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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경기도와 서울시 간 갈등 사례 분석 결과, 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논의 절차 제도화, 갈등 여파 관리가 중요함
정책행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협력하려는 자세가 중요함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갈등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의 결정
은 사전에 공론화위원회 등 절차적 구성을 법제화할 필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적시에 해소되지 못하고, 잠재적인 갈등의 여파가
남은 채로 유지될 경우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때 갈등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갈등의 여파 관리 필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간 사례 분석 결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상생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이 중요함
취수원 설치로 인해 영향받는 지역의 물이용이나 농업, 홍수관리 등에 지장
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함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수혜지역인 대구･부산 등에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소득지원 필요
물이용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영향받는 지역에 상생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할 것임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PDM)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 조정 과정에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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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갈등 조정의 전 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임

특히 갈등 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할 필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단계에서 공공갈등조정관의 역할을 확대하며, 정부
와 지역 주민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각 지역 공공갈등조정관이 지
역 간,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 수행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공공갈등조정관이 지역 간 갈등과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과 지역 주민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
하여 상시적인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갈등 조정에 활용되는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과학성 제고 노력
갈등 조정에 활용되는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
적 노력이 필요함
- 갈등 당사자 집단 양측이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절차가 필요하
며, 가능한 경우 양측 당사자의 합의 하에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에 대한 상호 참여와
견제,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음

갈등의 해결을 넘어 갈등 여파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리 필요
정부에서는 갈등 여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유사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야 함
- 갈등 여파(conflict aftermath)는 갈등이 끝난 후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갈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향후 발생하는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갈등 여파
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유사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임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공공갈등,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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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광역자원의 활용에 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 조정이 어려움
지방분권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됨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관련 뉴스기사 검색 결과, 최근 20년간 기사 보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증가해 왔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림 1-1]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관련 뉴스기사 보도량(최근 20년)

자료 : 빅카인즈 홈페이지. “www.bigkinds.or.kr” 검색(지자체 간 갈등, 최근 20년 중앙지 기사).

특히 교통, 환경 등 여러 지역에 걸쳐 활용되는 광역자원 혹은 인프라의
경우 각 지역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제1장 서론∣3

- 교통이나 환경과 같이 여러 지역에 걸쳐 공동으로 활용되는 광역자원의 경우, 광역자원에
대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짐에 따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게 됨

이처럼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광역자원의 활용에 관한 갈등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 생활권이 확대되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광역자원의 활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갈등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교통과 환경 등 광역행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지속적
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분야와 강도별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
교통, 환경과 같이 광역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며, 갈등 발생시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음
-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교통(도로･운송), 환경보전(쓰레기･폐기물), 혐오시설(화장장･묘지) 설치 등과 관련한 지
방자치단체 간 갈등 문제가 대두됨(행정자치부, 2016)
-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유형을 정리한 이동기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갈등의 유형으로는
지역개발 관련 갈등과 일반 공공행정 문제로 인한 갈등 외에 환경보호와 교통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그 뒤를 이음

교통과 환경 분야에서의 갈등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
므로, 각각의 분야와 갈등 강도 수준에 적합한 조정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민자도로 건설, 지하철 노선 결정, 환경 분야에서는 댐 건설
등 수자원 활용 등에 있어 지자체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
- 이러한 갈등은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각각의 갈등
별로 강도(intensity)가 상이하게 나타나 해당 분야와 갈등의 강도 수준에 적합한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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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조정 방안을 모색하여, 유사 갈등
사례 발생시 참고할 필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각 사례에 적합한 조정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사한 갈등 사례 발생시 참고할 필요
-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가 유사한 양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조정 방안을 모색, 향후 유사 갈등 사례
발생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는 정책갈등 자체에 분석에 초점을 두고, 갈등의
상대적 강도 비교를 통한 갈등 완화 전략을 개발한다는 장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분석의 초점
으로 두고 조정 방안을 도출할 필요
- 정책갈등에 관한 기존의 많은 분석틀은 갈등을 배경이나 주변 상황으로 취급해 왔으나,
정책갈등프레임워크는 갈등을 배경이나 주변 상황이 아닌 분석의 초점으로 두고 있음
(Weible and Heikkila, 2017)
- 갈등이 내포하고 있는 인지적,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갈등의 행위자와 갈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갈등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각 갈등 사례에 적합한 갈등
관리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경상남도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의 일환으로, 경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함
경상남도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 경남연구원과 경
기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음
- ’21.6 경상남도와 경기도, 경남연구원, 경기연구원은 경상남도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력의 일환으로 시-도간 갈등사례 및 조정방안 연구를 주제로 하여 경남연구원과 경기연
구원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기도가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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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지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지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지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정책갈등프레임워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갈등의 강도에 적합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정책갈등프레임워크는 정책갈등의 양상을 인지적 특성과 행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행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가능
- 인지적 특성은 정책행위자가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 상대 측 입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인식, 타협에 대해 갖는 거부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함
- 행태적 특성은 정책 갈등 과정에서 각 행위자가 자신의 정책입장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동들을 의미함
- 갈등의 양상을 인지적 특성과 행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갈등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 입장과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경기도-서울시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의 경우,
고양선과 서부선 직접연결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있음
- 국토교통부의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중 하나인 고양선과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직결운
행 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서울시 간 입장 차이를 보임
- 서울시에서는 운영비부담, 혼잡도, 안전 등을 이유로 들어 고양선 직결운행에 반대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평면환승에 따른 환승저항 유발 우려,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결 운행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고양선 직결운행을 주장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두 지자체의 협의과정을 거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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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 자체적인 갈등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갈등 조정 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수립, 활용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의 제도적 기제가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할 다양한 기제를 마련할 필요
-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간 혹은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
체조합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에 착수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갈등 사안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을 꺼려 실제 조정 건수가 저조한 실정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를
마련해야 하며, 대안적 분쟁해결조정(ADR)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정책갈등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적 분쟁해결조정
(ADR) 방식을 통해 갈등 조정 방안을 모색
-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에 대해 정책갈등프레임워크 분석틀을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갈등 사례에 적합한 갈등 조정 방안을 모색
- 중앙정부의 분쟁조정 외에도,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전문가 등 제3자의 참여를
통한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 분쟁해결조정(ADR)을 활용할 수 있음
- 각 사례에 적합한 방식의 대안적 분쟁해결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교통과 환경 분야에서의
지자체 간 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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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21년 현재
-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사례 현황을
분석함. 사례분석시 필요한 경우 해당 사례가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봄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및 경상남도
- 경기도 및 경상남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
로 분석함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여
사례분석의 기반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및 조정 방안에 관해 각종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공공간행물
등을 통해 문헌조사를 실시함

사례분석
- 경기도-서울시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수립 사례에 대해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함

전문가 자문회의
- 경기도 및 경상남도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등에
관해 갈등 유관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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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주요내용 및 연구의 흐름
연구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및 갈등 조정 제도 현황 검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심층 분석 : 경기도 사례(경기-서울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심층 분석 : 경상남도 사례(경남-부산 간 낙동
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의 흐름
[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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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및 갈등
조정 제도 현황
1.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갈등 현황과 사례 선정
1)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갈등 현황
공공갈등의 개념과 주체, 특성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로 정의할 수 있음
-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보면, 동
규정 제2조에서는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을 공공정책(법령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
의 수립･추진)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함
- 즉,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을 공공갈등으로
총칭하고 있음

공공갈등은 갈등의 주체에 따라 정부와 주민 간 갈등, 정부 간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1)
- 공공갈등은 다시 갈등의 주체와 갈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음
- 먼저 갈등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크게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정부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은 중앙정부와 주민 간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 기초자치
단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부와 정부 간의 갈등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발생하는 갈등으로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수직적 갈등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
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구분되며, 수평
적 갈등은 광역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구분됨

1) 공공갈등의 주체와 특성에 따른 구분은 안순철 외(2020: 11-13)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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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을 갈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경우 이익갈등, 가치갈등, 권한갈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공공갈등은 갈등의 내용이 이해관계의 충돌인지, 정책 가치에 대한 의견 차이인지, 정부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이익갈등, 가치갈등, 권한갈등으
로 구분함
- 이익갈등은 갈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나 욕구 충돌로 인한 대립으로 발생하며, 주로 토지
이용이나 시설입지 등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피시설이나 피해유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함
- 가치갈등은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지, 환경적 가치
를 우선시할 것인지 등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신념 등의 충돌로 인해 발생함
- 권한갈등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정부 간
권한과 책임의 귀속 문제 등에 관한 갈등임

공공갈등을 갈등의 주체와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갈등의 주체, 특성에 따른 구분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1>과 같음
[표 2-1] 공공갈등의 주체와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분류기준

유형
Ÿ
Ÿ
Ÿ

중앙정부와 주민 간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

Ÿ
수직적 갈등 Ÿ
정부간 갈등
Ÿ
(관-관 갈등)
Ÿ
수평적 갈등
Ÿ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정부와 주민 간 갈등
(민-관 갈등)
주체

특성

내용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이익갈등

Ÿ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지키거나 추구하기 위한 대립

가치갈등

Ÿ

가치와 신념 또는 이념 간의 충돌

Ÿ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책임의 귀속 여부
또는 적합성 문제

권한갈등

자료 : 김광구(2005), 나태준(2004), 안순철 외(2020: 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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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개요
공공갈등의 유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 제도화 노력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공공갈
등관리에 관한 일반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가장 상위형태의 공공갈등 관련 법적 기반은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약칭: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갈등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인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
를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3조)
-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에 규정된 공공갈등관리의 제도적 기제는 아래와 같음
･ 공공정책 수립･시행･변경에서 국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정책 시행 전에 실시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제
10조)
･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갈등관리심
의위원회’(제11조~제14조)
･ 갈등영향분석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일반시민･전문가 등의 참여
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제15조)
･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사안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제16조~제23조)
･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한 갈등관리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갈등관리매뉴얼’을 소관 정책추
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활용해야 하는 것(제24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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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제도적 기제
구분

조항

기능

의무여부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제10조

공공정책이 야기할 갈등요인을 예측･분석
하고 대책 수립

임의
실시

예방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제11조

소관사무의 갈등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

의무
설치

예방/해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제15조

갈등의 예방･해결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일반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임의
활용

예방/해결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

임의
설치

해결

갈등관리매뉴얼

제25조

소관 정책추진 시 활용

의무
활용

예방/해결

자료 : 김강민 외(2018: 92) 재구성

- 대통령령인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함
･ 갈등관리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충청북도(‘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07.11.23. 제정)의 뒤를 이어 전라북도(‘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2007.12.28. 제정)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이후 여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를 제정해오고 있음
･ 2021년 9월 기준으로 갈등관리 관련 조례는 총 131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는 상태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9.23. 검색)
･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조례의 명칭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포괄하는 갈등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OOO자치단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명명하
거나, 좀 더 포괄적으로 ‘OOO자치단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명명하기도
함. 갈등에 대한 용어는 ‘예방’과 ‘해결’이 주종을 이루고 이밖에도 ‘관리,’ ‘조정,’ ‘소통’
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임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OOO자치단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하였는
데, 이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일정 대지면적의 시설(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가축 사육･도축시설, 폐기물 등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 묘지관련 시설, 지방자치단체장
이 주민의 건강･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인･허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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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임. 2021년 9월 기준으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기장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충북 충주시, 충북 옥천군, 강원도 원주시와 같이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9.23. 검색)
･ 갈등관리 관련 조례 제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공공사업,
자치법규의 제･개정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첫째, 공공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둘째, 갈등의 예방･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갈등당사자들 간의
양보･타협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도하고 셋째,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넷째, 공공정
책이나 사업의 실패를 줄이고 다섯째,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갈등관리 관련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해촉,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갈등관리 사업, 갈등관리매뉴
얼의 작성･활용,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평가 등을 들
수 있음
- 갈등 주체별 공공갈등의 현황(1990-2013)을 예시하면 <표 2-3>과 같음

[표 2-3] 갈등 주체에 따른 공공갈등의 현황(1990-2013)

