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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옹골지게 구현되
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이 중앙
정부(국가)의 위장기관 혹은 수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지방자치
단체가 자신의 자치권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계기를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차원에
서 결집한 민·관·학·정 주체들의 규범정립활동(소위, ‘조례의 역습’ 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평가의 일환이다. 특히 본 연구의 공저자 중의 한 사람이 
수행한 선행연구(“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
토: 국회의 입법권 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의 성과에 기초해
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례안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에 관심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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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규범은 정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정치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의 내용이자 조건이다.1) 따라서 규범을 정립하는 정치적 

행위 못지않게 규범을 적용하는 사법적 행위와 더불어 규범 또한 정치영역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권력 투쟁 중심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실제 생활 속에서 전개되는 갈등 해결이라는 생활현상으로

서의 정치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치학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란 점에 동의한다

면,2) 국제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되는 가치

의 권위적 배분에 관여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산물인 규범 또한 주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내실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주목은 단순한 권장을 넘어서서 긴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3)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장애 사유로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옹골지게 구현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이 지방 차원의 가치배분활동에 중요한 행위자로서 기능하기보다

는 중앙정부(국가)의 위장기관 혹은 수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

롭지 않은 현실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자치권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효적

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계기를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결집한 민·관·학·정 주체들의 규범정립활동(소위, ‘조례의 

역습’ 프로젝트)4)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평가의 일환이다. 다만 관련 주체들의 

1)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도 정치공동체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드
러난다. 특정 국가의 권력관계와 같은 정치적 사실이나 존재로서의 헌법과 그러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당위로서의 헌법, 즉 헌법의 이중성(양면성)에 관해서는 김해원
(2017, 21-22) 참조.

2) 관련해서 특히 김영일(2007 195쪽 이하) 참조. 
3) 지방정치의 개념에 관해서는 하세헌 외(2012, 159-162).
4) 해당 프로젝트는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

진구청, 부산진구의회, 부산일보사, 부산참여연대, (사)시민정책공방 등이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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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활동과 그러한 활동으로 인한 가치 배분의 효과 등에 관한 실증연구 혹은 

관련한 국내외의 비교연구 등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글에서는 해당 

주체들의 활동 결과물로 제안되어 법제화 단계를 밟고 있는 조례안 중에서 특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 지원사무 처리규정」제4조에 따라 노기섭 의원이 의뢰

한 의원입법초안(부산광역시 자치권의 헌법합치적 행사를 위한 기본조례안)5)에 

대한 분석과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조례의 역습’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간단히 언급한 후(Ⅱ), 검토대상 조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고(Ⅲ) 그 의미와 한계를 환기하는 것으로 글을 갈무리할 것이다

(Ⅳ). 아울러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촉발될 수 있는 다른 규범정립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 검토대상 조례의 전문을 별도의 자료로 덧붙인다(Ⅴ).

Ⅱ. ‘조례의 역습’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이래 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한 시혜의 성격

을 지니고 있어 제도적 형식과 내용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제대로 된 지방자

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6) 특히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정립된 조례들이 상위법령과 부조화된다는 이유에서 사

법기관에 의해 폐기된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이라는 구호 아래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준비단계, 의제화 단계, 정책화 단계를 거쳐 
현재 3개의 조례(안)에 대한 법제화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5) 이하에서는 ‘검토대상 조례’라고 칭한다.
6) 이러한 어려움을 헌법개정의 방법으로 타개해보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아주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
권과 관련된 대다수 문제는 헌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 그
리고 무엇보다도 헌법개정 그 자체의 어려움과 바람직함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서 현행 
헌법체제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고민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는 특히 김해원(2017)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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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행사에 대한 일종의 검열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한다.7) 그런데 지방자치단

체에서 정립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들 중에는 비록 일견 중앙의 법령체제와 충돌하

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합리적이거나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한 지방정

치의 성과물인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정립행위로 인해서 중앙의 법령이 개정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자치입법권을 활용해서 중

앙정부의 법령체제와 대결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자치입법권을 공고

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조례의 역습’이 추진되었고, 그러한 추진의 결과물들 중의 하나가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부산광역시 자치권의 헌법합치적 행사를 위한 기본 

조례”이다.

Ⅲ. 검토대상 조례에 대한 규범적 분석 및 해석

1. 서두: 검토대상 조례의 체계와 검토 순서

검토대상 조례는 “부산광역시 자치권의 헌법합치적 행사를 위한 기본 조례”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체가 15개의 조항과 하나의 부칙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단한 규범이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부칙을 제외하면, 검토대상 조례

는 규범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부분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① 규범적 근거 

· 목적을 밝히고 사용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7)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2017년 한 해 동안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는 총 28,878건
(제정 6,027건, 개정 21,631건, 폐지 1,22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28.9%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업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법령 부
적합 자치법규(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
명무실한 조례, 시효가 끝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 결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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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토대상 조례의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제1조 ∼ 제3조: 아래 목차 Ⅱ. 

2.), ②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내부적 차원에서 자치권의 헌법합치적 배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부분(제4조 ∼ 제7조: 아래 목차 Ⅱ. 3.), ③ 자치권

의 외부적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의 분류 및 조사와 점검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제8

조 ∼ 제10조: 아래 목차 Ⅱ. 4.), ④ 자치와 관련된 개별적 영역의 몇몇 특수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부분(제11조 ∼ 제13조: 아래 목차 Ⅱ. 5.), ⑤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부분(제14조, 제15조: 아래 목차 

Ⅱ. 6.). 그런데 본 조례가 자치권의 헌법합치적 행사를 위한 ‘기본 조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와 관련된 개별영역의 몇몇 특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제11조 ∼ 

제13조는 조례의 전체적 맥락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검토대상 조례의 규율순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되, 자치

사무 및 자치권 확보와 관련된 일반조항들의 내용과 의미를 규범적 차원에서 분석 

및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조항들에 대한 검토는 간략한 일별로 갈음할 것이다.

