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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승철(대구대학교)
1)

본 연구는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
부까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
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자치행정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조직권은 노무현 정
부, 자치재정권은 재정자립도 김대중 정부, 재정자주도 노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는 김대중·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중첩적 권위모형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
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지방
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해 당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권 관련 법률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의 보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주제어 :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부, 정부 간 관계, 지방자치법〕

추진해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노무현 정부는‘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이명박 정부에서는‘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각 정부는 왜 이러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배경에는 첫째,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반향이다. 경제개발 5개년
개획을 등 국가의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면서 국가정책은 중앙주도의 효율성의 원칙하에 계획·
집행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역 간의 다양성에 대한 균형이다. 불균형성장이론에 의한 발전은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은 이루어졌어나 지역과 지역(도시와 도시 또는 도시와 농촌) 간 인구 및 경제력의 격차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의 측면에서 분권이 요구
되고 있다. 셋째, 사회 및 경제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 넷째,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다.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에게 권한과 재원을 부여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높
아지고 있다(권오성·탁현우, 2018: 2-3).
이러한 배경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제도 부활 20년 이상을 경험한 한국의 지방분권은‘다소 신장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영출, 2013: 386). 따라서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개념인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1)까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간 관계를 고찰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Ⅰ. 서 론

분권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체제전환국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에
서 공공개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권오성, 2007: 4). 하지만 분권화의 형태는 각 국가의 현황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본은 2000년「지방분권일괄법」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재정립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헌
정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도모하고 있다(안성호, 2012: 46). 따
라서 분권화는 지역과 역사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분권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
의 한다는 것은 어렵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김영삼 정부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
며 지방분권의 개념을 대체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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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와 자치권
정세욱(2005: 5)은 지방자치를“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지역과 주민, 지방적
사무, 자치권, 지방정치 및 행정에서의 주민참여, 자주재원을 그 주요요소”로 보았으며, 최창호
(2009: 9)는“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감독, 공동문제, 자주재정, 자기부담, 자기처리, 공동
협력을 지방자치의 주요요소”로 보고 있다. 최진혁(2017: 59-60)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
로 하는 공공단체가 일정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지역 내의 공공행정사무를 국가가 부여한 자
1) 김대중 정부부터의 기준은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1.1>)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역대 정부들은 지방분권 관련 법률과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속적인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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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
는 과정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본요소를 살펴보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자치권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스스
로를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범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치입법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주적으로 재정하는 권능으로,
자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가 재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는‘법령의 범위 안
에서’를‘법령이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서’의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을 통제하고 있다(김렬, 2012: 368). 제23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
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은 자치사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고 분권의 표현이다
(심경수, 2012: 11).
둘째, 자치재정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이다(류경아·김필두, 2015: 224). 자치재정권에 대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36조(사용료), 137
조(수수료), 138조(분담금)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지방분권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
문에2)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재정책임이 발휘된다(이재은, 2014: 9).
자치재정권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세입은 세출보다 중요한 것이다. 세입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세 대 지방세는 77.7% : 22.3%의 구조로 자치재정권은 취약한 상태이다.3)
셋째, 자치조직권이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능으로 국가의 관여로부터 벗어나 지방조직을 스스로 구성하
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류경아·김필두, 2015: 224). 자치조직권에 대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조 및 제112조 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할 수 있는 가
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자치권이 자치조직권이라고 볼 수 있다(오준근, 2014: 379). 제112조 제2
항은“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4)으로 정하는 기
2) 최영출, 2013: 373.
3) 2018년 기준 독일(국세<47.8>:지방세<52.2>), 미국(국세<52.8>:지방세<47.2>),일본(국세<61.1>:
지방세<38.9>), 프랑스(국세<71.5>:지방세<28.5>),<e-나라지표: 2020.06.25>
4)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의 실·국·본부 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방이 조직 및 인사권에 있어서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258「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
로 그 조직과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넷째, 자치행정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인 사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여 없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이다. 자치행정권에 대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조류별 사무배분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치행정권은 한 국가에서 처리해야할 공공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처리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것을 사무배분이라고 한다(정일섭, 2010: 178). 자치행정
권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46,005개의 사무 중 국가가 67.7%(31,16개), 지방이 32.3%(14,844개)
의 사무를 가지고 있어 국가사무가 지나지게 많고, 지방자치의 사무는 단순 집행사무위주로 되
어 있다(김찬동, 2018: 58).

