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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각종 지역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된 90년대 중
반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은 제도와 정책을 통해 전체 국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기
하는 것 중심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사회주민들의 욕
구를 충분히 행정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은 생활문제
발생의 근원인 지역사회에 기반함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욕구에 대하
여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단위가 지역사회이므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회원들이 논문을 기고하였고, 이것을 모아 「한
국지역사회복지학」제26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6집을 계기로 지역사회복
지에 보다 큰 관심과 지역사회복지이론 및 지역사회복지정책방안이 지역사회복지관계
자 모두에게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지는 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회원 여러분
의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춘계, 추계학술대회는 기획주제 이외에 회
원들의 개인연구 논문도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사오니 회원들
의 많은 발표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6집을 맞이하여 기고해 주신 회원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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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정부의 복지사무수행에 있어 역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 순 영*

1)

[요약]
본 논문은 본격적인 분권화의 추진과 더불어 지방정부가 지방화시대의 다양하고 복잡
화된 사회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특히 광역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광역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관련법들에서 정부 간 역할 차이가 분명하지 않
아 -특히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규정이나 사무규정 자체가 애매하여- 중복적
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복지사무 배분 및 재배
분을 위한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간 역할 재배분에 있어서 광역정부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기능은 축소시키되 민간부분 서비스 제공자나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에 대한 품질관리와 성과관리주체로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복
지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道의 복지행정사
무의 집행의 다원화된 분산으로 기능 수행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
무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정기적 회의나 협의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광역정부의 역할, 지역복지,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제도

Ⅰ. 서론
세계 선진국들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지속적이고도 괄목할만한 분권화를 추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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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여 지역중심의 생활안정망을 구축하여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
의원 직선 및 단체장 직선 등으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였지만 재정 및 지방 자율성과
권한의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못하여 지역사회복지발전
을 위한 토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 「중앙행정권한
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98.12)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으로 분권화를 추진하였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가 참여정부에 들어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05년부터 진행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능력에
다시 관심이 모아졌다.
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시스템으로부터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 지방정부로 옮겨지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는 분권적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권화로 인하여 복지행정사무에 있어서도 지
금까지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체적․획일적 복지정책 수행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그
중심이 일부 옮겨져서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복지공급의 효율
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복지사업도 67개 사업들이 국고보
조금 정비 사업을 통하여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또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
정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였다. 더
하여 행정자치부는 2006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한 본격적인 재정분
권과 함께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지역의 복지공급의 주도적 주체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개편’을 전국
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종속적 상황에서
탈피하여 스스로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을 기
획․관리․실천 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지방화시대의
다양하고 복잡화된 사회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졌는지를 분
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부 중에서도 광역정부가 사회복지행정에서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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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과 사무를 분석하여 분권화 시대 광역정부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
선점을 모색하여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관련법들을 통하여 광역정
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충청남도 본청 사회복지업무
부서들의 역할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광역정부의 역할 확대 방안들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들과 이차적 자료를 활용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단지 충청남도 본청 사회복지업무 분석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의 종류와 양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부가적으로 활용하였다.

Ⅱ. 정부 간 복지행정사무 배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정부 간 사무 배분 기준과 역할 분담
사회복지부문은 타 영역과 다르게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다. 이는 구체적
인 정책의 집행현장이 바로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는 주민의 가장 밀접
한 위치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업무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기능분담과 사
무배분을 필요로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와 기능배분을 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
칙으로서 샤프보고서(Shoup report)1)의 원칙과 일본의 임시행정조사회가 제시한 원칙
을 들고 있다(박광덕, 2000; 사득환․신재주, 2005). 우선 샤프보고서의 원칙은 1949년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서 첫째 행정책임명확화의
원칙, 둘째, 능률의 원칙, 셋째, 기초자치단체 및 시․정․촌(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
칙 등이 들어있다(권혁순․사득환, 2004: 8). 이것은 후에 임시행정조사회 등에서 그대
로 이어 받아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는데, 첫째,
현지성의 원칙, 둘째, 종합성의 원칙, 셋째, 경제성의 원칙 등이다. 여기서 현지성의 원
1) 샤프보고서는 미국의 샤프박사(Carl S. Shoup)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의 세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행․재정 개혁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서 원명은 “Report on Japanese Taxation of 19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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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지역사회에 가깝고 주민의 통제가 용이한 단위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종합성의 원칙은 되도록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는 일반목적
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경제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의 이해관계, 행정적․재정적 능력 등을 감안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정세욱, 2000: 205-206). 아울러 1990년대 이후에
보충성의 원칙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체에서 직접 처리해서 안 된다”는 원칙이다(이기우,
1996: 19-20).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의 원칙도 거의 이와 비슷한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
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거들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의 비경합의 원칙과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2), 동법 제11조의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3) 기준이다.
그리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4)과 제3항5)의 독
자적 처리 및 일괄이양 규정에 의한 일괄성의 원칙, 동법 제3조 제2항의 여건과 능력
및 전문성에 관한 언급에 나타난 능률성의 원칙, 동법 제3조 제5항과 제4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등이다.
또한 행정기능은 분류기준의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
인 분류방법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
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 자치입법에 관한사무, 자치조직과 재정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법령
이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반드시 개별적 법적 근거를 요하는 사무이다. 예를 들면 보건소의 운영이나
시․군의 재해구호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규

