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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머리말
인구소멸위험 문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적으론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북동
부 일부 시･군의 인구는 감소세로 들어섰다. 인구구조를 들여다보면
저출산 현상과 고령자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소
멸위험이 저발전 낙후지역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수도권과 경기도 내 인구소멸위험 이슈를 본격적, 체계
적으로 다룬 연구이다.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정책 대응
은 저출산 대응, 균형발전 대응 정책 등과 필적할 정도의 어려운 과제이
다. 단순히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유치, 공장유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출산 및 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시범
사업, 코로나 19로 경험하고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직장-주거 연결방
식, 제4차 산업혁명사대의 IT기술 활용 관계인구 유치, 경관생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 프로그램, 또 수도권이라 해서 역차별 받지
않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발전 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제
도 도입 등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한 이상대 선임연구위원
과 공동연구진, 그리고 자료협조 및 정책협의에 적극 참여한 경기도의
회 의원 및 가평군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21. 11.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ABSTRACT

연구요약
최근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인구소멸위험
은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수도권 및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감소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가평, 연천, 양평 등 동북부
접도지역은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평군은 전체적으로는 의미있는 인구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출산율과 고령
인구비율 및 청년층 유출 등 구조적 내용은 인구소멸위험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이란 대도시권의 외곽지역인 가평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제
조업 공장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정책보다는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교육환
경 개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젊은 층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젊은 층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와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둔 지역매력 강화정책, 동시에 고령층과 미래 고령층인 중장년층이 편안하
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발전 낙후지역인 가평군의 발전전략으로 크게 인구소멸위험 대응전략, 지역자
산 활용 관광문화발전전략 그리고 지역발전 및 규제완화 특구 전략을 제안한다. 첫
째, 인구소멸위험 대응전략의 프로젝트로서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광역연계-지역특화의 지역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Saterlite Office 등),
유휴 지역자원인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한 관계인구 유치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둘째,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의 전략사업으로서 가평 그린 &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가평 뮤직 & 콘텐츠클러스터 구축, 가평 커피 & 힐링 클러스터,
가평 청년혁신 & 아이디어 창업 프로그램, 가평-춘천 관광문화프로그램 네트워킹을
사업을 제안한다. 셋째, 지역발전 및 규제완화 특구 전략으로서 현재 수도권이 배제
된 성장촉진지역 및 규제자유구역 지정제도의 개선,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지역발전지원특구‘ 제도 도입과 가평군 지정을 제안한다.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수도권 교외지역 가평군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성장형’
접근과 ‘지역적응형’ 접근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인구소멸위험, 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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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이슈는 이전의 수도권-지방 간 격차 문제에서, 이제는
지방 인구소멸 문제가 덧붙여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자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을 중심으로 절대 인구감소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급기야 인구소멸위험, 지방소
멸 문제로 전이되고 있다.1) 수도권의 경기도 내에서도 가평군, 연천군은 절대 인구
가 줄어들고, 출산율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더하여 노령인구의 사망자 수 증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인구소멸’현상이 지방이란 지역과 결합한 ‘지방소멸（地方消滅）’이란 용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增田實世）로부터 유래했는데，그는 2014년 6월｢중앙공론
｣（中失公論）에 수록된 창성회의 보고서인｢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을 통해 지방소멸 가능지역을 발표하였다.2) 통상
지방소멸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지역의 인구감소 → 공동체 기능의 저하 →ᅳ 지역
의 완전한 인구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3).(마스다 히로야，2014； 오다기리 도쿠
미，2008).
오다기 리 도쿠미（小田切 德美)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소멸이 ‘사람의 공동
화’ → ‘마을의 공동화’ → ‘마을의 한계화’ 단계를 거쳐 소멸한다고 하였다. 마스다
히로야（2014）는 일본을 대상으로 노년인구 증가와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 →
노년인구 유지 및 소폭 감소와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 → 노년인구와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측하였다4).
1)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
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2) 마스다 히로야가 언급한 지방소멸지역은 2014~2040년 사이에 현재 인구감소 추세라면，20~39세의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해서 지역의 재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지방소멸지역이라고 했음，일본의 시･구･정･촌 가운데
49.8%에 달하는 869개의 지역이 소멸지역에 해당된다고 함.
3)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행정연구원,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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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도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등은 인구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인구소
멸위험지수5)로 살펴 본 경기도 시･군별 발전 수준은 0.5 미만의 위험진입 단계지역
이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로 나타났음. 다만 현재 0.2 미만의 고위
험 단계 시･군은 없는 상황이다. 가평군 등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장래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 감소, 성장 산업과 일자리 창출
부진, 철도 및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인구감소 대응 지역개발정책과 인구정책은 한계가 있다. 주로 중앙정
부 국비 지원 중심, 지역성장역량 있는 곳과 없는 곳 구분없이 ‘n분의 1’ 지원, 지자체
는 출산지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역여건과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 표준화 정책, 지자체간 경쟁과 제로섬 게임의 한계를 보여왔다.

2. 연구의 목적
이제 경기도 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
다. 가평군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진단,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전략,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특구
제도의 활용방안을 탐구함으로써 경기도 내 균형발전과 저발전 낙후지역의 활성화
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인구소멸위험지역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 지역의 지역활력 제고와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는 경기도 내 가장 인구소멸위험이 높은 가평군을 사례지역으로 설정
하여 진행한다.

4)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행정연구원, p.1.
5)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대해 처음으로 개발한 이상호(2015, 2018)의 지표를 적용하였음. 인구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의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수치. 1.5이상인 경우 안정, 1.0-1.5 보통, 0.5-1.0
주의, 0.2-0.5 위험진입, 0.2 미만은 고위험 단계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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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진행 절차
1. 연구의 범위
인구소멸위험 대응전략은 크게 지역성장과 쇠퇴의 요인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
논의 중 최근에 부상한 주제이다. 인구감소의 영향은 노동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율 저하, 소비절벽, 안보유지 위한 병력자원 감소, 부동산시장수요 감소, 교원
및 공무원 고용소요 감소 등이다.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의 영향은 부동산시
장 수요 감소,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휴화를 초래한다. 한편 순기능도 있다.
자연생태와 환경의 보전에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다.
연구의 범위는 본 과제의 의뢰처인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에 따라 이슈에 직접
적으로 관련있는 아젠다에 초점을 두어서 진행한다. 그래서 인구소멸위험 대응 전
략, 관광문화발전 전략 그리고 지역발전 및 규제개선 특구 전략의 3개 아젠다로
한정시킨다. 공간적 및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지역 중 사례지역인 가평군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인구소멸위험지역 지표분석, 지역성장전략 추진방안, 관광문
화 발전전략, 규제개선 전략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역 지표
분석은 경기도 내 시･군 및 읍･면･동별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하고, 가평군의 현재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 인구소멸위험지역 사례(가평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응 및 지역성
장전략 추진방안은 대표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인 가평군을 사례로 한 지역적응
및 지역성장전략의 방향을 검토하고 인구구조변화요인,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전망
등의 정책요소 분석과 활용 가능성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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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자산인
산악, 수상 경관 등의 문화자산 현황을 조사하고, 일자리와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장해요소인 규제개선전략 부분에서는 수도권, 환경, 군사시
설 관련 규제 등 입지규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성장촉진지역
등 중앙정부 특구에 배제된 내용 분석 및 가평군 지정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의 진행 절차
본 연구는 인구소멸과 관련된 선행연구.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후 국내외 대응
사례를 검토하여 인구소멸대응전략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원
활용 관광문화 발전전략 및 규제완화 특구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가평군
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소멸위험지역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6∣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인구감소 대응전략 및 지역소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들
국토연구원(2017)은 글로벌화, 저출산, 고령화 등 패러다임의 변화하면서 지방중
소도시6)의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중소도시의 여건변화, 기능적 차별화에 대응한
활력 증진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중소도시를 인구규
모, 산업구조, 인구변동을 기준으로 3개 유형(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7)으
로 분류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분야에서는 산업도시의 급성장 및 소도시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산업도시는 양호한 반면 지역거점도시와 소도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는 산업도시는 증가하고 지역거점도시와 소도시는 감소하였다.
반면 생활권 확대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토 정책이 낙후지
역 지원 또는 광역적 연계사업에 맞추어져 있어 중소도시의 경우 다소 소외되는
감이 있으므로 지방 중소도시 핵심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 저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도시권 중심의 연계･협력 전략 추진, 신규정책사업의 도심집
중, 압축도시 정책 등을 통한 도심거점기능 강화, 각 중소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화 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소도시는 주변 시･군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
라고 하였다.

6) 본 연구에서는 지방중소도시를 인구 5만 이상, 50만 이하의 비수도권 도시로 정의하되, 도시의 성격에 따라 유형구
분 시도. 국토연구원(2017),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연구.
7) 지역거점도시 : 인구규모가 비교적 크고 전통적으로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해 온 도시.
산업도시 :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속히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
소도시 : 인구규모가 적고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인구가 정체 혹은 쇠퇴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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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연구의 정책 제시안
세부과제
연계 네트워크 확대

도심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주요 내용
Ÿ 도시권 중심의 연계･협력 전략 수립
Ÿ 단위사업 중심에서 협력적 도시정책으로 변화
Ÿ 자율적 시･군통합 추진
Ÿ 도심 거점기능 강화
Ÿ 시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축소 전략 추진
Ÿ 중소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화 전략
Ÿ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공간 조성
Ÿ 경제･복지정책이 결합된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Ÿ 주민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Ÿ 유휴공간의 커뮤니티 거점화

자료 : 국토연구원(2017),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연구, pp.67-76.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은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지자체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 인구감소의 유형화 및 특성 분석, 국가정책 분석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발전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지역 인구분석을 통해
전국 226개 지역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자연증감량(출생자 수-사망자
수)과 사회증감량(전입자 수-전출자 수)을 바탕으로 총인구 증가지역 Ⅰ, Ⅱ, Ⅲ과
총인구 감소지역 Ⅳ, Ⅴ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8)하였다.
분석 결과, 총인구증가지역은 전체의 37.6%, 총인구감소지역은 62.4%로 나타났
다.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유형Ⅰ에 해당하였으며, 가장 문제가 큰 유형Ⅳ는 지방
군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적
인구유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8) 총인구증가
인구 증가,
총인구감소
인구 감소,

: 유형Ⅰ-인구의 자연증가와 사회증가 모두 발생, 유형Ⅱ-자연적인 인구증가가 사회감소보다 커 전체
유형Ⅲ-자연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사회증가가 더 커서 전체 인구 증가
: 유형Ⅳ-인구의 자연감소와 사회감소 모두 발생, 유형Ⅴ-자연적인 인구증보다 사회감소가 커 전체
유형Ⅵ-사회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자연감소가 더 커 총인구 감소(해당 유형의 지자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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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으로는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 및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률적인 기반 구축, 통합 추진체계 구축,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서는 지역인구감
소 정책의 총괄･관리를 진행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통계자료 지원 및 시책개
발, 재정지원 등을 담당을 제안하였다.
[표 1-2]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내 종합대책 제시안
구분

주요 내용

비전

Ÿ 인구감소 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 촉진

목표

Ÿ 지역인구유출 방지･유입 촉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기반구축

Ÿ 인구활력

Ÿ 새로운 인구 유입촉진 ･정책
Ÿ 지역인재 육성, 양육･돌봄･교육 연계

Ÿ 경제회복

Ÿ 지역특화산업･관광 육성
Ÿ 사회적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

Ÿ 공간혁신

Ÿ 스마트 생활공간 육성
Ÿ 공동체 앵커공간 조성

Ÿ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Ÿ 통합 추진체계 구축
Ÿ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자료 : 지방행정연구원(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pp.216.

한편, 인구소멸을 지역소멸로 접근한 연구들도 최근 많아지고 있다. 강원연구원
(2015)은 국가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여누
구는 지자체 연구원과 협업하여 각 지역별 문제점 및 인구변화, 소멸위험 지수 등을
분석하고,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층 인구의 지
속적 감소 및 현재 생산가능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문제로 진단하였다.
2029년에는 데드크로스9)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5년에는 노인 1명 당
아이 수가 0.23명으로 분석되었다. 소멸위험지수는 광역시보다는 광역도 중심으로,

9)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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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동 지역 보다는 면지역을 중심으로 낮게 나타나 도심지보다는 농촌지역을 중심
으로 지역 소멸 위험 정도가 큰 것10)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대응방안을 8가지 주제(도시재생,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저출산 극복, 청년인구 유출방지, 고령화 시대 적응,11)
전담부서 신설)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한편, 지방소멸 위기대응 전략 세미나도 많이 개최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지방
행정연구원(2021.09)은 날로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대응 전략’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지
역 활성화 전략, 지방소멸 대안으로서 마을연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일자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2. 선행연구의 종합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판단할 때 저출산･고령화가 주된 문제
로 도출되었으며,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볼 때에는 젊은 층의 유출,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정주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공동체 강화, 저출산
극복, 청년인구 유출방지, 지역 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이 여러 연구에서 지목되었다.
출산장려 정책을 제외하고는 젊은 층의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및
환경 구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물리적･사
회적･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접 지역과의 연계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10) 박상헌 외(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강원연구원.
11) 박상헌 외(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강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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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수도권인 경기도 내에서도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인구소멸위험지
역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연구이다. 인구소멸위험에 노출된 가평군의 인구소멸위
험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전략,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전략, 그리고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지원 특구에 대한 접근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천, 양평 등 동북부 접도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전략과
법제도 제·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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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역과 요인진단
제1절 인구소멸위험지역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1.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2018)의 인구소멸위험지수
인구소멸위험 진단을 위한 여러 지표들이 있다. 먼저, 고용정보원의 이상호
(2015, 2018)는 인구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지방소멸위험
지수를 참고하여 [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 수]’12)로 정의하는 인구
소멸위험지수를 만들었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어지는 상황인 1.0을 기준으로 쇠퇴
위험이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소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수 0.5이하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하였다.
[표 2-1] 인구소멸위험지역 기준 및 단계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소멸위험 주의

0.5~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0.5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자료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원.

