토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다.�정당 창당 이후에는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해 모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사이

트도 운영해 모두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②�마드리드의 시민 입법/정책 참여

16살 이상의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은 2015년 9월부터 마드리드 시의원이나 시장에게 직

접 질의하고,�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법안이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선거에 당선된 1%만이 가졌던 입법권이 99%의 시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마드리드 시민의�

참여는 웹사이트 마드리드 디사이드(decide.madrid.e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40).�마드리

드 디사이드는 정책발의,�참여예산,�공공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하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

폼으로서 시민참여와 정보공개,�정부투명성을 3대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마드리드 디사이

드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6만 명으로 마드리드시는 이 마드리드 디사이드 토론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제안에 대해 6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검토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민참여예산 페이지도 개설되었다.�마드리드 예산 1억 유로에 대한 예산안

사용처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마드리드 전체 예산 규모는 45억 유로

다.�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 결과는 1)�자전거 도로건설,�2)�시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3)�공공서비스 이용 통합 카드 발급,�4)�강제 퇴거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등이다.�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마드리드에서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실

현해 가고 있다.�

40)�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정책 및 입법 제안 페이지(proposals)에서 입법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마드리드
유권자의 2%에 해당하는 5만 3,726명의 동의를 얻은 제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고,�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시의회에서 자동으로
표결 통과되게 함으로써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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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1)�해외 사례 종합

(1)�시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된 미국 뉴욕 시의회

뉴욕시의회는 임기 6년의 시법무의정국장을 임명한다.�시법무의정국장은 시의회 사무장으

로서 시의회가 제정한 모든 법률을 인증하며,�시의회 절차를 기록한다.�시법무의정국장은

입법전문실,�의회사무국 등을 총괄하고,�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회직원(전문직 공무원제 직

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시의회 사무기구의 총 인력수는 550명이다.

(2)�시의회 개인보좌인력을 운영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시의회 보좌인력은 의회업무 지원인력과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 지원인력으로 구분된다.�수

석입법분석관실 설치,�수석입법분석관은 시의회의 2/3�찬성으로 임명하며,�시장의 인사권

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50명의 전속 분석관과 스태프로 구성,�1년에 4백만 달러 예산,�

입법분석관의 연봉은 165,390달러).�시의원 개인 보좌인력은 시의회 근무 10명 내외,�지역

구 사무실 근무 5명 내외이며,�보좌관들의 연봉은 15만 달러 내외이다.�수석보좌관은 전

용차량도 제공한다.

(3)�시의회 운영 예산 및 인력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미국 뉴욕 시의회

시의회 운영예산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운영 예산 내에서 의

회 사무직원의 급여 총액 등을 별도로 편성하며,�시의회의 결의규칙으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통지한다.�뉴욕시의회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뉴욕시의회의 사무기

구 총 인력수는 550명이다.�사무직원은 시의회 운영과 행정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원이다.�

이 중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있고,�시의원 1인에게 배치되는 6명의 보좌인력이 있다.�

(4)�시민의 정치(입법)�참여가 활발한 스페인 마드리드 시의회

아호라 마드리드당의 마누엘라 카르메나가 마드리드 시장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아호라

마드리드당은 시민의 의사를 모으기 위해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만들었고,�여기에 1만

5천 명이 참여해 시장 후보를 결정했으며,�2015년 5월 지방선거에서 20년 집권의 국민당



05�해외 주요도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 /�75

후보를 물리치고 시장에 당선되었다.�마드리드 디사이드 온라인 투표 플랫폼 구축으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크라시를 실현한 것이다.�2015년 9월부터 16살 이

상의 마드리드 시민은 시의회나 시장에게 직접 질의하고,�정책에 대해 토론하며,�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마드리드 유권자의 2%에 해당하는 5만 3,276명의

동의를 얻은 법과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고,�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시의회에서 자동으

로 표결,�통과하게 하였다.�마드리드 디사이드는 시민참여 담당 시의원이 담당한다.�2016

년부터 시민참여예산제 페이지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마드리드 예산 1억 유로에 대한

예산안 사용처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2)�서울시의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서울시의회의 권한과 의무의 불일치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민선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지방자치 단체장이 선출되기 시작한 지 21년이 넘었지

만 여전히 한국의 지방자치는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라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

하다.�지방정부 형태가 기관통합형이냐 기관대립형이냐의 구분은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

원체제 개선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기관대립형 구조이고 단

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력하지만 기관통합형 못지않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원체제

가�갖추어져 있다.�결국,�기관대립형이냐 기관통합형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선

