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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focused 302 environmental ordinances enacted from 1974 to 2008 by 16 upper-local

governments (7 deignated cities and 9 provinc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The ordinances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e voluntary ones without any obligatory stipulations in laws, the optional ones based on laws,

and the law based obligatory ones, which have been examined the enactment years and the contents

of them. The local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in four periods with a few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pre-local-autonomy period (1974-1991)”, “the introductory-local-autonomy period (1991-1995)”,

“the local-autonomy-developing period (1995-1999)”, and “the mature-local-autonomy period (after

2000)”, along the local autonomy development. 57 ordinances were enacted in the first period, 20

enacted in the second period, 46 enacted in the third period and 179 ordinances in the fourt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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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ligatory ordinances were the most in the first period and in the second period, while the

voluntary ordinances were enacted most in the third period. 7 designated cities have pretty more

ordinances, 160 in all, than 9 provinces, 142. The tendency to enact earlier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City, IncheonCity and Gyeonggi province, than the others can be seen.

It can be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in Korea had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Key Words：Local Autonomy, Environmental Ordinances, Voluntary Ordinances, Optional Ordinances,

Obligatory Ordinances.

I.서 론

한국에서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

으나,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회가 없는

상태가 계속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앙정

부에 의해 임명되어 실제 인 지방자치는 이루어

지지 못하 다. 그러다, 1991년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1990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에는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 확 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그동안 국가의 환경정책만을 단순히 실행하

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게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과연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안정되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리체계는 이에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

로의 국가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요한

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의 주제에 가

까운 선행연구로서 윤 채(2003)는 지방자치제

도의 확립 이후, 지방환경정책의 진 을 지 하

는 한편, 지방조례의 내용이 국가의 환경법 틀의

한도를 넘어 설 수 없는 과 독자 인 지역환경

보 에 효과 인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羅勝元․成炫贊․井上 太郞․泉俊弘․待

井健仁(2007)는 한국의 지방자치에 주목하여 환

경 련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한 규제권한의 변천,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제정상황 등을 통해 국

가와 지방의 환경정책에 한 역할분담에 한

경 , 황 등에 하여 경기도의 사례를 심

으로 연구하 다. 그러나, 선행연구 고찰 결과,

한국의 지방, 지역에 한 환경 리, 환경행정,

주민참여, 환경분쟁 등을 다룬 많은 논문이 있

었으나1), 본 논문과 같이 환경조례에 주목한 논

문은 윤 채(2003)의 것 이외에는 발견하기 어

려웠다.

본 연구는 상기의 배경과 같이, 그동안 앙집

권 인 환경정책을 그 로 실행하던 지방환경

리가, 지방자치제도의 발 에 따라 어떻게 변화

되고 체계화되고 있는 지를, 역자치단체의 환

경업무담당 부서가 장하고 있는 환경조례를 이

용하여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한국의 지방환경정책에 한 선행연구 56건을 조

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운동, NGO,주민

참여 등에 한 연구(6건), 지방자치단체, 주민, 국

가 등의 역할 기능등에 한 연구(7건), 지방자

치단체의 환경정책의 발 방향에 한 연구(14

건),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한 연구(3건),

지방환경정책 등의 변천에 한 연구(5건), 지방자

치단체의 환경정책의 수립・결정 등의 과정과 요

인등에 한 연구(6건), 지방환경정책과 경제 요

인에 한 연구(5건), 지방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발 혹은 국제 력 등에 한 연구(5건)로 분류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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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연구방법 내용

1. 연구방법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 이 지방정부에 의

해 제정된 것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이후 제정된 환경조례에 해 분석하 다. 분석

한 시기 범 는 1949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탄생 이후부터 역자치단체에 해당

하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환경조례

가 제정된 시 을 말한다.

분석한 환경조례에 해, 환경법에서 반드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조례”,

환경법에 규정된 조례제정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단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선택조

례”, 지방자치법 이외의 환경법 혹은 그 외의 법

률에 제정근거를 두지 않고 독자 으로 제정하고

있는”독자조례”로 구분하 다.

환경조례의 내용 범 에 해서는 역자치

단체의 환경부서가 소 하고 있는 조례로 한정하

으나, 환경보 정책과 매우 련성이 낮다고

단된 4건의 환경조례에 해서는 분석 상에

서 제외하 다.

한,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이후 외교･국

방 외의 분야에 있어 독자 인 자치권을 갖는 제

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로 되었으나, 분석상

차이가 없어본 논문에서는도와동일하게다루었

다. 울산시에 해서는 동 시가 1997년에 역시

로 승격한 후에 제정한 조례를 상으로 하 다.

