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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역대 정부를 거쳐서 전개되어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인 ‘주민자치’를 실현
하려는 노력들이 현 정부 들어서 8부 능선을 넘어서 골인 지점을 남겨두고 마지막 스퍼
트를 경주하여야 하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그 ‘지방자치’의 주인들인 ‘주민’이 ‘자신의 지역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당
연한 일을 ‘형식적’, ‘제도적’으로 완성하기까지 오랜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마지막 난관
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화’의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는 과제를 선
정하여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주민참여의
실질화란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인데 여기에는 주민자치회의 법
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별할 수 있는데, 단체자치는 지방자
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성격(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부분 자치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운영하
게 하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방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전래받은 법
상의 권리라고 보고 있는데 비하여,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의 측면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172

❚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2020. 1

에서 국가 이전에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내지 지역을 자치적으로 운영해온 전통
에 기초하여 지방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전래받은 권리가 아니고 주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로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체자치는 주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법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요소로, 주민자치는 주로 영국, 미국 등의 영미법계 차원의 정치
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요소로 보고 있다.1)
헌법은 제8장을 “지방자치”의 장으로 하여 지방자치에 관해서 독립된 장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형식에 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은 채 제117조, 제118조의 2
개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매우 미비한 편인데 이
규정들도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헌법은 이른바 단체자치에 관한 내
용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의 형식 내지 형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행정을 처
리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독립
된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단체의 의회와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단
체자치’를 포함하고...”2)하여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판시하
고 있다.
그런데 단체자치 중심의 헌법 아래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하위 관련법령에서는 단체자
치를 보완하는 주민자치의 요소를 다수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들을 예시하면 우
선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14조)3),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15조)4), 주민의 감사

1) 문상덕, “법령과 주민자치회”, 월간 주민자치 제74호, 한국자치학회, 2017. 12, 19-20쪽.
2)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
3) 제14조(주민투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
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
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
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
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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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16조)5), 주민소송(제17조)6), 주민소환(제20조)7)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
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
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
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
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
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
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
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
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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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
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6) 제17조(주민소송)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
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
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
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
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
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
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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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에 관한 위의 여러 제도들이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제도를 보완하고는
있지만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은 주민 자신이 거주하는 근린 지역을 자신이 운영해 나가
는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조직”에 관한 사항인데도 이러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주민자
치제도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분권개혁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개헌시 주민주권주의 내지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입법차원에서도 2018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것을 규정한 바 있고, 이를
받아서 2019년 3월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는 입법형식을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미비하다고 비판하면서 독립한 개별
의 주민자치회법 또는 주민자치회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
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설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관련 내용들을 중
심으로 논의하면서 가칭 주민자치회법 또는 주민자치회기본법이라는 개별 독립한 입법이
필요한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
로 한다.
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
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
여야 한다.
⑪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
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
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
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⑮ 이하 생략
7) 제20조(주민소환) ①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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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1. 입법의 연혁
지방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자치의 요소 중 풀뿌리민주주의에 걸맞
는 것이 바로 최소 단위인 마을에서의 거주민이 스스로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하여 마을의
여러 문제들을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주민자치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8) 즉 주민자치의
실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외연을 확장해서 지방자치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한다.9)
현행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
영 조례준칙”을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준칙에 근
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10)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령과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행
정기관인 읍·면·동장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체적
이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시군구의 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주민자
치의 대원칙인 주민직선에 의한 대표성,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미흡한 주민자치
제도라고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법적 한계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문기관 역할밖
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법제
화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11)이 제정되어 동법 제20조(주민자치회의 설치)에 “풀뿌

8) 김필두,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2018, 9쪽.
9) 김순은, “지방의회와 윈윈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중앙일보 뉴스&뷰, 2018.11.15., B4쪽.
10) 문상덕, 앞의 논문, 22쪽. 문교수는 조례준칙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구성의 법령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법령
에 근거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중앙정부의 조례준칙에 따른 개별 조례에 직접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1) 제2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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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규정을 두고, 동 제22조(주
민자치회의 구성 등)의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후 2013년 5월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서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3월 20일 다시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이 2018년 개정된 지방분권법 제
27조 내지 제29조12)는 위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거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법, 지방분권법의 입법취지를 이어 받아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는 지금까지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분권법이
라는 특별법에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입법형식에서 탈
피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즉 정부는 2019년 3월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법안 제13조13)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서 향