2)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그 사무가 서
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3)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외교, 국방, 사법, 국세)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4)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는 사무를 자주적인 책임과 결정 아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되는 사무와 관
련되는 일체를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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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일반통첩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게 사무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법령 및 일반 통첩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천연기념물 관리나 병역자원의
관리 등 지방적 이해보다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들이 이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사득환․신재주, 2005: 93-94).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는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동 법 제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동법 제93조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규
정하여 자치단체에서 고유사무(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위임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를
제한하는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0조의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
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2호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규
정하고 있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는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들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 사무 327개,
시․군․구 사무 364개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들 중 103개 사무는 사실 중복적으로 규
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법령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정부 간 사무배분은 <표 1>에서처럼 국가존립과 전국적․통일적 운영이 바람직한 기
능과 시책들을 국가사무로, 연락․조정사무, 감독․조정․권고사무, 보완․대행사무,
광역적 사무를 시․도사무로, 지역인접성․현지성이 강한 사무와 주민 밀착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구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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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 기준
구분

사무내용
∘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계되는 기능

국가사무기준

∘ 전국적․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
∘ 전국적 규모․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시책 및 사업
∘ 국가와 시․군․구 사이의 연락․조정사무
∘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기본계획에 대한 감독․조정․권고
시․도 사무기준
※ 광역적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도시계획 등
(광역)
∘ 관할범위가 광역적인 사무
※ 전염병관리, 정신질환관리, 공공부조 등
∘ 지역인접성․현지성이 강한 사무
시․군․구 사무기준 ※ 지역주택개발, 주거환경 관련사무 등
(기초)
∘ 주민밀착성․주민관련성이 강한 사무
※ 주민들이 개인적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무

자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0. 「지방이양추진 기본계획」 pp.31-32.

이후 이를 좀 더 발전시켜 2003년 ‘지방이양추진위윈회’에서 밝힌 중앙과 지방정부
들이 담당해야 하는 사무의 기준은 <표 2>에서와 같이 주로 국가통합성과 관련한 사
무를 중앙정부가 맡고, 주민편의성과 관련하는 사무들은 주민들을 직접 대하는 기초자
치단체에서 맡아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집행의 효율성이나 영향력의 범위가 기초자치
단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업의 전문성이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들
을 광역자치단체가 맡도록 구분하고 있다.
<표 2> 정부 간 사무배분기준
사무구분
주요개념

판별기준

국가사무
국가통합성
① 국가존립
② 전국통일성
③ 고도의 전문성
④ 기타

기초사무
주민편의성
① 현지성
② 대응성
③ 기타

광역사무
광역성
① 영향력의 범위
② 집행의 효율성
③ 광역적 전문성
④ 기타

자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4. 「지방이양백서」 p.23.

이러한 일반적 사무배분과 행정사무 기준은 전 행정사무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
에 원칙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사무 배분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규모가 크고, 순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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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적 특성을 지닌다던가, 외부효과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중앙정
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소득재분배 기능과 같이 파
급효과가 전국적이고 통일성을 요하는 불가분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방공공재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의
제 가용자원의 배분․조정 기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왜냐하면 지역적 특수성 및 다양성, 현지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 집행성,
단순성을 지닌 사무, 공공재의 순수성이 약한 것들은 지방정부에 비교우위가 있기(전
수일 외, 1994: 55) 때문이다.