2. 환경법에 규정된 역자치단체의 역할 환경

조례의 구분

44개 환경법2) 10개 법 23개 조항에 역자

치단체의 조례제정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22개

법 55개 조항에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

어 있다3).

2)모두 2,069조, 4,414항.

3) 1,187조항.

2009년 3월 재, 16개 역자치단체에서 302

건의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의무조례가

129건, 42.7%, 독자조례가 89건, 29.5%, 선택조

례가 84건, 27.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

조례제정 수에서 인천시의 조례제정 건수가 31

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와 라북도가 12

건으로 가장 었다. 의무조례의 제정은 구시

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4건으로 가

장 었다. 선택조례의 제정은 인천시와 제주도

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는 2건으로 가장

었다. 독자조례를 가장 많이 제정하고 있는 것

은 11건의 서울시로, 가장 은 곳은 2건을 제정

하고 있는 라남도 다. 한,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3개 시․도는 의무조례나 혹은 선택조례

의 수보다 더 많은 독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역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조례 302

건은 역시에 의한 것이 160건, 도에 의한 것이

142건으로 역시가 조 더 많다. 129건의 의

무조례에 있어서 역시가 75건, 도가 54건을

제정하 고, 84건의 선택조례에 있어서는 역

시가 38건, 도가 46건을 제정하 다. 89건의 독

자조례에 있어서는, 역시가 47건, 도가 42건을

제정하 다.

환경조례의 구체 인 로, 독자조례에는 환경

기본조례, 빗물 리에 한 조례, 기후변화기

의 설치 운용에 한 조례 등이 있고, 의무조

례에는 자연환경보 조례, 폐기물 리조례, 운행

차 배출가스 정 검사에 한 조례 등이 있으며,

선택조례에는 환경 향평가조례, 자동차 공회

제한에 한 조례, 친환경상품구매에 한 조례

등이 있다.

3.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분석

1)제정시기

역자치단체(1995년 6월 27일까지는 지방정

부)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조례를 제정년도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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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명 독자조례 의무조례 선택조례 조례제정수

서울시 11 11(3) 7(10) 29

부산시 5 9(5) 2( 8) 16

구시 6 12(7) 3( 9) 21

인천시 8 14(5) 9( 9) 31

주시 6 9(5) 6(11) 21

시 8 11(5) 5( 9) 24

울산시 3 9(6) 6(10) 18

소계[ 역시조례/ 체조례] 47[29.4%] 75(36)[46.9%] 38(66)[23.8%] 160[100%]

경기도 8 5(5) 4( 7) 17

강원도 6 4(3) 5( 5) 15

충청북도 4 4(4) 4( 5) 12

충청남도 4 7(5) 5( 6) 16

라북도 4 5(5) 3( 6) 12

라남도 2 6(4) 5( 7) 13

경상북도 4 6(5) 5( 5) 15

경상남도 6 7(4) 6( 6) 19

제주도 4 10(4) 9( 5) 23

소계[도조례/ 체조례] 42[29.6%] 54(39)[38.0%] 46(52)[32.4%] 142[100%]

합계 89[29.5%] 129(75)[42.7%] 84(118)[27.8%] 302[100%]

주1：2009년3월11일 재

주2：( )는 환경법에 근거를 두는 조례, ( )의 수치가 조례건수 보다 많은 것은 하나의 조례가 복수의 환경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임.

표 1. 환경조례의 제정근거별 내역. <단 ：건>

그림 1.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시기.

역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4)가 실시되기 이

에 59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의

4) 1991년 6월 20일에 역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가 실시되었고, 동년 3월 26일에는 기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선거가 이루어 졌다.

원선거가 실시된 이후, 1990년 부터 2000년도

까지 조례의 제정 건수가 에 띄게 증가하

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더욱 증가하 다.

특히,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된 1991년, 2003년,

2007년에는 환경조례의 제정건수가 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0년 에 큰 변화가 있

었으며, 이 에 착안하여 환경조례의 제정시기를

구분하고, 최 의 환경조례가 제정된 1974년 이

후부터 1991년 6월까지(이하, “지방자치 이

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1991년 6월 이후부터 1995년 6월까지(이하,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

시된 1990년 반 이후(1995년 6월 27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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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90년 말(이하, “지방자치 확립기”), “

앙권한의 지방이양 진에 한 법률” 제정(1999

년 1월29일) 지방자치의 강화를 포함한 지방

자치법의 개정(1999년 8월 31일)이 시행되게 된

2000년 이후(이하, “지방자치 자립기”)의 4시

기로 구분 하 다.