자료 : 한동효(201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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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현황 검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현황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관-관 갈등은 주체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의미함
- <표 2-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세분화됨. 중앙-광역, 중앙기초,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수직적 갈등으로, 광역-광역, 기초-기초지방자치
단체 간 갈등은 수평적 갈등으로 구분됨
- 가상준 외(2009)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482건의 공공갈등 중에서
관-관 갈등이 25건(5.2%)으로, 정부 간 갈등이 선호시설 유치(PIMFY 갈등), 비선호시설
기피(NIMBY 갈등), 행정구역 문제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제시됨. 관-민 갈등(302건,
62.7%)과 민-민 갈등(155건, 32.2%)에 비해 관-관 갈등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김강민 외(2018)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922건의 공공갈등 중에서
관-관 갈등이 58건(6.3%)으로, 관-민 갈등(596건, 64.6%)과 민-민 갈등(268건, 29%)
에 비해 관-관 갈등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김선기 외(2008)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216건의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발전사업 갈등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이 80건(37%),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이 74건(34.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9건(4.2%),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 갈등이 53건(24.5%)으로 제시됨. 216건의 갈등사례를 지역발전사업의 구체
적 내용으로 구분하면, 화장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62건, 28.7%),
관광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43건, 19.9%), 행정구역 조정(38건, 17.6%), 상하수도(31
건, 14.3%), 도로교통(28건, 13%), 기타(14건, 6.5%)와 같음
- 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에서 195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정부 간 갈등을 검색
하면 총 156건이 도출됨. 이는 갈등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사례도 포함
한 수치이며 갈등원인(이익갈등, 가치갈등, 이익-가치갈등, 기타)과 갈등성격(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정책갈등, 기타), 갈등주제(환경, 개발, 에너지, 국방, 보건복지, 교통, 행정,
문화･체육, 교육,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를 포함한 수치임(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DB:
https://www.kipa.re.kr, 2021.9.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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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갈등 사례 검토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 용담댐 수리권 분쟁은 수질악화 및 용수배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간에 발생하여 제3자 조정 및 제도적 운영규
칙에 의해 2001년에 해결됨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2011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간에 발생한 갈등은 공통목표에 초점을 둔 통합협상 및 ‘선원칙합의 후 이해관계
조정’에 의해 해결됨
-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문제로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 간의 갈등은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이 2021년 2월 기각하면서 평택시의 최종 승리로 종결됨
-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행사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유치하였으나 대회 개･
폐회 장소 등 행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고, 세계물포럼위원회와 대구준비위원
회에서 행사개최 장소를 잠정 합의하면서 갈등이 완화됨
- 외국기업을 공동유치하기 위해 협력하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에 개별 기업 유치에서
갈등이 2009년 야기되었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기업이라는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갈등으로 경제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함
- 전시컨벤션 시설인 EXCO 대구 확장사업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추진하였으나,
경상북도가 합의했던 100억 원이 아닌 50억 원의 공사비만 투자함에 따라 2006년 갈등이
발생함. 이는 경제통합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으로 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이 각종 대형현안에 관해 대립하면서 수십 년째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예를 들어 첫째,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대구광역시와 부산광
역시 간에 발생한 갈등은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를 우려한 부산광역시의 반대로 조성 실패
로 종결되었고 둘째, 승용과 사용차의 생산기지를 모두 대구에 설립하려는 삼성자동차
유치 갈등은 부산광역시의 반대로 인해 승용은 부산에, 사용공장은 대구에 설립되는 것으
로 마무리되었고 셋째, 남부권 신공항 건설문제에 관해 두 지방자치단체는 수년에 걸쳐
대립하다가 결국 2016년 백지화되고 대안으로 김해공장 확장이 제시되자 2019년 부산광
역시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하여 재검증해 백지화하고 가덕도 관문공항 건설 추진을
주장하였고 넷째, 부산광역시의 중국 철강회사(청산철강) 유치 추진에 대해 개별지역의
외자유지 실적보다는 모든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기간산업인 철강업을 국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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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야기됨
-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영남권 5개 시･도는 공동
으로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공항 입지에 대한 이견으로 2009년 갈등이
시작됨. 부산광역시는 가덕도를, 나머지 4개 시･도는 밀양을 최적지로 주장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으나 2011년 정부가 사업추진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폐기됨
-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운행하는 노선을 위한 예산을 둘러싸고 2019년 서울
시와 인천시 간에 발생한 갈등은 국토부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행 중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 김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1998년에 발생한 전라북도와 김제시 간의 갈등은 건설교통부
의 중재와 전라북도의 적극적 대화 모색 및 태도 변화를 통해 해결됨
- 부산대학교 이전을 둘러싼 부산광역시와 양산시 간의 갈등은 중앙부처의 적극적 중재와
단체장･관료의 협상 노력, 시민단체･주민의 참여로 2001년 해결됨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2015년 경기도와
성남시 간에 갈등이 발생함
- 부산 추모공원 입지를 둘러싼 부산광역시와 양산시 간의 갈등은 높은 수준의 참여기제
제도화를 통한 소통, 정보공유, 행정적･경제적 자원교환을 통해 해결됨
- 대구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안동시 및
구미시 간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이는 관할권 중 수리권에 대한 분쟁임
-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한강 상수원 오염을 우려한 서울시와
구리시의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구리시 간에 갈등이 발생함
-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공공기여금 처분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에 갈등이 2015년
에 발생함. 서울시는 강남구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였고, 이에 강남구
가 반발하며 갈등이 야기됨. 또한 강남구의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2015년에 갈등이 발생하였는
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등의 갈등해결 기제가 사용됨
-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 갈등이 2012년에 발생하였는데,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일환인 쇼핑몰 건립문제에 대해 전라북도는 애초 양여조건
대로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주장한 반면에 전주시는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한다는
입장 차이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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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고양시 간 수변공원 인수 갈등은 2013년 시범운영 중이던 수변공원을 경기도로
부터 인수하려는 고양시에게 유지관리비가 크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시범운영
기간연장을 요청하면서 발생함
- 서울･진주 간 유등축제 갈등은 서울시가 2013년 서울등축제를 상시 축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하였다고 서울등축제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발생하였는데, 진주시장과 서울등축제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칭변경, 실무협의체 운영
등 축제발전 협력서에 합의함에 따라 갈등이 해소됨
-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에 2013년 발생한 일본 탄소기업 유치 갈등은 전라북도가 탄소산업
최대 경쟁기업인 일본 도레이를 새만금에 유치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하자, 전주시는
전주탄소밸리 사업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도레이의 새만금 공장 건립을 반대하여 발생함.
전라북도가 도레이로부터 탄소산업 분야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2014년에 받음에
따라 갈등이 해결됨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로 인하여 당진군과 평택시 간에 1997년 발생한 갈등은 ‘평택당진항’
으로 명칭이 최종 선택되면서 해결됨. 또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시 간에 발생한 갈등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의해 당진군의 토지로
결정되면서 종결됨
- 가야산 골프장 입지를 둘러싼 성주군과 고령군 간의 갈등은 1987년에 시작되었으나,
자연공원법 개정(골프장 건설 불가)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해결됨
- 경부고속철도역사 명칭을 둘러싼 천안시와 아산시 간의 갈등은 2003년 ‘천안아산(온양온
천)역’ 명칭으로 조정되면서 해결됨
- 진주시와 사천시 간의 갈등은 1995년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문제를 시작으
로 2005년 경남혁신도시 위치선정 문제, 2006년 진주-사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 2009년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명칭 문제, 2009년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명칭 문제,
2013년 뿌리산업단지 조성 문제, 2014년 사천공항의 명칭 문제, 2015년 우주기업시험센
터 유치 문제 등 수차례 지속됨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2005년 경주시와 경북
영덕군, 포항시, 군산시 간에 과열 유치 경쟁이 발생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가 유치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갈등이 해결됨. 이는 기존에 방폐장 입지가 비선호시설 설립과
관련된 님비갈등으로 나타났던 것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선호시설 관련 갈등인 핌피갈등으
로 나타난 것임. 방폐장 입지가 경주시로 결정된 이후 주변 지역 피해영향권역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와의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이는 방폐장 입지갈등이 님비갈등으로 나타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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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2005년 부천시와 서울 구로구 간에 갈등이 발생하
였는데, 장사시설 입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천
시가 자진 취하하면서 갈등이 종결됨
- 청주 화장장 추가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는
데, 월례회의 개최 등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여 갈등이 완화됨
- 용인시 시립장례문화센터의 입지를 둘러싸고 2007년 용인시와 안성시 간에 갈등이 발생
하였으나, ‘용인 평온의 숲’ 명칭으로 변경되어 건립이 추진됨
- 여수･고흥 연륙교 명칭에 관해 여수시는 ‘적금대교’로, 고흥군은 ‘팔영대교’로 주장하면서
2016년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지명위원회,
여수･고흥 간 지명 갈등 조정간담회 등의 제도적 장치가 사용됨
-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에 위치한 동물원 이전문제로 인하여 대구시 수성구와 달성군 간에
동물원 유치과정에서 2012년 갈등이 발생함
- 낙동강 구간에 설치된 왕복 2차로 강정고령보 공도교(우륵교)의 차량통행을 반대하는 대구
달성군과 찬성하는 경북 고령군 간에 2012년 갈등이 발생함. 양측의 입장차이는 고령군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로 지역경제에 대한 도움 대비 달성군의 강정고령보가 지닌 문화･관광
자원의 기능 상실이라는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
- 동해안 대게 주산지인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은 1999년 이후 동해안 대게 축제를 경쟁적으
로 개최하면서 원조 논쟁이 격화되었고, 그 이후 포항시가 2012년 ‘구룡포 수산물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3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확산됨. 이는 관할권(경제･문화적 재산)과
관련된 갈등으로 볼 수 있음
- 행정구역 조정을 둘러싸고 1994년에 시작된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 갈등은 왕숙천 물기를
따라 경계를 구분해 왔으나, 왕숙천 직선화 공사 후 하천부지 맞교환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전북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2012년 정읍시와 김제시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2013년에 제시한 최종 조정권고안이 오히
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로 인하여 2009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대법원 소송(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
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의 기각 판결)과 같은 갈등해결 기제가 사용됨
- 경상북도 도청 이전 입지선정과정은 2005년부터 2009년 입지 결정까지 1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예: 구미시, 경주시, 안동시, 포항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칠곡군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갈등이 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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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평택시와 안성시, 용인시 간에
2011년 갈등이 발생함. 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송탄･유천 상수원보
호구역을 안성시와 용인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에 평택시는
규제완화 시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충돌함
- 안성시와 평택시 간에 교통 관련 갈등은 서안성~평택시 간 안성시 원곡면 송전탑 지중화
요구 및 안성 스타필드 교통체증 유발문제 때문에 발생함
-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둘러싸고 2014년 화성시와 4개 지방자치단체(부천
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가 공동협약을 맺고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수원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역갈등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확대되어 점화됨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2016년 서울 은평구와 고양시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4월 착공되어 건립이 추진 중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검토의 종합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책임의 존부･범위에 관해 법적으로
다투는 권한갈등 및 이익갈등(기피갈등, 유치갈등, 비용갈등) 형태로 표출되는데, 그 발생
요인으로 사업추진의 공감대형성 부족, 개발우선적인 사업계획 수립, 정부 내 사업지원
및 협조체계 부족, 이해당사자의 참여 미흡, 합의형성 문화의 부재 등이 제기됨(박진경･김
상민, 2016: 19-20)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요인은 정치･행정적 요인(선거, 정치적 고려, 중앙과 지방자치단
체 간 관계, 이슈의 정치적 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과 협상의지 수준), 경제적
요인(비용과 편익의 구조적 불공평성, 재산권 구조, 보상의 적절성), 법･제도적 요인(갈등
조정 관련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기능의 배분상태 및 자율성),
사회･심리적 요인(지역 특성, 지역공동체의 문제구조 인식) 등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짐(한
동효, 2019: 293-295)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특성은 갈등 구조･과정의 복잡성, 갈등 유형의 다양성, 갈등 진전
방향의 불확실성, 예방･조정･해결의 곤란성, 치열한 이해관계 다툼, 갈등 발생의 필연성,
재발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주재복･김건위, 2010: 12-13)
-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사례는 크게 시설(선호시설, 비선호시설)과 권한(수리권, 행정구역)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주요영역과 대표 사례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음

제2장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및 조정 제도 현황∣23

[표 2-4]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영역 및 주요 사례
갈등영역

주요 사례

선호시설
(핌피갈등)

부산대학교 이전, 경북도청 이전, 울산시 법조타운 유치, 영남권 신공항
유치, 경부고속철도 역사 명칭, 부산･경남 경마장 설치, 전북 공립고등학
교 유치, 대구시 동물원 유치, 제7차 세계물포럼의 주요행사 개최, 외국
기업 유치, 동해안 대게축제 개최, 대구전시컨벤션 시설확장 투자, 호남
선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항공정비단지 유치, 인천 2호선 연장사업
옥길지구 경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비선호시설
(님비갈등)

천안시 쓰레기 소각장, 영광군 쓰레기 소각장, 광명시 환경기초시설,
추모공원 조성(서울시 원지동, 홍성군, 부산시), 청주 화장장 추가건립,
서남권 광역 화장장 설치, 서울시 장사･화장시설 설치, 동두천 하수처리
장 건설사업비 정산, 양주 축산농가 악취발생 민원, 서울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음성 가축분뇨 및 음식물 공공처
리시설 건립,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
발생

수리권

위천공단 조성, 용담댐 수리권 갈등,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영월군
평창강 장곡취수장 설치, 섬진강댐(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대구취수원
이전, 지리산댐 건설, 금강호 농업･공업 취수원, 진주 남강댐 용수 공급,
유전취수장/진위천 상수원 취수장/장양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
취수장 통합･이전으로 기득수리권 인정 요구

행정구역

새만금 간척지 행정구역 경계(군산↔김제↔부안), 행정구역 경계(남양주
↔구리),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평택↔충남 당진･아산), 학
군 조정(수원↔용인), 굴포천 행정구역 경계조정(부천↔인천 부평･계양
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경남↔부산), 행정구역 통합(진주↔사천,
속초↔고성･인제･양양)

시설

권한

자료 : 김태운(2014: 5), 허준영 외(2015: 31), 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DB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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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협력 사례 검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례 : 갈등해결 및 갈등예방의 차원
-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광명･화성･부천･안산･시흥･안양시 6개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화성시 매송면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
소 등을 조성하여 2021년 6월 개원함. 조성사업 비용인 총 1천 714억 중에서 화성시가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건립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
함. 이는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님비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화장비용 부담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상호 윈-윈
(win-win) 효과를 산출함
- 해남군 남도광역 추모공원은 해남군과 진도군, 완도군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광역화장장, 봉안동,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을 조성하여 2019년
4월 개원함. 서남권 주민의 원정장례 불편을 해소하고 3개 군민이 저렴한 관내 이용료로
이용 가능하며, 친환경 장례문화를 확산하는 상호 윈-윈 효과를 산출함
- 서남권 광역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정읍시와 김제시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정읍시는
인근 고창군과 부안군을 참여시켜 3개 시･군 공동으로 정읍시 감곡면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함. 2011년 6월 3개 지방자치단체 간 화장장설치 상호협력 양해
각서를 교환함에 따라 최대 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기반을 마련함
- 수원시와 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갈등은 2012년에 시작되었는데, 정부가 수원
영통지구를 개발하면서 기형적 행정구역으로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문제가 발생하여
갈등이 야기됨. 주민편의라는 대의를 위해 경기도가 경계 조정을 중재하면서 두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 협의한 끝에 ‘토지 맞교환’을 통해 2019년 4월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
함. 이는 행정구역 경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선례로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짐
- 2015년 5월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4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옥정호 수면이용과 수면개발 시
시･군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합의함
- 2018년 11월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 3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실천하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이는 지방자
치단체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효과를 지님
- 2017년 12월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제7차 정기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상생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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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이 조합은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각각 4명씩
공무원을 파견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하기로 결정됨
- 충청남도는 2022년 1월 출범을 목표로 내포신도시를 종합 관리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
치단체조합’ 설립 추진을 발표함. 혁신도시의 업무를 충남과 홍성군, 예산군이 삼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공동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국내
최초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를 지님. 이는 내포신도시의
생활권과 행정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3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부산･울산･경남은 현재 광역연합을 기반으로 한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인데,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울산연구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는 광역연합이 광역협
력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자립･분권적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각 지역의 특성･필요를 고려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며, 사전적으로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김예성･하혜영, 2021). 또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호협의에 따라 규약
을 정해 3개 시･도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설치를 준비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특별연합을 출범할
계획임(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s://www.gyeongnam.go.kr, 2021.9.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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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선정
경기도-서울시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
국토교통부의 ‘고양선과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직결운행 계획’에 대한 입장
- 경기도는 평면환승 계획이 환승저항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고양선 직결운행에 찬성하
며, 경기도 내 서울시의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 및 민원 유발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결운행 수용 불가방침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임
- 2021년 2월 서울시가 서울권역 외 지하철 연장에 대한 평면환승 원칙을 발표하면서 고양
시와의 갈등이 야기됨. 서울시는 운영비 부담문제(수혜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향유), 지하철
노선의 확정으로 인해 서울 구간의 혼잡도 증가문제, 안전문제(경기도와 인천의 지하철
구역에 대부분 레이저센서 스크린도어의 미설치)를 이유로 고양선 직결운행에 반대하는
입장임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간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사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통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갈등의 해결
- 낙동강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관련 지자체의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2019년 8월 경남과 부산의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2020년 이후 각 시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확정을 추진함
- 공유자원인 진주 남강댐의 수자원 개발을 선호하는 낙동강 하류 부산시민과 개발 불가를
주장하는 낙동강 상류 경남 주민 간에 갈등이 야기됨
-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통해 취수원 다변화에 합의하고 부산시
는 남강댐 취수원 사용 요청을 철회하였으며, 경남은 취수원 대체수원 확보에 협조할
것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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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제 검토
: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법 제8장(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8장(제147조 내지 제16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에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
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등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8장 제1절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 제147조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광역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처리가 곤란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함(행
정안전부, 2019: 11)