12)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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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 군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
였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
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13)
[표 2-2]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구분

상세기준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② 인구밀도
-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③ 청년순이동률
-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 청년기본법 제2조제1항에 근거
④ 주간인구
8개
- 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지표
⑤ 고령화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⑥ 유소년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⑦ 조출생률
-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⑧ 재정자립도
-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재정부문 범용적 지표 활용)
자료 :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13)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2. 일본의 과소지역 분석 지표
일본에서는 1960년대 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농어촌 지역의 과소14)문제 발생으
로 인해 도시지역과 사회기반시설 등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되자 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과소지역 대책 긴급조치법 제정
을 시작으로 10년 주기로 당시 인구 현황 및 상황에 맞춰 기준을 변경하여왔다.
최근 2021.03 과소지역에 대한 종합적･계획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과소지역
의 지속적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새롭게 제정15)하였다.
해당 법에서는 과소지역 선정 기준을 인구 요건과 재정력 요건으로 나누어 규정하
였으며, 인구 요건은 인구감소율, 고령자 비율, 젊은층 비율을 지표로, 재정력 요건
은 재정력 지수를 활용하였다. 재정력 지수가 낮은 시･정･촌에 대해 인구 감소율을
28%에서 23%로 완화하여 적용하였다. 인구감소율 산정 시 인구증가율이 10% 이
상인 지역은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의 인구감소율 평균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평균 인구감소율 이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력이 약한 시･정･촌을 과소
지역으로 지정함을 의미한다. 선정 지표가 간결한 장점이 있다.
[표 2-3] 과소지역 선정 기준
구분
인구
요건

상세기준
Ÿ
Ÿ
Ÿ
Ÿ

1975년~2015년(40년간) 인구감소율 28% 이상
1975년~2015년(40년간) 인구감소율 23% 이상, 2015년 고령자 비율 35% 이상
1975년~2015년(40년간) 인구감소율 23% 이상, 2015년 젊은층 비율 11% 이하
1990~2015(25년간) 인구감소율 21% 이상

재정력
Ÿ 2017년~2019년 평균 재정력 지수 0.51 이하
요건
자료 : 김도형(2021).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입법동향과 시사점, 지방행정연구원.

14) 산업화나 도시화 등에 수반되는 인구유출로 기존의 생활수준 또는 생활방식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4011&cid=40942&categoryId=31637)(2021.10.10. 검색).
15) 김도형(2021),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입법동향과 시사점. 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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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역 분석을 위한 지표 설정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 인구의 변화와 전망에 집중하여 인구소멸
위험을 단순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하였다. 먼저, 전국 및 경기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이상호(2018)의 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행정안전부(2021.10.)의 인구감소지역 지표는 인구소멸기금 지원을 위한 대상지
역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낙후도 요인들을 나타내는 지역발전지표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다. 또 일본의 과소지역 지표는 인구 감소율을 기본 전제로 하며
고령자 및 젊은 층 비율은 오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평군
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본 연구와 잘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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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국 및 경기도의 인구소멸위험 지역분석
1. 전국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전국의 인구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주로 지방 및 농촌지역 시군에서 위험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 동북부지역과 인천 강화 및 옹진
지역에 소멸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16).
2000년 기준 분석 결과에 비해 2018년 분석 결과는 인구소멸위험지수가 주의~
보통 단계의 지역 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위험진입 지역과 소멸위험 매우 낮은 지역
으로 양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속하
는 지역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지방 소도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전국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자료 : 이상대･이혜령(2020).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메가시티 전략”, 이슈앤진단 No.433, 경기연구원.
주 : 2018년 인구통계자료 기준.

16) 이상대･이혜령(2020).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메가시티 전략”, 이슈앤진단 No.433,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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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1)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관련 통계 현황
먼저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관련 기본통계를 살펴보았다. 경기도 내 가임여성
인구(20-39세 여성인구) 비율17)을 살펴보면, 가평군(8.21%), 의왕시(8.27%), 성
남시(8.4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평군 등 9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
평균(12.31%) 이상으로 나타난다.
노령화지수(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18)는 가평군(314.35), 연천군(288.27), 포천
시(223.09)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지역은 경기도 평균(133.31)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 간의 인구증가율은 양주시(698.61%)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주시
(294.56%), 김포시(215.96%)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포천시(-69.51%), 과천시
(-13.02%), 광명시(-10.77%) 등은 감소하여 지역별 인구변화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경기도 31개 시･군 내 가임여성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주 : 가임인구여성비율 = 20-39세 여성인구 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수 / 0~14세 인구 수 * 100

17) 가임인구여성비율 = 20-39세 여성인구 수 / 총 인구수 * 100
18)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수 / 0~14세 인구 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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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경기도 내 31개 인구소멸 관련 통계 현황
지역명

20~39세 여성 65세 이상 인구 여성인구비율
(명)
(명)
(%)

노령화지수
(%)

인구증감률
(%)

가평군

5,115

16,887

8.21

314.35

15.51

고양시

143,942

152,246

13.32

117.64

36.85

과천시

9,376

9,896

13.45

105.33

-13.02

광명시

37,722

42,820

12.79

116.16

-10.77

광주시

48,092

54,324

12.45

106.33

25.41

구리시

25,348

27,584

13.11

120.74

19.41

군포시

35,625

37,878

13.22

120.30

4.48

김포시

64,265

61,682

13.23

74.85

215.96

남양주시

86,730

106,432

11.90

101.98

104.16

동두천시

9,839

19,660

10.53

193.22

29.57

부천시

109,895

117,011

13.58

134.30

9.42

성남시

129,115

136,532

13.86

125.33

0.81

수원시

172,395

137,387

14.55

91.69

27.83

시흥시

68,145

50,073

13.31

67.46

75.30

안산시

88,363

75,375

13.51

105.96

27.43

안성시

20,728

34,194

10.92

152.55

52.17

안양시

74,139

78,320

13.53

124.75

-6.58

양주시

26,607

38,451

11.27

118.85

698.61

양평군

10,006

31,985

8.27

262.60

50.38

여주시

10,745

25,517

9.58

219.27

294.56

연천군

3,637

11,718

8.49

288.27

129.07

오산시

31,595

23,278

13.71

65.47

134.33

용인시

138,054

148,757

12.78

93.74

176.33

의왕시

21,971

23,289

13.42

118.09

35.99

의정부시

61,270

72,674

13.22

135.48

26.50

이천시

27,675

32,584

12.38

111.41

25.87

파주시

59,475

67,803

12.45

97.26

158.10

평택시

72,737

69,082

13.05

88.80

57.11

포천시

14,017

30,644

9.44

223.09

-69.51

하남시

44,655

40,487

14.31

86.32

132.17

화성시

121,428

80,889

13.82

51.15

23.13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 현황”, 2020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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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기도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자. 분석 결과, 가평군이 0.3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천군 0.31, 양평군 0.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경기도 동북부의 강원도 접도지역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기준
(0.2)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인구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1.50으로 인구소멸위험이 매우 낮으며, 시흥시, 오산시, 수원시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하남시, 평택시, 김포시 등은 인구소멸위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위험진입 또는 주의로 나타나 전체
적으로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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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경기도 내 31개 시･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지역명

지수

단계

가평군

0.30

위험 진입

연천군

0.31

양평군

0.31

여주시

0.42

포천시

0.46

동두천시

0.50

안성시

0.61

양주시

0.69

남양주시

0.81

의정부시

0.84

이천시

0.85

파주시

0.88

광명시

0.88

광주시

0.89

구리시

0.92

용인시

0.93

부천시

0.94

군포시

0.94

의왕시

0.94

고양시

0.95

성남시

0.95

안양시

0.95

과천시

0.95

김포시

1.04

평택시

1.05

하남시

1.10

안산시

1.17

수원시

1.25

오산시

1.36

시흥시

1.36

화성시

1.50

주의

보통

매우 낮음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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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1. 가평군의 인구변화와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1) 읍·면·동별 인구증감
최근 20년간 읍·면·동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없다.
설악면 75.07 청평면 5.39%, 북면 10.18%, 상면 9.24%, 조종면 5.41%, 가평읍
4.23% 등 대부분 지역이 약간이나마 인구가 증가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인구소멸위험지수로는 가평군 전체가 인구소멸위험 진입 단계였
던 점을 생각하면 인구수의 문제보다는 장래 인구감소 인구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경기도 31개 시･군 및 가평군의 최근 20년간 인구증감률 현황

경기도

가평군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읍·면·동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상황이 다르다. 2015년
에서 2020년까지의 인구증감율은 청평면, 북면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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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20년간 인구변화(위 : 인구수, 아래 : 변화율)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7]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20년간 인구수 변화(2000-2020)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증감률

가평읍

17,808

16,623

17,438

18,469

18,562

4.23%

북면

3,369

3,082

3,175

3,769

3,712

10.18%

상면

4,892

4,557

4,193

5,094

5,344

9.24%

설악면

5,712

6,217

6,793

8,748

10,000

75.07%

조종면

8,875

8,481

8,299

9,294

9,355

5.41%

청평면

11,491

10,567

10,981

13,535

13,260

15.39%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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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20년간 인구변화율(2000-2020)
구분

2000 대비 2005 2005 대비 2010 2010 대비 2015 2015 대비 2020

가평읍

-6.65%

4.90%

5.91%

0.50%

북면

-8.52%

3.02%

18.71%

-1.51%

상면

-6.85%

-7.99%

21.49%

4.91%

설악면

8.84%

9.26%

28.78%

14.31%

조종면

-4.44%

-2.15%

11.99%

0.66%

청평면

-8.04%

3.92%

23.26%

-2.03%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 가임여성인구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
가임인구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는 인구소멸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이
다. 가임인구여성비율이 낮을수록, 노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시･군의 가임여성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를 보면, 가평군은 가장 두드러
진다. 가임여성인구비율 8.21%로 가장 낮고, 노령화지수는 314.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기도 평균 수치(노령화지수 133.31, 가임여성인구비율 12.31%) 와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그림 2-5] 경기도 31개 시･군 내 가임여성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주 : 가임인구여성비율 = 20-39세 여성인구 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수 / 0~14세 인구 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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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북면과 상면이 노령화지수(591.70, 702.26)
는 높고 가임여성인구비율(5.57%, 5.95%)은 낮게 나타났다. 조종면, 가평읍은 비교
적 가임여성인구비율이 높고 노령화지수도 낮은 쪽에 속해 가평군 내 타 지역보다는
위험수준이 낮다. 설악면은 노령화지수는 높고 가임여성인구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그림 2-6] 가평군 내 지역별 가임인구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9] 가평군 내 지역별 가임여성인구 및 고령인구 현황
구분

20-39세 여성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수(명)

가임여성비율(%)

인구수(명)

노령화지수(%)

가평읍

1,838

9.47

4,725

249.47

북면

219

5.57

1,426

591.70

상면

339

5.95

1,861

702.26

설악면

761

7.88

2,699

307.40

조종면

905

9.35

2,305

220.79

청평면

1,053

7.54

3,871

368.67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주 : 가임여성비율 = 20-39세 여성인구수 / 총 인구수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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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읍·면·동별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가평읍과 조종면이 0.39로
가장 높고, 설악면 0.28, 청평면 0.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면이 0.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평군 내 모든 지역이 0.5 이하의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면
(0.15)과 상면(0.18)은 소멸고위험지역 기준인 0.2 이하로 나타났다. 북면과 상면은
가임인구여성비율이 5%대로 매우 낮은 요인이, 특히 상면은 노령화지수도 702.26
로 높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림 2-7] 가평군 소멸위험지수 분석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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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적용한 읍면동의
인구감소지역 분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 군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① 연평균인구증감
률 ② 인구밀도 ③ 청년순이동률 ④ 주간인구 ⑤ 고령화 비율 ⑥ 유소년 비율 ⑦
조출생률 ⑧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19)이다. 이들 8개 지표들에 대해 읍·면·동
통계를 이용해 분석하였고, 만약 데이터가 없을 경우 군 전체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1) 최근 5개년 연평군 인구증감률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5개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설악면과 상면을 제외하고
는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설악면이
유일하다. 상면은 2019년에 인구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증가 시기에 크게 증가하여
평균적으로는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0.93%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감소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북면으로 청평면, 조종면, 가평읍 순으로
인구가 감소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면의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지만 청평면은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다.

19)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② 인구밀도 :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③ 청년순이동률 : 최근 5년간 청년(19세~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④ 주간인구 : 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⑤ 고령화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⑥ 유소년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⑦ 조출생률 :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⑧ 재정자립도 :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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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6-2020)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10]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6-2020)
구분

2016 대비 2017 2017 대비 2018 2018 대비 2019 2019 대비 2020

가평읍

0.47%

-0.34%

-0.59%

-0.69%

북면

0.15%

0.40%

-0.65%

-2.06%

상면

2.71%

0.27%

-0.74%

1.47%

설악면

3.33%

1.31%

0.20%

1.82%

조종면

0.26%

-1.28%

-1.03%

0.69%

청평면

-0.30%

-0.09%

-1.65%

-0.99%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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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5개년 인구밀도 변화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5개년 인구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설악면과 상면이 증가
하고, 이 외 지역이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모든 지역이 변화 폭이 크지 않아 유지상
태에 가깝게 나타났다. 북면은 인구감소 수 폭에 비해 인구밀도 변화가 낮은 편인데,
이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총 인구수 자체가 적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2-9]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6-2020)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11]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6-202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가평읍

136.17

136.80

136.33

135.52

134.59

북면

17.20

17.23

17.30

17.18

16.83

상면

53.52

54.97

55.12

54.72

55.52

설악면

63.51

65.62

66.48

66.61

67.83

조종면

87.71

87.94

86.82

85.92

86.52

청평면

128.74

128.35

128.23

126.12

124.88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 현황”, 2020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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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5년간 청년순이동률 변화
최근 5년간 가평군 내 청년(19세~39세) 순이동률 변화를 살펴보면, 가평군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마이너스(-) 순이동률을 나타냈다.
특히, 2018년, 2019년에 큰 폭으로 전출인구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회복세
를 나타냈다.
[그림 2-10] 최근 5년간 가평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6-2020)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통계청(https://kosis.kr/).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12] 최근 5년간 가평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6-2020)
구분
경
기
도
가
평
군

2016

2017

2018

2019

2020

청년 순이동자수

63,219

55,017

74,974

66,083

84,258

청년 연앙인구

3,605,942

3,626,795

3,654,745

3,675,045

3,684,452

청년 순이동률

1.75319

1.516959

2.051416

1.798155

2.286853

청년 순이동자수

72

55

-176

-389

-109

청년 연앙인구

12,643

12,679.5

12,579.5

12,266.5

11,953

청년 순이동률

0.569485

0.433771

-1.3991

-3.17124

-0.9119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통계청(https://kosis.kr/).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주 : 청년 순이동률 = 청년(19세~39세) 순이동수 / 청년 연앙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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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주간인구지수
주간인구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한 해분만 반영하였으므로 2020년 지
수만 살펴보았다. 가평군의 경우 경기도 주간인구지수(94.5)에 비해 약 12% 높은
105.7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8번째로 높은 주간인구지수를
나타내고 있어 학교, 직장 등의 문제로 주변 지역에서의 유입도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1] 2020년 경기도 31개 시군 주간인구지수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성별/연령별 상주(야간) · 주간 인구-시군구
주 :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상주(야간)인구}*100