최 의 환경조례는, 1974년에 구시가 제정

한 의무조례인 “ 구 역시 공원 원회 설치조

례” 이다. 이 조례는 구시의 공원계획 사업

집행, 그 외의 공원유지・ 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는 공원 리 원회를 설치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례는 2006년까지 8건

제정되었다. 한, 독자조례로는 1984년에 인천

시가 “인천 역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제정

하 고, 선택조례에서는 동년 인천시가 “인천

역시 하천 용료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

다. 그 뒤, 1989년에 의무조례인 환경보 자문

원회 조례가 12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의

무조례인 환경오염분쟁조정조례가 12건 제정되

었다. 더욱이, 환경오염분쟁조정조례는 역자치

단체 의회의원선거(1991년 6월 20일)이 에 제

정된 것으로, 선거 후 1991년도 내에 제정된 조

례는 “ 주 역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조례” １건 이었다. 이처럼, 1974년의 구시 조

례를 최 사례로 하여, 지방자치 이 기에는 의

무조례 47건, 독자조례 7건, 선택조례 3건, 총 57

건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 이행기에 제정된 환경조례는, “서울

특별시 기후변화기 의 설치 운용에 한 조

례”, “충청남도 환경보 상 운 조례” 등의 독

자조례 8건, 폐기물 리조례 6건, 지하수조례 4

건 등 의무조례 22건,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

장료 등의 징수조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

장료 등의 징수조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선택조례 2건, 합계 32건이었다. 폐기물 리조례

는, 폐기물 리법의 규정을 반한 자에 한 과

태료를 징수하는 조례,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진 등에 한 조례 다. 지하수 조례는, 지하수

법 동법 시행령에서 임된 내용에 해 조례

제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지하수

의 향조사, 지하수개발・이용 등에 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확립기는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

고,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환경기본조례 13건,

“ 구 역시 조경 리조례” 등의 독자조례 33

건, 지하수조례 3건, 자연환경보 조례 등의 의

무조례 12건,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공해

진 지원 등에 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

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의 선택조례

4건 합계 46건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까지 부

분의 역자치단체가 환경기본조례 14건5)를 제

정하 고, 1997년 7월 15일에는 울산시가 역

시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기본조례 외에 6건의

환경조례를 동시에 제정하 다. 지방자치 확립

기에는, 독자조례의 제정이 에 띄며, 구시

는 ” 구 역시 조경 리조례”를 제정하여 도

시녹화, 경 의 향상을 한 조경시설 등의 조

성 유지・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경에 따른 공익 기능, 생활환경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환경 상조례”를 제정하여, 쾌 한 환경조성,

환경행정발 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표창

하여 환경의 쾌 성에 한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 다.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 역시 의제21 추

진 의회 지원조례”, “경기도 환경오염행 신

고 보상6)에 한 조례” 등의 독자조례 43건,

자연환경보 조례(15건)7), 운행차 배출가스 정

5)지방자치 확립기 이외의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

자립기에 1건 씩의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6) “보상(補償)”은, 법률을 반한 자를 발견하여 신고

한 자에게 지 하는 돈을 의미함.

7)경기도는 1999년 11월 29일에 “경기도자연환경보

조례”를 제정하 고, 2000년 이후의 기간에는 포

함되지 않는다. 한, 2007년 1월 2일에 서울시를 마

지막으로 모든 역자치단체에서 자연환경보 조례

를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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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한 조례(13건)8) 등의 의무조례 62

건, 자동차 공회 제한에 한 조례(15건) , 친

환경상품 구매 진에 한 조례(16건) 등의 선

택조례 74건을 합친 179건이 제정되었다. 이 시

기의 기간 에 조례제정 총수가 큰 폭으로 증

가하 고, 특히 선택조례의 증가가 하 다.

자동차 공회 제한에 한 조례는, “ 기환경

보 법” 제59조(공회 제한)에 근거하여, 역

자치단체의 단에 따라, 터미 , 차고지, 주차

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 을 제한하기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상품

구매 진에 한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 진

에 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 는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 자원 약에 기여하고 환

경오염을 감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진

한다.

지방자치 이 기에 제정된 환경조례 57건 ,

의무조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 이

행기에 제정된 환경조례 20건 의무조례가

12건, 독자조례가 6건이었다. 지방자치 확립기

에는 46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독

자조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 자립

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환경조례가 제정되

었고, 선택조례 74건, 의무조례 62건, 독자조례

43건, 총 179건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지방자

치 이 기 지방자치 이행기에는 의무조례의

제정이 많았고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독자조례

제정이 격히 증가하 으며, 지방자치 자립기

에는 독자, 의무, 선택조례 모두 큰 폭으로 증가

하 다.

2) 역시  도  환경조례제정 상황 비

환경조례에 해 역시와 도로 나 어 조례

8)부산시의 경우, “부산 역시 자동차배출가스 감에

한 조례”에 자동차공회 제한 운행차 배출가

스 정 검사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에 한 조례, 공회

제한에 한 조례로써 반 하지 않는다.