2.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이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
복지공급을 위한 정부 간 역할 분담이나 지방정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다룬 논문은
많지가 않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나 분권화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사회복지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논의를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하나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초기 규범적이고 분석적 수준에서 지방자치제도
가 사회복지의 발전에 미칠 영향력을 논하고 있는 연구들이고(최일섭, 1988; 김홍식,
1994; 박병현, 1993),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이나 지
출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다(이승종․김홍식,
1992; 김태일, 1998; 김수환, 1998; 강윤호, 2000, 2003; 김진수, 2000; 김교성․이재완,
2000, 최호택, 2001).
우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초기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지방자치제도가 지역복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전
자의 연구는 지방자치의 참여와 자기통제(자율성)의 원리가 지역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역복지의 이념과 동질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
가 사회복지발전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최일섭, 1988)이고, 후자의
연구는 지방자치의 도입이 중앙정부의 복지책임회피를 가속화 시킬 수 있고, 재정자립
도가 낮은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크게 하여 오히려 지역 간 복지격차를 확대시키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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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낙후된 지방경제의 현실에서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에 집중하고 복지정책은 상대적
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 지역복지의 발
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박병현, 1993; 김홍식, 1994)한다.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비 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가 지역사회복지증진에 미친 영향을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를 통하여 분석한 것
이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우선 일부의 연구는 지방의회
의 구성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승종․
김흥식, 1992; 강윤호, 2000a, 2000b; 이승종, 2000).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연구는 광
역시․도의 경우 복지예산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면(이승종․김흥식, 199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김태일, 2000; 강윤
호, 2000b), 결과가 일치 하지 않는다. 또한 민선단체장의 출범은 광역시의 경우 김태
일(2000)만이 복지예산에 정의 영향을 보이고 있고, 강윤호(2001)와 이승종(2000)의 연
구는 출범 전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자치구는 세 연구 모두 정의 영향을 보이고 있고, 郡지역은 이승종(2000)과 강윤호
(2001)의 부의 영향을, 김태일(2000)은 정의 영향을 보여 일치하지 않고 있다. 道지역
과 市지역은 연구자들마다 연구결과가 모두 달라 일관된 해석이 힘든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여부가 사회복지예산을 증가시켰는가를 검증한 것으로 일인
당 복지예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율 면에서 보
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연구(김수환, 1988),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1995년
부터 1998년간 총지출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전년도 지출규모에 기초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상대적인 지출규모는 경제 개발비의 증가에 의하여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연
구(김교성․이재완, 2000),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간의 사회복지
비 및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간 격차가 더 벌어져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 간 격
차를 덜 벌이고 있다는 연구(조영훈, 2001) 등이 있다.
이 외에 참여정부의 분권화 추진으로 사회복지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 사
회복지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와 논의들이 생겨나면서 미미하나마 지방정부의 사회복
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시도의 연구들이 있다(박미옥, 2006; 전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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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박미옥(2006)은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예산의 순증주의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전재문(2006)도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회
복지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점증주의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고은․박병현(2007)은 사회경제적 요인변수, 정치 제도적 요인변수, 재
정능력요인변수, 점증주의적 요인변수를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더니 시회경제적 요인변수로 지방자치단체유형과 노령인
구비율과 경제개발비율이 사회복지재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제도적 요인으로
지방선거의 실시 유무가, 그리고 전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사회복지재정 결정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다만 최근에 들어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의 정치․행정적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방의 복지와 지방정부의 관계 및
역할을 논하는 연구들(김영호․이곤수․박성만, 2001; 임진택, 2004), 한국의 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일본이나 영국의 복지전달체계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들(임성일,
2002; 김환철․김세훈, 2006)이 미미하나마 등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논하는 연구(이현주 외, 2007)와 이를 위한 외국의
사례경험을 소개하는 연구들(이상일, 2004; 전광현, 2004)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
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즉 지방분권의 실행과 더
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실천적 역할 강화와 그 방법에 대
한 논의들은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광역정부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맡아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더불어 사회복
지행정체계에서 광역정부의 역할분담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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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관련법에서 광역정부의 역할
1.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정부의 역할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복지사무들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
무범위),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조(지
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시무)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계획이나 혹
은 지방의 수준에서 수립된 복지계획에 따라 서비스나 급여를 직접 제공 혹은 전달하
는 역할에 강조점이 두어져 있다. 지방자치법 의거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따른 지방정부들의 복지행정사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복지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들의 사무배분
구분
근거
가. 주민복
지에 관한
사무

