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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집합적 몰입도와 조직의
업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접근
-경기도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김 준 석 / 김 민 선

소방업무는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며, 소방공무원이 이러한 재난현장의 위험을 목전에 두고도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데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동료에 대한 믿음, 조직에 대한 신뢰 등의 심리적인 동기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논문은 소방대원들의 이러한 심리적 요인, 즉 직무만족도와 업무성과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개별 소
방서의 집합적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해당 관서의 성과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방행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직무만족도와 업무성과의 관계의 검증하기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의
측정은 금전적 유인의 대리변수가 아닌, 업무, 작업환경, 조직운영의 합리성에 대한 전반적 공감을 나타내는 직무
만족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소방업무는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업무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수성
을 가지며, 이는 통계적 변수측정에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개별 소방서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방서의 업무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전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해당
소방서의 업무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_ 조직구성원몰입도, 조직몰입도,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몰입도, 소방공무원의 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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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Commitment and Work Performance:
The Case of Fire Rescuers’at Local Fire
Departments in Gyeonggi-Do

Kim, Jun-Seok / Kim, Min-Sun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have emphasize the impacts of
reorganization, budgeting,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performance evaluation on fire officers
performance. They however underestimate that rescuers commitment at the fire department are
strongly connected with their performance. Considering the impact of employee commitment on work
performance of fire service, it is very important to discover that fire rescuers commitment will play
significant roles in improving their performance at local office.
This paper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re officers commitment at local office and
their performance, especially the case of fire rescuers at local fire departments in Gyeonggi-Do.
The findings show that higher the level of collective commitment at a fire department goes, the better
performance rescuers squad is likely to obtain. The level of field officers expertise and their
workload a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expected directions.

Key words _ employee commitment, organization commitment, fire officers, fire officers’commitment, fire

officers’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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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현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재해도 다변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와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소방·재난서비스는 다양한 재해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하고, 심장박동이 멈춰가는 사람을 구급하는 사람들, 즉 소방대원들이 적절히 판단
하고 대처하느냐일 것이다. 특히, 소방업무는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위험상황에서 소방공무
원들이 자신을 던지면서 직무를 완수하도록 동기화하는 것은 소방대원들의 직무에 대한 자부심, 동료
와 조직에 대한 믿음 등의 심리적 요인일 것이다.
소방서비스는 업무의 특성상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그리고 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행정 분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1980년대 이후의 공공부문 효율성의 강조는 행정개혁의 사각지대였던 소
방·재난업무에도‘서비스’
와‘성과’중심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소방의 조
직개편이나, 소방재정의 건전화, 민·관 파트너십의 도입, 소방서비스의 성과지표의 개발과 평가방법
에 대한 고민 등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소방·재난업무의 외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성과의 축적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의 내적동기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내적·심리적 요인에 주목하여, 한 소방서 내 직원들의 몰입의 정도,
즉‘개별 소방서 구성원들의 집합적 몰입도의 수준이 해당 소방서의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항을 가져
오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나 조직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중시되어왔다. 기업의 경우 직원의
직무만족도는 금전적인 보상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소방행정의 맥락에서 금전
적 보상과 관계가 있는 직무만족도가 성과와 연관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위험을 감수하는
업무의 성격상, 소방대원들은 금전적 유인이나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보다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념,
조직에 대한 자부심, 조직의 비전과 조직운영의 합리성 등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는 조직구성원 몰입도
(Employee Commitment)가 업무성과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방과 같은
공공영역에 있어서 직무만족과 성과와의 관계의 검증은 금전적 유인의 대리변수로서의 직무만족도 보
다 조직구성원의 몰입도(Employee Commitment)가 보다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내 30개 소방관서의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개별 소방관서의‘집합적 조직구성원 몰입도(Collective Employee

8 |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1호

Commitment)’
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소방서별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중‘구조대원 1인당 구조인
원의 수’
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또한, 소방예산의 규모, 소방공무원의 전문화정도,
소방공무원의 업무량 등과 같은 변수와 소방관서의 성과와의 관계도 함께 평가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기존의 소방행정 관련 논의들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제3장은 조직구성
원의 몰입도 변수와 소방서별 업무성과의 운영정의와 중심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제4장은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 및 방법론을 구성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한다. 제5장은 결론을 위한 장이다.

Ⅱ. 소방·재난 행정 관련 기존문헌과 조직몰입도
1. 소방·재난행정 관련 기존문헌
기존의 소방·방재 분야에 대한 국내 행정학 연구는 법·제도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다루거나, 대형
재난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소방을 행정
‘서비스’
의 관점에서 제고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의 연구가 본격화하였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의 등장은 관료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부처,
행정기관, 공기업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련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분을 평가하
는데 있어 기존의 공익과 형평 등의 가치와 더불어, 효율과 성과라는 시장의 가치도 중시되었고, 시장
제도의 유인(incentives)개념의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개혁의 정책적 제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러한 변화는 공공개혁 논의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였던 소방·방재업무를‘서비스’
의 관점에서 주목하
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최근의 소방행정관련 연구는 많은 부분 소방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
방인력의 충원, 소방재원의 확대, 소방조직의 분석, 민관파트너십, 그리고 지표와 만족도지수의 개발
을 통한 성과평가의 도입 등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김태영(2005), 고경훈 외(2005)는 소방서비스 제
공주체인 소방인력의 운용에 관심을 갖고 소방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용을 위한 적정기준을 제시하
였다. 김대영(1999)과 이종영(2002)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방재원 부족을 소방·방재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원의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국
가 주도의 위기관리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방행정서비스의 민간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
구도 진행되었다(전미라, 2004 ; 송철호, 2005). 이종열 외(2007), 최병대 외(2000), 이동기(2005a)
등의 학자들은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방재행정체계의 제도화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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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과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업무지표, 수요자만족도 등의 효과적 측정수단을 개발·제시하였다.
이처럼 소방인력의 충원, 소방재원의 확대, 소방조직의 분석, 민관파트너십, 그리고 지표와 만족도
지수의 개발을 통한 성과평가의 도입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소방공무원
과 소방공무원 집단에 대한 동기부여, 직무·조직에 대한 몰입 등의 내적변인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재난업무는 직무의 특성상 외적환경요인의 변화보다는 재
난상황에서 적절히 판단하고 처리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1) 이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소방재
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잡·다양한 재난 앞에서 체계적
으로 준비해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현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상황과 맞서는 소
방대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소방공무원의 내적 동기화
와 소방서비스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요한 연구저작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조직구성원의 내적·심리적 요인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조직의 성과를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적·심리적 요인에 대해 경영·경제학 문헌은 직무만족도를
강조하여왔다. 개인은 직무에 만족할 때 자신의 내외적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는
곧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이다(신유근, 1982)2). 직무만
족도는 종업원이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지향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이 직무 수행이나 직무평가
를 통해 얻게 되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전호성, 2005). 직무만족도는 보상에 있어서의 만족(임금의
수준), 쾌적한 작업환경(근무시간, 복리후생제도), 직무의 안정성, 자기계발 가능성 등의 요소에 영향
을 받는다(나인강, 2005 ; 조윤기·현성민, 2002 ; 김성국·박성연, 1995 ; 이지만, 2001). 다시 말하
면, 기업의 경우 한 개인이 받는 금전적 유인(monetary incentives)의 크기는 그 구성원의 직무만족
도의 높고 낮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경찰, 소방·방재업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책임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터너(Turnner, 1978)는 재난에 대한 기계적인 대처가 어려운 원인으로 재난의 세 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재난은 가시적으로 발현
하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온 위험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 표출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의 제거가 어렵고(누적성), 재난
의 특성은 일정치 않기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며(불확실성), 재난의 발생은 물론 발생이후에도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보다 큰 재
난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다(복잡성).
2) 직무만족도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무만족도가 업무성과를 가져온다는 논의 뿐 아니라 보상을 매개로 한 업무성과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들은 직무만족도가 업무성과에 가져오는 영향력에 자체에 대해 부인하
기보다는 직무만족도 외에도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수들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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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공적 조직은 금전적 유인에 따라 직무 성과가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소방, 치안, 교육 등의 공적영역의 경우 지원자들은 직무분야의 선택하고 지원할 때부터 이
미 해당 직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명감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며, 직무수행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그
공적 성격상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전적 유인과 밀접한 관
계를 갖고 있는 직무만족도 보다는 이들 조직의 구성원들의 가외적 노력의지(extra-role behavior)
를 동기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적·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많은 행정학자들은 공공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의 내적·심리적 요인을 규명하
고자 노력하였고, 선행변수로서 조직몰입도(organization commitment)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이
석환, 2003; 박국흠, 2008; 이석환 외, 2008). 조직몰입도는 개인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과 심
리적 귀속감, 일체감, 충성심 등으로 나타나며, 조직의 목표 및 가치,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 조직의 성
과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이석환 외, 2008).
박국흠(2008)은‘조직몰입도’
를 감정적인 유대관계의 측면에서 정의하느냐 아니면 감정중립적인
상황에서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태도적과 행태적,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태도적 접근방법에서 바라본 조직몰입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조직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심리적 귀속감으로, 조직몰입이 강해지는 것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가외 행태적 의지를 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태적 접근방법의 경우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조직의 그것에 맞추어 조정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 중립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조직몰입도 변수와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직몰입도 변수를 추상적 개념에서 실증적
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로 전환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영정의(조작정의)의 설정
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조직몰입의 정도를 조직내부의 정서적 환경에서 찾는
것이었다. Steers(1977)는 조직이 조직구성원을 보다 존중하고 조직구성원에 대한 약속을 준수할수록
조직몰입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행변수로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조
직의 분위기 등과 같은 조직 내 환경영향을 중시하였다.3)
이석환 외(Lee and Olshfski, 2002), 이석환 외(2008)는 기존의 조직몰입도 연구들의 맹점으로 조
직몰입도의 운영정의의 설정에 있어 조직 내부의 요소에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the job)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석환 외(Lee a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조직몰입도의 선행변수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먼저 주목을 받았다.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외에도 직무
관련 수학여부 등에 따라 개인의 직무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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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hfski, 2002)는 기존의 조직몰입도(organization commitment) 개념을 포괄하는‘조직구성원의
몰입도(employee commitment)’
를 제시하고, 조직구성원의 몰입도와 조직의 성과의 관계를 구체적
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관에 대한 몰입도, 동료그룹에 대한 몰입도, 조직에 대한 몰입도 등 조직 내
부의 요소에 직무에 대한 몰입도 요소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의 9.11 테러현
장에서의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의 조직몰입의 개념은 물론, 그들
이 갖고 있었던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검증하였다. 직무에 대한 몰입은
소방공무원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함을 통해서 내적으로부터 생성되기도 하고
(internally generated commitment to the job), 가족·지인·사회가 해당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를 지지한다고 생각할 경우 형성되기도(externally generated commitment
to the job) 한다(Lee and Olshfski, 2002). 이와 같은 직무에 대한 몰입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가외적 노력의지(extra-role behavior)의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림 1>은 이석환 외(Lee and Olshfski, 2002)의 소방공무원의 몰입도와 조직의 업무성과와의 관
계를 라이트(Wright, 2001)의 공공영역 직무동기화 모델에 적용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라이트(2001)
의 기존 모델은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을 구성요소로 하여 직무동기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설정한 것이지만, 소방·방재업무라는 업무의 특성과 맥락에 맞추어 이석환 외(Lee and
Olshfski, 2002)의 소방공무원 몰입도 이론을 결합하였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직에 대한 일정한 기대
와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공무원에 지원하였을 수도 있고, 단순히 직업으로서 소방직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쪽이든 소방공무원으로서 내적동기수준은 상승하게 된다. 전자는 자신의 목표가
조직의 지향하는 바와 함께하는 가운데 조직에 대한 심리적인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조직에
대한 몰입과 직무에 대한 몰입으로 연결된다. 조직몰입이 강해지면 소방공무원이 가외행태적의지를
발현하게 되고, 이러한 개개인 소방공무원 조직몰입도의 합, 개별 소방관서의 집합적 몰입도의 수준은
소방서의 집합적 직무숙련도, 개별 소방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수준, 개별 소방서의 종합 업무량 등
의 변수와 맞물려 해당 소방관서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소방공무원이 단순히 직업으로서 소방직을 선택한 경우라도 소방직무의 독특한 특성과 맥락 하에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동일화 과정 → 조직·직무에의 몰입 → 가외적 노력행태의 코스를 밟게 된다.
그 이유는 소방공무원은 관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조직목표의 상충을 경
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조직을 떠나지 않는 한 자신의 목표를 조직에 맞추어 조정하고 적응하는 과
정을 겪으며 조직과 직무에 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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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석환 외(Lee and Olshfski, 2002)의 소방공무원의 몰입도와 조직의 업무성과와의 관계