제정시기의 분포를 악함과 동시에, 의무조례,

독자조례, 선택조례에 해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과정과 련하여 환경조례의 시기구분에 따른 분

석을 실시하 다.

지방자치 이 기(1974-1991)의 환경조례는 57

건이 제정되었고, 의무조례에 해서는 역시

(당시 직할시9) 23건, 도 24건으로, 양자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독자조례 제정에 있어

서는 역시가 6건, 도가 1건으로 역시 쪽이

도보다 많이 제정하 다.

지방자치 이행기(1991-1995)의 환경조례는 20

건이 제정되었고, 의무조례에 해서는 역시 9

건, 도 3건으로 역시 쪽이 지방자치 이 기에

이어 많이 제정하 다. 도는 독자조례 3건, 선택

조례 2건으로 총 조례제정 건수 면에서 지방자치

이 기 보다 약 1/3로 감소하 으나, 역시와 도

의 제정수 비율은 거의 비슷하 다.

지방자치 확립기(1995-1999)의 환경조례는 46

건이 제정되었고, 의무조례 9건, 독자조례 33건,

선택조례 4건이었다. 독자조례에 해서는 역

시 17건, 도 16건으로 양자는 비슷한 건수를 보

다. 의무조례 선택조례에 있어서는 역시

의 제정수가 많았다.

지방자치 자립기(2000년이후)의 환경조례는

179건이 제정되었고, 의무조례 62건, 독자조례

43건, 선택조례 74건이었다. 선택조례에 해서

는 역시 32건, 도 42건으로 양자 모두 지방자

치 확립기에 비해 폭 제정수가 증가하 고, 특

히 도에서 많이 제정하 다.

지방자치 이 기 지방자치 이행기에 있어,

의무조례가 비교 많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독자조례의 제정이 폭 증가하 으

며,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의무조례, 독자조례, 선

9)직할시는 도시행정수요와 특수성에 처하기 해

설치된 것이나 법 자격은 없고, 100만명 후의

인구, 도시 형태 기능・규모 등을 갖추고 있

다. 본격 인 지방자치를 비하기 해 이루어진

행정개 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역시로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 환경 리체계와의 계에 한 연구
                                                                                                      

87

시 기
역시 도 합 계

의무 독자 선택 소계 의무 독자 선택 소계 의무 독자 선택 소계

지방자치 이 기 23 6 2 31 24 1 1 26 47 7 3 57

지방자치 이행기 9 3 0 12 3 3 2 8 12 6 2 20

지방자치 확립기 7 17 3 27 2 16 1 19 9 33 4 46

지방자치 자립기 37 21 32 90 25 22 42 89 62 43 74 179

합 계 76 47 37 160 54 42 46 142 130 89 83 302

주1：1974년 이후부터 1991년 6월까지를 지방자치이 기로 한다.

주2：1991년 6월 이후부터 1995년 6월까지를 지방자치이행기로 한다.

주3：1995년 6월 이후부터 1999년 8월까지를 지방자치확립기로 한다.

주4：2000년 이후를 지방자치자립기로 한다.

표 2. 지방자치와 환경조례의 제정시기에 따른 시기구분.　　　　　　　 　　　　 <단 ：건>

환경조례분야 조례수 독자 의무 선택 환경조례분야 조례수 독자 의무 선택

환경의 기본정책에 한 조례 49 32 15 2 도시환경보 에 한 조례 15 4 13 0

경제 유인 등에 한 조례 6 3 1 2 환경분쟁 조정에 한 조례 16 0 16 0

자연환경 보 에 한 조례 38 4 28 4 폐기물에 한 조례 24 0 17 5

수질환경에 한 조례 32 11 18 5 그 외의 조례 50 31 3 26

기환경에 한 조례 51 4 16 31

환경 향평가에 한 조례 9 0 0 9 조례 합계 302 89 127 86

표 3. 환경조례의 내용별 분류.　　　　　　　　　 (단 ：건)

택조례의 제정수 모두가 증하 고, 특히 선택

조례가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냈다.

지방자치 이 기는, 의무조례 제정수가 총 조

례 제정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시, 도 모두

그 외의 조례에 비해 많았고, 이러한 경향은 지방

자치 이행기까지 이어졌다. 지방자치 이행기에는

역시가 도 보다 많은 의무조례를 제정하 다.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독자조례의 제정수와 총 조

례 제정수에 한 비율이 역시, 도 모두 많아졌

고, 제정건수가 지방자치 이 기, 지방자치 이행

기에 비해 증하 다.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환

경조례의 제정건수가 폭 증가하 으나, 역시

는 의무조례의 제정비율이 높고, 도는 선택조례

의 제정비율이 높았다.