1)
2)

1)
나. 사회복
지 시설의 2)
설치, 운영 3)
및 관리
4)

1)
2)
다. 생활이 3)
어려운 자
의 보호 및 4)
지원
5)
6)
7)

시․도 사무(광역자치단체)
시․군․자치구 사무(기초자치단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1) 주민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
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
영․지원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3) 주민복지상담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4) 환경위생증진 등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실시
사회복지시설의 수요판단과 지역별 배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 허가 및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
동시설의 운영지도
및 승인
1)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생활보호실시에 따른 이의 신청심사
3) 생활보호의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취로사업, 수업료지급, 장제보호비 지급 등)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4) 생활보호비용이 일정액 지원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의료보호진료 기구의 설정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
시(진료증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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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사업 계획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5)
6)
7)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운영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심신장애자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
설에의 입소
라. 노인․ 12) 장애인의 고용촉진
아동․심신 13)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지도․권고
장애자․청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소년 및 부 15) 청소년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녀의 보호와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복지증진
17)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시․도 단위)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
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22) 불우청소년보호지원
23) 부녀복지종합계획 수립․조정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 부녀단체 육성․지원
26) 부녀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
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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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사업 계획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의 계획수립․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지정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4)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
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촉진
16)
17)
18)
19)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2)
23)
24)
25)
26)
27)
28)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
부녀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
(수첩의 발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부녀교실 운영 및 여성교육
부녀단체 육성․지원
부녀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
육․지원

청소년선도대책수립․추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
계몽
20) 불우청소년보호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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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마. 국민건강
3) 보건교육 지도․감독
증진사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수립

1)
2)
3)
4)
5)
6)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주민건강실천운동지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
의 지원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바. 보건진료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기관의 설치․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순회 진료
운영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도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타. 읍․면․
동 사무소의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운영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7. 10.04일 개정, 〔별표 1〕에서 재구성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서는 현지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 복지대상자의 욕구조사 및 대상자 층 선정, 주민의 위한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건강 및 보건사업의 실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
터운영 등과 같이 서비스의 직접 제공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사무로 규정되
어 있다. 이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는 대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무보다 지역
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복지계획의 수립과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수행에 대
한 지원, 지도, 감독이 복지행정사무의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는 복지서비
스를 직접 전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지원․보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수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간 복지사무 규정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지방정부
간에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굵은 글씨부분). 예를 들면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
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
체간에 시설 규모에 따른 구분이나 범위 설정과 같은 차별성에 대한 규정이 없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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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제각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
자치법상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복지관련 기능 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
하여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시설의 운영과 지원 간 역할의 혼재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법자체가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사회복지관련법에서 광역정부의 역할
사회복지법들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
는가를 보면, 우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체계에서 사회복지법률들을 지도하는 위
치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발전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
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가정의 기
능향상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는 책임을 지게(동법 제6조) 규정하
고 있어 사회복지,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더불어 공공
의 책임의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동법 제25조 제2항)하
고 있어 지방정부는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주로 공공부조사무와 사회복지서비스사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6). 이에 따라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법률인 국민기
초생활보장법과 일반법이면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으로 규정(법 제2조, 제5조, 제19조), 이 법의 수급
권자들에 대한 급여를 전달하는 역할과 급여의 변경 조치, 급여의 중지, 보장시설에
대한 입소조치나 보장시설에 위탁하는 업무 등을 맡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0조). 결
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방정부는 주로 공공부조사업의 실무적인 일들을 담당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즉
사회복지를 위한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법 제4조 1항) 규정하고, 특
히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 내 주민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의 관련성 속에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구현하고 있다.