Ⅲ. 소방관서의 집합적 몰입도와 소방업무의 성과
: 운영정의와 중심 가설의 설정
1. 개별 소방서의 집합적 몰입도 변수 측정: 운영정의
본 논문은 소방공무원 몰입도의 개별 소방서별 합, 즉 개별 소방관서의 집합적 몰입도가 해당소방관
서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연구에서 조직구성원
의 몰입도 개념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직무몰입도의 운영정의
를 설정한다. 먼저 이석환 외(Lee and Olshfski, 2002)의 조직구성원 몰입도 조작정의를 수용하여,
상관에 대한 몰입도(Commitment to the boss), 동료그룹에 대한 몰입도(Commitment to the
work group), 조직에 대한 몰입도(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직무에 대한 몰입도
(Commitment to the job) 를 소방공무원의 몰입도의 구성요소로 전제하고, 변수의 측정을 위해 사
용될 설문문항이 위 4개 항목의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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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관할 전체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경기도에서 화재예방, 구조·구급 서비스, 화재진
압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요원은 물론, 행정업무요원까지 포함하는 소방공무원 3,076명 전원을 대상으
로 하였다. 개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몰입도와 관련한 18개 문항을 선정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각각의 문항은 매우 찬성, 약간 찬성, 그저 그렇다, 약간 반대, 매우 반대로 답하게 구성되었다.
<그림 2>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설문 18개 문항을 기존문헌의 분석을 통해 설정한 조직구성원의
몰입도의 구성요소 기준 틀에 맞춰 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개인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경기
도 30개 소방관서의 집합적 몰입도를 구성하였다. 한편, 개별 소방공무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몰입도는 개별 소방관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개인의 몰입도보다 조직단위의 몰입도와 성과의 연관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흥미로운 작업
이 될 것이다. 또한 화재·재난에의 대응, 구조·구급 등의 소방관서의 현장업무의 대부분은 조별, 소
방부대, 소방서 단위의 협력이 요구된다. 소방관서의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방관
서가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하며, 때문에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활용될 개별 소방관서의 조직구성원 몰
입도 변수 값 또한 소방서의 단위로 조정해주는 작업이 요구된다.
소방서 단위의 조직구성원 몰입도 측정은 다음과 같다. 설문결과를 개별 소방관서별로 구분하고 소
방대원들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치를 측정하였다. 각 설문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근거로 리커트 척도법
(Likert Scaling)을 활용하여 변수화 하였다. 리커트 척도법은 태도와 행동과의 대응 관계를 전제로
하여 반응 행동 패턴을 척도화 시킴으로써 그 행동을 발생하게 하는 태도 변수를 추정한 조사이다(한
승준, 2006). 이렇게 계산된 각각의 측정치를 회귀분석의 해석의 편의를 위해 0~100%의 범주를 갖는
확률로 변환하였다. 조직구성원의 몰입도 설문 18개 문항에 대하여 모두‘매우 반대’
로 답한 경우는
만족도는 0%로, 모두‘매우 찬성’
의 답을 한 경우는 만족도 100%의 값을 갖게 된다. 경기도내 30개
소방서들 조직구성원의 몰입도 평균값은 69.3 %(표준편차 3.2)였다. 경기도내 소방서 중에서 조직구
성원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곳은 송탄소방서로 73.6%의 몰입도를 보여준 반면에 평택은 62.8%로 몰
입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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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직구성원 몰입도(Employee Commitment)의 구성요소와 설문문항의 분류

내가 수행하는 직무는 내 경험과 경력을 고려하여 배정받는다.
상관에 대한 몰입도

나의 의견은 내가 원하는 부서나 계층으로 원활히 전달된다.

(Commitment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나의 권한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

to the boss)

내가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반드시 주어지고 있다.
내가 수행한 업무결과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다.

동료그룹에 대한
몰입도
(Commitment to the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의 동료는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work group)

조직
구성원 몰입도

나는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희생할 용의가 있다.

(Employee
Commitment)

조직에 대한
몰입도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내가 근무하는 부서에서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고 참여 지향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조직에서의 승진제도는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
조직에서의 상벌제도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근무하는 조직의 방침과 비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 조직은 계속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량은 적절하다.
직무에 대한 몰입도
(Commitment to the
job)

소방공무원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의미있고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내가 수행하는 업무결과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내가 사용하는 시설과 장비는 내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
나는 우리 부서에서 내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

2. 개별 소방관서의 업무성과 변수의 측정과 중심가설의 설정
개별 소방관서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소방서별 구조대원 1인당 구조인원의 수를 설
정하였다. 구조대원 1인당 구조인원의 수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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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1인당 구조인원의 수
= 한 소방서의 구조대원에 의한 구조자의 수/ 개별 소방서의 구조대원의 수

한 소방서의 구조대원에 의한 구조인원의 수는 12월말 기준 1년간 각 소방서 관내에서 구조된 사람
의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구조대원의 수는 소방서 관내 구조대원의 수이다. 소방서별 정원의 차이와
관할지역의 잠재적 구조대상인구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고 개별 소방서간의 비교를 위하여 구
조대원 1인당 구조자의 수를 설정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경기도내 30개 소방서의 구조대원 1인
당 구조인원 평균값은 39.8명(표준편차 16.3)이다.4) 핵심변수인 개별 소방서의 집합적 직무만족도와
구조대원 1인당 구조인원의 수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중심 가설]
소방대원들의 몰입도가 높은 소방관서에서는 구조대원 1인당 구조인원의 수가 높을 것이다. 반면,
한 소방관서의 몰입도가 낮다면 1인당 구조인원의 수도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회귀모형의 설정과 결과의 분석
1. 통제변수와 회귀모형의 설정

Yi=α+β1X1+β2X2+β3X3+β4X4+εi

[수식 1]

