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7.7~7.14
방문국 : 프랑스, 독일

KILF 국제포럼 출장 결과보고

2019. 8.

I

KILF 국제포럼 개요

1. 추진배경
❍ 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다양한 재정분권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
되고 있음
❍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방분권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원에서는
국제학술지 발간 사업,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등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의 국제적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지방세․재정 분야의 국내외 정책 이슈
및 동향 소개를 통한 담론형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프랑스와 독일의 학계, 정책연구소 및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 및 공유함과 동시에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교류를 통한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더불어, 2018년 3월 한국세무학회, 2019년 2월 유럽헌법학회, 한불법학회
와의 MOU 체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교류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출장 개요
❍ 출 장 명 : KILF 국제포럼 개최를 위한 출장
❍ 일

정 : 2019.7.7.~7.14.(6박8일), 출․입국일 포함

❍ 방문도시 : 프랑스 퐁투아즈(Cergy-Pontoise) 및 파리(Paris), 독일 만하임(Mannheim)
❍ 방문기관 : 세르지퐁투아즈 시청(Mairie de Cergy), 세르지퐁투아즈 대학교
(Universite Cergy-Pontoise), 파리 시청(Mairie de Paris), 독일
만하임 대학교(Universität Mannheim), 만하임 시청 재정조세국(Stadt
Mannheim Finanzabteilung)
❍ 출 장 자 : 부원장, 오승규(연구위원), 이지은(부연구위원),
신미정(연구원), 변성민(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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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일정
구분

세 부 내 용

7.07(일) ·인천국제공항(13:20) → 프랑스샤를드골공항 이동(18:30)
7.08(월)

7.09(화)

·세르지퐁투아즈 시청(Mairie de Cergy) 방문(09:00~11:00)
·한-불 지방세·지방재정 세미나(12:00~17:00)
·파리시청재무국(Mairie de Paris) 방문(10:00~12:00)
·프랑스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AMF) 방문(14:00~16:00)

7.10(수) ·프랑스(Gare de l'Est) → 독일 만하임(Mannheim Hbf)

비 고
KE 901
세르지
퐁투아즈
파리
고속열차

7.11(목) ·한-독 지방세·지방재정 세미나(10:00~17:00)
7.12(금)

·독일 만하임시청 재정조세국(Stadt Mannheim Finanzabteilung) 방문(10:00~13:00)
·만하임(Mannheim)→ 프랑크프루트(Frankfurt) 이동(16:00~17:00)

7.13(토) ·프랑크프루트 공항(19:40) → 인천공항 이동(12:55)
7.14(일) ·인천공항 도착(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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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KE 906

Ⅱ 한불 지방세‧지방재정 세미나
□ 개요
❍ 일

시 : 2019.7.8.(월), 12:00~17:00

❍ 장

소 : 프랑스 세르지퐁투아즈대학교(Universite Cergy-Pontoise)

❍ 참석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유럽헌법학회 및 한불법학회 관계자, 프랑스
학계 및 정책연구소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 세부일정 :
시
간
12:00~13:00 60′
13:00~13:20 20′
13:20~13:35 15′

13:35~14:45 70′

14:45~15:00 15′

15:00~16:10 70′

16:10~17:00 50′

내

용

• 오찬
• 참가자 등록 및 안내
• 개 회 사 : Prof. Carlos M. Herrera(세르지퐁투아즈대학교)
• 인사말씀 : 최원구 부원장(한국지방세연구원)
• 인사말씀: 변해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제1세션 :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 재정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
• 사 회 : 변해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제1주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 발제 : Prof. Jean-Luc Pissaloux(리옹대학교)
- 토론 :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제2주제] 한국의 지방재정법제의 최근 동향
- 발제 :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토론 : Prof. Pierre-Henri Prélot(세르지퐁투아즈대학교)
휴식
<제2세션 :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 혁신과 조세정책>
• 사 회 : Prof. Carlos M. Herrera(세르지퐁투아즈대학교)
[제1주제] 지방세제를 지배하는 주요 원칙들
- 발제 : Prof. Sophie Baziadoly(세르지퐁투아즈대학교)
- 토론 : 정재도 연구원(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주제] 한국에서의 평등원칙과 지방재정
- 발제: 강명원 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토론: M. Damien Coursodon(앵비보협동조합)
< 종합토론 :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세정책의 발전방안>
• 좌 장 : 변해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제1주제] 2015~2017년 한국의 세금개혁
- 발제 : 홍선기 교수(국회의정연수원)
[제2주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연구
:유럽법제의 한국 도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발제 :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
[제3주제] 지방세금 징수 소송에 관한 프랑스법과의 비교 사법연구
- 발제 : 심민석 교수(동국대학교)
- 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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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Ⅰ.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 재정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
m

