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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방행정체제

서울시는 인구규모를 정화하는 수 에서 분구를 지속해 복 후의 9개구가 재에는 25개

구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구기 에 의한 획일 인 분구는 구민들의 생활권역과 불일치하거나 

필수시설들에 한 할거주의  설치로서 고비용을 낳고, 구이기주의에 의하여 역  서비스 

공 을 한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에서 서울시를 생활권에 따라 나

어 본다면 5개 생활권  9개 생활권으로 나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상당한 권

한과 사무가 자치구에 임되어 처리되고 있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역할 계가 복 이

라는 것과 서울시 련 사무들에 하여 앙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

시의 자치가 제약당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구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권한의 문제인 것이다.

해외 대도시의 지방행정체제

국의 런던은 역정부로서의 GLA, 기 정부로서 1개의 시와 32개의 Borough가 존재한다. 

2000년부터 역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폐지하 던 역정부를 부활시켰고, 역정부로서

의 GLA와 기 정부인 Borough정부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의 경

우에는 역정부로서 베를린시와 23개의 구가 존재했는데 2001년 이를 12개로 통합하여 인

구규모를 30만명 정도로 균질화하 다. 12개의 구보다는 베를린시의 권한과 역할이 강하다. 

일본의 동경도도 2층제의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23구와 39개의 시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의 법개정으로 23구의 재정자치권이 강화되었다. 랑스의 리시도 20개의 구

를 가진 2층제의 역정부이고, 리시는 데 르트망과 코뮌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지방정

부이고 구의원이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5개 Borough보다 시정부의 역

할과 권한이 강하며, 시의원이 구정 의회 멤버로서 참가하여 시정과 구정을 연계한다. 

바람직한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 중생활권 중심의 9개구로 통합이 바람직

행정구역개편의 기 으로는 효율성, 민주성, 실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도시의 행정구역

개편의 세계  추세는 역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로벌 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역정부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서울의 랜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서울시가 한국의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역지방정부로서 존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구의 통합을 실시할 

경우 9개의 생활권에 입각한 자치구간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능의 역

화와 로벌화를 고려할 때 장기 으로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 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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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시 자치구의 행정구역 형성과 생활권 구분

지속적으로 분할된 서울시 행정구역의 변천

□ 서울시 행정구의 지속 인 분할

- 서울시는 2008년 재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10,288천명, 

면 은 605㎢의 크기

· 조선시 에는 서울시를 5개로 나 어 통치하 고, 일제시 부터 구(區)제

를 도입하여 7개구를 설치하 다가 복 직  8개구가 되었고, 복 후 

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9개구로 변경

- 행정구수의 증가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장, 강남개발로 인한 분구의 필요

성, 규모 아 트 건설로 인한 인구 증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시행된 결과

· 복 이후 서울시 행정구역은 차 확장되어 24년간 유지된 9개구는 

1973년 2개구가 신설되어 11개구로 변화

· 11개구 체제는 강남개발 등으로 인해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기존의 행

정구역내에서 분구가 이루어져 17개구 체제로 되어 7년간 지속

· 1988년 이래 규모 아 트단지의 건설 등으로 인구가 증하여 구의 

분할신설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래 재까지 14

년째 25개 자치구 체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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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연    혁 면  적

1394.10.25 조선 태조 3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

1396. 4. 1 도성 및 성저를 5부(동ㆍ서ㆍ남ㆍ북ㆍ중) 52방으로 행정구역 확정 약16.5㎢

1943. 4. 1
구제를 실시하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신설(7구)

1944.10.23 마포구 신설(7→8구)

1945. 8.15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

1946.10.18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로 됨

1949. 8.13 성북구 신설((8→9구) 288.35 ㎢

1949. 8.15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개칭

1963. 1. 1 행정구역 확장 613.04 ㎢

1973. 7. 1 행정구역 확장. 도봉구, 관악구 신설(9→11구) 627.06 ㎢

1975.10. 1 강남구 신설(11→12구)

1977. 9. 1 강서구 신설(12→13구)

1979.10. 1 은평 출장소가 은평구로, 천호 출장소가 강동구로 승격((13→15구)

1980. 4. 1 구로구, 동작구 신설(15→17구)

1988. 1. 1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신설((17→22구) 605.4 ㎢

1995. 3. 1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신설(22구→25구)

  주: 면 의 경우 실제로 감소된 것이 아니라 실축에 의해서 면 이 재조정된 것임.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지도로 본 서울 2007」, p.30 재구성