2. 지방분권과 정부 간 관계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의 개념과 정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
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해외연구에서 정의하는 고전적 의미의 분권은‘중앙정
부로부터 권한을 이양하는 모든 정책’(Cheema & Roundineli, 1982)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넓
은 의미의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미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로의
권리이양”이라고 주장한다(Andrew & de Vries, 2007).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에서는 지방분권을“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 의
사결정 권한이 각 지방정부 단위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 조직 형태”(윤이화, 2017: 102)로 정
의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분권의 개념을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형으로 접근해 권한이양과 분산
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최상환, 2017: 171).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 권력불균형의
시정이라는 측면에서 권력이양(devolution)으로 해석되고 반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을 지역균등발전론 차원에서 분산으로(deconcentration)으로 정의된
다(성경륭 외, 2003).
최상한(2017: 171)은 넓은 의미의 지방분권이란“중앙과 지방 간 권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과 국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김흥환(2015: 33)은“지방
분권을 중앙정부에서 집중되어 있는 여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해당지역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 필요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고광용(2015: 65)은 지방분권화를“중앙정부가 지방정
부에 권한과 기능을 배분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배분된 권한
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는 지방분권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
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없다(김수연, 201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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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소극적 의미에서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이다. 소극적 의미에(전통
적 의미)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권한과 기능을 배분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 이다. 둘째, 적극적인 의미(현대적 의미)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의 배분과 더
불어 배분된 권한과 기능을 자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방분권화의 개념
특징

소극적
의미

적극적
의미

연구자

Diana
Conyers(1984)
김익식(1990)
배인명(1993)
Clark(1985)

정병걸(2004)
홍준현 외(2006)
출처: 고광용(2015: 66) 재구성.

개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이 이전되는 정부구조상의
변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 상태”
“위임만을 말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법적으로 자치적이
고 독립적인 정부단위를 창출 혹은 강화함”
“중앙-지방간 관계에서 구체적 수권의 필요없이 지방정부가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도적 권력과 중
앙정부의 통제나 감독에 상관없이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소극
적인 권력으로 구분”
“자율성에 기반을 둔 상향적 통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거나 염려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

이러한 지방분권이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권한의 분산으로 파악한다면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는 중요하다. 즉 지방분권의 개념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
계에서 협력적 관계 혹은 대등한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실질적으
로 지방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산, 조직, 인사 등 영향은 수직적 관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 간의 관계는 지방분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 IGR)는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계 형태를 파악하고 예측하고자 하였다. 정부 간 관계의 대표
적인 학자인 Wright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 및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미
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관계를 포괄적 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상호대등 권위모형(coordinate-authority model), 중첩적 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
으로 전개됨을 제시하였다(Wright, 1988). 포괄적 권위모형은 중앙정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혹은 기초자치단체가 종속적인 의존관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
으로 종속하는 수직적·계층적 관계를 갖는 형태를 의미한다(Wright, 2007: 77-81). 상호대등형
권위모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호 대등한 권한을 갖는 대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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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리로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 임의적으로 축소 혹은 침해 될 수 없으며 기능상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호 독립적
인 형태를 갖고 있다(Wright, 2007: 72-76). 즉 정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는 독립적
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의존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자치 혹은 자율적인 행동유형을 갖는다
(고과용, 2015: 68). 중첩적 권위모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제한
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공적기능과 권한은 분산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중첩적으로 정부들
이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광용, 2015: 68).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가
상황에 따라 경쟁 및 협력관계를 맺으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Wright,
2007). 이러한 중첩적 권위모형 특징은 정부 운영실체가 중앙정부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
시적으로 일어나며, 자치구역 혹은 관할구역의 범위와 자유재량이 비교적 적다. 또한 관할 구역
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어 중첩된 부분에서는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김익식, 1990).
Wright가 제시하는 관계의 3가지 모형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행정, 조직, 재정, 관계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분류＼모형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모형

포괄적 권위모형

행정(사무)
위임사무 중심
조직
종속
재정
종속
관계
일방적 의존적
출처: 고광용(2015: 69) 재구성.