[제 1주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 (Jean-Luc Pissaloux : Université de Lyon)

 1982년 3월 2일자 법률에 의한 지방분권 개혁으로 재정분권 개시
 권한 이양에 따른 지출 부담 증가에 대한 보상적 의미에서의 재원 이양
 지방재정의 지출증가에 따라 재원과의 형평을 기하려는 입법이 1995년 이후 계속됨
 재정분권을 보완하는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수지를 개선 노력 요구와 병행함
 프랑스의 지방재정의 재원은 다양한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세수입(recettes fiscales)
과 국가의 재정이전(transfert financier)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2017년 지방세 수입은 1325억 유로였으며 지방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지방세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두 종류가 있음
 2017년에 직접세 수입은 837억 7천만 유로
 4대 직접세:
‧ 주민세(taxe d’habitation) : 과세 대상 건물을 점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7년에 222억 8천 2백만 유로를 징수함
‧ 건축물소재토지세(taxe sur le foncier bâti) :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17년에 327억 2천 3백만 유로를 징수함
‧ 미건축토지세(taxe sur le foncier non bâti)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17년에 10억 5십 4만 유로를 징수함
‧ 지역경제기여세(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 : 기존의 4대 지방세 중 하나였던 영업세
(taxe professionnelle)이 2010년에 폐지됨에 따라 그것을 대체하여 도입된 조세로서 두 종류가 있음
‧ 2017년에 기업토지기여세(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로 76억 6천 3백만 유로가 징수되었고,
기업부가가치기여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17억 5천 8백만 유로가 징수됨
 주요 간접세 지방세 법령정보실
‧ 유상양도세(droits de mutation à titre onéreux)
‧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
‧ 보험계약특별세(taxe spéciale sur les contrats d’assurance)
‧ 체류세(taxe de séjour)
‧ 옥외광고세(taxe sur la publicité extérieure)
 국가로부터의 재정이전(transferts financiers)은 2017년에 999억 유로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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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재정이전은 지원금(concours), 지방세 감세분 보전 특별 보조금(dégrèvement d’impôts
locaux et les subvention spécifiques), 이전과세(fiscalité transférée)로 구성됨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8%, 2015년 55%, 2017년 49%로 감소하는 추세임
 지원금은 여러 종류의 교부금(dotation)으로 이루어짐
 교부금은 목적에 따라 운영교부금, 시설교부금, 보상교부금으로 분류됨
‧ 운영포괄교부금(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 : 2014년에 400억 유로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되어 2017년에 309억 유로가 배분되었음
‧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음. 인구,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
이 원칙이나, 국립공원이나 해양자연공원 같은 특수지역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함(2005년 법률 개정)
‧ 시설교부금(dotation d’équipement) : 2010년까지는 도와 기초자치단체에 배부되는 교부금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다가 그 중 기초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교부금은 2011년에 농촌발전교부금
(dotation de développement)과 통합되어 농촌지역시설교부금(dotation d’équipement des
territoires ruraux)으로 개편됨
‧ 2017년에 농촌지역시설교부금은 9억 9천 6백만 유로가 배부되었고 도에 배분되는 교부금은 2억
1600유로가 배분되었음
‧ 보상교부금(dotation de compensation)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른 재정부담을
보상해주는 차원의 교부금. 주로 분권일반교부금(dotation générale de décentralisation)을 말하며
2017년에 16억 유로가 배분되었음
 지방세감세분보전특별보조금(dégrèvement d’impôts locaux et les subvention spécifiques)은
2017년 기준 재정이전의 14.5%를 차지함
 이전과세(fiscalité transférée)는 2017년도에 재정이전의 36.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3년의
27%, 2015년의 32%에 비해 계속 증가추세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와 더불어 재정자치를 누려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재원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음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은 계속 증가 : 2017년 지방재정 총수입은 2338억 유로. 그 중 직접세수입은
791억 유로임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은 2017년 471억 유로(전체 지방재정수입의 49.1%).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임.
특히 운영포괄교부금이 많이 감액됨
 전체 지방재정지출은 2017년에 2400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임
 재정지출은 경상지출(dépenses de fonctionnement)과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지출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옴
 전체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여 교부금 감소의 충격을 완충하고 있음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근의 재정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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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군(bloc communal) : 재정지출을 상회하는 세수입 증가로 재정자율성이 개선되었으나,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도(département) : 재정수입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출수요의 증가 때문에 재정이 취약하고 안정성 떨어짐
‧ 권역(région) : 세수입 증가와 투자지출 확대 등으로 자치재정이 개선되었으나, 부채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013년과 2017년 사이의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적 자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투자지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01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차입을 제한함
 지방재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핵심적 역할을 함
‧ 입법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중요사항을 정함
‧ 국세 유지, 지방세로의 전환, 감세 등을 결정함
‧ 지방세도 국가가 통합 징수
‧ 교부금,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분배
‧ 계약 방식을 통한 재정 통제
 2020년에 주민세의 폐지도 예정되어 있음
 향후 계속되는 지방분권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재원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함