진국과 후진국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지방의회 지원체제를 국내적 시각과 구조에 가두지 말고 글로벌 시

각과 역사 발전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서울시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

다.�그러나 아직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형식적이다.�무엇보다 의회의 활동

이 제한적이고 허약하다.�지방자치의 법적·제도적 미비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의 심화와 지방의회 본연의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극히 취약하다.�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은 형식적이고,�정책보좌관 제도는 수년째 제

자리걸음이다.�의회의 예산 편성권도 단체장에게 있고,�고위공직자나 공기업 기관장에 대

한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입법 미비로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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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업무가 양적,�질적 증가로 인해 전문적인 정책능력과 체계적인 조사분석시

스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직면했다.�국회의원은 1인당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

하고 있으며 9명의 정책보좌관의 보좌를 받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의원은 1인당 9만 5천여

명의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정책보좌관의 보좌도 받지 못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5조 원이 넘는 재정을 정책보좌관 없이 시의원들이 심의,�의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 예결산 심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2)�서울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제도 개선방향

해외 주요 도시 지방의회 지원체계 사례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부문에 대한 지원을 서

울시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시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파견 공무원 임기제

-�입법정책지원실 등 전문 지원 인력에 개방직 확대

-�중장기적으로 집행부와 독립된 독자적 인력 풀 시스템 확보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의회 사무처 인사권 확보

②�개인 정책보좌관 도입

-�시의원 개인별 1인 정책보좌관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시의원의 의회담당과 지역담당으로 2~3인 정책보좌관제 도입

-�시의원별 정책활동 예산을 편성하여,�자율적으로 정책보좌인력 채용 시스템 확립

③�시의회 예산 편성권 확보

-�시의회 운영 예산 편성권 독립을 위한 시장과 시의회 간 MOU�체결

④�인사청문회 개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조례 개정을 통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확보 및 청문회 공개 의무화

-�부단체장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⑤�시민 입법/정책 참여 확대

-�시민입법 플랫폼 구축 추진:�시의회와 시장 간 MOU,�시민입법 플랫폼 추진협의회 설치

��(가칭 시민주권 등)

-�주민참여예산제 심화,�확대:�시의회 예산 심의의결권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서울시 예산 1%

(약 2,500억 원)의 사용처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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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서울시의회정책역량지원제도개선방향

1_제도 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서울 시민들의 삶에서 서울시의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과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일상과 여건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시민들을 대표하여 서울의 정책을 이야기

하고�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바람직한 자치를 실현하고 있는가?�이러한 자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

가?�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문헌조사,�전문가 의견수렴,�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여러 불신과 오해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전문적 정책활동 수행능력

인 정책역량을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정책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여러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

하고 서울시민대표기구로서의�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현행 수준의 정책지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여러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이는 개

인 정책 보좌관제,�의회 인사권한 등 법제도 등에 따른 외부적 문제들 외에도 의회 지원조

직의 구조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내부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급격히 변화되

는 의정환경과 천만 글로벌 도시 서울시의 정책파트너로서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41).�먼저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의 도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본원칙 및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41)�논의에서 제언되는 일부 제도 개선과 관련 세부방안 등은 이미 서울시의회 내부적으로 추진해 왔거나,�진행 중인 방안들과
�중복되거나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다.�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원칙 및 개선방향에 따른 내·외부 전문가들 및 실무자들의
�의견 등을 담아낸 연구결과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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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먼저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본원칙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

하였다.�첫 번째,�‘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는 단순히 서울시의회에 해당되는 제도 개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에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친 전체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무엇보다 지방의

맏형이자 리딩그룹으로서 서울시의회가 지니고 있는 책무성에 기반하여 선제적인 전략마

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제

고를 위한 개선방안들은 외부적,�내부적 관점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즉,�서울시의회

조직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내부적 문제로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들은 단기적 과

제로 설정하고,�지방의회 전체의 공감대와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과 같

은 외부적 이슈들은 장기적 과제로 선정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세 번째,�‘능

동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는 정치사회적 이슈 파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변화에 따른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연계적 접근’을 제시하였다.�지원제도 개선

방안들을 물적·인적 자원이 제한적인 서울시의회의 내부적 자원으로 국한하는 것은 비효

율적일 수밖에 없다.�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서울시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인적·물적

정책 네트워크와의 협력적 연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그림 6-1]�서울시의회 지원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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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 개선의 방향

이러한 기본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의 방향은 내부운영적 측면과 외부환경적 여건을 고