[그림 2-12] 2020년 경기도 31개 시군 주간인구지수
시군명

주간인구
지수

시군명

주간인구
지수

시군명

주간인구
지수

시군명

주간인구
지수

경기도

94.5

김포시

94.1

안성시

109.4

의왕시

85.8

가평군

105.7

남양주시

85.8

안양시

94.8

의정부시

83.5

고양시

86.3

동두천시

92.7

양주시

98.8

이천시

114.6

과천시

110.2

부천시

90.2

양평군

95.0

파주시

98.8

광명시

84.5

성남시

104.3

여주시

105.1

평택시

107.3

광주시

87.8

수원시

91.3

연천군

106.4

포천시

122.8

구리시

87.5

시흥시

95.7

오산시

86.5

하남시

87.7

군포시

86.3

안산시

98.0

용인시

90.0

화성시

106.7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성별/연령별 상주(야간) · 주간 인구-시군구
주 :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상주(야간)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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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5년 간 고령화비율 변화
가평군 내 읍·면·동로 변화 추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면이 5년간 약 6.28%가 상승하며, 고령화비율이 두드러
지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평면(+5.55%), 상면(+5.29%), 설악면
(+4.03%), 가평읍(+3.63%), 조종면(+3.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고령화 비율 변화(2016-2020)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13]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고령화 비율 변화(2016-202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가평읍

19.73%

20.57%

21.21%

22.06%

23.36%

북면

29.14%

30.66%

31.71%

33.60%

35.42%

상면

26.52%

27.25%

28.38%

29.70%

31.81%

설악면

22.85%

23.59%

24.04%

25.32%

26.88%

조종면

19.98%

20.62%

21.18%

22.42%

23.42%

청평면

21.14%

22.38%

23.82%

25.12%

26.69%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주 : 고령화비율 = 65세 이상 인구 / 총 인구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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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5년 간 유소년비율 변화
최근 가평군 내 읍·면·동별 유소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
를 나타내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하여 비율이 높아진 지역은 없다. 청평면이 –
2.15%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설악면(-1.73%), 가평읍(-1.51%), 상
면(-1.51%), 조종면(-0.95%), 북면(-0.82%)로 나타났다.
[그림 2-14]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유소년 비율 변화(2016-2020)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14]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유소년 비율 변화(2016-202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가평읍

11.57%

11.16%

10.87%

10.54%

10.06%

북면

7.22%

6.78%

6.80%

6.62%

6.40%

상면

6.22%

5.42%

5.08%

4.90%

4.71%

설악면

11.07%

10.92%

10.56%

9.88%

9.34%

조종면

11.80%

12.01%

11.62%

11.34%

10.85%

청평면

9.73%

9.10%

8.63%

8.10%

7.58%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2021.09. 기준
주 : 고령화비율 = 65세 이상 인구 / 총 인구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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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5년 간 조출생률 변화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가평군은 –1.6048로서 경기도
조출생률 감소율 -2.5649에 비해 약간 양호한 수준이다.
[그림 2-15]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 변화(2016-2020)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인구동향조사”.
통계청(https://kosis.kr/).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2-15]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 변화(2016-2020)
구분
경
기
도
가
평
군

출생자 수
총 연앙인구

2016

2017

2018

2019

2020

105,643

94,088

88,175

83,198

77,737

12,509,483.5 12,681,347.5 12,861,428 13,043,732 13,220,207

조출생률

8.4450

7.4194

6.8558

6.3784

5.8802

출생자 수

363

362

301

261

265

총 연앙인구

61,509.5

61,975

62,214

61,945.5

61,675

조출생률

5.9015

5.8411

4.8381

4.2134

4.2967

자료 : 통계청(https://kosis.kr/). “인구동향조사”.
통계청(https://kosis.kr/).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주 : 조출생률 = 출생아수/총연앙인구*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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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근 5년 간 재정자립도
가평군은 일반회계 세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 만에 약 32.7%나 증가하
였으나, 자체수입은 약 8.9% 증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가평군의 재정자립도 변화
를 살펴보면, 2015년 20.55%였으나 5년 만에 15.19%로 약 5.36%나 감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약 –26%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림 2-16] 최근 5년간 가평군 재정자립도 변화(2016-2020)

자료 : “가평군 연도별 결산보고(2016-20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재정자립도 =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행안부 인구감소지수 지표 참고).

[표 2-16]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재정자립도 변화(2016-202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회계(세입)

453,382

528,840

559,162

606,284

673,378

자체수입

93,184

95,054

96,065

96,065

102,272

재정자립도

20.55%

17.97%

17.18%

15.84%

15.19%

자료 : “가평군 연도별 결산보고(2016-20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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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결과제
가평군의 인구 변화와 인구소멸위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가평군 전체적으로
는 최근 2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 동안은 약간의 인구감소가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가임여성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 등 인구의 구조적 내용을 살펴
보면, 장래 인구감소가 군 전체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가평군의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가평군 내 2개 면(북면,
상면)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 읍도 소멸위험진입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가평군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대도시권 교외지역에 맞는 인구소멸위험 대응전략이 적합하다. 인구변화의
내용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북한강과 산악경관, 청정 농산물 그리고 서울 동북부지역에서도 출퇴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잘 결합하여 지역 활성화와 정주 선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젊은 층 인구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와 거주환경 및 교육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둔 지역매력 강화정책, 동시에 고령층과 미래 고령층인 중장
년층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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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과
가평군의 대응전략
제1절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
1. 인구감소와 저발전 낙후지역
우리나라 인구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인구감소 - 수도권 인구증가‘로
요약된다. 지방 중소도시･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반면 수도권은 인구증가가 계속되
고 있는 구조적 현상이다. 또한 대도시 인구의 증가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의 구조를 보인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수도권 및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감소현
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가평, 연천, 양평 등 동북부 접도지역은 인구감소와 인구
밀도감소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3-1] 주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증가지역 분포(상: 인구감소지역, 하: 인구증가지역)

자료 : 이용우(2016),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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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문제를 유발한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음식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의 상권이 붕괴할 뿐 아니라 고령자가 증가해서 지역경
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방재정의 부담 등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의 인구를 유출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도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20). 지
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다음 그림의 인구감소지역은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였으며, 경기도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
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
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인구소멸현상은 저발전 낙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인구감
소와 인구소멸요인은 저발전 낙후지역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국토의
행정구역 단위 당 지역총생산액(GRDP)를 분석해보면,21) 수도권일수록, 대도시일
수록 높다. 반면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생산성 지수는 낮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인천, 수원 등 중심도시들과 이천, 평택 등 도농통합시들의 지역생산
성 지수는 높으나, 가평, 연천, 양평, 안성 등 접도지역은 상대적으로 낮다.

20)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21) 이상대⋅이혜령(2020).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메가시티 전략”, 이슈앤진단 No.433,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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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자료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소멸현상이 저발전 낙후지역과 결합하면 지방소멸로 양상이 전환된다. 인구
감소는 지역 내 경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노동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율
저하, 소비절벽, 안보유지 위한 병력자원 감소, 부동산시장수요 감소, 교원 및 공무
원 고용소요 감소,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휴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인구감소
가 비수도권 지방에 집중하는 현상은 인구감소의 영향이 또다른 영향을 준다. 지방
의 인구소멸위험은 국가통합,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순기능도 있다. 지역생산성이 높은 수도권과 지방의 혁신도시로 고학력
고기술 보유 인구, 20,30대 인구가 유입하는 것은 국가 및 전국토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

제3장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과 가평군의 대응 전략∣43

2.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 요인 진단
1)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의 요인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의 주 요인은 지역산업과 일자리 부족요인이다. 지방을
본다면, 지역주력산업(조선,정유화학,항만물류) 쇠퇴, 일자리 유출 요인으로서, 번
성했던 경공업(부산,대구 등), 조선산업(울산동구,전남영암,경남거제,통영), 석유화
학(울산,여수 등), 기계장비산업(창원, 울산) 등이 침체한 결과이고, 인력 감축과
실직의 영향이 부권권, 울산권, 경남권, 광양순천권의 광역권으로 확산된 결과이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방의 도시･농촌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인구의 사회
적 이동에 의한 인구 유출입)이 지방의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인 가평의 인구감소(실제적으론 약한 보합 수준)와 인구소멸위험은 지방의
대도시권의 원인하고는 다르며,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소멸
위험요인과 유사하다. 주력 산업이 농촌이었지만 농산업의 상대적 저성장, 비농업
일자리는 원래부터 부족한 지역일 수 밖에 없고, 교육 환경도 수도권 내 서울 및
대도시 지역보다 못하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유출되어 온
결과이다.

2) 저출산 요인에 대한 젊은 층의 의식 조사 결과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의 근저에는 낮은 저출산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젊은 층(신혼 여성)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FGI(핵심그룹인터
뷰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22). 아래 내용은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2) 30대 초중반 3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대도시, 지방 대도시, 수도권 소도시
로 나누어 구성하였다(수도권 대도시 – 서울시, 인구100만 이상 경기 및 인천, 지방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수도권 중･소도시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대도시 제외).
- 참여대상 : 30대 초중반 3인(신혼부부 3쌍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인터뷰에 참여함).
- 거주지 : A씨(수도권 대도시), B씨(지방 대도시), C씨(수도권 소도시).
- 자녀현황 : A씨(자녀 없음), B씨(자녀 1인), C씨(자녀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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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인식에 있어 대상자들은 모두 결혼 전에는 자녀계획
에 대해 다소 막연한 감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 후 주거, 금전 계획 등을 세우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출산과 육아를 실제로 경험하며 계획한 자녀
수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커리어 단절, 보육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수도권 내 대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맞벌이로 지내다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외벌이가 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
이 크며, 경력단절로 인한 자아실현 제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B씨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휴직기간은 한계가 있고 경제
적인 부분 및 경력단절의 우려로 조기 복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보육시
설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부분 직장 출퇴근 시간과 아이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아 등하원 시터 고용 또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도권 내 소도시에 거주하는 C씨는,

”맞벌이인 경우, 갑작스런 상황(아이가 다치거나 아플때 등)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족이나 기관이 없을때 많이 난감하다.“
고 답하였다.
다음,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식도 달랐다. 거주지별 출산환경의 장점에 대해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B씨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수도권 소도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변 자연환경 장점으로 꼽았다.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B씨는,

“대학병원 및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다수 있어 의료서비스 부분에서는 비
교적 만족하고 있다. 주변 도시에서 우리 지역 병원까지 다니는 주변 지인들이
있고 자주 오가야 하니 힘들어한다”
수도권 내 소도시에 거주하는 C씨는,

“집 주변에 산이 있어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숲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단점에 대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교육 및 보육시설 부족, 소도시에
거주하는 C씨는 인프라 및 정비 부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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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대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곳들도 인구밀도때문
인지 대기도 너무 많이 걸린다”.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B씨는,

“주변 소도시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라 출산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출
산지원금의 경우 16배까지 차이남). 높은 출생률에 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도
서관과 같은 서비스 기관 및 보육시설은 부족하다.”
수도권 내 소도시에 거주하는 C씨는,

“정비되지 않은 인도가 대부분이고, 주변에 공사장, 물류센터가 있어 아이들
이 혼자 다니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 대형마트나
병원, 학원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불편하다.”
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외 저출산과 관련하여 수도권 내 대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주변을 보면 여건이 되면 다 자녀계획이 있다. 보편적
인 지원 정책보다는 특정 계층･지역 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B씨와 C씨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현실에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지원 범위, 지원
금액 등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고 답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젊은 층에서는 경제적 문제,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대부
분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으나 출산 후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원활히 소화하
기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의 장점이 소도시의
단점으로, 대도시의 단점이 소도시의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다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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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사례
1.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응 사례
1) 중앙정부의 인구정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그동안 우리나라의 명시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소멸 방지와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책’이 존재하고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시책은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동법에 따라서 4차에 걸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
진하고 있다. 특징은 출산장려금으로 대변되듯이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등에 초점을
둔 인구의 자연증가에 초점을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23).
[표 3-1]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내용
주제

주요 내용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Ÿ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기본계획
Ÿ 고령사회 대응 기반구축
（2006〜2010년）
제2차 기본계획
（2011~2015년）

Ÿ 점진적 출산율 회복
Ÿ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3차 기본계획
（2016~2020년）

Ÿ OECD 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
Ÿ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제4차 기본계획
（2021~2025년）

Ÿ 개인의 삶의 질 향상
Ÿ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Ÿ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Ÿ 임신 및 출산, 육아지원
을 통한 저출산 대응
Ÿ 출산장려금 등 토대의
Ÿ 지자체 인구의 자연증가
Ÿ 에 초점

자료 :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행정연구원.

23)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행정연구원.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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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중 “4.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전략”

자료 : 대한민국정부(2020.12.22.).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2020년 12월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2021년 6월 9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
소지역’에 대한 규정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균특법 제2조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고, 동법 제2, 4, 5, 16조 2〜3 등은 인구감
소지역의 지정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한다.

2) 지역발전사업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사업도 폭넓게는 지역의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위험 대응과
관련된다. 복지지원, 의료지원, 아동･취약층 이동지원사업은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시켜 인구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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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부처 일반회계,
국가 기금 등의 예산으로 국가 중심 지역발전사업을 추진24) 중이며, 주요 추진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2] 국가 중심 지역발전사업 주요 사업내용
주제

주요 내용

복지제도

Ÿ
Ÿ
Ÿ
Ÿ
Ÿ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복지공동체 활성화(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인력 확충, 읍면동사례관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료지원

Ÿ
Ÿ
Ÿ
Ÿ
Ÿ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주민정신건강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만 및 의료취약지 지원(필수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아동지원

Ÿ 드림스타트지원사업(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Ÿ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Ÿ 어린이집 확충

자료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현 균형발전위원회 백서 자료(최종발간연도 2016)).

2. 가평군의 인구정책 추진25)
1) 2021년의 인구정책 주요 성과
가평군은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인 「결혼출산TF팀」을 신설하여 인구증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TF팀은 부서별 사업 관리 및 사업추진의 기틀 마련을 위한 조례,
규칙 제․개정, 저출생 인식개선 및 정책 안내를 위한 다양한 방향의 홍보활동 및
사업 시행 업무를 수행한다.

