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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지역발전정책이 그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창출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초고령
화 등 지역의 정책여건을 고려해야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정책 흡수력이 매우 낮아진 상태, 기존 균형발전정책
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영국의 GOR 운영사례의 시사점은 현재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시책들을 과감하게 지역단위
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앙부처와의 상호간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지역발전 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의 단계별 구축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현재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시책들을 과감하게 지역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대폭 이양
하는 방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앙부처
와의 상호간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
지역발전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동일 시·군내에서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권화에 기초하여 지자체의 정책수용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함
지방기업파트너십(LEP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을 응용하여 쇠퇴지역을 대상으
로 ‘지역경제권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지원

i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4.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1. 과거 지역발전정책 추진과 한계 ······························································13
2.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

제3장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체계 실태와 문제점
1. 지역발전지원사업의 개요 ········································································29
2. 중앙부처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37
3.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 조직 및 재정과 사업 ························44

ii

수시 19-2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기초연구: 정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제4장 국내외 중앙정부 지역발전사업 추진체계 사례 분석
1. 국외사례 : 영국 등 ················································································63
2. 국내사례 : 정부간 연계협력 사례 ·························································127

제5장 중앙정부의 통합적 지역발전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149
2. 단계별 거버넌스 추진체계 ·····································································152
3. 관련조치 ·······························································································163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주요결과 ······································································169
2. 정책 제언 ·····························································································174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6

참고문헌 ···················································································································179
SUMMARY ·············································································································187

차 례 ･ iii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4. 연구의 기대효과 | 10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
로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어떠한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
∙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가
장 복잡하고 첨예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사항들이 핵심적
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기조 하에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추진체계는 다기화 되어 있어 분절
화 현상(fragmentation)이 노정되어 있음. 특히 중앙-지방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이를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의 체감
효과는 저조한 실정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
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가 지역발전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거
나 다양한 지역실행조직(소속·산하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실행조직을 통해 지역발전지원사업이 실행되면서, 지
역단위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분절화 현상 및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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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ndancy)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시군단위의 동일 시·군내에서도 도시재생을 비롯한 문화·관광·인프라 및 산업
등 분야 간 단절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인접 시
군 간 경쟁 및 중복 등으로 지역발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 결국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효과는 저하되고, 중앙부처의
지역실행조직의 산재로 인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 등 비효율성이 야
기되고 있음
□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촉진정책에 대비하여 분절적 지역발전지원사업 및 이로 인한 비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지역실행조직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단위 통합적 추진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 지방분권화가 진전될수록 지역발전지원사업의 분절화 및 중복 현상이 가중될
것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의 각종 지역지원사업이 연계 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을 지역단위(광역자치단
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
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을 둠
□ 예시로 국토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을 이행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향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범 중앙부처 차
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는 기초적 연구를 행하고자 함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15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검토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 이외에
행정안전부 등의 38개 사업도 검토하고, 최종적 지향점은 전체 중앙부처가 참
여하는 것을 기반으로 구상하고자 함
□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지역발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동 관련 사무 및 사업을 위임
및 이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
∙ 향후 추진 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서 행정안전부 및 다른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위임 및 이양을 전제
로 하는 것을 검토함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정부자료,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 지역균형발전,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외국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체
계등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사업 관련 조직 및 지방조직 등
□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국고보조사업 등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지역발전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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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조사: 외국의 중앙정부 지역개발사업 통합지원 사례 조사 분석
∙ (국외) 영국의 GOR 및 RDA, 일본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광역연합 사례, 필
요시 독일의 관구와 프랑스의 데파트망 관련 자료 분석 등
∙ (국내) 지역통합사무소 형태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경제자유구역(1개 중앙부
처 중심 사업과 지역사무소), 광역연합(국가사무 이양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간 협력시스템) 등
□ 워크숍 : 관련 연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 연구사업,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방단위 발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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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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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차미숙(2003)은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해외 지역통합형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사례,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연계ㆍ조정방향 등
을 제안하고 있음
□ 김영수·금창호(2003)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설치 논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분석·평가,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김재훈(2008)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을 검토하고,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의 지방이관 추진방안을 8개 분야별 주요 쟁점을 분석학고, 2단계 지방이관 대상 분야
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토관리부문(국도·하천, 해양·항만, 환
경, 산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실태와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기반의 통
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지역발전 사업이 추진체계의 다기화로 분절화 및 비효율 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광역단위보다는 시군단위(지역단위)에서의 비효율 화를 개선하는 융합계획의
수립·조정 등 통합적 체계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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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1

주요
선행 2
연구

3

본 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 과제명: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연계ㆍ조정방향
∙ 연구자 : 차미숙(2003)
∙ 문헌조사
∙ 연구목적: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하
∙ 해외사례조사
도록 중앙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
선방향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용실태
와 문제점
∙ 해외의 지역통합형 특별지방행정기관 운
영사례
∙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연
계ㆍ조정방향 등을 제안

∙ 과제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정방안
∙ 연구자 : 김영수, 금창호(2003)
∙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 ∙ 문헌조사
정기관의 운영의 실태를 분석·평가 ∙ 실태분석
하여 이를 토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 ∙ 통계분석
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설치의 논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분석ㆍ평가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 과제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전략
∙ 연구자 : 김재훈(2008)
∙ 문헌조사
∙ 연구목적 : 2단계 지방이관 관련 8
∙ 선행이론 분석
개 분야별 주요쟁점을 분석하며 후
속조치 및 2단계 지방이관 대상 분
야에 대한 향후 추진전략을 수립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검토
∙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방안 분석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전략

∙ 과제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
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기초연구
∙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토
∙ 연구목적 : 국토부 등 다수 부처가
관리부문(국도·하천, 해양·항만, 환경, 산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실태와 추
∙ 문헌조사
진방향에 대해 검토
분절화 및 중복문제가 발생하여 지
∙ 실태분석 및 평가
∙ 주요 외국의 추진사례(영국, 일본 등)
원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진적 지역실행조직을 정비하여 지
∙ 지역기반의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전
역단위에서 통합 및 협업이 가능한
략을 제안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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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조직 추진 실적조사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 아키텍처(안) 작성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역실행조직(안) 정
비기준 및 모델 구축
□ 정책적 기대효과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아우르는 일체화된 거버넌스 체제(안) 수립 및 통
합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구” 발굴
- 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 다수 부처가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절
화 및 중복문제가 발생하여 지원에 비효율이 발생
- 이에 점진적 지역실행조직 정비를 통한 지역단위의 통합 및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
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모색
- 개별 지역단위의 협력체제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및 업무분장을 관할하는 거버넌스 기구 구상 및 통합관리 실현

∙ 지역통합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일관된 연계성과 지역일체형 정책 추진
-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안)을 통해 기존 숲길과 신설 숲길을 끊김 없이 연결하
는 지역연계성 정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통합관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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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1. 과거 지역발전정책 추진과 한계
1)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경과 및 특징
(1) 현 정부 이전의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 2000년 이전
∙ 1960~1970년대에는 가난을 벗어나고 스스로의 자립경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입각한 국가산업단지와 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1980년대에는 그 동안의 경제발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를 야기한 수도권 문제해결 정책, 그리고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중
점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심이었음
∙ 1990년대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 정책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지역발전정책이 중심
을 이루었음1)

1) 최상철 교수는 2015년 과거 국토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징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프리드만
(J. Friedmann)의 ‘퇴화한 형태의 계획’, 피터 홀(P. Hall)의 ‘종이 위에 그린 낙서’라는 혹평에 가깝다고 회상하기
도 하였음(최상철. 2015) ; 이원종 외. 2015. p.75. 참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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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연대별 지역발전정책 변화
구분

기반

1960년대

· 경제적 효율성

1970년대

정책기조
· 빈곤 극복
· 경제성장추구

개발전략

주요의제

평가

· 산업단지조성
· SOC공급

· 경제기반조성(산업 · 불균형 지역발전
단지)
전략

· 경제적 효율성 · 경제성장 극대화

· 성장거점전략
(4대강유역개발)

· 중화학공업기반 확 · 불균형 지역발전
충(수출자유지역)
전략

1980년대

· 사회적 형평성 · 성장의 분배

· 분산된 성장거점
· 공업지방분산(농공 · 불균형/(균형)
개발전략
단지)
지역발전전략
· 28생활권

1990년대

· 미약한 지역 간 · 세계화
형평성
· 지역특성화

· 광역거점개발(4대 · 국가경쟁력 향상
경제권, 9개 생활권) · 지식기반경제

· 지역균형발전 전
략 도입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p.7 표 인용

□ 2000년 이후
∙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혁신주도형 발전
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였음(이소영.
2017.)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시정하고 지방의 자립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행복도시 건설, 신활력사업 등을 추진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
역혁신협의회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간계획의 지역발전의 단위는 시･도가
되었던 특징을 가짐 2)
- 2000년대 초부터 지역발전정책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를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실험’적 기간이
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음

∙ 이명박 정부는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하면서 정책의 기조를 “균형발전”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였음(지역발전
위원회. 20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역발전계획으로,

2) 김현호. 2017. p.5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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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꿨으며, 지자체 단위 지역발전조직
도 폐기시켰던 특징을 가짐

∙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구현
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과 연계, 부처 간 협
업을 강조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지역발전위원회. 2012.)
∙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별 지방발전정책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2 |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별 지역발전정책의 기조와 방향
구분

노무현정부

정책
혁신주도의 공간적 균형발전
목표
기능분산형 균형발전정책
정책 정책 - 세종시 건설
기조 수단 - 혁신기업도시 건설
- 4+9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행정구역
대상

계획

(법정계획)
- 국가균형발전계획
- 부문별 계획
- 지역혁신발전계획

이명박정부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특화발전

지역행복 및 삶의 질 향상

5+2 광역경제권정책
-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
- 30대 선도프로젝트 발굴추진

지방희망(HOPE)프로젝트

행정구역+광역권(초광역개발권, 광 행정구역+생활권
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지역행복생활권)
(법정계획)
지역발전정책
- 부문별 계획
- 광역발전계획
(임의계획)
- 초광역개발구상
- 시·도발전계획
- 시·군·구발전계획

추진 중앙: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처 중앙:지역발전위원회, 부처
조직 지방:지자체
지방:광역경제발전위원회, 지자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
- 지역개발사업계정
재정
체계
- 지역혁신사업계정
- 제주계정
거버
지역혁신협의회(법정기구)
넌스
제도

균특볍 제정(2004.1.10.)

박근혜정부

(법정계획)
지방발전계획
- 부문별 계획
- 시·도발전계획
(임의계획)
-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중앙:지역발전위원회, 부처
지방:지자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개발계정
- 광역발전계정
- 제주계정

지역발전특별회계
- 생활기반계정
- 경제발전계정
- 제주계정
- 세종계정

지역발전협의회(임의기구)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법정기구)

균특법 개정(2009.4.22.)

균특법 개정(2014.1.7.)

자료: 류종현. 2017. p.2.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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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및 평가
∙ 그간의 크고 작은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지역발전정책이 국가정책의 반열에
올랐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가,
포괄보조의 도입 등의 성과도 있었음(김현호. 2017. p.55 인용)
-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104.4조 이상의 특별
회계재원이 투입되었으나 성과창출은 대체로 미흡했음(지역발전위원회. 2008.)
- 여기에는 균형발전정책 목표의 실종 및 모호, 표방하는 바와 다른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 및 지방분권의 미흡(토건이나 물리적 시설 위주의 시책 추진, 작동되기 어려운
광역적 공간계획의 추진, 특별회계사업과 부처 일반회계 사업의 중복, 지자체 재원
사용의 자율성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강현수 외. 2013.)

(2)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특징3)
∙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의 중앙 중심과 공급자 중심의 정책적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중심이 되
는 분권정책을 도모함
∙ 5대 국정목표 중 ‘목표3.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세부전략으로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전략 2)’를 제시함(정현욱. 2017. p.2 내용인용)
-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세종시·산
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과 각종 클러스터를 활성화함
-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공공중심의 지원)에 집중함

∙ 이외,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4대 복합‧혁신과제를 추진(정현욱. 2017. p.3 내용인용)
3) 김현호. 2017 ; 산업통산자원부. 2018. pp.16-17. 인용 ; 정현욱. 2017. 참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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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복합·혁신과제는 1)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3)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함
- 특히 네 번째 과제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과 ‘인재와 신산업
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산업단지 혁신 2.0)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제
시하고 있음(정현욱. 2017. p.3 내용인용)

표 2-3 |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내 균형발전 비교
구분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내 균형발전

관련
법

국토균형발전특별법(개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대상
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지역대학 등

구도심, 노후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
방법

균특회계(지역지원계정, 지역자율계정)

· 전폭적 지원(5년간 50조원 규모: 재정 10조원,
주택도시기금 25조원, 공기업투자 15조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쟁점

· 지역 도시공간구조 고려 미흡
· 지역 도시공간구조 고려 미흡
· 도시재생 뉴딜 5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형선정
· 도시의 광역화에 대한 논의 상대적 미흡
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시 미흡
· 광역대도시권 형성 및 지원에 대한 논의 부족
· 농촌지역(비도시지역)의 마을 활성화 논의 부족

자료: 정현욱. 2017. p.6. 표 인용 ; 국토교통부. 2017a와 국토교통부. 2017b. 내용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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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 본래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국가지역정책을 모태로 하며 대규모의 물리적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틀 하에서 목표와 추진전략, 추진주체, 실
천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중앙주도의 하향식 독점사업으로 그 집행과 추진주체 간의 분절화 현상이 많았음
∙ 중앙주도-지방의존형 하향식 추진방식 강화, 즉 중앙부처가 집행단계에서 시
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시도의 역할이 미흡한 현상 야기
∙ 지역발전정책을 두고 중앙부처 간, 지역 간 할거주의의 폐해로 인하여 사업추
진 주체의 분산과 난립, 그리고 사업의 상호연계 및 통합조정 미흡
∙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독자적 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발
생 및 유사중복적 사업의 비효율성 통제 불가
∙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분산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 축소가 확대
되는 정책 집행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의 효율성 취약 및 투자효율성 담보 한계
→ 지역의 자율성 향상에 비해 지역의 특성화 전략 부족 및 유사중복사업 난무
로 인한 효과성 부족
□ 한편 그 동안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근거한 한계를 김현호(2017,
2014)의 논문을 인용하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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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
구분
정책
설계

정책
내용

공간
계획

추진
방식

재원
지원

정책철학
실종

·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편성 근본 취지인 헌법이 규정한 지역균형발전 가치, 철학
반영 부족
· 우리사회의 민주적 가치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반영 부족

중앙주도
정책설계

· 지방보다 중앙정보의 필요에 의한 중앙주도의 정책설계 관행 지속
· 지자체는 중앙정책의 대리 집행인, 공모사업 참여자적 성격이 아직도 강함

개발·성장시대
인프라 중심

·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책 내용이 도로, SOC등 인프라 공급
중심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등 정체 및 축소시대의 내용의 고려는 부재
· 참여정부 제외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보다 인프라 위주의 부처편성사업 비중 증가

균형에서 불균형
이동

· 참여정부가 설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불균형정책으로 회귀
되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

지자체 소외

· 정책시행의 주체인 지자체를 벗어나 광역경제권, 지역생활권 등의 추진으로 그림 상의
계획에 머무는 문제

분권보다는
분산적 추진

· 3분 정책에 의한 참여정부조차도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보다는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위주의 정책 추진

중앙주도
정책추진

· 중앙부처가 사업을 기획하고 점검,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앙부처-시도-시군구로 이어
지는 중앙집권적 정책체계 형성
· 특별회계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마저 부처 공모방식 확대로 지자체 자율성 제약

낮은 수준의
정책 지방화

· 사업기획, 입안, 추진, 평가, 재원사용 등에서 지방의 권한 결여
· 주민의 참여는커녕 지역 거버넌스 부재

재원사용
자율성 부족

·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중앙부처 편성사업의 비중이 증가, 중앙부처가 재원
사용용도, 지역, 규모 지정할 뿐 아니라 사후통제 통해 지역 재원투자 자율성 여지
부족
· 특별회계 포괄보조를 도입했으나 사업군 확대,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온존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과
중복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분권화의 핵심인 지방의 자체 재원 부족
· 특별회계 부처편성사업과 부처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과 동일

자료: 김현호. 2017. p.64. 표 인용 ; 김현호. 2014. 참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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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1)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기본방향 :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 정립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 가치 지향
∙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중앙-지방 간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체계화 및 지역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분권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방발전정책 권한의 지방이양
□ 추진전략 :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전략
∙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실천모형

그림 2-1 |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모형

자료: 이원섭 외. 2018. p.157.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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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실천과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분권화 과제
-자치분권 하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 변화

- 자치분권형 지역발전추진체계
- 정부간 협력 및 거버넌스 강화
- 자치분권 기반 계획계약

-균형발전정책의 분권화 촉진

- 지방정부 계획고권 확대
- 지역개발 심의 권한 지방이양
- 균형발전 재정분권 확대

자료: 이원섭 외. 2018 p.16과 p.18 요약 재인용

표 2-6 | 신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원리

적극적
보충성

소극적
보충성

주체

접근방향

新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예시)

중앙
정부

· 중앙정부 주도
· 재정조정제도
· 낙후수준에 따른 지역 간 차등 지원
· 인구감소 및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우선적, 예외적 차등지원
· 소외, 경쟁불리지역에 대한 보완
· 하향식(top-down)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 포용적(inclusive)
· 수도권 규제(소극적 보충성원칙 침해우려+경쟁력강화 통합적 접근
· 통합적(integrated)
·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거시적(macroscopic)
· 지방에 대한 포괄보조방식 지원
· 융합적(convergensive)
· 중앙정부의 지역화
· 지역사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사후평가
· 계층적·하향식 관계 → 자문과 협력관계(중앙정부의 역할)
· 중앙부처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 장소와 사람의 통합적 접근 등

지방
정부

· 지방정부 주도
· 지방수준의 재정조정제도
· 혁신도시 등 기 균형발전사업의 시즌2전략
· 지역특성화 발전사업
· 지역전략산업 육성
· 상향식(bottom-up)
· 지역인적자원 육성
· 미시적(microscopic)
· 자율적(autonomous) · 지역수요기반 정책 발굴
· 내생적(endogenous) · 글로컬(globalization+Localization)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
· 지역 간 협력 및 상생 · 지역 선순환구축사업 지원
(cooperation&win-win) · 도농융복합 지역발전
· 장소기반(place based) ·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
· 지역중소기업 육성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등

자료: 김현호. 2017. pp.56-57. 인용 및 김현호. 2014.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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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체계 구축
(1) 필요성
□ 현재의 시대적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깊고, 지방분권화의 목소리가 높으며, 가
치의 다원화가 확산되고, 참여 활성화 요구가 증대되는 시대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분권형의 거버넌스체계 구축이라는 점에 기반을 두어 대응해 가야 할 필
요성이 있음
∙ 지역의 차별성 : 기존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형태에서 벗어나 지
방정부의 자치권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필요성 증대
∙ 지역의 다양성 : 각 지역별로 인구, 면적, 재정 및 재정자립도, 지역 내 총생산
등이 다르고, 환경적 여건도 다양하여 중앙집권적 정책의 변화 필요성 증대
∙ 정책의 광역화 : 특정 지역 중심 및 지역 차별과 불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소지
역주의에서 벗어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광역행정의 필요성 증대

(2)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체계 구축에서의 정부의 역할
□ 기본 방향
∙ 중앙지원, 지방자율추진, 참여중개자 : 지방 권한 위임 및 이양 추진 등
∙ 지역단위 추진체계 구축 운영 : 협의체 신설 혹은 개발청사업 주체화 등
∙ 광역행정체계 구축 운영 : 조합, 광역연합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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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구분
중앙-지방정부 간
지역(광역) 단위
지방정부 간

방향 및 역할

주요 사항

- 중앙지원, 지방 자율추진
- 참여중개자

- 지역/지방 권한 위임 및 이양 추진 등

- 지역단위 추진체계 구축 운영

- 협의체 신설 혹은 개발청 사업 주체화 등

- 광역행정체계 구축 운영

- 조합, 광역연합 운영 등

주: 저자 작성

□ 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 재정립
∙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조직 설계
필요 : 이재호 등 혁신성장 거버넌스 정부의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2 | 혁신성장 거버넌스 정부모델

자료: 이재호. 2018. p.7. 그림 재인용 ; 이재호. 2017. p.155. 그림 인용

□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세부 실천과제4)
∙ (조직 재설계) 추격전략과 탈추격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개편

4) 이재호. 2018. 문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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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부문) 통합관리를 위한 규제환경 정비와 규제형평성 확보
∙ (정부 운영) 분업 중심에서 협업 중심으로 전환
∙ (지방) 스마트 특성화 전략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3)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 통합적 관리의 배경
∙ 실제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지방간 역할 분담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역량 제고
-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간 역할 분담에 의
한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
- 지역 간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교정적 역할로의 변화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역균형발전 보다 지역의 개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분권
형 경제발전에 기초한 지역발전체계 구축

∙ 둘째, 지방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와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시대의 국가가 아닌 지역 중심의 지역간 무한경쟁 확산을 위한 광역행정기반
마련
- 지방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자기 책임성 강화 및 이를 위한 권한의 대폭 이양
- 지역 잠재력과 특성에 기반을 둔 자율과 책임에 의한 지방주도형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
- 당해 도시 내 관리체계 및 도시 상호간 관계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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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지역 거버넌스 체계 (regional governance system)의 개념도
지역 거버넌스 체계 (regional governance system)를 “지역발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행 및 결정과정에
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대안적인 추진체계”로 정의함
(차미숙 외. 2003)

□ 지역발전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중앙부처의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조직간 협력체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거버넌스 기반 정비
강화
- 중앙-지방간 분절된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분권형 지역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개선
- 광역단위 중심의 광역행정시스템 기반 하에 추진기반 마련

※ 참고로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모형으로 가능한 것은,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주도형”, “광역지방정부 주도형”, “비정부기관형”이 있을
수 있고, 이들 중에서 선택 및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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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체계 실태와 문제점

1. 지역발전지원사업의 개요
1)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의미
□ 지역발전지원사업은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개별지역 성장과 지역간 자원배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정부
의 지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여기서의 정부 지역개발사업은 광의로 보면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 사업을 포
함하기도 하는 바, ‘지역의 경제역량과 사회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일체의 지역발전지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음
□ 한편 지역발전지원사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펀드 사업
으로 이루어짐
∙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도로사업 가운데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혼잡도로,
광역도로, 산업단지진입도로 사업 등이 해당됨
∙ 중앙부처는 총사업비 중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를 분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을 전담하고, 공사비는 일부 분담, 용지비와 유지관리비는 전액 부
담함
□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소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을 다루는 중앙부처는 과거에는 정부별
중앙부처의 명칭이 달랐지만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
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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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사업을 다루는 중앙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노동부 등이라 할 수 있음

2)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유형5)
(1) 기능별 유형
∙ 첫째,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구축형
- 지역의 생산과 경제활동에 간접적인 생산요소로서 기여를 하는 하부구조 조성사업
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단지, 상․하수도사업 등

∙ 둘째, 민간투자와 생산의 증진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산업․경제활동 진흥형
-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등

∙ 셋째, 도시계획 차원의 도시개발·정비형
- 택지개발,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 등

∙ 넷째, 주민복지 증진형
- 교육, 문화, 체육, 여가시설사업 등이 해당됨

5) 사업성격에 따라 산업진흥형, 생활환경정비형, 도시환경정비형, 교통통신형, 교육․문화․스포츠형, 의료․복지형, 자
원․에너지형, 국토보전 및 자연보호형, 기타로 유형화함(일본 총무성. 1998) ; 기능에 따라 공익시설형, 산업진흥
형, 복지증진형, 교육․문화․관광형, 유지관리형으로 유형구분함(한표환 외. 1999); 산업기반조성형, 도시기능정비
형, 관광․리조트개발형, 인프라정비형, 종합개발형으로 유형구분함(국토연구원. 1998); 김용웅·차미숙. 2001.
p.2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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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특별회계별 유형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2015.1.1. 시행) 이후 2017
년에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운용됨
-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며, 경제발전계정은 부
처편성사업으로 구분함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경우 제주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 경
비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3개 사업군으로 구분되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경우는
세종자율편성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2개 사업군으로 구분함

∙ 시·도자율편성사업과 부처편성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동 법을 개정하면 편성체
계를 개선한 것임
-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
래 표와 같음

표 3-8 |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5) 개정 이전과 이후 편성체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계정

사업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➂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➂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➃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➃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세종특별자치시계정