<표 1> 서울시 자치구 변천사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공간의 구분

□ 서울시의 생활권은 생활권과 생활권으로 구분

- 생활권은 한강과 주요 산악에 의한 지형, 수도권 도시들과의 교통에 의

한 활동구조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심권과 동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북

생활권, 서남생활권 등 5개 생활권으로 구분

- 생활권은 일상생활이 상호연계된 공간범 로서 생활권을 세분하여 2~4

개의 자치구를 하나의 범 로 하여 도심권과 8개의 생활권 등 9개 생활권

으로 구분

· 생활권의 공간범 를 구분하는 기 은 ①자연 , 물리  환경, ②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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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향권, ③ 심지 기능  토지이용, ④행정구역  교육학군, 

⑤주거지  주거 특성과 거주인구 특성, ⑥ 련계획 등을 검토하여「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

[그림 1] 9개 생활권

□ 통근권 개념으로 본 서울시 공간은 보다 넓은 구역을 포함

- 행정권은 인구기 으로 나 어져 있으나, 생활권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연계도를 의미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용이

· 서울시는 각 생활권이 하나의 통근권에 속하므로, 통근권의 개념으로 

보면 각각의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로 볼 수 있음

· 통근권의 개념으로 생활권을 악할 경우, 서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주변의 성도시들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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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와 생활권의 괴리로 인하여 비효율 발생

- 자치구별로 문화 술회 , 신청사 건립, 복 이고 인 인 축제실시 등

으로 인해 산낭비 발생

- 구의회의 역할 모호와 시의원과의 역할 복 발생

- 동 통합으로 인해 생활권 심으로 자치구 통합의 필요성 증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및 광역행정권한 강화 필요

□ 지방자치법상 역정부와 기 정부간의 사무배분기

- 서울시는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역산업 기반조성, 교통, 운수, 치수 등

의 역  사무를 담당하고 보완  사무와 연락조정업무를 담당

- 자치구는 구의 조직, 재정, 자치입법에 한 사무와 구 산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무, 구에 사무처리 결과가 할 구에 미치는 사무, 지역주민에 한 

직 인 사사무 등을 수행

· 지방자치법 제10조 3항에 의하면, 기 자치단체 우선으로 사무가 배분되

어야 하고,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 

□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구분 황

- 서울시의 사무는 9,500여 개에 이르고, 자치구의 결사무는 약 3,300여 

개로서 그 비율은 약 3:1에 해당

· 자치구간 통합을 하여도 자치구 결로 처리가능한 사무가 어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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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통합만으로는 기획과 정책사무 추진에 한 문 인 역량이 미흡

-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는 지방자치법 104조 제2항의 사

무 임규정에 의해 자치구에 임이 가능

· 기획과 정책사무는 서울시가 처리하고, 지역  단순 민원  지성을 

요하는 사무는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해 자치구에 임할 

필요

□ 역  사무의 효과  수행을 한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법 제정

- 역  사무의 상당부분이 법령에 의하여 앙부처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가 책임있게 사무를 추진하기 곤란

· 국가의 획일 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도시의 특수한 사정과 필요를 채

워주지 못하고, 국  에서의 획일  규제와 지원제도로 인해 비효

율성이 발생 

- 지방정부에 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폐지하고, 지방정부간 상호 계가 효

과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 기 임사무를 격 으로 폐지하고 지방정책 련 권한과 산, 조직을 

이 하여 주도록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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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대도시의 자치와 행정구역 개편

이층제의 계층구조로 복귀한 런던광역시(GLA)

□ 역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런던 역정부가 출범

- 2000년 역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런던 역정부(GLA: Greater London 

Authority)가 출범하고, 시장과 의회를 구성

· 구성은 통 인 도심인 런던시(City of London)와 12개의 독립자치구 

Borough로 구성된 내부런던(Inner London), 그리고 20개의 자치구가 

속한 외부런던(Outer London)으로 구분

- 국에서 단층제의 경향성은 있으나, 아직 2층제로 구성된 238개의 기 정

부인 District가 존재하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는 단층정부인 

UA(Unitary Authority)가 형성되었지만, 주정부를 계층으로 보면, 여 히 2

층제에 해당

지역~계층 계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England

London Metropolitan S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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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층 272 - - - GLA -
County 34

District 238

<표 2> 지방정부 계층별 황(1998년)

□ 단층제에서 이층제로 복귀한 런던의 행정구역 개편

- 런던 도시의 개발낙후와 기반시설 노후화에 비하기 해 역정부 필요 

· 계층은 원래 2층제로 처정부때 단층제로 환한 은 있으나, 재는 

다시 2층제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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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C(Great London Council) 시기에는 기 통합형의 의회를 구성하