제21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2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2)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
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 사회에 대해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
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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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국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이 개정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근
거법이 된다. 왜냐하면 이 개정법률안 제13조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 지방자치법 외
에 특별법으로서의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안전행정부(당시)는 2013년 4월 10일에 가칭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하 “주민자치회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
가 행하는 주요 행정은 주민자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재정 수
입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화장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물 위탁사업 수수료 수입 등과
그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위탁사무 외에 주민자치회 자체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업무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3.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방식
주민자치조직 내지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방식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반영하자는 견해와 독립한 개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

13) 제13조의3 ① 주민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인 규약으로 읍·면·동별 해당 행정구역 주
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조직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내
주민자치회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된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민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위원을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주민자치회에는 대표자로서 주민자치회장을 둔다.
④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
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사항
2.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⑥ 제5항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안정적인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제5항에 따른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는 지역 발전,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⑨ 그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선정방법 및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 최철호 ❚

179

는데 두 입법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내용을 반영하는 것
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에 주민자치 조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주민자치 조직
이 지방자치 제도의 한 구성요소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이다. 또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덜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자
장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할 경우, 법률의 기본적 형식
과 요소를 갖추기 위해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담게 돼 오히려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
과 다양성 및 주민의 창의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입법하느냐는 결국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선택할 문제이나
주민자치 조직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인정받고, 주민자치 조직 본
연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면서 독립한 개별법을 제정
하는 입법방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독립개별의 주민자치회법률안 등을 제정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개
별법 내지 특별법은 제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법사항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규정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
법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들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처럼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위
촉)할 것인지 등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것에서부터 주민에 의한 민주성 내지
대표성, 전문성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나아가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의 범위와
기존 행정기구와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
들이 주민자치회 입법 설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Ⅲ. 외국의 주민자치조직
1. 영국의 주민자치조직
영국은 지방정부법에 근거를 둔 패리쉬(Parish)라는 주민자치조직이 오래 전부터 잉글
랜드 지방에서 구성되어 왔는데 역사적으로 장원(manor)의 지역단위로서 교구적 성격이
강한 지역조직에서 유래하였다. 16세기경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즉 치안, 도로 관
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패리쉬법이 제정되면서 일부의
패리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하기도 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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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적으로 패리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조직으로서 의회와 주민
총회를 기구로 갖고 있다. 국가질서 내의 지방행정조직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단위의
자치적 조직으로서 행정기구적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15)
패리쉬는 웨일즈에 750개, 스코틀랜드에 1,150개, 잉글랜드에 8,700개로 총 10,600여
개가 존재하며 패리쉬의 인구규모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4만까지로 다양하며, 500인 이
하가 40%, 5,000인 이상이 10%이다.16)

2. 일본의 주민자치조직

1) 지연조직으로서의 정내회
일본은 정회(町會) 또는 정내회(町內會) 등으로 불리는 자치회17)를 두고 있는데, 일정
부분 지방행정기구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친목도모 성격도 갖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자치조직으로서의 자치회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의 특
징을 가진다고 하는데, 첫째는 지역구획성, 두 번째는 세대단위 가입, 세 번째는 강제가
입, 네 번째는 포괄적 관여성, 다섯 번째는 지역대표성이라고 한다.18)
정내회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
가한 「인가지연단체(認可地緣團體)로서의 지위를 가진다.19) 일본 정내회는 세대 단위(단
체도 가능)로 강제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 일본최고재판소는 모든 자치회가 강
제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탈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또
한 정내회는 법인으로 하면서 사무기구의 운영경비 등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은 정내회라는 주민자치회가 순수한 주민의 자치적 조직이라고 말하
기는 어렵고, 행정기관의 지원과 동시에 관여도 받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20)
정내회의 기원을 전국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진 1940년 내무부 훈령 "부락회 반상회 정
비요령"에서 찾는 견해가 있으나 지연조직 자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 제도가 정