6)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서비
스, 관련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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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법률들 대부분의 규정들에서 지방정부가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기 보다는 지방정부로만 언급되어 있어서 지방정부간의 역할과 책임을 따
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세부적인 조항들에서 “시․도와 시․군․구” 혹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형태로 구분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간
사무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관련법들에서
의 역할을 정리하면 <표 4>에서와 같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광역정부의 역할은 복지
각 영역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행, 평가, 공공부조와 사
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기초정부의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일정부분 비용부담, 각종 복지
시설 및 기관의 설치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 지도․감독,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및 신고, 그리고 운영의 정지 및 폐쇄, 시설운영이 잘못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
등의 사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들 중에서 중․장기발전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
립, 복지공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의 일부 분담, 의료급여 기금의 운용 등을 제외한 대
부분의 사무들이 법령상으로 볼 때 처리권 자가 지방정부 단위 둘 이상이다. 즉 지역
주민에 대한 급여제공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전달,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리, 지
도, 감독 등의 활동들이 광역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행 가능하도록 법령
들에 규정 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방자치법의 분석에서 드러난 광역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시설 설치와 운영의 역할 혼재가 사회복지관련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
음은 물론이고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 등의 활동들까지도 광역과
기초정부에서 혼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여지를 두는 것이다.
<표 4> 사회복지관련법에서 광역정부의 역할
구
근거법률
분

근거
조항

광역정부 역할에 대한 규정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
사
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
회 사회보장 제22조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
보 기본법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장
제23조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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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0조
국민
제25조
기초생활
제38조,
보장법
제39조
공
공
부
조

제43조

제6조
제9조
의료
급여법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15조
의3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으로서
수급자를 보장시설에 입소하게하거나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O
급여 행함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
O
기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운영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O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 결정
O
∘보장비용의 분담(시․군․구 보장비용 총액 중에서 국가부담
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기초자치단
∘국가의 보조금에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시․군․구 체 분담비율
에 교부
있음)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
O
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의료급여기관 개설․설치, 개설․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
O
고․허가 및 등록사항 등에 대한 변경
∘의료급여기금에 여유자금 있을 때 금융기관이나 체신기관에
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이 가능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된 경우 기금에서 추정급여비용
을 급여비용기관에게 예탁
∘이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일부를 시․도지사가 위탁받을 수 있음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화복지계획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제15조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의5
사
제15조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 평가비
회
용 보조
의6
복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을 교체하거나
제40조
지 사회복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설의 감
서 사업법
제43조
독․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할 때
법
제49조
청문을 함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
제51조
도․감독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제52조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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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 관하여 보호조지,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조
사,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제7조
감독,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지역사회의 부
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을 둠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
제10조
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행함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
제12조

제13조
아동
복지법
사
회
복
지
서
비
스
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
의2

제30조

제32조

노인
복지법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
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함
∘아동복지시설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하고자 하
는 경우 청문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
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둠
∘비영리법인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고전문기관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금지행
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
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

자에게 징수 할 수 있음
제28조 ∘노인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시설 입소 등의 조치
제39조
∘요양보호사 자격을 검증하고 자격증 교부
의2
제39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받음
의3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금지행
제39조
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
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
의 10,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11
질문 할 수 있음
제40조 ∘노인전문병원의 변경의 허가 및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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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사
회
복
지
서
비
스
법

정신
보건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
호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3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및 폐지를 명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

받음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제34조
입소 등의 조치
제7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 할 수 있음
제8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한부모가족상담원을 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보호대상자 조사결과
제10조
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제23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제4조의
∘도와 특별시 단위 정신보건사회업계획수립
3
제8조 ∘정신병원 설치․운영
제10조 ∘정신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개방을 요구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쇠을 명하거나 1년
제12조
이내의 범위내에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2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의3
제13조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제20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지 시 청문실시
제27조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제35조 ∘재심사 청구를 받아서 광역정신보건심위윈회에 회부
제39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보고, 검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제54조
에 따라 위임받음
∘허위보고자, 관계서류 미제출자 및 허위제출자, 관계공무원․
제59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
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
제4조
구와 공무원을 둠
∘극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
제5조
치․운영시 신고를 받음
∘여성부장관의 권한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위
제19조
임받을 수 있음

성매매방 제16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지및
제20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 업무의 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음
피해자
보호 등에 제21조 ∘여성부장관의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위임 받음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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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7조

사
회
복
지
서
비
스
법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둠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 영아․장애아보육시설 별도
운영설치가능,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

탁 운영할 수 있음
∘지방보육정책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제11조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제11조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
의2
영유아 제26조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제42조 ∘보육시설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보육시설의 장 또는 설치․운영자에 대한 시정 및 변경을 명
제43조
할 수 있음
∘보육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 시설운영
제45조
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제49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 청문을 행함
제51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음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
식품기부
제10조
는 때에 지도․감독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O