⑦ 세종자율편성사업
⑧ 부처편성사업

(신설)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8. p.33.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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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편성사업의 의미와 예산편성과정
∙ 부처 직접편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사업으로 지
역(광역) 단위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함
∙ 부처 직접편성사업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분산·중복 투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간/광역간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증진시키려는 사업임
-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등이 그 예임

∙ 한편 부처 직접편성사업의 예산 편성절차는 아래 표와 같음

그림 3-1 |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8. p.36. 그림 인용

∙ 2017년에 부처 직접편성사업은 과거 광역발전계정에서 경제발전계정으로 변
경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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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처 직접편성사업은 중앙부처가 편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성격이 같다고도 할 수 있음
- 왜냐하면 부처 직접편성사업은 국가 차원의 SOC사업 위주(도로의 경우 광역도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광역철도, 산업단지지원도로 등)로 편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
별회계로 운용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것이라 판단됨(이원
희. 2013)

□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과 예산편성
∙ 자율편성사업의 구분
-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은 생활기반계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시도 자율편성
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됨6)
-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사업은 37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임

∙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31개 포괄보조사업을 준거로 편성하고, 시‧도는 신청한
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을 함
∙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을 준거로 편성하
고,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선택하
여 재원 배분을 하게 됨(행정안전부. 2017a)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기초생활권 지역을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일반농산어
촌지역·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함(이원희. 2013)
- 결국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해당 기초생활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고, 유사 기능별
로 2-4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포괄보조금 형태를 취하여 배분하게 됨

6)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의 계정을 갖고 있어서 이하에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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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포괄보조사업 지원대상 현황
부처

문체부

문화재청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시·도
자율
편성
사업

산림청

②관광자원 개발

관광지 개발 등

➂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등

➃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⑥문화유산 관광지원 개발

지역문화유산 개발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 정비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향토산업육성 등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 자원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⑪어업기반 정비

지방어항 등

⑫해양 및 수자원 관리

연안정비 등

⑬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⑭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⑮산립경영자원 육성

임산물 수출촉진 등

⑯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⑰임도시설(국유림 제외)

임도시설

⑱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⑲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⑳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확충

㉑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㉒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지역생태계 복원 등

㉓생태하천 복원

생태하천 복원

㉔노후상수도 정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㉕대중교통 지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㉖지역거점 조성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국토부

㉗주차환경 개선지원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새만금청

㉘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㉙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고용부

㉚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㉛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
안전처

㉜성장촉진지역 개발

지역개발 지원 등

㉝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주거지 환경 개선 등

㉞특수상황지역 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㉟일반농산어촌 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㊱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㊲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8. p.35.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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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예시)
박물관, 문예회관 등

산업부

환경부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포괄보조 사업명
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예산편성 절차
∙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의 예산 편성절차는 아래 표와 같음

그림 3-2 |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2017년 기준)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8. p.34. 그림 인용

그림 3-3 | 시도 자율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① (예산실) 17개 시·도별로 기본한도 통보(4월말)
↓
② (시·도) 기본한도 내 예산안 마련, 부처에 신청(5월말)
· 20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편성
↓
➂ (각 부처) 시·도 예산 요구내역 검토 예산 요구(6월중)
· 시·도 신청금액 원칙적 미조정 및 사업별 의견 제시
↓
➃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7월~9월초)
·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사업은 10%이상 삭감
·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사업은 미반영
·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

⑤ (예산실) 추가한도 시·도별 통보(8월 중순)
· 평가에 의한 시·도별 인센티브와 순수 추가한도
*
시·도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상기 ➃과정)
↓
⑥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도별 지출한도는 준수
자료: 기획재정부. 2018, p.28.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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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① (예산실) 4개 포괄보조사업 지출한도 결정 및 통보(4월말)
· (계속사업) 시군구별로 지출한도 설정
· (신규사업) 사업담당 3개 부처(안행, 국토, 농림)에 지출한도 통보
↓
② (지자체) 계속사업에 대해 주관부처에 예산 신청(5월말)
· 신규 사업은 시군구 지출한도와 별도로 신청
↓
➂ (각 부처) 4개 포괄보조사업 지출한도내 예산요구(6월중)
· (계속사업) 시군구별 지출한도내 지자체 요구를 조정없이 요구
· (신규사업) 신규사업 지출한도 내에서 직접 선정하여 요구
↓
➃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7월~9월초)
·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사업은 삭감 조정
·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사업은 미반영
· 4개 포괄보조사업별 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시·군·구 자율사업에 대한 별도의 추가한도는 없음
↓
⑤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군구별 지출한도는 준수
자료: 기획재정부. 2018. p.31.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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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부처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1)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요
□ 추진체계
∙ 지역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들은 소관부서를 두고 직접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 집행하거나, 또는 지역단위에 지역발전 실행조직(소속 및 산하
와 유관기관)을 두어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집행하는 체계로 운영됨

그림 3-5 | 중앙정부 – 지방 간 지역발전사업 추진체계

자료: 차미숙 외. 2003. p.36. 그림 인용

□ 중앙부처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체계의 특징
∙ 첫째, 중앙 부처들이 집행하는 전국단위의 지역발전지원사업들은 기능적으로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고 상호간 연계성이 많으며 동일한 형태의 추진체계를
두고 있음
∙ 둘째, 지역발지원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들은 사업과 관련된 계획, 조직,
가능, 예산을 관리하고 특히 관련 법령들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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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시책사업에 많은 영향
을 미침
∙ 셋째, 일부 중앙부처들은 지역 단위 내에 산하기관 혹은 유관단체들을 집행조
직으로 두거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거나 위
탁 혹은 경상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지원사업을 집행함
∙ 넷째, 특히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국토교통부의 지방국토
관리청 등)을 두어 현장성 업무 및 일정한 권한의 위임을 통한 지역발전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
은 지자체 혹은 특행기관 중 어디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한 어려움
을 호소하기도 함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사업 집행부서는 수개의 중앙부처로부터 지
역사업을 직접 위임 혹은 지원받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 지역발전사업 부서들은 매우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2)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 규모 및 추진실적
□ 2019년도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사업 규모
∙ 2019년 15개 부처, 38개 사업에 대해 1조3천1백5억원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음7)
-국토부 1개 사업, 행안부 12개 사업, 문체부 8개 사업, 복지부/교육부/문화재청 3개
사업, 중기부 2개 사업, 그 외에서 1개 사업 씩을 시행하고 있음

7)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 내부자료 참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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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2019년도 중앙부처 지역발전사업 및 사업비 현황
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합계

국토부
(1개)

행안부
(12개)

사업비

비고

1,310,509

2 9 도시재생 뉴딜사업
◯

'19.01월~'20.12월

4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

'19.01월~'19.12월

2,350

5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행안부 협력형)
◯

'19.01월~'20.12월

10,000

6 마을기업 육성사업
◯

'19.01월~'19.12월

7,800

7 마을공방 육성사업
◯

'19.01월~'19.12월

2,000

8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

'19.01월~'19.12월

8,670

10,000

9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

'19.01월~'19.12월

900

1 0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공유문화 확산
◯

'19.04월~'19.12월

800

1 1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2.0
◯

'19.04월~'19.12월

1,000

1 2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공모사업
◯

'19.03월~'19.12월

1,000

1 3 국민디자인과제 운영
◯

'19.03월~'19.12월

1,500

1 4 자전거도시
◯

문체부
(8개)

(단위: 백만 원)

'19.03월~'19.12월

1,000

1 5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
◯

브랜드화 자원사업

'19.02월~'19.12월

2,000

1 6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

'19.01월~'19.12월

5,700

1 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19.01월~'19.12월

10,268

1 8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19.01월~'19.12월

1,170

1 9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

'19.01월~'19.12월

307

2 0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

'20.01월~'20.12월

4,000

2 1 문화도시 조성사업
◯

'19.01월~'23.12월

20,000

2 2 마을미술
◯

'19.01월~'19.12월

710

'19.01월~'21.12월

6,000

프로젝트

2 3 관광두레 조성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비
불명확

19년 사업
선정 완료

사업비 확실히
명시 안 됨

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 내부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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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 (계속) 2019년도 중앙부처 지역발전사업 및 사업비 현황
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합계

농식품부
(1개)

사업비

'19. 01월 ~ '22. 12월

24,500

산업부
(1개)

2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20. 01월 ~ '20. 12월

62,900

복지부
(3개)

26 다함께 돌봄사업
◯

'19. 01월 ~ '19. 12월

10,600

환경부
(1개)

27 생태휴식공간 조성
◯

'19. 01월 ~ '19. 12월

500

여가부
(1개)

2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

'19. 01월 ~ '19. 12월

9,252

1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19. 01월 ~ '20. 01월

1,398

2 혁신교육지구 지원
◯

'19. 01월 ~ '19. 12월

157,537

3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체계구축 지원사업
◯

'19. 01월 ~ '19. 12월

4,500

30 어촌뉴딜 300
◯

'19. 01월 ~ '25. 12월

172,850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19. 01월 ~ '19. 12월

537,000

32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19. 01월 ~ '19. 12월

28,500

해수부
(1개)
중기부
(2개)
경찰청
(1개)

33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

'16년 ~ 계속사업

500

34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

'19. 01월 ~ '19. 12월

24,547

35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

'18. 01월 ~ '22. 12월

50,000

36 문화유산교육 지차체 공모
◯

'19. 01월 ~ '19. 12월

1,320

농진청
(1개)

37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

'19. 01월 ~ '19. 12월

730

산림청
(1개)

38 도시숲 조성사업
◯

문화재청
(3개)

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 내부자료 인용

비고

1,310,509

24 신활력플러스 사업
◯

교육부
(3개)

40

(단위: 백만원)

'03년 ~ 계속사업

126,700

19년 사업
선정완료

사업비
불명확

□ 2018년도 중앙부처의 지역발전공모사업 규모
∙ 2018년 말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역공모사업 집행 현황
을 보면 11개 부처의 1조2078억 원 규모로 아래 표와 같음
표 3-5 | 중앙부처의 지역공모사업 현황(2018.12월 현재)
부처명

사업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근거법

100억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역지자체

78억원

국가균형발전특
별법

지역사회 활성화 기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반조성 사업
(유휴공간 활용 등)

광역지자체

86.7억원

국가균형발전특
별법

국민안심 공중화장 ‧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구축･확산
실 구축 선도사업

기초지자체

20억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지역 ‧ 주민 참영형 문화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시행 지원

광역지자체

20억원

문화기본법

문화
재청

문화유산 교육 지자 ‧ 지역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시행 지원
체 공모

광역지자체

13.2억원

문화재보조기금
법

농림축산
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 ‧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지역
발
공동체 삶 영위지원

기초지자체

9,256억원

국가균형발전특
별법 등

농촌
진흥청

도시농업 및 치유농 ‧ 도시민 참여 형 마을정원 조
업 개발 기술보급
성, 치유농업육성

기초지자체

23.1억원

농촌진흥법

산업
통상
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합 지원

보건
복지부

국토
교통부

행정
안전부

도시재생뉴딜사업

‧ 쇠퇴도시 환경개선, 도시기
지방자치단체
능 회복 등

마을기업육성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광역지자체

629억원

신에너지 및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다함께 돌봄 사업

‧ 초등아동 보편적 돌봄 서비
스 제공

기초지자체

106억원

아동복지법

환경부

생태 휴식 공간 조성

‧ 도시 내 국공유지 활용 생태
휴식공간 조성

광역지자체

30억원

자연환경보존법

여성
가족부

공동육아 나눔 터 운 ‧ 돌봄 공동체 조성 및 양육 친
영 지원사업
화적 사회환경 구축

기초지자체

1억원

이이돌봄지원법

해양
수산부

어촌뉴딜 300

‧ 어촌 보유 자원 활용 혁신어
촌 조성

기초지자체

1,715억원

융복

합계

어촌어항법

12,078억원

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 내부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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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공모사업 규모
∙ 2018년도 광역자치단체들은 관할 시군구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일자리
사업, 도시생활환경사업 등 280개 이상의 사업의 지역발전공모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3-6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공모사업
시도명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인천
광역시
대구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
도시생활환경 개선 등 14개
사업
주민이 만드는 애인 동네 희
망지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육아, 마
을기업 육성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주민역
량 강화 등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안전학교운영
등
마을교육, 정원조성 등 주민주도형 사
업 지원 등
마을기업 육성, 농촌체험 지원, 공동체
발굴 지원 등
도시재생, 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 지
원 등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육아 공동체 공
간 조성 등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공동체 회복프
로그램 등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자
율사업
주민참여형 문화콘텐츠 개발, 마을공동
체 정원조성 등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육성,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농촌 마을공동제, 중심지 활성화(시설,
도로)지원 등
주민 참여 숲, 섬 가꾸기, 마을기업 육
성 등
마을기업, 공방, 공동체 정원 가꾸기 지
원 등
산달도 조성, 마을기업, 공동체 정원가
꾸기 지원 등

경기도
강원도

안전마을 만들기 등 9개 사업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등 22
개 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15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2개
사업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등 5개
사업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16개 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충청북도 문화특화 지역 등 17개 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등 69개 사
업 사업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라북도
62개 사업
충청남도

전라남도 주민 참여 숲 조성 등 6개 사업
경상북도 마을공방 육성 등 4개 사업
경상남도 마을기업 등 6개 사업

제주특별
마을교육공동체 등 7개 사업 마을기업 육성, 마을도서관 조성 등
자치도
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 내부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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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규모

시 관할 지역

1.1∼71.7억원

시 관할 지역

0.3∼200억원

시 관할 지역

1.3∼183억원

시 관할 지역

0.4∼14억원

시 관할 지역

0.8∼8.7억원

시 관할 지역

0.2∼4.9억원

시 관할 지역

0.5∼13억원

시 관할 지역

0.1∼1억원

도 관할 지역

1.5∼50억원

도 관할 지역

7.5억원

도 관할 지역

0.6∼37.5억원

도 관할 지역

0.6∼73억원

도 관할 지역

0.06∼22억원

도 관할 지역

0.2∼80억원

도 관할 지역

4∼20억원

도 관할 지역

2.4∼25억원

도 관할 지역

0.3∼9억원

□ 강원도의 2019년 시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
∙ 2019년도에 강원도 관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관련 성장촉진사업을 약
313억원 규모, 거점지역사업으로 167억원 규모로 집행하였음
표 3-7 | 2019년 강원도 시군 지역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8월말 기준)
사업
지자체
구분

사업명

담당
부서

22,574

20,796

1,778

8,802

31,376

․

9,660

9,236

424

4,980

14,640

․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진입도로 개
설사업

250

-

250

-

250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을 통한 체
험 관광 활성화

674

674

-

300

974

합계
소계

태백시

본예산 실교부금액 미교부 금액 자체전년 총예산현액
(A)
(B)
(A-B)
이월(C) (D=A+C)

지역개발과

가곡면 복합시설 이용 기반조성사업

244

244

-

344

588

삼척시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250

250

-

-

250

갈천~증산 간 도로 개설사업

308

308

-

-

308

홍천군 용소계곡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2,000

2,000

-

234

2,234 건설방재과

성장 횡성군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촉진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2,824

2,824

-

131

2,955 도시행정과

2,327

2,153

174

400

2,727 경제고용과

213

213

-

418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영월 한줄기
영월군
한자락 보행로 조성사업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
평창군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
요우커와 연계한 송이연어 푸드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양양군 수산항 접근도로 확충사업
서핑 비치 로드 조성사업
․

631

관광정책과
건설과

문화관광
체육과

-

-

-

1,479

1,479 도시교통과

250

250

-

-

250 안전건설과

-

-

-

1,168

1,168 도시계획과

-

-

-

506

506 건설교통과

320

320

-

-

320

해양레포츠
관리사업소

12,914

11,560

1,354

3,822

16,736

․

석교온천~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
강릉시
도로 개설사업

4,168

3,733

435

-

4,168

도시과

무릉건강․복합체험관광단지진입도로
동해시
개설사업
거점
지역 속초시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1,432

1,280

152

-

1,432 전략사업과

1,660

1,486

174

1,837

3,497 건설도시과

관동별곡 801리 역사체험 탐방로 개
고성군
설사업

4,354

3,902

452

1,848

6,202 건설도시과

양양군 남대천유적․관광지연결도로개설사업

1,300

1,159

141

8

1,308 건설교통과

-

-

-

129

129 안전건설과

소계

인제군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로 개량

자료: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9b. 내부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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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 조직 및 재정과 사업
1) 국토교통부
(1)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 조직
∙ 본부 조직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조직8)
- 사업부서: 도로국,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 지원부서: 기획조정실

∙ 별도조직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유관기관9)
-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역량과, 도시재생경제과, 도심재
생과, 주거재생과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계획과, 혁신도시산업과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 기획관, 기획총괄과, 해안권발전지원과

∙ 소속기관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유관기관
- 국토교통부 내 소속기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
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
용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 소속기관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유관기관 :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
산, 부산)

∙ 공공기관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유관기관
- 산하 23개 공공기관(2017.12월 현재)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유관기관 : LH,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관리공단 등
8) 항공정책실과 철도국 제외
9) 공공주택본부(공공주택추진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 용산공원조성 추진기획단, 지
적재조사기획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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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공공기관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유관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준정부기관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타
공공기관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주택관리공단, 한국건
설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원

자료: 국토교통부 조직도 참고 작성. http://www.molit.go.kr/. 2019.10.30.검색

(2)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 조직 내 정책 기능
□ 본청 : 지역발전사업 추진부서 및 주요 기능
∙ 본청 조직 중 지역발전 추진부서는 국토정책, 도시정책, 도로정책 등
표 3-9 | 지역발전사업 추진부서 및 주요 기능
기능

추진정책

주요 기능

국토정책

- 국토종합계획,
-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 지역개발사업 추진
- 도시첨단산업단지
– 수도권 정책
- 새만금사업 추진
-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 산업단지 재생사업
-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

도시정책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 스마트시티
-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로정책

-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확대
- 졸음쉼터
- 도로점용
- 도로이용불편신고
-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 회전교차로
- 도로안전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
- 수도권 정비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
- 하천 관리계획 수립 및 하천공사
- 특정지역, 개촉지구, 새만금개발 지원 및 제주센터 지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
- 기업도시개발, 행정도시, 시화개발
- 국토계획법령, 중토위 운영
- 도시재생, 유비쿼터스 도시(U-City) 도시개발
-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녹지 관련 정책

- 빠르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국토경쟁력 강화
- 민자 등 도로 투자재원의 다양화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관리로 국가 간선기능 유지
- ITS 등 첨단운영체계를 통한 편리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고

자료: 국토교통부 실국별 주요업무 참고 작성. http://www.molit.go.kr/.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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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책부서의 지역개발 주요 기능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사업 평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추진, 지역
개발예산 관리,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운영 등이 있음

표 3-10 | 지역정책부서의 지역개발 주요 내용
사업

주요 내용

- 성격 : 2015년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10년단위 계획
- 목표 :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종합/체계적으로 발전
- 유형 :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과 거점육성형(거점지역 중심의 특화산업 발전)
- 시도지사의 시군구 의견수렴-시도지사 계획안 작성–시도지사 의견수렴–시도지사 신청-국토부장
지역개발 계획
관 중앙행정기관 협의–국토정책위원회 심의–승인–시도지사 고시
및 지역개발
- 강원도 주요 지역개발사업 : 문암진리 선사유적공원화 사업(고성), 관동별곡 800리 역사체험
사업 추진
탐방로 조성사업(고성), 하슬라아트월드 개발사업(강릉), 아트벨리 조성사업(평창), 용연관광지조
성사업(태백) 등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시도지사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제도>
- (목적) 기존의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대규모 SOC 사업 위주에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H/W-S/W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기대
- (근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지역개발사업구역으
로 지정하여 사업시행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선사업·BIS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 (재정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시행령 제58
조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지역수요
- (대상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대상
맞춤지원 사업
- (대상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
추진
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지역역량 제고 등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
* 사업유형 :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등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고령친화형 공간정비사업), 공모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 (사업절차)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별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절차
진행
자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정책사업/국토교통부/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참고 작성.
http://www.aurum.re.kr/. 2019.10.30.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 참고 작성. http://www.law.go.kr/.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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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국토관리청의 조직과 기능
- 국토교통부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두고 도로,
하천 및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함. 각 청별 4개 국(관리, 도로시설, 하천, 건설안
전)과 일부지역에 국토관리사무소 및 출장소를 두고있음

표 3-11 |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현황
지방청

조직1

조직2

서울
지방국토
관리청

· 관리국 : 운영지원과, 건설지원과, 보상과
· 도로시설국 : 도로계획과, 도로공사과, 민자도로관리과 · 국토관리사무소: 수원,의정부
· 하천국 :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 출장소: 강화
· 건설안전국 :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원주
지방국토
관리청

· 관리국 : 운영지원과, 건설지원과, 보상과
· 도로시설국 : 도로계획과, 도로공사과
· 하천국 :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 건설안전국 :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 국토관리사무소: 홍천, 강릉, 정선
· 출장소: 양양

대전
지방국토
관리청

· 관리국 : 운영지원과, 건설지원과, 보상과
· 도로시설국 : 도로계획과, 도로공사과
· 하천국 :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 건설안전국 :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 국토관리사무소: 논산, 충주, 보은, 예산
· 출장소: 서천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

· 관리국 : 운영지원과, 건설지원과, 보상과
· 도로시설국 : 도로계획과, 도로공사과, 해상교량안전과 · 국토관리사무소: 광주, 남원, 순천, 전주
· 하천국 :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 출장소: 해남, 무주, 보성
· 건설안전국 :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부산
지방국토
관리청

· 관리국 : 운영지원과, 건설지원과, 보상과
· 도로시설국 : 도로계획과, 도로공사1과, 도로공사2과
· 하천국 :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 건설안전국 :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 국토관리사무소: 진주, 대구, 포항, 영
주, 진영
· 출장소: 거창, 상주, 울진

자료: 국토교통부 조직도 참조 작성. http://www.molit.go.kr/.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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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 원주청 조직별 정원 현황(명)
본 청(89/87)

국토사무소(150/122)

관리국

도로시설국

하천국

건설안전국

홍 천

강 릉

정 선

35/34

23/21

11/13

20/19

59/44

48/44

43/34

자료: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9a. p.1. 표 인용

① 원주청 : 2019년 주요 핵심기능

표 3-13 | 2019년 주요핵심기능 및 내용
핵심기능

주요내용

도로 하천 인프라 확충

-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격자형 도로망 구축
-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

SOC 가치 향상

- 강원지역 국도체계 발전방안 수립 추진
- 하천의 공익가치 극대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원

교통안전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 강원권 교통안전협의회 구성 운영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정비
- 화물자동차 단속 강화
-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
- 재난사고 대응력 강화
- 사람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국도상 졸음쉼터 환경개선
- 국도변 방치 및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추진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안전관리 스펙트럼 확대

- 스마트 건설안전 관리체계 연구
- 건설공사 부실측정 범위 확대
- 중소규모 건설현장 품질안전 컨설팅 추진
- 건설,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강화

건설현장 안전환경 조성

- 굴착 복구공사 안전성 확보
- 도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 도로보수원 작업대기소 근무환경 개선

기관 청렴도 제고

- 특정 공법 심의 강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자료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9a. pp.7-16. 참조 작성

48

총계
239/209

② 원주청 : 주요 사업현황
∙ 2019년 지역개발사업현황

표 3-14 | 2019년 지역개발사업 현황
구분

시군
합 계

거점
지역

성장
촉진
(지역
수요
맞춤)
소 계

사

업

명

16건

예산액

비고

22,574

강릉시

석교온천관광지~사천진항마리나단지

4,500

계속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1,100

신규

속초시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1,660

계속

고성군

관동별곡 800리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4,354

〃

양양군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1,300

〃

소 계

성장
촉진
(발전촉진
형)

(단위 : 백만원)

5건

12,914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50

신규

삼척시

가곡면 복합시설 이용 기반조성사업

244

계속

삼척시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250

신규

삼척시

갈천~증산 간 도로 개설사업

308

신규

홍천군

용소계곡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2,000

계속

횡성군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2,824

〃

영월군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2,327

평창군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

250

신규

태백시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을 통한
체험 관광 활성화

674

계속

영월군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영월
한줄기 한자락 보행로 조성사업

213

〃

양양군

서핑 비치 로드 조성사업

320

신규

11건

〃

9,660

자료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9a. p.21.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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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의 재정과 지역개발예산 : 2019년도 세출예산내역10)
□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 51조 142억원
∙ 일반회계 상 지역발전지원사업과 유관한 사업 내역들을 추출해 보면 아래와
같음
-재정비촉진사업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원
주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기
본경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국가하천정
비, 국가하천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해안권및내륙권발전발전지원, 시화방조
제 관리지원,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지역개발사업평가운영,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 새만금개발공사설립, 건축문화진흥, 건축안전,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
성, 도시첨단산업단지지원,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산업단지 개발지원,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개발 등