2. 총칙 조항들에 대한 검토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지방자치에 관한 권한(이하 “자치권”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합헌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대상 조례는 제1조에서 자신이 (법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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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부여받은 자치권의 발동에 기인하여 정립된 자치에 

관한 규정이란 점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

을 “합헌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헌법을 정점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규범서열체계─헌

법에 등장하는 성문규범들 간의 서열관계는 상위규범부터 차례대로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① 헌법, ② 법률(제52조, 제53조)·법률대위명령(제76조 

제1항: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항: 긴급명령)·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제6조 제

1항, 제60조 제1항)·법률의 효력이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제6조 제1

항), ③ 대통령령(제75조)·국회규칙(제64조 제1항)·대법원규칙(제108조)·헌법재

판소규칙(제113조 제2항)·내부규율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14조 제

6항), ④ 총리령, ⑤ 부령, ⑥ 자치에 관한 규정(제117조 제1항)·선거/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14조 제6항)─(허완중 2013, 

56)에서 하위에 놓여 있는 규범인 ‘자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조례가 자신의 

근거(“「대한민국헌법」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와 목적(“합헌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양자 모두를 다른 규범적 매개물 없이 직접 헌법에 얽어매어 있음을 뚜렷

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선언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조례정립권자

(부산광역시)가 법령정립권자인 국가기관(특히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의 장 등)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과 소통해서 자신의 헌법적 차원의 권한을 뚜렷하

게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특히 헌법 제8장 지방자치에 

편재된 조항들인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검토대상 

조례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합리적 해석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물론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입법 권한(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와 법령의 적용이 중첩

되는 영역에서 양자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규정인 법령에 부합되는 조례

의 해석·적용이 중요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법령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부합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토대상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 관련 법령(특히 

지방자치법) 조항들의 헌법적합성 판단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본 조례의 규정들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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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정의)와 제3조(자치권 행사의 기본원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사무"란 「대한민국헌법」제8장 지방자치의 전제이자 내용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서, 지방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관할구역 지방공동체와 특유한 

관련을 가지는 사무를 말한다.

2. “제1차적 자치사무”란 자치사무 중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자

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에 속하거나 핵심영역을 좌우하는 사무로서, 해당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좌우될 경우에 헌법상 지방자치가 왜곡

되거나 형해화 또는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는 사무를 말한다.

3. “제2차적 자치사무”란 제1차적 자치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 개입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4. “제3차적 자치사무”란 제1차적 자치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나 소속된 주민의 수 또는 업무처리능력 등의 한계로 인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 개입이 요청되는 사무를 말한다.

5. “국가사무 등”이란 자치사무(제1차적 자치사무, 제2차적 자치사무, 제3차적 자

치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국가사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위임사무”란 국가사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자치권 행사의 기본원칙) ① 제1차적 자치사무와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해서

는 시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② 시의 관할범위에서 행해진 제1차적 자치사무 및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국가 · 중앙정부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는 효

력이 없다. ③ 자치사무를 처리할 만한 능력 및 실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시는 

국가 · 중앙정부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1차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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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토대상 조례는 제2조에서 “지방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관할구역 

지방공동체와 특유한 관련을 가지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정의한 다음, 이를 “지

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에 속하거

나 핵심영역을 좌우하는 사무로서, 해당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서 좌우될 경우에 헌법상 지방자치가 왜곡되거나 형해화 또는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는 사무”인 “제1차적 자치사무”와 “제1차적 자치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 개입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인 “제2차적 자치사무”, 그리고 “제1차적 자치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나 소속된 주민의 수 또는 업무

처리능력 등의 한계로 인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 개입이 요청되

는 사무”인 “제3차적 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사무(제1차적 자치

사무, 제2차적 자치사무, 제3차적 자치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국가사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무”를 “국가사무 등”이라고 정의한 다음 국

가사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특별히 “위임사무”로 명명하고 있다. 

이렇게 사무를 분별한 이유는 국가기관(특히 국회)과 지방자치단체(특히 지방의회) 

상호 간 권한배분 및 권한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헌법합치적으로 사유하기 위

한 개념의 틀을 갖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형식으로도 규율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령정립권자(특히 

국회)가 자치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직접 규율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이 모든 사항들

사무의 관할이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시는 

제3차적 자치사무를 제2차적 자치사무로 전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 

⑤ 시는 위임사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시의 전체 업무처리 중에서 국가사무 등에 관한 업무처리가 50%를 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 ｜ 59 ｜

에 대한 수권여부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자치에 관한 특정 사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자치에 관한 규정”보다 규범서열체계상 상위에 놓여 있는 규범인 

“법령”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헌법이 직접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권한의 형해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해당 사항에 대한 규율권한 

만큼은 지방자치단체(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에게 전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의미 및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117조 제1항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해원 2016, 332). 따라서 지방자치권

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유보하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는 국회의 입법권한은 멈추어야 한다(지

방의회유보원칙)(김해원 2016, 333) 헌법재판소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

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판결들을 통해서 확인해오고 

있으며, 학설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8) 결국 

검토대상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1차적 자치사무”는 강학상 어떠한 경우에도 

8) 헌재 2014. 1. 28. 2012헌바216, 판례집 26-1(상), 94쪽;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헌재 1998. 4. 30. 96헌바62, 판례집 10-1, 385쪽; 헌재 2006. 2. 23. 2004헌바
50, 판례집 18-1(상), 182쪽; 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판례집 26-1(하), 
566쪽; 헌재 1999. 11. 25. 99헌바28, 판례집 11-2, 551-552쪽: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
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
심영역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은 헌법상의 요청인 것이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
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헌재 
2010.10.28. 20007헌라4, 판례집 22-2(상), 780-781쪽: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
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지방자치권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
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
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기본권침해를 심사하는 데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
이나 평등원칙 등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과잉금지의 원칙과 상관없이 지방자치권
의 본질내용이나 핵심영역은 그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방승주 200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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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혹은 자치사무의 핵심