지방자치법 제8장 제1절 제151조(사무의 위탁)
- 제151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1조 제2항~제5항은 사무위탁 관련 사항(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규약 내용,
규약 제정･고시, 변경･해지 절차)을 규정함
- 사무위탁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중복 방지 등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사무로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등 환경시설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분야,
공동사용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 분야,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 등 공조가 필요한 분야
등이 있음(행정안전부, 20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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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장 제2절(행정협의회) 제152조~제158조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
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2조 제2항~제3항은 행정협의회 구성의 방식과 절차를 규정함
-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58조(협의
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가 규정됨
-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광역계획집행, 특수 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에 있음(행정안전
부, 2019: 22)
-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무처리가 더 효율적인지 여부, 행정정보의 상호 공유가 필요한 사무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무의 추진여부를 판단함(행정안전부, 2019)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시･도 간) 또는 시･도지사(시･군 및
자치구 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함

지방자치법 제8장 제3절(지방자치단체조합) 제159조~제164조
-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
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
합장의 권한),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
독),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가 규정됨
-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나 조례 제정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방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 처리한다는 점은 행정협의회와 공통되나, 법인격 유무에서 둘 간의 차이가
있음(행정안전부, 201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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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사무직원
을 선임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규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
의･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지방자치법 제8장 제4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5조
-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제165조 제2항~제7항은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전국적 협의체) 및 전국적 협의체
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의 설립 대상･방식･절차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전국적 협의체)와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
체 연합체가 있으며, 협의체와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계 법령에 반영 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의 의미
- 협력 제도는 아래 <표 2-5>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사업(제147조), 사무위탁(제
151조), 행정협의회(제152조~제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159조~제164조), 협의체
및 연합체(제165조)로 구축되어 있음
- 위와 같은 협력 제도는 다양한 광역연합의 형태 중에서 지방자치법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협력 방식으로 볼 수 있음(김예성･하혜영, 2021). 이는 지방자치
단체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제도적 기제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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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
구분

목적

조항

협력사업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 사무처리의 협
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 법령의 범위 내
에서 협력

제147조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

제151조

행정협의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제152조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
로 처리

제159조
~제164조

협의체/연합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이 상호 간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의 문제 협의

제165조

자료: 지방자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분쟁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지방분쟁조
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
지방자치법 제8장 제1절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제14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48조 제2항~제7항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조정의 방식･절차 및 조정권자의 역
할･권한에 대해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8장 제1절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와 구성 등)
- 제149조 제1항 :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
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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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로, 시･도 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함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하는 위원회임
- 제149조 제2항~제7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및 위원회 구성방식과 자격조건, 임기를 규정함
- 제150조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의결 정족수, 위원장의 역할을 규정함
-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
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70조 제2항~제3항은 이행명령 불이행 시 행･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행정대집행 및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절차에 대해 규정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제150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94
조)에 있음(행정안전부, 2019: 72)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는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아래와 같은 사항임(행정안전부, 2019: 76)
･ 환경오염,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분쟁(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
･ 하천의 유수사용에 관한 분쟁(하천법 제54조)
･ 어장의 구역이나 어업권의 범위 등에 대한 분쟁(수산업법 제89조)
･ 설계나 시공, 건설공사, 시공 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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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사항
･ 분쟁의 원인목적이 소멸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상황
･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제150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86
조, 제94조)에 있음(행정안전부, 2019: 10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의 특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은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에서 위원
회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및 이행강제권한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조정사안으로 상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징벌로서 부정적으로 인식
하여 상정되는 것 자체를 꺼려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 제기됨(주재복･김건위, 2010:
29)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 갈등을 사전에 예방(prevention)하는 기능보다는 사후에 갈등
을 조정(mediation)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적극적인 갈등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한동
효, 2019: 295)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상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제도
지방분권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 제1조 :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분권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능의 상호 조화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집행과정
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 기능배분과 관련한
체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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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인 관할구역 경계 및 기능배분 문제에 관하여 지방
분권법의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지방분권법 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분쟁조정 제도
-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
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지방분권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기
구의 기능 활성화 및 분정조정체계의 정비를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분권법 제3장(지방행정체제 개편) 제1절(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과제)의 제18
조~제29조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예: 도의 지위･기능 개편, 시･군･구의 통합, 통합지방
자치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지방분권법 제24조(시･군･구의 통합절차)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시･군･구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는 ‘통합추진공동위원
회’의 설치･운영(제24조~제26조) 및 시･군･구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제24
조)가 있음
- 지방분권법 제4장(추진기구 및 추진절차)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래와 같음
･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운영(제44조~46조, 제48조~제49조)
･ 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구성･운영 (제47조)
･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자치분권 지원단’의 구성･운영(제47조의2)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제45조 제6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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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제
검토 : 소송 및 행정형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소송
권한쟁의심판
근거 규정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제4호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제1항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제1항 제3호(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
의심판)
･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4절(권한쟁의심판) 제61조~제67조 :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사유와 종류,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가처분, 결정의 내용･효력에 관한 규정

목적
- 헌법적 소송 수단인 권한쟁의심판의 목적은 첫째, 헌법과 법률이 사전에 배분한 국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국가의 기능과 작용을 원활화하며 둘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견제･균형을 유지하여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셋째,
소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 실질화로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음(최성환 외, 2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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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근거 규정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
하는 소송),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민중소
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 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2장(취소소송), 제3장(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제4장(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성됨

목적
- 행정소송의 목적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홈페
이지: https://easylaw.go.kr, 2021.9.14. 검색). 항고소송중심주의와 취소소송중심주
의인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특히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취소소송 위주로서 충분하게 입법
되어 있지 못한 특징을 가짐(성봉근, 2019: 473)

헌법소원심판
근거 규정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제5호 :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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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5절(헌법소원심판) 제68조~제75조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와 기간,
국선대리인,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인용결정에 관한 규정

목적
- 헌법적 권리구제제도인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은 첫째,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주관
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둘째,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데 있음(최성환 외, 2017: 18-19)
[표 2-6]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소송
유형

권한쟁의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심판

목적

근거조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
헌법재판소법 제4절
소에 청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
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구제 및 공
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 해결

헌법 제107조 제2항
행정소송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5절
청구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9.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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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사례
소송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사례 개요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계에 관한 다툼
을 기초로 전개되며, 대부분의 권한쟁의심판은 동급 지방자치단체 간에 나타나는 경향임
(최성환 외, 2018: 24-25)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행정소송 유형 중 기관소송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단서(“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
은 제외한다.”) 규정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관할권을, 대법원은 기관소송을 통한 보충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
함(최성환 외, 2018: 37-38)
- 우리나라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최
성환 외, 2017: 77),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
한 자가 권리구제제도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함

소송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 사례 예시
- 평택시와 당진군 간에 서부두 제방 관할권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은 최종적으로 사법
부 판결로 해결됨. 2000년 9월 7일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공유수면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당진군의 관할구역임을 확인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2004년 9월 23일 내려지면서 갈등이 종료됨(정철 외, 2018: 10)
- 천안시와 아산시 간에 경부고속철도 역사 명칭문제로 발생한 갈등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결정에 의해 해결됨. 건설교통부가 2003년 11월 20일 역사명칭을 ‘천안아산(온양온천)
역’으로 확정하자 아산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하였음(2003.11.27.). ‘아산역 사수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산시는 서울행정법원에 ‘역
사명칭결정처분 취소소송’ 및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2003.11.26.),
2006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 원심이 확정되면서 ‘천안아산역’으로 역명이
최종 확정되었고 헌법소원 또한 제한･침해당한 기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임정빈,
2007: 170)
- 서울시와 서초구 간에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문제로 발생한 갈등은 토지보상 및 국가
중앙의료원 건립 조건에 의해 완화되었고 최종적으로 사법부 결정으로 갈등이 종결됨.
서초구 주민은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소송’과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
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추모공원 설립이 주변경관을 거의 훼손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03년 10월 17일 모두 원고패소 판결이 남(이주헌･김효정, 201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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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성주군과 고령군 간에 가야산 골프장 건설문제로 발생한 갈등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사법부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 골프장 건설업체인 (주)가야개발이
‘해인골프장 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년
1월 24일 대법원에서는 골프장 건설이 환경･역사･문화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립
공원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하면서 골프장 건설 추진이
중단됨(강문희, 2006: 21)

2)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 행정형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근거 규정
- ‘환경분쟁 조정법’의 목적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의 건강･재산 상
피해구제에 있음(제1조)
-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환경부에 설치하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 조정사무가 열거되어 있음
･ 제1호 : 분쟁의 재정(제5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 제2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 제3호 :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 제4호 : 제30조(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나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 제5호 : 제35조의3제1호(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42조제2항(원인재정은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가 신청 가능)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 제6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조정
-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 제2항에는 시･도에 설치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분
쟁조정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하고 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함
- 환경분쟁 조정법 제2장(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4조~제15조의2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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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무와 관할, 구성, 위원의 임명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 사무국, 규칙 제정, 의견
통지 등에 관한 규정

목적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소관 사무
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환경피
해와 관련된 민원의 조사･분석･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건
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임(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조정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에 관해 최종적
인 확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자
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와 구분됨

국가물관리위원회
근거 규정
- ‘물관리기본법’의 목적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
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에 의한 재해 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제1조)
-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유역별로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며(제20조), 이 두 위원회의 구성(제21조, 제23
조) 및 기능(제22조, 제24조)은 각기 구분되어 규정됨
- 물관리기본법 제3장(물관리위원회) 제20조~제26조 :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
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규정
- 물관리기본법 제5장(물분쟁의 조정 등) 제32조~제34조 : 물분쟁 조정의 절차와 처리방식,
자료요청 등에 관한 규정

목적
- 물관리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물분쟁이란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해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과 관련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물분쟁의 조정임(제22조 제6호 가~다)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은 유역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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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임(제24조 제4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근거 규정
- ‘수산업법’의 목적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임(제
1조)
-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
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에 ‘시･
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둠(제88조). 각 위원회의 기능(제89조) 및 구성･운영(제90
조)에 관한 사항은 각기 구분되어 규정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제89조 제4항)
- 수산업법 제10장(수산조정위원회) 제88조~제90조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
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함

목적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어업별 분쟁의 조정,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기본계획의 심의, 선복량 제한의 심의,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임(수산업법
제89조 제1항)
-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시･군･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시행계획
의 심의,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임(제89조
제2항)
-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
정, 개발계획의 심의,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
한 사항에 관한 건의,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시장･군
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임(제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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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조정 및 중재
근거 규정
- ‘국무총리’의 조정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집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됨
- ‘국무조정실’의 조정 : 대통령령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국무조정실)
제3조에 근거한 국무조정실의 소관 업무는 각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임
-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권한
･ 지방자치법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항에 따르면,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
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정 및 중재
근거 규정
- ‘시･도지사’의 조정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권한
･ 지방자치법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항에 따르면,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 요청을 하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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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중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해결 사례
조정 및 중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해결 사례 예시
- 울산광역시 남구와 중구 간에 울산시 법조타운 유치 문제로 야기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상위정부인 법원행정처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갈등이 종결되었는데, 법원행
정처의 실사단이 법조타운 이전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였고 ‘법원청사건축위원
회’가 울산 남구청과 중구청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표결을 통해 남구를 법조타운 건립예정
지로 2004년 10월 14일 최종 결정함. 대법원규칙인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원청사건축위원회가 제3의 중재
개입을 통해 법조타운 유치 갈등을 해소함(김도희, 2007: 22-23)
-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간에 발생한 용담댐
수리권 분쟁에서 나타난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정 및 중재는 첫째, 2000년
9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용담댐 상･하류지역의 모든 지방자
치단체와 관련 행정기관이 포함된 수계물관리대책협의회에서 용담댐 수질보전대책 및
담수문제를 협의 결정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둘째, 이에 전라북도지사는 수계물관리대책협
의회를 구성･개최하여 이를 협의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셋째, 감사원은 2001년 6월
용담댐 용수배분 분쟁을 감사대상 사업으로 지목하고 담수시기 결정을 7월 개최될 금강수
계물관리대책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제도적 규칙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최종합의를 위한 적극적 협력시도를 유도하여 갈등
이 해결됨(홍성만 외, 2004: 122-123)
- 충청남도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 간에 아산만 양안에 조성 중인 항만 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조정 및 중재는 첫째, 2003년 4월 정부 합동조사
단이 ‘평택･당진항’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둘째, 이후 해양수산부
와 국무조정실에서 양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 시 해양수산부의 중앙항만
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고 셋째, 2004년 6월 25일 해양수산
부가 경기도 국장, 평택시 부시장, 평택항 청장과의 간담회를 소집하여 평택･당진항 명칭
부여에 결정 및 항만기능 전환을 통보･권고하였고 넷째,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양
지방자치단체에 합의 유도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해양수산부의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었으
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는 안을 입법예고
하고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2004년 12월 30일 항만법시행령의 공포를 통해 갈등이 종결됨
(권경득･최병학 외, 2007: 54-65)
- 부산광역시와 양산시 간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은 2001년
말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 중재역할에 의해 부산시와 부산대가 양산 이전에 합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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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종결됨(강재호 외, 2005: 75). 이 밖에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간에 발생한
경마장 유치 갈등은 제3자인 한국마사회의 중재노력으로 공동 경마장 건설에 잠정합의하
면서 2000년 해결되었고,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 간의 정부기관 합동청사 입지선정
갈등은 제3자인 행정자치부의 최종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2004년 해결되었으며,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분담비율 문제로 야기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간의 갈등은 환경부의 중재개입으로 2012년 최종합의에 도달하여 종결됨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근거 규정
- 2017년 10월 26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에서 제시된 5대 핵심전
략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임
-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비전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며, 목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규정됨.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5대 핵심전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
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임(행정안전부, 2017: 4)

목적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배경 및 방향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협조와 갈등과 같은 실태를 관리하여 통합사회 실현 및 국가발전 도모를 제고하고
둘째, 분절과 고립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여 협력 네트워크형 경쟁력 강화체
계를 구축하고 셋째, 사회갈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 있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localselfgov,
2021.9.14. 검색)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5개의 과제를 제시함
-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통근, 의료, 자녀교육 등 주민생활의 실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도입
- 광역연합제도 도입 :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갖는 별도의 법인체(특별지방자
치단체 등)를 설립하여 도시 네트워크를 제도화
-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종합적이고 상시적
인 협업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상 비효율과 주민불편을 해소
-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 자치구･군 등 자치단체 간 상호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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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자율통합추진 시 행･재정 특례 정비･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의 개선을 추진
-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 ｢(가칭) 공공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이 공적 의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는 숙의 기반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
[그림 2-1]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홈페이지(https://www.mois.go.kr/localselfgov/s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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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분석을 위한 분석틀
1)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다룬 선행연구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광역자원의 활용에 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갈등의 유형에 주목한 연구(박관규･주재복, 2014), 갈등 해결방안에 주목한 연구(권경득･
임동진, 2017),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예방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례연구(이동기 외,
2018),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박진경･김상민, 2016)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크게 갈등의 환경, 관련 제도, 행위자의 특성과 관련
하여 분석됨
- 사회･경제적 환경의 문제, 기존에 정해진 행정구역의 문제, 구조적 문제인지에 관한 논의
- 지방자치법 등의 법/제도의 문제인지, 갈등을 조정하는 협력기제의 제도적 부재의 문제인
지를 파악
-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위자들의 행태의 문제인지, 지방정부들 간의 문제인지, 광역지방정
부와 기초지방정부의 문제인지를 파악
- 아울러 이러한 원인의 파악은 추후 정책적 시사점에서 갈등 조정의 해결방안을 명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연구의 분석틀
정책갈등의 환경, 제도, 행위자를 포함하는 바이블과 헤이킬라(Weible and
Heikkila, 2017)의 정책갈등 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
PCF)를 활용하여 지자체 사이의 정책 갈등의 특성과 양상을 살펴봄
정책 갈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갈등을 외부 환경요인으로 전제
하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신념과 행동을 분석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되는지에 주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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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공공 정책 갈등의 사례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옹호연합모형(Adcovacy
Coalition Framework; ACF)의 경우, 갈등을 행위자들의 신념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옹호연합들의 상호작용으로 정책변동을
설명하려는 시도임