m [제2주제] 한국 지방재정법제의 최근 동향 (오승규 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 지방재정법제의 규범 구조
‧ 대한민국헌법은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최소한으로 규정하면서(제도보장),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에 맡기고 있음
‧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재정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제7장
재무 : 제122조 ~ 제146조, 5개의 절)
‧ 제1절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서 건전재정의 운영, 국사시책의 구현,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절은 예산과 결산 과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제3절은 수입(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과 경비지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제4절은 재산 및 공공시설로서 재산과 기금의 설치,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공시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제5절 보칙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경비, 보조금, 예산 및 결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재정분석, 재정관리, 재정조정제도의 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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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재정법의 연혁
‧ 1963년에 제정된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두 번 대폭 개정되었음
‧ 제정법률은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위한 기술적 법률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예산관리의 원칙을 담고 있는
부분적 자율성과 연대성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이었음
‧ 1988년 개정법률은 민주화와 분권화의 영향을 받아 지방자치법과의 중복을 피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공유재산을 세분화하였음
‧ 2005년 개정법률은 고차원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지방재정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관련 법률을 주제별로
개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및
재정공개를 도입하였음
 그 외에도 지방재정과 관련한 주요 법률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한국 지방재정법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제도 관련 법체계의 개선과제로는 자주재원 중심의 입법 강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운영
체계 구축, 재정운영의 형평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세외수입 규정 정비 등이 제시되고 있음