중첩적 권위모형

자치-위임사무 연계
상호교류
상호의존
상호 의존적

상호대등 권위모형

자치사무 중심
독립
독립
상호 독립적

3. 선행연구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몇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방분권화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준을 사무(기능), 인사,
재정 등으로 구분하고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고광용, 2015, 김홍환·정
순관, 2018 등). 둘째, 역대정부가 아닌 단일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이다(김
익식, 1990; 이승종, 2002; 원구환, 2004; 하혜수, 2005; 홍준현 외, 2006; 이창균, 2010; 금창호 외,
2014; 정정화 2017; 최근열, 2018 등), 셋째, 지방분권을 자치권 중심으로 파악하여 자치재정권에
관한 연구(박미옥, 2005; 박정민, 2008 ; 손희준, 2012 등) 등이 있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광용(2015)은“한국정부의 지방
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의 논문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정부 까지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
고 제약요인을 제시하면서 정부 별 중앙-지방 간의 관계변화 양상을 살피고 있다.
최상한(2017)은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유형분석과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연구에서 참여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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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박근혜 정부까지 자치분권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분권화의 종류(행정분권, 재정분권, 정치분
권)를 적용하여 3가지(종합적 빅뱅분권, 종합적 분권, 제한적 혹은 부분적 분권)로 분류하고 차
기정부에서는 정치분권인 자치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강력한 행
정·재정분권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홍환·정순관(2018)은 역대 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에서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로 인식하고 지방분권 과제선정의 적절
성 확보와 지방분권 단체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분권 정책의 과제(김렬, 2012),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비교(금창호
외, 2014), 지방분권 성과와 과제(김흥환, 2015: 정세욱, 2015),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자치
재정권을 중심으로-(류경아외, 2015),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향(윤태
웅, 2015), 지방분권의 제2도약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2017, 최진혁)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분석의 범위에서 단일정부 혹은 단일분야(재정)의 지방분권 성과에 대
한 평가가 중심이어서 미시적 접근의 관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종단적 성격의 역대 정부에 대
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는 미비하였으며 횡단적인 연구에서도 각 정부마다 상이
한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평가함으로서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
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 정책성과에 대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부부
터 문재인 정부까지 종단적인 연구를 분석기준으로는 자치권을 중심으로(자치행정권, 자치재정
권, 자치조직권)으로 정부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역대 정
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통의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지방분
권 성과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위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분석의 틀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있으나 자치입법권과 관련
한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는 미약하였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권을 자치
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6) 또한, 분권화는 정부 간 관계
5) 선행연구에서는 자치입법권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를 선정하는 것이 모호하여 이를 분석기준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비교적 평가척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정형
화 된 자료를 확보하기 쉬운 재정분권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분권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치입법권이 협의적인 관점에서는 조례와 규칙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라고 한다면 지방자
치법 중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8, 2009.
2011, 2014, 2017년의 개정(지방자치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
정])내용으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
6) 분권화의 핵심은 사무와 조직 그리고 재정적인 배분에 있다(김익식, 1990; 원구환, 2004), 류영
아·김필두(2015)의 연구에서도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지방분권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권별 지방분권 관련 정부위원회 자치입법권에 대한 지방분권 추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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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 부활 초기의 종속형 중앙-지방관계가 어
떠한 관계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분권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 간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이론인 Wright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모형에 근거하여 역대 정부
의 중앙-지방관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 성과 평가요소로 자치조직권(사무), 자치행정권(인사), 자치재정권(재정)의 3
가지 자치권으로 구분하고 둘째, 역대 정권별로 지방분권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의 변화를 선정된 지표를 가지고 지방분권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역대 정권별 지방분권화 성과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방관계의 변화양상을
분석해보면서 분권화 성과를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위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종단면적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 자료는
학술논문 및 정부간행물, 정부출간 백서 등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통계청에서 발
간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3>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의 평가 기준 7)
연구자

김익식(1990)

이승종(2002)

지방분권 수준 평가기준
분류

구조적 토대
기능적 토대
재정적 토대
인사적 토대
입법권
조직권
행재정권

세부지표

지방정부 수, 평균인구, 평균면적
정부 일반회계 중 지방지출 비중, 총교육비 지출,
총사회비지출
정부수입 중 지방정부 수입비중, 지방세 비중
전체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비율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자치사무비율, 중앙과 지
방 간 세입배분, 중앙과 지방과 세출배분, 지방교
부세 규모, 의존재원 시 지방교부세 비중, 재정수
입·지출측면 각종 제도변화