14) 김필두/한부영,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2017, 26쪽.
15) 김수연, “주민자치회 제도는 주민 합의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월간 주민자치 제89호, 한국자치학회,
2019. 3, 97-98쪽.
16) 진동섭, “주민자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법제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5쪽; 이길
영, 지방자치 해외국가별 우수사례집:영국편,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7쪽.
17) 자치회는 일본 지역주민의 자치적 친목조직으로 정내회, 정회, 자치회로 불린다. 자치회의 명칭은 약
29%, 정내회 26%, 구회 18%, 부락회 17% 등의 비율로 사용된다.
18) 中田實, 地域分權時代の町內會·自治會, 自治体硏究社, 2007, 13-21頁.
19) 인가지연단체란 정내회, 자치회를 비롯한 지연(地緣)에 의한 단체가 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상의 제도이다. 이 제도 이전에는 반상회 등이 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단체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임시로 회장 등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명의인이 임의
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문제, 명의인이 임의
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1년도에 이
인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20) 김수연, 앞의 논문,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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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연관계는 지역생활 단위를 기초로 나타나고 있고 일정 지역 공간의 인간관계는 토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인간관계는 생활의 소재지인 주소를 기본으로 한다. 즉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독신 세대를 포함)가 지연조직의 최소의 구성단위가 되고 있는
데 정내회도 지연조직의 하나로서 가구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민자치는 생활무
대로서의 지리적 단위와 생활방식으로서의 인간관계를 대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21)
지연조직인 정내회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공동관리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자치조직으로서의 자치회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
진다고 하는데, 첫째는 지역구획성, 두 번째는 세대단위 가입, 세 번째는 강제가입, 네 번
째는 포괄적 관여성, 다섯 번째는 지역대표성이라고 한다.22)

2) 지연조직의 중층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구획에는 광협 양면이 있는데 광역의 지역관리는 행정이나 공공
기관이 주로 하는 업무로 되지만 공적인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좁은 지역은 주민이 공동
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남게 된다. 그 좁은 지역은 생활의 장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민조직으로서의 정내회인 것이다. 정내회는 전
체 가구, 전체 주민이 참여할 권리이지 강제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는 아니다. 지연
조직은 특정 분야에서 활동을 지향하는 시민조직과는 달리 지역을 대표하는 포괄형 조직
인 행정과의 연계성을 많이 가지는 조직이다.

3) 정내회의 활성화와 시민단체 등과의 관계
정내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화를 위해서 정내회가 지역의 기업이나 학교복지시설,
혹은 여러 시민단체, NPO등과 상호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는 좀처럼 제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내회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양쪽 단체의 탄생배경 등에 차이가 있어서 양 조직 간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내회와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Ⅳ. 주민자치회법안 검토
1. 주민자치회 입법 형식
1) 입법 형식에 대한 해석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설계할 때 주민자치회의 근거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할

21) 진동섭, 앞의 논문, 48쪽.
22) 中田實, 前揭書, 13-2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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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회기본법” 또는 “주민자치회법” 등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개별
특별법 형식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근거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는 방안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
자치법전부개정안의 태도인데 이 개정법률안 제13조의3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의 근거법을 “주민자치회(기본)법”으로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만 두고 이 조항에 근거해서 따로 개별 독립한 “주민자치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운
영하자는 안이다. 이러한 개별독립법 형식은 “지방분권법” 제27조 제3항의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는 내용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그런데 문제는 “지방분권법” 제27조 제3의 “...따로 법률로 정한다.”의 의미가 반드시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독자적인 개별법률을 입법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
법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더라도 “지방분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 내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법인가 특별법인가
주민자치회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특히 주민자치회를 일정 지역을 대표하는 성
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계하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단 한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고 독자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만 두고 따로 개별독립의 주민
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예를 들어서 주장할 수 있는 법리라고 하겠다.
그리고 개별독립의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법”의 입법형식이면 충분하
고 “주민자치회기본법”이라는 형식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기본법이라고
하면 이 기본법을 정점으로 해서 향후 여타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야 할 것
인데 그러한 입법의 필요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2. 읍․면․동의 거버넌스로서의 주민자치회
“지방분권법” 제28조 제1항, 제2항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제13조의 3 제5항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일부 사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읍․면․동24)의 행정기능 전반을 주민자치회가 이양 또는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