지만, GLA 시기에는 기 분립형의 의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 한 통제

를 강화하고 집행책임을 명확히 부여

1963-1986 1986-2005 현  재

기관구성형태 기관통합형
광역런던정부

(집행부의회)부존재
기관분립형

명칭
의회: GLC

집행부: 직선되지 않음

의회: 폐지됨

집행부: 직선되지 않음

의회: London Assembly

집행부: GLA

자치계층구조 2층제

단층제(32개 Borough와 

City of London 중심의 

단층제)

2층제

<표 3> 서비스 제공의 역할분담

□ 역정부 GLA와 기 정부 Borough의 역할분담

- 역정부인 GLA는 계획, 주택, 도로, 교통 리, 공원 등의 사무를 수행 

· GLA는 런던교통청, 런던개발청, 수도경찰청, 런던소방응 계획청 등에 

한 행정서비스 공 도 담당

- 기 정부인 Borough는 교육, 사회복지, 도서 , 와 크 이션, 쓰

기 수거처리, 세 징수, 건강 등의 서비스 제공의 사무를 담당

 

자치구를 10여개로 통합한 베를린시

□ 23개의 자치구를 12개의 구(Bezerik)로 통합

- 2001년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23개구를 12개로 통합하여 인구규모를 약 

30만 명의 규모로 균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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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의 큰 구 던 스 다우(Spandau), 이닉 도르 (Reinickendorf), 

노이 른(Neukolln)구는 1920년 의 경계를 그 로 유지하 지만, 다른 

지역들은 2~3개의 구를 하나로 통합 

□ 베를린시와 12개 자치구와의 계와 역할

- 베를린시는 역정부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는 도시주 형태의 단일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성격을 보유

- 구는 독립된 지방자치체는 아니지만 자치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 인 업무를 통상 으로 처리

· 구는 법인격이 없는 베를린시의 자치단 로서 베를린시의 사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일정 범  내에서 고유사무를 처리하나, 구역행정법에 의하여 

조직권은 상당히 제약

· 구의 장은 구의회에서 선출

- 베를린시는 구에 한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단일지방자치단체로서의 통일

성의 유지와 효율 인 업무처리를 하여 앙 집 인 조직화를 지향하

므로 긴장 계가 발생

 

특별구를 가진 광역정부로서의 동경도(Tokyo)

□ 동경도는 역정부로서 47개 도도부 의 하나이며, 23개의 특별구가 존재

- 동경도는 23구 외에도 26개시, 5정, 8 의 39개 보통지방공공단체로 구성

- 1943년에 도쿄부와 도쿄시를 합쳐서 도쿄도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행정제

도의 기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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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9년 도쿄시는 15개의 구를 가지고 출범

· 1947년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23개의 특별구 행정체제가 가동

되고, 도쿄도지사를 민선으로 선출

· 1974년에 구청장에 한 선거가 부활되고, 일반시에 한 사무사업의 기

능을 23개 특별구에 부여

· 구가 도쿄도의 내부조직으로 간주되어 역할분담이나 행정책임이 불명확

하고 특별구의 자주성이 해되며, 동경도도 역  행정의 불철 함이 

지 됨.

- 1998년의 법률개정으로 23개 특별구는 재정자치권을 강화하고, 폐기물처

리 등 거주민과 한 리사업의 할을 특별구로 이

□ 지방분권일 추진법의 용으로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등한 계로 환

- 앙정부와 지방정부는 1999년의 지방분권개 으로 인해 상하․종속 계

가 상호 등․수평 계로 개선되어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자립성에 기 한 

창의 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종합행정의 주체로 등장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가까운 정부인 시구정 에 총 인 권한을 부여하

고, 도도부 은 시구정 이 가까운 정부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국

가와의 사이에 필요한 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 

· 도도부 은 경찰, 지역경제정책, 보건소, 고등학교, 도시계획 등에 한 

사무를 맡고 있고 시정   앙정부와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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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과 구의원의 겸직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한 파리시

□ 리시는 코뮌의 지 와 데 르트망의 지 를 동시에 보유

- 랑스 수도인 리시는 자치단체로서 특수한 지 를 보유하며, 특별법에 

의하여 20개의 구(아롱디스망)가 존재 

· 행정구역상으로는 일드 랑스 죵(인구 1021만, 1200㎢)의 할에 속하

나 양자간에는 상하 계는 부재 

□ 구의원과 시의원의 겸직을 통한 구정과 시정의 연계체계 형성

- 주민직선에 의하여 구의원이 구성되고, 구의회에서 구의 장을 선출하며, 구

의원의 일부가 시의회를 구성하여 리시의원을 겸직

· 구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당해 구에 할당된 시의원의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의 시의원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