□ 2019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24억원, 교통시
설특별회계 94,03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5억원 등
∙ 상기 특별회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2019년도 지역발전사업 관련 예
산 및 사업종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10) 국토교통부, 2019년도 예산서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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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 2019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황
구분
합계

‘19년 예산

지역발전 사업 종류

30,024억원

지역자율계정

11,121

주거환경개선지원, 대중교통지원, 도시형교통모델, 지방하천정
비,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지역거점조성지원

지역지원계정

18,033

대전산성-구례광역도로건설 등 도로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
사업,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도시재생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76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93

자료 : 국토교통부, 2019a. 참고 작성

□ 2019년도 부문별(기능별) 예산안 : 175,741억원
∙ 지역발전지원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부문인 도로(57,842억원), 물류 등 기타
(14,170억원), 수자원(10,910억원), 지역 및 도시(14,658억원), 산업단지
(3,071억원), 주택·기초생활보장(18,107억원)에 대한 예산은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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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 2019년 부문별 예산안현황
구분

(단위 : 억원)

‘18년
(A)

증감

‘19년
(B)

(B-A)

%

1. 도로 (합계)

58,899

57,842

① 고속도로

11,362

14,281

2,918

25.7

② 국도

20,165

17,386

△2,779

△13.8

③ 도로관리

16,536

17,519

983

5.9

④ 민자도로

6,489

5,493

△996

△15.3

⑤ 지자체도로

4,347

3,163

△1,184

△27.2

2. 물류 등 기타 (합계)

△1,058

△1.8

13,818

14,170

352

2.5

① 건설·기술정책

609

844

235

38.6

② 물류정책

214

116*

△98

△45.7

③ 자동차 및 교통정책

942

1,106

164

17.5

④ 대중교통육성

513

593

79

15.5

⑤ 광역교통

2,816

2,824

8

△0.3

⑥ R&D** 및 정보화

5,419

5,551

132

2.4

3,305

3,395

90

2.7

3. 수자원(합계)

⑦ 행정지원 등

11,205

10,910

△295

△2.6

① 하천관리

11,205

10,910

△295

△2.6

4. 지역 및 도시 (합계)

11,544

14,658

3,114

27.0

① 지역개발

4,400

5,000

600

13.6

② 도시정책

4,900

7,352

2,452

50.0

③ 국토정보관리

1,286

1,311

25

1.9

④ 국토지리정보

952

995

38

4.0

자료: 국토교통부, 2019a. 참고 작성
주: 철도, 항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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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 (계속) 2019년 부문별 예산안현황
구분
5. 산업단지 (합계)

(단위 : 억원)

‘18년
(A)

증감

‘19년
(B)

(B-A)

%

2,628

3,071

443

2,386

2,300

△86

△3.6

215

635

420

195.4

-

25

25

순증

④ 산단개발지원

4

86

82

2,050.0

⑤ 지역거점조성

24

25

1

4.2

12,377

18,107

5,730

46.3

11,252

16,729

5,477

48.7

657

672

15

2.2

① 산단 진입도로
②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③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6. 주택·기초생활 보장(합계)
① 주거급여
② 주택가격조사

16.9

③ 주택정책지원

36

38

2

5.4

④ 주거환경개선

432

668

236

54.6

자료 : 국토교통부, 2019a. 참고 작성
주 : 철도, 항공 제외

(4) 국토교통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및 문제점
□ 국고보조사업 총괄 현황 : 177개 (2019년 기준) 진행 중
□ 국고보조의 지역발전지원사업의 문제
∙ 국토교통부 재원으로 추진되는 지역발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비용을
분담하여 시행됨
-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부문 사업은 도로법 제8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서로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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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 현황
구분

설계비

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 100%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 100%

지방비 100%

대도시권 혼잡도로

국비 100%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100%

지방비 100%

광역도로

총사업비 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100%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 100% 지원이나 산단규모별 차등지원기준 적용

지방비 100%

자료 : 김호정. 2018. p.3. 표 인용

∙ 그러나 지역발전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취약에 의해 사업예
산 미확보로 인해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예산의 집행비율이 낮은
실정인 바, 이로 인하여 차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영향을 받고 있음11)
-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보면
- 중앙부처 차원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
위 반영이 미흡하고, 토지가격 상승에 의한 용지수용 및 보상이 어렵고 이로 인한 민
원 발생으로 사업 지연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국고보조의 지역발전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추진 및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함

(5) 국토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사무 실태
∙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의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 국토부는 현장중심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
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
바 있음

11) 김호정. 2018.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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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
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한 현장기반의 상시적 사업관리점검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함

∙ 위임사업(사무)
-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
업12)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 개발사업13)이 해당됨
-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
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사
무 처리임

∙ 기대효과
-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신속
한 사업추진은 물론 도로, 하천 등 국토관리청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
호 연게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거양할 수 있음
- 현장중심의 사업관리로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관리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의 다양
한 지역정보를 토대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정책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됨

12) 성장촉진지역 : 생활환경. 개발수준 저조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의 배려가 필요한 지역
13) 거점지역 : 산업, 교통 등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어 인근지역과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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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1)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 조직과 기능
□ 추진 조직
∙ 본부 조직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조직
표 3-19 | 지역발전지원사업 조직현황
구분

부서

세부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지역혁신정책관(지역사회혁신정책과/지역공동체과/주민참여협력과), 지역발전
정책관(지역균형발전과/생활공간정책과/주소정책과)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지역일자리경제과/지방규제혁신과/지역금융지원과/공기업정
책과/공기업지원과)

사업부서

지원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재정경제실내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정책관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과 기능. 참조 작성. www.mois.go.kr. 2019.10.30.검색

∙ 소속기관 내 지역발전지원사업 유관기관
- 행정안전부 내 소속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특별지방행정기관 : 없음

∙ 공공기관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유관기관
- 산하 11개 공공기관(2018. 9.19일 현재) 중 지역발전지원사업 유관기관 : 한국지
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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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및 기능 : 지역발전사업 직접 관련 부서의 기능

표 3-20 | 정책 및 기능 : 지역발전사업 직접 관련 부서의 기능
부서

주요 기능

자치
분권실
지역발전정
책관

6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ㆍ지원
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
71.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7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7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 개선사업의 추진
74.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
75. 온천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6.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77.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78.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79.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ㆍ정비
80. 자전거의 날 운영ㆍ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81.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8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지원
83.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84. 기초구역, 지점번호, 상세주소 및 명예도로명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경제실
지역경제
지원관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와 관련된 사항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ㆍ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ㆍ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과 기능. 참조 작성. www.mois.go.kr.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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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및 사업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세출예산내역과 지방발전지원사업14)
∙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 55조 209억원
- 지방교부세 중 ‘지역현안특별교부세(5,254억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314
억원)
- 일반회계 사업비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086억원)

∙ 2019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 6,608억원
- 특수상황지역개발(1,974억원), 소하천정비(2,585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331
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569억원), 접경권발전지원(391억원)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현황
∙행정안전부의 회계를 준거로 한 국고보조사업 67개 사업 중에서 지역발전지원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요한 것은
- 지자체 경상예산 중에서 생활공감정책,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지역공동체기
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등이 있고, 지자체 자본예산 중
에서 지역발전 활성화,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이 있음15)
- 균특회계에서 지역발전지원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특수상황지역개발, 소하천정비, 접경권발전지원, 섬발전협력사업 추진, 위
험도로구조 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등이 있음

14) 행정안전부. 2019a. 참조 작성
15) 일반회계의 경상보조사업과 민간자본사업에는 지역발전지원사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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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 2019년 지역발전 프로그램 : 13개 사업
사업명

담당부서

내용

예산(백만원)

지역발전
활성화

생활공간정책과

온천산업 활성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간
판문화 선진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직접수행+자치단체보조
3.252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

지역공동체과

인구감소지역 등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향인의 고향방문, 봉사, 기부 활성화
및 청년들의 지역활동과 정책지원

직접수행
4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지역균형발전과

주한미국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지
원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및 이전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자치단체 보조 24,14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지원

자치단체보조 99,047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민참여혁신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행, 국정 및 시도정의 정책현장 참여 및
나눔 봉사활동 활성화

직접수행+자치단체보조
268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공동체과,
자치분권제도과
자치분권지원과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 지역사회 주도의 공동체 기반조성 및 읍
면동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직접수행+자치단체보조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지리적 특수상황의 서해5도에 대한 정주여
건개선, 생활기반 조성 등 주민생활 안정 및 자치단체보조 80% 7,618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주소정책과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안정
적 정착을 위한 활용도 제고 및 여건 조성

직접수행
5,166

특수상황지역개발
(균특, 지역자율)

지역균형발전과

남북분단 및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 소
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
역발전 도모

자치단체 보조 195,102

특수상황지역개발
(균특, 제주)

지역균형발전과

도서지역 중 특수상황지역(제주) 주민의 복
리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자치단체 보조 2,288

지역균형발전
추진지원
(균특, 지역지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주기적 관리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등 사업의 효
과성 제고

직접수행
172

접경권 발전지원
(균특, 지역지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안보상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대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국
가균형발전 도모

직접수행+자치단체보조
(70%) 39,126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
(균특, 지역지원)

지역균형발전과

광역적 성격의 섬 발전 협력사업 지원을 통
해 자원활동 극대화 등 섬 주민 삶의 질 제고

직접수행+자치단체
보조(50%)

자료: 행정안전부. 2019a.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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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국내외 중앙정부 지역발전 사업 추진체계 사례 분석

1. 국외 : 영국 등
1) 영국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국가의 지방행정기관)체제
∙ 잉글랜드 지역의 지리(지형)적 계층체계(geographic structure)과 중앙부처
및 지방 소재 집행기관(처/청 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 영국은 32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런던자치구(London Broughs)와 비수도권(Nonmetropolitan Districts), 수도권(Metropolitan Districts), 단일자치단체(Unitary
Authorities)로 구성됨
그림 4-1 | 영국 지방자치단체 구조도

자료: 위키백과. UK Cabinet Office. 참조 작성. https://en.m.wikipedia.org/wiki/. 2019.10.30.검색.
https://infrastructure.planninginspectorate.gov.uk/.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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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기관 구성은 총리 산하에 24개 장관 지휘 중앙부처(Ministerial departments),
19개 중앙처/청(Non ministerial departments), 330개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 Non-Departmental Public Bodie)

그림 4-2 | 영국 중앙부처 조직도

자료: 이상홍. 2016. p.5. 그림 인용

∙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 대표적 사례는 보건부 소속의 국민의료서비스기관인 National Health Service이며 이
기관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지방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직접 제공함16)
- 이와 유사하게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법인체로서 지역단위 행정서비스
를 제공하는 책임운영기관 Quangos(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유형별로 집행기관(Executive Body: 도시개발공사, 주택신탁
등), 자문기관(Advisory Body: 지방자치위원회, School Teachers Review Body
등), 준사법기관(Quasi-Judical Body: 아동보호심판소, Rent Assessment Panel
등)으로 구분함17)
16) 위키백과 National Health Service. 참조 작성.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Health_Service.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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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정부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적 기능과 역할을 담
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기존 지방정부의 수행기능과 함께 중앙부처의 (장관
이) 국회 보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수행함

∙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소속 행정기관
- 2개 처/청 행정기관 (Non ministerial departments), 5개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12개 집행기관(Executive non-departmental public body) 등으로 구성
-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정부방사성위해물질통제국, 살충제 안전청, 해
양수산관리청, 환경·해양산업·수산생물과학센터, 농촌지원청, 수의학연구청, 중앙
과학실험실, 수의약품부 등 세분됨

그림 4-3 | 영국 지방자치단체 구조도

자료 : UK DEFRA. 2012. p.6. 그림 인용

17) UK Cabinet Office. 2017: 위키백과(https://en.wikipedia.org/wiki/Quango). 2019.10.30.검색 ; 최철원(2005)

제4장 국내외 중앙정부 지역발전사업 추진체계 사례분석 ･ 65

∙ 영국 전체 공무원 수는 2016.12월 기준 543만명이며 중앙,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로 구성됨. 중앙공무원이 약 291.8만명으로 약 54%를 차지함

표 4-1 | 영국의 공무원 구성현황
공무원 총수
국가공무원 총계(T)
(A+A’+C)
중앙공무원(Civil Service, A)
소방(A-1)
총계(T)-분야별
국가공무원 또는 전체 경찰(A-2)
공공부문 직원수
교육(A-3)
공공기관(Public Corp., A’)
사회복지 및 공공의료(B)
지방공무원 총계(C)

영국
중앙·지방·공공기관 종사자(UK National Accounts)
5,430,000(*)
2,918,000 (*)
246,000 (*)
1,520,000 (*)
316,000 (*)
1,584,000 (*) NHS
276,000 (*) 기타
2,196,000 (*)

자료: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Dataset: Public sector employment(Dec 2016*)을 참조 작성.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publicsectorpersonnel/datase
ts/publicsectoremploymentreferencetable.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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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역(Regions) 중심 행정관할권

그림 4-4 | 영국 region(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과 잉글랜드(통합행정청, GOR소재)
10개 regions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 그림 인용.
https://geoportal.statistics.gov.uk/search?collection=Document&sort=name&tags=all(MAP_RGN_CTY,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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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전개
(1) 특징
□ 영국의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출발하였고, 광역화 경향을
지나 최근 분권형 지방발전이라는 구도 하에서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첫째, 전통적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및 런던 중심의 도시권 정책 추진
- 지방정부 재원의 80%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광역단위의 정부 없이 로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형태로 중앙-로컬 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함
- 중앙-로컬 중심의 시스템 하에서 런던 중심의 경제발전정책이 추진되었고, 대도시
중심의 성장전력을 모색함

∙ 둘째, 광역적 이슈에 기반 하는 지역 간 협력
- 지방정부 충심의 주택, 교통 등의 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워 지방정부간 협력 및 공동
대체 필요성에 의해 광역화 필요성이 대두됨
-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간적 확대에 기반 한 광역행정을 추진함

∙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 및 도시정책 변화 압력
- 금융위기로 재정긴축 및 지역개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하였음
-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강화 요구가 있음

∙ 넷째, 분권형 지역발전 시도
- 경제발전 권한의 중앙 집중 및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과 유연성이 부족함
- 도시권 협상(City Deals)과 같은 분권조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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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개
□ 영국은 전술한 지역발전정책 특징이라는 배경 하에서, 지역문제를 지방정부간 공동 노
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거버넌스 체
계를 운영함18)
∙ 광역행정방식 : 광역교통, 하천의 통합관리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공급
∙ 거버넌스 방식 : 지역 내 경제발전을 주요 사항으로 하면서 이해당사자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광역개발청(RDA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국가
행정부처 지역통합사무소(GOR: Government Office of the Region), 지역협
의체(RC)에 의한 운영
□ 영국은 1998년에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민관합동기구인 광역개발청(RDA :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하고 9개 광역권 내에서 운영하였으나
∙ 2012년 3월 RDA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
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역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
기업파트너십(LEP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39개를 설립하였음
□ 동시에 2012~2014년 도시권협상(CD : City Deal), 2014~2017년 지역성장협상
(Local Growth Deal)과 분권협상(Devolution Deal), 2011~2017년 지방정부연합
체(CA : Combined Authority) 등을 통해 분권화 정책을 추진함19)
∙ 도시권 협상(City Deal)은 28개 도시권과 협상체결을 통해 기능훈련, 투자,
고용, 청년(고용 및 교육훈련) 사업의 권한을 수행하였는데, 2012년에 런던
을 제외한 8개 중핵도시와 2013~2014년에 20개 도시권과 협상을 체결함
∙ 지역성장협상(Local Growth Deal)은 39개 LEP 전체와 협상을 통해 기능훈련
을 위해 연간 20억 파운드의 지역성장기금으로 정책을 전개함(김의영. 2018)
18) 차미숙 외. 2003. p.84. 인용 작성
19) 이원섭. 2017.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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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협상(Devolution Deal)은 13개 도시권과 지역발전정책 관련 권한과 자원
을 이양하여 지역에서 고용 및 기능훈련을 주도하도록 협상하였음

표 4-2 | 도시권별 분권협상체결, 연합기구 설립, 광역시장 선출 현황
도시권
Greater Manchester
West Yorkshire
Cornwall
Sheffield City Region

분권협상 체결

연합기구 설립

광역시장 선출

2014. 11. 3

2011. 4. 1

2017. 5. 4

2015. 3. 18 (미승인)

2014. 4. 1

-

2015. 7. 27

-

2018년 예정

2015. 10. 5

2014. 4. 1

North East

2015. 10. 23 (부결)

2014. 4. 8

-

Tees Valley

2015. 10. 23

2016. 4. 1

2017. 5. 4

West Midlands

2015. 11. 17

2016. 6. 17

2017. 5. 4

Liverpool City Region

2015. 11. 17

2014. 4. 1

2017. 5. 4

West of England

2016. 3. 16

2017. 2. 9

2017. 5. 4

East Anglia
Norfolk-Suffolk
Cambridgeshire-Peterborough

2016. 3. 16 (부결)
2016. 6. 20 (부결)
2017. 3. 16

2017. 3. 3

2017. 5. 4

Greater Lincolnshire

2016. 3. 16 (부결)

-

-

자료: 이원섭. 2017. p.4. 표 인용
주: Cambridgeshire-Peterborough는 Norfolk-Suffolk, East Anglia와 통합-분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

∙ 지방정부연합체(Combined Local Authority)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공서
비스 및 기타 공공기능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법적 기구에 해당
- 2011년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Cambridge shire and Peter borough에
이르기까지 9개 도시권에 연합기구를 설치하였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받아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였
으며, 구성원인 지방정부의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광역적 연합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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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영국의 지역발전 분권정책화 추진 과정
∙ 첫째, 이원섭의 자료(2017, pp.3-5)에 의하여 분권화 과정 및 그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이 시기에 영국은 지역발전정책 구현을 위해 분권협상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에 정책자율권, 포괄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 조세지원 등을 이
행하였음
-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에 확약서를 제출 및 승인받는 구조 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
하였음

표 4-3 | 연도별, 정부별 지역발전 분권화 과정
연도

주요 내용

2009

• 지방민주주의, 경제발전 및 건설법(2009) 제정, 연합기구 도입

2010

• 총선 실시
• RDA 폐지 및 LEP 도입

2011

• 맨체스터 대도시권, 최초의 연합기구 설립
• 지방주권법(2011) 제정

2012

• Heseltine 보고서, 광역시장 도입 권고

2013

• 정부, Heseltine 권고 수용

2014

• North East, West Yorkshire, Sheffield, Liverpool 연합기구 설립
• 스코틀랜드 국민투표 실시
• 맨체스터 대도시권 연합기구, 최초의 분권협상 체결

2015

• 총선 실시
• 7개 도시권 분권협상 완료(5개 확정)

2016

• 도시 및 지방분권법(2016) 제정
• 4개 도시권 분권협상 완료(1개 확정)

2017

• 연합기구 광역시장 선거
• 1개 도시권 분권협상 체결(확정)

집권정부
노동당 정부

보수·자민당
연립정부

보수당 정부

자료: 이원섭. 2017. p.3. 표 인용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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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분권협상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기능이양 사례(예시)
정책 분야 및 기능
교통

주택 및 공공자산

교육 및 기능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Greater
Sheffield
Manchester City Region

버스 운영

◯

Tees
Valley

West
Midlands

Cornwall

◯

◯

◯

◯

철도

◯

-

◯

◯

-

공간계획 수립

◯

◯

◯

◯

-

주택기금

◯

◯

◯

◯

-

토지매각·이용

◯

◯

-

◯

◯

16세 이상 교육

◯

◯

◯

◯

◯

도제훈련보조

◯

-

-

-

-

근로·건강프로그램
공동시행

◯

◯

◯

◯

-

성장허브

◯

◯

◯

◯

◯

수출자문

◯

◯

◯

◯

-

보건 및 사회보호

보건·사회보호 통합

◯

-

-

-

◯

경찰 및 소방

광역시장 위임

◯

-

-

◯

-

형사

지역자체 수행

◯

-

-

-

-

수자원 및
연안관리

홍수방어·연안관리
통합

-

-

-

-

◯

자료: 이원섭. 2017. p.5. 표 인용 ; National Audit Office 2016. 수정

∙ 둘째, 영국의 지역발전정책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제도적 특징에 연관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 바, 영국 보수당과 신노동당의 집권 시기에 따른 추진체계의
개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5 | 영국 보수당과 신노동당의 추진체계 현황

자료: 김현아. 2014. p.108. 표 재인용 ; 장재홍 외. 2008. p.165. 수정 보완
주: CLG(Dep.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BIS(Dep.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DEFRA(Dep.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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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영국의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핵심은 광역개발청(RDA), 지역협의회
(RA: regional assembly), 그리고 지역통합사무소(GOR)로 구분되는데, 이
를 도표화 하여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6 | 영국의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조직도

자료 : 조용모 외. 2009. p.25. 그림 인용

3)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지역개발정책 추진기구
∙ 상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다양한 거버넌스 방식에 의한 지역개발정책 추진기
구를 설립 운영하였음
-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 추진기구인 1994년 설립된 국가행정부처
의 지역통합사무소(GOR), 2010년 폐지된 광역개발청(RDA)를 중심으로 그 특징
과 거버넌스체계 운영에 관해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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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부 지역통합사무소(GOR: Government Office of the Region)20)
□ GOR의 설립
∙ 1994년, 영국 메이저 보수당 정부는 잉글랜드내 지역 및 지방수준에서 국가행정부
처가 부처별로 설치되어 운영하던 지역사무소를 국가행정부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단위로 통합하여 9개의 지역통합사무소(GOR)로 변경하여 설치하였음21)
표 4-5 | 잉글랜드내 정부통합지역사무소(GOR) 설치현황
지역명

인구
(명)

면적
(km2)

1인당 GDP
(￡)

East Midlands
Region

4,191,200

15,627

12,146

East of England
Region

5,418,900

19,120

15,094

North East Region

2,581,300

8,592

10,024

North West Region

6,880,500

14,165

11,273

South East Region

8,077,600

19,096

15,098

South West Region 4,935,700

23,289

11,782

West Midlands
Region

5,335,600

13,004

11,900

Yorkshire and the
Humber Region

5,047,000

15,400

11,404

해당 자치단체수
· 5카운티
· 36개 shire district
· 4 unitary councils
· 6카운티
· 44개 shire district
· 4 unitary councils
· 2카운티
· 13개 shire district
· 10 unitary councils
· 3카운티
· 24개 shire district
· 19 unitary councils
· 7카운티
· 55개 shire district
· 12 unitary councils
· 6카운티
· 35개 shire district
· 10 unitary councils
· 4카운티
· 24개 shire district
· 10 unitary councils
· 1카운티
· 7 shire district
· 14 unitary councils

GOR 내 정부
파견인력(명)*
202

187

251

414

228

192

287

251

자료: 차미숙 외. 2003. p.86. 표 인용 ; UK Cabinet Office. 2000 ; DTLR. 2002 자료발췌 작성
주: 런던지역 제외(런던지역의 1인당 GDP는 16,859파운드, GOR인력 285명, 1999년말 자료), *: 영국의 부수상실
보도자료(2002년 현재기준)

20) 차미숙. 2003 ; 차미숙 외. 2003 ; 정준호 외. 2017 ; 조용모 외. 2009. 참고 재작성
21) 1990년대 신지역주의 영향과 유럽연합 출현 등으로 영국내에는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및 지역단위의
개발기구(RDA, 1998년) 및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R, 1994년)가 설치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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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국가행정부처 시책이나 지역발전사업이 지역 안에서 상호 연계되어 운
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됨
- 결국 지역발전 사업의 분절화된 시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부처 기능을 지역
단위 네트워크로 묶어 통합적 집행을 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GOR의 성격 및 역할과 기능
∙성격: GOR은 국가행정부처 기능을 지역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국가행정부처 기능의 지방분산과 권력의 분권화에 의해 만들어진 추진기구의
성격을 갖음

그림 4-7 | GOR의 역할

자료: 조용모 외. 2009. p.38. 그림 인용

∙ 역할
- 첫째. 지역 내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자율적 집행과 관리를 지
원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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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지역 내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에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가교역할
- 셋째, 지역정책개발과 집행 등에 있어서 자문역할
- 넷째,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 담당 역할22)

∙ 기능23)
- 첫째,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부흥 및 사회적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행정부처가 추진하는 지역프로그램이 지역 내에서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지원․촉진하는 기능
- 둘째,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광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개발전략을 지원하며, 지역발전기구와 국가행정부처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능
- 셋째, 고품질의 지역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행정부처 및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과
국가행정부처 장관을 대신해 법률적 의무를 수행하는 기능
- 넷째, 지역에 긍정적 효과나 지역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능
- 다섯째, 국가행정부처의 지역단위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지역적 관심과 이슈를 국
가정책에 알리는 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 설립당시 GOR의 실태24)
∙ GOR의 소관부서
- 설립당시는 환경·교통·지역(DETR) 소속으로 4개 국가행정부처(환경/교통/지역
성, 통상산업성, 내무부, 교육/고용성)의 지역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였음

22) HM Treasury. 2006. p.17 ; John, R., Goodwin, M., Jones, M., and Simpson, G. 2004. ; Jones,
M. 2001. p.118-121. 참고 작성
23) HM Treasury. 2006. ; John, R., Goodwin, M., Jones, M., and Simpson, G. 2004. ; Jones, M.
2001. 참고 작성: 이외에도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R)는 중앙정부 기능의 다원화와 분절화로 인한 문제를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수행 및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지역개발기구(RDA)와 토지이용 및 공간개발
차원에서는 지역계획기구들과 협력․지원관계를 맺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모
니터링, 지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4) 차미숙 외. 2003.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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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2001년 교통·지역·지방성(DTLR)으로, 2002년 부수당(ODPM) 직속으로 변
경되면서 9개 중앙부처(부수상, 통상산업성, 교육/훈련성, 교통성, 환경/식품/농촌
문제성, 내무부, 문화/미디어/체육성, 보건성, 취업/연금성)의 지역단위 업무를 총
괄하여 통합을 추진함

그림 4-8 | 영국 잉글랜드의 지역정책 추진체계 : 중앙-지역-지방간 운영연계도(부수상 직속 당시)

자료: 차미숙 외. 2003. p.87. 그림 인용
주: SBS : Small Business Service, LSC : Learning Skills Council, BL : Business Link, PSA : Public Service
Agreement, RSO : Regional Supply Office, 굵은 점선은 주무부처 또는 주도기관을 가리킴

∙ GOR의 지역 내 기관 간 교류 실태
- GOR은 부수상실 내 지역정책조정국(RCU: Regional Coordination Unit)과 긴밀한
업무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행정부처별로 수행하는 해당 지역발전사업을 조
정․통합·지원하는 역할 수행함25)
25) RCU는 ‘Reaching Out'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에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2000년 4월에 설립되었음. RCU는 지역사무소(GOR)의 총괄기구로서 지역관
련 시책의 부처간 조정업무, 정책형성과정에서 지역사무소의 전문지식 활용과 연계를 통한 역할증대, 지역과의
파트너십 제고 등 기능을 수행함. 2002년 현재 RCU는 Director 1인, Strategy 21인, Business Development
18인, Corporate Relations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Regional Coordination Uni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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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책조정국(RCU)는 지역발전 관련시책의 국가행정부처 간 조정업무, 정책형
성과정에서 GOR의 전문지식 활용과 연계, 지역과의 파트너십 제고 등의 기능을 수
행하는 부서임26)
- 특히 지역발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GOR은 지역 내 많은 여타 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교류관계를 형성함

그림 4-9 | GOR의 지역 내 기관간 교류실태(Yorkshire and Humberside Region 사례)

자료: 차미숙 외. 2003. p.88. 그림 재인용 ; UK Cabinet Office. 2000.