려하여 단기적 전략과 중장기적 전략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다양한 지방의회 법제도변화와 관련한 대안들이 실제 실현되지 못했던 다양한

정치사회적 여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의회 내부운영적 측면에

서 접근 가능한 전략들을 수립해 가기 위한 방안들을 실천해 가고 중장기적으로는 타 지

방의회 간 연계를 비롯하여 국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과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야 한다.� �

[그림 6-2]�서울시의회에 대한 단계적 지원제도 개선방향

2_단기 전략방향

먼저 단기적 전략방향은 주로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조직 구조 및 운영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이러한 방안들은 현재 지방의회 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가 실천

할 수 있는 제도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구체적으로는 (1)�의원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보지원에 초점을 둔 정보 네트워크 기반 의회시스템 구축,�(2)�지원조직의

전문역량 강화 관점에서 지원조직 내실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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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 네트워크 기반 의회 시스템 구축

(1)�정보수집·분석기능 강화

먼저 현행 의안정보의 수집,�가공,�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기능에 대한 개편이 요구

된다.�이를 위해서는 현행 입법담당관 내 의정자료팀의 인력 및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장기적으로 의원 맞춤형 정보생산체계 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시스템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즉,�개별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안 관련 정보들에 대한 의뢰(요청)조사

뿐 아니라 예측조사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데 앞서 이를

위한 참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42).� � � �

이를 위하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분야 다양한 정보아카이브와의 연계·통합과 함

께 이를 서울시의회 현안 및 의원들을 위한 참고자료 및 학술자료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국회,�타 지방의회 간 법률정보 등 정보자료 교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장기적으로 해외 지방의회 및 해외도시정부의 자료 검색 기능을 확

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실질적 정보·업무교류 네트워크 확대

서울시 정책과 관련한 서울시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현재 서울

시정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연구원,�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복지재단,�서울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정책유관기관들이 존재한다.�이 기관들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

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 수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보 교류 차원에서

앞서 논의한 서울시의회 정보아카이브 구축과정에서 이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들을 함께

연계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2)�국회의 경우 국회도서관,�입법조사처 등 이러한 의안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관련 지원조직들이 체계화,�분화되어 있으나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러한 조직기능의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입법담당관실이 수행하는 기존 의원
의안 조사,�분석 제공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초점을 둔 기능 개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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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른 광역의회 및 국회와의 교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현재의 정책교류는

의원들 간의 의정차원의 교류와 협력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국회

를 비롯하여 경기도의회,�인천시의회 등 서울시와의 정책적 이슈 연관성이 높은 의회조직

들과의 정책분야별로 소통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정

책지원조직 인력들 간의 업무 교류 관련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실무지식 및 새로운 분석기

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들도 마련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해외 지방의회 등과의

실질적인 정책분야 협력관계 수립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3)�시민들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 확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울시의 현안에 대한 정보의 수집은 의회 내부 전문인력 활용만

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보수집 경로 확대를 위하여

시민들에 대한 접촉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회,�간담회 등과 함께 지역별 소규모 여론조사,�현안 SNS분석 등

지역주민 정책의제를 수렴하는 통로를 다변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서울시의회에 느끼는 효

용감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서울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일반시민들이나 향후 미래

서울의 주역인 청년,�학생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제안 조례,�

청년모의의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외부에 홍보함

으로써 서울시의 현안과 정책,�그리고 서울의 미래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2)�정책지원조직 내실화

(1)�시의원 정책수요 대응체계 강화

먼저 정책지원조직 본연의 역할 측면에서 시의원들의 수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

가야 한다.�이를 위해서 시의원들에 대한 주기적 수요조사,�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의원들

이 요구하는 지원방식과 내용,�불만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이러

한 방식은 현실적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개인 정책보좌인력 부재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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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현재 정책지원조직에서 생산해 내는 현안이슈,�장기전망 등의 분석자료들에 대

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 정책지원조직 내부 인력뿐 아니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조 등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한다.�예를 들어 서

울시·자치구 재정추계 등 주기적이고 전문적 재정정보 분석을 위해서 서울연구원 혹은

지방세 연구원과의 공동조사 및 연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정책지원조직 전문성 제고

현재 서울시의회의 정책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들 중에서 조직별로 중복되거나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에 대해 조직 간 역할관계 재분류를 통해 업무와 기능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입법담당관의 경우 사전적 정책정보의

수집·선별·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설정하고 법률 및 정보지원을 중심으로 한 ‘법제

정보담당관(예시)’으로 업무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다.�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의 경우에도