황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의(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논의 없음), 노무현 정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
원회: 단순논의), 이명박 정부(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추진대상 배제), 박근혜 정부(지방자치발전위
원회: 조례 제정범위 확대 추진) 등으로 나타났다(윤태웅, 2015: 408) 자치입법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7) 자치재정권을 분석에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손희준, 2008), 재정자립도, 재원의 지방이양, 지
방세 운영, 지방교부세 운영, 국고보조금 운영을(류영아·김필두, 2015: 231) 자치조직권은 지방정
부에 소속된 4급 이상 지방직 고위공무원 비율, 자치조직권 제도 변화(원구환, 2004) 등을 자주
행정권은 자치행정권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지방사무비율, 지방사무 중 자치사무비율 등(이승
종, 2002)을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 관련법, 조례제정 자율성, 규칙제정 자율성, 지방의회 자율
성, 지방의회 입법역량 등을 분석기준으로 하였다(류영아·김필두, 201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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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현 외 (2006)

금창호 외(2016)

조직·인사
사무배분
재정
입법
행정
조직

재정
출처: 금창호 외(2016: 39-42) 재구성

국가-지방 간 인적자원 배분, 국가일선기관의 비
중, 조직인사에 대한 국가의 관여
국가-지방 사무배분, 지방에 대한 국가의 관여
국가-지방 재정배분, 지방재정 운영의 재량성
정성적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 비율, 자치사무비율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 지방배치 국가
공무원 비율, 정성적 측정
중앙과 지방간 세입배분, 중앙과 지방간 세출배
분, 재정자립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지표는 <표 4>와 같다.
<표 4> 지방분권 평가지표
지방분권 평가 세부 기준
분류

세부지표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
자치행정권 지방사무 대 자치사무,
위임사무 비율
자치조직권 국가 대 지방공무원 비율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자치재정권 재정자립도 비율
재정자주도 비율

1) 자치행정권의 지표

근거

이승종(2002), 고광용(2015)
금창호 외(2016), 고광용(2015)
김익식(1990), 이승종(2002), 홍준현 외
(2006), 고광용(2015),
금창호 외(2016)
박미옥(2005),손희준(2008), 금창호 외
(2016), 고광용(2015)
박미옥(2005), 박정민(2008), 금창호 외
(2016)
고광용(2015)

자치행정권의 지표에서 지방분권화는 사무배분이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 있는 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분권화를 측정하는 것으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 지방사무 중
자치사무 비율, 지방정부의 공무원 중 지방직 공무원 수 등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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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
국가사무보다 지방사무가 많다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분권의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사무 중 자치사무의 비율
지방사무 중 자치사무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치조직권의 지표

자치조직권의 지표에서 지방분권화는 지방조직을 스스로 구성하고 인사권한이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 있는 지를 의미한다.
(1) 국가 대 지방공무원 비율
중앙과 지방 간의 인적배분 상태나 정도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인적권력의 배분의 지표가 될
수 있다(홍준현 외, 2006: 15).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높으면 인사분권 수준이 높다고 판
단할 수 있다(고광용, 2015: 71).

3) 자치재정권의 지표

재정분권화는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분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
도라고 할 수 있다. 자치재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다 자주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직 및 인사, 사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주재원 평가의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국세의 비율보다 지방세의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분권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재정자립도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독자적으로 조달 운영 할 수 있는 정도를 재
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이는 지방재정의 자율성내지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지방재정의 자
체재원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박미옥, 2005: 3).
(3)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의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체세입이 높을수록
자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 265

무원 수가 31.4%였다. 자치재정권 측면에서는9) 국세 대 지방세 평균 비율(1999-2003년)은
21.1%로 국세와 비교하여 대단히 미약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75.1%, 재정자립도(1999-2003년)
는 57.5%이며 의존재원이 42.5%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분석의 틀

·
·

지
방
분
권

→

자
치
권

·
→

자치행정권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
지방사무 대 자치사무
위임사무 비율
자치조직권
국가 대 지방공무원
비율