26) RCU의 주요역할은 지역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의 조정과 정책수행의 지역네트워크를 변화시키는 것임. 따라서
중앙정부 각 부처는 지역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RCU 및 GOR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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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당시 GOR의 인력구성과 재원조달27)
∙ GOR 인력
- 2002년 당시 GOR은 240~310명 내외의 인력과 50~1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
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행정부처 기능의 지역 내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
이었음28)
- 그 가운데 국가행정부처별 인력구성은 환경·교통·지역성 41.1%, 교육·고용성
29.1%, 통상산업성 29.8%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조용모 외의 연구에 의하면, 9개 지역별 GOR에 상시적으로 근무한 직원은 아
래 표와 같이 제시한 바 있음

표 4-6 | 9개 지역별 GOR의 상시직원 현황
지역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London

86,680

85,370

84,420

86,190

88,880

South East

62,160

57,090

56,510

56,630

55,670

South West

50,670

50,030

48,850

49,250

49,250

East of England

24,190

25,050

26,580

28,220

28,510

East Midlands

20,550

19,950

19,940

19,650

20,300

West Midlands

31,120

30,870

31,000

32,800

32,380

Yorkshire and Humberside

32,360

32,010

31,860

33,060

54,720

North East

54,930

53,450

52,340

54,940

27980

North West

24,660

24,460

24,460

26,780

27,980

합 계

387,320

378,280

376,060

386,800

391,580

자료: 조용모 외. 2009. p.41. 표 인용 ; UK Cabinet Office. 2017
주: 비산업, 산업의 상근직은 동등하게 처리하여 포함됨

27) 차미숙 외. 2003. p.89 재인용
28) 1999년 말 현재 중앙정부 인력 가운데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R)내 55,399명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음.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수상실에서 GOR을 소관하고 수행부처가 확대되면서 인력규모가
커졌음. 1999년 말 GOR별 평균 인력규모가 224명에서 2002년 현재 평균 312명으로 인력규모가 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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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R 예산
- 설립 초기에는 정부기금 프로그램 방식(funding program)으로 운영되다가 1999년
말 「single pot」예산운용방식으로 전환되었고, GOR 예산은 1998~1999년 회계년
도 기준으로 총 886,035파운드 였음
- 국가행부처별 재원조달비율은 환경·교통·지역성 51.6%, 교육·고용성 26.0%, 유
럽기금 17.4%, 통상산업성 5.0%를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됨(Cabinet Office,
2000)

∙ GOR의 기금활용29)
- GOR은 지원부서들을 대신하여 유럽기부금 및 중요프로그램을 관리함
- 각각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하여 4000만 유로를 관리하고 비영리단체와 재개발
에 대해 파트너십을 형성함
- 런던개발청에게도 지원하고 시장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실행목표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을 지원하는데, 런던의 인프라 구축과 도로, 다리 및 수로건설에 1
년에 29억 유로를 투자하기도 하였음

그림 4-10 | GOR 예산의 지출(2005.7월)

자료: 조용모 외. 2009. p.39. 그림 재인용 : UK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6. p.10

29) 조용모 외. 2009. p.39. 참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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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국가행정부처 지역통합사무소(GOR)은 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서 1994년 노동당 정부에서 설치되었고, 2011년
보수당 연합정부가 폐지
○ 2019년 현재 GOR 통합행정청 기능 및 행정기관 등은 분산 및 이양
- 10개 잉글랜드 지역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산재되어 직접 서비스 공급, 집행
- 현재 잉글랜드 지역을 38개 LEP로 분할 협력파트너십 운영
- 10개 연합지방정부기구(Combined local authorities)로 광역적 기능 이양

∙ 1998년 8개 지역협의회(regional chambers)가 설치되었으나, 2010년 5월 모
두 폐지되었고, 2011년 공식적으로 연합보수당 정부에서 GOR을 폐지함
- 6개 GOR 지역은 지방정부연합기구(local authority leaders' boards) 하에 통치구
조화 되었으나, 다른 2개 GOR 지역은 통치기구(regional local authority leaders'
boards)를 폐지하였음
- 런던대도시 GOR은 현재 런던 대도시 지역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로 전
환되어 있으며 맨체스터 지역 등 GOR은 연합지방정부(CA)로 전환됨

∙ 과거 GOR의 주요 기능은 고용, 산업발전, 교통 등 광역적 기능을 협력방식에
기초하여 파트너십 체제로 수행하였음
- 과거 GOR은 13개 중앙부처들이 관여한 지방통합행정기관으로서 주요기능들은 지
역재생, 범죄퇴치, 주택공급, 보건의료 개선, 일반교육 및 기술교육 수준과 기술 향
상, 농어촌문제 개선,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기능에 중점을 둠

∙ GOR의 권역은 boroughs, royal boroughs, metropolitan counties, unitary
authorities 등의 행정단위로 세분화 되어 왔음
- 어떤 지역은 우리나라의 조합제도와 같이 사회경제 Boards authority 등으로 조직
되어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 purposes) 수립을 주도하였으나 공식적인 법적
권한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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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설립 개요
∙ 영국의 중앙정부는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정부에 일임하거나 지
역별로 사무소(agency)를 설치하여 추진30)
- 1997년 정부보고서인 백서(White Paper)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Building
Partnerships for Prosperity)을 기반으로,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1999년 잉글랜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런던을 제외한 8개 지역에 광역개발청(RDA)을 비정부공영
기관(Non-governmental Executive Public Body) 형태로 설립을 제안하였음
- RDA는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 준자율조직으로 1998년 제정된 광역개발청법
(Regional Development Agency Act)에 따라 1999년 4월 설치·운영하게 됨31)
- 그리고 2000년 7월에 제외되었던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이 런
던시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Greater London Authority를 관할하고 있었음32)
- 1999부터 9개의 광역권에 설치되었고, 국가행정부처의 ‘기업과 규재개혁부(당시
무역상무부)의 산하기구였음33)
- 잉글랜드에는 English Partnerships(EP), 웨일즈에는 Wales Development Agency
(WDA), 스코틀랜드에는 Scottish nterprise(SE)가 설치되었음

30) 1997년 정부보고서「Building Partnerships for Prosperity」에서 잉글랜드지역의 광역개발청(RDA)의 설립을
제안함
31) 이원섭. 2015. p.283 ; 조용모 외. 2009. p.26. 참고 인용
32) 함영진. 2010. 참고 작성. 8개의 RDA는 North East, North West, Yorkshire Forward, East Midlands,
Advantage West Midlands, East of England, South East, South West Development Agency 등 임
33) 조용모 외. 2009 ; 정준호 외. 2017.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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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영국 지역발전 전담기구 : 중앙 - 지역단위

자료: 차미숙 외. 2003. p.90.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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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영국 잉글랜드 광역경제권별 RDA 구성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RDA는
보수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2012년에 폐지되고 LEP로 대체되었고, LEP의 예산은
RDA 예산의 1/4로 축소된 상태로 운영되었음

표 4-7 | 잉글랜드 공역경제권 구성현황
지역 구분

RDA

Regional
Chamber

인구
(만 명)

면적
(㎢)

관할자치
단체수

직원수
(명)

751

2,129

1

212

419

15,627

9

176

Great London

LDA

East Midlands

EMDA

EMRA

East of England

EEDA

EERA

541

19,120

10

414

North East

One North East

NEA

228

8,592

11

347

North west

NWDA

NWRA

688

14,165

22

357

South East

SEEDA

SEERA

807

19,096

19

324

South West

SWDA

SWRA

493

23,289

16

238

West Midlands

AWA

WRMA

533

13,004

15

274

Yorkshire and the
Humberside

Yorkshire
Forward

YHA

504

15,400

14

350

자료: 조용모 외, 2009. p. 27. 표 인용 ; BEER(Dep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2003~2004년 기준

□ RDA의 역할 및 기능
∙ 설립목적
- 전국단위의 RDA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주요전략으로 하여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 지향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RDA는 첫째, 지역 내 경제발전 시책 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쇄신 및 재개발,
둘째, 기업지원 및 투자 경쟁력 강화, 셋째, 지역 내 인력개발, 넷째 취업 기회 창출,
다섯째,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이 설립 목적이었음(조용모 외. 2009. p.26 인용)

∙ 역할(차미숙 외. 2003. pp.93-94, 참고 인용)
- 첫째, 계획 입안 및 계획 틀 형성에 참여하는 역할의 경우, 10년 단위의 토지이용계
획이 포함된 지역전략계획을 입안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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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개발사업에 참여 및 협의의 경우, 지역전략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
또는 신규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 전략적인 지역투자 또는 고용정책 실행에 영
향을 미치는 개발에 대한 협의 역할
- 셋째, 투자유치, 혁신, 일자리와 숙련, 재상, 금융지원, 기업지원 등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파악

∙ 기능
- RDA는 자체 재원으로 지역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지방정부와의 상호협
약을 통한 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지원하였음34)
- RDA는 정부부처와는 별개의 공공기구로서 독립적이고 준자율적 조직운영방식을
택하였으며, 소프트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역발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집행함
- RDA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3년마다 재수립하
며 사업주도 조직으로 사업의 수요와 정부정책 간의 연계기능을 가지고 지역내 사업
을 지원 및 지도하며,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기능을 가짐

□ RDA의 조직과 인력
∙ RDA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집행부로 구성됨
- RDA 이사는 국가행정부처 장관35)이 임명하지만 이사선정 시 장관은 당해 지역내
지방정부, 기업, 노동계, 농촌지역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각계 대표들이 참여
하였음
- 지역기업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
을 가진 15명의 이사회 구성원과 1명의 의장으로 구성됨

34) 차미숙, 2001. pp.60~68. 참고 인용 : RDA는 일반적으로 80%이상의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
며, 이밖에 자본 및 자체수익에 의한 재원으로 운영한다. Northeast Development Agency의 경우, 1999/
2000년도 재정수입 현황은 정부보조금 86.0%, 자본수입 8.5%, 수익 및 기타수입 5.5%로 구성되어 있음
35) 설립당시는 소관부처인 DETR장관이 임명했으나, 2002년 조직개편에 의해 DTI장관이 임명함. 이사회는 8~15
명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3~15명의 유급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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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A 의장은 이 지역 내에서 지역사업화 수요를 이해하는 성공적인 사업가 중에서
선발되었음
- 집행부의 수장은 런던시장 혹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전체 조직을 관리하며
집행부 부의장은 재무책임 의장직을 겸하기도 하였음
- 집행부 의장구성원들은 6주에 1회 만나며, RDA의 아젠다를 논의하고, 지역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중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 이익을 위한 조언과 장관에게 정책
이슈를 보고하는 등을 수행함(조용모 외. 2009. p.29. 참고 인용)

∙ RDA는 지역발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평균 12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
며, 차미숙 외(2003)에 의하면, 1999년 말 현재 잉글랜드 지역내 9개 지역발
전기구의 총 인력규모는 약 948명이었음
- 37.8%가 잉글리시 파트너십(EP)에서, 34.6%는 여타 지역개발조직 등에서 이전
하였음

표 4-8 | 지역별 추진주체별 인력보유 현황
구분
Advantage
West Midlands

English
Partnerships
26

Rural
Regional
Government
Development
Development
Offices
Commission
Organisations
7

30

57

Other
-

Total
120

East of England

9

15

13

-

-

37

East Midlands

35

11

13

29

-

88

North East

85

9

27

91

-

212

North west

83

8

20

44

-

155

South East of
England

16

9

15

-

-

40

South west of
England

44

23

13

44

5

129

Yorkshire Forward

60

11

33

63

-

167

358
(37.8)

93
(9.8)

164
(17.3)

328
(34.6)

5
(0.5)

948
(100.0)

계

자료: 차미숙 외, 2003. p. 95. 표 인용 ; Cabinet Offi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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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DA의 주요사업과 예산구성36)
□ RDA 예산과 주요사업
∙ RDA의 예산 중 80% 이상은 국가행정부처로부터 지원받고, 그 외 자본과 자
체수익에 의해 구성함
∙ RDA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총액은 2001/2002 회계연도의 경우 14억 7
천만 파운드이었음
∙ RDA의 수행기능과 활동을 세출예산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실업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국가행정부처의 기금인 Single Regeneration
Budget이 전체 세출예산의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Land & Property가 15.3%로, 예산지출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한 사업
비가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2년 4월 이후 RDA의 예산운용방식은 Single Pot제도(포괄보조금)의 도입
으로 유연성을 보유하였고,37)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클러스터 형성, 지역 내 인프라 구축사업의 타당성 연구, 지역
연구, 네트워크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음
(조용모 외. 2009. p.24. 인용)

∙ Single Pot에 통합된 각 국가행정부처의 정책프로그램은 행정, 토지 및 자산,
단일 재건예산, 직능개발기금, 지역혁신기금, 제조업 지역센터예산, 투자유
치예산, 공통의 행정경비 예산 등으로 구성됨(조용모 외. 2009. p.30. 인용)
∙ 한편 2005년 이후 RDA에 대한 국가행정부처의 재정지원 현황은 아래 표를 참
조할 수 있음. 2007-2008년도 예산 중 배정이 가장 많은 곳은 런던의 RDA로
36) 차미숙 외. 2003. ; 조용모 외. 2009. 참조 재작성
37) Single Pot은 지역발전기구와 관련한 5개 중앙정부 소관부처가 수행하는 13개 프로그램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배정기준22)에 따라 지역발전기구에 차등 배정하고, 각 RDA는 배정된 예산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운용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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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의 17.3%였음
표 4-9 | 국가행정부처의 잉글랜드 각 광역개발청 재정지원

(단위: 백만파운드)

지역＼년도

2005/06

2006/07

2007/08

East Midland

156

163

167

지역인구
4.2

East of England

129

134

138

5.4

London

373

391

400

7.3

North East

240

251

278

2.6

North west

382

400

409

6.9

South East

157

163

167

8.0

South west

153

159

164

4.9

West Midlands

272

284

291

5.3

Yorkshire & the Humber

295

310

316

5.0

합 계

2157

2255

2310

49.6 M

자료: 함영진. 2010. p.2322. 표 인용 ; HM Treasury. 2006

표 4-10 | RDA별 예산
구 분

(단위: 백만파운드)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인당예산
(파운드)

Advantage West Midlands
(AWM)

272

284

291

279

275

269

56

East of England
Development Agency(EEDA)

129

134

138

132

130

127

24

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EMDA)

156

163

167

159

158

154

38

London
Development Agency(LDA)

373

391

400

390

385

376

46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NWDA)

382

400

409

391

386

377

57

One North East(ONE)

240

251

258

248

244

239

97

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SEEDA)

157

163

167

160

158

154

19

South west of England
Development Agency(SWEDA)

153

159

164

157

155

151

32
59

Yorkshire Forward(YF)

295

310

316

309

299

292

합 계

2,157

2,256

2,309

2,219

2,190

2,139

자료: 조용모 외. 2009. p.32. 표 인용 ; www.gov.uk/beis(http://www.beis.gov.uk).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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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RDA의 예산은 국가행정부처의 지역관련 자금을 통합하여 단일예산으로
지원받아 사용해 왔는데, 2005년 이후 22-23억 파운드 수준을 유지해 왔고,
폐지되는 2010-1011년에는 14억 파운드까지 감소하게 되었음38)

표 4-11 | 중앙부처별 예산
중앙정부 부처

(단위: 백만 파운드)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BERR(기업과 규제개혁부)

172

191

234

463

476

483

CLG(지방부)

1,369

1,522

1,511

1,568

1,633

1,676

DEFRA(환경식품농무부)

42

41

46

72

73

74

DIUS(혁신, 대학, 기술부)

42

42

42

43

44

45
13

UKTI(무역투자청)

-

-

13

13

13

DCMS(문화미디어체육부)

-

2

2

6

6

6

합 계

1,625

1,798

1,847

2,163

2,244

2,297

자료 : 조용모 외. 2009. p.30. 표 인용 ; www.gov.uk/beis(http://www.berr.gov.uk). 2019.10.30.검색

□ RDA와 LEP 및 Combined local Authorities

(1) LEP
∙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 3월 RDA가 폐지되고 새롭게 지방기업파트너십
(LEP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이 등장하였음39)
- 지역기업파트너십(LEPs)는 2011년부터 지방정부와 기업 간 자발적으로 형성된 파
트너십으로, 2012년 3월에 폐지된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40)이 수행한 일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음
- 2010년 10월에 24개의 LEPs가 설립되었고, 2013년 1월 39개로 증가, 이는 잉글
랜드 대부분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음
38) 김현아. 2014. p.107 ; 조용모 외. 2009. p.30. 참고 인용
39) http://www.lepnetwork.org.uk/index.php. 2019.10.30.검색
40) 지역개발청은 1999년 “1998년지역개발청법”(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 1998)을 바탕을
잉글랜드의 경제개발과 성장을 이끌기 위하여 런던을 제외한 8개 정부지역에 구역별로 사무소를 구역별로 설립
하였고, 2000년 7월에 런던에도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이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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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LEP

자료: 이원섭. 2015. p.283. 그림 인용

∙ (과정) 보수당･자민당(연합)은 총선에서 “1998년 지역개발청법”의 폐지할 것
을 공약하였고 “연립정권 정책프로그램”에서 LEPs가 이 법을 대신할 것임을
명시하였음
- 이후 2010년 예산안에서 지역개발청 폐지 및 지역개발파트너십 구축이 발표되었고
2010년 9월에 56개의 세부적인 제안들이 제시되었음
- 보수당 연립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MAA(MAA: Multi-Area Agreements)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동당 정부는 지방의 다양한 환경조건과 어려움에 보다 효과적
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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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기획, 주택, 교통, 재건, 고용 및 기술 책임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맨
체스터와 리즈에 대도시권 (자치연합) 시범지역(City Region pilots)이 설립되었음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9)
- 이러한 활동을 추진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근거는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임
- 기능의 지방이양(devolution deals) 촉진이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목표를 성취
하기 위한 (단순한) 협정”의 수준을 넘어 공식적인 기구 설립에 필요한 입법권을 부
여하였음(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9: 16), 이후 보수당 연립정
권이 출범하면서 도시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LEPs를 제시함

∙ (LEP의 주요 목표) “진정한” 기능적 경제지역을 위한 민간과 시민 지도자 간
파트너십을 생성하는데 있음
- LEPs 는 참여자들에 의해 내용, 목표 등이 결정되며, 지방정부는 필요시 1개 이상
의 LEP에 참여하며 LEP 활동은 기획, 주택, 고용, 지방 교통, 기반시설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까지 포함함
- 이들은 모두 MAA처럼 지방(region)의 권역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광
역적 문제, 지방의 경제성장 등에 초점을 두었음(지방주의법, Localism Act)
- 이러한 파트너십 구축 활동으로 전략적 지역경제 우선순위를 확인/조정하고 기반시
설 제공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획개발, 전략기획을 통한 정책결정을 도울 수 있는 증
거와 기술평가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LEP의 문제점으로는 민주적 책임성 취약, 전략적 새 협력기능
등에 취약하다는 것과 지방정부와의 공동개발, 기반시설 운영 등에 취약하다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김재홍(2011)에 의하면, RDA와 분권형 신지역정책을 수행하는 LEP를
상호 비교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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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 RDA와 LEP 비교표
권역

지배 구조

재원

기능

RDA

RDA이사회(Board)와 6개 중앙정부 부처의 예 권역계획, 고용 및 인적
잉글랜드 9개 지역 : 한국
지역위원회(LAIB) 위원 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자원개발, 교통 등 포괄적
5+2 광역권과 유사
각 RDA에 중앙정부가 배정 지역경제개발 기능
을 중앙정부에서 임명

LEP

통근권 중심의 기능적 경
제권 : 잉글랜드 내 3~40
개 권역: 한국 3~4개 시
군 통합 규모

LEP이사회(Board) 위원
신청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의 50% 이상을 지역 기
지역성장기금에서 경쟁적
업인 중에서 선출, 기업인
으로 배정(2011~14년 한정)
이 의장직 수행

기존의 RDA기능 중 해외
투자유치, 국제무역, 혁
신, 기업투자지원 등은 중
앙정부 주도로 전환

자료: 김현아. 2014. p.109. 표 재인용 ; 김재홍. 2011. p.205. 표 인용

표 4-13 | RDA와 LEP 차이첨과 유사점
차이점

유사점

기능

-RAD는 광역단위 선출직 대표로 구성된 법적기구
이며, LEP는 협의체 성격임

역할
및
목적

-RDA와 LEP 둘 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정부경제 재조정 정책의 일부
-LEP의 지역적 범위가 더 넓음
임. 주로 RDA는 지역적 균형을 위한 공간적 측면,
-RDA는 국가정책계획을 실행하는 도구로 보여짐
LEP는 민간부문에 대한 분야별 측면
(많은 RDA기능들은 국가통제에 의해 후에 철회됨)
-지역과 LEP구역은 모두 시장경제구역이 아닌 관
리행정(구역)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관리방식
및
책임