아울러 현재까지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가 많지 않음(Hellman, 2012: 591; 박
재근･은재호, 2016: 530)
- 이는 성공적인 갈등조정 사례가 적어 체계적･실증적 연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임(박재근･은재호, 2016: 531)

바이블과 헤이킬라는 이러한 한계에 주목하여 갈등의 본질적 상황을 정책갈등
에피소드와 정책환경, 그리고 환류의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한 정책갈등프레임
워크(PCF)를 제시
정책갈등프레임워크 구성요소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Weible
and Heikkila, 2017)
- 첫째, 정책행위자들이 특정 정책갈등 에피소드(an episode of policy conflict)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인지적, 행태적 특성을 포착함으로써 밝혀내고자 함. 구체적으로 정책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인지적 특성에는 ① 정책입장의 차이, ②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인식, ③ 타협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특성에서부터 배타적
네트워크 형성 및 제휴, 위험/편익에 대한 경직적 태도라는 행태적 특성들이 도출된다는
것
- 둘째, 정책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경 역시 PCF의 한 축을 구성함. 정책환경에는
① 행위의 수준, ② 관련 정책행위자, ③ 중요사건 그리고 ④ 정책 이슈 등이 포함됨
- 셋째, 갈등의 결과가 피드백을 통해 갈등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갈등
에피소드가 만들어내는 산출과 결과도 분석의 주요 축에 포함

이상 정책갈등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그림 2-2> 및 <표 2-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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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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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정책갈등프레임워크의 각 항목별 특성
정책갈등의 에피소드(Episode)
Ÿ

인지적 특성

Ÿ
Ÿ
Ÿ
Ÿ

행태적 특성
Ÿ

인지적인 차원에서 정책갈등의 특성은 정책행위자의 ①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 ② 상대 측 입장으로 인한 위협(손해)에 대한 인식 ③ 타협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3가지 측면을 포함
각 행위자들은 갈등 과정에서의 이득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가정
갈등 해결 과정 속에서 협력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갈등의 해결이 가능
정책 갈등과정에서 각각의 행위자가 자신들의 정책 입장이 채택되도록 노력
하는 과정에서의 발화적 행동(flash-points)
이슈를 정책 아젠다로 만들거나, 자신들의 가치-신념을 형성하려는 시도
등이 포함
각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압적, 협력적 행동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한 행태를 보이며, 이러한 행동들은 인지적 강도
(intensity)에 영향을 받음

정책환경(Setting)
행위수준

정책행위자

Ÿ

정책 갈등은 세 가지 행위 수준(정치시스템, 정책하위시스템, 정책행위상황)
을 넘나들며 발생

Ÿ

정책 행위자의 특성(attributes)은 ① 행위자 내부적인 것과 ②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구분하여 관찰
행위자의 내부적인 속성들은 핵심신념, 전문성, 위험/편익에 대한 인식을
포함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연결과 같은 관계적 속성

Ÿ
Ÿ
Ÿ
Ÿ

주요사건

Ÿ
Ÿ

Ÿ
Ÿ
정책이슈
Ÿ
Ÿ

정책갈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들(events)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정책갈등 무질서(disorder)를 야기할 수
있음
잠재적인 이벤트들(위기, 재난, 선거, 전쟁, 기술발전)이 포함
해당 사건들은 문제의 복잡성(인과관계, 규모, 폭, 시간에 따른 영향)을 증대
시키며, 이슈에 대한 관심도(접근성)를 높이기도 함
정책 이슈의 두 가지 속성은 복잡성과 도덕성
복잡성은 (1) 갈등을 발생시키는 문제의 다면성, 익명성, 경로의존성, 그리고
(2) 이슈에 영향을 받는 참여자들의 다양성, (3) 통시성 (장단기에 걸친 영향)
을 말하는 것
도덕성은 행위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는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 가치들을 포함
도덕적 이슈가 높은 사안일수록 타협의 거부감이 증가되는 경향을 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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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환류(Feedback)
산출물
(Output)
결과
(Outcome)

Ÿ 정책갈등의 결과로 나타난 관련한 제도 변화, 관료의 입장변화를 포함
Ÿ 단기적 효과 (행위자 간의 관계 변화, 행위자 내부 학습 등)에서부터 장기적인
효과(이슈관련 물리적 변화 등)에 이르는 잠재적 변화를 포함

자료: Weible and Heikkila(2017: 7).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전철 및 경상남도 물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갈등
의 양상을 상기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고 갈등의 특성 및 해결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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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심층 분석
: 경기도 사례
1. 경기도-서울시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 현황 분석
1) 사례 개요
수도권 서북지역 지하철 신설노선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 사이
에 갈등이 발생
국토교통부는 제3기 신도시 중 창릉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하나로 고양
선과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직결운행 계획을 발표
고양선과 서부선의 완공시점은 각각 2028년과 2029년이며, ‘고양선’은 고양시
청에서 창릉신도시, 새절역(6호선)으로 연결되고, 서울 ‘서부선’은 새절역에서
명지대, 신촌, 여의도와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연결되는 노선임(<그림 3-1>
참고)
- 고양선과 서부선이 실제로 직결될 경우 고양에서 여의도까지의 소요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경기 고양선과 서부선이 서울 6호선 새절역을 거쳐 직결 운영될 것이라
는 국토교통부의 당초 계획과는 상이하게, 2021년 2월 서울시가 '서울권역 외
지하철 연장은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야기됨2)

2) “고양선 새절에서 갈아탄다? 서울시 정책에 3기신도시 불똥”, 오마이뉴스(2021.06.17.), “http://www.ohmynew
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2348” (2021.1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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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도권 서북부 주요 광역교통계획

자료 : 열린뉴스통신(2020.07.07.).

2) 각 행위자별 입장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가 고양선 직결운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운영비 부담 문제, 혼잡도 문제,
안전문제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비롯됨3)
첫째, 운영비 부담 문제
- 서울 권역 외, 즉 경기도와 인천으로 연결되는 서울지하철이 직결 연장되는 경우 그 수혜는
경기권 지자체들이 가져가지만, 운영부담은 서울시가 떠안게 된다는 것
- 2020년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 10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올해의 경우
1조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3) “지하철 직결연장 불가로 3기 신도시 ‘날벼락’” (주간조선, 2021.02.23.)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54∣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 연구 : 경기도 및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둘째, 혼잡도 문제
- 지하철 노선의 확장으로 인해 서울 구간의 혼잡도가 증가한다는 것. 일례로 7호선의 연장
운행 사례를 들 수 있음. 서울시의 주장에 따르면 7호선 노선이 부천을 벗어나 인천(부평구
청역)까지 연장되면서 서울 구간(온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최대 혼잡도가 2011년
에서 2015년 사이 약 20%p 가량 증가했다는 것

셋째, 안전문제
- 서울구간의 지하철역 전 구간에는 레이저센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 시계
외 경기도 및 인천 구역에는 미설치된 역들이 대다수이며, 이러한 연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 역시 서울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경기도의 입장
경기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음4)
첫째, 기존의 지하철 1, 3, 4, 7호선 등 수도권 지하철 대부분이 직결 방식을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면환승 계획은 환승저항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
둘째, 기존 서울시의 기피시설 경기도내 이전 추진 및 민원 유발로 인해 경기도
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
-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도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결 운행 수용 불가 방침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중앙정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한 양 지자체의 추가 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취한다는 입장

4) “고양선 새절에서 갈아탄다? 서울시 정책에 3기신도시 불똥”, 오마이뉴스(2021.06.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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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양상 및 대응과정 분석
1) 갈등의 특성
본 장에서는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를 통해 경기도-서울시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갈등 사례를 갈등의 인지적, 행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함
갈등의 인지적 차원 특성
정책갈등의 인지적 차원의 특성에는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divergence in
policy positions), 입장 차이에서 오는 위협 인식(threats from policy
positions), 합의나 타협에 대한 거부감(unwillingness to compromise)이
존재함(이범용 외, 2020)
첫째, 갈등을 둘러싼 정책관련 행위자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함
- 정책관련 입장 차이란 갈등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하고자 하는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말함(Tilly and Tarrow, 2007)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이후 ‘고양-은평선’으로 통칭) 직접연장 중단 사례는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이라는 행위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음
- ’19. 5. 7. 국토교통부는 고양-창릉 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을 잇는 ‘고양은평선’의 건설 및 서부선과
직결 대책을 발표
- 신규 설치되는 역은 총 7개소이며 고양창릉신도시 내에는 총 3개 역의 신설이 계획됨
- 국토부의 교통계획에서는 서울시의 서부선 급행화 계획과 연동하여 고양은평선 구간의
급행 운영도 함께 발표됨
- 고양은평선은 약 13.9km 노선에 사업비는 1조 4천억 규모로 예상
- ’19. 5. 9. 고양은평선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이 발표됨. 한국토지주택공
사(LH)가 분양대금을 통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계획
- 이는 통상 2~3년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2026년부터 시작되는 창릉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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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전에 고양은평선을 개통한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관련하여 당시 국토
부 김현미 장관은 “고양선은 100%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5)
- 또한 창릉지구 남측의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을 간선급행버스(BRT)로 연장
하는 사업도 추진
- 국토부는 고양선 신설과 BRT 개통으로 창릉지구 주민뿐 아니라 고양･일산 등 주민의
서울 접근성 또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6)
- 그러나 2020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한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창릉신도시 입주 전 개통은 불가능하게 됨
- 한편,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발표에 두 가지 차원에서 반발하는 입장을 보임. 이는 곧 ①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난 가중 등에 대한 반발과 ② 고양-은평선 노선 선정과
관련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
- 먼저, 창릉 신도시 예정지의 배후에 위치한 고양일산, 파주운정 등 1∼2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의 경우 서울과 상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교통난 가중과 집값
하락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
- 고양일산･파주운정 주민들은 “창릉 3기 신도시의 건설이 경기 북부 1기, 2기 신도시의
부족한 자족도시 기능과 열악한 광역교통망으로 인한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함7)
- 한편으로 행신지구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발표 노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햇빛마을
23, 24단지와 샘터마을 1, 2단지 인근 중앙로와 화신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행신중앙로
역(가칭) 신설을 요구
- 이는 배후 수요는 10만 명 이상으로 풍부한 행신지구가 기존 및 신설 철도 노선과 떨어져
있는 연유에서 비롯된 것.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3만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민원을
제기
- 총선 전후로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이 행신중앙로역 유치를 추진하면서 기존 국토부(안)의
고양-은평선의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됨8)
5) “[단독] 고양선 예타 착수…3기 신도시 입주전 개통 못한다.” 매일경제(2020.10.0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22638/” (2021.09.28. 검색).
6) “서부선 연장해 '고양선' 신설…창릉서 GTX 타면 강남까지 30분(종합)” 연합뉴스(2019.05.07.),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5/298997/” (2021.09.30. 검색).
7) “3기신도시 시작부터 삐걱…주민설명회 보이콧･반대집회 잇따라,” 연합뉴스(2019.05.25.),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4125900061/” (2021.10.01. 검색).
8)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창릉신도시 건설 시 행신중앙로역 적극 검토해야”” 경기일보(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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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현재 유관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준호 의원은 행신중앙로역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힘
- 2021년 1월 15일, 고양을 지역구 한준호 국회의원과 이재준 고양시장이 만나 행신중앙로
역 신설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 3일 고양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토교통부에 행신중앙로역 신설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밝힘
- 2021년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안에 신규 광역철도 노선으로 포함
- 2021년 5월 17일,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 유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됨
- 2021년 6월 1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서 총연장 13.9km의 ‘고양은평선’
이라는 노선명으로 최종 확정(<그림 3-2> 참고)
- 4월 22일 공청회 안과 비교할 때 최종안은 행신지구 주민들의 행신중앙로역 유치 요구
민원으로 인하여 GTX-A 노선 이남을 경유하도록 수정됨
- 2021년 7월 16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 2021년 7월 31일, 행신동에 해당 노선의 역사가 확정되었으며, 역사 위치를 중앙로에
확정하기 위해 고양시가 비용 부담에도 적극적이라는 기사가 보도됨9)
- 2021년 8월 9일, 서울시는 평면환승 원칙을 발표
- 이에 따라 고양은평선이 서부선 연장과 별개의 노선이 될 가능성이 제기됨
- 국토부는 직결을 전제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 전문가들 역시 승객 편의와 사업목적을 위해 직결이 필요하다는 입장
-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서부선~고양은평선간 직결노선이 기존의 공항철도 직결 사업
등과 같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847/” (2021.09.03. 검색). 다만 기존 국토
부(안)에서 700m 정도를 변경해야 하는 안.
9) “창릉 자족도시 키워드는 ‘글로벌기업’과 ‘데이터산업’… “행신중앙로역도 문제 없다””, 고양신문(2021.07.29.),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4723/” (2021.09.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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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양은평선(공청회안 및 최종안)

자료 : 아시아경제(2021.04.22.).10)

둘째, 정책행위자들이 상대 행위자들에 대해 느끼는 위협(threats)에 관한 인식
이 존재함
위협 인식이란 상대방과 정책적 입장을 달리함에 따라 스스로 느껴지는 이익의
침해, 비용의 발생, 가치의 훼손 등을 말함(Tilly and Tarrow, 2007)
- 서부선 및 고양은평선의 혜택을 입게되는 은평구 및 창릉 신도시 인근 지역주민들은 교통
편의 개선 등의 혜택에 따른 노선 확대 및 직결 운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 다만 고양은평선의 직접적인 혜택에서 벗어난 고양 일부 지역 및 파주-운정의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과 거주지역 사이에 신설되는 신도시 및 철도노선이 교통난 가중과
집값 하락 등의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반발하는 입장을 취함
- 아울러 직결 노선 대신 평면환승 입장을 발표한 서울시의 경우 “직결로 인한 편익이 적은
반면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서울시는
경기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철 운영 유지비 부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평면환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직결 대신 평면환승 방안이 확정될 경우, 환승 횟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지하철 이용 시간도