자치재정권
· 국세 대 지방세 비율
· 재정자립도 비율
· 재정자주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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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김대중 정부(1999-2003)
구분＼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국가공무원 54,8
54.6
54.8
56.2
57.9
(명,%)
(68.9) (66.8) (69.4) (69.3)
자치
조직권 지방공무원
24.6
27.2
24.8
25.6
(명,%)
(31.1) (33.2) (30.6) (30.7)
재정자립도 59.6
59.4
57.6
54.8
56.3
(%)
자치 재정자주도
76.5
재정권
(%)
국세 대
80.3
83.9
78.2
76.7
77.6
지방세(%) (19.7) (18.1) (21.8) (23.3) (22.4)
출처: e-나라지표, 국세통계
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상 자체재원/지방자치단체 총예산
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일반재원(자체재원+자주재원)/지방자치단체 총예산 =
재량적 사용가능 재원비율(우명동, 2017: 37)

평균

68.6
31.4
57.5
76.5
78.9
(21.1)

2) 노무현 정부(2003.2-2008.2)

Ⅲ.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

1. 자치권

1) 김대중 정부(1998.2-2003.2)

자치행정권 측면8)에서는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이 72.7% 대 27.3%이고, 지방사무 내 자
치사무 비율은 41.7%였다(고광용, 2015: 83). 총 지방사무 중 위임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임사무 중심으로 사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치조직권 측면에서는 행정부 공무원 중(1999-2003년) 평균 국가공무원 수는 68.6%, 지방공
8) 총 3,802개의 지방 이양 사무를 발굴하였고 1,090개의 사무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중 240개를 발굴하여 사무 대비 6.2%를 법령 개정을 통해 이양한다(소
순창, 2011: 51).

자치행정권 측면10)에서는 2003년 국가사무 30,240개(73%), 지방사무 11,363개(27%)에서 2009
년 국가사무 30,325개(71.7%), 지방사무 11,991개(28.3%)로 나타났다.11) 지방사무 중 위임사무가
42.1%로 자치사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위임사무가 연계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광용, 2015: 84-85). 자치조직권 측면에서는 행정부 공무원 중(2003-2008년) 평균 국가공무원 수
는 68.3%, 지방공무원 수가 31.7%로 김대중 정부와 비교하여 지방공무원 수가 0.3% 증가하였
다. 자치재정권 측면12)에서는 국세 대 지방세 평균비율(2003-2008년)은 국세 78.0% 지방세
22.0%로 김대중 정부와 비교하여 지방세가 0.9% 상향되었다. 재정자주도는 79.5%, 재정자립도
(2003-2008년)는 55.1%이며 의존재원이 44.9%로 김대중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는 2.1%하
락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은 다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2000년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국세의 교통세액 중 일부를 주행세로 전환해 지방으로
이양했고, 표준세율의 50%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지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했고
주행세율과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했다(김의영, 2018: 36).
10)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완료한 사무건수는 총 949건 이었다(김의영, 2018: 38).
11)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2: 8),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92).
12) 세입분권을 위해 2004년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대상으로 확대했고, 주행세율도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기도 했다(김의영, 201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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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근혜정부(2013.2-2017.3)

<표 6> 노무현 정부(2003-2008)
구분＼연도

국가공무원
(명,%)
자치
조직권 지방공무원
(명,%)
재정자립도(%)
자치
재정권 재정자주도(%)
국세 대
지방세(%)
출처: e-나라지표, 국세통계

2004

58,9
(69.1)
26.4
(30.9)
57.2
77.4
77.5
(22.5)

2005

57.2
(67.6)
27.4
(32.4)
56.2
81.6
78.1
(21.9)

2006

59.0
(67.9)
27.9
(32.1)
54.4
80.2
77.0
(23.0)

2007

60.5
(68.2)
28.2
(31.8)
53.6
79.5
78.8
(21.2)

2008

60.8
(68.9)
27.4
(31.1)
53.9
79.5
78.6
(21.4)

평균

68.3
31.7
55.1
79.6
78.0
(22.0)

3) 이명박 정부(2008.2-2013.2)