-RDA 위원회 구성원은 정부가 임명하지만 LEP는
자신들의 회원자격을 정하는 데 자유로움
-RDA와 LEP의 위원회는 사업별 리더십을 가진
-RDA는 국가적으로 책임이 있고, 지역적 감시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됨
대상임

자금
및
자원

-RDA의 핵심자금은 특정한 기준으로 할당되지만
LEP의 자금은 거의 경쟁적이거나 공평한 분배기준
-RDA와 LEP의 자금은 모두 여러 부서의 예산으
으로 나눠줌
로 구성된 ‘single pot’ 기금임
-더 많은 자원이 RDA에 허용됨(연간 최고 20억
파운드 이상 사용, 2,000명 이상 고용)

성과

-RDA는 정부로부터 승인된 성과측정체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평가를 조건으로 하는 조직적 성
과도 정의됨. LEP는 그들 스스로의 접근방법을 자
유롭게 결정함

자료: 김현아. 2014. p.110. 표 재인용 ; Phillop Amison. 2013. p.22.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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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2015)이 제시한 LEP와 RDA의 비교점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4-14 | LEP와 RDA의 비교
구분

LEP

RDA

법적 위상

비법정기구

법정기구(지역개발법)

공간기반

기초(Local)

광역(Region)

권역수

39개

9개

이사회 구성

지역자율 선출(기업인 주도)

중앙정부 임명(민관 균형)

기 능

주거, 교통 및 인프라, 고용 및 창업,
저탄소경제, 관광 등

경제개발, 기업투자 및 경쟁력 향상, 고용촉진,
기능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전략경제계획

지역공간전략

계획수립
재 원

지역성장기금, EU 보조기금 등 개별재원 및
포괄보조금(Single Pot) 및 EU 지역개발기금
포괄보조금

재원 배분

공모경쟁 또는 균등배분

배분공식에 따라 배정

성과평가

자율평가

중앙정부 평가 및 모니터링

자료: 이원섭. 2015. p.295. 표 인용 ; Phillop Amison. 2013. p.22. 참고 작성

(2) 지방정부연합체(Combined local authorities)
∙ 영국은 2011-2017년에 지방정부연합체(CA : Combined Authority) 등을 통
해 분권화 정책을 구현하고 있음
∙ 보수당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협상(devolution deals) 등 개편정책으로 새로운
유형의 지방정부 형태 등장: “대도시권 연합정부”(Combined authorities)
- 최근 잉글랜드 전역에서 각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방정부와 주변 작은 지방
정부 간 통합된 형태의 ‘대도시권 연합정부’(CA)를 새롭게 구축 운영
- 현재 10개 지방정부가41) 통합·구성되어 “City-Region”(대도시권 지역정부)이 된
정부간 협력조합형 또는 지방정부간 연합체로 구축 운영

41) 10개 지방정부: Bolton, Bury, Manchester, Oldham, Rochdale, Salford, Stockport, Tameside, Trafford,
and W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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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대도시권 연합정부 중 (런던 제외) 직선시장 연합지역

자료: NAO. 2017. p.12. 그림 인용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7/07/Progress-in-setting-up-combined-authorit
ies.pdf.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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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
(http://www.cambspboroca.org/)– Mayor James Palmer
2.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https://www.greatermanchester-ca.gov.uk/)– Mayor Andy Burnham
3. Liverpool City Region
(http://www.liverpoolcityregionca.gov.uk/)– Mayor Steve Rotherham
4. SheeldCity Region
(http://sheeldcityregion.org.uk/about/the-sheeldcity-region-authority/) – Mayor Dan Jarvis
5. Tees Valley Combined Authority
(https://teesvalleyca.gov.uk/)– Mayor Ben Houchen
6. West Midlands Combined Authority
(https://www.wmca.org.uk/)– Mayor Andy Street
7. West of England Combined Authority
(https://www.westofengland-ca.org.uk/)– Mayor Tim Bowles
8. North East Combined Authority
(http://www.northeastca.gov.uk/)– No directly elected mayor
9. West Yorkshire Combined Authority
(http://www.westyorks-ca.gov.uk/)– No directly elected mayor

∙ (사례) 맨체스터 대도시 연합정부(GMCA,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경우는 2011년 당시 인구 약 2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잉글랜
드 서북쪽 대도시 카운티 지역임
- 2011년 4월 1일부터 지방정부간 협력조합형태의 합동 또는 연합정부의 모습으로
“City-Region” (대도시권 지역정부) 형태의 9개 지방정부간 연합체 등이 통합·구성
- 맨체스터 시정부도 주변 작은 지방정부와 연합하여 인구수가 가장 많은 맨체스터 시
민들을 핵심으로 중심도시로서 대도시권을 구성 운영함

∙ 맨체스터 대도시 연합정부(GMCA) 통치구조
- 맨체스터 대도시 연합정부(GMCA)는 지방정부간 협력방식의 광역기능 집행기관으
로 각 시정부 대표 10명으로 구성되었음
- 2017년 5월 맨체스터 대도시 연합정부(GMCA) 시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임시로 연
합지방정부 시장은 대행체제로 운영되었음. 그 후 2017년 5월 대도시 연합지방정부
시장(Andy Burnham)을 선출하였으며, 이때 대표시장은 맨체스터 대도시권 연합
지방정부 대표가 되기도 하고, 관할지역의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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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음
- 주로 관할지역의 지역발전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책임지면서 광역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10개 연합지방정부(combined authorities)
가 구성되어 있음

∙ 광역기능 치안, 경찰기능 수행
- 맨체스터 대도시 지방정부연합(GMCA) 헌법에 근거한 대도시권 지방경찰의 자치
경찰활동(지방정부연합체 헌법 2018) 수행42)
- 연합지방정부와 관련한 사무권한,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2016년
도시지방정부 권한이양법률(The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을 제정
- 지방이양법은 9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에 연합지방정부들의 부가적 권한
(additional functions), 책임을 명시하였고 도시권 교통체계, 국립공원관리 등 대
도시권 광역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관계, 대도시 범죄예
방과 경찰권 등 권한부여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음
- 이 모든 자치권과 운영절차 및 인사시스템 등을 하나의 ‘맨체스터 대도시 연합지방
정부 헌법(GMCA Constitution, 2018년 6월 최종본)’으로 제정·운영함

□ 종합 : 개관
∙ 잉글랜드 지역 광역권별로 설치되었던 9개 광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은 지역의 경제개발 기능 등 단일 자치정부가 수행하기 곤란한 광역
적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최종적으로 2012년 폐지됨
∙ RDA의 장(Chief Executive)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상이 임명하였고(Regional
Ministers), 운영위원회(boards)에는 해당지역의 지방의원 대표들이 참여하였음

42) 치안담당 부시장: the Deputy Mayor for Policing and Crime' means the person appointed by the
Mayor in respect of PCC functions, pursuant to Section 18 of the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 as modified by the PC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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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RDA 기능 및 지방정부로 이양
- 주요 기능은 지역경제발전이었으며, 유럽연합 발전기금의 관리 기능도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무수행을 위해서 예산배정도 받은 바 있음
- 2011년부터 지역협의회가 폐지된 곳에 연합지방정부(combined authorities)가 유
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지방분권 협상에 따라서 교통, 지역경제정책, 치안
등 광역기능을 이양 받았음
- 과거 수행하던 기능들은 2012년 폐지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으나,
지역경제발전 및 우선정책의 집행 등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LEP들이 기능을 이
양 받아 수행하기도 함
- 지역개발계획기능 등은 지방정부로 사무이양 하였고, RDA 예산은 중앙정부가 회수
하였음
- 과거 RDA의 집행기구는 현재 지방정부 대표 및 지역시민단체 등이 민간협력체로
운영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음

(3) 영국의 지역단위 거버넌스체계 운영상 특징43)
□ GOR과 RDA 등 지역발전 추진주체들 간 상호관계
∙ 국가행정부처 지역통합사무소(GOR)와 광역개발청(RDA) 간 관계
- 양자 모두 지역경제, 산업발전 및 지역개발관련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
하는 기능을 수행함
- GOR은 중앙부처의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개발예산을 지원하는데 비
해, RDA는 지역단위에서 경제 및 산업육성․지원과 지역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함
- 인적교류 : 1999년 GOR 설립되면서 약 164명의 인력이 RDA로 교류되어 주요 파
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43) 차미숙 외.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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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 추진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 중앙정부의 부문별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의 분절성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region) 중심의 통합
적 방식(place-based integrative approach)44)을 채택하여 GOR과 RDA이
탄생하였음. 그 이후 분권화 정책에 의하여 LEP와 지방정부연합체 등이 탄생
하게 됨
- 구체적으로는 지역(region)이 중요한 통합정책의 공간이 되고 분권화 정책의 지속
적 실현에 기반하여 잉글랜드 내 실질적으로 지역단위별로 국가행정부처의 지역통
합사무소(GOR)와 광역개발청(RDA)이 설치․운영된 것임45)
- 중요한 특징은 국가행정부처별 지역 내 사무소 설치로 인한 분절화(fragment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1994년부터 지역 내 통합시스템을 구상하고
추진주체로서 지역통합사무소(GOR) 등을 설치 운영한 것임
- 영국의 지역거버넌스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의 결정과정에서의 협력은 물론
지역통합사무소와 같은 추진주체들의 집행과정에서의 협력 등 협력적인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됨

44) 차미숙 외, 2003. 재인용
45) 영국내 잉글랜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이 대부분이며 광역자치단체(regional government)가
부재한 실정이었음.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치적, 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지역단위가 새로운 정책추진단
위로 등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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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 영국 지역발전사업 추진주체와 거버넌스 시스템

자료: 차미숙 외. 2003. p.105. 그림 인용.
주: 1999년 기준자료에 근거하여 개략적으로 작성. 2002년 현재는 RDA의 주관부처는 DTI로, GOR은 부수상실 소관으
로 바뀌었고 기존의 4개 부처에서 9개 부처의 지역단위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거버넌스의 특징
∙ 최근에는 국가행정부처 중심에서 지역 –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적 지역발전정
책을 전개하는 특징을 가짐
- 잉글랜드 지역발전정책 주체는 국가행정부처별에서 지역통합사무소, 광역개발청,
그리고 지역협의회 등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외에도 준정부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정책파트너들이 존재함
- 동시에 이들 지역 내 지역발전정책 추진 주체들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
전전략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 점에서 민관파트너십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됨(함영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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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국가행정부처 중심의 지역혁신 추진을 주도하는 특징을 가졌음
- 국가행정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진 지역구조 혁신이 지역정책을 주도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 잉글랜드의 지역정책집행 구조는 국가-지역-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계층적 Top-down 관점에서 추진되었음(함영진, 2010)
- 그 근거는 이들 추진주체들에 투입되는 많은 재정이 국가행정부처로부터 지원된다
는 점임. 잉글랜드 지역정책집행자들은 국가행정부처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사업별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기도 함(HM Treasury,
2006 ; Keating, 1997; Rynck, 1998; Newman, 2000).

∙ 국가행정부처의 권한 이양 확대에 따른 지방분권의 가속 및 정책주체의 다원
화 현상이 특징으로 나타남
- 영국의 중앙정부 지역통합사무소와 광역개발청 설치가 그 예가 됨

∙ 국가행정부처부 수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오는 특징을 보임
- 중앙정부 소관부처에 의한 부문적 접근방식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적 접근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차미숙 외, 2005)
- 국가행정부처의 지역발전사업에 있어서 지역통합사무소들이 다루는 기능은 기존의
4개 부처에서 9개 부처로 확대되고, 소관부처도 부수상실로 격상되는 등 사업 추진
주체의 강화 및 사업적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국가행정부처의 지역실행조직의 정비 및 지역수요 대응 역량 강화 측면에서 RDA와
GOR가 탄생되고, 지속적으로 분권화의 틀 하에서 지역 간 연합방식이 주를 이루지
는 경향을 보임
-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밖에서 지역에 토대를 두고 공공재원을
받아 운영되는 조직 설치 경향에 의한 전담기구 정비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볼 수 있었음

∙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구조가 다원적인 특
징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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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버넌스 시각에서 잉글랜드 지역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바라보면 지역 공동
의 협력적 문제해결 및 정책수립을 위한 다계층 정책행위자들의 수직적이면서 때로
는 수평적인 지역정책 장으로 복잡 다양한 형태의 중첩된 모습으로 표출됨(함영진,
2010.)

그림 4-15 | 영국의 지역거버넌스의 구조

EU

EU Commission, Counsil of Ministers,
Court of Justice, European Parliament

←

국가차원

지역정부 관련 10여개 부처

←

지역차원

지역협의회, 지역발전청(RDA), 지역정부청(GO), 준정부기
구(Quango), 지역정부연합(RLGA)

←
←

지방차원

기초지방정부, 커뮤니티

민간부문
(기업, 학계, 노동
조합, 시민단체)

자료: 함영진. 2010. p.2328. 표 인용

(4) 시사점
∙ 지역통합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부처들은 지역발전시책을 다원적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특별지
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집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로부터 직접 지역개발
사업 재원을 받아 추진하는 체계로 복잡하여 연계성 부족한 바,
- 중앙정부 지역발전시책의 광역단위 기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성 부각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영국의 GOR 운영사례는 지역발전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중앙정부 부서의 다기화와 분절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비효율성과 중복성 문제
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중앙정부 업무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전달체제의
구축방안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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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버넌스체제 구축 관련 시사점
- 상기와 같은 지역통합기구 설치에 따라, 첫째로 지방 상호간(광역+광역, 광역+기
초, 기초+기초) 지역발전시책 통합적 협력시스템 구축, 둘째로 국가-지역단위 국
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 간 지역발전시책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여 상
호간 연계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
- 둘째, 현실적인 것으로는 현재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시책들을 과감하게 지역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표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과 중앙부처와의 상호간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적 파트너십의 형
성과 협력적 동반자관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2) 독일 국가통합행정청 관련 사례
□ 주정부의 지방통합행정청(단위) (Regierungsbezirke)
∙ 주정부의 하위 행정계층으로 Regierungsbezirke(레기룽스베치르크, government
district, abbreviated Reg.-Bez.)는 현재 면적이 비교적 넓은 주정부 중에서 4개
주에만 존재함. 도시-주정부 및 면적이 적은 주정부 등에는 없음(Brandenburg,
Mecklenburg-West Pomerania, Saarland 등)
- 우리나라의 중간계층인 ‘도’ 관청(행정기관)으로 district authority (Regierungspräsidium
또는 Bezirksregierung) 주정부의 지방통합행정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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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 독일 주정부-행정계층-지방정부 자치계층
정부 계층

종류 (숫자)

NUTS 1 (지역정부)
16개

16 landers (Bundesländer): regional powers

NUTS 2 (행정계층)
19개 베치르크
(도 행정계층)

19 districts (Regierungsbezirke, 레기룽스베치르크)
4개 주(Länder)에만 존재하는 ‘도’ 행정계층

중간계층권
지방정부(NUTS 3)
402개

295 counties (Landkreis, 크라이스)
107 urban districts (Kreisfreie Stadt, 자치시)

하위계층권
기초정부(LAU)
11,118+1+2+1,286개

1,286 administrative communities
LAU 1 (Verwaltungsgemeinschaften)
11,118 municipalities
LAU 2 (Gemeinden)

자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2018. pp.12-14. 참고 작성

∙ 크라이스, 게마인데 등 지방정부가 수행하지 않는 사무, 지방정부연합기구(조
합)들이 수행하지 않는 사무를 주정부를 대표하여 수행함
- 공공기관 간의 협력 조정 역할도 수행하며, 국가의 위임사무 등 주정부의 지방행정
기관 업무는 물론, 필요시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업무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지방통합행정청장은 ‘Regierungspräsident’라고 하며,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주정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임. 이외에도 건물감독 또 다른 주정부의 지방행
정기관으로는 지방교육청 및 감독위원회(Oberschulamt and Schulamt)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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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 독일 지방통합행정청
주정부

레기룽스베치르크 (지방통합행정청)

현재
운영 중인
주정부

- Baden-Württemberg : Freiburg, Karlsruhe, Stuttgart, Tübingen
- Bavari a: Upper Bavaria, Lower Bavaria, Upper Palatinate, Upper Franconia, Middle
Franconia, Lower Franconia, Swabia
- Hesse : Darmstadt, Giessen, Kassel
- North Rhine-Westphalia : Arnsberg, Cologne, Detmold, Dusseldorf, Munster

현재
폐지된
주정부

- Lower Saxony(1974-2004) : Brunswick, Hanover, Lüneburg, Weser-Ems
- Rhineland Palatinate (1968-2000) : Koblenz, Rheinhessen-Pfalz, Trier
- Saxony(1990-2012 ): Chemnitz, Dresden, Leipzig(2008-2012 called directorate
districts)
- Saxony-Anhalt(1990-2004) : Dessau, Halle, Magdeburg

자료: 위키백과 Regierungsbexirk. 참고 작성. https://de.wikipedia.org/wiki/Regierungsbezirk. 2019.10.30.검
색 ; 안영훈 외. 2017

□ 사례 : Bezirk of Schwaben(바이에른 주 슈바벤 베치르크) 46)
∙ 바이에른 주정부 내에 7개 주정부 행정계층 중에 하나로 슈바벤 베치르크 행정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통합행정청
- 인구는 186만명, 4개 크라이스 지방정부, 336개 기초정부 등이 있으며, 기관운영
책임자는 행정청장(Regierungspräsidium)과 36명의 위원회(Bezirkstags)가 중심
- 연간 8억 6천만 유로의 예산을 운영하고, 인력은 주정부 운영 병원인력을 포함해서
총 5,100명 수준임

∙ 주요 수행사무는 국민보건의료 서비스(90% 예산 투입), 문화, 가정돌봄, 청
소년 교육, 자연보호, 유럽연합 사무 등임

46) https://www.bezirk-schwaben.de/bezirk-schwaben/bezirksverwaltung/. 참고 작성.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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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 독일 바이에른 주 슈바벤 베치르크 지방통합행정청

자료: Bezirk Schwaben 홈페이지. bezirk und Regierungsbezirk-bexzirksregierung. 그림 수정 인용.
https://www.bezirk-schwaben.de/bezirk-schwaben/bezirk-schwaben-was-ist-das/gebiet-und-b
ehoerde/bezirk-und-regierungsbezirk-bezirksregierung/. 2019.10.30.검색

3) 프랑스 국가통합행정청 관련 사례
□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국과 도청
∙ 중앙부처에는 총국과 함께 지역(Région)과 도(Département)에 특별지방행
정기관들로서 ‘국’ 수준의 지방행정기관을 관리함
∙ 국가지방청인 도청(prefecture)을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고, 도 전체의 국가
지방청 책임자는 임명도지사(prefet)로 총괄 지휘를 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환경, 문화, 노동 및 고용, 산업 등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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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Région), 도(Département) 수준에서 설치되며, 업무는 구역(Échelon
zonal), 지역(interrégional) 또는 도 간(interdépartemental) 설치47)

표 4-17 | 프랑스의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 지역(R gion) 단위
업무(service)

중앙부처의 감독(tutelle)

지역청
(préfecture de région)*

ministre de l'intérieur(내무부)

지역식품ㆍ농업ㆍ산림국
(DRAAF)

minist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농업부)

지역문화국
(DRAC)
지역 사업, 경쟁, 소비, 노동
고용국(DIRECCTE)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문화홍보부)
및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 (노동․ 고용․ 직업교육․ 사회대화부)

환경․개발․주거지역국
(DREAL)**
지역 금융 관리국
(DRFiP)
지역교육청
(Rectorat d'académie)

minist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환경
ㆍ지속가능발전ㆍ에너지부)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경제․금융․통상부)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교육부)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고등교육연구부)

지역청소년과 스포츠
사회결집국(DRJSCS)

minist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체육․청소년․국민교육․협회부)

지역 연구기술국
(DRRT)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고등교육연구부)

지역의료국
(DRRT)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노동․ 고용․ 직업교육․사회대화부)

민간헌병국
(Région de Gendarmerie)

ministre de la défense(국방부)

자료: 위키백과, http://fr.wikipedia.org/wiki/Liste_des_services_d%C3%A9concentr%C3%A9s_de_l%27%
C3%89tat_fran%C3%A7ais. 참고 작성. 2019.10.30.검색
주: * 지역지사는 수상과 각 부처의 산하에 있으며, 행정적 관점에서 내무부 고급공무원에 해당함
** DREAL은 지역건설청(DRE), 지역환경청(DIREN), 지역산업연구환경부(DRIRE)의 통합조직임

47) 위키백과 Liste des services déconcentrés de l'État français.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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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 프랑스의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 도(D partement) 단위
업무(service)

감독(tutelle) 부처

도청(préfecture de département)*

ministre de l'intérieur(내무부)

지역 금융 관리국(DDFiP)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경제․ 금융․통상부)

도군관국(DMD)

ministre de la défense(국방부)

도 민간헌병국(GGD)

ministre de la défense(국방부)

도 교육청(Direction des services
départementaux de l'éducation nationa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교육부)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고등교육연구부)

도 공공안전국(DDPS)

ministre de l'intérieur(내무부)

도 항공서비스국(SN)

minist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환경ㆍ지속가능발전ㆍ에너지부)

사회통합인구보호국(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es populations)

Premier ministre français(총리)

도 영토국(Direction
départementale des territoires)

Premier ministre français(총리)

도 해양국(Direction départementale des
territoires et de la mer)

Premier ministre français(총리)

출처: http://fr.wikipedia.org/wiki/Liste_des_services_d%C3%A9concentr%C3%A9s_de_l%
27%C3%89tat_fran%C3%A7ais. 참고 작성
주: 도지사는 수상과 각 부처 산하이며, 행정적 관점에서 중앙정부부처(내무부) 고급공무원임

□ 임명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p.64. 재인용)
∙ 임명도지사의 기능을 특징짓는 4가지의 권한이 중심이 됨
- 도 수준의 국가 지방행정기관 지휘 : 임명도지사는 농업국, 건설국, 사회보장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함
- 지방에서 경찰권한의 총책임자 : 임명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포괄하는 국
가의 특별경찰권을 행사함
- 사법경찰권자의 자격부여 : 임명도지사는 형법 30조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서 경
범죄에 대한 조사, 압수, 수색, 체포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방에서 국가의 대표자 : 임명도지사는 국가(정부)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영
조물(국가의 지방공공단체)의 전반적인 행정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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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임명도지사는 도의 행정기관에 대한 확실한 행정권을 갖
게 되었으나 그 반대급부로서 민선도지사에게 정책집행권을 모두 이양하였음(전국
시도지사협의회. 2009. p.64 인용).