· 리시의원은 리시의회(코뮌의회)에도 참여하고, 구의회(아롱디스망의

회)에도 참석

시의원이 구정협의회의 멤버로서 참여하는 뉴욕시

□ 홈룰(Home Rule)제도에 의해 독립  자치권부여

- 주정부에 의해 헌장(Chart)이 부여되어 뉴욕시 의회는 홈룰제도가 용

· 주정부의 법률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  권한을 보유

· 자체 입법기 을 가지고, 공무원 임용과 조세징수에 한 권한이 부여 

- 의회는 단원제이며, 임기 4년의 51명 의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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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 은 시장(Mayor), 시 변인(Public Advocate), 감사 (Comptroller), 

5명의 구 표(Borough President)로 구성되고, 50개의 부서(department)가 

존재

□ 구(Borough)는 시의 하  단  행정구이지만 자치  의견수렴 기능 보유

- 각 구는 직 선거에 의하여 구의 표(Borough President)를 선출 

· 구 표는 구와 련된 사항에 하여 시장에 조언하고, 구의 토지사용항

목에 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시의 산결정 과정에서 구와 련된 요

구사항을 변

· 구에는 자치헌장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 산과정에 참여

· 시헌장(chart)에 의하여 구(Borough)의 표에 한 권한을 제한

□ 시의원은 구정 의회에 참가하여 시정과 구정을 연계

- 구정 의회는 시의원과 커뮤니티 원회(Community Board)의 장으로 구

성되며 의회 의장은 구의 장이 수행

· 구정 의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구발 을 한 주요 사업계획

과 투자사업을 심의

· 구의 우선순 사업에 한 논의와 산에 한 의견을 시장, 시의회, 시

계획 원회에 제출

-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구의 운   구발 에 련된 소요 산에 한 의결

권을 행사함으로써 시정에 구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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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바람직한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개편방안

대도시의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방향 

□ 행정구역개편의 일반  기

- 행정구역개편은 효율성, 민주성, 실 가능성 등의 기 으로 단할 필요 

· 효율성은 세부기 으로 행정 리의 효율성, 집권화의 효율성으로 나 고, 

민주성의 세부기 은 표성, 서비스 만족도, 분권성으로 나 며, 실 가

능성은 정치  가능성과 문화 합성으로 구분 

· 표성은 지역 표 일인당 주민수가 을수록 높아지며, 서비스 만족도

는 기 정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경향

- 행정구역개편의 속도와 내용은 정치 으로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주민정

서에 부합해야 은 항 발생

□ 도시 행정구역개편의 원칙

- 도시는 역자치계층의 존치가 필요하고, 역자치단체의 존재가 우선되

어야 도시경쟁력 확보가 가능

- 자치구를 통합할 경우에는, 생활권을 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 도시의 자치구는 인구를 기 으로 한 획일  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역

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 한 자율 인 통합을 할 필요

· 구역통합보다 우선하여야 할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입각한 실질

인 분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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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행정구역개편의 원칙에 따라 재 논의 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바

람직한 지방행정체계도는 [그림 2]와 같이 제시 가능 

[그림 2] 체제개편 체계도

수도로서의 서울특별시는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 강화를 위해서도 존치 필요 

□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  

- 서울은 메가시티리 (Mega City Region)인 수도권의 심도시

- 서울의 공간구조는 경부발 축에 치 하고 있어 해양과 국을 지향한 경

인발 축에 한 투자가 소홀하여, 메가시티리 으로서의 경쟁력 쇠락

-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서울시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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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세원을 자치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기

반조성을 우선 으로 할 필요

□ 서울의 랜드 가치는 액으로 환산불가

- 서울은 이념 립을 극복한 88올림픽의 도시, 아시아 최 의 월드컵개최지

로서의 장소성 보유

- 서울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주도한 한국의 수도로서의 상징성

· 서울은 한강의 기 을 이룬 심지

□ 로벌 경쟁력 유지에 련된 서비스공 의 주체로서의 서울시

-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한 지역개발 련 정책기획  략수립

· 서울시 마   컨벤션산업 육성

· 서울시의 도시품격을 고양하는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자 거도로 

건설 등

· 서울시의 역사문화재와 서울성의 장소성 강화를 한 축제 리 

- 생활권을 넘는 행정서비스의 공

· 도시계획 련 행정서비스

· 교통, 수도, 도시고속도로, 지하철, 환경 등의 역  서비스 공  

· 노인, 여성, 장애자 등 서울시의 통합  리가 필요한 서비스



SDI 정책리포트

────────────────────────────────────────────────
16

생활권에 기초한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구 통합방안 

□ 서울시 자치구는 9개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25개 자치구를 9개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되 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자