Yi : 소방서 구조대원 1명 당 민간인 구조자의 수
X1 : 경기도 내 소방서의 집합적 몰입도(%)
X2 : 소방서 내 구조자격자의 수
X3 : 소방서 예산규모
X4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의 수
α: 상수, β
i : 회귀계수, ε
i : 오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구조대원 1인당 구조인원이 가장 많은 소방서는 성남소방서의 72명, 가장 적은 곳은 여주의 1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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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은 소방서의 업무 효율성의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회귀모형으로, 경기도 30개 소방서의 집
합적 몰입도 변수는 물론, 개별 소방서 내 구조자격자의 수, 소방서 예산규모,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의 수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다. 소방서의 집합적 몰입도 변수의 측정과 가설은 전 장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변수 개별소방서의 구조자격자의 수는 구조요원의 숙련의 정도가 해당소방서의 업
무성과에 가져오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포함되었다. 소방서의 구조요원의 숙련정도의 차이는 개
별 소방서의 구조관련 주요 자격증 소지자 수로 측정되었으며, 개별 소방서 일반 구조대원들 가운데
구조관련 전문적 자격을 가진 대원이 많을수록 구조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
다.5) 따라서 우리는 개별 소방서의 구조자격자의 수 변수를 위한 가설로서‘한 소방서의 구조대에 전
문적 자격을 가진 대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해당 소방서의 개별 구조대원 1명이 구조할 수 있는 재난
피해자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각 소방관서의 구조업무의 효율성은 소방관서에 배정되는 예산의 규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
방예산의 규모가 큰 관서에서는 화재 또는, 구조와 구급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물
론 각종 구조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 규모가 작은 소방관서에 비하여 용이할 것이다.6) 2006년 기준
경기도 30개 소방서의 평균 예산은 10억 5276만원(표준편차 2.4)이며, 구리소방서(7억 900만원)가
가장 예산이 적은 곳으로, 남양주소방서가 17억 4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7) 우리는 소방관서의 예산과 소방서의 구조업무 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소방예산의 지원의 증가는 개별 소방관서가 관내에서 구조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의 수 변수는 해당 소방관서의 업무량에 대한 지표로서 포함되었다.
해당 소방서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를 그 지역 내에서 보임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구
급대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경기도의 경우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소방관 1명이 평균 31,900명
의 주민을 담당한다.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소방관서의 업무량은 증
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종속변수인 구조대원 1인당 구조자 수와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가설의 방향을 정(正)의 관계로 설정하
는 것도 가능하다. 구조대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민간인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소방대원이 재
난의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더 많이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의 방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 변수는 개별 소방서의 일반구조대에 편성된 구조대원들 중 스쿠버다이버 마스터 등을 비롯한 구조관련 전문자
격증을 소지한 대원의 수로 측정되었다.
6) 소방에 활용되는 구조장비는 일반구조용, 호흡 및 신체보호용, 중량물 작업용, 절단용, 파괴용, 유해화학 구조용, 수난구조용, 산악구조
용, 특수구조용, 구급용, 측정용, 탐색용 등으로 구분된다.
7) 경기도 30개 소방관서의 개별 예산은 2006년의 경우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며, 예산 변수는『소방행정통계자료(2007)』
의 2007년 소방
관서별 경상예산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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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 대신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의 수 변수와 구조대원 1인당 구조자 수 변수의 관계
를 정(正)의 관점과, 부(否)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쟁가설(competing hypothesis)로 설정하고, 그 유
의성과 방향을 검증해 볼 것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구조·구급대원 1인당 구조자 수는 구조·구급
대원 1인당 담당주민의 수와 정(+)/부(+)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표 1> 소방조직구성원의 몰입도와 업무효율성의 회귀분석
변수

기대방향

모델 1
(직무만족도 포함)

+

1.745*(0.880)

+

3.264*(1.888)

모델 2
(직무만족도 제외)

업무효율성 변수
소방 조직구성원의 몰입도
통제 변수
소방서 내 구조자격자의 수
8)

소방예산의 규모

구조구급대원 1인당담당주민 수
상수
사례 수(N)
2

결정계수(R )
2

조정결정계수(adjusted R )
F-검정

2.044(1.887)

+

-0.909(1.109)

-0.719(1.168)

+/-

0.026**(0.011)

0.033***(0.011)

-107.440(65.991)

19.573(16.765)

29

29

0.421

0.326

0.324

0.245

4.362***

4.032**

<표 1>은 각 소방서별 조직 구성원의 몰입도의 차이가 구조업무의 성과에 주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
다. 개별 소방서의 몰입도 변수의 포함여부에 따른 모델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모델 1)과(모델
2

2) 두 개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모델 2)의 조정결정계수(adjusted R )는 0.245이나, 소방서의 조
직구성원 몰입도 변수를 포함한(모델 1)의 조정결정계수 값은 0.324로 약 0.1 만큼 상승하였다. 소방
서의 조직구성원 몰입도 변수가 종속변수의 변이의 10%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모델 1)이 보다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모델의 설명력을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측정치인 F값의 경우 또한(모델
1)가(모델 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구성원의 몰입도 변수를 비롯하여, 소방서 내 구조자격자의 수, 구조
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 변수가 신뢰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9) 조
직구성원의 몰입도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1.7로, 이는 조직구성원의 몰입도 변수가 1만큼 증가하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각 소방서별 예산의 단위는 10억을 기준으로 소수점 3 자리까지 표시하였다.
9) 위 변수 중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 변수는 (모델 2)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계수의 방향 또한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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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구조·구급대원 1명의 구조자 수 변수 값의 1.7상승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해당 직무에 대해 1% 더 몰입할 때마다, 해당 소방서가
구조대원 1인당 약 1.7 명 정도의 인명을 더 구조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소방서의 집합적 몰입도
의 정도가 해당 소방관서의 구조·구급업무에서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내 구조자격자의 수 변수의 계수는 약 3.3으로, 소방서 내 구조자격자가 1명 증가하면, 구조
담당 실무대원 1명 당 3.3명의 민간인을 더 구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격을 갖춘 소방대원의
증가가 재난피해자의 구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 변수의 계수는 약 0.03으로 추정되며, 95%의 신뢰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계수 추정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소방관 1명이 담당해야하는 민간인 1만 명 증
가할 때 마다, 해당 소방서의 구조대원이 각각 3명 정도의 민간인을 더 구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해당소방관서의 구조·구급관련 공무원의 업무량을 반영하며, 변수
값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당 소방관서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변수는 재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한 구조대원이 담당
해야 하는 민간인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소방대원이 재난의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더 많이 접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변수의 계수가 정
(正)의 방향을 띄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반면에 각 소방서별 소방예산의 규모 변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방서의 구조·구급의 효율성은 단순히 소방서별 예산
의 과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최근 소방·재난업무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조직의 개편, 재정의 건전화, 민관파트너십의 도입, 소
방서비스의 성과지표의 개발과 평가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소방재난
업무의 외적요인들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집단에 대한 내적·심리적 요인을
통한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내적·심리적 요인인 개별 소방서의
집합적 몰입도의 차이가 해당 관서의 성과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기존 연구의 빈자
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소방서의 집합적 몰입도는 해당 관서의 구조업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방공무원의 몰입도가 높을수록 소방서의 업무성과의 향상을 가져오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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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전문화 정도는 개개인의 구조 활동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소방관서의 개인당 업무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조대원 1인당
담당 구조대상의 수 변수는 소방관서의 업무성과와 정(正)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변수
는 주요 변수에 대한 외부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포함된 것으로, 분석결과 해석이 다소 중의적이나
‘소방공무원 1인당 잠재적 구조대상 민간인이 많으면 보다 많은 구조의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고, 이
는 곧 개인당 구조인원의 증가로 연결되는’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상과 같이 소방서별 예산 규
모의 영향력은 구조업무의 성과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예산에 따른 최신장비의 구비 및
확충여부는 개인 혹은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 작업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업무 성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온 변수는 직무만족도이다. 그러나 공공조직 중에서도
특히 소방조직의 업무성과는 그 업무의 특성과 정책적 맥락으로 인해 직무만족도보다는 조직·직무에
대한 몰입도 라는 다른 내적·심리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직구성원의 몰입도의 상
승은 직무동기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가외적 노력행태를 결과하는 선행변수로서 기능하며, 외적·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공공영역에 있어 심도 깊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조직구성원의 몰입도 변수는
비단 소방·방재분야를 넘어서 다른 이의 안전이나 복지를 책임져야하는 힘든 업무인 치안, 공교육의
영역, 그리고 의사나 항공 승무원 같은 사적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직
구성원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서로 긍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이 검증되었으나(이석환·조주연, 2008 : 34), 두 변수 간의 선행-결과변수의
여부, 업무성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
의 소방·방재분야에서 소방공무원의 몰입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
하고, 이는 곧 업무성과의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국내의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
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30개 소방관서의 소방공
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기에, 분석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 신중한 자세가 필요
하다. 전국단위에서 소방관서의 몰입도를 측정하여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절한 자료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외에는 구할 수 없었다. 또한 변수 설정에 있어서 개별 소방서별
장비현황이나 소방서 업무별 직무자의 현황 등과 같이 소방관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변
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도(degree of freedom; df)를 고려하여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들 변
수들의 포함여부는 본 연구의 주요 가설과 관계는 없으나, 연구의 폭을 넓히고 경쟁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구조’
라는 소방업무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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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면만을 반영하는 종속변수만 활용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소방업무는 구조 뿐 아니라
화재진압과 구급업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조직구성원의 몰입도와 업무성
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화재와 구급분야의 경우 적절한 성
과측정지표의 구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이 여의치가 않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는 곧 본 연구의 한
계이다. 소방행정 분야는 물론 행정·정책영역의 다양한 범주에서 활발한 관련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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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조달에 관한 연구