자치행정권 측면13)에서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은 72.7% 대 28.3%로 약 7 : 3 비율이며
지방사무 내 자치사무비율이 63.5%이었으며 위임사무가 36.5%까지 감소하여 자치사무 우위로
운영되고 있고 할 수 있다(고광용, 2015: 85-86). 자치조직권 측면에서는 행정부 공무원 중
(2008-2013년) 평균 국가공무원 수는 68.4%, 지방공무원 수가 31.6%로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지방공무원 수가 0.1% 감소하였다. 자치재정권 측면14)에서는 국세 대 지방세 평균비율
(2008-2013년)은 국세 78.7% 지방세 21.3%로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지방세가 0.7% 감소하였
다. 재정자주도는 77.0%로 2.5%감소하였다. 재정자립도(2008-2013년)는 52.2%이며 의존재원이
47.8%로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는 2.1%하락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이명박 정부(2008-2013)
구분＼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국가공무원
61,0
61.3
61.2
61.5
61.6
68.4
(명,%)
(68.8) (68.6) (68.4) (68.2) (67.9)
지방공무원
27.7
28.1
28.3
28.7
29.1
31.6
(명,%)
(31.4) (31.4) (31.6) (31.8) (32.1)
재정자립도(%) 53.6
52.2
51.9
52.3
51.1
52.2
자치 재정자주도(%) 78.9
75.7
76.7
77.2
76.6
77.0
국세 대
78.5
78.3
78.6
79.0
79.0
78.7
재정권
지방세(%) (21.5) (21.7) (21.4) (21.0) (21.0) (21.3)
출처: e-나라지표, 국세통계
13) 총 1,587개의 사무의 지방이양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이양을 완료한
사무는 516개(32.5%)였다(김의영, 2018: 39).
14)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2010년 기존의
소득 법인세에 부과(10%)되는 주민세와 사업소득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전
환한다. 화력발전에 대한‘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기도 하였다(김의영, 2018: 39-40).
자치
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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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권 측면에서 중앙권한 및 사무지방이양 실적은 역대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김의영, 2018: 40).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이양 대상사무 1.737건을 발굴해 1,648
건을 심의한 결과 이중 122건에 대해 이양을 의결하였을 뿐 이양완료 및 이양확정 사무의 실적
은 거두지 못하였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내부자료, 2017)15).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행정부 공무원
중(2014-2017년) 평균 국가공무원 수는 68.4%, 지방공무원 수가 31.6%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
여 지방공무원 수가 0.1% 감소하였다.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국세 대 지방세 평균비율
(2014-2017년)은 국세 76.3% 지방세 23.7%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여 지방세가 2.4% 증가하였
다. 재정자주도는 77.0%에서 74.3%로 2.7%감소하였다. 재정자립도(2014-2017년)는 51.8%이며
의존재원이 48.2%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는 0.4%하락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재
정의존성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8> 박근혜 정부(2014-2017)
구분＼연도

국가공무원
자치
(명,%)
조직권 지방공무원
(명,%)
재정자립도(%)
자치 재정자주도(%)
국세 대
재정권
지방세(%)
출처: e-나라지표, 국세통계

2014

62,2
(67.8)
29.5
(32.2)
50.3
74.7
76.9
(23.1)

2015

62.6
(67.5)
30.2
(32.5)
50.6
73.4
75.4
(24.6)

2016

62.9
(67.2)
30.7
(32.8)
52.5
74.2
76.3
(23.7)

2017

63.9
(66.8)
31.7
(33.2)
53.7
74.9
76.7
(23.3)

평균

64.3
35.7
51.8
74.3
76.3
(23.7)

5)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의 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자치행정권에서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에
서는 노무현 정부, 자치조직권에서 국가공무원 대 지방공무원의 비율에서는 노무현 정부, 자치
재정권에서 재정자립도는 김대중 정부, 재정자주도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성과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2. 중앙 - 지방 간의 관계
자치권을 중심으로 Wright가 제시하는 관계의 3가지 모형(포괄적, 중첩적, 상호대등 권위모
형)의 관점에서 역대정부의 행정, 조직, 재정에 관한 정부 간 관계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포
15) 국민의 정부는 612건을 이양확정 한 뒤 99.7%인 610건을 이양 완료하였다. 참여정부는 902건을
이양확정 해 이중 94.9%인 865건을 이양 완료하였고, 이명박정부는 1,577건을 이양확정하여
62.5%인 516건을 이양 완료하였다(정정화, 20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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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인 정부 간 관계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경우 지방분권 추진의 기본과제로서 협력적 정부 간
관계 정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강화, 정부
간 협력체제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포
괄적 감독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과제는 제시
되지 않았다.
<표 9>
관계/정부

김대중정부

역대 정부별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노무현정부 16)

이명박정부 17)