치구의 2층제 자치제도 유지

· 생활권에 따라 자치구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도심권, 서북생활권, 동북

1생활권, 동북2생활권, 동남1생활권, 동남2생활권, 서남1생활권, 서남2생

활권, 서남3생활권으로 통합

· 행정 리의 효율성 에서는 자치구의 평균인구가 재도 40만을 넘어 

세계 으로 큰 규모이며 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높은 수 에 도달

· 그러나 생활권과 자치구 행정권의 괴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하여 생활권 심의 자치구 통합이 가능

·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이고, 면 은 평균 55㎢ 내외

대생활권 중생활권 인구(명) 면적(㎢) 자치구

도심권 도심권 559,640 55.74 중구, 종로구,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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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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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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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생활권

서남1생활권 1,075,061 58.82 양천구, 강서구

서남2생활권 1,148,569 57.69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965,605 45.92 동작구, 관악구

동남생활권
동남1생활권 981,127 86.54 서초구, 강남구

동남2생활권 1,099,712 58.46 송파구, 강동구

출처: 서울특별시, 200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략보고서」 p.31

<표 4> 생활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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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생활권의 구분(5개 생활권, 9개 생활권)

- 생활권을 기 으로 한 자치구 통합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혜의 차별성이 

감소 

· 면 , 인구 도, 공무원당 인구수, 민원서류 처리, 소방서비스 등에서 통합 

자치구들간의 분산도가 최소가 되고, 자치구간의 형평성 확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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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5개구(현재) 최소값 해당 안

기
초
통
계

면적 0.44279 0.26629 0.38329 0.26629 9개중생활권

인구 0.58496 0.31085 0.30017 0.30017 25개구(현재)

인구밀도 0.25198 0.24517 0.28744 0.24517 9개중생활권

재정자립도 0.29322 0.30618 0.33462 0.29322 5개대생활권

지방의회의원 0.57810 0.37500 0.25692 0.25692 25개구(현재)

공
공
서
비
스

공무원 0.45093 0.27470 0.07422 0.07422 25개구(현재)

인구/공무원 0.30520 0.24075 0.26473 0.24075 9개중생활권

민원서류처리 0.38363 0.21672 0.40715 0.21672 9개중생활권

민원처리/공무원 0.22506 0.25034 0.35701 0.22506 5개대생활권

소방서 0.34468 0.21561 0.37689 0.21561 9개중생활권

119안전센터 0.36835 0.24260 0.24834 0.24260 9개중생활권

<표 5> 기 통계변수  공공서비스 분석 결과

- 서울시는 생활권에 필요한 사무권한과 세원을 이양하여 통합자치구의 자

치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필요

□ 통합자치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

- 통합자치구는 인구20만명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통합자치구의회는 각

각 3~9명으로 구성

- 통합자치구 의회 의원이 서울시 의원을 겸직하므로 서울시 의회선거를 실

시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 감이 가능하고, 기 의회와 역시의회 간의 

시정연계가 가능 

□ 장기 인 에서의 서울도시권의 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합 

- 서울시는 특별시로서 역자치단체로서 존치하고, 수도로서의 법제도  

상에 부합하게 자치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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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으로는 서울특별시가 지방분권 추진의 모델도시로서 역서비스를 

공 하기 한 세원을 직  징수할 수 있도록 자치징수권  자치입법권을 

부여할 필요 

· 서울지방국토 리청, 서울지방 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기 은 지방정부와 

역할 복이 심하므로 서울특별시에 통합 

- 생활권을 기 으로 통합을 구상할 경우 재의 시도 경계를 넘지만 동일 

생활권내로 악되는 기 자치단체들간(자치구와 시)의 통합도 고려 가능

· 도시기능의 로벌화와 역화에 응하여 쓰 기 처리, 수자원 확보, 교

통기반 건설, 화장장 설치, 물재생 처리, 신산업입지 확보, 항공ㆍ해상교

통수단연계 등 재의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공 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하여 서울시의 할범 를 확 할 필요 

· 일본 동경의 도주제 구상이나 랑스 리의 르 그랑 리 로젝트 등

의 동향을 악하여 서울에 부합한 법제도  방안 강구 

김찬동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14

chandong99@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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