24)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현 균형발전위원회 백서 자료(최종발간연도 2016)).
25) 가평군 출산결혼TF팀(2021), 2022년 가평군 인구정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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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결혼․출생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모두 25개 부서의 39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중 완료사업은 6건, 추진 중인 사업은 33건이다.
[표 3-3] 가평군의 부서별 결혼․출생정책사업 추진
연번

사 업 명

추진상황

부 서

1

직원 결혼 및 출산 축하 포인트 확대 지급

완료

자치행정과

2

출산공무원 가점 확대 운영 (2022년~)

완료

자치행정과

3

가평군 제2청사 임산부 주차면 신규지정･운영

완료

회계과

4

가평초교 등굣길 경관개선사업

완료

도시과

5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 행복택시 이용혜택 확대운영

완료

교통과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두자녀 가구 감면

완료

교통과

자료 : 가평군 출산결혼TF팀(2021), 2022년 가평군 인구정책 시행계획,

1) 2022년 인구정책의 추진 계획
2022년 계획을 보면, 가평군은 전 부서의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 대응 마련을 위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다양한
분야의 26개 부서 37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33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결혼 3건, 임신 4건, 출산 6건, 양육 6건, 청년
2건, 인구유입 6건, 환경조성 10건이다. 총 예산액은 9,640백만원 (전년대비 6,486
백만원 증액, 자체군비사업 24건, 비예산사업 11건)이다.
향후 행정사항으로는 인구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1년 사업성과 평가 및
2022년 세부계획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 추진율 제고 및 담당직원 격려
차원의 결혼･출생정책 우수공무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가평군청
홈페이지 내 인구정책 홈페이지 개설: 정책사업 홍보 및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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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022년 인구정책사업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2022년
연
번

세 부 사 업 명

2021
년
까지

계

군비

기타

향후
투자

총 계

3,154 9,640 9,557

83

3,571

면 계

1,680 8,090 8,007

83

1,877

22년
주요
업무 비고
예산
여부

1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153

300

300

-

300

2

가평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내 손을 잡아줘” 운영

50

50

50

-

100 미포함 계속

3

가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14

15

15

-

16

포함

계속

4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

-

포함

신규

5

세수증대를 위한 관내사업장
주소 옮기기 추진

-

1

1

-

1

6

전입예정가구에 대한 생활정보안내

-

해

당

없

음

-

신규

7

전입자 365 맞춤형 복지상담 서비스
제공

-

해

당

없

음

-

계속

8

출산 장려 지원

954

955

955

-

973

포함

계속

9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1

54

54

-

55

포함

계속

10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

109

109

-

110

포함

신규

11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29

29

29

-

29

포함

계속

12

어린이집 영유아 지원

153

153

153

-

153

포함

계속

13

찾아가는 중소기업 출산친화
인식개선 교육

1

1

1

-

4

23

23

23

-

-

14 아이와 함께 즐기는 가족대상 기획공연

252 6,248 6,248

포함

계속

미포함 계속

미포함 계속
포함

신규

15

청년, 가평에서 꽃 피우다,
리틀 포레스트 가평

13

15

15

-

15

16

결혼‧출생가구 여가드림 사업

1

1

1

-

-

포함

계속

17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3

18

15

3

15

포함

계속

18 축산농가 2세 경영 후계자 지원 사업

-

100

20

80

100 미포함 계속

19 가평군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등 지원

3

12

12

-

-

미포함 계속

미포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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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2022년
연
번

세 부 사 업 명

총 계
20

주민 친화형 소하천 쉼터 조성

21 관내 출생등록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
면 계

2021
년
까지

계

군비

3,154 9,640 9,557

기타

향후
투자

83

3,571

-

해

당

없

음

-

6

6

-

6

-

1,694

1,474 1,550 1,550

22

대규모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방안 모색

23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 행복택시
600
이용혜택 확대 운영

24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다세대원
우선 선정

-

계속

미포함 계속

해

당

없

음

-

신규

600

600

-

600

포함

계속

-

해

당

없

음

-

계속

25 어린이 메뉴 취급 및 놀이방 음식점 안내

-

해

당

없

음

-

계속

가평군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26
사업

24

78

78

-

78

포함

계속

27

30

30

30

-

30

포함

계속

28 모든 자녀 선택 예방접종 지원 사업

30

30

30

-

30

포함

계속

29

-

해

당

없

음

-

계속

756

756

-

756

포함

계속

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비 부모 준비검사

-

22년
주요
업무 비고
예산
여부

만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
732
원 사업

31 치매노인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확대

48

48

48

-

192

포함

계속

도시민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10

5

5

-

5

포함

계속

33 귀농‧귀촌 수요자 농업기계 교육우선 지원

-

3

3

-

3

포함

계속

관내 3자녀 이상 출생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해

당

없

음

-

계속

35 신생아 출산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32

34

-

해

당

없

음

-

계속

36

관외전입 지하수 사용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

해

당

없

음

-

계속

37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

-

해

당

없

음

-

계속

자료 : 가평군 출산결혼TF팀(2021). “2022년 가평군 인구정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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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유럽 등 OECD 국가의 대응 사례26)
1) 일본
일본은 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 백서를 통해 주택의 베리어프리화
촉진, 고령자용 선도적 거주지 만들기에의 지원, 주택과 복지 시책의 제휴 강화,
공공교통기관, 건축물, 도로 등의 배리어프리화, 주택용화재 경보기의 보급 촉진
등을 계획하였다.
주택의 베리어프리화촉진은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에 있어서 에코 리폼, 배리어프
리리폼을실시하면 포인트 발행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주택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
배리어프리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고령자용 선도적 거주지 만들기에의 지원은 고령자 등 거주 안정화 추진 사업에
의해 고령자용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정비 사업이나, 고령자 거주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제안을 공모해 뛰어난 제안에 대해 보조를 실시27)하는 사업이다.
주택과 복지 시책의 제휴 강화를 위해 배리어프리구조를 갖추고 간호･의료와 연계해
고령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 제도를 포함
하는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2011년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공교통기관, 건축물, 도로 등의 배리어프리화를 위해서는 ｢고령자, 장애자등의
이동등의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6년)에 근거해, 공공 교통기관, 건축물,
도로 등의 배리어프리화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용화재 경보기의 보급 촉진 등을 통해 고령자의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효과적으로 확보되도록 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소방용 설비･
기기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청각장애에 대응한 화재 경보 설비 등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소리, 빛, 진동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화재 경보를 도입･
보급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 정리하였다.

26) 이상대(2011),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도시정책 전환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27) 이상대(2011),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도시정책 전환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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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정책으로는 육아세대 및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정비를 통해 출산, 육아환경 정비, 다양한 세대가 안심하
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의료･복지마을만들기와 도보로 생활이 가능한 마을만
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4]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사업

또한, 여성, 고령자 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휴가근무제도,
플렉스타임제를 운영하며, 커뮤니티에 의한 생활의 안전, 안심 확보를 위해 지역주
민, 행정, 의료, 복지 관계자 등이 협력하여 육아 지원, 고령자 복지, 장애인지원
등을 수행하는 체제, 방범과 방재에 대한 주민 의식 향상과 참여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마이홈 빌려주기 사업도
활발하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일본 이주･살아보기재단(JTI)의 빈집 활용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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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JTI의 마이홈빌려주기 개념도

자료 : 이주생활지원기구 홈페이지(https://www.jt-i.jp)(2021.11.25 검색)

도쿄권에서는 ICT, 로봇, 원격의료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수법을 개발 보급하
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방안으로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스마트 웰니스주택･
시티, 도보로 생활이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시책을 운영 중이다.
일본의 컴팩트시티 정책도 일본의 인구축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이다. 토야
마시(富山市)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2007年2月8日, 국가제1호인정), 토야
마라이트레일, 시내전차 환상선(環狀線)화 사업, 토야마형컴팩트마을만들기 (축공
공교통과 개별시설(도보권)의 컴팩트마을 만들기, 시내 거주 추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오모리 시(青森市)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교통체계
에 관한 정비방침, 도시기능의 집적 촉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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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 연방정부는 평생지역사회(Lifelong Community)를 지향하여 주택유형 다
양화, 교통수단의 다양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향상 및 유지, 정보 및 서비스 접근
성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뉴욕시는 ‘노인친화적 뉴욕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유형
다양화는 신규건축과 기존주택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자동차 대신한 교통수단, 안전한 도로와 안전한 운전자, 보행이 용이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운영 중이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신체적 건강,
접근이 용이한 기초건강관리서비스, 예방적 건강관리를 진행하며,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인 및 수발자, 전문가 대상 교육, 자원 연계, 의사소통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표 3-5] 노인친화적 뉴욕시만들기 추진시책
구분

주요내용

상세내용

커뮤
니티
&
시민
참여

고용과 경제적인 보장

Ÿ 목표: 사회보장, 시민 참여,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
개선
Ÿ 사회보장정책 강화, 시간은행제를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센터의 문화 전문가 채용, 커뮤니티 단
위별고령친화도 평가

자원봉사
문화와 레크레이션
정보와 계획
적절한 주택
주택 소유주-임차인의 지원

주택
나이가 먹더라도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
(aging in place)

공공
시설
&
교통

접근성과 적절한 교통
안전과 노인친화적 공공시설
미래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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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목표: 이용가능성을 높이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적절
한 주택 공급
Ÿ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자금과 건물 절차 간소화, 고령화
시장에서 주택 개량의 모범사례 선정, 퇴거 위험이 있는
취약한 노년층이 바우처대상 , DFTA(Department
for the aging)는 SCRIE 접근 개선
Ÿ SCRIE: 연소득이1가구당 2만9,000달러 이하의 저
소득층 노인 가구에 렌트비인상 면제 혜택 제공하는
프로그램
Ÿ 목표: 노인 친화적인 공공시설과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
Ÿ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노인 위한 택시 바우처 프로그
램 개발, 안전 향상을 위한 주요 도로 인프라를 재설
계, PlaNYC과 MillionTreesNYC나무심기 참여,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 사용을 장려한 교육 및 인식
개선 노력

구분

주요내용

상세내용

웰빙과 건강 계획
보건
&
사회
보장
서비스

위험요소가 있는 노인 지원

Ÿ 목표: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및 사회
보장서비스
Ÿ 뉴욕의 노인 헬스클럽 할인, 낙상 예방, NYC에 실버
알림, 식료품가게까지 버스 서비스, 개호 및 부양 관
련 자원 봉사 위크숍 실시, 개호 보험에 대한 교육
추진, 완화 의료 및 사전 지침 홍보

영양식품에 대한 접근
개호 및 부양
완화 케어 및 사전 지침

자료: NYC(2009). Age Friendly NYC: Enhancing our city's livability for older New Yorkers..
내용 번역 발췌.
이상대(2011).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도시정책 전환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참조.

3) 시사점
일본은 고(高)이동성 제약, 컴펙트 시티 지향, 노인지원, 축소도시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이동성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교외개발 지향적
인 도시팽창전략을 지양함으로써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성 강화를 위하
여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밀도를 높이고, 도심 접근
교통망을 확충하는 컴팩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거점별 기능 배분을
시도함으로써 집에서 교통기관, 마을 가운데까지 하드ㆍ소프트양면에 걸쳐 연결된
베리어프리 환경으로의 정비를 도모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고, 특히 혼자 살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고령자가 안전하고 안심하
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마련에 힘을 쏟고 있으며, 주요 공간정책으로 축소도시
(shrinking city), 고집적도시(compact city)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프로그램 중심의 정책으로 접근하여
건강도시 사업,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공간정책으로는 도시기능 효율
화, 유휴자원(토지)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유럽은 유휴화된 토지자원의 재활용과 생태적 도시축소가 주요 대응방향으로,
도시 내 유휴자원(토지)을 재활용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 시설과 자연생태공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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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가평군의 대응전략과 시책사업 제안
1.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전략의 방향
1) 지금까지의 인구소멸위험 대응정책의 반성과 국제기구의 제안
그동안의 인구정책 중심의 인구소멸위험 대응 정책은 (비수도권) 지방의 중앙정
부 국비지원 의존형 정책 및 사업 추진 관행,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적응’ 전략과
‘대응‘ 전략이 왔다갔다한 일관성 부족, 성장 역량 있는 곳과 없는 곳 구분 없이
‘n분의 1’ 지원, 교육·의료서비스 등 새롭게 강조되는 인구유출요인에 대한 고려
부족, 지자체 간 경쟁과 제로섬 게임성 지원책 (대표적으로 출산지원금 사례) 등으로
요약된다.28)
OECD(2014)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우선지원이라는 기존의 맥락 안
에서 도시 취약지구를 우선 지원할 것, 정책수단으로 소득의 직접 재분배 뿐만 아니
라 소득 외 수단인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제공(교육, 의료, 일자리 등)을 활용할
것, 지역 공동체 단위는 기초서비스(교육, 일자리, 의료, 돌봄 등)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의 일상생활공간으로 지역별 수요특성과 가구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및 시설
의 통합적 공급체계 개선을 제안29)하고 있다.
한편, WorldBank(2015)는 성장의 과정에서 특히 빈곤 계층에게 초점을 맞춰
시장과 자원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균등한 혜택과 기회
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0)

28) 이상대(2021), “인구요인 변화와 지역발전정책”. 국토연구원 워크샵 발표자료.
29) 안홍기(2017).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30) 이상대(2021). “인구요인 변화와 지역발전정책”, 국토연구원 워크샵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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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감소방지 사회정책적 접근과 지역개발 정책적 접근
향후 50년에 대해 예상해보면 확실한 부분으로는 총 인구의 급격한 감소, 급격한
노령화, 총 수요의 축소, 성장경제의 종언, 가족의 붕괴, 빈부격차의 확대31)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평군과 같은 대도시권 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접근이 큰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일자리,
장소 매력성 제고, 육아･돌본･의료보건 서비스 개선, 초중고 교육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지장행정연구원의 김현호(2021)는 효율적으로 추진할 정책 프레임으로 인
구기반 인구사회적 정책과 지역기반 인구감소방지정책으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32) 저출산요인에 대응해서는 사회정책적 정책이, 인구유출요인에 대응
해서는 지역개발 정책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3-6]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자료 : 이제연(2021).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워크샵 발표자료.

31) 히라가와가쯔미(平川克美, 立教大学客員教授)(2016), “성장의 한계와 대안적 사회 디자인”, 경기연구원 워크샵
발표자료.
32)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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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지방소멸정책 전환의 프레임

자료 :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131, 지방행정연구원.

3)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적응전략’과 ‘성장전략’
경기연구원의 이상대(2021)는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을 ‘지역적응형’ 접근과 ‘지역성장형’ 접근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지역적응형’
접근정책은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여기고 축소도시, 마을
통합과 통합서비스거점 조성, 학교 통폐합 등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
반면 ‘지역성장형’ 접근정책은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젊은 층 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 인센티브 모색 등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접근 틀은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특성과 재정력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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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지역적응 및 지역성장 전략

자료 : 이상대(2021), “인구요인 변화와 지역발전정책”. 국토연구원 워크샵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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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평군의 대응전략
가평군은 과거 2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 동안은 약간의 인구감
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임여성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 등 인구의 구조적
내용을 살펴보면, 장래 인구감소가 군 전체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및 시책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정부정책 및 시책사업의 한계 인식, 국제기구의 제안, 그리고 전문
가의 제안 등을 종합할 때 가평군의 대응전략은 인구감소 및 장래 인구소멸위험에
처한 가평군의 특성과 재정력을 고려하여 ‘지역적응’ 전략과 ‘지역성장’ 전략의 적절
한 배합(policy mix)를 제안한다.
가평군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대도시권 교외지역이기 때문에
북한강과 산악경관, 청정 농산물 그리고 서울 동북부지역에서도 출퇴근 가능한 지리
적 잇점을 잘 결합하여 일정 부분은 인구소멸위험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역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즉,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젊은 층 인구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와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둔 지역매력 강화정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평군의 2022년 인구정책사업을 보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재정 소비형
사업이자 일회성 사업들이다.
한편으로는 극적인 인구증가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적응’ 전략도 병행
해야 한다. 고령층과 미래 고령층인 중장년층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활인프라(도시가스, 도서관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지원, 초중학교 통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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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가평군 시책사업 제안
1) 광역연계-지역특화의 지역 일자리 만들기 정책
사업 목적 및 필요성
팔당 상수원 규제가 강한 가평군은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 등의 전통적
인 일자리 유치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인근
남양주, 포천 등에 비해 불리함
대신 인근 남양주, 춘천 등의 도시들과 광역연계형 지역 일자리 체제를 구상하
고,33)그 속에서 가평군 지역특화형 일자리 만들기 구상을 만듦.