사항(Kerenbereich)이나 본질(Wesensgehalt)에 해당하는 사무를 포착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영역에 침투하는 국가기관(특히 국회)

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최외곽의 한계(die äußerste Schranke)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겠다.9)

③ 한편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사무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나 더 작은 혹은 하급 조직단위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더 큰 혹은 상급 조직단위가 그 과제의 

수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보충성 원칙10)─보충성 원칙

은 지방자치를 헌법규범 안으로 밀어 넣도록 만든 정당화 근거 내지는 당위성에 

관한 논리이면서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헌법적 차원의 권한·기능 

분배규준이다─에 입각해서 국가의 관여가 엄격히 통제되거나 금지되어야 하는 

자치사무와 국가의 보충적 개입이 가능한 자치사무를 헌법이론적으로 구상해볼 

수 있을 터인데(김해원 2016, 336), 검토대상 조례 제2조 제3호 “제2차적 자치사

무”는 전자를 그리고 검토대상 조례 제2조 제4호 “제3차적 자치사무”는 후자를 

각각 포착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란 점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

④ 결국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의 헌법합치적 권한범위 설정과 관련해서 

제1차적 자치사무는 자치영역에 개입하려는 국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산광역시 주민에 의한 자치(‘자기지배’)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

이라면, ‘국가의 개입 없이도 헌법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순조롭

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치에 관한 사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적 자치사무는 

9) Vgl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Ⅰ, 2. 
Aufl., 1984, S. 416; M. Nierhaus, in: M. Sachs, Grundgesetz Kommentar, 
4. Aufl., 2007, Art. 28 Rn. 64.

10) 헌법적 차원의 원칙으로서의 보충성원칙에 관해서는 (홍완식 2000, 
178-182; 정극원, 2006, 189; 홍성방 2008, 794): “지방자치는 헌법상의 일반
원칙인 ‘보충의 원리’(Subsidiaritätsprinzip)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상의 
제도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78쪽: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와도 아무런 충돌이 없
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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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자치업무에 침투하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제1

차적 차단막을 형성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도 자치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검토대상 조례 제3조 제1항(“제1차적 자치사무

와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시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과 제2항(“시의 

관할범위에서 행해진 제1차적 자치사무 및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국가 · 중앙

정부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는 효력이 없다.”) 및 제3항(“자치사무를 처

리할 만한 능력 및 실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시는 국가 · 중앙정부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1차적 자치사무의 관할이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금지된다.”)을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⑤ 아울러 부산광역시에게 제3차적 자치사무를 제2차적 자치사무로 전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검토대상 조례 제3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능력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그 

기대치가 낮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으로 자치사무를 온전히 처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가 헌법현실에서 옹골지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검토대상 조례 제3조 

제4항이 부산광역시에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고 한 부분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서 중앙정부의 의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의 실존적 과제이기도 하다.

⑥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또한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란 점에서 때로

는 “국가사무 등”을 처리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도움 주는 것을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도움과 협력은 업무의 효율성

과 합리성 등의 이유로 권장될 경우도 많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외에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과 협력이 강제되거나 남용된다면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해서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부산광역시에게 국가사무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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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사무(검토대상 조례 제2조 제6호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를 국가에 예속되게 하고 국가의 관료체제에 이용당하

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김해원 2016, 331) 부산광역시가 실질적 권한 

없이 책임을 떠맡게 됨으로써 ‘국가의 위장기관’으로 전락할 우려 또한 깊어진

다.11) 나아가 설사 능력과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직 공무원 등과 같이 기본

적으로 자치사무 처리에 애써야 할 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자치사무

가 아닌 ‘국가사무 등’을 처리하는데 대부분 소진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은 그 실질이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12) 바로 

이러한 우려에서 부산광역시는 검토대상 조례 제3조 제5항(“시는 위임사무를 부담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은 시의 전체 업무처리 중에서 국가사

무 등에 관한 업무처리가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과 같은 자치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50%는 단순히 

업무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업무의 양 

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

역시가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을 살폈을 때, 적어도 부산광역시가 실질적으로 담당

하는 업무의 과반 이상은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어야 비로소 부산광역시는 지방자

치단체로서의 실질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립된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자치권의 내부적 보장을 위한 규정들에 대한 검토

11)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사무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는 위헌의 의심이 있다.

12) 예컨대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사무 혹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소진하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라는 위장을 한 국가공무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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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한과 권한분쟁 수행권한)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한과 권한분쟁 수행권한)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1

조에 따라 시를 대표한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의 입법의사는 

의회가 대표한다. ② 의회의 입법 작용과 관련하여 의회와 국가기관 간, 의회와 다

른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의회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시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한 분쟁 소송의 수행 권한과 관련하여 의회는 시장을 포

함한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검토대상 조례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의 입법의사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산광역시장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의회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

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01조

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할대표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부합되기 어려우므

로, 해당 조항은 한정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주민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단계화된 민주주의(gegliederte 

Demokratie)의 구현에 있으며,13) 이러한 단계화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의 

대의기관이 바로 지방의회이다(지방자치법 제30조).14)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방의회만을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바(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자

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입법의사만큼은 헌법상 

13) Vgl. BVerfGE 52, 95(111).
14) 지방자치법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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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국회와 더불어 헌법상 필수적 입법기관

인) 지방의회가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헌법은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은 법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되거나 혹은 지방의회로부터 선임 혹은 

임명되게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6장 집행기

관”이라는 표제어 아래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규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지방자치법」 제

101조)을 밝히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은 원

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 밖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은 의전적 혹은 형식적 차원의 것에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김해원 2016, 325-326). 따라서 검토대상 

조례 제4조 제1항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라 시를 대표한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의 입법의사는 의회가 대표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위반되는 창의적인 새로운 규범의 창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통할대표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사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해석론을 반영하여 헌법취지에 맞게 정립된 규범

으로서 이해해야할 것이다.