10) “은평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 아시아경제
(2021.04.22.), “https://cm.asiae.co.kr/article/2021042219505529819/” (2021.10.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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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수밖에 없음
- 서울시는 기존의 노선들에 있어서도 철도 직결 연장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일례로 7호선의 경우, 노선이 기존 경기도
부천시에서 인천(부평구청역)까지 연장되면서 온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의 서울
구간 내 최대 혼잡도가 2011년의 147.5%에서 2015년의 161%까지 증가함
- 안전 문제 역시 이슈로 제기됨. 서울시내 구간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에는 모두
레이저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시계 외 경기도와 인천 구간(까치울역~부평구청역)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데, 새로 건설되는 철도 역시 시설비용 등에 있어 경기도내 지자체들
의 ‘무임승차’가 우려된다는 입장
- 서울시의 이러한 입장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부선과
고양선의 직결 및 급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것이며, 신설 노선을 적극적으
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고양시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임
- 다만 정책갈등의 강도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서울 시민들에게 분산되
고, 이는 곧 서부선 직결운행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위협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에 서울 지역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는
상황
-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운영연장을 준수했을 경우 직결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11)
- 반면, 고양시 및 창릉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경우 고양은평선과 서부선 직결 운행 여부가
4차 광역교통대책의 핵심과 연관되며, 평면환승이 이루어질 경우 운행시간 지연에 따라
사실 상 별개의 노선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평면환승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와 고양시 등이 두 노선의 직결을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일정 정도 분담하겠다고
나서고 차량기지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서울시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하지만12), 관련 법안의 미비 등으로 인해 기존 공항철도 및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직결 운행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항이 예측되기도 하는 상황
- 고양-창릉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어 해당 사업은 지역의 발전 및 교통대책에 핵심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정책갈등의 강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지만(high-intensity), 중앙정부
11) “서울 지하철, 직접 연결 불가에... 경기도 3기 신도시 ‘날벼락’”, 조선일보(2021.02.21.),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21/3PJOXJ34NZCZRKJCYADHKALL64/” (2021.09.28.
검색).
12) “서울시 "경전철 서부선과 고양선, 직결 대신 평면환승"”, 중앙일보(2021.06.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7761#home/” (2021.10.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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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한 개입 및 타협안 제시를 통해 해당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으며 서울시의 입장
역시 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양은평선-서부선의 직결 운행관련 정책 갈등은
그 강도(intensity)가 ‘중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음

셋째, 타협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함
합의에 대한 거부감이란 해결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 상대방과 협력하지 않으려
는 의지를 말함(이범용 외, 2020)
- 고양시 및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계 및 도시 인프라와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서울시 입장에 대해 타협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국토부 역시 원안의 직결 연장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임
-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2020년 한해에만 1조 599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철도 직결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의 지하철 직결연장 불가 원칙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고양시 등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고 서울지하철 요금인상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엄포’로만
그칠 것이란 시각이 존재
-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직결연장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 다만 해당 문제는 20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이나 공항철도 직결 연장문제
와 연계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생성될 가능성도 존재
- 이에 중앙정부의 개입 및 관련 법안의 정비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입장 변화 및
타협 가능성 마련이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 예측될 수도 있음

갈등의 행태적 차원의 특성
정책갈등의 강도(intensity)는 행태적 측면에서도 측정할 수 있음
행태적 특성은 정부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행위자들의 활동-발화, 신념,
강압적/협력적 행동 등-으로 측정됨(조홍남 외, 2019)
철도 직결에 대한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입장
- 고양 창릉 지역 지자체와 정치인/주민은 지역발전 및 교통대책과 직결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음
- 당초 고양은평선의 직접 수혜를 입는 지역 주민들은 해당 노선의 신설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각 지역에 역사 신설을 위한 요구가 계속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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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은평선의 연장에 대해 백만이 넘는 고양시에 걸맞는 철도교통
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020년 9월에는 새절~고양시청역 사이에 식사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단체가 해당지역
구 의원실을 점거하는 일도 발생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실시 여부를 두고도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였음
- 한편으로 고양은평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지 못하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창릉 신도
시 개발 및 전철 노선 신설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 해당 지역 주민 수천 명은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운정신도시를
시작으로 순회집회를 열며 정부를 압박. 기존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정된 창릉동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요구하였음
- 경기도 철도정책과는 직결 불가를 밝힌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고 일축
- 철도 직결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고양시는 기존의 서울시 기피시설의 경기도-고양시
내 설치문제와 철도 직결 문제를 연관시켜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및 경기도 내에 위치한 △ 서울시립승화원 △ 서울시립벽제묘지 △
난지물재생센터 △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및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기피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보상 및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철도 직결
문제 역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야 후보들에
게 공개 토로함
- 이외에도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구리-암사대교의 교통시설물 관리 문제 등을 포함
한 서울시-경기도 사이의 갈등 해결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 일부 전문가들 역시 사업의 목적과 승객 편의를 고려하면 직결 운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
예컨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양선 하나만을 떼어놓고 보면 그 자체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서부권과 직결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2021년 2월, 경기도 교통정책의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민주･파주3)은
해당 문제와 더불어 경기-서울시 간 갈등 문제를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힘
- 즉, 수도권 교통 문제, 화장장･쓰레기 매립장 등의 기피시설 문제 등 여러 지자체가 포함된
광역 갈등 사안들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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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가 출범

철도 직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13)
- 2021년 6월, 서울시는 서울철도공사의 적자 폭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비용문제
등을 언급하며 평면환승이 원칙임을 발표
-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비용문제 이외에도 안전운행 및 운행의 유연성 확보 역시 직결 운행
대신 평면환승의 장점으로 언급됨
- 즉, 차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회전율을 높여 배차간격을 짧게 유지하고, 장기 운전으로
인한 기관사의 피로감을 줄여 안전성도 강화하는 등의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
- 직결 운행은 사고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등 본선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재정 환경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면환승을
도입하고 철도 연장 방식을 새롭게 재편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서울연구원 교통시스
템연구원)
-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수도권 전체의 철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시 역시 적극 협조하겠지만,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조건적인 직결연장보다는
편리성과 효과성 등 운영상의 장점이 입증된 평면환승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아울러 서울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환승운행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스페인/중국 등 해외에서도 지나친 노선연장을 막고
환승저항을 줄이기 위한 평면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기존의 사례와 해외사례
들을 언급함
- 아울러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2021년 5월까지 기피시설
문제 및 고양은평선 직결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갈등 해결이 난망하다는 것을 암시함

중앙부처(국토교통부)의 입장
- 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과 관련 직결을 전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서울시의 철도 직결 불가 원칙발표 이후,
이러한 발표가 관련 기관 사이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13) “서울 지하철, 직접 연결 불가에... 경기도 3기 신도시 ‘날벼락’”, 조선일보(2021.02.21.),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21/3PJOXJ34NZCZRKJCYADHKALL64/”, (2021.09.28.
검색)을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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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도 기존의 직결연장계획은 그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함
-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는 2025~26년에 실시되는 3기 창릉신도시의 입주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임
- 이를 위해서 서부선 완공 시점인 2028년에 맞춰 고양선은 서부선을 직결 운행하며, 철도교
통망 완성 이전에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BRT 노선의 확충, 향후 GTX 노선과의 연계
등 2조원 이상의 교통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소결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철도 직결이 지역개발과 교통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경기도 및 고양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주민들이 본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비공식적 차원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즉, 주민들의 여론동원, 시위와 같은 직접적인 의견표출에서부터 다양한 이슈와 지자체들
간의 연계-연합형성, 수도권상생위-대광위와 같은 공식적 방안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
등이 시도되고 있음
- 국토부의 대응방식은 공식적-법적 권한에 주로 의존하는 모습. 아울러 철도 직결 문제
자체보다는 창릉 신도시의 교통대책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본 사안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여론동원이나 지지연합의 형성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여론 수렴 등의 수단의 활용은 미비
- 서울시의 경우 공식 발표를 통해 본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행동이나
의견 표명을 자제하면서 문제해결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철도 직결 문제와 관련한 갈등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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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고양은평선 직결문제 갈등의 특성
갈등의 특성

정책입장

인지적
차원

국토부, 고양시
Ÿ
Ÿ
Ÿ

직결연장 찬성
신도시 교통대책마련
지역발전

Ÿ
Ÿ
Ÿ

평면환승
비용분담 요구
안전문제 제기

Ÿ

철도 이용객 편의 및
지역발전에 더 큰 가중치
부여

Ÿ

운영비 부담 및 철도
운행의 유연성에 더 큰
가중치 부여

Ÿ

지역 주민들의 불만 및
불편에 대한 압박감이 작용
철도 직결은 해당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

Ÿ
Ÿ

기존 노선들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
운영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타협의 여지가 열려있음

지역주민, 지자체, 해당 지역
정치인들에 의한
공식적/비공식적 직/간접적
수단이 다양하게 사용됨

Ÿ
Ÿ

공식적 입장발표
무대응

제도적
적대적

Ÿ
Ÿ

제도적
비협조

위협의 인식

타협에 대한
거부감

Ÿ

Ÿ
전략의 형태
행태적
차원
전략의 방식

서울시

Ÿ
Ÿ

2) 갈등의 환경(지하철 직결연장 관련 갈등의 환경)
행위의 수준과 속성
고양은평선의 직결 문제와 관련한 갈등은 정치시스템과 정책하위시스템, 정책
행위상황 3가지 수준에서 중첩적으로 존재함
정책갈등은 이러한 행위 수준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속성들(attributes)- 자연
적･물리적, 사회경제문화적, 제도적 측면-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게 됨
(Ostrom, 2005)
자연적･물리적 측면의 속성과 관련하여, 서울과 경기도는 고양-창릉 지역 이외
에도 서울-인천검단, 서울-김포 공항철도, 서울-남양주왕숙 등의 지역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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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결 및 운행과 관련하여 갈등관계가 노정되어 있음
사회경제문화적인 속성과 관련하여, 고양시는 서울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수행
하면서 지자체의 자급적 기능이 미약한 반면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수용해야
한다는 피해 의식을 표출하고 있음. 서울시와의 교통 연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갈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서울과의 교통 연계 확충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정
치인들에 의해 공약으로 제시되어옴. 또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지역민/신도시 입주 주민들에 대한 달래기 입장에
서 4기 철도망 구축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 고양은평선은 해당지
역의 GTX-A 노선과 BRT 광역버스 대책과 더불어 핵심사업으로 추진됨
- 국토부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서부선의 개통 이전인 2025년 고양선을 개통
한다는 입장을 밝힐 만큼 제3기 창릉 신도시의 철도 교통 인프라 마련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
-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게 되면서 철도 완공 시점이 2028년으로 연기되자 국토부
는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광역철도 노선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릉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불만 해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

정책 행위자의 속성
주요 정책행위자로서 국토부와 고양시 및 고양-창릉 주민, 전문가 그룹 등 철도
직결운행을 찬성하는 측과, 철도 직결운행에 반대하는 서울시 측이 존재함
정책행위자의 속성은 행위자의 내부적 속성 및 관계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분석
할 수 있음
정책 행위자의 내부적 속성이 정책갈등의 인지적 특성에 영향을 줌
- 이러한 내부적 속성에는 정책 행위자의 신념, 정책과 관련한 지식, 위험 및 편익에 대한
인식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자의 내적 속성이 정책갈등에 대한 인지적 특성에
영향을 미침

철도 직결이 지역개발과 교통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및 고양시
의 경우 해당 지자체-주민들이 본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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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차원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고양-창릉 지역 대부분의 주민 및 지역 정치인들은 고양은평선의 신설로 인한 이익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거주 지역에 역사 신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등의 활동을
벌임. 다만 일부 지역(예 : 파주운정 신도시 등) 주민들은 고양은평선의 신설로 인한 이익보
다 교통혼잡/개발 소외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지역마다
다소간의 입장 차이를 보임

경기-고양시의 지자체와 주민들의 핵심신념은, 지역개발 및 부동산 가격 상승
과 같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음
- 철도망 구축 등의 도시 인프라 사업은 PIMFY(Please In My Front Yard)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수렴 및 적절한 보상이 없을 시에는 불신이 누적
되고 갈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서로 가까운 시민단체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상호 입장이 가까운 행위자들 간의 결속이 강화될 수 있음(조홍남 외, 2019)
-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철도 직결운행에 따른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 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 큰 관심이 제기될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임
- 기존 4호선, 7호선의 경기도 직결운행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의 한해 적자가 1조 5천억원
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직결운행에 의한 누적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갈등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국토부는 철도 직결 운행이 3기 신도시 광역 교통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음
- 이후 재경부 검토에 의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국토부는 당초 철도 신설 계획에서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입장을 밝히는 등 창릉 신도시 입주 이전에 철도직결 노선을 완공한다는
등의 신속 추진 입장을 밝혀옴
- 현재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8년 고양은평선 개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6년부터
입주하는 창릉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환승저항 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서울시의 평면환승 계획을 따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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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위자의 관계적 속성
- 행위자의 관계적 속성에는 행위자의 연결망(base of network relations)과 조직들의
제휴(organizational affiliations)가 포함

배타적인 네트워크의 형성 혹은 제휴를 통한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행위자
들로 하여금 보다 강도 높은 정책 갈등을 유발하게 함(Weible et. al., 2018).
- 먼저 서울시의 경우는, 지역전문가/언론/시민단체/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미약한
모습을 보임
- 반면 고양시의 경우는 전문가/언론 등을 통한 여론결집 및 경기도의 여타 지자체와의
조직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임
- 구체적으로 고양시는 철도직결문제를 기존의 도내 기피시설 문제와 연관지으면서 ‘수도권
상생협력특위’를 출범시킴
-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아간다는 것에서
경기도와 국토부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

정책행위자별 속성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음
[표 3-2] 고양은평선 직결문제 관련 정책행위자별 속성
내부적
구분
신념

관계적

관련
지식

위험/편익
인식

네트워크

조직간
제휴

국토부

Ÿ
Ÿ

지역발전
교통인프라 구축

많음

편익〉위험

보통

보통

고양시

Ÿ
Ÿ

지역발전
교통인프라 구축

많음

편익>위험

강함

강함

Ÿ

지역발전에
재산권

적음

편익>위험

보통

강함

Ÿ
Ÿ

교통혼잡
발전소외

적음

편익<위험

보통

강함

전문가

Ÿ

교통인프라 구축

많음

편익>위험

약함

약함

서울시

Ÿ
Ÿ

비용부담
안전문제

많음

편익<위험

약함

약함

주민

철도
인근
지역
이외
지역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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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이슈
철도 직결 운행과 관련한 이슈는 지역발전, 교통문제, 비용부담 문제 이외에도
부동산 문제, 절차적 정당성 등의 이슈가 존재함
고양은평선의 직결문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GTX-A 노선이 지나는 고양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고양은평선의 노선 및 서울과의 직결 개통 문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3호선 연장 및 고양은평선은 철도 사각지대였던 해당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기대하게
함으로써 낙후되어있던 고양-창릉 지역의 재개발 압력을 높이는 호재로 작용함
- 서울 은평구 및 고양-창릉 일대에서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숙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 직결 운행 불가 방침이 본격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면 해당
지역 서울 은평구 및 고양-창릉 일대에서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민
들의 숙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
- 실제로 고양 창릉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거주 선호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들 가운데 청약선호도도 수위에 있는 상황. 수혜지역
인 고양시 덕양구 역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2020년에 비해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있음14)
- 이에 서울시의 철도 직결 불가 방침이 지속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결집할 가능성이 존재

아울러 철도 직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도 연결
- 서울시의 철도 직결 불가 발표에 대해 고양시 및 국토부는 사전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음을 지적
- 향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명분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함

4) 중요 사건
철도 직결 운행과 관련하여 갈등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2022년의 대통령선거를 꼽을 수 있음

14) “"정부 믿고 '3기 신도시' 기다렸는데…" 무주택자의 호소.”, 한국경제(2021.10.02.),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0010068e/” (2021.10.0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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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서울시의 철도 직결 불가 방침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有故) 당시 서정협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에 의해 발표된 것
- 지난 4월 이후 새롭게 당선된 오세훈 시정 체제에서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존재
- 그러나 현재까지 철도 직결과 관련한 고양시의 공개 질의에 대해 서울시는 별다른 입장
변화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서울시의 지하철 직결연장 불가 방침에 피해를 보게 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여권 대통령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존재함

또한 관련 갈등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건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꼽을
수 있음
- 당초 3기 신도시 계획 및 4기 광역철도계획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더불어 발표된
것임
- 이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졸속으로 입지 선정에만 골몰한 결과 정작 도시
인프라 계획은 졸속으로 진행하였다는 평가가 존재함15)
- 고양은평선과 관련하여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고양은평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을 주택 공급과 부동산 가격 안정
이슈와 연계하였음
-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차원에서 국토부가 창릉 신도시의 철도 인프라 구축 및
직결 계획을 쉽게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15) “"대체 계획이 있는건지"…졸속 3기 신도시, 이대론 하수처리도 못할 판.” 매일경제(2021.08.29.),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834185/” (2021.10.01. 검색).