23)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할 것인가 개별법에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을
제시하면서 이는 입법정책적 문제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김수연, 앞의 논문, 97쪽.
24)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기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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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이라는 행정기관과 협력하
여 지역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읍면동을 대체하
거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의회와 같이 읍면동의 의회와 같은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조직(기구)
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25)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입법목적과 체계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주적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주성,
민주성을 규정한 다음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
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는 것” 등을 주민자치회의 설립목적으로 정립하고 정치적 활동 등
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체계를 구성하면 1. 목적, 2. 명칭 및 설치
여부,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대표위원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
여야 한다. 대체로 지방분권법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
으나 기타 필요한 사항 내지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4.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
“지방분권법”상의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식을 보면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제1
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을 문리
적으로 해석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임
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 기관으로 인식하게 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제13조의 3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조직된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민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
가 선정한 위원을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직접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서 간접 위촉하
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지방분권법상의 주민자치위원의 위촉방식에 비해서는 일면 진
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개정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

주민자치”, 2017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 포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7, 5쪽.
25)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제4판, 박영사,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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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원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의 직
선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5. 주민자치회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자치회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자치기구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면서 아울러
행정기구적 성격을 갖게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주민자치회조직의 기관을 어
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법적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위원회형 최소 단위의 자치행정조직(행정기구)로 설계하여 기존
읍·면·동사무소는 폐지하여 기존 읍·면·동사무소가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권한을 주민자치
회로 이관시키는 방안이다.26) 이렇게 되면 비록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없지만 마을 단위의 자치행정조직에서 위원회형(기관통합형)의 주민자치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대립형으로만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기관구성의
다양성27)을 실험할 수 있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적인 방법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
과 구역) 제1항에 따라 읍·면·동 폐지는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기술상으로는 아주 어려
운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결국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결단
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6. 읍·면·동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의회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최소 단위의 지방행정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유지하고 주민자치회에
읍·면·동사무소가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권이나 심의권, 나아가 의결권까지
부여하여 의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28)

26) 이 방안은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 가운데 주
민조직형과 유사하다.
2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 2012년 5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지위 등에 따라, ‘주민조직형’, ‘협력형’, 통합형’의 3가지 모델을 ‘지방행정체제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
나 2012년 6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현행 법령에 ‘주민조직형’과 ‘통합형’이 위반되어 시범실시가 불
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3개 모델 모두 실시가 가능한 방향으
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없이 시범실시가 가능한 ‘협력형’을 우선 시범실시하기로 의결하였
다. 진동섭, 앞의 논문, 52쪽. 최근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한국지방자치
연구 제16권 제3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226쪽.
28) 이 방안은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 가운데 협
력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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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밑에 읍·면·동을 두고, 동장임명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권에 가까운 협의권
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것이다.29)
주민자치회에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의 행정조직의 법적
지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7. 주민자치회의 법인격 부여 여부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한다는 것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
하거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성이 크고 제삼자에게 주는 영향도 적지 않고 또한 공법인의 경우 세법상으로
도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를 공법인으로 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민자치회가 유사한 일본의 町內會는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지만 읍·면·동은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가 법인이 되면 비법인인 읍·면·동과의 언밸런스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8.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 등
이 문제는 전술한 주민자치회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내지 효력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읍·면·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제도가 있는 반면에 읍·면·동
에는 이를 견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가 없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에 읍·면·동
의회에 준하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에 읍·면·동 조례(또는 자치규
약)제정권이나 읍·면·동장이 처리하는 일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지만 행정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행정사무에 대한 사전심의권이나 협의권 등을
주민자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외에 주민자치회에 부여할 구체적인 기능으로
는 현행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
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9. 주민자치회의 소관업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제13조의3 제5항에서 주민자치회는 ①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29) 이 방안은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 가운데 통
합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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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화합 및 발전,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사항 ②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위탁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에 관한 동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지방분
권법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제2호와 제4호의 사무는 새롭게 추가됐고, 제3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에서‘ 위탁’하는 사무만 포함되고 ‘위임’사무는
삭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사무에서 위임사무가 삭
제됐다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 이유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제16조
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통상‘ 위탁’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위탁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0)