주요 사업 내용
위성오피스(Saterlite Office) 운영34) : 서울과 수도권의 IT기업과 가평군 간
협약을 통해 추진
IT기업 데이터센터(IDC) 유치
경관, 생태, 수변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방안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광역연계-지역특화 일자리 구상 (경기도 추진)
현재의 출산결혼TF를 확대 개편하여 (가칭) ‘지역활성화-인구소멸대응TF 설치
및 운영

33) 이 부분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광역정부의 정책영역임,
34) 일본에서 여러 성공모델들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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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
사업 목적 및 필요성
현재 가평군이 추진중인 2022년 인구정책사업을 보다 심화, 확대하여 지역사
회 개발정책으로 발전시킴
(가칭)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사업을 설계 : 포스트코로
나시대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반한 복지, 보건의료, 주거서비스 모델로 개발

주요 사업 내용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시책 추진
출산-고령자 친화적 도시공공시설 확충
세대공존형주택 및 은퇴자 주택 공급 확대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
[표 3-6] 가평군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사업(안)
목표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4대 전략

추진과제
출산친화성, 고령자친화성 기초조사 실시
‘저출산 고령화 대응 도시만들기기본계획(가칭)’ 수립
출산친화 건강-의료-보육-교육 복합타운 시범사업 추진
노인친화구역 제도 도입
농촌지역 취락재편 시범사업 추진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만들기
시책 추진

Ÿ
Ÿ
Ÿ
Ÿ
Ÿ

출산-고령자
친화적 도시공공
시설 확충

Ÿ 고령자용 시설 확보를 위한 유휴 공공시설의 리모델링사업추진
Ÿ 고령자 주거-보건의료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Ÿ 고령자용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세대공존형주택
및 은퇴자 주택
공급 확대

Ÿ 3세대(祖-父母-孫) 공존형 생애주택 공급
Ÿ 고령자주택 공급 확대

제도적 기반 개선

Ÿ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지역사회개발 지원법률(가칭)’ 제정
Ÿ 경기도 ‘임신출산여성-고령자 친화적 도시계획 수립 조례(가
칭)’ 제정
Ÿ 노인서비스 행정 조직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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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안
「가평군 중기(2022∼2024) 인구-지역사회개발 정책사업계획」 수립, 운영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 추진부서 네트워크 운영

3)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한 관계인구 유치사업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가평군 내에는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지역의 공통현상인 빈집이 많이 있고, 관광
문화의 변화로 풀빌라를 제외한 펜션들의 폐업도 많은데, 방치된 자원 활용사업
이 필요
수도권의 교외지역인 가평군은 ‘한 달 살아보기’, ‘위성오피스’ 등 새로운 거주
방식을 적용할 좋은 여건을 보유

주요 사업 내용
유휴 지역자원인 빈집, 빈펜션을 활용한 관계인구 유치사업 추진

추진 방안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한 교외마을 모델 참여자(기관,개인) 모집
교외마을 모델 추진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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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한 교외마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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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평군 지역자산 및 관광문화산업의 특성
1. 가평군 지역자산의 특성
가평군은 산수(山水)의 고장이다. 북한강이 군을 가로지르고 있고 명지산, 유명
산, 운악산 등 산세가 수려하다. 북한강 연변의 대성리, 청평, 자라섬이 수상레저와
휴양, 문화활동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인산 도립공원, 명지산 군립공
원,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휴양 및 생태관광레저가 활성화되어 있다. 운악
산의 현등사 문화유산과 산악 생태 레저 활동 또한 중요한 가평의 자산이다. 가평의
수려한 산수는 아침고요수목원, 잣향기수목원, 호명호수공원과 같은 잘 가꾸어진
자연생태속의 정원과 공원을 품에 안고 있다.
북한강의 흐름 가운데에 만들어진 자라섬은 춘천의 남이섬과 함께 가평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자라섬35)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섬으로 1943년 청평댐(淸平)
이 건설되면서 북한강(北漢江)에 생겼으며 남이섬과 직선거리로 800m정도에 위치
해 있다. ‘자라처럼 생긴 언덕’이 바라보고 있는 섬이라 하여 ‘자라섬’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자라섬은 캠핑으로도 유명하지만 2004년부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서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문화자산이 축적되고 있다. 이로부터 자라섬은
남이섬과 함께 가평-춘천권의 중요한 관광문화 자산으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35)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98546&cid=42856&categoryId=42856” (2021.11.4.
검색). 자라섬은 동도, 서도, 중도, 남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자라섬에는 레저 및 생태공원 시설도 들어서고
있다. 오토캠핑장이 위치한 서도 일원에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이, 중도에는 지름 100m가 넘는 잔디광장을
갖춘 생태문화공원이, 자라섬캠핑장 서단에는 자연생태테마파크 ‘이화원(二和園)’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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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의 관광문화의 기반으로 중요한 것은 빼어난 산수를 바탕으로 한 생태와
문화자산이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아침
고요수목원을 필두로 하여 청평호 부근의 쁘띠프랑스, 이탈리아 테마파크 피노키오
와 다빈치, 그리고 설악면 화야산 자락의 스위스 테마파크 에델바이스 등 외국의
문화와 동화를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 테마파크가 자리잡고 있다.
쁘띠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가평의 동화스토리에 기반한 문화체험시설은 가평의
빼어난 산수와 서울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어우러져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평의 자연생태, 지리적 위치 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자산인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과 그에 기반한 가평 음악역
1939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가평이 품어 키워낸 문화자산이다.
가평의 산수와 지리적 위치자산 그리고 그와 어우어져 형성된 문화자산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관광객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4년간(2016~2019)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아침
고요수목원 (110.7만 명), 쁘띠프랑스(89.2만 명), 자라섬 캠핑장(45.9만 명), 유명
산 자연휴양림(32.4만 명) 등의 순이다. 이 외에도 연인산 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
림, 자라섬 이화원, 백련사 템플스테이 등이 주요 방문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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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자연생태형 관광자원
구분

내용

청평자연휴양림

Ÿ 맑고 푸른 청평호반과 계절마다 장관을 이루는 대자연의 청정함을 느낄
수 있는 휴양지로 가족, 학교, 기관단체 등에 인기

유명산자연휴양림

Ÿ 뛰어난 풍광과 기암괴석을 자랑하는 대자연 속에 조성된 휴양림으로
유명산 만의 색다른 정취 제공

강씨봉자연휴양림

Ÿ 980㏊의 울창한 천연림과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가족단위 산림휴양에
최적의 조건 보유

칼봉산자연휴양림

Ÿ 사방댐으로 생긴 경반계곡, 잣나무숲 등 우수한 생태환경과 휴게시설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

연인산도립공원

Ÿ 해발 1,068m의 천혜의 자연공원으로 많은 야생화와 잣나무, 참나무
군락 등 수도권의 손꼽히는 관광 명소로서 매년 5월 철쭉제도 유명

명지산군립공원

Ÿ 가평군 유일의 군립공원으로 가평8경 중 제4경은 명지산 단풍이라 할
정도로 가을 단풍이 절경

경기도잣향기푸른숲

Ÿ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숲체험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복합 체험 가능

아침고요수목원

Ÿ 1996년 개원한 원예수목원으로 한국식 정원모델을 선보이고 있으며
계절별로 다양한 전시행사가 개최

이화원

Ÿ 가평읍에 위치한 자연생태 테마공원으로 온실형태의 식물원으로 이화
원이라는 명칭답게 전국각지 및 세계 유명 나무 식재

자라섬과 캠핑장

Ÿ 청평댐 완공에 따라 높아진 북한강 수위로 인해 생겨난 자라섬은 자라
섬국제재즈페스티벌로 유명하며 서도에는 오토캠핑장을 갖춰 수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는 공간 확보

남이섬

Ÿ 북한강 유역의 테마파크인 남이섬으로 출입하는 가장 대중화된 출입구
는 남이섬가평선착장임

용추계곡

Ÿ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계곡 주변에는 많은 기암과
용추폭포, 잣나무숲이 자리잡고 있음

명지계곡

Ÿ 명지산 정상 동쪽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계곡으로 물이 맑고 풍부

호명호수

Ÿ 청평양수발전소의 양수발전용 물을 저장하고자 만든 인공호수로 가평8
경 중 제2경으로 지정

청평호반

Ÿ 청평댐 건설로 생긴 호수로 가평 제8경 중 제1경에 속하며 수상레저의
메카, 자동차 드라이브 명소 등으로 유명

자료: 디지털가평문화대전. “http://gapyeong.grandculture.net/gapyeong” (2021.1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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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코로나19 직전 4년간 주요관광지 관광객수 평균 및 순위
(단위: 명)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관광지명

관광객수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자라섬캠핑장
유명산자연휴양림
썬힐골프클럽
가평레일파크
아난티클럽
크리스탈밸리컨트리클럽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
가평가족눈썰매장
프리스틴밸리컨트리클럽
농촌체험마을
강씨봉자연휴양림
마이다스밸리컨트리클럽

1,107,533
892,988
459,512
324,985
139,622
130,780
125,354
91,347
90,565
74,958
74,427
66,931
57,362
56,583

순
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관광지명
연인산캠핑장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산장관광지
취옹예술관
이화원
칼봉산자연휴양림
서울학생교육원
한화인재경영원
백련사 템플스테이
대원사 템플스테이
남송미술관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가일미술관

관광객
수
52,467
39,388
38,998
38,268
36,436
28,536
22,739
22,124
10,776
4,152
3,809
3,392
420
406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know.tour.go.kr/” (2021.11.6. 검색),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2016-2019)”.

[그림 4-1] 가평군 자연생태 자산 분포 현황

자료 :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 (2021.1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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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가평군 주요 자연생태 자산

청평호반

호명호수

용추계곡

명지산

유명산

운악산

자료 :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 (2021.1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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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가평군 주요 문화자산 현황
구분

내용

아침고요
수목원

Ÿ 원예학자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정원을 만들고자 1994년부터 가평군
축령산 자락의 10만평 부지에 세움. 이후 무궁화동산, 능수 정원, 야생화
전시장, 고산암석원, 한국주제정원 등 주제 정원을 만들어감. 자연생태 관광
지로서 뿐만아니라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서도 인기를 누림.

쁘띠프랑스

Ÿ 프랑스의 문화경관과 동화 어린왕자를 컨셉으로 조성한 국내유일의 프랑스
테마공원. 유럽풍의 골목, 유럽 골동품 벼룩시장, 수백년전 오르골의 멜로디
등 프랑스와 유럽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이 열림.

피노키오와
다빈치

Ÿ 쁘띠프랑스와 동일한 기업이 이탈리아 작가 콜로디 재단과 제휴하여 이탈리아의
중세풍 도시를 배경으로 ‘피노키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컨셉의 테마파크.

에델바이스

Ÿ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축제를 주제로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스위스풍의 건축물과 풍경, 박물관, 갤러리, 테마관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

자라섬 페스
티벌

Ÿ 총18회를 맞이하는 국제재즈페스티벌로 자라섬, 음악역 1939 및 가평 일대를 배경
으로 열리는 축제. 2004년 개최 이래 55개국 1147팀의 아티스트와 누적 230만
명의 관객이 참여한 아시아 대표 재즈페스티벌로 자리잡았으며, 자라섬의 자연생태
환경과 문화, 가평의 농특산물이 어우러진 복합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음.

음악역
1939

Ÿ 1939년 개장했던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공연장, 스튜디오, 연습동, 레지던
스, 영화관, 레스토랑, 카페 등의 시설을 구비한 음악 복합 문화공간.

자료: 각 시설 홈페이지.

[그림 4-3] 가평군 지역문화자산 분포 현황

자료 :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 (2021.1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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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가평군 주요 지역문화자산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피노키오와 다빈치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자라섬 페스티벌

음악역1939

자료 :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 (2021.1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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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가평군 광역철도 및 도로교통망

자료 :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 (2021.11.6. 검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도 주요 관광지 및 지역문화자원 중 언급량 순위를
살펴보면 가평군의 주요 지역관광문화자산이 높은 순위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주요 관광지중 빅데이터 언급량 순위를 보면 에버랜드(63,731회), 캐리비안
베이(57,929회), 두물머리 (28,968회), 아침고요수목원(22,594회), 제부도
(19,279회), 중앙공원(16,220회), 쁘띠프랑스(13,468회)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자라섬이 15위(6,270회)에 올라 있다. 먹거리로는 가평에 강점이 있는 커피
(32,908회)가 1위이고, 닭갈비(6,333회)가 9위에 올랐다. 축제이벤트 중에서는 에
버랜드 장미축제(8,177회)가 1위이고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이(4,184회) 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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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빅데이터 분석 경기도 관광 언급량 순위(2018년)
(단위 : 건)

자료 : 경기관광공사(2019). 2018년 경기도 관광동향보고서, p.19.

