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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을 통한 한국 지방의회의 조례 분석
-제7기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윤성원(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1)

본 연구는 지방의회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원국가론에 따라 지방정부가 과연 사회적 생산보다
는 소비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레짐 이론을 따라, 한국 지방정부 레짐의 분화에 관
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 구도나 당파성이 조례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였다. 4개의 7기 광역의회의 제정 조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방의회는 손더스가 이원국가론에
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회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다.
진보정부가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10%가량 많
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당
파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뿐 아니라, 조례의
내용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정책 분야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한 조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 비율로 보면 소수이고, 대체로 유사한 내용에 이름만 조금씩 다른 조
례가 많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한국의 지방의회는 레짐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도로
분화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지방정부, 지방의회, 이원국가론, 레짐이론, 조례]

Ⅰ. 서론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로 한국에서는 지방분권이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정부가 본인
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윤성원, 2019). 이론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량과 행태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는 지방정부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에 관한 부분이다. 지방분권을 통
해 지방정부에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된다면, 한국의 분립형 지방정부 형태에서 지방정부의 두 축
을 이루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언론과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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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명을 받는 집행부나 자치단체장과 비교해서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이나 연구자들
의 관심이 덜한 편이다. 지방의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조차도 지방의회 내부의 활동이나 그 안
에서의 정당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보다는 정당 공천제나 유급제의 효과와 같은 선거제도나 보
수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렇게 지방의회는 학계나 언론,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세금 낭비’라
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에도 직면해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공영방송사에 의해 시행
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시, 군, 구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 때 이름만 알거나 이름도
모르고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각각 34.1%와 29%에 달했으며, 이 두 응답을 합치면 후보와 공약
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 24.5%보다 두 배 이상 훨씬 높았다(김지훈, 2014). 또한, 특별시와 광
역시에 소속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에 통합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절반 이상인
50.5%의 응답자가 토착 비리와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있어 찬성한다고 답했다(김지훈, 2014).1)
이렇듯 지방의회에 대해 많은 주민이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에 회의
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
이러한 무관심과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정치를 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의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193조 1532억 원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해 8조5707억 원 늘어난 수치이다(행정안전부,
2017). 지방의회는 193조 원이 넘는 지방 살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에는 106명의 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한다
(이창환, 유병훈, 2018).2)
기초의회로 좁혀봐도 서울 마포구의회는 17명의 구의원이 1년 5662억 원의 구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에 참여한다.3) 구의원 1명이 333억 원의 예산을 감시하는 꼴이다. 이렇듯 지방
의회는 결코 적은 액수라고는 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는지를 감시한다. 또한, 다양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입법 기능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입법 및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입법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행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한국의 지방의회는 지금 무엇은 하고 있는가?’이다. 물론 이는 매우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식을 좁혀서 지방의회 입법과정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한국의
지방의회는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권력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지방정부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지방의회가
놓인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만큼,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을 기술적으로 묘사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지방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대한 깊이 있는 연
1)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399649_18451.html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8/2018041802380.html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8/20180418023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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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Ⅱ.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1. 이원국가론과 레짐이론을 통해 본 지방정부와 지방정치

지방정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다원주의, 맑
시즘, 이원국가론, 신도시 좌익, 신자유주의, 공공선택론이 그것이다(이종수, 2002). 본 연구에서
는 이들 중 지방정부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이원국가론을 활용하고자 한
다. 기본적으로 이원국가론은 다원주의나 맑시즘 같은 통합적 이론(unitary theory)의 한계를 극
복하고자 등장한 이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만의 고유한 역할과 행태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종민. 2000; 이종수, 2002; 강명구, 2009).
이원국가론의 주창자 피터 손더스(Peter Saunders)는 기존의 다원주의나 맑시즘적 접근을 비
판하며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종수, 2002). 손더스의
이원국가론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국가의 기능을 두 가지 유형으로 유형
화시키는 것이다. 손더스는 국가기능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와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로 분류하였다(Saunders, 1984; 이종수, 2002).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분류를 특정한 정부계층에 대입하는 것인데, 손더스에 따르면 사회적
투자기능은 중앙정부가 관장되는 것에 비해, 사회적 소비기능은 지방정부에 의해 관장된다(박종
민. 2000; 이종수, 2002; 강명구, 2009).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투자기능이 소비기능보다 생
산과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하위 파트너 수
준에 머무르게 된다(이종수, 2002). 세 번째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
교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사회적 투자기능은 노사 간의 조합주의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띠지
만, 지방정부에서의 사회적 소비기능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띤다(박종민. 2000; 이종수, 2002; 강명구, 2009). 이원국가론에서 제시하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이원국가론에서 설명하는 지방정부의 네 가지 특성
부분
차원
계급정치 정책
긴장
상 정치
조직 차원
중앙
지방
집권적 지시 VS 지방자치
기능 차원
생산
소비
경제 VS 사회 정책적 우선순위
정치이념 조합주의적 경쟁적
합리적 기획 VS 민주적 책임성
이념 차원 이익(Profit) 필요(need)
사유재산 VS 시민권