□ 임명도지사의 지원기관 : 부지사와 도청(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p.64. 인용)
∙ 부지사 또는 임명도지사의 참모로 도지사 비서실장이 있고, 부지사 또는 도청
의 사무국장이 도청의 행정기관을 지휘함
∙ 임명도지사에 대해서는 국가 도청의 국장들이 임명도지사를 보좌함
- 보통 각 도는 2-4개의 아롱디스망으로 나뉘어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부지사의 권한
하에서 있음
- 도심지가 많은 도에서는 가끔 임명도지사가 시민안전을 담당하는 특별부지사를 임
명함

4) 일본의 지방청 및 지역정책부
(1) 일본 특별지방행정기관 : 중앙부처의 관장사무를 지역에서 분담 처리하는 지
역사무소 시스템
□ 일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요
∙ 일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행정기관(부, 성, 위원회, 청)의 관장사무를
분담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을 의미
∙ (근거규정) 국가행정조직법 제9조 → “국가행정기관에는 그의 소관 사무를
분장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일반적으로 ‘지방출장기관(地方000000機關) 내지 지방파견기관(地方派遣機關)’
또는 ‘지방분국(地方分局)’이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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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부설치법 제6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지부분국의 설치 근거를 규
정하고 제1목 제43조에 근거하여 내각부에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을 둠. 제4조 제3항
에 소관사무를 분장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부에 지방
지부분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오키나와종합사무국의 소관사무) 제44조에서 내각부의 소관 사무 가운데, 제4조
제3항 제18호, 제20호 및 제22호에 규정된 사무 및 오키나와와 관련되는 사무를 분
장함. 주요기능으로는 지방지부분국 기타 지방행정기관이 소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
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의 지방사무소, 재무국, 지방농정, 경제산업, 지방정
비, 지방운수 등임(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p.126. 인용)

∙ 지방지분부국
- 설치구조 : 국가행정기관의 지방조직으로 전국 각 블록(관동, 관서 등)마다 局 설
치,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도도부현마다 지국이나 사무소를 설치
- 법령상 지방지분부국의 위상 : 부·성·위원회·청의 직하에 설치된 것으로, 특정 내
부 부국의 하부기관은 아님. 오키나와종합사무국은 내각부 전체의 지방부분구국이
지, 내각부 오키나와진흥국의 지방지분부국은 아닌 것임
- 명칭과 배치 :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따라 제정된 각 부성청의 설치법(ex: 총무
성설치법), 조직령, 조직규칙 등에 규정
- 총무성 : 법률인 총무성설치법, 정령인 총무성조직령, 성령인 총무성조직규칙 등을
통해 총무성 소관 지방지분부국의 설치, 조직, 분상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설치 실태) 일본은 19개 국가행정기관(부, 성, 위원회, 청)에 38개 지방지분부국(地方
支分部局)이 설치

제4장 국내외 중앙정부 지역발전사업 추진체계 사례분석 ･ 109

표 4-19 | 일본 지방지분부국 현황
부, 성, 청

지방지분부국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궁내부

교토사무소

총무성

관구행정평가국(관)/사국행정평가지국/행정평가사무소(현)
오키나와행정평가사무소
종합통신국(관)
오키나와종합통신사무소

법무성

교정관구(시)
지방갱생보호위원회(관)/사무국
지방법무국(시)/지국(시)

공안조사청

공안조사국(관)/공안조사사무소(시)

재무성

재무국(관)/후쿠오카재무지국/재무사무소(시)
세관(시)/세관지서(시)
오키나와국세사무소/세무서(시)

국세청

국세국(시)/세무서(시)

문부과학성

미토원자력사무소

후생노동성

지방후생국(관)/사국후생지국
도도부현노동국(현)/노동기준감독서(시)/공공직업안정소(시)

사회보험청

지방사회보험사무국(현)/사회보험사무소(시)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관)/지방농정사무소(현)
북해도농정사무소

임야청
수산청

삼림관리국(관)/삼림관리서(시)
어업조정사무소(北海道, 仙台, 新潟, 境港, 瀨戶內, 九州)

경제산업성

경제산업국(관)/중부경제산업국전력·가스사업북륙지국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관)
북해도개발국/개발건설부(시)
지방운수국(관)고베운수감리부/운수지국

기상청
해상보안청

지방항공국(도쿄, 오사카)
항공교통관제부(시)

관구기상대(시)/지방기상대(시)
오키나와기상대/지방기상대(宮古島, 石坦島,南大東島)
해양기상대(市)
관구해상보안본부(제1에서 제11까지)

환경성

지방환경사무소(관)

방위성

지방방위국(관, 오키나와)/지방방위지국(시)/지방방위사무소(시)

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p.130.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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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국관리국(시)/지국(시)
보호관찰소(시)/지부(시)

∙ 총무성48)
- 총무성설치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地方支分部局은 관구행정평가국, 종합통
신국, 오키나와행정평가사무소, 오키나와종합통신 사무소 등
- 관구행정평가국은 소관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곳에 행정평가지국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령으로 정할 수 있음

표 4-20 | 일본 총무성 지방지분부국
총무성 지방지분부국
관구행정평가국/행정평가사무소/행정감시행정상담센터 (2019년 현재)
0 北海道管区行政評価局
- 行政評価事務所・行政監視行政相談センター
0 東北管区行政評価局
- 行政評価事務所・行政監視行政相談センター
山形, 福島
0 関東管区行政評価局
- 行政評価事務所・行政監視行政相談センター
千葉, 東京, 神奈川, 新潟, 山梨, 長野
0 中部管区行政評価局
- 行政評価事務所・行政監視行政相談センター
静岡, 三重
0 近畿管区行政評価局
- 行政評価事務所・行政監視行政相談センター
兵庫, 奈良, 和歌山
0 中国四国管区行政評価局
- 行政評価事務所・行政監視行政相談センター
山口
0 四国行政評価支局
- 行政評価事務所・行政監視行政相談センター
0 九州管区行政評価局
- 行政評価事務所・行政監視行政相談センター
大分, 宮崎, 鹿児島
0 沖縄行政評価事務所

종합통신국/종합통신사무소
(2019년 현재)

: 函館, 旭川, 釧路
総合通信局・総合通信事務所
: 青森, 岩手, 秋田, - 北海道総合通信局
- 東北総合通信局
- 関東総合通信局
: 茨城, 栃木, 群馬, - 信越総合通信局
- 北陸総合通信局
: 富山, 石川, 岐阜, 総合通信局・総合通信事務所
- 北海道総合通信局
- 東北総合通信局
: 福井, 滋賀, 京都, - 関東総合通信局
- 信越総合通信局
- 北陸総合通信局
: 鳥取, 島根, 岡山, - 東海総合通信局
- 近畿総合通信局
- 中国総合通信局
: 徳島, 愛媛, 高知 - 四国総合通信局
- 九州総合通信局
: 佐賀, 長崎, 熊本, - 沖縄総合通信事務所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 소관법령 등/조직·통칙 참조 작성. https://www.soumu.go.jp/menu_hourei/index.html ; 위키백
과 일본 총무성.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_%EC%B4%9D%EB%AC%B4%
EC%84%B1. 2019.10.30.검색

48) 일본 총무성 설치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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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조직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지역명을 머리에 붙이
는 경우 都, 府, 縣을 생략
- 예를 들어 東京國稅局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 東京都交通局은 광역지
방자치단체인 東京都의 기관임

(2) 일본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혁 사례
□ 지방지분부국 폐지 동향
∙ 2007년 일본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개혁으로 특별지방행정 기
관의 폐지·축소”를 추진함. 지방6단체와 전국지사회가 제안한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정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권한의 정비 :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조사
실시 후, 불필요한 사무·권한 등은 폐지한 다음 이를 분류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민간에서 수행함
- 둘째, 국가와 도도부현의 이중행정 등을 해소하여 행정의 슬림화 추진 : 도도부현
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지, 블록 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
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폐지함. 단지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조직(출
입국관리국, 세관 등), 전국적인 규모·관점에서 행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취급하는
조직(지방항공국의 항공관제부문, 관구기상대), 그리고 공공사업 등에 관한 지방의
역할을 확대한 후에도 여전히 전국적 규모·관점에서 국가가 집접 집행할 필요성이
매우 큰일을 행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유지함
-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 및 사무·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직원 대책 수립 : 우
선 조직과 사무의 철저한 합리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 지방은 필요한 인원의 승계에
관해 협력함
- 넷째, 실제로 제안했던 내용들을 수치로 보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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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 일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제안에 따른 폐지 대상기관
소관 부성 및 기관

계

폐지/통합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블록
도도부현

1
34

총무성

종합통신국

블록

11

법무성

법무국
지방법무국

블록
도도부현

8
531

후생
노동성

1 폐지/통합을
*4 하지 말자는 안도 있음
11

*492

8 폐지/통합을
*39 하지 말자는 안도 있음

지방후생국

블록

8

8

도도부현

47

47

노동기준감독국

도도부현

327

327

공공직업안정소

도도부현

584

584

중앙노동위원회
지방사무소

블록

7

7

지방농정국

블록
도도부현

8
118

8
118

임야청
삼림관리국

블록
도도부현

7
121

*
*

*7 민유림 관계사무가 있는 경우에
*121 는 지방이양 가능 의견도 있음

수산청어업
조정사무소

블록

6

*

*6 폐지와 존속의 양안이 있음

경제산업국

블록

8

8

지방정비국

블록
도도부현

8
1000

629

북해도개발국

블록
도도부현

1
118

117

지방운수국

블록
도도부현

10
106

10
106

지방항공국

블록
도도부현

2
81

지방환경사무소

블록
도도부현

7
83

7
83

블록
도도부현

92
3,150

48
2,533

경제
산업성

환경성

비 고

도도부현노동국

농림
수산성

국토
교통성

*30

존속

총

계

도로는 모든 일반국도를, 하천은
8
한 도도부현에서 완결하는 모두
371
를 각각 지방에 이양
1 북구의 진척을 감안해 폐지를 결
*1 정함

2
81

44 일부 폐지/통합을 하지 말자는
617 안도 있음

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p.140.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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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 일본 특별지방행정기관 폐지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 직원 수
소관 부성 및 기관

계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블록
도도부현

총무성

종합통신국

법무성

법무국
지방법무국

국가
잔류

비 고

22
9

110
129

*234
*232

233
19

블록

1,439

0

0

0

1,439

블록
도도부현

3,554
7,536

0
0

490
1,168

*2,841
*6,260

223
108

지방후생국

블록
도도부현

후생 노동기준감독국
노동성 공공직업안정소

623

36

81

359

147

5,618

0

1005

4,613

0

도도부현

4,888

0

875

4,013

0

도도부현

12,099

0

2121

9,978

0

30

0

10

20

0

*지방이양
최대수치
*지방이양
최대수치

중앙노동위원회
지방사무소

블록

지방농정국

블록
도도부현

5,171
10,877

506
0

1,431
3,841

2,555
7,006

679
30

임야청
삼림관리국

블록
도도부현

1,272
3,435

*
*

*
*

*
*

*1,272
*3,435

수산청
어업조정사무소

블록

172

*55

*1

*3

*113

경제산업국

블록

1,852

479

312

703

358

지방정비국

블록
도도부현

4,942
16,427

24
0

1,006
4,295

1,838
6,740

2,074
5,392

(1)의 비고
참조

북해도개발국

블록
도도부현

893
4,883

5
0

201
1,795

384
3,069

303
19

(1)의 비고
참조

지방운수국

블록
도도부현

1,975
2,503

0
0

362
395

1,505
2,108

108
0

지방항공국

블록
도도부현

510
3,833

0
0

44
168

103
248

363
3,417

블록
도도부현

230
151

14
1

43
21

163
129

8
0

블록
도도부현

23,262
72,639

1,141
10

4,091
15,813

10,710
44,396

7,320
12,420

농림
수산성

경제
산업성

환경성 지방환경사무소
총

계

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p.141.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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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후 이양

599
389

도도부현노동국

국토
교통성

합리화
삭감

폐지

*(1)의 비고
참조
*국가사무
이양 경우

표 4-23 | 일본 특별지방행정기관 폐지에 따른 이양 예산액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내각부

인건비·지방
부담 제외한 지방이양액
보조사업 이외

총경비
(보조사업)

소관 부서 및 기관

(단위: 백만엔)

블록

60,346
(49,264)

6,041

*3,469

도도부현

80,911(0)

6,041

*48,123

총무성

종합통신국

블록

14,781(0)

2,693

0

법무성

법무국
지방법무국

블록

42,546(0)

12,692

*12,345

도도부현

111,828(0)

48,526

*48,326

6,527(0)

1,817

1,127

645,354(0)

455,472

455,472

346(0)

94

94

후생
노동성

지방후생국

블록

도도부현노동국

도도부현

노동기준감독국

도도부현

공공직업안정소

도도부현

중앙노동위원회
지방사무소

블록
블록

*지방이양
최대 수치

*지방이양
최대 수치

-

-

-

도도부현

1,154,867
(795,292)

163,549

163,549

임야청
삼림관리국

블록
도도부현

150,409(0)
-

99,664
-

*0
-

*(1)의 비고
참조

수산청
어업조정사무소

블록

2,056(0)

611

*14

*국가사무
이양 경우

경제산업국

블록

115,544
(97,421)

2,566

2,566

지방정비국

블록
도도부현

5,441,820
(5,434,331)
2,654,277(0)

5,242
1,764,625

북해도개발국

블록
도도부현

23,665
(1,750)
580,829(0)

14,414
539,812

510,689

지방운수국

블록
도도부현

44,331(0)
2,604(0)

6,716
2,604

6,716
2,604

지방항공국

블록
도도부현

37,496(0)
-

25,723
-

3,335
-

10,508
(1,535)

5,482

5,387

2,076(18)

2,058

2,053

5,950,375
(5,584,301)
5,232,746
(795,310)

183,755
3,031,827

52,208
2,514,778

지방농정국
농림
수산성

경제
산업성

국토
교통성

환경성

비 고

지방환경사무소

블록
도도부현
블록

총

계
도도부현

3,779
(1)의 비고 참조
1,310,962
1ㅡ,376

(1)의 비고 참조

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p.142.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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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혁을 통해 본 특징
-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
는 측면에서 개혁을 추진함
- 특별지방행기관의 정비 필요성을 추론하면, 중앙통제적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
바, 첫째로 지방지부분국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어 설치단계에서부터 국
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이고, 둘째로 지방지부분국은 법률과 정령, 성령을 통해 설
치, 조직, 분장사무가 정해져 있어 해당 행정 부처가 기구 및 조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임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폐지를 주장한 일본의 전국지사회는 첫째로 도도부현 단
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블록 단위의 관구특별행정기관의 폐지를 제안하였고, 둘째
로 사무·권한 등의 지방이양에 따른 직원들을 지방에 승계하는 조치에 대해 협력함

(3) 일본의 통합지방청 및 지역정책부 개편 구상 사례
∙ 통합지방청 설치 구상 사례49)
- 1963년 임시행정조사회 제2전문부회에서 전국을 블록별(9개)하고 각 블록별로 ‘지
방청’ 설치 및 실질적 집행권 이양을 제안함
- 1981년 관서경제연합회에서 전국을 광역블럭화(7-10개)하여 블록별로 ‘지방청’
설치 및 블록 내 지자체와의 연락·조정을 수행하는 기능 부여를 제안함
- 1995년 平松守彦은 전국을 9주부(9州府)로 통합·설치하여 국가권한 이양을 제
안함
- 1995년 지역산업정책연구회는 전국을 블록화(6-11개)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
합한 ‘지역정책부’ 설치하고, 지역정책부가 국가권한 대폭 이양받고 관내 산업경제
와 사회자본 정비 사무를 총괄토록 제안, 특히 향후 지역정책부를 도도부현과 통합
하여 도주제(道州制)로 이행을 주장함

4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pp.125-126. 참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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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이후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행정비효율성 제거 및 세계경쟁의 주체화를 위
해 47개 도도부현을 10 개 내외의 초광역 단위인 ‘도주제’로 개편하는 것을 각계에
서 주장함
- 2006년 2월 제28차 지방제도조사회의 ‘도주제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답신’을 제시
(도도부현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도주제의 도입이 적당’하다는 의
견 제시)하였는 바, 1000만 명 규모의 10개 안팎의 ‘도주’가 지방정부로서 행정·교
육·치안을 맡는다는 구상이었음

∙ (특징) 광역적 행정구역 통합방식이 주를 이루고 대폭적인 기능이양을 행하는
것이 공통된 현상임
- 권역별 지방청 설치를 통해 국가기능을 통합하여 전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의 연계성 즉 연락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상기 제안들은 제안으로 마무리된 것이고, 특히 도주제에 대해서는 초광역화 시스
템에 대한 세계적 트랜드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검토대상으로 있는 실정임

(4) 시사점
∙ 이상과 같은 과거의 통합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제언들은 이루어진 것이 없
고,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지방통합사무소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닌 것
으로 판단함
∙ 그러나 ‘지방청’ 및 ‘지역정책부’와 같은 제언은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지역
발전통합사무소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영국의 RDA 및 GOR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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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광역연합 사례 : 국가사무 처리를 위한 복합사무 처리형의 광역 및 기
초자치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 간사이광역연합을 중심으로
(1) 배경 및 목적50)
□ 배경
∙ 1995년 6월에 시행된 광역연합은 다양한 광역적 요구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이양의 처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탄생함
- 광역연합은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가 설치할 수 있으며, 수행 사무 중에서 광역
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광역계획의 수립에서 집행
까지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광역행정의 추진시스템임

∙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도쿄중심의 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온 간
사이지역의 위기감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간사이의 힘과 자원을 최대한 살리
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목적
∙ 광역적 협력사업 추진 : 광역자치단체(부현)의 행정구역을 넘는 광역적인 과
제를 해결하는데 있음
∙ 지방분권 강화 : 국가파견기관(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인수(이양), 국가와 지
방의 이중행정을 해소하는데 있음
∙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 분권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주체적 행동”을 지향하며, ① “부현의 행정구역을 넘는
광역적 과제의 해결에 임하는 책임주체가 되는 동시에”, ② “국가파견기관(특별행
정기관)의 사무 인수(이양),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50) 일본 간사이광역연합(関西広域連合). http://www.kouiki-kansai.jp/contents.php?id=53. 2019.10.30.검색
; 금창호. 2018.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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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지위 및 구성
□ 법적 지위
∙ 일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면, 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규정함
□ 구성단체
∙ 12개 지방자치단체 : 2부 6현 4정령시
- 광역자치단체(2부 : 京都府, 大阪府, 6현 : 滋賀県, 兵庫県, 和歌山県, 鳥取県,
徳島県, 奈良県)
- 기초자치단체(4정령시 : 京都市、大阪市、堺市、神戸市)

∙ 2017년 4월 1일 기준 116개
- 복수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광역연합은 1개 : 간사이광역연합
- 잔여 115개 : 단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구성된 경우로 단일 광역내 일부 시정촌간
광역연합, 단일 광역 내 전체 시정촌간 광역연합, 해당 광역단체와 일부 시정촌간
광역연합, 해당 광역단체와 전체 시정촌간 광역연합의 형태로 존재함

∙ 간사이광역연합
- 당초(2010. 11. 1) 2부 5현(京都府, 大阪府, 滋賀県, 兵庫県, 和歌山県, 鳥取
県, 徳島県)으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1현 4정령시(奈良県、京都市、大阪市、堺
市、神戸市)이 추가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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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 설립과정

구성단체의 협의, 규약적성
↓
구성단체 의회의 의결
↓

설치허가신청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것
복수 도도부현에 걸친 것
기타

… 총무대신
… 총무대신
… 도도부현지사

도도부현지사
총무대신

… 총무대신에 보고
… 국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

↓
설치허가, 고시
↓
광역연합 발족
↓
광역계획작성
자료: 금창호. 2018. p.171. 그림 인용 ; 간사이광역연합홈페이지. 참고 작성. https://www.kouiki-kansai.jp/.
2019.10.30.검색

표 4-24 | 광역연합의 규약사항
‣
‣
‣
‣
‣

광역연합의
광역연합을
광역연합의
광역연합이
광역연합이

명칭
조직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역
처리하는 사무
작성하는 광역계획 항목

‣ 광역연합 사무소의 위치
‣ 광역연합의회의 조직 및 의원의 선거방법
‣ 광역연합의 장, 선거관리위원회, 그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 광역연하의 경비처리방법

자료: 금창호. 2018. p.191. 참고 작성 ; 간사이광역연합 홈페이지. 참고 작성.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168.html.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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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장사무
∙ 7개 광역사업 : 간사이광역연합

표 4-25 | 7개 광역사업현황
사업

단위사업

광역방재

○
○
○
○
○
○
○

“간사이광역방재계획”의 책정
재해 발생시 상호지원체제 강화(상호지원협정의 실시요강 작성·운용)
킨키(近畿)부현 합동방재훈련의 실시
방재분야의 인재 육성
구호물자의 공동비축 검토·실시
광역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의 검토·실시
광역방재에 관한 검토·실시

광역관광/
문화진흥

○
○
○
○
○
○
○

“간사이관광문화진흥계획”의 책정
광역관광루트의 설정
해외관광홍보 실시
“간사이지역한정통역안내사(가칭)”의 창설
“통역안내사”(전국)의 등록
간사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계조사
간사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표시기준 통일

광역산업
진흥

○
○
○
○
○

“간사이산업비전”의 책정
간사이에서의 산업클러스터 연계
공설시험연구기관 연계
합동프로모션비즈니스 매칭의 실시
신상품조달인정제도의 벤처 지원

광역의료

○ “간사이광역구급의료연계계획”의 책정
○ 광역적인 닥터헬기의 배치 및 운항
○ 광역구급의료체제충실의 구조화

광역환경
보전

○ “간사이광역환경보전계획”의 책정
○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광역대응
○ 부현을 넘어서는 조수보호관리의 대응

자격시험/면허

○ 조리사·제과위생사에 관한 시험실시·면허교부 등
○ 준간호사에 관한 시험실시·면허교부 등

광역직원연수

○ 광역직원연수의 실시

기타

○ 광역적인 행정추진과 관련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간사이의 광역적 계획의 종합 조정,
교통·물류기반정비(간사이광역교통·물류기반정비계획)의 검토, 행정위원회사무의 공동화
검토

자료: 금창호. 2018. pp.203-204. 표 인용 ; 간사이광역연합 홈페이지. 참고 작성.
https://www.kouiki-kansai.jp/.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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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구성
∙ 간사이광역연합은 광역연합의회와 집행기구, 기타위원회로 구성

표 4-26 | 전체구조
의회기구
▸ 광역연합의회

집행기구
▸ 광역연합위원회
▸ 사무기구

기타
▸
▸
▸
▸

광역연합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공평위원회

자료: 금창호. 2018. p.207. 참고 작성 ; 간사이광역연합 홈페이지. 참고 작성. https://www.kouiki-kansai.jp/.
2019.10.30.검색

그림 4-18 | 광역연합의회 조직도

자료: 금창호. 2018. pp.206 ; 간사이광역연합 조직도 인용.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soshiki/152.html.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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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 광역연합의회
구분

세부사항

비고

목적

○ 광역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조례 제정/개폐, 예산 의결, 결산 인정 등 의결
- 선거 등 보통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동일한 권한 행사

구성

○ 구성단체 각 의회의 의원으로부터 선거
- 배분 : 균등할(구성단체별 1인)과 인구할(인구 250만명 구간당
※ 관할구역내 선거인 선거
1인) 병용
또는 구성단체 의회의원
- 총 39명
선거로 구성
大阪府, 兵庫県 각 5명
(간사이광역연합은 후자
滋賀県, 京都府, 和歌山県 각 4명
방법 활용)
奈良県, 徳島県, 大阪市 각 3명
鳥取県, 京都市, 堺市, 神戸市 각 2명

자료: 간사이광역연합규약(평성 22년 12월 1일). 제8조-14조. 근거 작성.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168.html. 2019.10.30.검색

표 4-28 | 광역연합위원회
구분

목적

세부사항

비고

○ 집행위원회 성격
- 광역연합 운영상의 주요사항에 관한 기본방침 및 처리방침을 광역
※ 일반적 구조는 아니며 간
연합장이 결정하는데 있어, 구성단체의 다양한 의견반영 시스템
사이광역연합 독자구조
- 각 사업별로 구성단체의 장이 담당위원으로서 집행 담당(담당방식
: 아래 표 참조)

위원장
○ 구성단체장중 구성단체장이 투표 결정, 2년 임기
(광역연합장)
- 광역연합장이 부광역연합장 선임(구성단체장중 선임), 회계관리
선출
자 임명

※ 관할구역내 선거인 선거
또는 구성단체장 투표로
결정
(간사이광역연합은 후자
방법 활용)

자료: 간사이광역연합규약(평성 22년 12월 1일) 제15조 및 광역연합위원회. 근거 작성.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168.html.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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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기구 : 본부사무국과 분야사무국으로 구성(본부사무국은 오사카시내 기타 분야사
무국은 담당위원의 소속 자치단체에 배치)
- 본부사무국 : 구성단체 직원파견
- 분야사무국 : 해당 부현직원 겸무

표 4-29 | 사무기구
본부사무국

처리사무

직원

총무/기획
자격시험/면허 (오사카부)

분야사무국
광역방재(효고현)
광역관광/문화진흥(교토부)
광역산업진흥(오사카부)
광역의료(도쿠시마현)
광역환경부전(시가현)
광역직원연수(와카야마현)

체제

부현직원 파견

해당 부현직원 겸무
* 분야사무국간 부현 인사교류

복무

광역연합 규정 적용

부현 규정 적용

급여

광역연합 부담

부현 부담

자료: 금창호. 2018. p.206. 표 인용 ; 간사이광역연합규약(평성 22년 12월 1일) 별표. 근거 작성.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168.html. 2019.10.30.검색

□ 기타
∙ 광역연합협의회
- 의견수렴/협의시스템 : 광역연합의 중요 시책 중, 주민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사무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다
고 광역연합장이 인정하는 것
- 구성원 : 주민(지역단체·경제단체 등), 전문가, 광역연합장, 구성단체의 장, 광역
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장, 시장회·정촌회 관계자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공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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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원배분
∙ 예산구조 : 정부지원금, 구성단체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
표 4-30 | 2016년 세입구조와 규모

(당초예산, 단위: 백만엔)