3)환경조례  내용별 류  표사례 및 역

치단체간  조기 제정  

역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302건의 환경

조례에 해, 분야별 독자・의무・선택조례

별로 제정건수를 표 3에 정리하 다. 이 표에서

나타낸 분야별 구분은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경기도 푸른 경기21 실천 의회 지원조례” 등의

환경의 기본정책에 한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

변화기 의 설치 운용에 한 조례”, “울산

역시 가로수 원인자 훼손자 부담 에 한 조

례” 등의 경제 유인 등에 한 조례, “자연환경

보 조례”, “ 라남도 야생・동식물보호조례”

등의 자연환경보 에 한 조례, “제주특별자치

도 가로수 조성 리 조례”, “서울특별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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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의 도시환경보 에 한 조례, “ 구

역시 자동차 공회 제한에 한 조례”, “서울특

별시 경유자동차 공해 진 지원 등에 한

조례” 등의 기환경에 한 조례 등 총 9개의

조례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 다.

유형별 표 인 조례 특징 등은 아래와 같

다. 환경의 기본정책에 한 조례로 분류하고 있

는 환경기본조례는, 지방자치 이행기부터 지방자

치 자립기에 걸쳐 제정된 독자조례이다. 본 조례

는 16개 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환경백서의 발행, 정보공개, 지구환경보

등에 한 것이다. 주목할 내용으로는 지역환

경기 을 들 수 있다. 시, 서울시, 구시, 부

산시, 인천시, 경기도, 제주도의 7개 역자치단

체에서 기환경과 련하여 SO2오염의 지역환

경기 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SO2 환경기 은

0.15ppm(1시간치)임에 반해, 부산과 제주도가

0.10ppm(1시간치)로 가장 엄격하 고, 시가

0.13ppm(1시간치)로 가장 높은 지역환경기 을

정하고 있다. 특히, 시 제주도는 기뿐만

아니라 하천의 지역수질환경기 을 도입하고 있

으며, 시는 소음에 한 지역환경기 까지

도입하고 있다.

환경의 기본정책에 한 조례로 분류하고 있

는 “인천 역시 의제21 실천 의회 설치 운

조례”는, 지방자치 확립기의 독자조례이다. 1992

년에 UN이 채택한 의제21에 근거하여 지속가능

한 발 을 해 수립된 인천의제21을 실천하기

해 본 조례에 따른 의회 설치를 목 으로,

1999년 2월에 제정되었다. 인천의제21은 인천시

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인천시의 시민, 기

업 시 등이 상호 력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는 “ 역시 지속가능발

원회 조례(2004년 5월 14일)”를 제정하고 있으

며, 본 조례는 지방자치 자립기의 독자조례이다.

지속가능발 의 달성 지속가능발 을 한 국

제사회의 력에 조하며 재 세 미래세

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 함을 목

으로 하는 “지속가능발 기본법(2008년 2월 4일

제정)”에서 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해 제정되었고, 2009년 4월에는

“ 역시 지속가능발 기본조례”에 통폐합되

었다. 특히, 지속가능발 지표의 작성 지속가

능성평가에 해 시장은 지속가능발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 지표를 작성하고, 지속

가능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지속가능발 지표의

용결과, 이행계획에 한 검결과 그 당시

의 국내외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경제 유인 등에 한 조례로 분류한 4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 의 설치 운용에

한 조례”는, 온실가스 감, 신・재생에 지 개

발보 에 지 이용효율화 도시가스 공

등을 진하기 해 서울시의 기후변동기 을 설

치하고 그 운용 리에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

치 이행기인 1992년 1월에 제정된 독자조례이다.

기 의 용도는, 에 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 한 연구・조사・기술

개발 련사업, 고효율에 지 기자재 체사

업, 신・재생에 지의 개발・이용・보 을 장려

하기 한 사업 등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 환경보 기 설치 운

조례”는, 자연환경을 보 하기 한 환경단체의

활동지원, 환경 련연구기 의 지원, 학술단체의

연구・조사활동지원 소기업의 환경오염방

지시설 등을 지원하기 해 환경보 기 의 설치

・운용에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확립기인 1999년 11월에 제정

된 독자조례이다. 기 의 용도는, 소기업의 환

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융

자, 지역주민 민간환경단체, 학 는 연구기

의 환경보 과 련된 조사・연구・기술지도

등에 한 지원 사업비의 보조 등이다.