O

O
O
O
O
O
O
O
O

Ⅳ. 충청남도 본청 사회복지관련 행정부서의 업무 실태
1. 충청남도와 천안시청의 사회복지행정 업무 비교
충청남도 본청에서 사회복지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복지환경국과 여성가족정
책관실이다. <표 5>에서 보듯이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7), 보건위생과
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과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보건 및 건강 관련 사업들을 보건위생과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복지 및 가족복지, 그리고 보육 관련한 업무들을 집행하고 있
다8). 그러나 이 외에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의 도의새마을과가 기능을
7)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노인장애인과를
2008년에 개설
8)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변경되
면서 이전의 가족 및 보육 업무를 이전의 주무부서였던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부서명이 보건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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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관한 복지사무들은 종합계획의 추진부터 청소년 단체 육성
및 기금 운영, 시설 운영 등의 사무들을 문화 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가 복지사무를 집
행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의 전반적인 복지행정 사무들은 주무부서인 복지환경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외에 여러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지
침 등을 만드는 중앙정부의 부서가 횡적으로 분산되어 정책 및 지침이 수립되고 행정
자치부의 산하기관인 광역정부의 각 관련부서로 전달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표 5> 충남도 복지환경국 및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부서와 인력
부서

과

업무 영역
복지정책
생활보장
아동복지
정신보건
총괄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
총괄
보건행정
건강증진
공공의료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여성정책
여성복지
가족지원
보육지원
총괄

여성정책관실

합계

인력(명)
6
4
4
2
1
4
3
4
3
1
6
5
3
5
4
4
4
1
64

자료: http://www.chungnam.net에서 재구성

복지사무 주무부서인 복지환경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맡고 있는 사무들을 도청의
직무 분장표를 참고하여 요약하면, ① 복지 중․장기발전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도단위), ②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③ 복지시설 및 기
족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현재 부서개편을 추진 중에 있어서 2008년 하반기에는 지방정
부의 부처 개편도 중앙에 따라 복지사무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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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센터들에 대한 지도․감독, ④ 복지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⑤ 복지관련 기금
운영, ⑥ 시․군․구의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⑦ 복지관련 실무자 및 종사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관리, ⑧ 도민 인력개발, ⑨ 복지사업 평가, ⑩ 복지관련위원회 운영,
⑪ 복지관련 기념식 및 행사, ⑫ 복지정책 및 시책 개발․연구, ⑬ 시범사업 추진, ⑭
실적 관리 및 보고 등이다. 즉 광역정부인 충남도는 중앙부서의 복지사업들이 산하 16
개 시군구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활동, 16개 시․군․구 및
민간단체들의 사회복지 수행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활동,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
한 지도, 감독, ‘道’ 차원의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활동, 시․군․구의 지역적
복지편차를 조정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사무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
펴보면, 충남도의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의 경우, 사회복지행정업무는 주민생
활지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로 구성되고, 이 중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가 시민에 대한 복지행정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표 6>에서 정리된 것처럼 주민생활
지원과는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영역뿐
아니라 고용, 주거, 보건,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영역에 대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조사와 통합적 제공을 위한 기획, 그리고 이들 간 서비스 연계사업을, 사
회복지과는 지역복지와 관련한 복지행정사업, 생활보장사업, 장묘문화사업, 장애복지사
업, 노인복지사업을, 여성가족과는 여성 및 가족(청소년, 아동, 보육)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자원봉사와 관련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표 6> 천안시청이 복지행정사무 전담 부서의 현황과 인력
부서

과

업무영역
총괄기획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주거복지
복지행정
생활보장
장묘문화
장애복지
노인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
생활
지원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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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과