② 검토대상 조례 제4조 제1항이 창설적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 

후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의 입법의사는 의회가 대표한다”라는 

부분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입법권 행사와 관련된 권한분쟁─특히 지방의회인 부산

광역시와 국가기관(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분쟁─에서 이어지는 조항

들(검토대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과 결합하여 소송적 차원에서 새로운 실천

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와 국가기관(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동일한 법주체의 내부기관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상

의 기관소송으로 해당 다툼을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한바15) 결국 해당 다툼의 소송

15)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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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가능성

을 모색해보아야 할 터인데,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국한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6) 예컨대 입법권 행사를 둘러싸고 지방의회와 국가기관(혹은 다른 지방

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곧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므로 종래의 일반적 해석에 따른다면,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소송담당자가 

되어야 하는바, 만약 해당 분쟁을 둘러싸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

가 불일치할 경우 해당 권한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다는 것이다(김해원 2016, 326). 이러한 점에서 김하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에 대한 다툼은 현행법상 관할의 흠결이 있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분쟁도 권한쟁의심판사

항으로 규정하여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김하열 

2014, 536). 하지만 앞서 밝혔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관할권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의사에 국한해서 한정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점에 기초해서 검토대상 조례 제4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을 마련

해두면, 입법권행사를 둘러싸고 지방의회인 부산광역시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권한다툼을 벌리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산광역시장을 

거치지 않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대상 조례를 통해서 선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대상 조례 제4조 제2항은 “의회의 입법 작용과 관련하여 의회와 국가기관 간, 

의회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의회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시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소송 수행 권한과 결부된 자치권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
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16)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
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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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합치적 보장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의회는 시장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대상 조례 제4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제5조(의회의 입법권한)과 제6조(시장의 입법권한)

제5조(의회의 입법 권한) ① 의회는 관할구역의 자치 및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정

립 권한을 가지며, 제1차적 자치사무와 제2차적 자치사무의 규율과 관련하여 독점

적 입법 권한을 갖는다. ② 의회는 법률 또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정립된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제3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입법권한) ① 시장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례로부터의 위임 없이 오직 법령으로부

터 직접 위임받아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①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권행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기관을 명시적

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헌법 제117조 제1항), 헌법 규정만으

로는 구체적인 헌법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관이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헌법 제117조 제2항 “지방자치단

체의 종류”와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형성하

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에게 일정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조례”에 대한 독점적 의결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17)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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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면, 헌법 제117조 제1항 “자치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해원 2016, 325). 따라서 자치권

의 헌법합치적 행사를 위한 기본 조례를 표방하고 있는 검토대상 조례가 자치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조례정립에 

관한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제5조)과 규칙정립에 관한 시장의 입법권한(제6조)을 

명시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②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법률이나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정립권자 또한 일정한 경우(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방

의회유보원칙’과 ‘보충성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해서 처리하는 사무

─즉, 검토대상 조례 제2조 제2호 “제1차적 자치사무”와 제2조 제3호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규율정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검토대상 조례 제2조 제3

호 “제3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규율정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립된 법령은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문언에 근거해서 마땅히 “자치에 관한 규정”보다 상위에 놓이게 된다. 결국 

“제1차적 자치사무”와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 정립권한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의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제3차적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입법권과 법령정립권자의 입법권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범충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한 자치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령

우위원칙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게 된다.18) 바로 이와 같은 이해(지방의회유보원칙

과 보충성원칙 및 법령우위원칙)에 기초해서 등장한 것이 검토대상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검토대상 조례의 이론적 기반이

라고 할 수 있는 논문(“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국회의 입법권 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에 수록된 아래 

표(규율내용에 따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기준)를 

통해서 보다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검토대상 조례 제2조 제2호 

17)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
18) 이에 관한 상세한 논증은 김해원(2016, 338-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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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적 자치사무”, 제3호 “제2차적 자치사무”, 제4호 “제3차적 자치사무”는 아

래 표에서 각각 E영역, D영역, C영역에 상응한다)(김해원 2016, 346-347). 

[규율내용에 따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기준]

[그림]

입법대상(규율내용)
국가사무 자치사무

경계선① 경계선② 경계선③ 경계선④

국회입법권

지방의회
입법권

A영역 B영역 C영역 D영역 E영역

[설명]

경계선

①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직접 규율해야할 사항(A영역)과 그렇지 않은 사항

을 분별하기 위한 경계선

•결정기준(도출근거): 의회유보원칙(헌법 제40조)

경계선

②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분별을 위한 경계선

•지방의회입법권 행사의 최외곽 한계선(자치입법권 개입의 한계선)

•결정기준(도출근거): 헌법 제117조 제1항 “자치에 관한”의 해석론

경계선

③

•자치영역에 침투하는 국회입법권 행사에 대한 제1차적 차단막

•경계선②와 경계선④ 사이를 유동한다.

•결정기준(도출근거): 헌법(‘제8장 지방자치’)에 내포된 보충성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충성원칙에 따른 

국회입법권을 통제하는 강도가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통제강도(심사강

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경계선③은 점차적으로 경계선②로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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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국 D영역의 확장을 가져온다.

경계선

④

•반드시 지방의회가 스스로 직접 규율해야하는 사항(E영역)과 그렇지 않

은 사항을 분별하기 위한 경계선

•자치영역에 침투하는 국회입법권 행사에 대한 최외곽 한계선

•결정기준(도출근거): 지방의회유보원칙(헌법 제117조 제1항)

•경계선④는 자치영역에 개입하려는 국가로부터 주민에 의한 자치(‘자기지

배’)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 바, 국회입법권이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치영역에 침투하더라도 넘을 수는 없는 한계선이

다.