Ⅱ.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혁신과 조세정책
m [제1주제] 지방세제를 지배하는 주요원칙들 (Sophie Baziadoly : Université de cergy pontoise)
 지방세는 지방재정수입의 중요한 분야 : 규모면에서 2016년에 1257억 유로까지 증가했다는 점 및 직접세
증가에 따라 납세자에 의한 선출직 대표자에 대한 평가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운용이 중요해짐
 지방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대원칙들(grandes principes)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1980년 1월 10일자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지방세의 세율을 상한선 내에서 결정할 권한을 보유함
 지방세 과세권은 헌법 제72-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정된 재정자치의 첨병(fer de lance)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창구단일화의 원칙(principe de l’unité de caisse)에 의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배분하는 것은 국가세무관청의 권한
 오늘날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재원이면서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전세원의 부각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직접지방세는 지방재정자치의 초석을 형성함
‧ 먼저 금액 면에서 볼 때, 지방세수에서 가장 중요함 : 2017년에 총 840억 유로가 징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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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직접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좌우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수단임을
나타내고 있음
‧ 비록 지방자치단체는 단일국가의 한계 내에서 지방세를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할 수는 없으나, 세율과
과세대상에 대한 일정한 결정권을 행사함
 직접지방세는 대혁명기에 창설된 전통적 4대 지방세를 시초로 하여 형성되었으며 부동산을 과세기초로 삼았음
‧ 주민세(taxe d’habitation)
‧ 건축물소재토지세(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
‧ 미건축토지세(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non bâti)
‧ 영업세(tax professionnelle)
 전통적 지방세에 생활폐기물수거세를 추가함
 2010년에 기존의 영업세를 폐지함에 따라 그 대체수단으로 지역경제기여세(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가 신설됨
 지방세도 국가가 징수하여 매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수립된 세입액의 12분의 1을 지급함 : 우리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직접세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초가 너무 낡아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임대료 상당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른 요소(납세자의 소득 등)를 반영하지 못함
‧ 임대료 상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매년 변경할 수 없어 오래된 기준을 계속 쓰고 있는 문제
 영업세는 직접세 중 비중이 가장 높지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 폐지되고, 지역경제기여세로 대체됨
 그 외 많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조정(péréquation)을 통해 격차를 보전해주고 있음
 지속적인 분권개혁으로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고 그에 맞추어 재정수단(moyens
financiers)도 이양되고 있음
 다수의 간접세들이 지방세로 전환됨
‧ 유상양도세(droits de mutation à titre onéreux)
‧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 자동차등록세(taxe sur les certificats d’immatriculation)
 감세, 과세요건 수립, 징수 등에 따르는 지출은 모두 국가가 부담함
 국가의 교부금은 줄이면서 지방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
 2020년에 주민세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대안을 모색해야 함
‧ Richard-Bur 보고서(2018)
‧ 210억 유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 대체 세목을 신설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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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일정 항목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쟁 중이고 2020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m [제2주제] : 한국에서의 평등원칙과 지방재정(강명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근래에 들어서기까지 한국은 중앙집권적 국가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최근부터 지방자치분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인 지방재정 자립 부분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부분들의 논의는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졌으나, 조세평등주
의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권에 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재정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를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 있음
 특히, 조세평등주의와 지방재정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재정정책과 재정법령의 제,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고,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강화하여
점차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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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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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랑스 지방재정 현장방문
□ 개요
❍ 일시/장소 : 2019.7.8.(월), 09:00~11:00 / 세르지퐁투아즈시청(Mairie de Cergy)
2019.7.9.(화), 10:00~12:00 / 파리시청재무국(Mairie de Paris)
2019.7.9.(화), 14:00~16:00 / 프랑스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AMF)
❍ 참석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유럽헌법학회 및 한불법학회 관계자, 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정부관계자

□ 주요내용

Ⅰ. 세르지퐁투아즈 시청(세르지시의 재정정책)
m 세르지시의 현황
 수도 Paris의 북쪽에 위치한 확장추세의 도시로서 인구 및 공공서비스 역시 확장 추세임
 1960년대 이후 Paris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에 5개의 신도시 건설이 드골대통령에 의해 추진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Cergy시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
 1968년 3천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6만 3천명으로 증가
 도시계획 및 관리가 중요 관심사임 : 주택, 철도, 학교 분야 중요시
 투자를 위한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음

m 세르지시의 재정 운용 현황 소개
 인구증가에 따라 직접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굳이 세율을 인상할 필요 없음(2009년
인상 후 그대로 유지)
 전통적 4대 세원뿐만 아니라 자체재원 발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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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세르지시의 주요 사업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학령인구가 매년 1만 명 이상 유입됨에 따라 학교건설이 중요한 사업이고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이 관심사임
 유아학교와 초등학교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필요
 인구유입에 따라 도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 과제
 도시계획은 근접성 및 함께 사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민 편의와 생활수요에 부응코자 함
 주택건설과 더불어 문화, 스포츠, 보건 분야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음

m 국가와의 협력 중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협력이 중요
 법으로 정해진 방식 외에 계약을 통한 협력 방식도 활용
 지방재정의 재구성 논쟁(2017년) 이후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계약을
통한 국가와의 재정협력 방식 채택
 2019년 현재 규모가 큰 편인 32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재정운용과 보조금의 수준을 결정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1600만 유로를 회수함