자료: 이종수(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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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설명할 때, 이원국가론은 중앙정부와는 다른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설명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이종수, 2002). 물론 이원국가론 역시 지방정부의 행태가 중앙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있고, 그런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지방정부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이원국가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지방의회를 분석하고자 한
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이원국가론이 있다면, 지방에서의 정치과
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레짐 이론(regime theory)이 있다. 레짐이론의 발전을 주도해 온 스
톤(Stone, 1993)은 레짐(regime)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의 정치과정을 설명한다(Stone,
1993; 이종수, 2002). 스톤은 레짐을 민간과 공공부문 엘리트 간에 정책 결정을 위해 형성된 공
식적, 비공식적 결합이라고 정의한다(Stone, 1993; 박종민. 2000; 이종수, 2002; 강명구, 2009).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나 지방정치에 관한 이론 중에 레짐이론의 장점은 지방 혹은 도시레짐
의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스톤은 네 가지의 레짐유형을 제시하였는데, 현상유지레짐
(maintenance regime), 개발레짐(development regime), 중산층 진보레짐(middle-class
progressive regime), 하위 계층 기회확장레짐(lower-class opportunity expansion regime)이 그
것이다(Stone, 1993; 박종민. 2000; 이종수, 2002).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유지레짐은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
는 일상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과제로 삼는다(이종수, 2002). 따라서 현상유지레짐은 갈등이 적다
는 특징이 있다. 개발레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의 성장을 추구하는 레짐이다. 개발레짐에
서는 재개발이나 공공시설 확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개발을 시도한다(이종수,
2002). 중산층 진보레짐은 교육받은 중산층의 주도로 자연 및 환경보호, 삶의 질 개선, 성 평등,
인종 간 평등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레짐이다(이종수, 2002). 정부의 힘이 강하고, 환경보호 등
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정부에 의해 도입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 하층 기회확장 레짐은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레짐이다. 이 레짐에서는 직업훈
련 확대, 주택 소유 기회 배분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이종수, 2002).
이렇듯 레짐이론은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 지방정부와 지역 내 시민
사회의 다양한 세력 간의 연합에 주목한다(Stone, 1993; 박종민. 2000; 이종수, 2002; 강명구,
2009). 이런 점에서 레짐이론은 지방정부의 공식적 제도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세력이 연합을 통해 통치를 해 나가는 것이 지방정치 과정이며, 이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들의 권력이 행사되는지에 따라 지방정치의 내용적 측면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고 본다.
이원국가론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분류하였다면, 레짐이론은 지방정부 사이의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종
수, 2002).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방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방정치를 분석하는 틀로써 레짐이론 역시 활용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지방의회의 활동을 유형화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레짐은
실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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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에 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한 기여

한국의 지방의회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지방의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평가하거나 지방의
회의 양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추가로 정당공천이나 의원
유급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지방의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
구와 관계가 있는 선행연구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장 일반적인 연구는 회의록이나 의정 자료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 의회에 대해서 분석하
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통 한 개나 몇 개의 의회를 사례로 선정하여 지방의회
회의록이나 의정 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러
한 연구 중에는 질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물론, 통계자료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
구도 있다(강인호 외, 2002; 박종관, 유준석, 2005; 장갑호 외, 2009; 최근열, 장영두, 2009; 이영
희, 이영균, 2010). 지방의회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김선엽, 2013; 고경훈, 2015)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의회에서 공개한 자료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성과와 효율성
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김선엽, 2013; 고경훈, 2015).
결국, 한국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는 몇몇 양적, 질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나 유급제 같은 제도적 변수의 영향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가 효율성, 성과 등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
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지방정치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회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
는 흔치 않았다. ‘지방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지방정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어떤 성격이라
고 규정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지방의회의 양적 성과를 비교하고, 이 성과
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왔다. 지방의회의 행동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방정부, 지방정치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행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면서 권력 구조 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존의
한국 지방의회에 관한 다른 연구들과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Ⅲ. 한국 지방의회 제도