세 번째로, “울산 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훼손자 부담 에 한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

성 리에 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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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 정 는 훼

손 등에 한 승인 차, 비용부담 등의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자립기

인 2008년 3월에 제정된 독자조례이다. 시장은,

사고 는 그 외의 이유로 가로수를 훼손한 때에

는 원인자 부담 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강원도 수질오염 감기 설치

조례”는 수질개선을 한 사업 혹은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 인 리운용을 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자립기인

2001년 10월에 제정된 독자조례이다. 기 의 용

도는 오수・가축분뇨시설의 설치비융자 지원 혹

은 민간부문에서 융자한 융자 에 한 이자 차

액의 지 , 지역 수질보 책 수립 조사・연

구활동 등이다.

자연환경보 에 한 조례로 분류한 “자연환

경보 조례”는, “자연환경보 법”에서 역자치

단체로 임한 임업무인 “생태・경 보 지역

의 리계획”, “자연경 의 보 ” 등 13항목에

걸쳐 조례제정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

여 1999년 11월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제정하

고 2007년 1월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역자

치단체에서 제정하 다. 각 역자치단체의 조례

는 자연환경보 법에서 임한 생태・경 보

지역의 지정, 생태・경 보 지역의 리계획

수립, 자연환경보 실천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확립기부터 지방자

치 자립기에 걸쳐 제정된 의무조례이다. 타 역

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서울시의 자연환경보

조례의 특징은 법률 제28조(자연경 향의

의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은 생태 ・경

가치가 높은 산림, 하천 습지 등의 자연경

을 보 하기 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다. 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

나 제14조(자연경 향의 검토)에서는, 법정

상 이외의 개발사업 등에 해 인・허가를 할 경

우에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 에 미치는 향

보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환경에 한 조례로 분류한 “지하수조례”

는, 서울시, 구시 등 10개 역자치단체에서 제

정하고 있다. 지하수의 한 개발・이용 효

율 인 보 ・ 리에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의 개발 이용의 정성을 기하며 지하

수 오염을 방함과 동시에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고 있

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확립기부터 지방자치 자

립기에 걸쳐 제정된 의무조례이다. 주시, 부산

시, 인천시가 제정하고 있는 조례는 시장이 지하

수 보 구역을 지정 혹은 변경 지정 하 을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

산시는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시설에

해,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정기 인 수질검사를

부산 역시 보건연구원 는 부산 역시 상수도

본부에 의뢰한 때에는 수질검사의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조례로 분류하고 있는 “친환경상품구

매조례”는, 친환경상품구매를 진함으로써 자

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

속가능한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상품구매 진에 한 법률” 제11조(지방

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구매 진 등)에 근거하여

16개 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제정되었

고, 지방자치 자립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진하기 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구매의무

에 한 사항, 친환경상품 상품목 이외의 품목

에 해 친환경상품 단기 의 설정・운 등

에 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선택조례이다. 단, 조례의 제정 혹은 변경했을 때

에는 환경부장 에게 보고하지 안으면 안된다.

친환경상품구매조례에 있어 주목할 은 시행

진방법이다. 경기도 라북도는 도 직속의 기

도가 출자하고 있는 공공기업 등의 기 이

실시하고 있는 구입실 을 반 하여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역자치단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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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종류 제정시기 순서

환경기본조례 충청북도(1995.5.22) 시(1996.04.15) 서울시(1996.5.20)

환경 향평가조례 강원도(2001.8.4) 제주도(2001.9.19) 서울시(2002.3.20)

친환경상품구매조례 제주도(2006.3.15) 경기도(2006.12.26) 서울시(2007.5.29)

자연환경보 조례 인천시(1991.2.12) 울산시(1997.7.15) 서울시(1999.3.20)

자동차배출가스 정 검사에 한 조례 서울시(2002.4.20) 인천시(2003.2.17) 경기도(2003.3.3)

자동차 공회 제한에 한 조례 서울시(2003.7.15) 충청남도(2003.9.19) 라북도(2003.11.14)

환경분쟁조정에 한 조례 인천시(1991.2.12) 시(1991.2.13) 강원도(1991.2.18)

표 4. 7종류의 조례와 역자치단체별 제정시기 순서.

실 이 뛰어난 부서, 기 등에 해 포상하는 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환경에 한 조례로 분류하고 있는 “자동

차 공회 제한조례”는, “ 기환경보 법” 제59

조(공회 제한)의 규정에 근거하여 역자치단

체의 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따른 기오염을

이기 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를 제정함으로써 터미 ,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

소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혹은 정차

하는 행 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재 모든 역자

치단체에서 련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본 조례

는, 지방자치 자립기에 제정된 선택조례이다. 자

동차 공회 제한 조례에 있어 주목할 은, 제한

시간 벌칙이다. 서울시, 구시는 가솔린 차량

과 경유차량에 해 각각 3분, 5분의 상이한 공

회 제한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역

자치단체에서는 차량에 해 일 으로 5분

을 기 으로 삼고 있다. 공회 제한의 벌칙규정

에 있어 서울시는 1회의 반에 해 2만5천원부

터 5만원, 그 외의 역자치단체에서는 1회의

반에 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

울시는 시와 자치구의 장이 과태료를 징수하지

만, 그 외의 역자치단체에서는 자치구의 장, 시

장, 군수에게 임하고 있다.