m 한국제도와의 비교
 한국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일부에 한해 탄력세율만 적용 가능
 절대로 상향적용은 불가능함

m 질의응답
 전통적 4대 세원이란 무엇인지?
‧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세, 영업세, 주민세
 국가와의 계약에서 국가가 보조금 항목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지?
‧ 계약은 국가가 주도하고, 위반 시 회수되는 1600만 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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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파리시청 재무국(파리시의 지방재정 현황과 제도)
m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의 개요
 1982년 법률에 의해 지방재정분권 시작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전과 재정 이전을 수반
 헌법 제72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세의 과세요건, 세율을 의결 가능
 과세주권은 국가에 속함
 지방세도 모두 국가가 징수
 2003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재정분권은 본격화됨
 헌법 제72-2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새로운 세목 신설의 한계는 존재

m 프랑스 재정분권의 한계
 세수입, 세외수입,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세입을 구성
 1992년의 논문 “재정자치는 없다”에서 재정분권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
 단일국가인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2009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자치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함
 지방세에는 의무적 성격과 임의적 성격이 있음
 법률에 의해 상한과 하한이 정해진 의무적 성격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지할 수 없음
 그렇지 않은 임의적 성격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가짐 : (예) 체류세(관광세)
 정부는 교부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제

m 질의응답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시점에 헌법 제72-2조를 제정하였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배분되는지?
‧ 지방세를 폐지하면 교부세 증대되는데,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보전
 프레페(préfet)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과거 임명직 도지사였고 지금은 도(département) 단위에서 국가를 법적으로 대표하고 관내 국가사무를
총괄.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비를 결정(전체 지출의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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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aris시 재정에 대한 추가 설명
 Paris는 수도, 특별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존재 자체로서의 교부재원과 국가사무 위임·이전에 따른 교부재원이 있음
 2010년 이후 국가에서 Paris시로 이전되는 재원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반면, Paris시에서 다른 기초자치
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은 점점 증가함
 기초자치단체가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의 60%를 Paris시가 부담하고 있음
 Paris시의 부채도 증가중이나, 경상경비를 국가와의 계약에서 결정된 비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Ⅲ. 프랑스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프랑스 지방재정 현황과 제도)
m 기관 소개
 1907년 설립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
 법적 독립 및 재정적 독립
 3만 8천개의 기초자치단체(communes)들이 출연하여 운영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 역할
 정부기관, EU 등에 지자체의 의사를 전달하고 영향력 행사
 입법 과정에 참여 : 의견 청취 및 교환, 예산수립과정에 의견서 제출

m 지방재정위원회(Comités des finances locales)
 3단계 지방자치단체(région, département, commune)를 고려하여 구성
 32명의 위원(국회 및 각급 지방의회 의원)과 32명의 대리위원(국회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대표), 11명의
국가기관 대표자 및 그 대리인 11명(법령에 의해 명단 확정)
 위원의 임기는 3년
 중앙부처와의 관계 특히 교부금 배분을 고려하여 구성
 역할은 크게 행정입법, 교부금, 지방재정개혁 연구로 분류
 행정입법에서의 역할은 지방재정 관련 명령과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적 내용에 관한 것
 지방재정위원회의 의견 청취는 의무적이나 그 내용에 구속되지 않음
 교부금 분야에서의 역할은 지자체별 배분에 관해서 정부안 청취 후 법률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의견 제시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기능은 특히 지방재정의 절감방안과 지자체 간 재정 불평등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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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큰 관심사임

m 재정 자율성의 2가지 측면
 예산상의 자율성 : 고유 권한
 조세상의 자율성 :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을 신설할 수 없음

m 지방재정의 현황 개요
 지방재정 규모는 2400억 유로
 지방세입이 1400억, 국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1000억 유로
 이전재원 중 과세이전이 300억 유로이고 이는 사무이양과 위임에 따른 것임
 2014년 이후 교부금을 줄이기 시작함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예산증액을 통제하고 부채관리 강화
 유럽연합의 공공부채 3% 감축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비롯한 공공지출 통제 지속