2016년도
요구액

증감

205년도
당초예산

관

항

분담금 및 부담금

부담금

1,098,116

1,078,416

19,700

1.8

사용료 및 수수료

수수료

119,855

111,560

8,295

7.4

국고지출금

국고보조금

538,648

536,648

2,000

0.4

기부금

기부금

1

1

0

0.0

차입금

기금차입금

44,430

1

44,429

-

이월금

이월금

1

1

0

0.0

예금이자

1

1

0

0.0

제수입
연합채
세입합계

증감액

증감율

잡수입

3,381

2,256

1,125

49.9

연합채

0

131,000

△ 131,000

-

1,804,433

1,859,884

△55,451

△ 3.0

자료: 간사이광역연합. 예산(평성 29년도). 참조 재작성. http://www.kouiki-kansai.jp/contents.php?id=53.
2019.10.30.검색

- 광역연합 운영상 필요경비(총무부<총무/기획부문>) : 구성단체가 균등할
- 사업추진 소요비용 : 사업에 따라 인구할 및 사업대상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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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 광역연합 운영상 필요경비
항목
총무비

사업비

특정사업비

세부사항

총무/기획부문

균등할 원칙

자격시험/면허 등의 인건비

과거 3년간 수험자수 평균할

광역방재

인구할

광역관광/문화진흥

인구할(50%), 숙박시설수할(50%)

광역산업진흥

인구할(50%), 사업소수할(50%)

광역의료

인구할

광역환경보전

인구할

자격시험/면허 등

과거 3년간 수험자수 평균할

광역직원연수

수강자수할(초년도는 평균할)

(특정단체에 한정)

인구할(50%), 이용실적할(50%)

자료: 간사이광역연합규약(평성 22년 12월 1일)별표. 근거 작성.
http://www.kouiki-kansai.jp/contents.php?id=53. 2019.10.30.검색

(7) 시사점 : 조합의 한계, 경제자유구역의 한계
∙ 일본의 광역연합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가 광역적 처리사
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에 권한이양을 요청하고 그 사무를 대상으로
광역계획을 수립하여 상호간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를 유지하는 특별지방자치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시스템
-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중앙정부의 지역통합사무소 설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차후 개
별 지방자치단체 혹은 광역연합 등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며 이들과의 협력적
연계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벤치마킹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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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정부간 연계협력 사례
1) 경제자유구역 : 1개 중앙정부 주도,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광역단위 외
국인 직접투자 유치사업의 협력거버넌스 사례
(1) 경제자유구역51) 시스템 도입 배경 및 목적52)
□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7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적극적으
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모색해 왔으나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에 다양한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현실
- 우리나라 직접투자 유치액(도착액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도입된 다음 해인
1999년 110.3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부침을 거듭하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야 최초
로 1999년 유치액을 초과하는 116.6억 달러를 달성
-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큰 사업비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총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2014-2012년 기간 중 총 30.5억 달러로서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액
의 4.1%에 불과한 실정
- 경제자유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과 개발 저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
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도모 필요

∙ 산업통산자원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자유구역을 지정운영을 통
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
-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반
5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52) 이하의 내용은 각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채원호 외. 2018.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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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실태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의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의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내용
□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및 실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을 시행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는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 중임
(이시욱. 2015.)
∙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적) 2003년 시행 이래 2013년지 총 1.6조원의 국비
가 투입되었으며 이 중 진입 및 간선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지원이 85.1%를
차지

표 4-32 |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현황
지정
(연도)

개발완료
(연도)

면적
(㎢)

사업비
(조원)

중점 유치업종

인 천

2003

2020

132.9

36.3

비지니스, IT, BT, 국제금융, 관광레저

부산·진해

2003

2020

52.9

9.8

해운물류, 자동차, 조선, 기계

광양만권

2003

2020

77.7

17.9

해운물류, 소재산업

황 해

2008

2025

4.4

4.8

자동차부품, IT, BT, 물류

대구·경북

2008

2020

22.0

6.1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

새만금·군산

2008

2018

28.6

2.6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친환경산업

충 북

2013

2020

9.1

2.4

바이오신약/기기, 자동차 전장부품

동해안

2013

2024

8.3

1.3

비철금속소재/연관부품, 관광

335.8

81.2

합 계
자료: 이시욱. 2015. p.15.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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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13년 기간 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액은 총 4.2조 원
규모의 전체 외투기업 감면액 중 0.72%인 301억원 수준
경제자유구역의 총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2004-2012년 기간 중 총 30.5억 달러로
서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액의 수준 4.1%
- 2012년말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총 기업수는 2,07개사로서 이 중 외국인투
자기업은 전체 입주기업의 7.9%에 불과한 164개사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완료율은 면적 기준으로 10.1%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발이 진
행되는 지구를 포함하여도 54.3% 수준에 불과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및 재원관리
- 시ㆍ도지사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청)를
설치
-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임명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사전협의) 및 임기 3년 연임 가능
- 경제자유구역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 설치 및 파견
-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 임용권의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 가능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
-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경비의 국가 지원 : 국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입금, 수수료 및 수입금
-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특별회계 계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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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
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설치 운영
∙ 통상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 통상산업자원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통상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시의 중앙 및 지방간 협의

∙ 통상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도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행정기구의 장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시도지사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 시도지사의 산업단지 관련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산업단지 조
성, 100세대 이상 공동주책 공급 등을 행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

(4) 경제자유구역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 필요
∙ 산업자원통상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화 전략으로 추진되고, 시도의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 노정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경제
자유구역내 소규모 핵심거점지역을 직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해
제를 통해 그 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동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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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자유구역의 시사점
∙ 1개의 중앙정부에 의한 주도적 사업에 광역정부(단일 혹은 2개 이상)를 단위
로 하는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형태로 중앙 – 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례로
인지
∙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중앙정부의 지역통합사무소 설립에 있어서 1개 중앙정
부가 아닌 다수의 중앙정부가 참여하고 동시에 1개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
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상에 간접적 사례로 인지
- 특히 다수의 중앙정부의 지역통합사무수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형태를
가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벤치마킹 사례 가능

2)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 지방 간 광역권 내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1) 광역행정시스템과 조합제도
□ 광역행정시스템 유형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행정53)에 대한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
력제도로 명명하고 있으며, 아래 표이 5개 유형을 제시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 이외에도 ‘기관 등의 공동설치54), ‘광역연합’
등을 지방자치법에 명시
- 이 중에서 일본의 ‘광역연합’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월 현재 정
부에 의하여 도입 예정

53)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지방자치법 제149조)
54) 복수의 자치단체가 특정 부서(예: 사회복지과, 세무과 등)나 특정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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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시스템(협력제도)
유형

관련조항
(한국)지방자치법

(일본)지방자치법

협력사업

제147조

제252조의 2

사무위탁

제151조

제252조의 14 ~ 16

행정협의회

제152조~제158조

제252조의 2의 2 ~
제252조의 6의 2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59조~제164조

제286조 ~ 제291조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제165조

-

기관 등의 공동설치

-

제252조의 7 ~ 13

사무의 대체집행

-

제252조의 16의 2 ~ 4

직원파견

-

제252조의 17

광역연합

-

제291조의 2 ~ 13

비고
일본 ‘연계협력’

- 일본: ‘일부사무조합’명명(특별지방자치
단체 항목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하나에
포함)
- 한국: 지방자치법상특별지방자치단체와
별도 항목 기재. 특별지방자치단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 존재

- 일본: 특별지방자치단체 항목.지방자치단
체조합의 하나에 포함
- 한국: 도입검토중

자료: 한국 및 일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조합관련 법조문 별책. 참조 작성

□ 광역행정시스템 유형의 특징
∙ 광역행정시스템은 조직구성 여부, 사무의 성질, 법인격의 보유, 운영체계의
완결성 등에 따라 세부적인 유형 구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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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 광역행정시스템의 유형
구분

주요 사항

조직구성 여부

- 조직구성시스템(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광역연합(일본) 등)
- 비조직구성시스템(사무위탁, 직원파견(일본), 기관 등의 공동설치(일본) 등

사무성질 여부

- 일반사무 수행(행정협의회, 광역연합(일본) 등)
- 특수사무 수행(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법인격 보유
여부

- 법인격 보유(지방자치단체조합, 광역연합(일본) 등)
- 법인격 없음(행정협의회, 사무위탁, 직원파견(일본), 기관 등의 공동설치(일본) 등
※ 법인격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조합, 광역연합(일본) 등의 경우 비법인격의 조직구성체(행정협
의회)와 달리 운영체계에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보유(행정협의회는 의결기능만 보유)

자료: 저자 작성

표 4-35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 현황 및 목적
명칭

구성원

목적

설립년도

비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쓰레기의 공동매립

1991

지방공사
전환

자치정보화조합

16개 광역단체

전자지방정부의 효율적 구현지원

2003

특수법인
전환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

부산/거제

부산-거제간 거가대교의 건설

2003

목적달성
폐지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

부산/김해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2004

목적달성
폐지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충남/경기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2008

목적달성
폐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남/경남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200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경남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2004

수도권교통본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

2005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2008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원/장수/구례/
곡성/함양/산청/
하동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

2008

지역상생발전
기금조합

16개 광역단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

2010

출처: 금창호. 2018. pp.59-60. 표 재인용; 행정안전부. 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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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례 :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조합55)
□ 설립배경
∙ 지리산권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통합
적인 관광개발 미래상을 만들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다는 지역 여론 대두
∙ 이에 지리산권의 3도 7시군은 1998년에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를 결성
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속적 건의
∙ 2006년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지역 관광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군간의 공동연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구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
∙ 기대효과
- 연계 관광상품 지속개발 : 7시군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주민관광소득 증대기여 : 연계사업, 관광상품개발 등을 주민소득과 연계

□ 구성단체 및 운영근거
∙ 7개 지방자치단체(1시, 6군) : 3도 7시군 4,470.9km²(국토 대비 4.5%)
- 남원시, 장수군(전라북도) ; 곡성군, 구례군(전라남도) ;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경상남도)

55) 이하는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조합 홈페이지 ; 진현채. 2019. 참조 재작성. http://jirisantour.go.kr/. 2019.
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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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사회경제적 현황
구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행정구역

면적(km2)

인구수(명)

재정자립도(%)

남원시

752.23

82,281

11.37

장수군

533.26

23,003

15.84

곡성군

547.48

30,131

17.89

구례군

443.26

27,525

8.75

하동군

675.62

48,831

12.68

산청군

794.82

36,340

14.97

함양군

725.48

40,175

17.07

기타

지리산권 전체면적 국토대비
4.5%
지리산권 인구 288,286명

자료: 행정안전부. 2017b. 참고 작성

∙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1.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규약 제정, 지방 의회의 의결, 승인절차
이행),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2.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함
제163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 감독)
1.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음
2.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조합 설립, 해산, 규약 변경 명령 가능
제16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1. 조합 규약 변경, 조합 해산은 제159조 제1항 준용(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2. 조합 해산시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름

□ 기관구성
∙ (전체구조) 의회기구 산하의 조합회의, 집행기구 산하의 조합장과 사무기구를
두고 있음
의회기구

집행기구

▸조합회의

▸ 조합장
▸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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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회기구
∙ 조합회의
표 4-37 | 조합회의 주요사항
구분

주요사항

근거

지방자치법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지방자치법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제2장 조합회의

목적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조합규약의 개정안
-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
-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구성

8인의 위원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하는 1인
- 조합원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
조합원 및 관계중앙부처 추천
- 임기 2년, 1차 연임 가능

의장
선출

조합회의에서 위원중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
- 위원 중 선출 : 임기 1년

자료: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조합 홈페이지. 참조 작성. http://jirisantour.go.kr/. 2019.10.30.검색

② 집행기구
∙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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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사항

목적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통할

조합장 선출

조합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임명
협의 임명 : 임기 2년

∙ 사무기구
그림 4-19 | 사무기구 구성도

자료: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조합 홈페이지. 그림 인용. http://jirisantour.go.kr/. 2019.10.30.검색

∙ 사무직원
- 파견공무원(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 + 계약직직원(조합에서 임용)
-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

□ 주요 사업
∙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표 4-38 |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조합사업

중단위사업

○
○
- 관광상품개발사업
지리산권
- 관광기반정비사업
○
관광개발사업 - 교통안내체계 개선사업 ○
- 지역사회참여촉진사업 ○
○

소단위사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
농촌문화관광마을시범조성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조성

○
○
○
○
○
○
○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
관광순환로 조성
관광교통체계 개선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지역 관광혁신 체계 구축
지리산권 Eco-Village 사업
관광아카데미 운영

자료: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조합 홈페이지, 사업안내 및 관광상품 개발부문 참고 작성.
http://jirisantour.go.kr/.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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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주요사업 실적

표 4-39 | 연도별 주요사업 실적
단위사업

사업내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7,518

테마별·지역별 관광코스개발

연계관광상품
광역연계 관광코스개발
개발
여행상품 발굴·판매 촉진
지리산권
시·군 대표축제 지원
통합축제 개최

2,380
시군
분담금

마스터플랜 수립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

예비 홍보사업 추진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

3,640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지리산권 7품7미 선정 및 발굴
7품7리 육성 7품7미 홍보 및 육성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

4,122

시범마을 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시설도입, 프로그램 개발
(1차, 차)

15,600

남원시
곡성군

타운
투어리즘 존 하동군
시범조성
조성확대(산청군, 장수군,
함양군, 구례군)

8,500

실태조사, 협의회 구성
중저가
평가항목 작성, 인증업소 선정
관광숙박시설
3,600
종합안내·홍보 인벤토리 작성
육성
민박 경영지도 및 인센티브 제공
자료: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조합 홈페이지, 사업안내 재인용. http://jirisantour.go.kr/. 2019.10.3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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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0 | (계속) 연도별 주요사업 실적
단위사업

사업내용

관광순환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성
순환로 조성
연계 교통체계 조성
관광교통체계
친환경적 교통수단 도입
개선
역내 관광교통체계 개선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066

시군
분담금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관광정보화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시범지역 구축 정보서비스

1,310

지리산권 스마트폰기반
3D지도서비스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역관광혁신 관광모니터 운영
체계 구축 기본계획, 샘플사업,
실시설계

시군
분담금

지리산권 Eco-Village 사업
지리산권
Eco경유마을 테마사업
Village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

9.800

전문교과과정 개설 및 운영
관광아카데미
13,500
연수프로그램 추진
운영
온·오프라인 인력은행 구축
자료: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조합 홈페이지, 사업안내 재인용. http://jirisantour.go.kr/. 2019.10.30.검색

□ 재원배분
∙ 예산구조 : 정부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 단체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
∙ 조합운영상 필요경비 : 조합원이 균분부담
∙ 사업추진 소요비용
-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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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함

□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상호간 통합적 기능관리 시스템으로,
- 본 연구와의 연계성은 중앙정부간 통합적 기능관리 시스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도움
- 단 조합형태의 지리산관광조합은 1개의 사업인 “관광”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됨

3) 광역행정 연계·협력 사례
(1) 연계·협력 사례
□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거제·통영·남해·하동·광양·여수·순천·고흥의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안권 발
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추진
- 남해안 생태관광협의회 구축 : 전라남도, 경상남도, 문체부, 환경부, 해수부, 8개
시·군

140

그림 4-20 | 남해안 8개 시·군 광역 관광루트별 연계·협력체계 구축

자료: 국토연구원·한국관광개발연구원, 2017. p158.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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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 남해안 발전계획의 개선방향
* (남해안 발전계획의 개선방향 참조) 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한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중임. 남해안 연접
시군의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안사업을 단순취합한 계획으로 구체적 실행전략이 미흡하여 실질적 성과창출에는
한계 내재
- 기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향 제시

현재 문제점

개선방향

(백화점식 계획) 해안권 35개 지자체의 전 분야의
희망사업들을 전부 취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행력 제고) 잠재력이 뛰어난 거
점지역을 선정하고 관광진흥을 통한 발전거점 조성전략
구체화

(분야간 단절) 관광·문화, 산업·인프라 등 분야간
단절로 지역의 종합적 발전전략 수립 곤란

→

(전문분야간 협업으로 계획 경쟁력 강화) 부처간·지자
체 부서간·분야별 전문가 간 현장중심 협업으로 계획의
경쟁력 강화

(지역간 경쟁과 중복) 시·군간 유사사업을 경쟁·
유치하고 지역간 연계협력부족으로 자원의 효율
적 이용 곤란

→

(지역간 실질적 연계·협력 강화로 상생발전 도모) 연계
협력방향(광역루트 등) 제시와 효과높은 연계사업 발굴
및 연계사업 시행체계 구축

(신규·H/W 위주개발) H/W 위주의 사업은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고 콘텐츠 부족으로 이용률 저조
우려

→

(선 S/W, 후 H/W전략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콘텐츠,
실행전략 등 S/W전략을 마련하고 기존(유휴)자원 연계
등 자원의 가치재창출 중시

(국비 의존적 계획) 지자체는 지역계획 수립시 지
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 확보에
초점

→

(정부지원 다각화) 재정지원은 기존 각 부처의 지원사업
과 연계지원하고 규제완화 및 민자유치 촉진 지원

- 지역발전거점 조성계획의 실행력 강화방안으로 거버넌스(관계부처간 협의체구축, 간사부처는 지자체와 소통협의
업무총괄), 예산지원(지역연계사업과 연계하여 시기 및 동일지역 집중 조정, 시도포괄보조예산의 시군연계사업
활용 제도화 개선)
자료: 국토교통부. 2014.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결과 및 감사원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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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발전계획의 통합추진 사례 참조) 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한 ‘남해안발
전종합계획’은 남해안 연접시군에 대한 종합적 지역발전계획 및 통합연계사
업 발굴사례에 해당
☞ 통합추진 거버넌스와 예산지원체계가 필요
표 4-41 | 남해안 발전계획의 시공간기반 통합화 추진사례

연접대상지역
(경남4개시군, 전남4개시군)

지역현안사업 추진현황
(남해안 관광벨트→선벨트→동서통합
지대)

시·공간 통합사업:
광역관광루트

광역관광루트→
연계가능 지역자원 인벤토리화
지역발전 통합계획 도출(관광, 문화, 산
업, 교통, 인프라, 경관, 환경, 스마트,
도시재생)

자료: 국토연구원·한국관광개발연구원. 2017. p.6, p.7, p.52, p.16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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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 한국형 산티아고 가는 길 형성
∙ 국토교통부에서는 숲+길·문화 기반의 민통선지역 ‘한국형 산티아고 가는 길
형성’ 추진
∙ 동~서에 걸쳐 있는 248km의 DMZ 일원을 공통된 테마로 연결함으로써 DMZ
관리방안의 기초 정립(숲길 기반의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
그림 4-38 | DMZ 평화생태지대 조성계획 현황
‘숲+길·문화’ 기반의 거점지역개발

프랑스 랑또네를 즐기는 사람들
자료 :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2019, pp.21-22.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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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생태도로

∙ 한반도를 가르는 DMZ가 선사하는 자연과 풍광 보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 전
쟁으로 인한 아픔과 분단에서 새로운 감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칭)'어울
林 248' 관광테마루트 조성
∙ DMZ평화생태지대 조성 : 6개 부처, 3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10개 시·
군 통합거버넌스체계 구축(국경위원회(가칭)

그림 4-23 | DMZ평화생태지대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안)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2019, p.24.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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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 남해안 발전계획의 시공간기반 통합화 추진사례
부처

통일부

행정
안전부

국토
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
관광부

기 타

추진계획

주요 내용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국정과제)

․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 DMZ환경관광벨트: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
트 구축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구상(2018)

․ DMZ와 접경지역 일원을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기본계획(2015)

․ DMZ 자체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평화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설치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2009)

․ DMZ를 세계적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 조성

접경지역(10개년)종합계획
(2003-2012)

․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공간적 통합, 낙후지역
탈피, 지속가능한 개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전진기지(경기도), 한민족 평화생태지대(강
원도)로서 DMZ 관리전략 수립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 지역특성을 고려한 5개의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중 DMZ 접경지역
은 남북교류, 첨단산업벨트 해당

국가환경종합계획
(2006-2015)

․ DMZ일원은 국토생태축으로서 백두대간과 연계, 동서 생태축으로
관리,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06-2015)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보전 계획

DMZ일원 생태계보전 대책
(2005)

․ DMZ 일원 생태계 조사 및 각종 법제도적 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통한 생태계보전대책 수립

평화․생명지대(PLZ)
광역관광개발계획 (2009)

․ DMZ를 따라 한반도를 횡단할 수 있는 “DMZ 평화․생명지대(PLZ)
횡단코스” 개발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2-2011)

․ 남북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남북한 관광개발협력체계 구축

평화둘레길 조성사업
(2019)

․ 파주, 철원, 고성 등 3개 지역의 DMZ 평화둘레길 조성 및 시범운영
계획(남북협력기금 약 44억원 지원)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2019, p.14. 표 인용 ; 강민조 외. 2018. pp.71-74.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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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중앙정부의 통합적 지역발전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1) 추진전제
□ 분권과 통합적 추진
∙ 지역발전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부처간 중복투자와 자원낭비
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간 과당 경쟁과 무리한 참여, 상호 전략적 연계와
조정의 부재로 지역발전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여기서 검토 대상이 되는 문제는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분권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의 문제임
∙ 먼저, 분권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1) 첫째는 중앙정
부가 가진 행정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또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과, (2) 분권화된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지역화’임56)
∙ 다음, 통합의 문제는 유사ㆍ중복적인 개별 중앙부처의 지역발전 사업에 관한
것으로, 앞서 제시된 영국의 GOR 사례는 현행 중앙정부 부처의 분절적ㆍ개별
적인 지역업무 수행에 따른 연계성 미흡과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
56) 여기서 ‘중앙정부의 지역화’란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수립하는것과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조직 및 체계를 분권화된 지방정치/행정체계에 맞춰 개편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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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지역내에서 중앙정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거버넌스적 운영
∙ 지역발전사업은 계획에서 집행,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배분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확정된 세부적 사업을 발전하고 집행함
∙ 그러나 상호협력과 보완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지역발전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단절적ㆍ형식적 운영의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양자간 협
력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버넌스 문제가 중시됨
∙ 더욱이 중앙정부의 부처간 지역발전사업의 통합관리 논의는 지역발전 관련사
업의 거버넌스를 다차원적ㆍ복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2) 추진모형
□ 위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에 따라 분권은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중앙정부 지방특별행
정기관으로의 권한이관을 동시에 포함하되, 복수의 중앙부처 이해관계를 담아내야 한
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분권형 거버넌스 체제구축을 우선함
∙ 중앙정부 주도 분권형 거버넌스체제에 대응하는 모형이 지방정부 주도의 자
치형 거버넌스 체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단일 지방정부 주도형과
복수의 지방정부 연합주도형이 있음
∙ 전자의 예로는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일본에
서 운영중인 광역연합(그중에서도 간사이광역연합)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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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자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하여 특행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이후 이양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란이 있으며, 지방의회와 언론에
서는 지속적으로 반환요구가 있는 실정임
∙ 후자의 경우 실제적인 권한 운영에 있어 연합적 성격이 갖는 제약적 요소가 많
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앙주도 분권
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다음 개선모형의 제시는 단계적ㆍ점진적 적용안의 모색에 초점을 둠
∙ 제시안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으로 수직적
기능 및 권한 재배분, 정부부처간 수평적 기능조정 및 통합관리, 통합관리
수행을 위한 통합관리 전담기구의 실설 등 다수의 협의ㆍ조정과정을 포함하
고 있음
∙ 때문에 각 안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조정을 요한
다는 점에서 던계적ㆍ점진적 접근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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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거버넌스 추진체계
□ 대안의 모색은 2단계로 제시되는데,
∙ 1단계는 각 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에서 담당하는 기관 중 국가의 지방행
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국토청이 유일하며, 현재 지역개발사업관
리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지방국토청을 중심으로 기타 공사·공단,협·단체
등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사전 연계·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안이며, 2단계는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
관과 공사·공단,협·단체등 기관간의 통합체(가칭 지역발전통합청)으로 기존
의 연합체를 확대개편
∙ 2단계는 복수의 중앙부처 지역발전관련 기능에 대한 통합관리 모색안임