박근혜정부

자치행정권 위임사무 중심 자치-위임사무연계 자치-위임사무연계 위임사무 중심
자치조직권18)
종속
종속
종속
종속
자치재정권19)
종속
종속
종속
종속
포괄적
포괄적
중앙-지방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권위모형에서 포괄적 권위모형
관계
권위모형 중첩적 권위모형의 중첩적 권위모형의
전환 시도
전환 시도
출처: 고광용(2015: 88 재구성)

3.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평가
1) 자치권20)

(1) 자치행정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21)
16) 참여정부의 사무구분체계개선은 기관위임사무폐지 등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간 엄격한 분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무구분체계의 변화는 없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김
흥환·정순관, 2018: 19).
17) 이명박 정부는 국가위임사무의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국세와 지방
세 조정에서는 2010년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흥환·
정순관, 2018: 21-22).
18) 3개 정부 하에서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자치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제
112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고
있다(강기홍, 2015). 또한 지방정부의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자율권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최상한, 2017: 186).
19) Mookherjee(2006)의 자치재정권 유무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방세를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뜻
한다. 모든 정부에서는 법률에 따라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자치재정권은 없다고 할 수 있다(최
상한, 2017: 185).
20) 대통령 개헌 안 발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2018. 3. 26.). 중앙일보.2018.03.23. 청와대, 대통
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21) “현재 국가와 지방사무 비율이 7대 3이다. 이를 6대 4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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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조직권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
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
조직권 확대를 위해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해 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관리를 자율화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대민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도록 한다.
(3) 자치재정권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
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한다.‘지방세 조
례주의’를 도입하여‘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 한다. 신세원을 발굴하
고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고향사랑 기부제’도
입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가와 지방의 이전 재
원 제도를 개편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국가-지방 간의 기능 및 사무 재배분과 연계해 국
고보조 사업의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와 공동세 도입 등을 검토해 지방
의 세수 일부를 활용한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4) 자치입법권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의 법위를“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로 수정한다. 이를 통해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한다. 다만, 주민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5) 중앙과 지방의 관계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한다. 이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중요 사항
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에 소
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 참여를 확대한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6) 지방분권 정책성과의 평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시행에 대한 평가를 자치분권위원회의「2019년 자치분권 이
중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으로 지
역 특색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9년 5월 1일. TBN
경남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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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항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33개 주진과제 중 자치권과 관련한 내용에서 자치행
정권인 중앙-지방 간 사무 재배분,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이양은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은 자치행정권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조직권인 자치단체 형태의 다양화(미흡),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보통),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우수)로 평가하였다. 자치재정권에서는 지방재
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우수),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우수),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우수) 등
으로 나타났다.22) 그 외에도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 운영(보통) 등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중
앙-지방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중인 지방분권 정책을 자치권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지방행정권 보
통, 자치조직권 보통, 자치재정권에 있어서는 우수23)한 정도로 평가 할 수 있어 남은 임기를 고
려할 때 전반적으로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성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Ⅳ.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추진의 시사점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다양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지방의 수요에 대응하는
과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24) 이러한 전략은 지방정부, 학계 및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이끌
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류영아·김필두(2015: 240-241)
는 시민,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치재정권과 자치
조직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선순위
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추진의지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는 이해당
사자들의 설득과 합의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관련 법안 제정도 가능하게 한다.25) 역대 정부