m 시사점
 프랑스는 지방분권의 큰 틀에서 재정분권을 진행하고 있음
 권한과 사무의 이양과 병행하여 또는 재정부담에 대한 보상으로서 재정분권을 진행하고 있는 의미도 있음
 새로운 재원의 확충과 재정권한의 이양의 방식으로 실행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큼
 한편 늘어나는 지방재정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함
 국가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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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진
1. 세르지 시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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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리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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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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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독 지방세‧지방재정 세미나
□ 개요
❍ 일

시 : 2019.7.11.(목), 10:00~17:00

❍ 장

소 : 독일 만하임 대학교(Universität Mannheim)

❍ 참석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세무학회 관계자, 독일 학계 및 정책연구소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 세부일정 :
시
10:00~10:30

10:30~10:45

간

내

용

30′

•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5′

• 개 회 사 : Thomas Puhl 총장(독일만하임대학교)
• 인사말씀 : 최원구 부원장(한국지방세연구원)
심충진 회장(한국세무학회)

10:45~12:00

75′

<제1세션 : 한국과 독일의 지방재정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
• 사 회 : 박재환 교수(중앙대학교)
- 발제 : Prof. Friedrich Heinemann(유럽경제연구소,ZEW)
- 발제 : 이지은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토론 : 정재연 교수(강원대학교)

12:00~13:30

90′

• 오찬

13:30~14:45

75′

<제2세션 : 한국과 독일의 지방 혁신과 조세정책>
• 사 회 :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발제 : 이성봉 교수(서울여자대학교)
- 발제 : Prof.Christoph Spengel(만하임대학교)
- 토론 : 권해숙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14:45~15:00

15′

휴식

<종합토론 : 한국과 독일의 지방재정조세정책의 발전방안>
15:00~17:00 120′ • 좌 장 : 심충진 회장(한국세무학회)
- 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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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Ⅰ. 한국과 독일의 지방재정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1주제] 독일의 지방재정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 (Friedrich Heinmann : ZEW)
m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독일의 정치체계는 연방과 주정부 및 자치단체의 3계층으로 이루어지며 2018년 기준으로 11,01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함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독일 연방기본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음
 독일 연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외에도 자치단체(연합)가 모든 사안을 자기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즉 보충성의 원칙은 헌법(기본법)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독일 기본법은 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시하면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세율결정권과 조세원이 자치행정의 원칙에 속함을 선언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주
정부의 주권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연방에게 헌법질서 보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헌법(기본법)차
원에서 매우 강력한 자치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m 독일의 지방 사무는 임의사무(Freiwillige Aufgaben)와 의무사무(Pflichtaufgaben)로 구분할 수 있음
 임의사무는 다시 사무의 시행여부와 방법의 선택까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무(Freiwillige
Selbstverwaltung)와 그 시행여부는 선택할 수 없지만(반드시 처리하여야 함) 그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무(Pflichtihge Selbstverwaltung)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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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iwillige Selbstverwaltung: 삼림관리, 체육진흥, 시내교통 등
‧ Pflichtihge Selbstverwaltung: 교육, 상･하수도 처리 등
 의무사무 역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지만 방법의 선택에 있어 약간의 재량이 부여
되는 사무(Pflichtaufgaben nach Weisung)과 방법 선택의 재량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의무사무
(Aufragsangellgenheiten)이 있음
‧ Pflichtaufgaben nach Weisung: 건설감독, 도로관리 등
‧ Pflichtaufgaben nach Weisung: 선거, 보건, 광역교통 등

m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추이는 다음과 같음
 점차 사회복지 및 건설관련(시설투자)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보다 높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복지 및 이전지출이 그
요인으로 지목됨

m 독일의 지방 재정 체계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구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주로
지방세와 공동세, 기타수입(세외수입), 연방과 주로부터의 교부금, 자체 수수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주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수직적 조정과 지자체간 배분에 관한 수평적
조정으로 나뉨
 각 주정부가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에 사용하는 금액은 주별로 상당한 격차가 드러나는데, 바이에른 주의
경우 세수의 12.8%를, 바덴뷔템베르그주의 경우 세수의 23%를 각각 지방재정조정에 사용하며 그 비율은
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와 조세역량간 차이를 주정부에서 전액 조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별로 조정비율을 설정함