이 상 범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가용재원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 주체별 투자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도
입과 투자주체, 광역경제권 투자주체별 재정관계 및 재원조달 방식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투자가
용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부담금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는 필수적 세출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으로 명목상 투자사업비, 실질적 투자사업비,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 실질적 투자가용재원의 4가지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가용재원으로 자기자본(출자금) 및 타인자본(대출금), 조달주체 및 조달재원형
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광역경제권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중앙정부
는 국가균형특별회계의 확대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의 일부를 사업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
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국세의 지방이양과 부담금을 통한 자체투자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민간부문의 투
자는 기존의 민자유치 방식을 비롯하여 뉴거버넌스 방식의 복합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정관계 구축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_ 광역경제권, 투자가용재원, 국가균형특별회계, 국세의 지방이양, 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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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for
Regional Economic Zon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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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cure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to a regional economic
zone development project around the center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private sectors. In case
of center governments there is general accounting, special accounting, fund, burden charge with an
investment of a source of revenue for the regional economic zone development project. The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local government classified into 1) investment expenses on a name 2)
practical investment expenses 3) practical self-investment expenses 4) practical Investing finances
except essential expenditure. Private sector was divided into own capital (investment) and stranger
capital (a loan) with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enter
government shall enlarged of national balance special accounting and integrated a part of special
accounting. The local government shall ensure self-investing finances through local transfer of a
national tax and burden charge. Investment of private sector shall establish financial relation through
composite governance of new governance method including the existing private invest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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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의 대두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전환시키면서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의 기
조를 새롭게 전환시키고 있다. 국가보다는 지역이 새로운 경쟁의 단위로 부상함에 따라 이미 전 세계
적으로 세계경제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의 주체가 국가단위에서 지역으로 변
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대도시와 이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은 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쟁주체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있다(Scott et al., 1999).
이처럼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각 지역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
처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가중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서도 6대 광역경제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즉, 중국의 주강경제권(홍콩 등), 장강경제권(상해·소주 등), 발해만경제권
(북경·천진 등)의 3곳이 있으며, 일본에는 관동경제권(동경 등)과 관서경제권 등 2곳이 있고, 우리나
라는 수도권 경제권(서울 등) 1곳이 있다(부울경, 2007).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하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광역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 권역을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을 키우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거시적 전략으로서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이의 재원 조달을 위해 중앙 정부는 광역경
제권의 추진 재원으로 균특회계를 확대하여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이용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안은 단순히 타 회계 사
업 이관에 따른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확충이며,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을 위한 총재원의 적정규모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약 10조원 이상의 규모라고 할 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106), 현재의 균특
회계 재원규모로는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이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사업주체별 투자가용 재원의 합리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즉, 각 광역경제권 투자사업 주체별 투자 가용재원의 명확한 판단으로 재원조달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유인할 수 있을 때, 지역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경제권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투자주체별 투자 가용재원을 살펴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각 투자사업주체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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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광역경제권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이론적 논의
1. 광역경제권과 투자사업 주체
광역경제권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몇 개의 행정구역 또는 광역권을 묶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자립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
역으로 정의되고 있다(부울경, 2007: 127)1). 즉, 광역경제권은 권역의 공간적 범위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로써 통근권이나 생활권 같은 기초적 경제활동보다는 산업의 다양성과 인재의 양성,
수출과 외자유치 등과 같은 경제활동의 광역적 상호보완성이 강조되는 경제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
동우, 2006).
<표 1> 역경제권별 경제지표 (2005년 현재)
구 분

전 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면 적
(㎢)

인 구
(인)

지역내총생산
(억원)

제조업고용
(인)

내국세징수액
(억원)

지방세징수액
(억원)

99,646

47,278,951

8,178,118

2,865,549

782,119

359,7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730

22,766,850

3,869,896

1,346,360

562,000

207,201

(11.8)

(48.2)

(47.3)

(47.0)

(71.9)

(57.6)

16,572

4,792,804

916,145

316,131

55,675

31,672

(16.6)

(10.1)

(11.2)

(11.0)

(7.1)

(8.8)

20,629

5,021,548

835,042

202,357

34,848

25,301

(20.7)

(10.6)

(10.2)

(7.1)

(4.5)

(7.0)

19,910

5,072,188

844,774

347,105

45,898

31,064

(20.0)

(10.7)

(10.3)

(12.1)

(5.9)

(8.6)

12,342

7,629,115

1,411,808

616,119

66,968

51,630

(12.4)

(16.1)

(17.3)

(21.5)

(8.6)

(14.4)

16,613

1,464,559

223,813

32,882

13,280

8,893

(16.7)

(3.1)

(2.7)

(1.1)

(1.7)

(2.5)

1,848

531,887

76,638

4,595

3,446

4,011

(1.9)

(1.1)

(0.9)

(0.2)

(0.4)

(1.1)

자료 : 김은경(2008: 8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광역경제권의 이론적 배경은 지역국가론, 세계도시지역론, 수퍼지역론, 네트워크경제론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오마에 겐이치는
‘국가의 종말(1996)’
에서 지역국가론을 제시하였는데, 지역국가를 규정하는 척도는 정치적 국경성이 아니라 그것들이 현재의 세계와 경
제에서 자연적인 사업단위가 되기에 적절한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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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수행되던 균형발전계획이
나 개별사업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통합하여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이 특별광역권을 자립적 경제공
간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간 공동번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이원섭, 2008: 2).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경제권의 설정은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인구 규모, 인프
라, 산업집적도 등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달성하여 소비시장 관점에서 국
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 정책 목표이며, 산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무형의 유망상
품 개발을 위한 선도산업 프로젝트 단위로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광역경제권의 투자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광역경
제권의 주요 지역 정책사업은 중앙정부의 글로벌 비전제시 및 재원 투자, 각 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
그리고 민간주도의 선도산업을 경쟁력의 원천을 삼아 추진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핵심내용
핵심목표
글로벌 경쟁력

주요내용
인프라와 기반조정에서 탈피하여 상품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

연계 협력

광역간,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해 산업클러스터의 임계규모 확보

민간 주도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 및 기업 주도의 사업추진

가치 창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비용절감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

자료 : 지식경제부(2008).

2. 광역경제권 투자주체별 재정관계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투자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광역경제
권 개발사업은 각 주체별 재정관계에 의하여 상호간의 역할과 재정기능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우
선 재정적 정부관계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
응하여 이를 수용하고 집행하기를 원한다. 국고보조금에 부여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조정래, 2007). 이러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광역경
제권의 추진주체가 보유하게 될 재원확보 수단의 재정적 정부관계 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즉, 광역경제권의 조직이 별도의 정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경우 조세의 부과 및 징수권은 물론
재정적으로 상호독립된 고유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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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광역경제권이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설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며 단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이전재원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광
역경제권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에 불과하여 재정관계는 지배 및 종속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곽
채기, 2005: 16).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투자주체가 보유하게 될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광역경제권의 위상, 지방자치
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광역경제권의 기능 및 범위 등이 차별화 될 수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15). 즉, 정부간 재정관계 전략에 따라 광역경제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을
인식할 경우 각각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간 재정관계 관리 전략
은 투자주체별 차별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과의 재정관계는 기존의 민-관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또는 민자
유치로 불려지며 광범위하게 개념화되어 적용되고 있다.2) 최근 대두된 뉴거버넌스 방식의 민간투자는
정부의 조정적 기능의 의존보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자발적 협력구조와 협력결정을 중요시 하는 가운
데 한정적으로 법률에 기속된 민-관협력에서 자발성 또는 사업성에 기반한 민-관협력으로 변화하면
서 국가이외에 지방정부 등 다수준·다계층의 정부가 형성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복합적 구
조의 거버넌스로 재정관계를 구축하고 있다(Greenway, Salter & Hart, 2004).

3. 재원조달 방식
광역경제권 투자주체별 재정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하면
자본화를 통한 자체조달 방식, 수입접근 방식 그리고 지출접근 방식의 3가지 접근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1) 자체조달 방식
자체조달 방식은 광역경제권이 지출수요에 충당할 재정수입을 얻고자 필요한 자본을 자체조달하여
자본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에 필요한 자본은 상환이 필요없는 보조금, 일정기간내에 상
환이 요구되는 차입자금 그리고 토지(land)같은 초기자본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영적 관점에서의 자체조달 방식은 납세자에게 그 부담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의 투자를 통한 자체적인 재원조달 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체조달에 의한 자본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민-관협력 또는 민자유치는 때로 민간투자(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와 동일시 되기도 하며, BTO(Build-TransferOperation) 또는 BOT(Build-Operation-Transfer)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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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일정한 수익률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최소한 사업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얻
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체조달 방식은 수익성이 강조되므로 공공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수입접근 방식
수입접근 방식은 수입원의 할당에 기초하여 일정수준의 세입원을 광역경제권에 부여하는 방식을 말
한다.3) 환언하면, 수입접근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수준과 지출형태에 근거한 재원조달방식이 아
니고 수입의 배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세원배분, 국가조세의 일정비율 할당, 세입할당(정부보조금)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수입접근 방식은 광역경제권의 자율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원의 사용용도
(또는 지출형태)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경제권에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재원배분에 있어서 광역경제권 지출수요의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지 않으면 충분한
재원조달에 실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세입원과 지출 책임간의 연계에 대한 선택은 중앙재원에의
의존 범위와 기능적 책임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3) 지출접근 방식
지출접근 방식은 지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도록 중앙재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광역경제권에 할당되는 중앙재원은 주로 이전재원으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특정 기능 및 개발사업에 대해 일정수준의 지출비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러한 지출
접근 방식은 국가적 목표수준에서 광역경제권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재원을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출접근의 제약성은 지출수요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 평가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원이전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일정수준의 세입원이란 세원배분을 통해 특정 조세를 광역경제권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국가세입이 일정비율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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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광역경제권 투자주체별 투자가용재원
1. 중앙정부의 투자재원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과 사업의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수단은 일
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부담금이 있으며 이외 신규재원의 발굴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지방행
정연구원, 2008).
일반회계로부터 조성된 투자재원은 대부분 관련부처 소관 국고보조사업재원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크고 사업범위가 광범위 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의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와 지방으로의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 투자되며,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의 지역개발 관련 재
원으로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비와 함께 투자된다.
중앙정부의 투자재원의 총규모와 재원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중앙정부예산 220조
원(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 기준) 중 80%가 일반회계이므로 일반회계의 경우 광역경제권 개
발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비중을 증가시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일반회계의 일정부분은 관련 특별회계나 기금의 전출금으로 충당되어 우회적으로 투자재원이
조달된다. 우선 특별회계는 2008년 기준으로 1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표 3> 참조), 특히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관련 여러 부처, 회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통합한 것으로 실제로 지방재
원의 회계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균특회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균특회계의 확대는 광역경
제권 지역개발전략, 즉,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포함)의 개발방향 및 내용에 맞는 다른
회계의 사업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
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과 재원의 일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기초생활권의 농림어촌의 산업,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경제권의 도로, 항만, 도시철도, 철도, 환경개선특
별회계는 대기, 상하수도, 지역환경 문제 등의 사업수행의 재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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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앙정부의 예산 (2008년, 일발+특별회계 총액기준)
회