70∣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 연구 : 경기도 및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3.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
PCF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정책갈등의 산출(output) 차원과 결과(outcome)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정책갈등의 산출(output) 차원
정책갈등을 통한 산출은 또 다른 공공정책으로 연결됨
공공정책은 문제의 실질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에 수립된 제도들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있어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초래함
갈등의 결과로 인한 산출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침(이범용 외, 2020)
즉, 정책갈등의 산출물(output)은, 특정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제도의 변화,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 변화를 수반함(조홍남 외, 2019)
현재 고양은평선의 철도직결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실제
갈등 해결은 난망한 상황임
- 그러나 기존 서울-경기도 유사 갈등으로 인한 산출은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즉, 지하철 4, 7호선의 직결 운행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 누적되고 있는 운영부담은
9호선 및 공항철도의 평면환승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이 고양은평선의 직결문제
와도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은평선 직결문제에 대한 해결은 서울-고양시 사이의 문제에 국한되
지 않고 서울-김포, 서울-인천검단, 아울러 서울-남양주, 서울-경기도 간 문제로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
- 실제로 9호선, 공항철도의 직결 운행은 운영비 문제로 인해 논의가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대광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다는 국토부, 고양시의 기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함
- 서울-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갈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기도 의회의 ‘수도권
상생협력특위’를 통한 일괄해결이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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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의 결과(outcome) 차원
정책갈등의 결과(outcome)는 측정할 수 있는 변화 또는 정책환경에 있어서
의도적인 효과의 지속을 의미함(이범용 외, 2020)
- 정책 결과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서부터 장기적인 효과를 포함함
- 정책갈등의 결과는 정책갈등에 대한 인지적 행태적 특성에서 비롯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서울-고양시 사이의 고양은평선 직결 문제에 대한 갈등
해결이 대광위 및 수도권상생협력특위, 국토부 중재 등을 통해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에 있어서 갈등 감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모델로 적용될 수 있음

4. 시사점
PCF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양-은평선의 직결노선 관련 갈등은 정책입장
의 차이와 상대방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정책 행위자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즉, 철도의 직결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양-창릉 지역의 주민 및 정치인
들에게는 타협하기 힘든 경제적 문제인 것에 반해 서울시는 운영비 분담이 이루어질 경우
타협이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에 있음

아울러 해당 갈등은 단순히 서울-고양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발생했던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갈등이 누적된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임
- 즉, 고양은평선의 직결 문제는 철도 운영비 부담 및 기피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경기
도 차원의 기존 불만을 원만히 해소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온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3기 신도시 지정의 졸속 문제 및 보궐선거와 같은
외부 사건들이 정책 갈등을 확대시키면서 해결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존재함

관련 행위자가 참여하는 특위 등을 통해 해당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고 그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본 사례분석은 요인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 문헌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추론하였
다는 점과 단일 사례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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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고양시 간 철도 직결 문제는 기존의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누적의 결과로 갈등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실제로 시계열에 따라 갈등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PCF를 활용하여 서울-고양시 사이의 철도 직결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분석한
결과, 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해당 정책 갈등과 같은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16)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과 소통･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둘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강도(intensity)가 높은 정책의 결정은 공론화위원회
등의 절차적 구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이호용, 2013). 실제로 서울-경기도 간 철도
직결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많은 갈등 사안들은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해 해결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유지한 채 지나갈
경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게 되었을 때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서울-고양시 사이의 철도 직결 문제와 관련하여 운영비 분담이 이루어질 경우 합의
가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철도노선 운영비 부담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문제 해결의 전망을 엇갈리게 만들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16) 문제의 정의와 해법이 명확하지 않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 확신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이라고 정의함(Rittel & Webbe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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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심층 분석
: 경상남도 사례
1.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간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사례 현황 분석
1) 국가 물관리 체계
국가 통합물관리 추진 동향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물관리 추진동향
- ’17.5.22.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도입
-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지방청 하천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포함)을 환경부로 이관
-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및 개정
안 발의(’17.6.9. 우원식 외 120인)
- 국가 물관리 조정기능, 유역관리체계 구축, 통합물관리 계획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
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병행 입법 완료
-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운영(’17.7~): 수량, 수질/수생태, 거버넌스 등 민･관･학 전문가
약 200여 명이 참여하여 통합물관리 ‘비전’, ‘핵심가치’, ‘정책목표’ 등 발굴(<그림 4-1>)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
-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
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
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MOU) 체결(’19.8.13)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19.8.27.)
- 정책분과 : 4대강 보 처리방안, 계획분과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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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자료 : 환경부(2018)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통합물관리의 개념
물순환 과정 전주기에서 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자와 요구사항을 종합적･통
합적으로 고려한 물관리
단일 목적의 물관리에서 다양한 목적의 물관리를 지향하는 것
- 수량-수질-수생태, 상류-하류, 물수요-물공급, 토지이용-물, 지표수-지하수 등 다양한
수준의 요소들의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법률적 근거)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물관리)
- 통합물관리는 기존 단일 목적의 물관리에서 물순환 전주기에서 모든 영향 인자와 요구사항
을 종합적･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
- ① 지표수와 지하수 등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
- ②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하여 물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③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 재해방지, 자연환경, 경제･사회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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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물관리포럼) 핵심가치 : 효율성, 기본원칙 : 통합적 물관리

통합물관리 핵심가치와 기본원칙(환경부, 2018)
- 국가 통합물관리를 5가지의 핵심가치(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와 10가지
기본원칙으로 설정함
[그림 4-2] 국가 통합물관리 핵심가치와 기본원칙

자료 : 환경부(2018)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국가 물관리계획 추진 방향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한 실증기반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며,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물관리 종합계획수립 방향을 설정
유역 중심 통합관리를 통한 물순환 관리체계 확립
수요-공급의 조화와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물이용 체계 확립
기후변화 대응 치수관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물산업 및 국제협력을 통한 통합적 물산업 진흥 체계 구축
물 사용에 대한 합리적, 효율적 행정 및 물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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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비전 목표 및 핵심전략별 정책과제(환경부, 2018)
[표 4-1] 국가통합물관리 비전 목표 및 핵심전략

물순환 건강성 확보

-

유역･도시 물순환 제고
하천 자연성 회복
재해 안전성 강화
수질･수량･수생태 연계 강화

수요와 공급이 조화로운 통합

- 물 수요관리 강화
- 수원 다원화

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 유역관리 체계 확립
- 유역단위 수질관리
- 유역맞춤형 조사체계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활성화
- 유역상생협력
- 주민역량 강화
- 행정체계 재정립
- 수리권･재정체계 재정립
- 물산업 육성 기반 마련

[표 4-2] 핵심전략별 정책과제
유역･도시 물순환 제고

- 유역별 물순환 통합계획 및 평가체계 수립
- 분산형 도시 물순환 체계 구축 제도 정비

하천 자연성 회복

-

지류에서 본류까지 하천사업 통합관리
하구 및 연안의 물환경 복원 추진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자연친화적 관리체계 정립
유역 수생태 서비스 가치평가 체계 및 정책도입

재해 안전성 강화

-

유역단위 홍수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
홍수대응 시설 간 연계관리 체계 강화
지역 맞춤형 가뭄 대응 전주기 통합관리
가뭄 영향평가 및 정보시스템 구축

수질･수량･수생태 연계 강화

물 수요관리 강화

-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물관리시설 통합운영
- 지하수-지표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중소유역단위 환경생태유량 확보 체계 마련
-

유역별 수요관리 기반 생･공･농 물 공급 종합계획 수립
지방-광역 상수도 통합관리(물공급 관리체계 최적화)
농업용수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다목적 이용방안 마련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물 서비스 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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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수원 다원화

- 기후변화 대비 지역맞춤형 대체수자원 개발
-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

유역관리 체계 확립

- 분산된 물관리 법령･계획 통합 및 경비
- 유역위원회 구성과 실행력 강화
- 주요 소유역별 통합물관리 계획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유역단위 수질관리

-

유역맞춤형 조사체계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활성화

유역기반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선진화
사전예방적 수계 미량물질 및 녹조 관리
농업비점 관리 및 부처 협업강화
양분관리제 시행 등 가축분뇨 관리 강화

- 지역맞춤형 수자원환경 통합 조사･평가 체계 구축
- 효율적인 관측･예측･대응 통합정보 체계 구축
- 물관리 정보 유역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물관리 전 과정에 거버넌스 구체화
- 물 갈등 관리 체계 구축

유역상생협력

- 유역공동체 활성화와 프로그램 발굴
- 중･소 유역별 거버넌스 운영 및 유역참여센터 건립
- 강 생태문화 복원과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 주민 참여 물 인프라 유지관리 제도 도입

행정체계 재정립

- 효과적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기적 전략적 행정체계 구축
- 효과적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 구축
- 수리권 개념 정립 및 법제화

수리권･재정체계 재정립

- 유역별 재정 수요･공급 기반의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
- 유역별 형평성 있는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개선

물산업 육성 기반 마련

-

물관리 산업구조 개편 및 지역/유역관리체계 구축
물산업 진흥 법제화 및 제도 정비
물분야 미래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물-에너지-식량-토지(WEFL) 협업체계 구축

자료 : 환경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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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부산 통합물관리 체계
경상남도
[표 4-3] 경상남도 물 관련 조직 및 업무
실･국･본부

환경
산림국

환경
산림국

과

환경
정책과

담당 업무

세부 업무

환경정책

- 환경보전종합계획･환경로드맵･환경백서 관련 사항
-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보전

- 백두대간 생태계보전 및 특정도서지역 관리 업무
- 람사르환경재단 지도･관리･감독
- 습지보전 실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자원순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및 사후관리

수질정책

-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 물관리계획(국가, 유역) 수립･변경
-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 물문화 육성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

수질보전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폐수 재이용 관련 업무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점검 등 관리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수계관리

-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수립･승인 등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지류총량제 관리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
비점오염원 관련,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하천 수질측정망, 낙동강 수질예보제 및 조류경보제 운영
녹조분야 재난 대응 관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수질
관리과

수자원관리
-

상수도

-

수자원종합계획 수립, 낙동강 보 개방 대응
댐･보 등 연계 운영(연계운영협의회 포함)
｢댐건설법｣ 관련 업무
대체･보조 수자원의 활용 관련 업무
상수도시설 중장기 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군 계획 승인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개량계획 수립
노후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도서지역 식수원･강변여과수 개발 관련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계획 수립 시행
상수도 통계, 수도종합시스템(WIIS)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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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본부

재난안전
건설본부

과

담당 업무

세부 업무

하수도

-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 관련
- 공공하수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하수슬러지 및 처리시설
관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관련
- 중수도 사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하수도 분야 통계 업무 및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하천계획

-

하천기본계획 수립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하천시설

-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하천사업 설계･감독에 관한 사항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지방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친환경 친수하천(생태하천조성) 사업 추진
자연형 하천정비(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도시침수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하천설계기준 및 지침, 하천일람 관리

하천관리

-

낙동강 수변지역 종합 활용계획 수립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낙동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하도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하천시설 관리 및 점검
지방하천 모니터링, 지방하천 정비 평가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협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하천 설계 사전검토 및 심의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방 하천수 인허가에 관한 사항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수립 및 용역

하천
안전과

자료 : 경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경상남도 내부자료(2020)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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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 관련 위원회
- 기존 경상남도 물 관련 위원회와 연계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위원회를 재점검하
고,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조정, 통합, 보완이 필요함
[표 4-4] 경상남도 물 관련 위원회 및 물 관련 계획
위원회
-

지하수관리위원회
물관리위원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수질관리협의회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광역소하천위원회

물 관련 계획
-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생태복원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원보호구역관리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물기술산업육성시행계획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시･군 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부산광역시
물 관련 조직 현황
- 2016년 이전 부산시 물관리 조직은 중장정부의 다원화 체계와 유사하게 실․국을 이원화하
여 물관리 업무를 수행함
- 2016년 1월에는 도심 내 하천환경 개선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기후환경국 내 하천살
리기 추진단을 신설함
- 2018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낙동강 정책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하천살리기추진단을 확대한 수자원관리과를 신설함
- 재난대응과의 하천정비 및 시설물 관리 업무, 상수도사업본부의 취수원 다변화 업무를
수자원관리과로 이관함
- 2019년 1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조직 개편을 통해 물정책국과 맑은물정책과를
신설함
- 기존의 수자원관리과의 취수원 다변화, 낙동강 정책 등의 업무와 지역 내 하천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맑은물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수자원관리과는 하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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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부산광역시 물 관련 조직도

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부산시 통합물관리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
[표 4-5] 부산시 핵심전략별 추진전략

풍부하고 순환하는 물의 도시

- 수자원 분야 인프라 확충･정비
- 빗물, 재이용, 지하용출수 등 물순환 관리, 도시계획 연계
등 정책 및 제도 개선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도시

- 공공수역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정비
- 하천생태계 연결 및 자연성 회복방안

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물의 도시

- 도시침수 인프라 확충･정비
- 기후변화 대비 가뭄대응체계 강화

경제와 문화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물의 도시

- 물산업 육성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수변문화공간, 시민참여 활성화 등 물문화 가치 창출

통합물관리 추진 기반 구축

- 조례 제정, 거버넌스 구축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
- 중장기 투자, 효율적 운영 등 투자 및 재원관리