A영역

•A영역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국회 스스로가 직접 규율해야만 하

는 국가사무이다. 

•만약 국회가 A영역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스스로 규율하지 않거나, 타 기

관에게 이를 규율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률을 정립했다면, 해당 (수권)

법률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B영역

•B영역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직접 규율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가 규율하고 있는 소

정의 요건들을 준수한다면 B영역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한 규율권한을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에게 수권할 수 있는 법률을 정립할 수 

있으며, 헌법 제108조 · 제113조 제2항 · 제114조 제6항이 규율하고 

있는 소정의 사항적 한계들을 준수한다면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등에게도 규율권한을 수권하는 법률을 정립할 수 있다.

•그러나 B영역에 해당되는 규율대상은 “자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

무이므로, 이에 관한 규율권한을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수권하는 법

률은 정립할 수 없다.

C영역

•자치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헌법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힘으

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규율권한이 문제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국회입법권과 지방의회입법권이 공존한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 상호간 입법권한이 충돌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충돌은 자치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령우위원칙(헌법 제117조 제1항 “지

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문이 C영역에 국한해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다.

D영역
•헌법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에 대한 규율권한이 문제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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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헌법 제117조 제1항) 정립권한은 

앞서 밝힌 것처럼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지방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정립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규칙정립권한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

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헌법 제118조 제2항 

“지방의회”)가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정립과 관련해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입법권이 지방의회의 입법권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3조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독점적으로 의결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인 조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인 규칙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업

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수되는 집행기관 내부적 사항에 관한 규율정립권을 넘어

서서 자치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지방의회에서 

정립된 자치에 관한 규정인 조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19) 이는 입법권과 집행

권을 분리하고 있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대상 조례 제6조 제1항은 “시장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19) 이러한 위임이 구체적이어야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 즉 자치에 관한 규정
과 관련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본 글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
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김해원(2016. 348-352; 2015, 159 이하) 
참조.

•보충성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D영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

투할 수 없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독점한다.

•유동하는 경계선③이 경계선②에 수렴될수록 D영역이 확대되는 바, 지방

자치단체의 독점적 입법권한은 확장된다.

•D영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보충성원칙에 

따라서 국회입법권을 통제하는 강도는 완화되는 경향성을 띤다.

E영역

•자치사무의 본질적 내용 혹은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지방

의회가 스스로 규율해야만 하는 영역이다.

•E영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의회의 독점적 입법권인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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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임받은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국가차원에서의 입법기관인 ‘국회’

와 집행기관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상호간의 입법권 배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법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영한 규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④ 그런데 문제는 제3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한, 국가기관인 법령정립권자도 법

령을 정립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립된 법령은 지방의회에서 정립되는 자치에 관한 

규정보다 우위에 있으므로(법령우위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지방의회: 부산광

역시의회)에서 의결되는 조례를 매개함 없이 국가기관인 법령정립권자가 법령을 

통해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부산광역시장)에게 자치에 

관한 일정한 규범정립권한(규칙제정권한)을 수권하게 되면, 해당 사항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국가기관

인 법령정립권자가 조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치에 관

한 규칙정립권한을 수권해버리면 필수적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존재 의미와 그 

역할은 경시되고 국가기관(법령정립권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권한행사가 

교란되는 것인바, 이는 법령정립권자와 독립된 별도의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되기 어려운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마련한 조항이 검토대상 조례 제6조 제2항(“지방자치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례로부터의 위임 없이 오직 법령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이라고 볼 

수 있다(김해원 2016, 327). 관련해서 검토대상 조례 제6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일견 지방자치법 제23조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해당 표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립할 경우 반드시 조례로부터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20)을 강조 및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선 규범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기능을 

20) 물론 자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조례 집행을 위해서 집행기관 내부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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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등장하는 법령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가 아

닌 위임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부산광역시장)의 규칙제정권에 국한해서 

규율하고 있는 검토대상 조례 제6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23조와 충돌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21)

3) 제7조(시장의 행정권한)

제7조(시장의 행정권한)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려

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위임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다(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

력만 갖는 사항을 규범으로 정립하는 것은 집행권에 부수된 규범정립권이라고 할 것
인바, 이러한 규칙은 조례의 근거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립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검토대상 조례 제6조 제1항 “조례를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장의 입법권한이다. 관련해서 헌법적 
차원에서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갖는 입법권
(대통령령 정립권한)을 참고할 수 있겠다(헌법 제75조).

21) 이러한 해석 및 문제제기의 원인은 사실 지방자치법 제23조의 문언이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인지 혹은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인지 밝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해당 규정은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율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지방자치
법 제23조의 “법령이나 조례” 부분을 ‘법령과 조례’로 변경하거나, 아예 “법령이나” 
부분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로는 김해원
(2016, 3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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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히 제103조 참조).22)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산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사무를 조례에 따라 처리할 것을 규정한 검토대상 

조례 제7조 제1항은 자치사무 집행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사항을 확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23)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관리

하고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03조).24) 이 경

우 국가기관이 법령으로 과도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업무 수행을 저해ㆍ방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 예속시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위장기관으로 기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검토대상 조례 제3조 제5항을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려

고 할 경우 반드시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검토대상 조례 제7조 

제2항)과 이러한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

관의 임직원은 위임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 조항(제7조 제3항)은 

부산광역시의 자치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검토대상 조례 제3조 제4항의 

“노력”과 제5항의 “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적 차원에서의 권한

배분을 규율한 구체적 조항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검토대상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갈

22)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
다.

23) 물론 검토대상 조례 제7조 제1항 “조례에 따라”라는 문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립한 규칙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해서 지방
자치법 제104조 참조. 