m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조세수입
 지방세 수입
‧ 연방법에서 직접 보장하고 지방세 수입: 영업세(Gewerbesteuer), 토지세(Grundsteuer),
‧ 각 주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사냥세, 오락세, 견세, 마세, 관광세 등
 기타 자체수입(세외수입)
‧ 분담금(Beiträge): 수도분담금, 하수분담금, 지방도건설분담금 등
‧ 사용료(Gebühren) : 상하수도 요금, 공립유치원 수업료 등
 공동세 세수 배분
‧ 소득세(세수의 15%), 부가가치세(세수의 2.2%), 자본수입세/원천징수세 배분(이자소득 원친징수세액의12%)
‧ 주정부 조세 중 법인세, 소득세, 맥주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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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부채)
‧ 지방채를 통해 조달된 재원은 경상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일반재정(경상비)로 사용하기 위한 부채조달을 허용하는 주정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지급 증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m 유럽경제연구소의 연구분야
 유럽경제연구소는 국가조직개혁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인구통계학적 변화 및 조세개혁 및 조세경쟁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주요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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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한국의 지방재정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지방세 입법을 중심으로 (이지은 : 한국지방세연구원)
m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적 한계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제도적 보장의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상당부분 규율되고 있음

m 지방자치법상 한국의 지방자치 체계 및 보장
 2계층적 지방자치단체 구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입원으로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세부내용은 개별법령에
따르게 됨
 특히 지방재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한 것 이외에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정된 것이 지방재정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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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주로 정부와 자치단체 간 경비의 부담과 예･결산,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및 관리, 채권 및 부채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입법은
이와 분리하여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m 한국의 지방세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을 선언하고 있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고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되고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됨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따라 특별시세, 도세, 광역시세, 구세, 시･군세, 특별자치시세 및 특별
자치도세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목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기본법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근거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으로 활용됨을 밝히고 있음
 지방세법은 각각의 세목에 대하여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는 이 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를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지방세 특례의 사전･
사후관리의 주축인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평가에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m 한국의 지방 재정조세정책의 과제
 한국의 지방세 관련 정책은 최근 국세와 대응되는 관점에서 그 체계를 확립하여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급변하는 현실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미흡한 한
계가 드러나고 있어 추후에는 제도의 순발력있는 변화에 못지 않게 법적 안정성 확보에 무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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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과 독일의 지방혁신과 조세정책
[제1주제] 한국의 지역혁신정책-“특구” 를 중심으로 (이성봉 : 서울여자대학교)
m 한국은 여러 종류의 특구를 설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한국에는 4가지의 특구가 있는데, 연구개발특구, 지역활성화지역, 특별산업단지 지역, 제주국제도시가
그것임

m 특구의 발전과 그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특구로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이 연구개발특구인데,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활동과 그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다섯 곳이 여기에 해당함