자료 : 백경훈･양진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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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 원인 및 대응 과정 분석
1) 경남-부산 취수원 갈등
개괄
부산-경남 물갈등과 관련된 이슈는 남강댐 물을 사용하는 것, 창녕군에 강변여
과수를 개발하는 것, 지리산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것, 합천 황강물 이용 등
4가지였음
이러한 이슈를 이해관계와 함께 검토해보면, 첫째, 남강댐의 물을 부산 및 경남
중동부지역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이슈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는 이익이 발생함. 그러나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수위 상승
에 따른 홍수위협의 증대, 댐 하류지역의 농업 및 어업 피해 가능성 증대, 농업･
공업･생활용수 확보의 안정성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둘째, 지리산에 새로운 댐(문정댐)을 건설하는 이슈는 새로운 식수원을 마련하
는 방안으로 부산시와 국토부 등에서 찬성했지만, 전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이 다
목적댐의 건설에 반대하고,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지리산 주변 주민들
의 반대도 심해 번번이 건설 시도가 좌절되었음
셋째, 창녕군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이슈는 남강댐 물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부산시 입장에서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이익을 주는 대안임. 그러나 창녕군
주민의 입장에서는 농업을 위한 지하수 고갈의 위험과 농업･공업･생활용수 확
보의 안정성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넷째, 합천 황강물을 이용하는 이슈는 셋째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음
따라서 피해주민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민
주성을 높이고, 효율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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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1991년~2014년): 남강댐물 중심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후 부산시 대체수원 요구
1994년 정부, 부산 상수원 대체수원으로 남강댐 물과 합천댐 제안17)
- 합천군의회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1996년 사업유보

2008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경남-부산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남강댐 물과 강
변여과수 제안
- 부산 : 댐 수위 상승시켜 부산에 남강댐 물 공급 요구
- 경남 : 남강댐 여유수량 부족, 댐 수위 상승시 서부경남 생존권 위협 지적

2009년 함양댐 건설 추진위 움직임 본격화, 함양군수 1월 9일 청와대 회의서
국토해양부 장관에 휴천면 문정리 송정리 일원에 댐건설 건의
- 경남도 관계자 : 지리산댐은 풍수해 예방과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 등 다목적 용, 부산
물 공급용이 아님
- 반대주민, 환경단체 : 남강댐물 부산공급 방안 반발로 인한 부산 물 공급용 댐 건설
- 찬성주민 : 가뭄대비용과 홍수조절용 함양댐 건설이 필요함

2010년 김태호 경남지사 남강댐물 대안으로 신규댐 건설 주장
2011년 김두관 지사 “남강 물 습지서 걸러 부산․울산 식수 제공” 제안18)
- 부산 : 친환경적인 발상이지만 제안배경이 뚜렷하지 않음
- 경남 : 저류지와 습지의 물의 양이 예비식수원으로 이용하기 충분
- 국토해양부주관 타당성 조사 결과 통한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확정(2011.06.) 문정댐(지리
산댐) 홍수조절용 명목으로 별도 추진(2011.07.)
- 부산 : 낙동강변여과수 사업으로 남강댐 물 부산지역 공급 요구
- 경남 : 낙동강변여과수 사업과 홍수조절용 지리산댐은 남강댐 물 부산 공급위한 꼼수라고
주장

17) "경남-부산 ‘물 갈등’ 해법은 없나 <1>현황." 경남일보(2014.06.16.),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30/” (2021.11.01. 검색).
18) "“남강 물 습지서 걸러 부산･울산 식수 제공.” 경향신문(2011.01.04.),
“https://www.khan.co.kr/local/Yeongnam/article/201101040015095#csidx051fe93e8a44990868658
b5e274bf24/” (2021.11.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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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지리산댐 건설 시 기후 변화로 농업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화재 수몰로 인해 반대

2013년 국회, 지리산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지리산댐건설추진반대 전국 105
개 단체)19)
국토해양부, 지리산댐 건설 추진 확정20)
- 환경단체 : 댐 추가건설 반대 전국연대 출범
- 서부경남 : 지리산댐 건설 반대
- 정부 : 지리산댐 홍수조절용댐으로 개선안 발표(2013.06.17)
- 서부경남 : 부산 물 공급 위한 꼼수
- 정부 : 지리산댐 건설 지역여론 수렴 후 결정
- 국토부 :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댐
- 경남 : 국토부 지리산댐 다목적댐으로 인정해야
- 홍준표 경남지사 : 국토부 지리산댐 다목적댐으로 인정해야
- 진주, 산청, 함양, 사천 : 남강댐 물과 지리산댐 건설로의 부산 물 공급 반대
- 전북 : 지리산댐 건설 반대 성명
- 국토부, 사전검토협의회 개최(경남일보, 2014.08.08) 지리산댐 전면 재검토, 지역위원
인선조차 합의점 찾지 못해

19) "SOC는 예산낭비 주범… MB 땐 4대강, 이젠 댐 건설로 또 샌다." 경향신문(2013.02.18.),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1302182217565#csidx0692ff8bf7cbc6b
ba923a636c47cd1b/” (2021.11.01. 검색).
20) "국토부 ‘지리산댐 추진’ 환경법 위반." 경남신문(2013.01.28.),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59543/”, (2021.11.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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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경남-부산 식수공급 갈등 추이 내역(연구자 작성)
구분

내용

1991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로 광역상수도 필요성 대두

1996

합천댐 광역상수도 추진하다 주민 반발 무산

2004

건설교통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사업 반영

2008

국토해양부 경남-부산 광역상수도 계획 발표

2009

함양군, 국토해양부에 댐건설 건의
김태호 경남지사 남강댐물 대안으로 신규댐 건설 주장

2010

전북, 지리산댐 건설 재추진 중단 촉구 도의회 결의문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 출범
‘청정 상수원수 확보 포럼’ 개최
낙동강사업특위, 남강댐 이수안전도 낮아 부산 물 공급 불가능

2011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 광역상수도사업 타당 결론
‘남강댐 여유수량 및 경남․부산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검증 긴급토론회’ 사천 개최
국토해양부, 홍수조절용 지리산댐 추진
‘부산경남권 광역상수원 확보 방안 대토론회’ 부산 개최
정부, 지리산댐 추진

2012

지리산 댐․케이블카 건설 반대, 전국 환경단체 ‘생명평화선언’
홍준표 경남지사, 식수용 지리산댐 건설 찬성
국회, 지리산댐 건설 예산 전액 삭감
국토해양부, 지리산댐 건설추진 확정

2013

댐 추가건설 반대 전국연대 출범
정부, 지리산댐 홍수조절용댐으로 개선안 발표
남강물 부산 공급 위한 함양 문정댐 건설 재추진
홍준표 경남지사, “지리산댐 건설, 함양 주민투표로 풀어야”

2014

국토부, 사전검토협의회 개최 지리산댐 전면 재검토 착수
남원시의회, 지리산댐 건설 반대 성명
‘상생 화합을 위한 광역식수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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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남강댐 부산 물공급 관련 의견(연구자 작성)
구 분

국토부

부산

경남

찬반

찬성

이유
Ÿ
Ÿ

식수공급
홍수조절

Ÿ
Ÿ

남강댐 여유 수량 나누기(물 부족
시 미취수 약속)
경남과 부산은 이웃간

Ÿ
Ÿ

지하수고갈로 농업용수 부족
남강댐 여유수량 부족

Ÿ

유역면적은 소양강댐과 비슷하나,
담수능력이 1/10수준
갈수기 물 부족 현상 발생
공유재 공유라는 권리 주장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를 먼저 공유하려는
인식 전환 필요

찬성

반대

진주
Ÿ
산청
반대
Ÿ
(김재경 의원)

요구사항
Ÿ
Ÿ
Ÿ
Ÿ

(1차)남강댐 수위 상승
(2차)남강댐 수위 유지 물공급
(3차)다목적댐 건설
(현재)홍수조절용 댐 건설

Ÿ
Ÿ

다목적댐 건설
주민투표로 결정

Ÿ
Ÿ
Ÿ

지역주민의 동의 선결
안정성 확보
물이용 부담금의 지역주민
합리적 배분
공론화 과정 필요
경남도와 부산시의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Ÿ
Ÿ

반대

물공급 위해 남강댐 수위 상승시
연무와 온도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Ÿ
농작물 재배 악영향

사천 시민
단체

반대 Ÿ

남강댐 갈수기 담수량 20% 불가

함양

보류 Ÿ

군민 의견에 따라 결정

사천

보류 Ÿ

입장 보류

Ÿ
하동

Ÿ
Ÿ
뉴라이트
경남학부모
연합

찬성
Ÿ

남강댐물 부산에 식수로 공급
물은 국가공공재이므로 부산에 공
Ÿ
급하고,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
Ÿ
수자원확보와 안정적인 식수공급
을 위해 남강댐상류지역에 보조댐
신설 지지

남강댐 수위 유지

사천만을 매립하여 공간부지
로 공급
대화와 설득으로 반대자 동의
도출

주체별 반대이유 및 요구사항
- 경남 서부지역 : 남강하류 및 사천만 일대 침수피해 우려 및 재산권 침해 우려
- 사천 : 경제적 피해보상, 사천만연안정비, 사천시민 물부담금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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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등 : 인근 자치단체 협의 필요
- 함양 : 찬성 : 다목적댐 건설, 관광자원화 및 경제활성화, 보상액 지불(군, 유림면)
- 반대 : 환경훼손, 용유담 보호, 여론조사 중립성 및 공개(지리산댐반대마천면대책위원회
선시용주민)
- 전북 남원 : 재산권침해, 생태계 파괴 → 댐사전검토협의회 전북․남원 포함
- 김창수(2011)는 남강댐 물의 분쟁 조정이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 “정부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수준의 게임의 교칙 중에서 정책계획이 일방적으로 실행되면서
남강댐을 둘러싼 물 분쟁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격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여
합의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그는 관련 행위자 간 상호 불신이 깊은 상태에
서 치수와 이수안전성을 포함한 과학적 합리성에 대해서도 서로 불신하며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후반기(2015년~현재): 합천, 창녕 중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심의 의결(’21.06.24.)
2030년 주요 지점 수질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함(환경부, 2021).
- 2030년 수질(총유기탄소량 기준) 등급 전망(현행 → 전망): 대구 달성(II → Ib), 부산
물금(III → II)
- 이를 위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
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총유기탄소량 총량제 도입 등)할 계획
- 구미･대구 산단 하･폐수처리장 고도화, 수질사고 감시 강화, 사고대비시설 확충 등
- 비점오염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처리시설 확충 등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먹는 물 불안을 해소
- (상류)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 추가고도정수처리(28.8만톤)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여 대구(57만톤), 경북지역(1.8만톤)에 배분
- 그 밖에 운문댐을 활용하여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
- (하류)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하여 경남 중동부(48만
톤 우선배분)와 부산(42만톤)에 공급
- 그 밖에 추가고도정수처리(43만톤), 부산 회동수원지 개량(10만톤) 등을 통해 부산지역의
안전한 먹는물 53만톤을 추가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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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
- 첫째,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함
- 가변식 물 이용 계약 등으로 영향지역 물 이용을 최우선 고려하고, 영향지역의 댐 또는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정부와 주민들 간에 신뢰 관계 형성
- 둘째, 취수원 다변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지원
- 상생기금 조성 및 영향지역에 일시 지원, 영향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 계약 등
- 셋째, 수계기금제도 개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혜택을 담보
- 물이용부담금 증액,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매년 영향지역 상생발전사업 지원
- 넷째,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

대화와 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정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고 입장을 밝히
고, 경남도 역시 ‘주민 동의’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밝힘.
- 경남도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최우선 추진,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와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보상,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노력 경주, 협의과정에서 상생방안 추가 요청 시 적극적
반영 약속을 요청했다. 그 외 ▲지난해 합천 지역을 포함한 홍수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보상 마무리,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소통 강화 및 보 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해 줄 것 등을 추가 요청함(경상남도 2021)
- 그러나 정부가 주민과의 대화 없이 2022년도 국회 예산심의안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189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21)
- 지역 환경단체들 “아직까지 진행된 주민 동의는 없었다. 이것은 조건 동의 실패다. 국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함22)
- 향후 환경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와의 협상과 대화가 필요함

21) "환경단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예산 삭감하라.” 경남신문(2021.11.15.),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3381/”, (2021.11.16. 검색).
22) "주민동의 실패했는데 '낙동강취수원 이전 예산' 상정이라니..." 오마이뉴스(2021.11.2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9815&CMPT_CD=P0
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1.11.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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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모식도

자료 : 환경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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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를 활용한 갈등 분석
정책갈등 에피소드
인지적 차원의 특성
- 관련행위자들은 지속적으로 ① 정책입장의 차이를 노정하고, ② 반대 측 정책입장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위협을 인식했으며, ③ 타협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음
- 이정석 외(2010)에 따르면, 서부경남과 부산시의 물 갈등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존중과
공감대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분석됨. 사실, 낙동강의 수질 악화로 부산시 식수원이
부족한 사정에 대해서 경남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식수 공급
을 원하는 심정에 공감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토부와 부산시가 남강댐 및 창녕군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상호 존중 및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상실함
- 서부경남은 기존의 호혜적인 태도를 바꾸고 ‘남강댐과 강변여과수를 통해 부산시의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산시를
이기적이라고 비판했음
-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가 서부경남을 객체로 전락시키는 태도 즉,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확보한 물을 부산시와 경남 동부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서부경남지역에 주는 피해가 매우
작으며, 재산상 피해는 보상해주면 된다는 인식이 서부경남의 반감을 증폭시켰음. 더구나
서부경남이 2000년대~2010년대에 3차례의 홍수피해를 겪은 입장에서 수위 상승을 생존
권의 위협 문제로 인식함
-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상호작용과정에서 더 확대되었으며, 국토부 및 부산시는 서부경남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이정석,
외 2010; 유낙근･이원섭, 2012; 김창수, 2011; 이강웅 외, 2012; 김철회, 2018 등)
- 또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였던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부경남지역의 자율성23)을 거의 존중하지 않았
는데, 이것은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위협 인식 및 거부감을 크게 증폭시켰음
- 무엇보다 국토부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문 또는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

23) Fisher & Shapiro(2005)는 협상과정에서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I-C-N(Inform, Consent, and
Negotiation) 시스템, 즉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며, 이후 ‘협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김철회, 2018: 318 재인용).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정보제공과 동의 없이 일방적인 태도를 견지함
으로써 협상여지를 축소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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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서부경남지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24)
- 이렇게 서부경남지역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당했다
고 인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사업을 반대하는 경직된 행동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행태적 차원의 특성
- 부산-경남 지역 물갈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은 오랜 기간 역동적으로 전개되
었음(김철회, 2018)
- 먼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경우, 법률적이고 일방적인 경향을 노정함. 가령, 남강댐
및 강변여과수를 통해 식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는 관련
된 사업계획 또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서부경남지역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이 반복됨
- 일방적인 입장 발표 및 직접적인 반대행동은 점차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성향을 강화시
켰음. 특히 지역주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직접 행동을 자주 활용했음
- 예컨대 서부경남주민들은 생존권 침해와 치수측면의 침수피해까지 강조하면서, 연대체
조직 ‘남강댐 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남강댐 광역상수도사
업을 ‘서부경남 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집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음(김창수, 2011:
476-478)
-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경남이 남강댐의 수위를 높이지 않고,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
는 제안마저 반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며 비판하였음(김창수, 2011: 479-480)
- 최근에는 합천, 창녕물 이용과 관련하여, 2021년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의 경우에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전면 취소되었음. 주민들은 행사 발표장을 점거
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함.25)