24)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분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가 
아닌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규율하는 소위 위임조례는 그 본
질이 헌법 제117조가 규율하고 있는 “자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국가사무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인 바, 위임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
이고 해당 위임조례 그 자체 또한 위헌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해원(2016, 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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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는 이유로 국가사무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가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

기관이 처리하고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상 

권한배분 원칙에 부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검토대상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자치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계기로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자치권의 외부적 보장을 위한 규정들에 대한 검토 

제8조(자치권 보장을 위한 업무분류 및 업무분류에 대한 점검) ① 시의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가 제1차적 자치사무 · 제2차적 자치사무 · 제3

차적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사무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분류하고 기록해서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 및 

기록에는 해당 업무가 각각의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함께 부기되어 있어

야 하며, 시급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업무수행 전에 확인과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

다. ③ 시장은 매 분기마다 자치권 보장과 실질화의 관점에서 제1항의 확인 및 기

록으로 얻어진 업무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을 거쳐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권 및 자치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관할 구역의 자치 및 자

치사무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조사의 결과를 매 분기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를 통해서 관할 구역 자치의 본질적 내용 또는 제1차적 자치사무 및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이하 “법령 등”이라고 한다)가 확인되면, 시장은 해당 법령 등을 의회에 지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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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자치영역에 개입 · 간섭하거나 동의 없이 국가사무 

등을 과도하게 떠맡기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자치권을 

확보하고 국가기관 등의 행위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자신이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할 구체적 업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그리고 자치사무라고 하더

라도 일정한 경우에 국가기관 등이 우월적 위치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제3차적 자치

사무’인지, 헌법상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서 국가기관 등이 개입할 수 없는 ‘제2차적 

자치사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유보되어있

어야 할 ‘제1차적 자치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근거를 헌법에 기대어 

이 보고하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한 업무집행의 거부를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개입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치권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개입

주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 ① 제3조 제5항 후단의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8조 제3항의 점검과 제9조의 조사를 위해서 시장 소속으로 자치사무 점검·조

사 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는 헌법상 권한배분 또는 시의 자

치업무나 자치권한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원장

이 아닌 위원들 중에서 3분의 1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분의 1은 일정한 자

격을 갖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되 전체 위원들 중에서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 시의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담당하고 있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관한 목록과 정보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해야

만 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의 

조직 · 직무범위 · 위원의 자격 · 경비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되,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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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고 이에 따라 개개의 사무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국가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권력 기관의 행위는 헌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기반한 이러한 기준과 근거 및 분류는 자치영역에 개입하는 국가기

관 등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

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언급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

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간의 구분을 넘어서서 검토대상 조례 제2조와 같이 자치사

무를 제1차적 · 제2차적 · 제3차적 자치사무 등으로 더욱 세분하려는 분류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정립된 법률적 차원

의 사무구분에 지나지 않아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가 되기는 어렵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직접 기대어 자신의 사무를 분별하고 지방자치법상

의 사무구분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비판적 통제를 할 수 있어야 자신의 자치권

을 헌법이 지향하는 방식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자치권 확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무를 분류하는 기

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헌법적 차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준들은 헌법 제117

조 제1항 “자치에 관한”의 해석론, 보충성원칙, 지방의회유보원칙 등과 같은 명칭

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반면에,25) 구축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작업

(현실의 변화무쌍과 함께 유동하는 구체적 사무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평가 및 분류 작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작업이 행해지고 있지 않으니, 국가기관 등에 의한 자치권의 훼손 및 침해행위에 

25) 이에 관해서는 김해원(2016, 346-347) 참조; 물론 헌법 제117조 제1항 “자치에 
관한”의 해석론, 보충성원칙, 지방의회유보원칙 등과 같은 규준이 완전한 것은 아니
며 구체적 활용을 위해서 해당 규준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화될 필요가 있다. 관
련해서 검토대상 조례 제2조 제2호가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
심영역(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에 속하거나 핵심영역을 좌우하는 사무로
서, 해당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좌우될 경우에 헌법상 지방자
치가 왜곡되거나 형해화 또는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는 사무”라는 표현은 지방의회유
보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언급된 보충성원칙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 된 사안에 내포된 광역적 · 국가적 차원의 공익과의 
관련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나 재정적 여건, 면적, 구조 혹은 소속된 주민의 
수나 능력 등등을 고려한 업무처리능력 등을 세부적인 판단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이에 관해서는 김해원(2016, 3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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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상시적인 관찰 · 감시 및 조사 또한 요원한 상황이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발로가 바로 검토대상 조례 제8조(자치권 보장을 위한 

업무분류 및 업무분류에 대한 점검), 제9조(자치권 및 자치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10조(자치사무 점검 및 조사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③ 검토대상 조례 제8조는 부산광역시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에 있어서 해당 업무

가 (제2조가 정의하고 있는) 제1차적 자치사무 · 제2차적 자치사무 · 제3차적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사무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상시적으로 

분류하고 분류한 이유와 분류결과를 기록 · 보관 · 관리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1항 및 제2항), 그렇게 분류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시장이 점검해

서 매 분기마다 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3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산광역시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는 자신의 업무가 어떤 성격의 업무인지

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분류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그러한 성찰과 분류의 결과물은 

검토대상 조례 제10조에 의해 구성된 독립 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인 판단을 받고 

공고를 통한 폭넓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보다 단정한 상태로 계속해서 집적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집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지방자치단체에 침투하는 국가

기관 등의 행위에 대한 반응력 및 민감도는 자연스레 높아져서 검토대상 조례 

제9조가 규율하고 있는 자치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증대하

고, 자치권을 둘러싼 국가기관 등과의 권한 다툼에 도움 될 구체적 사례나 논거들의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④ 자치권 침해행위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사 의무 및 일정한 대응(제