업무영역
여성지원
평생교육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
자원봉사

주민
생활
지원국

여성가족과

인력

34명

자료: 천안시 내부자료

이들 부서들이 맡고 있는 사무들을 시청의 직무 분장표를 참고하여 요약하면, ① 주
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②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③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④ 사회복지법인 설립, ⑤ 각 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설립 및
운영, ⑥ 각 종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개․보수 및 증축, 관리, ⑦ 사회복지기관 및 시
설 지도 감독, ⑧ 복지수급자 및 대상자에 대한 현금지원, ⑨ 사회복지관련위원회 운
영, ⑩ 기초자치단체 복지관련 기금 설립 및 운영(예, 여성발전기금), ⑪ 복지관련 기
념식 및 행사 등이다. 따라서 복지사무수행에 있어서 천안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의
역할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상기의 충남도와 천안시청의 주요 복지행정업무 비교에서, 우선 사회복지시
설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업무, 복지관련 기념식 및 행사 등의 업무들은 업무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광역과 기초정부 양쪽에서 다 같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법률들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무의 배분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방정부 간에도 구체적 사무에 있어서 배분과
재배분을 위한 원칙 및 사무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무들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고 광역
자치단체의 복지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지원하고 조정, 보완하는 기능으로 조
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주민의 참여
를 통하여 자주적인 책임 하에 민주적으로 해결해간다는 지역복지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충남도와 천안시의 복지행정 사무들을 비교하여 볼 때, 복지행정사무 집행체
계에 있어 광역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중간 전달자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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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역할 부재의 문제가 일부에서 광역정부 무용론을 불
러 오는 것 같다. 이러한 비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사무를 집행하는데 있
어 광역정부의 명확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즉 광역이라는 지역적 고유성에 기인한 역
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역정부가 광역단위 지역주민의 욕
구와 지역의 자원 및 환경을 고려하여 토착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복지계획이나 기획,
지침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힘들거나 광역단위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법률적 기준 및 인력, 재정, 행정적 자유재량 등)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복지행정에 있어 천안시와는 달리 충남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주무
부서인 복지환경국이나 여성정책관실 이외에 여러 부서들이 복지사업 집행에 참여하
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업무를 과중화하고 서비스의 통합적
공급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내려온 복지정책과 지침들
이 광역정부단위에서 통합적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초자치단체로 전달
되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정부 단위에서 서비스나 급여를 통합
하여 제공하는 역할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기초자치단
체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현재로서는 복지대상자의 사각지대발생이나 중복수혜의 문
제가 발생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광역정부단위에서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내려온 복지정책이나 지침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도입이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2. 충남도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분석
도의 사회복지영역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내용과 양을 파악하기 위
하여 복지환경국과 여성가족정책실의 공무원 64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직무분석을 시
도하여 보았는데 이들 중 응답자는 23명이었다. 이들 응답자들의 업무 내용을 분석하
였더니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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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무 현황 비교
직무 실태
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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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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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기준설정 2: 지자체 및 시설 평가 3: 소송, 심사, 심판(이의 신청 등)
4: 조사, 연구, 검사 5: 지도, 지원, 감독, 감사 6: 인허가 등 7: 전화 및 방문 민원
8: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 9: 기금관리 및 집행 10: 홍보(책자발간 등)
11: 유관기관자료요구업무 12: 기타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사무가 22.8%로 가장 높았고, ‘계획수립 및 기준설정’이
15.4%, ‘전화 및 방문 민원’이 14.6%, ‘지도․지원, 감독․감사’가 12.5%, ‘지자체 및 시
설평가’가 7.2%, ‘조사․연구․검사’가 6.9%, ‘기금관리 및 집행’이 5.2%, ‘기타’ 3.7%,
‘보훈처나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자료요구업무’가 3.4%, ‘인허가 등’의
업무가 3.3%, ‘소송, 심사, 심판’ 등의 업무는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청의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은 사무들이 ‘기초자치단체나 민간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과 관련한 업무’,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과 기준 설정 업무’, 그리고
‘지자체 및 시설,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 평가’와 같은 업무들이다. 이는 사회
복지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대상자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전달하
는 업무를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고 조정,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측면으로 가도록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광역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볼 때 상당부
분 충청남도 도청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 및 민원방문’ 업무 처리의 비중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도 복지
행정의 상당부분이 일과성 업무에 할애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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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의 복지행정사무에 있어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세
부적으로 직무수행의 실태를 업무 담당 분야별로 자세하게 분석하여 보았더니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사무의 경우에는 각 업무 담당 부서의 전
인원이 모두 개별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 및 방문 민원’이나 ‘계획수
립 및 기준설정’, ‘지도, 지원, 감독, 감사’의 사무들도 각 담당 영역의 개별 공무원들
한명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개별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사업 수행은 광역정부의 복지사무 집행에 있어 기획이나 계획수립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같은 성격의 업
무를 사업단위별로 개별 공무원들이 중복적으로 맡고 있음으로 해서 업무가 분절적으
로 수행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
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 단위의 계획수립과 기획력 등과 같은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광역정부의 복지행정 부서들의 직무 조정이 필요하다.
<표 7>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실태 비교