2018년 7회 지방선거 기준으로 한국에는 243개의 지방의회가 있고, 3,751명(광역 824, 기초
2,927)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다.4) 한국의 지방의회는 1952년 지방선거로 처음 구성되었고,
4)위키백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https://ko.wikipedia.org/wiki/제7회_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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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이후 사라졌다가 1991년이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되면서 재등장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의 한국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행정부-국회 관계처럼 지방정부를 견제하
고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조례 제, 개정과 폐지권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고 지방행정부의 업무를 감독하며, 예산편성, 심의, 결산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을 감
독한다(서복경, 2016).
물론 현실에서 한국의 지방의회-지방정부 관계는 중앙정부에서의 국회-행정부 관계보다 더
불균형이 심하다(서복경, 2016). 한국의 지방정부-의회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의 지
방의회는 ‘중앙통제형 강 시장-의회’(김병준, 2015), ‘강 시장-약 의회’(가상준, 2014), ‘집행기관
우위형’(이승종, 2014) 등으로 정의되며 지방의회의 힘이 행정부에 비해 약하다는 것에는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가상준, 2014; 이승종, 2014; 김병준, 2015; 서복경, 2016). 또한, 지방의
회는 본회의 중심 의회와 위원회 중심 의회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
가지로 위원회 중심제 의회로 분류된다(서복경, 2016). 위원회 이외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사무처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국회사무처와 같이 의원들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조직이다.
지방의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기능이다.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입법활동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지
방정부의 입법권에 대한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등장한 이후로 지
방의회에 의해 접수, 처리되는 조례안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2년 4기 지방의회부터
2010년 6기 지방의회까지의 입법 현황은 다음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지방의회 조례 입법 현황 (2002-2014)
(단위:건)

기수 기간
4기 20022006
20065기 2010
6기 20102014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의회
의원 접수 처리 임기
만료 의원
접수 처리
정수
정수
폐기
682 4,546 4,466 80 3,485 35,026 34,754
738 6,832 6,670 162 2,888 44,857 44,331
834 8,911 8,496 415 2,888 46,536 45,856

자료: 서복경(2016:135)