환경 향평가조례는, 1997년 3월에 개정된 환

경 향평가법에서 “법정 상사업의 범 에 해

당하지 않는 사업”에 해 역자치단체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001년 8월에 강원도의 조례를

처음으로, 제주도(2001.9), 서울시(2002.3), 인천

시(2003.7), 주도((2003), ((2004), 경상남도

(2006), 주((2007)의 8개 역자치단체에서 도

입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자립기에 제정

된 선택조례이다. 역자치단체의 환경 향평가

는 도시의3.7, 에 지.7 등 상사업은 최소 3분

야에서 최 16분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게는 2분야에서 많게는 6분야의 환경에 한 평

가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환경 향평가조례에 벌칙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환경 향의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만원(첫회)에서 최고 공사 지명령을 반한 경

우의 500만원(3회째는 1,000만원)등, 12항목에

걸쳐 과태료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 9개 분야의 환경조례 , 과반수의 역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조례 에서 7종

류의 환경조례를 선정하여 역자치단체의 환경

조례제정이 빠른 순서 로 3 까지를 표 4에 나

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 인 제정순서

는 역시가 빠르며, 특히 서울시가 1종류 이외

의 제정시기에서 빠르게 나타났고, 2종류의 자동

차 련 규제에 해서는 가장 빨랐으며, 환경기

본조례에 있어서는 3번째로 제정하 다. 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수도권에 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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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빠른 제정을 보 다. 체 으로 보면 역

시가 제정순서에 있어 상 3 안에 12건이 포

함되어 도의 9건 보다 많았다.

III.고 찰

1. 지방자치의 변천과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 추이

16개 역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조례

에 해, 지방자치제도의 발 에 입각하여 지방

자치 이 기,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 확립기,

지방자치 자립기의 4시기로 구분하 다.

지방자치 이 기의 지방정부는 앙정부의 지

방기 과 같은 치에 놓여 있었고, 법률에 근거

한 의무조례는 47건이 제정되었으나, 독자조례와

선택조례는 7건과 3건이 제정된 것에 불과하 다.

지방자치 이행기에는, 역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가 1991년 6월에 실시되었고, 이 기간에 20

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독자조례는 6건,

선택조례는 2건만이 제정되어 지방자치 이 기

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역자치단체장 선거

역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가 1995년에 실시되

어 실질 인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46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고, 독

자조례가 33건, 의무조례가 9건, 선택조례가 4건

이었다. 이 시기에는 독자조례의 제정건수가

증하 던 시기이다.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1999년에 앙권한의 지

방이양 진에 한 법률 지방자치법의 개정

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사무의 이 이 이

루어졌다. 2000년 이후 약 10년간, 독자조례 43

건, 의무조례 62건, 선택조례 74건 합계 179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역시, 도로 나

어 시기별로 제정상황을 보았을 경우,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 확립기의 의무조례 제정건수에

주목할 수 있다. 역시가 각각 9건, 7건을 제정

하고 있으며, 도의 3건, 2건 보다 많으며, 기에

련된 환경조례의 제정이 에 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 단계에 따라 역자치단

체의 환경조례 제정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지방자치 확립기, 즉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1990년 반 이후에 독자조례의 제정

이 히 증가하 다.

2. 역자치단체별 환경조례의 제정상황 특징

환경조례의 제정 수는 7개 역시가 160건, 9

개 도가 142건, 이 독자조례는 역시가 47건,

도가 42건으로 총 조례제정 수, 독자조례 수 모

두 역시의 제정수가 많았다.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건수에 있어서

는 인천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

시 29건, 시 24건 등이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수도권이 77건(25.5%)의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체 으로 보았을 경우 수도

권에 편 되는 경향이 보 다. 특히 수도권은 환

경 기본조례가 많고(10건), 다음으로 기 련,

폐기물 련(8건씩) 이었다. 독자조례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시,

시, 경기도가 8건이었다. 환경조례 독자조

례의 제정상황을 통해 수도권은 도시화에 따른

기오염 폐기물과 련된 환경문제에 응하

는정책을필요로 하고있다고볼 수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동차에의한 NO2 기오염에 있어 지

방자치 자립기 이후, 국가의 환경기 0.03ppm

(년평균)을 과하 으며, 한 PM10의 경우에

도 환경기 인 50μg(년평균)을 과하고 있다.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시기의 순 에

있어서는, 반수 이상의 역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기본조례, 환경 향평가조례 등 7종류

의 조례를 상으로 상 3 까지 악한 결과로

부터, 역시가 도에 비해 기에 조례를 제정하

는 경향이 보 다. 특히, 수도권에 속한 서울시,

인천시의 환경조례 기 제정건수는 9건으로 경

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시・도가 기에 제정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7종류의 환경조례 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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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경조례와 인구 도. 그림 3. 환경조례와 GRDP.