사후적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정보에 대한 분석·가공·평가를 주요업무로 제시하고 평가와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분석담당관(예시)’으로 업무영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 및 업무,�기능 재분류를 통해 현재 서울시의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력배치

등도 새롭게 점검,�번영해야 한다.�즉,�현재와 같이 포괄적인 행정 및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이 아닌 업무별 직무기술서를 구체화하고 이에 해당되는 인력들을 채

용함으로써 전공 및 인력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3)�정책전문조직 인력양성

현재 지방의회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실제 이러한 의회분야에 특화

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기관은 전무한 상태이다.�이와 관련하여 서울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기반 조성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과거

청년인턴사업 등과 같은 의회전문인력 양성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43).�특히

43)�2007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 위탁용역 형식으로 진행했던 서울시의회 인턴제도는 시의원들에 대한 유급직
사무보조인력 활용 목적으로 시도된 바 있으나,�이 연구에서 제안한 청년인턴제도는 현재 정책지원조직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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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보좌

관 도입 등에 따른 인력수급체계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취업 문제와도 연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인력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우호적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44).�

3_중장기 전략방향

다음으로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중장기 전략방향

으로 (1)�서울시의회 의원 개인보좌관 제도의 도입 및 확대,�(2)�시의회 인사권한 확대를

통한 전문성�확보,�그리고 (3)�새롭게 부여될 지방의회 정책기능에 대한 조직개편 등 정책

지원과 관련된 조직체계를 보다�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

(1)�서울시의회 개인보좌관 제도 도입 및 확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보좌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들에 더해 향후에도 시도 의회 의장단 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등과의 공조

를 비롯하여 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그리고�국회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정치적 협상

등이 향후에도 보다 전략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또한 개인보좌관 제도 도입과 관련

하여 서울시의회 내부적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장기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의회의 규모 및 활동 수준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정책보좌관,�지역

보좌관 등 적정 개인보좌 인력규모와 고용에 따른 비용 산정 및 인력수급 계획 등에 대해

중장기적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단기 전략에서

전문분야별 석사급 연구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 � �

44)�정책전문조직의 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는 서울시의회와 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등)�간 의회인력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프로그램 과정에 석사급 인력들을 서울시의회에 일정기간(6개월)�인턴으로 파견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우수 인력들을 대상으로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뉴욕주의회 인턴십프로그램(New�York�State�Assembly� Internship�Program)�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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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한 의회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조기에 정착시켜 향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계획

을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시의회 인사권한 확대를 위한 전문성 확보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에 대응한 전문적 인력구조를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반면 서울시의회가 완벽한 인사독립성을 갖추는 것 또한 현재의 인사제

도 하에서는 제한적인 인사교류 및 승진적체 등으로 인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갖추는데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향후 서울시의회 인력구조가 보다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 및 사무지원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일반행정직렬

외에 의회 전문성 확보 등 업무에 특화된 의회직렬제 도입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러한 의회직렬의 경우 자치구의회 등과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사적체 및 승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과 연계하여 제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아울러 지방의회 조직의 특성상 계약직 전문 인력들의 채용관리가 개방적이고 투명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시의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지원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

중장기적 정책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조직구조에 대한 개편방향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의정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 점차 고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예를 들어 공공외교법이 2016년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의원외교

와 관련한 논의들이 과거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그간 부정

적으로 인식되어온 의원 해외 교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

가�될 것이다.�이에 따라 실질적인 의원외교의 성과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요구되는

시의회 지원조직구조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정치구조적으

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사위원회,�옴부즈만 기능이 향후 의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의

회로 이관되는 경우 등 여러 미래의 의회 정책기능 변화에 대비해 조직기능 및 인력구조

재구축과 관련한 중장기계획(masterplan)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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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시의회정책역량지원제도에대한

인식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에서는 서울시의회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실효성 높은 지원제도 및 운영 개선방
안을 모색하고자 시의회 관계자 및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서울시의회 발전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분석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적 사항은『통계법』�제33조(익명성 및
비밀보호 등)에 따라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문의처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A 서울시의회정책역량수준및 성과

Q�1.�최근 서울시의회가 수행해 온 활동들을 언론,�연구,�실무 등을 통해 지켜보신 경험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의회가 지닌 전반적 정책역량 수준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①�서울시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① ② ③ ④ ⑤

②�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조직의 전문성
�� � (상임위,�입법 및 예산지원조직 등)