한편,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온라인상 캠핑 관련 게시글 289,433건
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 단위 중심의 관광객이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인기캠핑지역으로 가평군이 1위(일반텐트캠핑 기준)를 차지하였다.
[그림 4-7] 빅데이터 분석 경기도 관광 언급량 순위(캠핑 여행)
(단위 : 건)

자료 : “빅데이터로 보는 경기도 캠핑여행”, 경기관광뉴스레터(2019.10.10.)(2021.11.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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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 3년간에 걸쳐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 여행과 관련된 554,508건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경기도에서 주요 언급 지역은 가평군이 36,353건으
로 1위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추이에서도 가평군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언급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남이섬(17,504건), 쁘띠프랑스
(7,041건), 아침고요수목원(5,106건) 등이 인기 관광지로 채택되었다.
[그림 4-8] 빅데이터 분석 경기도 관광 언급량 순위(영화 및 드라마촬영지 여행)

자료 : “빅데이터로 보는 경기도 영화 및 드라마촬영지”, 경기관광뉴스레터(2020.04.01.)(2021.11.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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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평군 관광문화 산업 현황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평군은 빼어난 산수와 특징적인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관광레저가 농업과 함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산업별 종사자 수(2019년 기준)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8,451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밖에 도매 및 소매업
2,970명(1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326명(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82명(8.0%) 순이다. 상위에 속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도매 및
소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이상 3개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48.3%
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구조상 편중 현상을 보인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164명(0.6%), 농업, 임업 및 어업은 106명
(0.4%)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림 4-9] 가평군 산업별 종사자 수(2019년)
(단위: 명)

자료 : 가평군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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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가평군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2019년)
(단위: %)

자료 : 가평군 통계연보.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종사자의 전년도대비성장률과 입지상계수(Locational
Quotient) 등을 토대로 가평군 산업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잠재력이 높은 부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5년간 가평군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각 산업의 종사자 수는 해마다 증가 또는 감소의 등락률을 보이는 가운데,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해 건설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성장 중이다.
전통적인 산업유형으로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은 2019년 들어 성장률이 약간 감소하였고, 종사자의 비중은
낮지만 최신 산업유형에 속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은 소폭의 등락 변화 속에 각각 3.0%, 0.5%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미약하게나마 우상향하고 있다. 이밖에 석재 산업을 기반한 광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최근 5년간 양적으로 약진한 산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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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최근 5년간 가평군 산업별 종사자 수 및 전년도대비성장률(2015-2019)
(단위: 명, %)

산업별
합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3,593

24,347

25,992

27,728

28,377

-0.2

3.2

6.8

6.7

2.3

119

101

102

101

106

10.2

-15.1

1.0

-1.0

5.0

117

116

119

128

237

-1.7

-0.9

2.6

7.6

85.2

1,503

1,762

1,745

1,881

1,798

-10.9

17.2

-1.0

7.8

-4.4

210

199

162

161

161

-7.5

-5.2

-18.6

-0.6

0.0

208

209

239

248

294

42.5

0.5

14.4

3.8

18.5

1,576

1,703

1,707

1,919

2,063

-0.8

8.1

0.2

12.4

7.5

2,685

2,690

2,806

3,014

2,970

-3.6

0.2

4.3

7.4

-1.5

715

694

696

746

738

28.4

-2.9

0.3

7.2

-1.1

6,770

6,950

7,552

8,177

8,451

-1.4

2.7

8.7

8.3

3.4

157

150

156

187

164

-4.8

-4.5

4.0

19.9

-12.3

377

414

447

421

423

-12.3

9.8

8.0

-5.8

0.5

469

427

353

603

437

0.6

-9.0

-17.3

70.8

-27.5

433

470

535

533

558

-11.6

8.5

13.8

-0.4

4.7

279

381

428

395

438

-15.2

36.6

12.3

-7.7

10.9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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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산업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15

1,162

1,302

1,248

1,496

8.8

-11.6

12.0

-4.1

19.9

1,633

1,705

2,070

2,069

2,035

-7.9

4.4

21.4

0.0

-1.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43

2,173

2,270

2,427

2,326

11.9

1.4

4.5

6.9

-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699

1,905

1,962

2,153

2,282

4.4

12.1

3.0

9.7

6.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185

1,136

1,341

1,317

1,400

2.1

-4.1

18.0

-1.8

6.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자료: 가평군청 통계연보 각년도.

다음으로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가평군 산업의 입지상 계수를 통해 가평군
산업별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지상 계수(LQ)는 경제기반분석에서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로 입지상 계수가 1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은 특화되었다고 판단한다.
2019년 현재 전국 대비 가평군 산업별 입지상 계수를 구한 결과, 가평군 산업별
특화계수가 1이상인 산업유형은 총 9개로 광업(12.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99), 숙박 및 음식점업(2.8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2.06), 농업･임업 및 어업(1.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91), 건설업(1.10) 등이다. 이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입지상 계수의
특화분포와도 계수 값의 차이만이 있을 뿐 동일하다. 입지상 계수 산출을 통해 가평
군의 관광산업은 전국 대비 특화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이 판명되었고,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9년간 입지상 계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관광 관련 산업에
속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
다. 특히, 눈여겨볼 점으로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농업･임업 및 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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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상 계수값이 높게 나타난 반면,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의 입지상 계수는 1미만으로 비특화산업에 속했다. 또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입지상 계수는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4-5] 전국 내 가평군 산업별 입지상 계수(LQ) 변화(2010-2019)
산업별

2010년

2015년

2019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89

2.67

1.93

광업

5.69

6.61

12.75

제조업

0.37

0.32

0.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38

3.24

1.9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10

1.81

2.06

건설업

0.98

1.06

1.10

도매 및 소매업

0.76

0.76

0.72

운수 및 창고업

0.39

0.58

0.51

숙박 및 음식점업

2.69

2.84

2.8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41

0.25

0.22

금융 및 보험업

0.47

0.45

0.47

부동산 및 임대업

0.90

0.89

0.6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60

0.38

0.3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17

0.22

0.29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2.05

1.69

1.56

교육서비스업

0.97

0.92

0.9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5

1.26

0.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75

4.10

3.9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18

1.17

1.24

주: 굵은 표시는 저자 강조.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가평군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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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경기도 내 가평군 산업별 입지상 계수(LQ) 변화(2010-2019)
산업별
농업, 임업 및 어업

2010년

2015년

2019년

1.61

5.80

3.92

14.13

18.22

27.87

제조업

0.26

0.23

0.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09

5.46

3.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99

1.66

1.90

건설업

1.36

1.39

1.32

도매 및 소매업

0.83

0.80

0.75

운수 및 창고업

0.43

0.62

0.52

숙박 및 음식점업

2.83

3.03

3.0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66

0.32

0.26

금융 및 보험업

0.73

0.71

0.76

부동산 및 임대업

0.78

0.89

0.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59

0.37

0.3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23

0.27

0.38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2.58

2.37

2.22

교육서비스업

0.91

0.91

0.9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2

1.34

0.9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33

3.66

3.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22

1.24

1.30

광업

주: 굵은 표시는 저자 강조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가평군 통계연보.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가평군 산업 현황을 정리하면 가평군의 관광산업(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지역 내 상당수의 주민이 종사하는
중추 산업으로서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
로도 관광산업 특화지역으로서의 위상이 돋보인다. 다만, 미래산업구조의 흐름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출판, 영상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
만 입지상 계수가 높은 농업･임업 및 어업도 보다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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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통계자료에서 관광･여가 관련 산업이 가평의 주산업임을 알 수 있다.
가평의 인구소멸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
청년층이 유입되어 정주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평군의 주요 산업인 숙막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
업만으로는 이러한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다. 공공행정부문은 정부 재정과
연동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제조업은 자연보전권역 및 상수원 보호 규제로
한계가 있고 가평의 지역특성과도 부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가평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지속적 투자와 육성정책이 필수적이다.
가평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산에 기반하여 육성할 수 있는 산업군을 설정한 후 정책
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평의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볼 때 관광문화산업 중에서 음식･숙박, 도소매와
같이 단순서비스업보다는 창작, 기획, 문화예술, 콘텐츠, IT 산업부문의 육성에 중
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만으로 단기간에 많은 양의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기존의 일자리에서도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혁신을 함으로
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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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과 주요사업 제안
1. 가평군 관광문화 발전 방향의 정립
제1절의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을 저감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목표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 정주인구를 높이는 것이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가평의 지역자산인 산수와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문화산업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에 지식, 기술, 혁신을 도입하고
문화적 취향을 특성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가평이 그동안 추진하고 축적해왔던 다양한 문화적 자산들이 이러한 방향에 중요
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자라섬째즈페스티벌과 음악역 1939 등 관련 시설 및 인적
자원,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을 비롯한 주요 문화생태자산 및 관련 인적 자원
을 보다 활성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가평의 중심 자산을 활용한 혁신을 위해
서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
가평의 지역자산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대적 흐름과 결합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로는 그린/생태와 디지털콘텐츠, 그리고 커피와 같이 현대인, 청년층이 선호하
는 식음료 문화를 들 수 있다. 또 가평의 생태자원과 결부된 휴양 헬스케어 시스템의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평의 미래 산업구조 전환의 구상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도 부합해
야 한다. 다행히 가평의 지역 자산은 포스트모로나시대의 흐름에 잘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사회
로 가기 위한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기획을 하고 있다. 그 결과 IT와 디지털, 환경기
술이 결합된 혁신제품과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산업도 기존
의 대면에서 비대면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은 헬스
케어와 휴양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가 결합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평의 빼어난 산수와 환경, 수도권에서의 양호한
접근성이라는 자산과 생태환경, 그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문화예술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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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및 디지털 기술과 결합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기획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가평은 강변이나 계곡에서 놀고, 축제를 즐기고, 문화체험을 하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앞으로의 가평은 이 과정에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친환경 IT기술을 결합시키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식품바이오 기술,
아이디어와 휴양을 결합시킴으로써 혁신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혁신과 아이디어 혁신이 가평의 청정환경과 연관되어 로컬푸드 농식
품산업의 활성화로도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가평 관광문화 발전 전략
앞에서 설정한 방향성에 따라 가평 관광문화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표 4-7] 가평 관광문화 발전 전략
구분

상세내용

핵심 컨셉

‘포스트 코로나시대 그린 디지털 관광문화콘텐츠의 산실 가평’

전략 목표

ㅇ 가평 관광문화 및 휴양산업의 혁신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가평 관광문화 및 휴양산업의 지역내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증진

핵심 거점

자라섬,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음악역 1939와 가평읍

연계 거점

쁘띠프랑스, 호명호수공원, 청평호반, 연인산, 명지산, 유명산 등 생태휴양 자원

광역연계거점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나 자원의 성격상으로 연계가 필요한 남이섬

전략 수단

ㅇ 가평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관광문화경험을 하는 친환경 스마트 관광
프로그램 도입
- 가평 관광문화프로그램과 IT기술의 결합
- 자라섬-가평읍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디지털 및 친환경 전기차를 활용한
디지털 그린관광지구로 설정
ㅇ 가평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등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이 결합하는 음악클러스터 형성

주요 사업

①
②
③
④
⑤

가평 그린&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가평 뮤직&콘텐츠클러스터 구축
가평 커피&힐링 클러스터 구축
가평 청년혁신&아이디어 창업 프로그램
가평-춘천 관광문화프로그램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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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평 그린 & 디지털 관광도시 시스템 구축
사업 목적 및 필요성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반한 지역과 환경의 공존 모델 구축
탄소중립시대에 적합한 친환경/탄소배출 저감 관광문화 경험 프로그램의 구현
관광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요 사업 내용
(사업거점) 가평역-자라섬-음악역 1939-가평읍을 핵심 사업구역으로 지정
- 연계거점으로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주요 청소년 수련 시설 및 휴양시설을 설정
- 거점구역과 연계거점간 이동 및 안내에 대해서도 그린&디지털 컨셉을 적용

핵심사업거점에 대한 IT 인프라 구축
- 와이파이존, VR 길안내, 키오스크를 통한 디지털 관광안내 등 IT 인프라 구축
[그림 4-11] 핵심사업거점에 대한 IT 인프라

VR 길안내
자료 : 가평군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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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패스

친환경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 그린&스마트 관광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요 거점 지역 내에서 이동이 편리하
도록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전기버스서비스 등 주요 거점 내 이동을 편리하면서도 환경
친화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구간은 자라섬, 음악역 1939, 가평역, 가평읍 구역을 거점구
간으로 하고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남이섬 등 방문객이 많은 곳을 연계함
[그림 4-12] 친환경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자료 : 가평군청 내부자료.

인력양성 및 관련 기술교육, 창업과 연계
- 그린&스마트 관광문화도시의 운영 및 기술요원을 육성, 교육함으로써 지역내에 고급의
IT디지털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연계
[그림 4-13] 인력양성 및 관련기술교육

AR기반 큐레이터 서비스

인공지능 탑재 비대면관광안내시스템

자료 : “한국방문위원회, 인공지능(AI) 탑재 비대면 관광안내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한국관광신문
(2020.08.03.)(2021.11.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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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안
가평의 실정에 적합한 그린&디지털 관광문화도시 실행계획 입안
정부의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가평과 같은 전원도시형 스마트
관광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정부 예산 지원 확보
[그림 4-14] 가평 그린 & 디지털 관광도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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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위스 체르마트(Zermatt)
Ÿ 스위스 발레주에 속하는 인구 약 6,000명의 소도시 체르마트는 영국 BBC방송이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50곳’에 포함된 세계적인 관광도시이자 친환경도시로 천혜의 자연환
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금지하고 자전거, 전기차, 마차 등의
친환경 운반수단만이 운행가능함
- 알프스의 유명한 산 마터호른(Matterhorn)의 입구이기도 한 체르마트는 자동차가 처음
발명된 1885년 이래 자동차 진입이 허락된 바 없고 이후 세 번의 주민투표를 통해 응급차를
제외한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을 금지한 관계로 체르마트 진입을 위해서는 인근 마을의
대규모 주차장에 주차한 후 전기기차 등으로 이동
Ÿ 관광개발초기 수많은 관광 인파로 자연경관의 오염 및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2002년부터 지역의 모든 피해상황을 목록화하고 이를 복구하는 실천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끊임없는 환경개선 추구
- 2003년부터 환경보존지역을 구역화하여 주요 관광지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보호캠페인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음
-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 마테호른 글라시어 파라다이스 정상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해발 2,795m에 지어진 몬테 로자 휘테 호텔은 건물 전체가 친환경 자제와
방식으로 지어졌고 태양에너지와 빙하 녹은 물 활용 등 친환경에너지시스템 구축

자료: 스위스 관광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wissfriends/221468869756” (2021.11.6. 검색).
자료: 스위스 관광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wissfriends/221468869756” (2021.11.15. 검색),
김상욱(2017). “스위스 발레 주 `체르마트`: 척박한 산골이 세계적 친환경 마을로 우뚝”, 월간 주민자치,
No. 69, 한국교통연구원. pp.114-117,
김홍상(2016). “스위스 체르마트”, 월간교통 No.223, 한국교통연구원. pp.54-56 등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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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평 뮤직 &콘텐츠클러스터 구축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가평의 재즈페스티벌, 자라섬, 음악역 1939를 기반으로 음악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 교육, 창작 및 유통 기반을 마련
뮤직&시청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관광 체험 활성화

주요 사업 내용
(사업거점) 음악역 1939, 자라섬, 가평읍, 쁘띠프랑스, 카페 등 지역내 문화 체
험 및 관광여가시설
[그림 4-15] 가평 뮤직&콘텐츠클러스터 구축 사업거점

음악역 1939

자라섬

쁘띠프랑스

자료 :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 (2021.11.6. 검색).

뮤직&콘텐츠 기획, 교육 및 창작/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음악역 1939와 자라섬째즈페스티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음악콘텐츠를 기획, 창작, 생산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음원, 다양한 시청각 콘텐츠 창작 및 제작 등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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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뮤직&콘텐츠 기획, 교육 및 창작/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료 : 가평군청 내부자료.