업무
영역

생활
보장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건강
증진
여성
복지

계획
조사 수립
대상 기준
자 설정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0
20
15
10
10
10
10
20
10
30
15
20
20
10

지자
체및
시설
평가
%
10
10
5
10
10
5
5
15
15
5
20

소송,
보조
유관
전화
지도,
기금 홍보
심사,
조사,
금및
기관
지원 인허 및
심판
관리 (책자
사업
연구,
자료 기타 합계
감독, 가 방문
(이의
및 발간
비
검사
요구 %
%
감사 등% 민원
집행 등)
신청
%
집행
업무
%
%
%
%
등)
%
%
%
3
8
13
5
5
20
20
3
3
100
5
20
10
5
20
5
5
20
20
30
30
100
10
20
10
30
5
5
30
10
30
30
10
30
30
10
100
10
30
30
10
30
50
10
10
10
15
10
20
15
5
100
10
10
5
10
20
5
5
10
5
5
10
50
15
5
5
5
10
15
5
15
100
10
20
10
10
20
5
10
10
20
10
10
10
10
20
10
10
10
10
10
100
10
10
10
10
10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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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
보육
사업

17
18
19
20
21
22
23

30
30
20
5
30
30

10
10
25
10
-

5
-

5
15
5
10
10

10
10
20
25
30
10
-

5
40

20
10
5
5
40
10

20
20
10
20
50
10
10

10
5
5
-

30
-

10
-

10
-

100

100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지행정사무에 대한 정부 간 역할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정부자료
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특히 충청남도의 복지행정사무들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복지행
정사무 수행에 있어서 광역정부의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행정수행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서 정부 간 역할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 특히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규정이나 사무규정 자체가 애매하여- 중복적
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상당부분 복지행정업무가 다소 중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구체적 사무에 대한 배분과 재배분을 위한 원칙 및 사무의 성격을 구분
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때 광역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광역 산
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전달 기능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분
명하게 규정하고 이의 실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재량권이 확보 되도록 제도적 환경
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광역정부의 역할 확대에 있어서 현재의 광역정부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기
능은 축소시키고 민간부분 서비스 제공자나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품질관리와
성과관리주체로서의 역할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직접서비스 전달은 수요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道는 지역상황에 맞추어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의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품질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할이 필요하
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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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광역정부가 지역적 여건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균형적인 복지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道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 추
진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충남도의 복지행정공무원들의 업무 분석을 근
거로 할 때 충남도가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화민원이나 모
니터링과 같은 단순 업무들을 아웃소싱하거나 업무 자동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
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 업무들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사무들은 반복주
기와 횟수를 조정하여서 담당업무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절대 업무량을 경감하는 시도
도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부서간 실무자급 학습동
아리를 비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상하간이나 전현임간의 멘토링 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道의 복지사무집행의 다원화된 분산으로 말미암아 유사한 사무의 중복집행과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무 과중화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광역정부 단위에서
증복적이고 유사한 사무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도의 복지사업이나 예산수립과정에서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이를 조정될 수 있는 회
의기구를 마련하거나 주관부서 중심의 관련 부서간 협의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광역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제시된 개선방안들은 현 정부(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지표의 하나인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과 상
당히 부합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6개) 및 일반(5개)과제들의
기조아래 개선의 맹아가 싹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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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Community Welfare Administration
Moon, Soon-Young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local governments play their roles efficiently
in satisfying various and complicated desires for social welfares in this decentralized,
or localized era.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roles and functions of county-level
governments to revitalize social welfare system in local level
Main results from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criteria for redistributing clerical affairs between county-level governments
and city-level governments should be readjusted. Regulations stipulating roles and
clerical affairs of county-level governments and city-level governments are ambiguous,
which comes from the blurring of governments' roles defined in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Acts concerning social welfare. Secon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function of county-level governments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directly should be weakened. However, it is advisable to strengthen the roles of
county-level governments providing welfare services in private sector and controlling
the quality and outcome of services performed by city-level governm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some driving force making city-level governments' welfare
administrations revitalizing. Fourth, this research suggests making some regular
meetings or official meetings to redistribute and control clerical affairs of
province-level governments wisely because their overlapped activities are inefficient
at the moment.
Keywords: roles of local government, community social welfare, decentralizing,
loc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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