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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근간을 흔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를 표하며, 행정안전부에 이를
철회할 것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하여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의회에 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로,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를 부정하여 지방자치를 말살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 이다.
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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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
하여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의회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까지 무시한 개악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결의문 : “붙임”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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