임기
만료
폐기
272
526
680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광역과 기초 모두에서 처리된 조례의 수는 늘어났다. 기초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심지어 의원정수가 줄어들었음에도 처리된 조례의 수는 증가하여, 입법활동
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처리되는 조례뿐만 아니
라, 임기 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조례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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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둘러싸고 집행부(자치단체장)와 의회 사회의 갈등이 발생하여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
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4기 지방의회에서는 재의요구가 144건이었던데 비해 5기는 이보
다 23건 늘어난 167건이었으며, 6기 지방의회에서도 5기와 비슷한 수준인 160건이었다(서복경,
2016). 또한, 6기 지방의회 회기에 들어서는 광역의회의 제, 개정 조례안 제소 25건 가운데 12건
이 중앙정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졌다(서복경, 2016). 이러한 변화는 6기 지방의회부터는 집행부
와의 갈등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조례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가 재도입 된 이후 25년이 흐르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은 점차 활성
화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지방의회-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도 점차 생겨나는 추세이다(서복경, 2016). 결국, 이렇게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다양한 정책 결정 주체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지방의회
의 입법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지방정부 입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나 효율성 평가와 같은 정량적 평가
를 넘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Ⅳ.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제9대) 4개 광역의회 조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재를 보여주는 탐색적 연구로서 2014년 제6회 전국동
시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7기 지방의회 중에서 4개 광역의회의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을 조례로 선택한 것은,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안으로서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성격을 규명
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연구 대상 지방의회 수를 17개 광역
의회 전체로 확대하고, 시계열적으로 4, 5, 6기 지방의회까지 분석 시기를 늘려서 지방의회의 현
재와 과거를 동시에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의회의 조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자료가 구축되
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지방의회의 권력분점 형태와 조례 제정 행태를
동시에 확인하고자 하기에 일단 분석 시기를 7기 지방의회로 고정하였다. 4, 5, 6기를 거치면서
집권당의 성향은 물론이고 단점, 분점정부 형태가 계속 변하는 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가 어
떠한 방식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분석을 위한 이론 틀로는, 위에서 언급
한 손더스(Saunder)의 이원국가론과, 스톤(Stone)의 지방정부에 대한 레짐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원국가론에 따라 과연 지방정부가 과연 사회적 생산보다는 소비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레짐 이론을 따라서는 어떤 지역 의회에서 대략 어떤 식의 레짐이 주로 등장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단체장과 의회로 권력이 분점 되어 있는 한국
지방정부의 권력 구조를 고려하여,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 구도가 조례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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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는 일단 가능한 권력 구도에 따라 4가지 경우를 나누고 사례별로 대표로 한 개
의 광역의회를 선정하였다. 경우의 수는 4가지가 가능하다. 우선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당이
같은 단점정부와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다른 분점정부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단체
장이나 의회 다수당이 보수-우파정당인지, 진보-좌파정당인지에 따라 각자 두 가지 사례가 가
능하다.5) 7기 의회 시기(2014-2018)를 기준으로 각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3> 지방의회 권력 구도에 따른 사례 선택
의회 다수당: 보수
의회 다수당: 진보
단체장 정당: 보수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경기, 인천
서울, 대전, 광주, 전남,
단체장 정당: 진보
충남, 충북, 강원
전북, 세종
4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상황별로 1개의 지방의회
를 선정하였다. 단점정부인 지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선택하였다. 2014년 선거
시점에서, 이들 지역이 특정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지역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점정부인 지역 중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단체장이
진보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이 전체 44석 중 36석을 점유하고 있는 강원도를 선택하였다.
서울과 대구는 대도시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경기는 도농복합지역을, 강원도는
농어촌 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경기, 대구,
강원 4개의 광역의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선택한 4개의 광역의회가 7기
의회 임기(2014.6-2018.7) 동안 제정한 모든 조례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
정 조례의 경우는 과거의 조례를 몇 번에 걸쳐 개정, 재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분석에
서는 제외하고, 임기 중에 새롭게 제정된 조례들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7기 지
방의회 중에서 4개 광역의회의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 경기,
대구, 강원 4기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였고, 분류 대상 조례는 7기 의회 임기 동안 제정된 조례
로 한정하였다.
2014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정된 조례들은 서울특별시가 115개, 경기도가 221개, 대구가
84개, 강원도가 125개였다. 제정된 조례의 수로 볼 때 서울특별이시(977만)는 인구수에 비해 조례
수가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강원도(154만)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 제정
되는 조례의 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06만)6)
인 만큼 제정된 조례의 수도 가장 많았다. 물론 단순히 제정되는 조례의 수만으로 의회의 입법활
5) 7기 의회가 구성된 2014년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체제로 이루어졌
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보수-우파,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좌파로 분류하였다.
6) 인구는 모두 2018년 11월 KOSIS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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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양적인 성과는 지방의회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표 4> 7기 광역의회(2014.7-2018.7) 정부조직 관련 조례와 정책 조례

정책 분야 조례 수서울 비율 조례 수경기 비율 조례 수대구 비율 조례 수강원 비율
의회/정부
조직개편
관련 조례
정책 조례
총계

19

17%

14

6%

9

11

7

6%

96
115

83%
100%

207
221

94%
100%

75
84

89%
100%

118
125

94%
100%

제정된 조례들을 분류하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먼저 의회나 집행부 조직 조례와 정책 관
련 조례로 나눠볼 수 있다. 지역별로 제정된 조례를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면 서울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9:1 정도의 비율로 정책 관련 조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지방의회 초창기에 정책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회나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
위주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던 것에 비해 의회나 사무처의 정책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실질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7기 의회 임기
중에 신설되는 조직이 많아,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7기 광역의회(2014.7-2018.7) 제정 조례의 정책 분야별 분류

정책 분야 조례 수서울비율 조례 수경기비율 조례 수대구비율 조례 수강원비율

공공질서 및 12
안전
교육
4
국토 및
2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0
문화 및 관광 12
9
보건
38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11
수송 및 교통 1
일반공공행정 20
환경보호
2
4
기타
115
총계