1) (1단계) :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연계·조정 안
(1) 역할개요
□ 지방국토관리청이 각 부처의 지역발전사업 실행기관인 공사·공단, 협·단체등과 연합
체를 구성, 지방단위에서 지역발전 사업운영에 대한 계획내용을 연계·조정을 가지는
모형임
- 시·군 단위로 각 지역발전사업의 시행시기 계획내용을 연계–조정하여 시너지효과
를 증대
- 시·군 단위로 각 분야의 콘텐츠가 포함된 패키지 계획을 선정하여 지원
(각 부처 지원사업별로 일정 비율 우선 시행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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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
□ 제1안의 거버넌스 구성주체는 지방국토청을 중심으로 각 지역발전지원사업 업무관계
된 중앙정부의 기타 공사·공단,협·단체 등임
∙ 지방국토청을 중심으로 기타 공사·공단,협·단체등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각 기
관별 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사전 연계·조정하는 기능 수행
□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지역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특
별지방행정기관)와 지역발전사업 실행기관(LH, 콘텐츠 진흥원 등 공사·공단, 협·단체)
간 협력ㆍ조정관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다
는 기대효과가 있음
□ 1단계의 경우 제도적 변화의 용이성이 우선하는 반면,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근본
적인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앞서 사례로 든 일본의
경우 광역지방계획협의회가 지역단위 사업의 조정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서는 의미를 가짐. 하지만, 별도의 예산과 재정지원제도가 지원되지 않고, 행
정구역의 경직성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현재는 광역지역계획의 수립에
있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사업 그리고 재원을
적정수준에서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나아가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추진을 통합ㆍ조정하는 추진체계를
정비한 예에서도 볼 수 있음
∙ 일본은 부처간 칸막이가 여전한 중앙정부 부처간 지역정책의 조정ㆍ연계 강화
를 위해 내각부 내 지역활성화통합본부 및 통합사무국 등 상설추진체계를 운
용하고 있음. 지역활성화통합본부는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실무역할을 담당
함으로써 부처이기주의가 강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역정책을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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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고 연계시키기에 적절한 추진기구로 평가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일본의 예는 지방단위의 협의회 수준으로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중앙적 차원에서의 관련기능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선
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후속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줌

2) 2단계 : (가칭)지역발전통합청 설치안(다수 중앙부처(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발전관련 통합관리)
(1) 역할개요
□ 제2안은 통합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안이지만, 중앙부처에 산재한 지역발전 관련사
무를 발굴, 통합ㆍ연계관리하는 모형임
□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통합관리전담기구(가칭 지역발전통합청)가 설치되는 경우 지역협
약 체결 및 예산지원창구의 일원화가 가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조정과 협
력을 촉진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처주의 원리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조직 속에서 여러 부서의 업무를
지방에서 총괄 추진하는 지역발전청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
으며,
∙ 실제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경험의 부족으로 다수 중앙부처들과의 협력적인 업
무처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은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를 모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 보다,
중앙부처간 단절과 분리의 문제가 사업의 유사ㆍ중복문제에 있어 선행적 요인이 됨. 이
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단위의 협의ㆍ조정이 근본적 문제해결의 출발점
이 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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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분권의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
화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현재의 집행부서에서 지역단위 사업기획, 집행 및 예
산작성 등에 대한 자율성을 지닌 지역발전통합부서로서의 위상전환 필요함

(2) 조직 및 기능
□ 2단계의 조직구성형태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단위의 수평적 참여범위를
확대한 모형임

그림 5-1 | 지역발전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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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은 (1단계)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 중앙부처의 추가 관련 기능을 고려하여 본부단
위를 학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 기능을 대폭 이양하며 연계사업의 예산운용권한을 부여하고 통합예
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 중앙부처의 지역발전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
하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2단계)의 (가칭)지역발전통합청의 주관부서에 대해서는 다수의 부처업무 조
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외에 총리실 산하, 균형발전위원회(행정
위원회 전환 전제)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
표 5-1 | 중앙부처 기능의 이관(안)
구분

주요사항

이관방향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체부/해양수산부) 등 -> (가칭)지역발전청

이관사무

제2안(국토교통부/행안부 지역발전기능, 도시재생기능의 사업관리업무)
+ 산업통상자원부,(문체부/해양수산부) 등의 지방발전 관련 업무(예시)

사전협의

관련 중앙부처간 기본계획 수립 협의 체널 사전 설치
주관기관 선정
1안 : 국토교통부
2안 : 총리실
3안 : 균형발전위원회(자문위에서 행정위로 법적 선경 전환후)
관할구역에 대한 조정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 적극 발굴

기타

- (가칭)지역발전청에 사업관리계획, 조정, 협의권 부여

자료: 저자 작성

(3) 거버넌스
□ (2단계)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관련 기존의 연합체를 확대 개편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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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별자치단체형
- 지방정부 중심 복합기능 거버넌스(조합, 광역연합) -

(1) 역할개요
□ 광역연합의 설치구상은 앞서의 대안들과 달리 지역발전 통합관리전담기구를 지방자치
단체 주도로 구성하는 방안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통합전담관리기구 설치방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
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현재 제도도입이 검토중인 광역연합이 있음
□ 광역연합과 일부사무조합의 비교
∙ 일본에서 광역연합은 일부사무조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하나로 규정
되어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짐
∙ 광역연합과 일부사무조합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수행기능이나 권한과 같은 핵심영역에서는 차이가 있음
- 첫째, 광역연합의 기본수행사무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구가 수행하는 사무
로서 광역에 걸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광역에 걸친 처리란 “광역에 걸친 종합계획(광역계획) 작성”, “광역계획 실
시를 위한 연락조정”, “광역계획의 집행”을 의미함
- 둘째, 광역연합 사무와 관련된 상급기관(국가 또는 광역단체)에 관련 권한의 일부
를 요구하는 수행하는 사무란 ① 광역단체가 가입하는 광역연합의 장은 그 의회의
의결로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광역연합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행정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하기로 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의하여, ② 광역단체가 가입하지 않은 광역연합의 경우 동일한 절차로 광역자
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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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일본의 일부사무조합과 광역연합의 차이점
구분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성격

특별자치단체 (우리나라는 불인정)

구성

· 광역단체, 기초단체 및 특별구
· 복합적 일부사무조합은 기초단체 및 특별 광역단체, 기초단체 및 특별구
구만 가능

설치
목적

지방공공단체가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에
구성단체 또는 그 집행기관의 사무 일부를 관하여, 광역계획을 작성하고, 광역계획실시를 위하여 필요
공동처리
한 연락조정을 도모하며, 사무의 일부를 광역에 걸쳐 종합
적․계획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처리
사무

· 구성단체에 공통된 사무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
· 복합적 일부사무조합의 경우는 전체 기초
구성단체간에 동일의 사무가 아니어도 관계없음
단체에 공통된 사무일 필요는 없음

국가로부
터의 권한
이양

구성
단체와의
관계

특별자치단체 (우리나라는 제도 미도입)

-

· 국가 또는 광역단체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광역연합의 사무와 관련된 것을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광역단체가 가입하는 광역연합은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광역연합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행정기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구성단체에 규약변경 요청 가능
광역계획을 책정하고, 그 실시에 대하여 구성단체에 권고
가능
· 광역연합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단체장, 지역
공공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 설치 가능

설치
절차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회의 의결을 거
쳐, 협의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광역단체가 좌동(단, 총무대신은 광역연합을 허가할 때 국가의 관계
가입하는 것은 총무대신, 그 밖의 경우는 행정기관장과 협의)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

조직

· ‘의회’-‘관리자(집행기관)’
복합적 일부사무조합의 경우에는 관리자 ‘의회’-‘장 또는 이사회(집행기관)’
를 대신하는 이사회 설치가능
공평위원회,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치
공평위원회, 감사위원은 필치

선거
방법

의회의원 및 관리자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회의원 및 장은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에 의함
의하여 선거 또는 선임됨

출처: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kouiki/kouiki.html), 공동처리제도개요(共同 理制度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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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구성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거버넌스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상대적
으로 제한적임
∙ 본 연구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 관리역할 수행이 용이한 광역연합
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 분권형 통합전담기구와 비교·논의함

(2) 조직 및 기능
□ 광역연합의 조직구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 지방정부로부터 광역사무
를 이관받아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구성
형태를 명시하기는 어려움

그림 5-2 | 광역연합구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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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본의 예를 보면 광역연합의 기관구성은 광역연합위원회, 광역연합의회, 광역연
합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공평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 또한 간사이광역연합은 기본적으로 광역방재, 광역관광ㆍ문화진흥, 광역산업
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ㆍ면허, 광역직원연수, 기타(광역적
인 행정추진과 관련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간사이의 광역적 계획의 종합 조
정, 교통ㆍ물류기반정비(간사이광역교통·물류기반정비계획)의 검토, 행정위
원회사무의 공동화 검토) 등의 분야에 있어 협력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거버넌스
□ 간사이광역연합의 거버넌스 주축은 광역연합 구성 단체장으로 이루어지는 광역연합
위원회이며, 이외에 의회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연합의회, 광역연합협의회 등으로 이
루어짐
□ 특히 광역연합협의회는 주민(지역단체・경제단체 등), 전문가, 광역연합장, 구성단체의
장, 광역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장, 시장회・정촌회 관계자로 구
성되는 의견수렴ㆍ협의시스템임

3) 종합
□ 이상에서 제시된 1단계, 2단계와 광역연합모형은 다음 표와 같이 비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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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각 단계별 주요사항 종합
구분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의회

(가칭)지역발전통합청

지방정부주도형

(제1단계)

(제2단계)

광역연합모형

추진
주체

기존 지방국토관리청과 각 부처
실행기관 협의회

(가칭)지역발전통합청

광역연합정부

거버
넌스

관련기관 협의체
(협의/조정 역할)

지역발전청 중심 거버넌스

광역연합정부 중심 거버넌스

조직
기능

지방국토관리청내 관련 국단위 신
설(기존 기능 + 국토교통부 지여
발전, 도시재생기능 이관)+ 각 부
처 실행기관(공사·공단, 협회 등)
조정부서 신설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장단점

기타
(사례)

지역발전청내 중앙부처 사무재편
본부 단위로 구조(국토교통부+행 집행부, 광역연합의회, 자문기관
정안전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으로 구성
[예시])
구성정부 이관 광역사무
조정부서 확대 신설
국토교통부
또는 총리실

광역연합정부

다수 중앙부처 분절현상 해소에
도입운영 용이
긍정적 영향
지방정부 주도로 자치원칙 충실
지역발전사업의 분절적 현상 해결 중앙부처간 부처이기주의 해소과 중앙권한 추가 요구 등에 대한 중
에 영향 미흡
정 난항
앙정부 비협조시 목적달성 어려움
지역발전청 설립 근거 마련 필요
제도 없음
(영국 GOR)

현 시스템

제도 없음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자료: 차미숙, 2003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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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반의 통합기구 도입 등 정책방향
∙ 지역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부, 문화관광부, 국토교
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의 지역지원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조정·연계하
고, 지자체와 협업 촉진을 통해 지역거버넌스체계의 주체로 기능 재정립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양 작업과 연계하여 선제적 추진

그림 5-3 | 지역발전통합청 구상과 지역거버넌스 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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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조치
1) 행정적/법적 조치
□ 행정적 조치
∙ 행정적 조치는 제1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간 기능 및 권한 재
배분이 핵심이 되는 바, 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국토교통부내 지역발전 관련사무 기능이관을 위한 TF 구성
- 이관 지역발전사무 발굴 + 인력/예산 + 관련 권한 검토
- 지방국토관리청으로의 기능이관
- (가칭)중앙-지방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다음 제2안의 경우 (가칭)지역발전청이 설립되는 문제로 제1안보다는 복잡한
협의와 행정적 조치를 필요로 함
- 관련 중앙부처간 지역발전관련 통합/이관 협의체 구성
- (이관/통합관리 원칙 협의, 통합관리 주관부서 결정 등)
- 부처별 기능이관 TF 구성
- (이관 지역발전사무 발굴 + 인력/예산 + 관련 권한 검토)
- (가칭)지역발전청 설치
- 지역발전청 중심의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

□ 법적 조치
∙ 제1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인 조치는 필요 없으며, 내부 이관절차를 통해 운영
이 가능함
∙ 제2안의 경우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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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참여하는 중앙부처 지역발전관련 사업의 수행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며,
- 둘째,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한 각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사업 운영을 통할할수 있는
특별법((가칭)중앙부처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통합관리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각의
개별법에 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있음

∙ 향후 여타 중앙부처의 관련 기능에 대한 추가 용이성, 법제정의 편의 등을 고
려할 때, 후자의 특별법 제정을 우선 모색함

2) 재정적 조치
□ 중앙정부 지역발전사업의 통합관리는 결국 비용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
로 하는 것임
∙ 중앙부처의 지역발전 관련사업은 국고보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고보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구성하는 지방재원인 동시에,
∙ 세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향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앙재원이라는 양
면성을 가짐
∙ 그러나 현재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제는 의사결정과 집행주체가 분리ㆍ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비효율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발전사업 전담기구(지역발전청)의 추진은 재원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방안 검토와 맞물려 논의되어야 함
□ 통합관리를 통한 중앙단위에서의 유사ㆍ중복 사전 조정
∙ 국고보조사업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에서 기존
의 정부간 역할 ‘분담’의 구조를 지속하여 분절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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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재정운영 및 기능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사업의 수행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중앙단위에서 각 부처별로 유사 중복사업들을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사업의 유사중복을 답습하는 비효
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 따라서 중앙부처간 유사증복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사업내용
을 재편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단위에 제시되어야 함
□ 통합보조금과 포괄보조금 운영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동일목적, 동일수혜기관, 동일수혜
대상으로 사업을 통합지원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탄력성을 제공해 주어야 함
∙ 제1안의 경우 상위 사업으로 개별사업을 통합운영하는 통합보조금 방식 활용
함(통합보조방식은 동일부처내 사업일 경우 적용).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세분
화되어 추진되는 경우 종합적ㆍ체계적 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때
문에 이들 사업의 경우 상위사업과 통합하여 사업추진의 체계화와 사업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모색할 수 있음
∙ 제2안의 경우 복수의 중앙부처 지역발전사업이 통합관리 되는 안인데, 이와
같이 소관 부처가 다른 유사사업 통합의 경우 포괄보조금 방식이 운영 가능함
(포괄보조금 방식은 지역발전이라는 보조금을 설정해 두고 여기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활동과 범위를 정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임)
□ 공모방식의 개선
∙ 보조사업중 공모방식의 경우 공모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또는 공모 이전에 지방재정 부담규모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지방재정관점에서
사전검토하는 작업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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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모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분담할 수 있는 지방비 부담비율의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법도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대한 주민공개 강화
∙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사후적인 평가를 통하여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방법임
∙ 사후성과의 공시는 지역단위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책임성 제고의 수단
이 되는 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의 신청과 집행에 있어 필요성과 재정
적정성에 기반하여 추진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함
∙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재정영향평가는 물론 주요 의사결정
등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거버넌스 참여자의 책임의식 제고와 지역주민의 관
점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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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주요결과
□ 연구의 요약
∙ 본 연구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각종 지역발전지원사업이 추진 체계의 다기화
로 분절화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음
- 각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 시·군 단위에서는 문
화·관광·인프라 및 산업 등 분야 간 단절로 지역의 경쟁력 있는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인접 시·군간 경쟁·중복 등으로 지역발전차원의 효율적인 이용도 미흡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정부지원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분야 간 단절, 지역 간 경쟁과 비협조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효과 저하문제를 해소하
기 위하여 중앙부처 지역발전사업의 지역단위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중앙부처의 각종 지역지원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조정-연계하고, 지자체와 협업 촉
진을 통해 지역거버넌스체계의 핵심주체로 역할

∙ 제1장에서는 앞서의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기술
하였음
∙ 제2장에서는 분권형 지역균형발전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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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지역발전정책 추진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거버
넌스체계를 검토하였음

∙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추진체계와 실태 및 문제점을 검
토하였음
- 지역발전지원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의 추
진조직 및 재정과 사업을 검토하였음

∙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
였으며,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지원 사례로 영국, 일본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음
- 영국의 GOR, 독일의 국가통합행정청, 일본의 지방청 및 지역정책부를 검토하고,
국내 적용 방안 및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 영국은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8년
부터 광역지역 단위로 중앙정부 지역통합사무소(GOR, Goverment Office of the
Region)를 설치하여 10개 부처의 지역발전업무를 해당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수행

∙ 제5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분권형 지역발전 거버넌스 추진쳬계 구축 방안에 대
해 검토하였음
- (1단계) 각 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에서 담당하는 기관 중 국가의 지방행정기
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국토청이 유일하며, 현재 지역개발사업관리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지방국토청을 중심으로 기타 공사·공단,협·단체등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사업을 기획단계어서 사전 연계·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안
이며,
- (2단계)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사·공단,협회·단체 등 기
관간의 통합체(가칭 지역발전청)으로 기존의 연합체를 확대개편)로 (2단계)는 복
수의 중앙부처 지역발전관련 기능에 대한 통합관리 모색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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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결과
∙ 지역발전정책이 그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창출은 미흡한 것으로 평
가, 초고령화 등 지역의 정책여건을 고려해야
- 지역발전정책은 1960년대 이후 계속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해왔으
나 성과창출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분산정책의 한계, 정책간의 상충 및 구축효과, 전달체계의 복잡화, 중앙부처와 광
역지자체의 중복업무,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지역에서의 정책흡수력 및 시너
지창출 약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포괄보조방식의 도입 등 제도적 성과도 있었음

∙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정책 흡수력이 매우 낮아진 상태, 기존
균형발전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추진방식에 있어서 분권보다는 수도권에 집적된 기능의 분산에 치중하였고, 중앙주
도의 정책추진으로 지자체 자율성이 제약 받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기획력, 주민참
여의 부재 등 지역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음
- 최상철교수는 2015년 과거 국토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징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혹평. 계획의 수립방식, 내용 등은 과학적 기법 도입 등으로 정치해지고
있으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 영국의 GOR 운영사례의 시사점은 현재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시책들을 과감하
게 지역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앙부처와의 상호간 관계
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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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중앙정부 부서의 다기화와 분절적인 업무수
행에 따른 비효율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중앙정부 업무가 통합
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전달체제의 구축방안으로 검토
- 중앙정부 업무의 부문별 수행에 따른 업무의 분절성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
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region) 중심의 통합적인 방식
(place-based integrative approach)을 채택하여 GOR과 RDA가 탄생하였고, 그
이후 분권화 정책에 의하여 LEP와 지방정부연합체 등이 탄생하게 됨

∙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동일 시·군내에서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권화에 기초하여 지자체의 정책수용능력을 제고해 나가
야함
- 시·군 단위로 각 지역발전사업의 시행시기, 계획내용을 연계·조정하여 시너지 효과
를 증대하는 것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국토청 등)이 지역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해 시·군 단위로 각 분야의 콘텐츠가 포함된 패키지 계획을 선정하여 지원
- 첨단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가 다기화 할수록 단일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인접한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 특히, 첨단
산업, 환경, 관광, 공동자원의 활용, 기후관련 대응책 부문에서 그러함. 따라서 시
장·군수를 비롯한 지역발전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기획능력 향상,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한 정책조정기능 강화, 인접 지자체와 정책연합 강화 등 분권화에 기초하
여 다양한 정책 수용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영국의 사례에서도 지역중심의 통합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GOR과 RDA가 탄생하였
고, 그 이후 분권화 정책에 의하여 LEP와 지방정부연합체 등이 탄생하게 되는 사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권화의 정신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지방기업파트너십(LEP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을 응용하여 쇠퇴지
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권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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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지역기업파트너십(LEPs)는 2011년부터 지방정부와 기업 간 자발적으로
형성된 파트너십으로, 지방(region)의 권역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광
역적 문제, 지방의 경제성장 등에 초점을 두었음. 2012년 3월에 폐지된 지역개발청
(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이 수행한 일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지역발전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의 단계별 구축 필요
- 중앙정부의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사업추진과 시군간 연계·협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단위에서의 중앙부처 업무를 총괄 기
획·조정하는 (가칭)지역발전통합청이 필요
- 지방국토청의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시작으로 영국의 GOR기능을 수행하고, 시범
실시 후 점차 기능을 확대하여 (가칭)지역발전통합청으로 전환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외국의 제도를 무리하게 이식하기보다는 학습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단계별로 시행)
- 분권화의 발전은 시민의식과 제도의 발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므로 시민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제도적 발전만으로 분권화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음
- 각종 지역발전지원사업을 연계·조정한 적용사례로는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
업’으로 남해안 생태관광 협의회를 구축하여 문체부, 환경부, 해수부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8개 시군이 참여하여 광역 관광루트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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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 현재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시책들을 과감하게 지역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앙부처와의 상호간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지역발전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의 단계별 구축
- 중앙정부의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사업추진과 시군간 연계·협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단위에서의 중앙부처 업무를 총괄 기
획·조정하는 (가칭)지역발전통합청 운영 검토

∙ 지방국토청의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시작으로 영국의 GOR기능을 수행하고,
시범실시 후 점차 기능을 확대하여 (가칭)지역발전통합청으로 전환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전략 마련
- 영국에서도 중앙정부 업무의 부문별 수행에 따른 업무의 분절성과 이로 인한 비효율
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region) 중심의 통합
적인 방식(place-based integrative approach)을 채택

□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동일 시·군내에서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권화에 기초하여 지자체의 정책수용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함
∙시·군 단위로 각 지역발전사업의 시행시기, 계획내용을 연계·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것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국토청 등)이 지역 전문가집
단의 참여를 통해 시·군 단위로 각 분야의 콘텐츠가 포함된 패키지 계획을 선
정하여 지원
∙ 시장·군수를 비롯한 지역발전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기획능력 향상, 전문
가집단의 참여를 통한 정책조정기능 강화, 인접 지자체와 정책연합 등 분권화
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 수용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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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례에서도 지역중심의 통합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GOR과 RDA가 탄생
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권화의 정신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
어야 함

□ 지방기업파트너십(LEP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을 응용하여 쇠퇴지역을 대
상으로 ‘지역경제권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지원
∙ LEP의 주요 목표는 “진정한” 기능적 경제지역을 위한 민간과 시민 지도자 간
파트너십을 생성하는데 있음
∙ 초고령화, 인구감소가 심각한 쇠퇴지역을 일차 대상으로 인접한 3~4개 시·군
이 기획, 주택, 고용, 지방 교통, 전략산업, 기반시설 뿐 아니라 관광까지 포
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핵심사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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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을 지역단위(광
역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사업
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음
∙ 지역발전사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통상
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
의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거나 다양한 지역실행조직(소속·산하기관
등)을 통해 실행하고 있음
∙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실행조직을 통해 지역발전사업이 실행되면서, 지역단
위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분절화(fragmentation) 현
상 및 중복(redundancy)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시군단위에서는 동일 시·군내에서도 도시재생을 비롯한 문화·관광·인프라 및
산업 등 분야 간 단절로 인하여 지역의 경쟁력 있는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인접 시군간 경쟁 및 중복 등으로 지역발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 결국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효과는 저하되고, 중앙부처의
지역실행조직의 산재로 인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 등 비효율성이 야
기되고 있음
∙ 지방분권화가 진전될수록 지역발전지원사업의 분절화 및 중복 현상이 가중될
것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의 각종 지역지원사업이 연계 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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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기간 등의 제약으로 중앙부처 중에 지
역개발지원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
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의 부서에 대한 조직기능에 대한 분석과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중복기능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다만, 정책제안사항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사업추
진과 시군간 연계·협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역
시도 단위에서의 중앙부처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가칭)지역발전통합청이 설
치될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중복기능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과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광역연합, 조합, 지방기업파트너십(LEP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형태, 그리고, 다수의 중앙부처-특별지방행
정기관-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협력모형과 다양한 수범 사
례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사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음
∙ 중앙부처-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새
로운 관계정립을 비롯하여 미흡한 부문은 향후 과제에서 보완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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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Based on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Yang Jin Hong, Lee Mee Young, Jeong Wooseong,
Kim Byeong Kuk, Lim Jeong Bin, Jeon Yong Tae, Choi Min Na

Key words: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Government Support
System,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Despite the large amount invested into the Balanced Regional Growth Project,
performance has been evaluated to be lacking, and signals a need to consider
super-aging and other regional policy conditions. Rural areas capacity for policy
absorption has been lowered due its transition into a super-aging society,
therefore, existing regional growth policies are facing limitations, calling for a
new paradigm.
Case study of the operation of the U.K.‘s GOR shows the need for
restructur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level specialize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entral administration through either extensive
transfer by central administr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o regional
level specialize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o local self-governing bodies.
For regional development efficiency improvement, selection 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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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same regio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olicy
absorption cap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has to be incrementally
improved, beginning with decentralization.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should be used in declining regions by
establishing and supporting the “regional economy and living sphere vitalization
plans” targeting said regions.
Restructur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level specialize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entral administration through extensive transfer of
the regional developmental policies of the current central administration to the
regional level specialize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o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is needed.
Incrementally expansion of the policy absorption cap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efficiency improvement, selection and
concentration

within

the

same

regio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is proposed.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regional economy and living sphere vitalization
plans” targeted at declining regions through application of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is cal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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