2항 “업무집행의 거부를 선언”, 제3항 “적절한 조치를 요구”)을 요구하고 있는 

검토대상 조례 제9조는 내용적 차원에서 본다면, 자치입법권에 대한 침해와 관련

된 조항(제1항 및 제2항)─부산광역시장에게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

회에서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갖는 사항(즉 제1차적 자치사무와 제2차적 자치사무)

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 등이 확인되면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한 업무집행의 거부를 선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2항)─과 자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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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대한 침해와 관련된 조항(제3항)─부산광역시장에게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개입 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자치권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개입을 발견할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해당 개입주

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으로 구분해서 살필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사법 주체가 아니라) 헌법으로부터 일정한 행정

권(헌법 제117조 제1항 전단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

과 입법권(헌법 제117조 제1항 후단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

정”) 양자 모두를 부여받은 권한 주체(행정 · 입법 주체)로 설계된 점을 고려할 

때, 자치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나 대응 또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이고 추상적인 규범정립 활동(입법)과 그렇게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 · 적극적 · 

미래지향적으로 실현하는 활동(행정)에 주목해서 행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하겠다.

⑤ 검토대상 조례 제10조는 제8조 제3항 업무분류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시장

의 점검 및 보완 의무이행과 제9조 자치권 침해여부에 대한 시장의 조사 의무이행 

및 자치권 침해행위에 대한 시장의 대응행위─업무집행의 거부 선언(제9조 제2항)

과 개입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제9조 제3항)─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배분 또는 부산광역시의 자치업무나 자치권한에 관한 기본소양

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독립된 ‘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그 전문성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함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존중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개별영역의 특수사항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검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의 복지사무를 처리함

에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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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토대상 조례 제11조는 부산광역시의 특정한 복지사무 및 해당 복지사무와 

결부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교부세 반환 명령에 대한 시장의 집행권한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과의 권한배분에 관한 

문제를, 제13조는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견제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자치권의 헌법합치적 행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기본조

례의 내용으로 포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특수한 개별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항들은 우리 헌법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결부된 권한분쟁의 중요

한 쟁점으로서 이미 부각 되었거나 논란되어온 것이란 점에서, 해당 쟁점들을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란 관점에서 조례의 내용으로 담고 이를 현실에서 재점

화하겠다는 부산광역시(특히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조항들로 평가할 

지 않고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한 경우, 시장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당 반환 명

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시장은 제1차적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여야 하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제2차적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협력하거나 자료 제출 등

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사 및 조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3조(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① 시장이「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사와 공단의 장을 비롯하여 시에 소속된 출연기관 등의 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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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②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정립한 대통령의 입법행위가 지방자치단

체인 서울특별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 사건(헌재 

2019. 4. 11. 2016헌라3)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시행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거나 반환되지 않는 이상 권한침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전에는 조건 성립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문제 된 

서울특별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시행령 조항에 

대한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문제가 회피되어 버렸다.26)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

체인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제기하려는 의도를 담아 정립된 규정

이 검토대상 조례 제11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검토대상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반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사법적 차원에서의 본격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③ 과거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

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해당 심판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일부 각하, 일부 기각).27)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 자체가 헌법은 아니며,28) 무엇보다도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3인은 

법정의견과 달리,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합목적성 감

사까지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적 정책결정을 하기 어

렵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받아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전락할 우

26) 헌재 2019. 4. 11. 2016헌라3, 판례집 31-1, 306쪽.
27)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판례집 20-1(하), 44쪽.
28) 오히려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헌법으로 평가되고 통제

되어야 할 하나의 공권력 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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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다분히 있게 되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

서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찰’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찰까

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위헌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강남구청 

등이 제기한 해당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 의견을 피력했다.29)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반대의견에 기대어 또 이러한 반대의견이 헌법현실의 변화 속에서 차츰 

다수의견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판례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정립한 규정이 바로 

검토대상 조례 제12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상위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지방의회가 임의로 지방공기

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 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특히 

대법원 2004.7.22. 선고2003추44). 하지만 헌법적 차원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과 그 내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제1차적 자치사무 및 제2차적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출연기관의 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본적 권한 범위 내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행위에 대한 견제 및 통제

를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소임이란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의 입장 변경을 유도 혹은 선도하기 위한 계기로서 혹은 

이미 행해온 관련 유사한 입법행위들을30) 계속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정립된 규범

으로 검토대상 조례 제13조를 이해할 수 있겠다. 다만 검토대상 조례 제13조는 

부산광역시 산하 출연기관 등의 장을 시장이 임명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의 결과

29)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판례집 20-1(하), 41쪽, 52-54쪽.
30)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이미 

여러 번 발의된 바 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에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유일하다. 동법 제43조에 제주도지사가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부지사를 임용하거나 도의회의 임명동의 대상자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을 임명하기 전에 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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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장이 구속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부산광역

시장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6. 실효성 확보 및 구체화에 관한 규정들 및 부칙에 대한 검토

제14조(과태료)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부

과·징수를 제때 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이 조례를 시장이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사

무 점검·조사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검토대상 조례 제14조는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규범으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강제하고 있다(제1항). 해당 조항은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

자치법 제2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업무를 해야 할 시장이 이를 해태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검토대상 조례 제10조에 의해 마련된 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제2항). 이 조항은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

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부과ㆍ징수 권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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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에 따른 예외적 통제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② 한편 검토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해

서 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③ 부칙은 검토대상 조례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규정하면서도, 유독 시의 

전체 업무처리 중에서 국가사무 등에 관한 업무처리가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제5항에 대해서만큼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부산광역시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많은 사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해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경과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Ⅳ. 마치는 글

검토대상 조례의 전체 체계에서 이질성이 강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을 

제외한다면,31) 검토대상 조례는 기본적으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할 수 있

는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32)을 적극적으로 개선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사무구분을 독려 및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토대상 조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

어야 하는 자치사무 그리고 불가피하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치사무를 구체적

으로 집적해서 자치영역에 개입하는 중앙정부(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실례들과 논거들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검토대상 조례 그 자체로 인해서 부산광역시의 자치권이 직접 성장하거나 옹골지

31) 규범 체계적으로 본다면 해당 조례는 법제화 단계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32)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은 41.3%에 그치고 있
는 현실에 관해서는 김지영(2017) 참조.