뮤직&콘텐츠, 디지털기술 관련 기관, 대학과 네트워킹 및 공동협력사업
- 서울 및 수도권 내 뮤직&콘텐츠 관련 기관, 대학, 협회 등과 협력사업을 통해 가평을
시청각 콘텐츠 기획, 창작, 유통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
- 음악 등 예술과 디지털기술간 융복합을 위해 예술가와 IT 디지털 분야 엔지니어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융복합 혁신 창출
[그림 4-17] 뮤직&콘텐츠 관련 기관, 대학 등과의 네트워킹

음악역 1939의 시설과 프로그램, 인력을 보강하여 가평 자라섬 일대가 음악콘
텐츠 산업의 주요한 기획, 유통, 교육, 소비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
기 계획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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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음악역 1939 시설 현황
구분

면적(㎡)

주요시설

뮤직센터

3,333

스튜디오

309

녹음실, 홀, 작업실, 사무실

연습동

120

연습실, 홀

레지던스

1,127

공연장(200석), 교육실(150명),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객실 17실(2･4･8인실), 다목적실, 관리실, 휴게데크

자료: 가평군청 내부자료.

추진 방안
가평 뮤직&콘텐츠 클러스터 발전 기본구상 마련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마련하여 관련 부문에 재능과 의지가 있는 청
년들이 도전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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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참고예시) 미국 텍사스 오스틴시의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축제
Ÿ SXSW(South by Southwest)는 1987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소규모 음악 축제로
시작하였으나 오늘날 음악과 영상, IT기술을 접목한 종합 콘텐츠 축제로 발전
- 2019년 현재 평균 50개국 2만여 명의 음악관계자들과 2,000팀의 음악가 참여하는 가운데
등록비 수입만 700억 원에 달하며 3,857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Ÿ 초기 음악 축제에서 1994년 영화와 멀티미디어 부문 추가, 1990년대 말 멀티미디어부문을
인터랙티브로 명칭변경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최첨단 혁신 IT 기술과의 성공적인 결합을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 SXSW만의 창의적인 컨텐츠가 2007년 트위터(Twitter), 2009년 포스퀘어(Foursquare),
2012년 핀터레스트(Pinterest), 2015년 스냅쳇(Snapchat) 등을 통해 최초 공개
Ÿ SXSW는 현재 크게 컨퍼런스, 축제, 전시회로 구성되며 음악, 영화, 인터렉티브, 코메디,
그리고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융합되어 SXSW만의 독특한 분위기 형성
Ÿ SXSW의 슬로건 ‘오스틴을 계속 독특하게(Keep Austin Weird)’는 오스틴시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라는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정보통신 기술 관련 다수의 일자리
및 클러스터를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자료 : SXSW홈페이지. “https://www.sxsw.com/” (2021.11.6. 검색).
김재범(2016).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Vol 18, 한국컨텐츠진흥원.
임에스더(2019). “지역축제가 도시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 IDI도시연구 No.15. pp.335-353.
등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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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평 커피 &힐링 클러스터 구축
사업 목적 및 필요성
현대인에게 커피는 여행이나 여가의 과정에서 휴식과 함께 즐기는 기호식품으
로 높은 관심과 소비가 이루어짐
- 경기도 관광 관련 빅데이터 언급량에서 먹거리 부문 1위가 커피
- 가평은 수려한 자연과 함께 카페가 발달하였으며 커피 체험농장이 운영되는 등 소비와
공급이 함께 존재하여 커피 관련 산업 육성의 기반이 갖춰짐
- 2021년 11월초 기준 가평군 내 주소를 두고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카페로 등록한
업체는 약 300여 곳임

커피 및 건강로컬푸드로 만든 디저트 등을 특화하여 가평의 휴양 및 힐링, 관광
문화 체험에 맛과 취향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산업활성화와 관광문화산업 활성
화를 동시에 추구
[그림 4-19] 가평 커피 & 힐링 클러스터 구축

주요 사업 내용
(사업거점)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청평호반, 쁘띠프랑스, 주요 휴양림 등 관
광휴양객이 집중되는 장소의 인근 및 기존의 커피농장, 카페 집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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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가평군 행정구역별 주요 카페 분포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자료 :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2021.1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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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참고예시) 가평하늘커피농장
Ÿ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가평하늘커피농장은 커피나무 재배에서부터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
을 배우고 다양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전국 최초의 커피 테마 농촌교육농장으로
2016년 개장
- 온실 속에서 자라는 커피나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배우고 직접 커피를 볶고 내려 먹는
체험 가능
- 이밖에 드립백 커피만들기, 커피 향 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보유
Ÿ 1,700평 규모의 농장에는 커피나무 생태학습장, 커피체험장, 커피로스팅장 외에 머루포도원,
우렁이논 등 자연생태체험공간 보유

자료 : 가평하늘커피농장 홈페이지. “https://coffeefarmer.modoo.at/” (2021.11.10. 검색).

커피 & 힐링의 도시로 브랜딩 및 프로모션
- 다양한 맛의 커피와 청정자연 속에서 여가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서 가평의 이미지
메이킹 작업 추진
- 가평 커피 & 로컬푸드 맛집 지도 및 투어 프로모션
- 지역내 주요 관광문화시설과 카페 등 관련 사업체간 협업을 통한 공동 마케팅 추진
- 축제 이벤트시 카페, 로컬푸드 매장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
[그림 4-22] 가평 세계커피페스티벌(2019년)

자료 : “가평 자라섬 2019 세계커피페스티벌&불꽃축제 개최”, 아이티비즈(2019.5.14.)(2021.1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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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로컬푸드베이커리 등 기술 및 창업 지원
- 커피관련 기술, 노하우 교육
- 커피농장, 커피, 로컬푸드베이커리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제품화 및 창업지원
*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운영

추진 방안
가평내 관련 사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커피&힐링클러스터 가평’ 실천계
획 논의 및 계획수립
가평군은 커피 관련 브랜딩 및 마케팅, 공동의 앵커시설 및 홍보 인프라 구축

제4장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99

[그림 4-23] (참고예시) 강릉 커피거리
Ÿ 1980년대 해변을 따라 줄지어 놓여있던 커피자판기가 만든 ‘길 카페’를 시초로 하는 강릉
커피거리는 2000년대 초반 국내 커피 명인이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의 성공을 기반으
로 독특하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커피전문점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오늘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명소로 변모
- 2020년 4월 말 기준 강릉시는 인구 1만 명당 커피전문점 수가 25개로 전국 평균 14개를
크게 웃돌며 전국 1위 차지(한국은행 강원본부 지역경제보고서, 2020년 6월)
Ÿ 강릉에 커피문화를 정착시킨 선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강릉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콘텐츠, 지역 내 다수의 대학이 밀집한 교육도시로서 카페문화를 향유하는 젊은 인구층의
거주 등은 강릉 커피거리의 성공을 이끈 또 다른 핵심 요인
- 강릉과 커피를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 다도(茶道) 유적인 한송정과 커피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지역정체성 형성에 크게 이바지
Ÿ 2009년 시작된 강릉커피축제는 강릉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강릉 바리스타 어워드 등
커피 관련 콘텐츠는 물론 K-POP콘서트, 뮤지컬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
- 2016년 강릉커피축제의 총방문객수는 42만명으로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방문객 지출비용 336억원, 생산유발 262억원, 소득유발 58억원, 고용유발 553명에 달함
(강릉시청 시정뉴스, 2017년 1월3주차)
Ÿ 단지 커피뿐만 아니라 원두, 커피콩빵 등 커피를 매개로 한 다양한 상품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의 선순환 구조 형성

자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kto.visitkorea.or.kr/”.
강릉커피축제 홈페이지. “https://www.coffeefestival.net/”.
강릉시청 홈페이지. “http://gangneung.go.kr/)(2021.11.10. 검색”.
한국관광공사(2020).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0)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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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평 청년혁신&아이디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가평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 및 헬스케어, 힐링, 식품 등 관련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
가평에서의 사업 성공을 토대로 젊은 정주인구 확충과 산업의 확대재생산 발전
을 위해 창업이 중요

주요 사업 내용
가평군 거주, 출신자, 수도권-강원권 거주 청년 중 가평에서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공모에 합격한 경우 창업에 필요한 공간, 기술, 홍보 등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
고 자립･정주가 가능하도록 육성
가평군 내 주요 기관, 업체, 사람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과 당장 충분한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가평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일반 영리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의 경우 지원 기간을 제한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독립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촉진
- 독립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동안 경험을 쌓고, 경력의 단절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추진 방안
가평의 지역문화관광자산을 활용한 혁신&아이디어 창업 공모전 실행계획수립
및 예산 반영
지원을 위한 멘토 등 전문가 자문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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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를 위한 지원공간 등 지원 기반 마련
[그림 4-24] (참고예시) 서울창업카페
Ÿ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및 창업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창업종합지원 공간으로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창업 활성화에 기여
- ’16년 1월에 숭실대입구점 개관을 시작으로 ’20년 11월 낙성대점까지 총 11개
창업카페가 개관
Ÿ 창업카페 내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지점별 특성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 예컨대, 숭실대입구점은 제품촬영지원 위주, 천호점은 창업과정을 체험하는 모의 창업스쿨
을, 대학로점은 공연 관련 창업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진행

자료: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0037366” (2021.11.6. 검색).
서울청년포털 서울창업카페, 창업진흥원 서울창업카페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2∣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5) 가평-춘천 관광문화프로그램 네트워킹 : 공동 관광특구 지정 운영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가평 (자라섬) - 춘천(남이섬)의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
성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가평-춘천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
[그림 4-25] 공동관광특구 구역도

자료 : “도,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경기도 보도자료(2019.9.18.).

주요 사업 내용
가평-춘천 공동 관광특구 지정
교통 시설 연계, 각종 편의시설 이용, 홍보 등을 가평-춘천이 공동으로 함으로
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

추진 방안
가평(남이섬) - 춘천(자라섬) 지역 등 가평-춘천이 합의한 지역에 대한 공동관광
특구 지정 계획 수립 및 추진
양측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동운영 및
정보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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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 활용 전략
제1절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제도
1.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지원체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개발 지원 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의 개별 지원법 체제를 이루고
있다.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낙후지역은 행정안전부, 농산어촌 지원은 농식품부
가 각기 부처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체제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부처 편성의 광역계정, 자
율편성의 시･군･구 계정, 그리고 제주도･세종계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가 균특회
계 중 시･군･구 자율 편성의 지원 대상 사업의 적용을 위한 지역발전지원 특구는
아래 그림과 같은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림 5-1] 시･군･구 자율편성의 지역발전지원 특구 체계

또한, 우리나라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규제완화기본법을
모태로 하여 규제특구법 등 각론 성격의 지원법 또는 규제완화특별법 체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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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2018.10.16. 공포되어 2019.04.17.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자
유특구법은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외 입법례에서의 규
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참조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현실에 맞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
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특구에서의 규제 면제 또는 완화36)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선도지구’가 있다. 투자선
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 7개소로 전북 순창, 경북 영천, 충북 영동, 전남 진도,
강원도 원주, 울산 울주, 충남 홍성 등이다.
한편, 광역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 의한 ‘경기도 균형
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6개 시･군이 있다. 이 6개 시･군은 특구는 아니지만 도
균특회계의 지원 대상을 공간적으로 정의한다는 면에서 유사 특구로도 볼 수 있다.
이상의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제도를 요약하여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이다.
[그림 5-2] 우리나라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의 지정대상 여부

36)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1)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법 공포”, 법률신문 뉴스
(2018.10.19.)(2021.11.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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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제도의 내용37)
1) 국토교통부의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는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성장촉진지역’을
규정하였다. 성장촉진지역은 개발수준이 저조하거나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성장촉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등 국가 및 지자체의 특별한 배려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주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관련 사업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표 5-1] 성장촉진지역 관련 법령
법령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령

조항

상세내용

제2조
(정의)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제34조
제2항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
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제2조의2
(성장촉진
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
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6. 1. 22., 2017.
7. 26., 2018. 9. 18.>

츌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21.10.10. 검색).

37) 2021년 경기도 의뢰로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수탁용역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의 자료집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필자는 연구책임자 역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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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은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대상 지역 중에
서 인구, 소득,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38) 시･군을 대상으로 5년마다
연평균 인구변화율, 재정 상황, 소득수준,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일반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대상 지역 중 지정한다.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 종합점수가 낮은 70개 시･군을 선정하여 성장촉진
지역으로 지정(접경지역 제외)한다. 성장촉진지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다.
[표 5-2] 성장촉진지역 및 도서지역 현황

성장촉진
지역
(70개
시･군)

도서
현황
(183개)

시･도

선정지역

강원(8)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1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9)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충남(1)

서천군(1)

전북(7)

고창군(1), 부안군(6)

전남(167)

고흥군(13), 보성군(3), 강진군(1), 해남군(4), 영광군(6), 완도군(39),
진도군(33), 신안군(68)

경북(2)

울릉군(2)

경남(6)

고성군(2), 남해군(3), 하동군(1)

※ ’19.9.10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자료: 기획재정부(20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38) 인구수준인 ① 인구밀도 ②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인 ③ 지방소득세 ④ GRDP(지역내총생산), 재정상황인
⑤ 재정력지수 접근성인 ⑥ 지역접근성 ⑦ 생활 SOC 접근성 등의 지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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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성장촉진지역 현황(2020~20204년)

자료: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지정 예정 … 연간 2천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08.27.).

성장촉진지역은 낙후도가 심한 지역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기반시
설(도로 등)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이다. 성장촉진지역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
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편성은 포괄보조39)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을 차등 지원하며, 시･도지사는 재원배분 시 성장촉진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9) 포괄적 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원해주는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포골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제는 하지 않은 종류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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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 사업은 낙후지역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과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개발사업
(성장촉진지구 내 185개 도서) 추진을 포함한다. 성장촉진지역의 국고보조율은
100%이다. 성장기반시설 및 지역접근성 시설 지원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표 5-3] 성장촉진개발사업 내용
보조사업

내역사업

사업 내용

지역개발
사업

Ÿ 지역개발계획 반영사업 및 공모선정사업
지역개발계획 :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에 대한 10년단위 중장기
계획
투자선도지구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에 대해 공모선정･
지원
지역수요맞춤지원 : 주민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
(HW+SW) 공모선정･지원

도서개발
사업

Ÿ 개발도서를 대상으로 10년 단위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개발이 필요한 도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시자 신청에 의해
도서개발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
성장촉진지역 내 개발대상도서(185개 도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대상도서(186개 도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성장촉진
지역개발

출처 : 국토교통부(2020).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편람.