- 26 -

 지역활성화지역은 다시 기업도시, 낙후지역개발구역, 여수 엑스포 특구, 새만금 개발 특구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업도시로 계획된 곳은 당초 청주, 원주, 태안, 무주, 무안, 영남의 여섯 곳이지만 무주와 무안은 중도하차
하였고, 나머지 네 지역은 특구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중이지만, 눈에 띠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
‧ 낙후지역개발특구는 지역발전촉진법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서 국가예산으로부터 이 지역의 기간산업투자에
50%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하며, 낙후지역개발자에게는 법인세의 50%를 3년간 감면해주고 그 이후에도
2년간 법인세 25%를 감면받게 됨
‧ 여수 엑스포 지역은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이후 도시의 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주로
엑스포 시설 활용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엑스포 시설 개발자에게는 첫 3년의 법인세 100% 감
면과 그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 정책을 내세워 그 개발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적절한 개발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음
‧ 새만금 개발 특구는 군산과 부안에 걸친 한반도의 서쪽 해변을 매립하는 매우 큰 사업으로서 국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 산업의 일부로서 계획되었으며, 1971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새만금 방조제 건립이
완공되었으며, 간척지 개발사업은 여전히 진행중임
 특별산업단지 특구에는 아시아문화중심지역, 국제금용중심지역, 첨단 의료산업단지가 포함됨
‧ 2006년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였고
이는 다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 시민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한 세역의
세 개의 하위 특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내 85개 기업이 운영중임
‧ 국제금융센터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특구로서 서울 지역 일부와 부산이
이에 해당하며,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첫 3년간 법인세 면제, 이 후 2년간 50% 감면 정책을
통하여 그 입주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첨단의료산업단지는 대구와 오송에 조정되었으며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조세 감면정책이 실시
되어 왔음
 특구의 마지막 유형인 제주 국제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직접
적용을 받음
‧ 초기 제주 과학단지에는 237개의 기업이 투자하였지만 현재에는 131개 기업만이 잔존하고 있어 그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제주자유무역특구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음
 위 네 가지 특구에 대한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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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특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의 특구 정책은 지역 혁신의 차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성공한 예로서는 연구개발특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특정 분야에서 과학･기술 담당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기업 사이의 협력에 대한 조화로운 계획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특구는 경제적인 유인책을 충분히 제공하지 목하고 정책적 고려만을
내세우면서 조성된 탓에 아직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너무 많은 특구가 난립하고 있어 각
지역적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점에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구 정책을 매우 단순한 방향으로 체계화하고 각 특구에 적합한 경제적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인정됨

[제2주제] 독일의 과세와 혁신 (Christoph Spengel : Universität Mannheim)
m 과세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본적 작업은 미래지향적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임
m 먼저 전형적인 디지털 사업 모델을 분류할 필요가 인정되는데, 여기서는 크게 국내사업모델과 B2C
모델과 B2B모델(이하 B2C모델과 B2B모델은 다국적 사업(cross-border) 모델임에 대하여 살펴봄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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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들 디지털 사업 모델은 새로운 기술의 집적, 인적 자본, 인터넷망 이용, 연결성(connectivity)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지방세 과세 요건을 찾기 어려우며, 과세 가능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m 때문에 디지털 사업 모델에 대한 과세 지표는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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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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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독일 지방재정 현장방문
□ 개요
❍ 일시/장소 : 2019.7.12.(금), 10:00~13:00 / 만하임시청 재정조세국
❍ 참석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무학회 관계자, 독일 정부관계자

□ 주요내용
m 만하임시의 현황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임
 지역적으로 라인지구대 북부, 라인강과 넥카 강의 합류점에 있어 산업, 상업, 교통의 거점지역
 라인-넥카 메트로폴의 중심 거점지역
 독일의 여러 자치단체 중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이 매우 활발함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가 집결하여 이민자의 도시라 불림
 인근 지역과의 (생활상) 평준화를 위하여 인근 라인란트팔츠주의 도시인 루드비히스하펜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
 재정 지출의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가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m 만하임시와 라인 넥카 메트로폴
 라인 넥카 메트로폴은 일종의 자치단체 조합에 해당
 라인 넥카에 소속된 자치단체가 모두 바덴뷔르뎀베르크 주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생활권 내 시민들이
평준화된 생활상의 편의를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인근 지역과의 교통 시설 확충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하임시가 라인 넥카 메트로폴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m 지방재정에 대한 독일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정책 변경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하는 추세이나 EU정책에 따라 국가부채의 감소가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매김함
 국가 부채의 감소는 연방정부나 주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부로부터 교부금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시설투자비용이 확대가 용이하지 않음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축소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중이 증가함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개입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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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질의응답
 이른바 역교부세라 불리는 자치단체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최근 법률개정으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음. 다만, 개정법의 적용시점이
아직 다가오지 않아 그 동안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라인 넥카 메트로폴과 같은 유형의 외형을 가진 조직을 한국과 비교하자면 자치단체 조합과 비교할 수 있을 듯 한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메트로폴에 소속된 자치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메트로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각 자치단체의 재원
운영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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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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