｜ 84 ｜ 연구방법논총 ｜ 2020년 여름 제5권 제2호

게 구현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성장과 옹골진 구현을 위한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토대상 조례는 비단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화에 관심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물론 검토대상 조례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자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 등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단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당면 과제는 입법과정에서 검토대상 

조례에 따라 업무를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들을 어떻게 설득 및 제압할 것인지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제수행과 관련해서 

기대보다는 다음과 같은 걱정스러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과연 우리는 지방의회의 입법능력과 입법의지를 신뢰해도 좋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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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산광역시 자치권의 헌법합치적 행사를 위한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자치권의 헌법합치적 행사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지방자치에 관한 권한(이하 “자치권”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합헌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사무"란 「대

한민국헌법」제8장 지방자치의 전제이자 내용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서, 지방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관할구역 지방공동체와 특유한 관련을 

가지는 사무를 말한다.

2. “제1차적 자치사무”란 자치사무 중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

(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에 속하거나 핵심영역을 좌우하는 사무

로서, 해당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좌우될 경우에 헌법

상 지방자치가 왜곡되거나 형해화 또는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는 사무를 말

한다.

3. “제2차적 자치사무”란 제1차적 자치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 개입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4. “제3차적 자치사무”란 제1차적 자치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적 여건이나 소속된 주민의 수 또는 업무처리능력 등의 한계로 인해

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 개입이 요청되는 사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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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사무 등”이란 자치사무(제1차적 자치사무, 제2차적 자치사무, 제3차적 

자치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국가사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위임사무”란 국가사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무로

서 지방자치법 제9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자치권 행사의 기본원칙) ① 제1차적 자치사무와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해서

는 시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② 시의 관할범위에서 행해진 제1차적 자치사무 및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국가 · 중앙정부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는 효력이 없다. 

③ 자치사무를 처리할 만한 능력 및 실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시는 국가 · 

중앙정부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1차적 자치

사무의 관할이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시는 제3차적 자치사무를 제2차적 자치사무로 전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

력해야한다. 

⑤ 시는 위임사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은 시의 전체 업무처리 중에서 국가사무 등에 관한 업무처리가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한과 권한분쟁 수행권한)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1

조에 따라 시를 대표한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의 입법

의사는 의회가 대표한다.

② 의회의 입법 작용과 관련하여 의회와 국가기관 간, 의회와 다른 지방자치단

체 간 또는 의회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

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시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한 분쟁 소송의 수행 권한과 관련하여 의회는 시장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이

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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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회의 입법 권한) ① 의회는 관할구역의 자치 및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정

립 권한을 가지며, 제1차적 자치사무와 제2차적 자치사무의 규율과 관련하여 

독점적 입법 권한을 갖는다. 

② 의회는 법률 또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정립된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서 관할 구역의 제3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입법권한) ① 시장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

다. 

② 지방자치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례로부터의 위임 없이 오직 법령

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시장의 행정권한)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위임사무를 처

리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위임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자치권 보장을 위한 업무분류 및 업무분류에 대한 점검) ①시의 공무원은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가 제1차적 자치사무 · 제2차적 자치사무 · 

제3차적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사무 등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분류하고 기록해서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 및 기록에는 해당 업무가 각각의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한 이유

가 함께 부기되어 있어야 하며, 시급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업무수행 전에 

확인과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매 분기마다 자치권 보장과 실질화의 관점에서 제1항의 확인 및 기록

으로 얻어진 업무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을 

거쳐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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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치권 및 자치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관할 구역의 자치 및 자

치사무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규율되

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조사의 결과를 매 분기마다 공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를 통해서 관할 구역 자치의 본질적 내용 또는 제1차적 자치사

무 및 제2차적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고 한다)가 확인되면, 시장은 해당 법령 

등을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해당 법령 등을 근거로 한 업무집행의 거

부를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함에 있

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개입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치권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개입주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 ① 제3조 제5항 후단의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8조 제3항의 점검과 제9조의 조사를 위해서 시장 소속으로 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는 헌법상 권한배분 또는 시의 자치업무나 자치권

한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 중에서 3

분의 1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분의 1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되 전체 위원들 중에서 시 소속 공무원인 위

원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 시의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담당하고 있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관

한 목록과 정보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해야만 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에 협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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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의 조직 · 직무범위 · 위원의 자격 · 경비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되,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독립성

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의 복지사무를 처리함

에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한 경우, 

시장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당 반환 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시장은 제1차적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여야 하며, 의

회의 동의 없이는  제2차적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협력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및 조사의 경우에도 준

용한다.

제13조(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① 시장이「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사와 공단의 장을 비롯하여 시에 소속된 출연기관 등의 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

다.  

제14조(과태료)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부과·징수를 제때 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이 조례를 시장이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사무 점검·조사 위원회에서 과태료

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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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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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play a role 
of camouflage or a hand of the central government (state) becaus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granted by the Constitution is not 
properly implemented, and the problem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actively prepare the normative opportunity to effectively implement their 
autonom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not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part of a theoretical and academic 
evaluation of the norm-setting activities of the civil, public, academic, 
and political subjects (so-called, Rebel of Ordinance).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hat it presented concrete ordinances that can be us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by one of the co-authors of this study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Distribution of Legislative Power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ntrol of 
Legislative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erformed a normative 
analysis of the proposed ordinances.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this study and the proposed ordinance can be an important implication 
in that it can be used or referred to by other local governments 
interested in secur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Keywords :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ights, Rebel of Ordinance, 
heads of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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