성장촉진지역의 문제점은 첫째,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 성장촉진지역에 사업을 추진
하는 타 부처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종합적 투자는 어렵다. 시･군･구가 공모에 지원하
여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연계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포괄적 지원은 안된다.
둘째, 계획 수립 시기나 공모절차 등이 상이하여 집중투자에 한계가 있다. 시도차
원에서 포괄보조금 활용은 지역 내 특수성에 기반한 재원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민
성희 외, 2019), 성장촉진지역에 속해있는 도서의 경우, 개촉지구 위주의 사업추진
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박진경, 2016)
셋째, 경기도 입장에서는 성장촉진지역이 수도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가평군, 인천시 내 옹진군 등 저발전 낙후지역에 지정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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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
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특수상황지역은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
가 주관부처로 통합 추진 중이다. 접경지역 15개 시･군 및 178개 개발대상도시(성장촉
진지역 제외) 시･군･구에 지원하며, 지역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 사업 지원 등 자율편성내용 사업에 대해 국비 80%를 지원하고 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지
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40)하였다.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
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어 통과되었다. 규제프리존과 비교하면, 규
제샌드박스 강화, 대상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40)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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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규제샌드박스 4법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정보통신법･금융혁신법

규제 샌드박스 적용

좌 동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X

X

X

시･도지사가 신청

기업이 신청

좌 동

좌 동

비수도권 대상

전국 대상

좌 동

좌 동

세제･재정 지원

X

X

X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
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
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
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비수도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평군
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4)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
구법’ 이라 함)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시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법 적용 방식이 아니라 특구별로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스스로 특화전략에 따라 규제완
화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4∣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은 시･군･ 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소벤
처기업부에 신청하면 부처 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지정되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 특례를 지역특구
법에 따라 특구별로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41)
[표 5-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적용 특례
구 분

일반
(62개)

적용 특례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도로통행 제한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 사용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도로 점용 허용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구 분

이양
(13개)

적용 특례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계획시설의 결성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식품 표시기준 완화
체육시설업 사업 계획 승인 완화

지역특구법 제도 도입 이후,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 2004년
6개 특구(5개 기초지자체)로 시작하여 ’20년 12월 기준,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
195개를 지역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표 5-5] 경기도 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현황
지역
이천시
군포시
양평군
고양시
여주시
양주시
안산시
가평군
시흥시
의왕시
남양주시
수원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특구명
이천 도자산업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고양 전시문화특구
여주 쌀산업특구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가평 잣산업특구
시흥오이도 선사ㆍ해안문화특구
의왕 철도특구
남양주ㆍ양평 자전거레저특구
수원 인문기행특구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안양 인문교육특구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시기
2005년
2005년
2005년
2006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8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http://rfz.go.kr/?menuno=52” (2021.11.19. 검색).

41) 사업의 선정기준은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경에 어떤 특화 형태든 지정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
의 중장기 지역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의 파급 효과가 크거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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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평군 지정 현황과 과제
1. 국가 특구 지정
가평군은 우리나라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의 기본적 골격인 성장촉진지
역, 특수상황지역,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이라 함）」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는 ‘가평잣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특구 성
격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 6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5-5] 가평군의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 지정대상 여부

2011년에 지정된 ‘가평군 잣산업특구’는 특구면적 34만 788㎡이다. 국내
최대의 잣 생산기반을 토대로 잣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 잣 테마체험관광
활성화사업 등 3개 단위사업에 우량잣 생산기반사업, 가평잣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고품질 가평잣 유통개선지원,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42)하였다.

42) 특구 지정 신청 당시 계획은 2014년까지 총 336억원을 투입하여 생산유발 파급효과는 약 553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289억원, 고용 파급효과는 2,06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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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잣산업특구는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가는
부진사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앞으로 특구사업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
이 필요하다.
[그림 5-6] 경기도 내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가평군 잣산업특구’ 지정 현황

자료 : 중소벤처기업. “http://rfz.go.kr/?menuno=52” (2021.11.19. 검색), “지역특구 지정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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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진행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경기도의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림 5-7]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자료 :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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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과제
수도권과 경기도는 일부 지역이 저발전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촉진지역
이나 규제특례지구 등 중앙정부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저발전 낙후 개선, 인구소멸위험 대응 등의 정책 목표는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라해
도 예외는 아니며, 따라서 관련 특구제도는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적용
해야 한다. 가령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표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가평군, 연천군 등은 저발전 낙후도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경기도 북동부 접도지역 중 지역발전수준이 전국 낙후지역과 유사한 수준
인 가평군, 연천군, 인천 옹진군 등에 대해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중앙정부 특구 지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과 「시행령」 및 관련 지침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18일 지정 고시된 행정안부의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을 배제하지
않고, 경기도의 가평군, 연천군, 인천시의 상화군, 옹진군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지역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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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평군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추진방안
1. 가평군 특구 지정 추진의 기본방향
가평군의 인구감소는 비수도권의 군지역 및 중소도시와는 양상이 다르다. 인구
감소 양상은 약 보합 수준이며, 인구의 고령화, 젊은 층 인구의 유출과 귀촌귀농
인구의 유입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점은 수도권이라는
인구증가지역 내 외곽 소외지역의 인구감소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방
비수도권의 인구소멸지역 지원과는 다른 접근의 중앙정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저발전 낙후지역인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특구제도를 활용하는 접근방향은 중앙
정부 특구의 적용 배제 문제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역발전
특구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의 두 방향이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 규제자유특구 등 현재 운영 중인 특구의 경기도 지정 배제(정확히는 수조권
적용 배제)를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성장촉진지역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가평군은 저발전 낙후도가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과
제도 운영의 보편적 원리에 부합하는 일이다.
현재 가평군에도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구법’에 의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는 정책 및 사업 추진 효과가 빈약하다. 지역특구법의 대폭적인 개선이
없는 한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다음,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지원 특구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으며, 또한 역 내에 수원, 남양주 등 고속성장 대도
시와 가평, 연천 등 저발전 낙후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병존하고 있다. 중앙정부
특구 지정 및 국비 지원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스스로 지역자율형 특구제도를 운영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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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가평군을 위한 특구 지정 추진 전략

2. 가평군 특구 지정 추진방안
1) 중앙정부 특구 지정 배제의 개선 : 성장촉진지역43)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가평군도
성장촉진지역 지정에 포함시킨다. 다만,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상대적 취약성을 인
정하여 경기도 성장촉진지역은 국고보조율을 비수도권 성장촉진지역보다 적은 수
준으로 지원한다면, 비수도권 지방의 가평군 확대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
다. 가령 비수도권 성장촉진지역은 국고보조율을 100%를 적용하고, 경기도 성장촉
진지역은 국고보조율 80%로 차등 적용하는 아이디어이다.

2) 중앙정부 특구 지정 배제의 개선 : 규제자유구역44)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이 경기도도 높으나, 경기도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정서
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 비즈니스화에 있어서

43) 중앙정부 지정 특구의 경기도 배제의 문제점, 적용 배제 시정의 논리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2021).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p.155-157 참조.
44) 중앙정부 지정 특구의 경기도 배제의 문제점, 적용 배제 시정의 논리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2021).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p.155-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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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장애물이 있다는 점은 지방과 동일하다. 입지적으로 유리한 수원, 성남
등에 지정 배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면, 지방과 지역발전 수준 및 기업입지가 부족한
가평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방의 현실과 정서를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실증화 사업을 경기도 내
기업들이 함께 상용화하여 서로 연계･운용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지구’를 법령에
도입하고, 이를 가평군과 같은 수도권 내 저발전 낙후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마쳤으나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적절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과 경기도 내 상용화 및
시장 출시를 가평군의 ‘연계협력지구’에서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칭) ‘경기지역발전지원특구’ 제도 도입과 가평군 지정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 차원의 지역발전지원 특구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먼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가칭) ｢ 경기도 지역발전지원특구 지정 및 운영
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 특구는 기업 유치, 지역고용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 지역고용 보조금 지급, 관련 기초 인프라 건설 지원, 행･재정 상 절차
간소화 등을 담는 것이다. 대상지역 선정은 경기도 내 저발전 낙후지역 중 인구소멸
위험지수, 지역 낙후도 등의 지표를 적용한다. 지표가 많은 것은 오히려 정책 및
특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할수록 좋다. 지원 예산은 현행 지역
개발기금의 활용, 경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그리고 경기도 일반예산 확보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45)

45) 이 방안은 가평군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권한 영역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규제자유특구 등 어느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가평군의 상황을 제한적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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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최근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인구소멸위험
은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수도권 및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감소 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가평, 연천, 양평 등 동북부 접도지역은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변화
하고 있다. 인구소멸위험지수46)로 살펴본 경기도 시･군별 발전 수준은 0.5 미만의
위험진입 단계지역이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0.2 미만의 고위험 단계 시･군은 없는 상황이다. 장래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 성장 산업과 일자리 창출 부진,
철도 및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가평군의 인구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최근 2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 동안은 약간의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임여성인구와 고령인
구의 비율 등 인구의 구조적 내용을 살펴보면, 장래 인구감소가 군 전체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가평군 내 2개 면(북면, 상면)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 읍도 소멸위험진입 지역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가평군은 단순히 인구 수 증가 정책보다는 일자리, 교육
개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인구구조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젊은 층 유입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청년층 전출이 크게 늘고 출생률이 감소하는 등
저연령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젊은 인구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 교육환경 등
지역매력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고령층과 미래
고령층인 중장년층이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6) 인구소멸위험지수 : 20-39세의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수치. 1.5이상인 경우 안정,
1.0-1.5 보통, 0.5-1.0 주의, 0.2-0.5 위험진입, 0.2 미만은 고위험 단계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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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안
1.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과 가평군의 대응전략
수도권 내 중소도시이자 농촌지역인 가평군은 인구감소 및 장래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하여 ‘지역성장’ 전략과 ‘지역적응’ 전략의 적절한 배합(policy mix)를 제안한다.
먼저, 가평군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대도시권 교외지역이기 때문
에 북한강과 산악경관, 청정 농산물 그리고 서울 동북부지역에서도 출퇴근 가능한
지리적 잇점을 잘 결합하여 일정 부분은 인구소멸위험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역성
장’ 전략이 필요하다. 즉,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젊은 층 인구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
와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둔 지역매력 강화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으로는 극적인 인구증가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적응’ 전략도 병행
해야 한다. 고령층과 미래 고령층인 중장년층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활 인프라(도시가스, 도서관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지원, 초중학교 통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광역연계-지역특화의 지역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인근 남양
주, 춘천 등의 도시들과 광역연계형 지역 일자리 체제를 구상하고(물론 이 부분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광역정부의 정책영역), 그 속에서 가평군 지역특화형 일자리
만들기 구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위성
오피스(Saterlite Office)도 좋은 전략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 발달에 따
라 원격지 근무가 가능해졌으며, 코로나-19의 재택근무도 시민들이 많이 경험하였
다. 이러한 사례로는 최근 일본에서 여러 성공모델들이 나오고 있다.
둘째,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현재 가평군이 추진
중인 결혼, 임신 출산, 양육 환경 개선책도 중요하나, 더 확대, 융합하여 지역사회
개발정책으로 만들기를 제안한다. 현재 추진 중인 2022년 인구정책사업을 보다
심화, 확대하여 지역사회 개발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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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휴 지역자원인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한 관계인구 유치 프로젝트를 제안
한다. 가평군 내에는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지역의 공통현상인 빈집들이 많이 있다.
또 관광문화의 변화로 풀빌라를 제외한 펜션들의 폐업도 많다. 이러한 유휴자원은
‘한 달 살아보기’, ‘위성오피스’ 등 새로운 거주방식을 적용할 좋은 자원이 된다.

2.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
삶의 질이 풍부한 곳,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관광문화발전전략은 핵심 컨
셉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그린 디지털 관광문화콘텐츠의 산실 가평’으로 설정하
고, 전략 목표로서 △ 가평 관광문화 및 휴양산업의 혁신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가평 관광문화 및 휴양산업의 지역내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증진를, 핵심 거점으로 자라섬,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음악역
1939와 가평읍, 그리고 연계 거점으로 쁘띠프랑스, 호명호수공원, 청평호반, 연인
산, 명지산, 유명산 등 생태휴양 자원으로 설정한다.
정책 수단으로는 가평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관광문화경험을 하는 친환경 스마
트 관광 프로그램 도입 (가평 관광문화프로그램과 IT기술의 결합, 자라섬-가평읍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디지털 및 친환경 전기차를 활용한 디지털 그린관광지구로
설정 등), 가평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이 결합하는 음악클러스터 형성이다.
주요 전략 사업으로 첫째, 가평 그린&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둘째, 가평 뮤직&콘
텐츠클러스터 구축, 셋째, 가평 커피&힐링 클러스터, 넷째, 가평 청년혁신&아이디
어 창업 프로그램, 다섯째, 가평-춘천 관광문화프로그램 네트워킹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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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평군의 지역발전 및 규제완화 특구 전략
저발전 낙후지역인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특구제도를 활용하는 접근방향은 중앙
정부 특구의 적용 배제 문제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자역발전
특구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의 두 방향이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가평군
도 성장촉진지역 지정에 포함시킨다. 다만,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상대적 취약성을
인정하여 경기도 성장촉진지역은 국고보조율을 비수도권 성장촉진지역보다 적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비수도권 지방의 가평군 확대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비수도권 성장촉진지역은 국고보조율을 100%를 적용하고, 경기도
성장촉진지역은 국고보조율 80%로 차등 적용하는 아이디어이다. 이를 위해 법개정
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가칭) ‘경기지역발전지원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도 내 저발전 낙후지역인 가평군 등에 지정, 지원한다. 이 특구는 기업 유치, 지역고
용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 지역고용 보조금
지급, 관련 기초 인프라 건설 지원, 행･재정 상 절차 간소화 등을 담는다. 지원
예산은 현행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경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그리고 경기도
일반예산 확보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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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sk of depopulation,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national
issue and the government has begun to respond in earnest, is no
excep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lthough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whole, the decrease in
population is also increa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Gyeonggi-do.
Gapyeong, Yeoncheon, Yangpyeong, etc. in the northeast of the
province are changing into areas at risk of population decline and
extinction. Gapyeong-gun, the subject of this stud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population decline overall, but structural details such as the
fertility rate,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outflow of young people
showed characteristics of an area at risk of depopulation.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apyeong-gun, which is
a suburb of the metropolitan area, a policy by improving young peoples'
job and educational environment linked to local resources is better
rather than attracting manufacturing factories and developing industrial
complexes. This is a policy to strengthen local attractivenes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job, living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 three development strategies for Gapyeong-gun,
a strategy for responding to the risk of depopulation, a strategy for
tourism culture development using local assets, and a strategy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deregulation.
First, as a project to respond to the risk of depopulation, job creation
policy of regional connection-local job creation project (Saterlite Office,
Data Center, etc.),

probirth environment - creation-older-friendly

community, and vacant house and pans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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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as a project for tourism culture development, using local
assets, Gapyeong Green & Smart Tourism City Building, Gapyeong Music
& Contents Cluster Building, Gapyeong Coffee & Healing Cluster,
Gapyeong

Youth

Innovation

&

Idea

Startup

Program,

Gapyeong-Chuncheon Tourism Culture Program.
Third, as a regional development and deregulation special zone
strategy, re-designation of the growth promotion zone and the free
regulation zones that currently exclude the capital area and introduction
of the 'Gyeonggi-do special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support'
(tentative name).

Keyword

Depopulation Risk, Population Extiction, Gyeonggi Province, Gapyeo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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