10%
3%
2%
0%
10%
8%
33%
10%
1%
17%
2%
3%
100%

22
10
13
13
18
11
47
30
9
29
12
7
221

10%
5%
6%
6%
8%
5%
21%
14%
4%
13%
5%
3%
100%

15
5
5
1
8
4
17
10
2
12
1
4
84

18% 15 12%
6% 11 9%
6%
2
2%
1% 17 14%
10% 9
7%
5%
6
5%
20% 22 18%
12% 17 14%
2%
4
3%
14% 11 9%
1%
2
2%
5%
9
7%
100% 1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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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전체 제정 조례의 수를 확인한 이후에는, 광역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들을 정책 분야
별로 분류하였다. 정책 분야별 분류를 통해 지방의회 정책의 우선순위나 입법활동의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분야별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는 한국 정부의 정책 사업 분류
기준을 활용하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정책은 크게 11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기준은 1) 공
공질서 및 안전 2) 교육 3) 국토 및 지역개발 4) 농림해양수산 5) 문화 및 관광 6) 보건 7) 사회
복지 8) 산업중소기업 9) 수송 및 교통 10) 일반공공행정 11) 환경보호 이렇게 열한 가지이다.7)
이 열 한가지 기준으로 포괄하기 힘든 조례는 12)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광역의회에서 임기 4년 동안 제정된 조례를 분류한 결과는 위의 <표 5>와 같
다. 조례의 전반적인 분야별 분포를 보면, 도시와 농어촌 간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약간의 차
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특기할만한 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광역의회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조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출 비율에서도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성향이 단점-분점정부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분점정부 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정되는 조례의 수가 적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분점정부인 경기도나 강
원도가 단점정부 상황인 서울, 대구보다 인구 대비 제정되는 조례의 수가 더 많았다. 한편으로, 진
보정당 단체장에 의회 다수당도 진보정당인 서울은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33%로 다른 지
역에 비해 평균 10% 이상 많았다. 진보-좌파정당이 보수-우파정당보다 사회복지 분야를 중시한다
는 것을 고려하면, 당파성이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조례를 통해 단점분점정부 상황이나 당파성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존재한다.
<표 6> 7기 광역의회(2014.7-2018.7) 제정 조례의 분야별 순위

순위

서울

사회복지
1
2 일반공공행정
3 공공질서 및 안전
4 문화 및 관광
5 산업중소기업
보건
6
교육
7
기타
8
9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10
11 수송 및 교통
12 농림해양수산

경기

대구

사회복지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보건
보건
보건
교육
수송 및 교통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기타
환경보호

강원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기타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7) 이 기준은 현재 한국 정부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지방정부의 사업 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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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표 5>의 자료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리한 <표 6>에 정리
하였다. 순위를 확인하면 모든 지역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 3위까지 보면
강원지역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인 만큼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조례가 많았으며,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조례도 많이 있었다. 서
울, 경기, 대구의 경우 모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관한 조례가 많았는데, 이는 대도시 지역을 많
이 포함하고 있는 데서 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는 서울과 대구의 경우 안전 관련 조례가, 경기는 산업 진흥 관련 조례가 많았는데
이는 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대도시 지역과, 수원, 성남, 기흥 등에 주요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대로 국토 및 지역개
발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분야는 모든 지역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한국의 지방의회의 행태를 이론적으로 분석해보자면 한국 지방의회는, 지방 권력이 사회적
투자보다는 소비 활동에 집중한다는 손더스(Saunders)의 이원국가론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 당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광역의회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하고 있었다. 인구와 지역적 특성의 차이, 단체장과 의회 다수
당의 성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조례가 가장 많은 것을 통
해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당파성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 조례의 비중이 약간 차
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분야 조례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손더스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지방의회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중앙정부와 비교할 수 있다면, 지방정
부의 정책 지향이나, 중앙정부와의 차이에 대해 더욱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안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예산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산 역시 의회에서 심의 및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비교하는 것
역시 의회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예산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교해
본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표 7> 2018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분야
예산액 비중
분야
예산액
보건·복지·고용 144.7
33.7
사회복지
57.0
일반·지방행정
69.0
16.1
인력운영비
27.9
교육
64.2
15.0
SOC
31.6
국방
43.2
10.1
환경보호
20.5
R&D
19.7
4.6 농림해양수산 13.4
농림·수산·식품
19.7
4.6
교육
12.9
공공질서·안전
19.1
4.5 일반공공행정 11.6
SOC
19.0
4.4 문화 및 관광 10.2

비중
27.2
13.3
15.1
9.8
6.4
6.2
5.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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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환경
6.9
문화·체육·관광
6.5
외교·통일
4.7
합계
42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76)

3.8
기본경비 등
1.6 산업·중소기업
1.5
예비비
1.1
보건
100.0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합계