기 순 로부터 수도권의 조례제정이 그 외의

역자치단체에 비해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환경정책의 진 과 그 사회 요인

한국의지방환경정책이 지방자치제도의 발 과

함께 발 해 왔다는사실에 해,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를 통해 밝 보았다. 한 역자치단체

의 환경조례 제정과 련된 분석에 있어서는, 환

경조례의 제정 시기, 독자조례, 선택조례, 의무조

례의 종류, 역시와 도, 수도권의 자치단체와 그

외의 역자치단체간의상이 등다양한측면에

서 규명하 다. 이러한차이 과 사회 지표와의

계에 해, 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상황과 인

구 도,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하, “GRDP”)의 계를 그림 2,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인구 도(2005년)에 있어서 역시에서는, 서

울시가 약1만 6천명/km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울산시가 약 1천명/km
2
으로 가장 낮았다. 도

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약 1천명/km
2
으로 가장 높

았고, 강원도가 88명/km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역시의 평균 인구 도가 약 4천 5백명/km
2

인 것에 비해, 도는 약 3백명/km
2
에 지나지 않으

며, 국 평균 475명/km2을 넘는 도는 경기도 뿐

이었다.

한편, 2005년도의 역시 도의 GDP 비

GRDP의 구성비율은, 각각 45.7%와 54.3% 다.

역자치단체의 일인당 GRDP(2005년)에서는,

도의 평균치가 약 1,800만원인 것에 비해, 역시

의 평균치는 약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시와 같이 계획 으로 공업화된 도시에서는

일인당 GRDP가 약 3,9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같이 인구가 1천만명 규모임에도 불구

하고 GRDP의 평균치가 도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곳도 있었다.

인구 도, GRDP와 총조례 제정수, 독자조례

제정 수에 한 상 계수를 악한 결과, 인구

도와 총조례 제정 수는 0.613, 인구 도와 독자조

례 제정 수는 0.612 고, GRDP와 총조례 제정

수는 0.249, GRDP와 독자조례 제정수는 0.612

다. 두 지표와 독자조례 제정 수는 어느 정도의

상 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림 2,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학 으로 의미있는 수

치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정진・정회성(2003)들은, “환경정책은 특정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건을 반 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밝

힌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제정상황의 차이에

해, 보다 구체 인사회 요인과의 계규명에

해서는 다음 단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지 한 것과 같이 환

경정책은 다양한 사회 요인을 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역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은 정치

향을 받으며 발 하 고, 인구 도가 높으

며, GRDP가 많을수록 환경조례 독자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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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자치단체

간에는 경제규모에 있어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환경조례와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 보다 구체

으로 밝히기 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IV.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발 과 지

방환경정책의 련성을 밝히기 해, 역자치단

체의 환경업무담당 부서가 장하고 있는 환경조

례를 이용하 다. 지방자치제도의 발 과정에

해 지방자치 이 기,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

확립기, 지방자치 자립기의 4기로 구분하 다.

지방자치의 변천과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추이의 분석결과, 지방자치 이 기, 지방자

치 이행기에는 의무조례의 제정건수가 많았으나,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독자조례가 증가하 고, 지

방자치 자립기에는 독자조례, 선택조례, 의무조

례의 모든 제정건수가 증하 다. 이것은 지방

자치의 확립이 지역의 환경정책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역자치단체별 환경조례의 제정상황

특징을 분석한 결과, 환경조례의 제정 수는 7개

역시가 160건, 9개 도가 142건, 이 독자조례

는 역시가 47건, 도가 42건으로 총 조례제정

수, 독자조례 수 모두 역시의 제정수가 많았다.

지방환경정책의 진 과 사회 요인을 검토해

본 결과, 통계학 으로 의미있는 수치로 보기는

어려우나, 인구 도, GRDP와 총조례 제정수, 독

자조례 제정 수에 한 상 계수를 악한 결과,

인구 도와 총조례 제정 수는 0.613, 인구 도와

독자조례 제정 수는 0.612 고, GRDP와 총조례

제정 수는 0.249, GRDP와 독자조례 제정수는

0.612로서, 두 지표와 독자조례 제정 수는 어느

정도의 상 계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한, 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 움직임에

는 차이가 있었고, 이것은 다양한 사회 배경을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서는 다음 과제

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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