① ② ③ ④ ⑤

③�서울시의회 정책수행 활동 수준* ① ② ③ ④ ⑤

*�서울시의회가 수행하는 주요 정책수행 활동들은 다음 장 질문(Q2)에서 확인가능 (입법
기관,�행정감사기관,�재정감시기관,�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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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최근 서울시의회가 수행해 온 정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미흡

미흡한
편

보통
잘
수행됨

매우 잘
수행됨

①�입법기관으로(조례안제정 및 개정)�주민이 원하
는 서비스의 법률근거를 적절히 마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행정감사기관으로 (사무감사,�조사 등)�통제 및
견제를 통한 체계적 행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재정감시기관으로 (예·결산 심의,�사업평가,�분
석 등)�정책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주민대표기관으로 (청원,�민원 등)�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Q�3.�<Q2>의 번호를 참조하여 위의 서울시의회가 수행하는 정책활동 기능 중 상대적으로
볼 때 가장 잘하고 있는 기능과 미흡한 기능을 하나씩만 골라주십시오.�

� �상대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
��상대적으로 가장 미흡한 분야

B 서울시의회정책역량제약요인

Q�4.�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확보를 저해하는 제약요인(문제점)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크게 제약
받고 있음

제약을
받는 편임

보통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음

전혀 제약
받고 있지
않음

①�집행부의 비협조(사전협의 부재 등)� ① ② ③ ④ ⑤

②�체계적인 정책 자료(정보)�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③�의원 개별 정책활동 전담지원인력(개인보좌)�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④�사무처 정책지원조직 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⑤�사무처 정책지원조직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의원,�사무처 정책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⑦�정책개발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⑧�시민사회,�언론 등 시의회에 대한 불신 ① ② ③ ④ ⑤

⑨�조례제정권한 등 법제도의 제약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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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Q4>의 번호를 참조하여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확보를 가장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요인

들을 우선순위대로 각각�3순위까지 해당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최우선 제약요인 �1순위(�� � � � � � � � ),�2순위(� � � � � � � � � ),�3순위(� � � � � � � � � )

C 서울시의회정책역량제고를위한지원제도도입방안

다음은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의 내부/외부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입니다.��각�전

략방안에 대해 ①�필요성,�②�효과성,�③�행정적 추진용이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각각의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보
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내
부
운
영
제
도

①�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의회 정보 수집
분류 시스템 도입 (행재정,�주요 정책분야 등)

① ② ③ ④ ⑤

②�유관기관들과의 정보·인력 교류 네트워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③�정책 지원조직 간 업무분장 및 역할 구체화 ① ② ③ ④ ⑤

④�정책 지원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임기제)�증원 ① ② ③ ④ ⑤

⑤�정책위원회 등 전문분야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청년정책인턴(대학 MOU)�등 시의회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시스템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⑦�시의회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방안
마련

① ② ③ ④ ⑤

외
부
환
경
제
도

⑧�개인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⑨�의회사무처 인사권 강화·독립 ① ② ③ ④ ⑤

⑩�의회직렬제 도입(서울시의회-자치구의회 간
인사교류)

① ② ③ ④ ⑤

⑪�감사위원회 등 감사·옴부즈만(민원)�기능 시
의회 이관

① ② ③ ④ ⑤

⑫�직접참정제도 등 시민들의 의정참여,�견제
기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⑬�해외 주요 기관들과 의정 정책 분야 교류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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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각각의 제도 도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크지 않을
것임

크지
않은
편임

보
통

큰
편임

매우
클
것임

내
부
운
영
제
도

①�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의회 정보 수집
분류 시스템 도입 (행재정,�주요 정책분야 등)

① ② ③ ④ ⑤

②�유관기관들과의 정보·인력 교류 네트워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③�정책 지원조직 간 업무분장 및 역할 구체화 ① ② ③ ④ ⑤

④�정책 지원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임기제)�증원 ① ② ③ ④ ⑤

⑤�정책위원회 등 전문분야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청년정책인턴(대학 MOU)�등 시의회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시스템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⑦�시의회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방안
마련

① ② ③ ④ ⑤

외
부
환
경
제
도

⑧�개인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⑨�의회사무처 인사권 강화·독립 ① ② ③ ④ ⑤

⑩�의회직렬제 도입(서울시의회-자치구의회 간
인사교류)

① ② ③ ④ ⑤

⑪�감사위원회 등 감사·옴부즈만(민원)�기능 시
의회 이관

① ② ③ ④ ⑤

⑫�직접참정제도 등 시민들의 의정참여,�견제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⑬�해외 주요 기관들과 의정 정책 분야 교류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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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각각의 제도 도입에 대한 『행정적 추진용이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어려운
편임