계

별

일반회계

174,98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7,814
13,238

등기특별회계

236

교도작업특별회계

44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3,610

환경개선특별회계*

3,115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7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

규모(10억원)

7,63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62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326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2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1

양곡관리특별회계

1,32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892
227

우편사업특별회계

3,185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09

총

계

219,911

주 : *는 광역경제권 관련 투자재원으로 가능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다음으로 중앙기금은 2008년 현재 60종으로 2008년도 운영계획은 370조원에 이른다. 기금은 특
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므로 분야별로 사용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금의 전부 혹은 일부가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된 선도산
업 육성, SOC 투자,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개발에 직접 지출되거나 간접적으로 활용되어 운용되는
부분이 많으며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출되거나 직접 지출된다. 이 때문에 중앙기금은 현재 정부 재원에
포함되어 예산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앞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서 활용이 필요하다.5) 즉, 향후 광역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현재 각종 기금들이 광역경제권 관련 지역개발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재원으
로 대부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일부는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에, 과학기술진
흥기금은 과학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에, 4대강수계관리기금은 수계관리 및 주변지역개발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중소기업
운영의 재원으로의 융자에, 각종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에 각각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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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 개발과 관련된 기금은 광역경제권 추진사업으로의 비중 확대 및 여유자금의 활용(예를 들면, 지
방채 매입), 민간기업의 광역경제권 사업진출과 관련한 신용보증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금의 설치도 필요하다. 예
를 들면, 새로운 기금으로 지방발전기금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 중앙정부 기금 (2008년 기준)
구

분

사회보험성기금

기

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상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계정성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금융성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작물재해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보훈기금,
사업성기금

사학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신문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여성발전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자료 : 기획재정부(2008).

한편 부담금은 대안적인 재원조달방안으로서 그 기본 성격은 투자대상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편익에 대응하는 특정재원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종래
조세중심 재원조달(tax-based financing)에서 사용자중심 재원조달(user-based financing)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담금을 이용한 광역경제권 투자재원 조달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6)
부담금은 2007년 12월 말 현재 101종에 징수된 금액은 14조 3,650억원에 이르며 기금,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기관에 귀속된다. 2007년도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76.2%인 10조 9,558
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7조 6,032억원)과 특별회계(3조 3,526억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전
체 부담금의 12.4%인 1조 7,772억원이 광역자치단체(8,565억원)와 기초자치단체(9,207억원)의 수입
으로 나머지 11.4%인 1조 6,321억원이 공단 등 기타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예를 들면 광역경제권 투자재원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의 일부와 환경개선 부담금, 개발제한구
역 훼손 부담금 등을 개발환경개선을 위한 광역경제권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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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2007)
구 분
귀속금액
비

율

중앙정부
기 금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광 역
기 초

76,032

33,526

8,565

52.9

23.3

6.0

(단위 : 억원, %)

공단 등 기타

계

9,207

16,321

143,650

6.4

11.4

100

자료 : 기획재정부(2007).

2.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지역주의에 의해 자발적인 합의
와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존의 가용투자재원을 추정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출모형
투자 가용재원= 세입합계 - 필수적 세출경비 (Ⅰ-Ⅱ)
자체재원

- 지방교부세

세입합계
(Ⅰ)

- 지방세
- 세외수입

- 조정교부금(기초)
의존재원

- 재정보전금(기초)
- 국고보조금
- 시도비보조금(기초)
- 인건비

필수적 세출경비

법정·의무적 경비

(Ⅱ)

- 지방채상환비(채무부담행위 포함)
- 예비비 중 기타(세세항 분류기준)
- 보조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기타 필수적 경비

- 경상적 경비
- 계속사업비

자료 : 이창균·신두섭(2007).

대부분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한 재정동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은 매우 제약되어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합인 세입총계에서 법정·의무적 경비인 경상경비와 채무상
환비 등을 공제한 액수에 불과하다.
결국 광역경제권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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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간의 공동부담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재원의 배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은 구체적으로 ① 명목상 투자사업비 ② 실질적 투자사업비 ③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 ④ 실질적 투자가용재원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자치단체 투자사업비 및 투자가용재원 분석
구

분

산 출 근 거

1. 명목상 투자사업비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

2. 실질적 투자사업비

명목상 투자사업비 중 직접 지역개발 관련 투자사업비

일반회계
대비 비중(%)
55
35

3.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 실질적 투자사업비 중 자체사업비에 의한 투자사업비

7.9

4. 실질적 투자가용재원

3.5

일반회계 예산 중 경상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신규 재정투자수요에 대응한 투자가용재원

자료 : 김흥래(2003: 49).

우선 명목상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5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
는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인 사업예산 비율로서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보조사업비와 자치단
체 자체사업비를 합계한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투자사업비이다. 따라서 명목상 투자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투자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보조사업비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까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자치단체의 투자사업비로서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실질적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3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보
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의 합계인 명목상 투자사업비중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사업비 개념으로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은 확
충되어야 하는 전제라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사업비의 확충이 중요하다.
셋째,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8%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질적 투자사업비중에서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한 투자사업비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투자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는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의 확충이 필요한 실
정이다. 왜냐하면,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는 명목상 투자사업비 및 실질적 투자사업비와 같이 중앙정
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내발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므로 이의 실질적 자체투자재원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명박 정
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 논의시 실질적 자체투자사업비 비율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간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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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질적 투자가용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약 3.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매년 경상적으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 외에 신규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투자 가능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치단체의
가장 좁은 의미의 투자사업비라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
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투자가용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향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는 공
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흥래, 2003).

3. 민간부문의 투자재원
민간부문의 투자사업 재원조달 형태는 자기자본(출자금) 및 타인자본(대출금)으로 대별되며, 조달주
체 및 조달재원, 경제적 기대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재원조달주체에 따른 분류
구분

조달주체

조달재원

건설사(CI: Construction Investor)
자기자본

내부유보자금,

운영사(OI: Operation Investor)
1)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금융기관(FI: Financial Investor)2)

타인자본

금융기관

증자, 외부차입 등

예수금, 금융채 등

경제적 기대효과
적정 시공이윤
적정 시공이윤
장기구매/판매처 확보 등
적정 자본이득

주 : 1) 전략적 투자자는 예를 들어 주무관청산하 공사(公社) 또는 항만사업의 선사, 하역사 등으로 당해사업을 통해 정책적 목적 달성 내지 안정적 시장선
점 등 다양한 전략적 이유로 사업에 참여함.
2) 금융기관은 연기금·조합 및 Fund를 포함하는 금융제공자(Financing Provider)이며, 조달재원에 있어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연기금·조합은 조
성기금 또는 조합원출자금 등을 들 수 있음.
자료 : 송승익(2007).

2000년 이전에는 자기자본의 주된 조달 주체는 건설사였으며, 적게는 서너개, 많게는 10여개의 건
설사들이 사업컨소시엄을 구성해 대부분의 출자금을 조달하였다. 이시기 금융기관의 주된 역할은 대
주(Lender)였다.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금융기관이 출자자로서 민자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
로 마련하였다. 그 결과 민간제안 BTO(Build-Transfer-Operate)사업이나 정부고시 BTL(BuildTransfer-Lease)사업에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최대출자자는 재무
적 투자자란 명칭으로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의 전체출자비중은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50%를 상회하고 90%까지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및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간접투자기구 등이 활발히 설립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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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단일펀드가 50%이상의 최대출자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펀드 역시 개별금융기관이 투자
자로 참여하여 설립됨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하겠다.
다음의 <표 9>에서는 BTO 및 BTL 사업별로 금융기관의 재원조달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총민
간투자비를 100%라고 가정할 때 90-99%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됨을 알 수 있다(송승익, 2007).

<표 9> BTO/BTL사업의 금융기관 재원조달 비중
구분

BTO

BTL

총민간투자비 중 최소자기자본비율

25%(FI가 50%이상 출자시 20%)

10%(철도 BTL의 경우 15%)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조달비율

75%(후순위차입금포함시 80%)

90%(철도 BTL의 경우 85%)

전체자기자본 중 FI출자비중

50-90%

70-90%

FI출자비중 50%인경우 : 90%

FI출자비중 90%인경우 : 98%

FI출자비중 70%인경우 : 97%

FI출자비중 90%인경우 : 99%

금융기관 재원조달 비중
자료 : 송승익(2007: 43).