24) "경남-부산 ‘물 갈등’ 해법은 없나 <1>현황." 경남일보(2014.06.16.),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30/” (2021.11.01. 검색).
25) "[사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민심이다." 경남신문(2020.08.05.),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1152/” (2021.11.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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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정책적 환경
중앙정부 차원(정치시스템 수준)
- 첫째,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중앙정부는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
다고 볼 수 있음(김철회, 2018: 329)
- 부산시의 식수원 문제는 지역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문제이기도 했기에 중앙정부가
해결할 책임이 있었음. 이에 대해 2004년 참여정부는 수도정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서부
경남과 부산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지역주민들이 ‘합의하면’ 광역상수도사
업을 추진하겠다고 책임을 회피하였음
- 2008년 이명박정부는 남강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민관합동의
정책공동체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뢰관계와 합의형성에 실패하면서 협상력을 발
휘하는데 실패하였음(김창수, 2011: 480)
- 특히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음으
로써,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본류를 식수원이 아닌 다른 용도(운하 등)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니게 된 것을 전혀 불식시키지 못하였고, 이후 박근혜정부도 중앙정
부 차원에서 부산-경남 물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음

광역지자체 차원(정책하위시스템)
- 둘째, 부산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로서, 창조적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서부경남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음(김철회, 2018: 329)
- 먼저 부산시는 식수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으나,
이러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음
- 다음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서부경남 주민들과의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특히 부산시는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깨끗한 강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동강수계기금을 남강댐 및 강변여
과수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음

기초 시군구 차원(정책행위상황)
- 셋째, 서부경남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인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권의 제한,
홍수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활･농업･공업용수의 활용가능성 감소하는 등 피해 가능성
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연합을 형성하고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
을 통해 정치적인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반대를 위한 협상력을 극대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김철회, 201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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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속성
- 부산시와 서부경남지역의 물갈등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지위 인정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Fisher & Shapiro(2005)는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을 때, 자존감
이 증대되고, 상대방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함
- 특히 이러한 지위 인정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봄. 부산-경남 물갈등의
이슈인 남강댐 최고운영수위를 변경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음
- 국토부가 당사자였던 서부경남지역이 전문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최소한 객관적 자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쌍방 당사자들은 서로를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합의의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볼 수 있음
- 즉 국토부는 서부경남지역과의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KDI에 예비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였지만, 서부경남지역은 KDI의 예비타당성 분석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
고, 오히려 사천시는 피해 가능성 산정을 너무 적게 했다며 별도의 용역과제를 발주하였음
- 국토부와 부산시는 창녕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협상 당사자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공문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
였음
- 이로 인해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국토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분석됨(김창수, 2018: 331-335)

갈등의 피드백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부산-경남 물갈등은 합의의 실패, 불신 증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중앙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부산과 서부경남 지역주민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촉진하고, 부산과 경남동부지역에 공급할 깨끗하고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하고
자 했으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사자합의에 실패했고, 광역상수도
정책이 현재까지 표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산시와 경남 지역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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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
: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
1) 배경
낙동강 유역은 본류 전체를 상수원으로 이용 중
본류 의존율(%) : 부산 88, 경남 51(동부 82, 서부 0), 대구 66

수질에 대한 불안이 크고,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
<폐수 배출량> 취수원 상류인 구미･대구 성서산단이 낙동강 수계의 약 43%
<먹는 물 불안 사례> ’18년 대구 먹는 물 원수와 구미공단 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수량･수질 통합, 갈등 지역 상생과 통합 차원에서 금번 대책 추진

2) 추진경과
낙동강 물 문제 해소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18.12,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지자체 MOU 체결(’19.4월(상류), 8월(하류)), 연구용역(’19.3~’20.9)
1년간 연구진행 → 결과에 존중하고 상호협력

지역 협의경과
광역 시･도 합의(’20.4.17, 국장급 회의)
영남권 미래발전 협의회 간담회(’20.8, 5개 광역단체장-장관)
협약서(본류 수질개선, 취수시설 설치 등에 협력)를 환경부에 전달
상류 지역 4자 간담회(’20.9, 대구･경북･구미-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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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지자체장 협의(’21.4 ~ 장관-광역단체장･구미･창녕･합천)
이와 별도로 지역주민 협의 지속 추진 중 : 갈등 포럼(’21.5.25.) 등

낙동강 유역위원회 심의경과
상정･심의 중(’20.12 ~)
수질개선대책 일부 우선 보고･잠정 확정(’21.4)
나머지 수질개선대책도 광역단체간 합의(’21.5, 국장급 회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심의, 의결(’21.6.24.)

3) 기본원칙
◇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먹는 물 불안 동시 해소
-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최적 물공급 대안 마련

지역 갈등을 극복하는 유역 상생(相生)의 물관리 방안 마련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부담(zero-sum)이 되는 기존 대안과 달리 유역 내 모든
지자체가 고루 편익(win-win)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시민단체･전문가 자문단 등 다층적 협의채널을 활용
해 유역 구성원의 수용성 제고

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한 유역 구성원의 신뢰 확보
지역적･정치적 이해(利害)를 배제하고, 비용･효과 분석 등 객관적･과학적 접근
을 통해 실현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 마련
①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한 수질모델링, ② 지역 간 물공급
대안별로 생활･공업･농업 및 하천유지용수 물수지 분석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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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시점 최신 기술수준 적용
최신 수질관리 기술 적용을 통해 폐수의 낙동강 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질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 내 가용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폐수초고도처리, 미량오염물질 추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수질 관리 강화, 강변
여과수, 초고도정수처리 등을 통한 맑은 물 공급방안 적극 검토

장기적･안정적 물공급 대안 제시
수질사고 발발, 최악의 갈수년(50년 빈도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공급
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예상하기 어려운 수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원을 활용한 물확보 방안
을 마련하고, 이수안전도 99% 이상을 확보

4) 안전한 물 다변화
(필요량) 143만톤/일 (’19년 취수량 146.4 + 장래수요 등 △3.4)
< 부산･경남 낙동강 본류 취수 현황(‘19, 생활용수) : 146.4만톤/일 >
▪ (부산 : 97.0만톤) 매리(59.3만톤), 물금(37.7만톤)
* 부산시 전체 취수량(110만톤/일): 낙동강 본류(97.0만톤), 회동댐(12.4만톤) 등
▪ (경남 : 49.4만톤) 창원 33만톤(칠서 21.7, 본포 11.1), 김해 10.2(창암) 등

(확보･배분) 취수원 개발 90만톤 → 경남 48만톤(우선), 부산 42만톤 배분
창원 31만톤, 김해 10만톤, 양산 6만톤, 함안 1만톤
그 밖에 부산시 53만톤은 매리･물금 초고도정수(43만톤), 부산 회동수원지 개
량(10만톤) 등을 통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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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원 수

정 수

확 보

▪합천 황강하류 복류수 45만톤
▪창녕 강변여과수 45만톤
※ 부산 회동수원지 개량 10만톤, 인공습지
(5~10만톤/일) 병행 검토

배 분

▪경남 동부 48만톤
▪부산 42만톤
※ 부산 회동수원지 개량 10만톤

▪매리･물금 초고도정수* 43만톤
* 고도산화공정(AOP) 또는 막여과
(MF･NF)

▪부산 43만톤

(추정사업비) 약 17,748억원

5) 제언
낙동강 갈등은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시와 재산권 및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는 서부경남 간의 갈등임
부산시와 중앙정부는 서부경남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및 보상책을
제시해야 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
특히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함
서부경남 주민들은 낙동강 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성되는 협상테이블이나
거버넌스 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적절한 보상책과 과학적 합리성이 제시되는
것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해결 원칙
오랜 기간 전개된 갈등이기 때문에 한번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
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일방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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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함

4. 시사점
1) 상생 지원 원칙으로 정책의 타당성, 정당성, 효율성 확보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영향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영향지역 주민 우려 해소
금번 취수원 설치로 영향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조치
취수물량 확대시에도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규제 미적용(수도법령 旣 개정)
영향지역의 물이용, 농업, 홍수관리 등에 지장 없도록 대안 마련･추진
가변식 물이용 계약조건, 인공함양시설 설치 지원, 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확
대등

수혜지역의 영향지역 주민 소득지원
대구･부산에서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영향지역(구미･합천･창녕) 일시 지원
농･축산물 우선구매 계약 등을 통해 영향지역 농가소득 증대 지원
영향지역 농･축산물을 수혜지역 관내 직거래장터 및 공공급식센터 등과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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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제도 개편을 통한 영향지역 지원 및 부담 경감
물이용부담금 증액,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영향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추진 지원
부담금 증액분의 일정 부분이 영향지역에 지원되도록 낙동강수계법 개정 추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비율 조정, 기존 규제지역의 토지매수추진 등
수계제도 개편을 통한 영향지역 부담 완화
현행 설치비(60%), 운영비(기본 30%) 지원비율 상향 검토(수계기금 운용규칙
개정)
기 지정된 공장설립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허용을 통해 주민 재산권 제약 완화
(수계위 심의)

국가정책사업 연계 등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 검토
영향지역의 입지여건 및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국가정책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예시) 댐 유역 상생지원, 대규모 습지 중심의 생태경제벨트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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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를 적용하여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
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경기도와 서울시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와, 경상남도
와 부산광역시 간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사례를 개관함
경기도와 서울시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는 고양선과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직결운행을 둘러싼 갈등임
- 갈등의 인지적 차원 특성을 보면 본 사례에서 갈등의 주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 입장 차이에서 오는 위협 인식, 합의나 타협에 대한 거부감이 모두 존재함
- 갈등의 행태적 차원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의 경우 전략의 형태 측면에서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정치인 등에 의해 공식적･비공식적, 직･간접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며, 제도적이고 적대적인 방식을 취함. 한편 서울시에서는 공식적 입장발표와
무대응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제도적이고 비협조적 방식을 취함
- 갈등의 환경과 관련해서는 행위의 수준과 속성, 정책행위자의 속성을 살펴보았음. 고양시
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고양시의 내부적 속성 중 신념은 지역발전과 교통인프라
구축이며, 관련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편익을 위험보다 높게 인식함. 또한 고양시의
네트워크와 조직간 제휴는 모두 강한 수준임. 한편 서울시의 내부적 속성 중 신념은 비용부
담과 안전문제 등이며, 관련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위험을 편익보다 높게 인식함.
관계적 속성에 있어 네트워크와 조직간 제휴 모두 약한 수준임
- 정책 이슈 측면에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책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철도 직결
문제 발표의 경우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도 연계됨
- 중요 사건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폭등 또한 관련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간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사례는 남강댐 물 사
용, 창녕군 강변여과수 개발, 지리산 댐 건설, 합천 황강물 이용 등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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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임
- 갈등의 인지적 차원 특성을 보면 본 사례에서 갈등의 주체인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모두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 입장 차이에서 오는 위협 인식, 합의나 타협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함
- 갈등의 행태적 차원에서는 관련 행위자들이 적대적인 특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보이고 있음
- 갈등의 환경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며,
정책 하위시스템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부산시에서 서부경남 주민들을 설득하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지적됨. 시군구 등 서부경남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위한 협상력을 극대화하였음. 특히 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지위 인정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합의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됨

경기도와 서울시 간 갈등 사례 분석 결과, 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논의 절차 제도화, 갈등 여파 관리가 중요함
정책행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협력하려는 자세가 중요함
지하철 환승 문제와 같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갈등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의 결정은 사전에 공론화위원회 등 절차적 구성을 법제화
할 필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적시에 해소되지 못하고, 잠재적인 갈등의 여파가 남은
채로 유지될 경우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때 갈등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갈등의 여파 관리 필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간 사례 분석 결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상생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이 중요함
취수원 설치로 인해 영향받는 지역의 물이용이나 농업, 홍수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함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수혜지역인 대구･부산 등에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소득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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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영향받는 지역에 상생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2. 정책제안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추가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향후 과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추가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단계에서 각 지역 공공갈등조정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지역 주민 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
- 갈등 조정시 양측 당사자가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갈등의 여파 단계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 관리 필요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PDM)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 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참여적 의사결정(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PDM) 기법에는 공론조사, 합의회의,
규제협상, 포커스 그룹, 시민배심원 제도,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
- 갈등 조정의 전 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임

특히 갈등 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적 의사
결정 방식을 활용할 필요
- 갈등 조정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간접적 이해관계자까지 포괄하는 공론
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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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조사와 같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방식은 해당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대표자를 모아
양측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책저항과 지연을 방지함
- 특히 공론조사와 같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숙의(deliberation)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지식을 학습시키는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단계에서 공공갈등조정관의 역할을 확대하며, 정
부와 지역 주민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각 지역 공공갈등조정관이 지역
간,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 수행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일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공공갈등조정관이 지역 간 갈등과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공공갈등조정관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과 지역 주민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여
상시적인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 공공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 등 정부와 지역 주민간
의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여 상시적인 의견 수렴의 장(arena)으로 역할하도록 함
- 정기적인 공청회나 간담회 등 물리적 의견 수렴 방식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공공부문이 자유롭게
소통할 필요
-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사례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 조정 방안 및 향후
정책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갈등 조정에 활용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마련 노력
갈등 조정에 활용되는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갈등 조정과 협의에 활용되는 각종 연구보고서 등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과학성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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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갈등의 합의가 더욱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갈등 당사자 집단 양측이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절차가 필요
하며, 가능한 경우 양측 당사자의 합의 하에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에 대한 상호 참여와
견제,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음

갈등의 해결을 넘어 갈등 여파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리 필요
정부에서는 갈등 여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유사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
해야 함
-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갈등 사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 유사한 갈등 사례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갈등에 대한
여파가 남아 있기 때문임
- 기존에 유사한 갈등 사례에 대한 여파가 갈등 관련 행위자들에게 불만이나 불신, 피해의식
등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현재 갈등 사례에도 영향을 미쳐 갈등의 조정을 어렵게 함
- 갈등 여파(conflict aftermath)는 갈등이 끝난 후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갈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향후 발생하는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갈등이 조정된 뒤에도 갈등 여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유사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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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y apply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PCF), cases
of conflict between Gyeonggi-Do and Seoul,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were analyzed in
dept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onflict cases between Gyeonggi-Do
and Seoul,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stitutionalization of discussion procedure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of the aftermath of conflict were
important to resolve the conflict.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it was important to prepare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affected
local residents and support various policies for co-prosperity.
The following four ways are suggested as ways to effectively mediat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First, in order to mediate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variou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DM) methods to collect opinions from citizens. Second, at the stage of
coordinating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public conflict
coordinator is expanded, and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are institutionalized.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bjectivity and scientificity of the evidence used for conflict
mediation.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manage the conflict
aftermath even after the conflict is resolved to prevent similar conflicts
in adv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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