어려운
편임

보
통

용이한
편임

매우
용이한
편임

내
부
운
영
제
도

①�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의회 정보 수집
분류 시스템 도입 (행재정,�주요 정책분야 등)

① ② ③ ④ ⑤

②�유관기관들과의 정보·인력 교류 네트워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③�정책 지원조직 간 업무분장 및 역할 구체화 ① ② ③ ④ ⑤

④�정책 지원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임기제)�증원 ① ② ③ ④ ⑤

⑤�정책위원회 등 전문분야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청년정책인턴(대학 MOU)�등 시의회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시스템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⑦�시의회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방안
마련

① ② ③ ④ ⑤

외
부
환
경
제
도

⑧�개인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⑨�의회사무처 인사권 강화·독립 ① ② ③ ④ ⑤

⑩�의회직렬제 도입(서울시의회-자치구의회 간
인사교류)

① ② ③ ④ ⑤

⑪�감사위원회 등 감사·옴부즈만(민원)�기능 시
의회 이관

① ② ③ ④ ⑤

⑫�직접참정제도 등 시민들의 의정참여,�견제기
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⑬�해외 주요 기관들과 의정 정책 분야 교류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Q�9.�서울시의회 의정활동지원 제도를 ①필요성,�②효과성,�③행정적 추진용이성의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3순위까지 해당번호를 적어주십시오.�(위의 번호 참조:�내부운영제도_①~⑦,�외부환경
제도_⑧~⑬)

   
� �내부운영 제도 개선 우선순위 �� �1순위(���� � � � � � ),� � �2순위(����� � � � � ),� � �3순위(�� ��� � � � � )

� �외부환경 제도 개선 우선순위 �� �1순위(���� � � � � � ),� � �2순위(����� � � � � ),� � �3순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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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그 외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
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칸이 모자라면 뒷장에 적어주십시오).� � � � �

D 인구사회학적 질문

SQ�1.�성별 ①�남자 ②�여자

SQ�2.�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이상

SQ�3.�의회근무년수 ①�5년 미만 ②�5년~10년 ③�10년~15년 ④15년 이상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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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engthening�the�Policy�Capacity�of�Seoul�Metropolitan�Council

Min�Chul�Shin,�Jun-Sik�Bae,�Jung�Yong�Lee,�Yun-Suk�Kwak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strategies,�to�strengthen�the�policy�capacity�support�system�at�the�

Seoul�Metropolitan�Council,�based�on�the�level�of�the�policy�capacity�

of�municipal�activities.

In� chapter� 2� of� the� literature� review,� the� changing� process� and�

structural�characteristics�of�the�local�council�policy�support�system�

are�examined�through�theoretical�arguments�and�precedent�studies�of�

the�local�councils.�Chapter�3�explores�the�process�of�changing�the�

legal�system,�encompassing�the�changes�in�the�policy�support�system�

of�the�Seoul�Metropolitan�council.�Surveys�and�in-depth�interviews�

conducted� with� diverse� stakeholders� and� expe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are� included� in� chapter� 4.� Lastly,� chapter� 5�

examines� the� various� idea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of�the�policy�capacity,�by�examining�the�actual�situation�

of�the�regional�councils�of�various�foreign�countries�with�different�

institutional�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poses� four� basic� principles� to� improve� the� policy�

capacity�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First,� the� Seoul�

metropolitan�council�should�initiate�the�changes�of�the�whole�local�

council� in� advance.� Second,� a� strategic� and� step-by-step� goal� to�

improve�the�policy�capacity�of�the�council�needs�to�be�established.�

Third,� it� is�necessary�to� launch�an�aggressive� internal�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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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for� the�external�environment.�Fourth,� there� is�a�need� to�

strengthen�cooperative�links�with�various�external�human�and�physical�

networks�surrounding�the�local�councils.�

Based�on�these�four�principles,�this�study�suggests�both�short�and�long�

term�policy�proposals�for�strengthening�the�policy�capacity�of�the�

Seoul�metropolitan�council.�

The�short�term�goals�involve�reorganizing�the�internal�organization,�

including� expanding� the� information� network� base�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supporting�

organizations.

The�long�term�objectives�necessitate�reviewing�the�introduction�of�the�

aide�of�assemblyman,�and�the�transfer�of�the�functions�of�the�audit�

committee�and�the�Ombudsman,�to�the�Seoul�metropolitan�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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