민간투자사업은 보통 BTO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천안논산고속도
로, 우면산터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BTO방식은 추정수요량 측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익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BTL사업은 국민의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의무적
국공립시설로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과 같이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주무관청이
직접고시하는 사업으로 국한된다.7)
한편 상기에서 제시한 기존의 BTO방식의 재원조달과 BTL방식을 통한 SOC 투자재원의 조달은 물
론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SOC 투자재원 조달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 시행에 따른 민
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정부공모방식의 도입 및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으로 DBFO(DesignBuild-Fiance-Operate) 방식을 대안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0>은 광역경제권 지역
개발사업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분야 및 적용형태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BTL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하고 시급한 학교, 복지, 문화시설 등의 조기확충, 민간의 창의적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
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로 1)국민세금의 가치(VFM: Value For Money) 증진, 2)막대한 시중여유자금을 장기공공투자자금으로 유인
하여 자금 효율성 증대, 3)국민경제의 선순환 촉진 및 금융기관의 투자포트폴리오 개선, 4)BTL 사업대상시설의 투자규모와 시기를 조
절하여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4가지 도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양백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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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에서 민자유치 활용분야
활용분야
도로, 철도, 경전철
터미널, 항만, 공항

활용가능성
-교통량이 안정적이고 경쟁노선이 없는 프로젝트에 적합
-과정이용자와 장기구매계약이 가능한 경우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집단에너지, 가스공급 -과점의 원료공급자 및 구매자와 장기공급 계약이 가능한 경우
민자

폐기물처리,

유치

하수도처리, 수도

사업

구체적 적용형태
교량, 터널 도시외곽순환도로
전용터미널, 전용항만
산업단지내 시설, 신도시내 시설

-안정적 수용와 독점적 공급이 가능
-이용료 상향조정에 대한 주민반발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단위의 민관 합동법인

정부보조금으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
-부대시설 복합화로 수익성의 보전이 가능

국제회의 시설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주체(호텔, 기업체, 언론사)

복합컨벤션 센터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체육시설, 도시공원
자원개발
산업플랜트

-투자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부대시설
복합화로 수익성의 보전이 가능
-고위험 고수익
-과점공급자와 구매자가 있어서 장기계약으로 현금흐름의
안정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적합함

기타

지역특산물, 지역산업

-지역연고기업, 주민, 지자체를 출자자로 하는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가능
-고위험 고수익

도시개발

-지역연고기업, 주민, 지자체를 출자자로 하는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 가능

복합스타디움
도시어뮤즈먼트 파크
광물, 수자원 개발
철강 플랜트
석유화학 콤비나이트
특산물 사업

주택단지 개발
도심 재개발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1998).

Ⅳ. 광역경제권 투자재원 조달 방안
1. 중앙정부의 투자재원 조달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안을 중심으로
1)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2005년 기존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참여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각 중앙부처가 7개의 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특별
회계로 통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기초로 5년 단
위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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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균특회계 예산은 약 7.6조원이며, 각각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이루어져 있
다. 지역개발계정은 주세의 80%, 일반회계 전입금,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혁신
계정의 세입은 주세의 20%,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기반시설부담금의 20%, 기타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표 11> 균특회계의 계정별 운영 및 재원배분 체계
계

정

편성방식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제주계정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사업

지자체

시·도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자율편성

시·군·구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

기타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국가직접편성사업

국가직접편성

특별지방행정기관 경비
국가직접편성사업

자료 : 기획예산처(2007).

<표 12> 균특회계 예산안
구

분

총

계

① 지역개발사업계정
시·도 자율편성

2008(A)

(단위 : 억원)

2009안(B)

76,382
(78,377)
55,764
(57,676)

증감(B-A)

85,935

61,746

9,553
(7,558)
5,982
(4,070)

30,273

31,623

1,350

균형발전기반 지원

11,193

12,104

911

- 시·군·구 자율편성 (계속사업)

8,006

10,326

2,320

3,187

1,778

△1,409

- 국가직접편성 (신규사업)
국가직접편성

14,298

18,019

3,721

② 지역혁신사업계정

16,770

19,935

3,165

시·도 자율편성

6,943

8,285

1,342

- 시·도 자율편성 (계속사업)

3,889

2,167

△1,722

- 국가직접편성 (신규사업)

3,054

6,118

3,064

국가직접편성

9,827

11,650

1,823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시·도 자율편성
국가직접편성
주 : 1) ’
08년 ( )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수치임.
2) ’
09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2008a).

3,848
(3,931)

4,254

406
(323)

3,430

3,728

298

418

52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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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지역개발계정은 시·도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사업 및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시·도자율편성사업은 균특회계 내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핵심적 특징으로 하고 있
으며, 균형발전기반사업은 도서·오지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신활력
지역지원 등 10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2008년부터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별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국가직접사업은 종래의 기타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등 12개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혁신계정은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국가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자율편성사
업은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직접편성
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1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계정은 2007년도에 신설되어 2008년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편성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과 국가직접편성으로 구분된다.

2) 균특회계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식경제부의 입법예고(9.26~10.15)를 거쳐 정부입법(지경부, 기재부 공동
주관) 발의로 지난 2008년 11월 6일 전부개정안으로 국회상임위에 제출되었다.
균특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명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발전특별법으
로 변경되며, 낙후지역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계획체
계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중심체제를 개편하였다.
<표 13> 법 명칭 및 계획체계 개편안
현행

개 정 (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발전5개년 계획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중앙)

부문별(초광역개발구상포함)계획(중앙)

지역혁신발전계획(시도)

광역경제권발전계획(5+2 광역경제권별)
시도계획(임의계획)
기초생활권 계획(임의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지역개발사업계정을 지역개발계정으로
지역혁신사업계정을 광역발전계정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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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균특회계 사업계정 개편안
균특회계 (7.6조, ’
08년 기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2조)

지역개발사업계정

5.6조

지역개발계정

3.1조

지역혁신사업계정

1.6조

광역발전계정

4.7조

제주계정

0.4조

제주계정

0.4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정 내용은 광역발전계정을 확대하고 지역개발계정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기존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입 중 주세를 40%로 줄이고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은 주세의
60%로 구성하여 광역발전계정의 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균형발전특별회계(7.6조)의
재원을 8.2조원 내외로 확대할 방침으로 신규로 투입되는 법정재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0%(’
07년
1,464억원)이다. 다만, 증액되는 재원 1.4조원은 대부분 사업조정을 통해 타 회계사업을 이관함으로써
전입되는 재원으로 확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재원 발굴을 통한 지원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개발계정은 포괄보조화(144개 사업 → 7개 분야 21개 사업군)하여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
입하였으며,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제
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3) 균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한 투자재원조달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은 기본적으로 균특회계를 이용하여 조달하는 방안이 제기되
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균특회계를 통한 투자재원조달은 광역경제권 개발정책과 관련되어 지역개
발에 투자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이용하여 확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과 관련된 여러 부처
회계를 광역경제권 지역개발전략, 즉,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포함)의 개발방향 및 내
용에 맞는 다른 회계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8,146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132,286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31,15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76,382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3,260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1,110억원) 등 6개의
사업과 재원의 일부를 균특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지방행정연구원, 2008).
또한 중앙기금을 통한 균특회계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데, 지역개발계정 세출사업에 공공시설의
복합화 유도 등을 위해 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일정부분을 균특회계의 재
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총조성액이 다음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및 복권수익금 전입액 등의 증가로 ’
07년말 기준 1조 3,515억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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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 현황
구 분

'89~02

'03

'04

(단위 : 억원)

'05

07
'0

'06

총조성액(A)

21,720

4,078

2,477

2,457

2,929

9,265

총지출액(B)

19,588

3,297

2,062

2,183

2,713

3,089

순조성액(A-B)

2,132

781

415

274

216

6,176

조성액 누계

5,653

6,434

6,849

7,123

7,339

13,515

자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08).

이러한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단순 보조금으로 지출되게 하는 것 보다, 포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문화·예술·체육시설의 복합화 유도와 이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에“국민체육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을 추가
하고, 동 기금 보조사업 중 해당 사업을 개정 균특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전
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8)
한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개정법안에서 제
시한 데로 포괄보조금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보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통합이 가능한 사업은 통합하여 사업블록화하고 통합이 불가능한 사업은 부처내 통합을 하여 사업을
불록화 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권 사업은 시군에 직접배분해야 하며, 광역경제권 사업은 광역자치
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여 회계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조달 방안: 자체재원 확충을 중심으로
1) 국세의 지방이양 또는 세원의 공동이용
광역경제권의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신규재원을 통한 자체재원의 확충을 통한 방안과 기존재
원으로 지방교부세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신규재원을 이용하는 방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이나 세원의 공동이양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
한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기초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각종 부담금의 지방전출 비율을 높이는 것과 기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함
께 논의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다만, 체육시설 건설 등에 대한 보조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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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조달 방안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기존재원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중앙재원에서 이전
- 지방채 : 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활용, 민간재원 활용
- 지방기금 및 지방공기업 :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 및 직접투자

신규재원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 규제완화에 따른 각종 부담금 증액과 지방재원화

우선, 국세의 지방이양 등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
련된 내용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여 세수의 20%, 또는 30%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
로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면, 2007년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액 기준(41조 1,631억원)의 20%를 설정하면 약 8조 2,326억원의 규모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신설
에 따라 지방세수가 8조 2,326억원이 증대되면 지방세 규모는 2007년 기준 38조 732억원에서 46조
3,058억원으로 약 20%가 증가한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화하여 각각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도입
하는 방안이다. 우선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는 2007년 소득세 세입 예산이 32조 7,807억원으로 소득세
수의 20%를 재원으로 하면 약 6조 5,561억원의 소득할 지방세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07년 기준으
로 약 6조 5,561억원이 증대되면 지방세 규모는 38조 732억원에서 44조 6,293억원으로 약 17%가 증
가할 것이다.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는 2007년 법인세 예산이 30조 4,957억원이기 때문에 법인세수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도입하면, 약 6조 991억원의 세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가 신설되면 지방세수가 6조 991억원이 증대되어 지방세 규모는 44조 1,723억원으로 약 16% 증가할
것이다(기획재정부, 2008. 3).
이상과 같이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확충된다면 지방의 자주재원의 비율
이 80%이상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경제권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러한
국세의 지방으로의 이양세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공동세원이 될 것
이고, 이 세원에 의한 지방세수입의 일정부분(약 10%, 2.3조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세 세입으로 광역경제권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공동세 세입의 일정 비율이상이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으로 전입되지 않거나, 지방교부세의 배분비율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재원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 내지 일반재원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재정 운
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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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금
현재 부담금은 중앙의 특별회계로 전출되거나 기금으로 전출되어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역개발재
원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기금은 대부분 지역개
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담금이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에 더욱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부분이 많아져야 하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재원도 광역경제권 투자재원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교부세 재원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이명박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지방교부세 2% 인상분(2.6조원)이 대상이 되겠다. 즉,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
국세의 19.24%에서 2% 인상하고 인상분의 재원을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는 보통교부세 중에서 현재 지역발전 기능이 있는 보통교부세의 도로보전부분, 특별교부세의 시책수
요분을 광역권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그 사용범위와
용도가 제한되는 재원으로 전환할 경우, 재원배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현재 재원부족액의 충족율이 88%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행정
수준 유지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에서의 복지수요 급증,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의 수요를 생각할 때 현재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도 기존의 재정수요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재원 조달 방안 : DBFO방식을 중심으로
1) 민간투자 사업 추진 방식
민간투자는 투자위험을 민간에 분산하여 투자위험을 민간에 분산하고, 투자경쟁을 유치하여 높은
효율성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공재정 투자에 비하여 더 높은 재정적 가치(Value For Money: VFM)
를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재정가치는 민간투자사업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부와 민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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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비교
위험비용