22) 자치분권위「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 결과발표 보도자료(2020년 2월 4일).
2019년 지방소비세 4% 인상, 부가가치세 11% - 15% 상향)(김순은, 2019: 167).
23)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한 1단계에 이어 지방세수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현 정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까지 개
선될 전망이다(NEW1뉴스, 2020.4.28.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등 처리
돼야”).
24)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평가에서 지방분권목표가 보다 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대
응적일 때 그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성과평가가 좋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수요를 비교적 잘 반영하였기 때문이다(제주특별자치도 도입,
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고보조금정비, 예산편성지침 폐지 등).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의지는 미흡하였지만 교육의원제도 폐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의 성과는 지방과 학계 및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단체
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김홍환·정순관, 2018: 29-30).
25) 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 1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0개 상임위원회와 연관된‘지방이양일
괄법’의 소관을 운영위원회로 결정하면서 추진되었는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실무작업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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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방분권에 대한 성과가 가장 높은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은 노무현 대통령
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정책 추진의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해 당사자 간(부처26), 국회27) 등)의 설득과 합의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설득과 합의는
정책추진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의 미흡함은 이해당사
자들의 설득과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28) 이는 대통령의 정책 추진의지와도 관련이 있다. 대
통령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는 가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설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의
지가 반영됨으로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입법부 등에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설득과 합의에 영향
을 줄 수 있다.29)
넷째,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 조직, 재정
등 모든 자치권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권의 핵심인 자치행
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인
성하여 일괄이양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수 차례에 걸친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과 논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일괄이양법안을 마련하였
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도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후, 관련 법령 개
정으로 자치분권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에서 올 하반기 지
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입법을 공약하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8년 5월 23일“지방자치가 부활
된 후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률은 70%에 머물고 있다”며 “지방이양일괄법
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본격
추진화).
26) 현재 8대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 지방의 곳간을 살찌우겠다던 문재
인 정부 계획은 중앙정부 내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해 눈에 띄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앙
부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결심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는 부처 간 합의를 해오라고 한
다. 그런데 돈을 나누자고 하는 데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가 될 리 없다. 그러다보니 지난 해 시
작된 논의가 하반기에 들어간 올해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털어놨다(매일신문.
2018.7.23. 뒷걸음치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공약).
27) 지난해(2018년) 10월 문대통령이 재정분권안과 함께 공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3월 26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됐지만 아직 회의 한번
열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
입안'도 지방자치법안과 비슷한 신세다. 여권이 정부안을 토대로 3월 11일 경찰법 개정안을 발
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사법개혁특별위와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선
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갈등에 자치분권 입법안도 덩달아 표류한 까닭이다(경남도민일보, 2019.5.8. 지방자치법전면개정
안 국회에서 회의 한번 안해). 2020년 1월 9일, 16년 만에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2021년 일시에 지방자치단
체로 이관된다.
28)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입법안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노무현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은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접수조차 받지 못했다(김의영, 2018: 45).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지방분권 정책은 논의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의 수용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
다(정정화, 2017: 16)
29)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확보하였으며 더불어시
민당과 합당을 결정함으로써 전체 177석을 가지는 거대여당이 됨으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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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치권에 대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중첩적 권위모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
며 지방분권 추진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0)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
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자치행정권에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자치조직권에서는
지방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여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하며, 자치재정권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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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가 기존의 소극적인
의미(전통적 의미)인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 권한과 기능을 배분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정치
적 의미와 더불어 적극적인 의미(현대적 의미)인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자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단순
하여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정부까지 지방분권 정책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는 미흡한 편이다.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서 제한사항으로는 자치행정권의 경우 구
조적으로 법적인 틀이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분권화를 제
약하고 있다(지방사무의 기본원칙, 범위, 배분기준, 국가사무 처리 제한 규정 등). 자치조직권의
측면에서는 행정기구와 설치 및 정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총액인건비하에서 봉급수준 및
호봉, 성과급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및 관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는 국세 혹
은 지방세는 모두 인구, 기업체, 지역경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법률개정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구조이다(국세의 지방세 전환).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노력
으로 지방재정건전성을 학보하기보다는(세외수입 확중, 예산절감 등) 중앙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치재정 분권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이다. 셋째, 이해 당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
다. 넷째, 자치권 관련 법률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
의 보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인 대등적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즉, 중앙- 지방 간의 관계도 상호대등 혹은 중첩권 권위모형의 구축으로 지방
정부가 자율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역
30) 우리나라는 역사적, 정치적, 제도적 기반사항을 고려할 때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모형이 적합
하다. 이에 부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순은, 20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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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ication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Policy: Focusing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in the Past
Lee, Seung Chal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development plan of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ed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Moon Jae-in government were evaluated, focusing on the Finance autonomy, Organization
autonomy, and Administration autonomy, which are the core concepts of local autonomy.
When evaluating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ast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on autonomy was high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Organization
autonomy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Finance autonomy in the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s.
In addition,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in the
Kim Dae Jung and Park Geun Hye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n attempt to shift
from the comprehensive authority model to the overlapping authority model in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Based on this performance evaluation,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irst, the priority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selected and focused. Second, the
president needs a strong will to promote decentralization. Third, continuous persuas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establish laws related to autonomy(local autonomy law).The guarantee of autonomy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means the transition from the vertical relationship to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Key Words: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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