6.1
5.4
5.1
3.6
3.6
0.5
209.3

2.9
2.6
2.4
1.7
1.7
0.2
100.0

예산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면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현재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방정부 분류에서
는 보건과 복지가 분류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일자리 예산이 추가로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비율 차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지방정부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평균적
으로 전체 예산의 32.6%에 달하며, 도⋅특별자치도는 35.4%, 시는 28.2%, 군은 19.8%, 자치구
53.0%에 달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전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비교한 데이터에서는 비중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결국
세부 단위로 내려가 보면, 하위 지방정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이 자리 잡은 한국 현실
에서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위탁사업이라는 지적도 가능하겠지만,
지방자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정부가 맡는 자체사업 비중
도 상당하며,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사업8) 예산액은 88조 2,275억 원으로, 자체사업 비중 평균
은 50.6%에 달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이렇게 조례와 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해보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고, 이 분야에 집
중하고 있다는 해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정부가 사회적 생산보다
는 소비에 관련된 역할에 주력한다는 이원국가론의 관점이 한국의 지방정부의 행태를 설명할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한국 지방정부 레짐(regime)의 분화를 확인하기는 어려웠
다. 일단 도시/농어촌에 따라 농어촌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특정 조례 내에서 제정되는 조례를 보더라도,
인구분포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조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조례
의 경우, 몇 가지 조례의 경우 이름만 바뀔 뿐 내용 자체는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분
석대상이었던 4개 지자체 모두 7기 의회 회기 동안 ‘청년 기본 조례’라는 형식으로 청년층에 대
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외에도 돌봄, 보육 관련
8) 중앙정부의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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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보육시설 및 초등교육기관에서의 급식에 관한 조례, 장애인 지원조례, 공공일자리 관련 조
례, 여성기업 지원조례, 퇴직 중장년층 지원조례 등이 공통으로 제정되었다.
물론 복지 분야로 한정해 보더라도 지역적 특성을 살린 조례들도 있었다. 서울시나 대구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8기 의회에 들어 기본소득과 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
의 복지제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래도 결국 이러한 조례들은 전체 조례 중 소수에 불
과하였고, 전반적으로는 분야별로 유사한 내용의 조례들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일단 지방정부나 의회의 권한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제한된 수준의 재량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권한 사용 방식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형태가 다양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지방정부
형태가 다양한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은 지방정부 형태가 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기관
분립형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다. 지방정부 형태가 단일하고,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강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자체가 좁다
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지방의회는 레짐이론에 따른 유형
의 분화를 분석하기에는 아직 동질성이 더 강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Ⅴ. 결론: 조례를 통해 본 한국 지방정부의 현재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
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론 틀로는, 위에서
언급한 손더스(Saunder)의 이원국가론과, 스톤(Stone)의 지방정부에 대한 레짐이론을 활용하였
다. 이원국가론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과연 사회적 생산보다는 소비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
는지 확인하고, 레짐이론을 통해 지역별로 레짐의 분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 구도나 당파성이 조례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4개의 7기 광역의회의 제정 조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방의회는 손더스가 이원국가론에
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회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다. 진보정부가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는 하였으나, 10%가량의 차이에 불과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사회
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당파성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뿐 아니라, 조례의 내용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유사한 모습
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정책 분야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대체
로 유사한 내용에 이름만 조금씩 다른 조례가 많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한국의 지
방의회는 레짐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도로 분화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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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회 간 동질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권한 제약, 단일
한 지방정부 기관 형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하
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탐색적 연구로서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기술적
(descriptive) 분석에 그치고 있으므로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분석대상 지방의
회들을 전체 광역의회로 확대하고, 최소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의 조례들을 확
보하여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변화 흐름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정책 분야
별로 몇 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지방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례를 둘러싼 정치
과정이 전개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양적, 질적 분석을 추가할 수
있어야만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폭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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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Korean Local Council Ordinances through
Administrative Theory: Focusing on the 7th Regional Council
YUN, SUNG-WO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Korean local council. Based on the existing
theories, we analyzes how the local councils in Korea are doing legislativ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dual-state theory, we analyzed whether local governments are more
concentrating on social consumption rather than social production. We also analyzed how the
power structure and partisan power of the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ccording to the result, Korean local councils concentrated on
the social welfare sector, which is generally called 'social consumption', as Saunders
suggests in dual-state theory. In the regions where the liberal government dominated both
the governor and the parliament, the rate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was 10% higher than
other regions. What is unusual is that they look similar in each area, not only in terms of
policy priorities but also in the content of the ordinances. Although there are ordinanc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in a policy area, there is a few in terms of the overall
ratio, and there are many ordinances that have similar contents. In this regar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ocal council of Korea has not yet differentiated to the extent that
regime theory suggests.
[Key Words: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 Dual State Theory, Regime Theory,
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