↕VFM

(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

위험비용
정부보조 +

(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

지불이자

정부지급금 +

지불이자

운영비용

최소운영수입

운영비용

건설비

건설비

[재정사업]

[민자사업]

보장액수

자료 : 기획예산처(2006).

따라서 민자유치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 및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부합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민간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손희준·이상범, 2008).
[표 17]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방식
단계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정부공모사업

- 최초제안자
- 주무관청·지자체
대상사업 발굴 - 35개 시설대상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타당성문석 시행
- 35개 시설대상
- 기본/실시설계

- 주무관청·지자체
- 대상시설 제한 없음

→ 개략 총사업비의 추정
예비타당성
조사

- 시행 → 추진유무결정
- 경제성/재무적 타당성이

-

-

-

-

인정될 경우 추진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개략적 총사업비 추정

- 대상사업 공모
대상사업 고시

- 지정/고시
→ 민간부문 사업계획서 제출/평가

- 제3자 제안 공무
→사업계획서 제출/평가

- 민간부문 기본/실시 설계
→ 계략 총사업비 추정
→ 사업계획서 제출/평가

협상

- 국고지원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로 결정

사업시행자 결정 - 협상에 의한 사업시행자 결정
용지매입/보상 -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운영/관리

- 사업시행자 시행

자료 : 왕세종(2004: 34).

- 국고지원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로 결정

- 국고지원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로 결정

- 협상에 의한 사업시행자 결정

- 협상에 의한 사업시행자 결정

-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 사업사행자 시행

- 사업사행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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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역시,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적기
에 시설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광역경제권의 SOC 재정투자규모에 대응하여 민간투
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SOC 투자재원을 다변화하여 필요한 SOC 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재원조달과 함께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통한 SOC 투자재원의 조달은 물론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SOC 투자재
원 조달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민간투자법 시행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정부공모방식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방식은 앞의 <표 17>과 같다.

2) DBFO(Design-Build-Fiance-Operate) 방식을 이용한 민자유치
DBFO 방식의 특성은 정부가 사용자 요금을 징수하고 민간기업에는 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공공분야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민간부문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구성하여 자산을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9) 그리고 서비스 대가는 오로
지 서비스 공급의 성과수준에 따르도록 계약구조화 되어 있다.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일의 SPC는 공공사회기반시설 등의 설계·시설의 시공뿐만 아니라 출자자를 구성하고 금융사로부
터 대출을 행하는 등 자산획득 후 높은 분담비율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모여 있
지만 단순히 정부와의 관계만이 중요하지 않다. SPC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이윤의 폭이 결정되는 구
조로서 다수 이해관계자들과 향후 사업진행의 지속성까지 심판받을 수 있다.10)
DBFO 민간투자가 기존의 민-관 협력과 차별화되는 두 가지 원칙은 형평성(equity)과 상위채권
(senior debt)의 인정이다.
첫째, 형평성이란 위험과 수입의 공정한 분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계약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출자
자)에게 실시협약상의 투자를 준수하게 하고 투자비율에 따른 공정한 지급을 보장한다. 출자자는 출자
범위내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므로 공공이 수행하였을 때 보다 더 높은 효율로 이윤폭을 확
대하려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는 민간투자가 희구하는 재정투자가치(VFM)의 최적화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SPC는 공공서비스 공급시설의 건설, 자산의 형성, 시설의 유지·보수·관리·운영과 본 시설 설치에 따른 부속시설의 경영과 산출에
까지 광범위하게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SPC의 외환차입, 민간에 대하여 운영 수입보장도 해주지 않으며, 환차손으로 인한 손실, 적정
가격을 산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SPC에 책임이 있다.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영철(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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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BFO 구조도

자료 : 유영철(2008: 39).

둘째, 상위채권의 인정은 출자자(주주) 외의 제3금융 조달기관에 대하여 SPC의 상위 채권자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대부자로서 순수금융제공 기관은 제공한 재정 조달 금액에 대한 약정 이자만을 얻게
되지만, 사업의 운영수입을 할당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만큼 투자위험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목적
법인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상위채권자 지위관계(하도급 계약구조)로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Yescombe, 2002).
결과적으로 DBFO 방식하에서 소비자나 정부가 최대재정투자가치(Best Value For Money)에 도
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조세로 사용요금을 대신 지불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도 하나의 사업에 경주하지 않고 다른 민간투자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
으며,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DBFO 방식의 단점은 계약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의 재정 및 금융조달의 방법은 잘 고안되어
있지만, 계약 만료 후 시설 등 자산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었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위
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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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및 이를 위한 투자주체별 가용재원 현황을 살펴보고 투
자재원 조달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들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성은 기존의 재원조달체계를 넘어서 광역경제권 사업 주체별
로 신규재원 확보 및 특별회계의 설립을 통하여 다양한 투자재원의 원천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공감되
었다. 결국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정책방안은 공공부문의 수입접근 방식과 민간부문의 자본으로 이루
어진 자체조달 방식이 혼합되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균특법 개정을 통한 균특회계
재원의 확보 및 각종 기금·부담금을 통한 신규재원의 발굴,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통
한 자체재원 확충, 민간부문을 통한 민자유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방식과 새로운 DBFO 방식 등
으로 광역경제권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본적 재원 조달은 광역경제
권 사업의 주요 구성주체인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두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주체로 참여하는
민자유치형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광역 경제권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관련산업의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클
러스터의 형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인프라 구축(용지구입, 건축
등)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통한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일정부분 지방비매칭(건축물, 장비구입 등)
을 하고 사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예산 비중에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비인프라 사업(S/W형
광역사업: 제품개발, 서비스 융합등)은 국가차원의 경쟁력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야 할 것이다.
현재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추진단계에 있으나, 투자재원의 확보 및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과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광역경제권 계획을 구체화
할 때, 중앙정부는 기본 원칙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것을 천명하고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계획의 추
진 및 거버넌스 구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경제권에 배분되는 모든 재원은 사업주체들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 강화가 광역경제권 개발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며, 자발적인 참여
와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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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맥락과 관리혁신의 논리

윤 태 범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혁신의 방향에서부터, 방법론, 절차, 참여자, 도구, 성과, 관리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
쟁이 있다. 혁신에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특
히 자율적 혁신과 타율적 혁신에 대한 논쟁이 가장 심하다. 특히 기존의 정부혁신이 타율적, 하향적, 제도 중심적,
일시적이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지적은 얼마나 유효한가? 그리고 만일 이것이 유효하지 않
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정부혁신 특히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이 처하고 있는 맥락을 제시하고, 이
맥락 하에서의 정부혁신을 관리혁신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관리혁신이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혁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유효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관리혁신의 체계와 구
조, 관리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_ 정부혁신, 맥락, 혁신전략, 관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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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xt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the
Logic of Managerial Innovation

Yun, Tae-Beom

There are so many dispute about government innovation related to method, process, participants,
tools, performance, and management system in Korea. Many people agree with the need of
government innovation except the others. Above all, most severe dipute is about the self-innovation vs.
compulsory innovation. Specially many existing government innovations are criticized because of its
compulsory, top-down, and organization-oriented innovation. In this paper, I have suggested the
context of government innovation as a analysis framework, and studied the managerial innovation in
government. In Korea, managerial innovation is a very useful and efficient strategy for government
innovation. So in this paper, I have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 about system, structure and
strategies for efficient manager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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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혁신에 대해서는 항상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정부혁신 자체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란, 각종 아젠다에 대한 논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정부혁신 과
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도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논쟁이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기획예산처, 2000). 단순한 참여 경험의 차이를 넘어서는 갈등적 상황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많은 논란은 정부혁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기
도 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동안의 정부혁신이 당초 기대하였던 것처럼“일사불란”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눈에 띠는 성
과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혁신이 저항없이, 피로없이, 오류없이 착착 진행되고, 그에 따
른 성과도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하였지만, 결과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재의 혁신도 여전히 과거와 다름없이 하향식이고 획일적이며, 일부 주체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향식의 자율적인 개혁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대개 이
와 반대이다. 정말 정부 혁신은 하향식이고 획일적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혁신방법이 현실적으
로 활용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자율적 혁신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본 논문은 정부혁신이
갖는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정부혁신의 구조와 관리혁신의 체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Ⅱ. 정부혁신의 쟁점들
1. 정부혁신에 대한 논란 1)
정부혁신의 제 측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논란이 있어왔다.2)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 정부혁신
에 대한 논란이 급증하였다. 당시의 신문의 혁신 관련 기사를 보면, 혁신의 결과 혹은 성과에 대한 기
대감이나 비판적 분석 보다는 혁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대종을 이루었다. 지난 2005년 한해 동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은재호(2005)의『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 많은 참고가 된다.
2) 혁신(innovation)이 새로운 것의 창조를 의미하며 과거의 익숙한 것으로 부터의 단절 및 창조적 파과를 뜻한다면, 개혁(reform)은 기존
에 존재하였던 것을 다른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은재호, 200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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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정부혁신 관련 기사 중에서, 긍정적인 보도 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월등히
많았다(약 80% 이상이 부정적 보도임). 처음부터 잘못된 정부혁신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에서부터, 의
도는 좋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들도 있다.3) 정부혁신과 관련
하여 논란이 되었던 영역들은 주로 정부혁신의 가치, 방법, 내용, 성과에 대한 것이다.

