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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별 재 원 별 목표년도 비   고

기존 비예산 2022 약속

1. 정책(성과)목표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추진 ⇒ ‘수원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종류 신설 ‘특례시’ 법적지위 부여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특례시, 시, 군, 구)

○ 도시규모에 걸 맞는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한 확보 

⇒ 역차별 해소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 및 자립적인 발전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추진

∙대도시 광역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 재정권한 확보

3. 연도별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단위
연도별 실행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특례시 법제화 추진 회

공동대응기구 구성

공동건의문 전달

정책간담회, 토론회 개최

4개시 공동 연구용역 추진

지역별(4개시) 순회 세미나 개최

‘특례시’ 지정 건의 활동 전개

시민참여형 ‘특례시’ 도입 공감대 확산 홍보활동 전개

대도시 조직특례 제도개선 건의

누적이행(진도)율 100% 40% 40% 10% 5% 5%



4. 세부 추진계획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공동 대응기구’ 구성 운영  ’18. 9월
∙(구성) 공동위원장(4개 시장), 시 도의원, 시민단체 회원, 전문가(연구원) 등

∙‘특례시 실현’ 핵심 공조세력(국회의원, 시 도의원, 시민단체 등)의 구심적 역할 수행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 대응방안 마련 및 연계활동 전개

※ 수원･고양･용인･창원시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 개최 (‘18. 8. 8. 국회)
         - 공동대응기구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 출범식 개최 (‘18. 9.12. 창원시청)

○ 기관 부처별 대응전략 

∙(청와대) ‘특례시’ 법제화 필요성 호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권한부여 건의

∙(국회, 행안위소속 의원 입법조사관)
- ‘특례시’ 도입 타당성 및 법제화 필요성 설명,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촉구

∙(행정안전부) ‘특례시’ 도입과 별도로 ‘조직 행정특례’ 확보 노력

∙(경기도) 광역단체 테두리내 ‘특례시’도입 타당성 설명 및 협력관계 구축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추진

∙(가칭)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 연계활동 전개   ‘18. 9월 ~ 지속

- ‘특례시’ 실현 지역별(4개시) 순회 세미나 개최  

- ‘특례시’ 도입 및 권한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 등

∙‘특례시’ 지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8. 10월중, 국회

- 국회 안행위, 지역 국회의원, 4개 대도시 시장 등 관계자 초청

- 지방자치법등 대도시 특례 관련 개정법안 법제화 입법동력 기반 조성

∙시민참여형 특례시 도입 공감대 확산 홍보활동 강화  지속

- 찾아가는 ‘특례시 추진 현장 토크’ 개최운영 

- 언론 파급여파가 큰 공중파 및 중앙지 활용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 알기 쉬운 특례시–홍보동영상 및 홍보물(전단지) 제작 배부

∙대도시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제도개선 건의 추진  지속

- 대도시 직급기준 탄력성 확대(안) 반영을 위한 기구정원규정 개정

→ 지역 국회의원 및 용인 김민기 의원(행안위 소속) 협조 요청

5. 기대효과

○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자치권한 확보로 도시경쟁력 향상

○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 및 ‘특례시’ 시민으로의 

자긍심 고취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용덕 2610

분권팀장 이우열 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