10. 재산권 주체로서의 주민자치회와 조세특례 규정의 명확화
향후 주민자치회를 법인화하여 현행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다양한 수익사업 등을 주민
자치회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향유할 경우 주민자치회가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회원제 또는 비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에어로빅, 헬스, 단전호흡, 탁구장,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또는 주민자치회가 재정 수입을 확
보하기 위해 공공화장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물 위탁사업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수
료 수입 등과 그 외 수익사업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가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읍·면·동장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로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규정한다면 주민자치회가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향후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할
경우 주민자치회는「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근린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
하여 수행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
치제도 중 단체자치의 전통을 주민자치로 보완하고 기관대립형 자치제도를 다원화된 자
치제도로 이행가능하게 하고 대의형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직접 민주적 지방자
치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0) 김수연, 앞의 논문,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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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서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 내지 위원회형 제도를 실현하기에는 현행 시
군구 단위는 조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단위인 읍면동 나아가 더 작은 읍
면동의 세부 단위에서 실현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직접 민주적 요소도 실현하기가 적당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행정기관을 대체하는 것이든 아니면 읍면동 단위의 의
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NGO나 NPO 등 시민사회단체의 형태로서 행정기관
과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이든 주민이 민주주의의 학교로서 풀뿌리 민주
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법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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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최철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는 과제를 선
정하여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주민참여의
실질화란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인데 여기에는 주민자치회의 법
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9년 3월 정부제출법안
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법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
리검토를 하는 것은 시사성이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설계를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독립
된 장을 설치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형식이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에 관
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의 장으로 하여 제117조, 제118조
의 단 2개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 내용들도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들이어
서 이른바 단체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주
민자치나 주민자치회 등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
별법”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하
여 타당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들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에 거주하는 행정전문가(전직 공무원)나 지식인그룹(교수나 사회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등) 등을 추천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선임(위촉)할 것인지 등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
에 관한 것에서부터 주민에 의한 민주성 내지 대표성, 전문성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
가, 나아가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의 범위와 기존 행정기관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서도 그
당부를 검토하여 견해를 제시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는 초
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직접민주제,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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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ggestions for legislation of Residents' Autonomy Law
Choi, Chol-Ho*31)
The government has selected a task called "autonomous autonomy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among the 100 major state affairs, seeking to "promote a
systematic autonomy and actualize residents’ participation." The realiza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residents rather than
self-governing groups, which includes the creation of a legal basis for residents'
councils. Accordingly, the amendment bill to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the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9,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residents' councils. Therefore, it
is a suggestive discussion to conduct a legal review on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unities at a time when a legislative bill on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unities is in place, and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design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unities in conjunction with their sovereignty and their autonomous
communities. The Constitution establishes and stipulates independent chapters on
local autonomy, but it remains silent on the form of local autonomy, legislative
power, financial power, and organizational power.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the autonomy of residents or local councils, as it is
mainly concern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only two clauses of Article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Special

Act

on

the

Reform

of

Regional

Divisions

and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and the "Proposals for Local Autonomy Act" to present the
feasibility and problems. The main review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be selected by residents, such as by local council members, or by recommendation
by

local

government

experts

(formerly

government

officials)

or

groups

of

intellectuals (such as professors or social organizations), on how to select members
of the local residents' autonomous governments, such as those of local council
members, to consider the scope of the existing local administrative body's decision.

* Professor, Cheongju University Law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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