1) 정부혁신의 가치
정부혁신의 가치는 정부혁신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
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정부혁신에서는 가치라는 용어 대신에 비전 혹은 미션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4)
개념상 정부혁신은“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부의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
이라고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5)
-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정부를 위한 혁신
- 능력있는 정부를 위한 혁신
- 윤리성을 갖춘 정부를 위한 혁신
-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정부를 위한 혁신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정부혁신의 가치에 대해서 대개가 동의하지만, 현실이라는 맥락을 고
려할 경우 논의는 달라진다. 혁신가치들 간에는 우선순위 논쟁이 발생하고, 가치들 간에 모순과 충돌
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정한 가치를 또 다른 특정한 가치에 반드시 선행시킬 수 없으며,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주체들마
다 제각각 이라는데 있다.6) 예를 들어서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거나 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혁신이어야 한다는 등이다. 규범적으로 동의되는 가치들이 실제 혁신추진과정에
서 상호 충돌, 모순되고, 선호도도 제각각인 상황이 발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관련한 문제점의 지적으로서, 김광웅 교수(2006)는 참여정부의 혁신이 문제점의 인식에서부터 방법론, 그리고
성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패하였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는 김광웅(2006).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론
과 김광웅(2005). 정부혁신, 잘 되고 있는가?를 참고할 수 있다.
4) 혁신은 항상 현재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직의 관리방법과 체계 등을 바꾸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발생
한다(남승하, 2008: 176). rogers(1995)는 조직 혁신과정을 일련의 혁신 의사결정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의
개념을“새로운 행정관행을 정부 조직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
,“과거에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정관행(*조직문화, 제도, 업무
프로세스, 조직구조, 관리기법 등)을 정부 부문에 도입, 실행, 정착시켜 나가는 총체적 활동(행정자치부, 2006: 4)이라 하였다.
5) 현정부의 정부혁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6)가 발간한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을 참고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6) 특히 외국정부에서의 정부혁신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강정석(2005)의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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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혁신의 방법
역대 정부에서의 혁신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용어중의 하나가“혁신 피로감”
이다.7) 이 용
어는 처음부터 저널리즘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
만 혁신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다보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특정 주체에 의하여 주도되는 혁신을
따라하다 보니 몸도 피곤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8) 이와 같은 문제는 혁
신의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타율적 혁신이냐 자율적 혁신이냐? 상향식 혁신이
냐 하향식 혁신이냐? 제도 중심의 혁신이냐 문화 중심의 혁신이냐? 상시 혁신이냐 일시적 혁신이냐?
공무원 주도 개혁이냐 민간인 주도 개혁이냐? 등이다.
혁신 피로감이 명확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혁신에 대한 숨겨져 있었던 저항감의 노출
의 또 다른 표현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혁신 피로감의 원인으로서 타율적
개혁, 하향식 개혁, 제도 중심의 개혁, 그리고 일시적인 개혁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9)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는 특정 정부하에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이 때문에 당시 김대중 정부는 집권 후반기부터 소위“자율적 상시 개혁”
을제
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정부 혁신 로드맵을 구성함에 있어서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였지만, 결국 하향식, 집권적으로 혁신이 전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자율적 혁신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비판적 지적도 있다. 어떤 공무원은 정부 혁신에 있
어서“자율혁신은 말도 안 된다”
며, 무조건 타율적인 혁신이어야 하며, 집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공공부문은 안정 지향적, 보수적, 경쟁 회피적 구조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 상시적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정부혁신의 내용
많은 공무원들은 정부혁신을 곧 조직개편과 동일시한다. 이 때문에 집권 초기에 공무원들은 조직개
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곤 한다. 규범상 정부혁신의 내용은 조직개편 중심의 하
드웨어 개혁과 일하는 방식 혹은 정부 기능의 개선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정부혁신을 조직개편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직개편이 이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직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물론 이 용어는 참여정부만이 아니라 지난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빈번하게 언급되었지만, 참여정부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조직학에서의 심리적 탈진(Psychological Burn-Out)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9) 물론 이와 같은 혁신 피로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정말 공무원 전체가 느끼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 혹
은 혁신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 공무원들의 피로인지에 대한 논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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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명시적 효과가 가장 크고, 또한 무엇보다도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변화가 명확하게 인식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무엇인가 의미있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직 개편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
부혁신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앞서의 하드웨어적 개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덜 혁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공직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정도는 조직개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4) 정부혁신의 성과 10)
혁신은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11) 이 보다는 바람직한 결과, 즉 일정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수단 혹은 도구”
로 인식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혁신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를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확보하였는가가 중요하다. 성과가 역으로 혁신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정부혁신과 관련한 활동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성과는 없다는 비판도 많다. 만일 성과
가 없는 혁신활동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다.12)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피곤한 혁신활동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비록 작은 성과라도 확보해주는“피로”
가 없는 게으른 혁신활동이 더 소망스러울
수 있다. 성과 없는 혁신은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13)
혁신의 성과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성과이며, 그 성과를 어느 시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14) 활동 자체가 성과인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활동과 성과가 분리되는
경우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곧 어느 시점에서 성과를 볼 것인가와 연결된다.
직접적,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 내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나 불신감이 증
대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성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에 어려움이 따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아마도 이 부분이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일 것이다. 즉 정부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그 동안 전개되었는
데, 그에 따른 성과는 많지 않다는 것이 그 동안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것이 바로 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
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성과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행정학회(2002)의 보고서인“공공부문 개혁의 성과
평가와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 혁신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기관에서는 혁신 활동 자체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12)“꿀벌”
의 비유에서처럼, 꿀 없는 꽃 100만 송이를“열심히”쉬지 않고 찾아다니는 꿀벌보다는, 가끔씩 놀기는 하지만 꿀이 있는 꽃
1000송이를 찾는 그런 꿀벌이 분명히 더 바람직한 꿀벌의 모습이다.
13) 행정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국민 중심의 체감도, 특히 국민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의 필
요성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일 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확보되기 때문이다(최진욱, 2008: 101). 아울러 정
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을수록 정부는 정책에 대한 순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김신·서성아, 2003).
14) 이와 관련하여 유용한 접근이 시차이론이다. 시차이론은 제도개혁시 제도의 내적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개혁실패가 초래됨
을 강조하고 있다(최종원, 2003: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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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혁신의 맥락과 구조의 이해15)
1. 정부혁신의 맥락과 구조의 이해 필요성
정부혁신은 단순한 듯 복잡하다. 그것은 정부혁신이 규범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정부혁신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지만(규범성),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실성).
현실의 정부(혁신)는 규범속의 정부(혁신)와는 다르다. 정부는 정치의 한 축으로서 정치과정속에 존
재한다. 정부혁신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정
치적일 수 밖에 없다.16) 따라서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정부혁신의 구조
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맥락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맥락을
벋어나서 정부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맥락을 보는 사람들마다(예를 들어서 개혁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고 관찰자한 사
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지난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
에 있어서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에는 상이한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기획예산처, 2000).

비참여자의 시각에서의 비판적 평가

참여자의 시각에서의 비판적 평가

- 정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의 개혁 체감도

- 국민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개혁의 미흡

- 정부와 속성이 다른 시장원리에 편중된 개혁

- 능률성 중심의 개혁 및 민주성의 고려 미흡

- 분권화의 미흡가 중앙집권의 강화

- 현실적 구조와 맥락을 고려한 개혁의 미흡

- 개혁 발상의 독점성과 개혁과정의 하향성

- 단기적 개혁의 추진 및 장기적 개혁 비전의 미흡

-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공직자
- 원칙과 규범이 없는 편의와 재량에 의한 개혁의 돌출
- 목표치 제시 등 물량 위주의 개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정부혁신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강정석(2005)의 정부혁신의 이해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혁신의 맥락과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가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과 유사한 논의, 예를 들어서 정부혁신의 배
경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6) 정부혁신은 경영혁신과 달리 정치적 세력관계와 법적 제약속에서 이루어진다(은재호, 2006: 123). 정부혁신은 공공 조직의 효과성, 능
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근본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공체제나 정부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려는 시도이다(Osborne &
Plastrik, 199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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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혁신의 맥락과 특성
1) 정부혁신의 맥락과 구성요소
정부혁신의 맥락이란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는 환경, 여건, 상황 등 현실적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혁
신의 맥락은 정부혁신의 초기단계에서 개별 과제의 추진과정, 그리고 성과의 산출에 이르기까지 혁신
의 전 과정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혁신을 논의함에 있어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공
헌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17)
특히 정치적 여건들이 정부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맥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법 개정이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정부혁신과제들은 모두 여당 혹은 야당의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18)
정부혁신에 있어서 맥락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평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혁신 자체가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정
부혁신은 공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혁신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는 외부적인 맥락과 내부적
인 맥락으로 구분된다.19) 외부여건으로 정치적, 경제적 여건, 국민적 기대감, 학계의 흐름 등을 들 수
있으며, 내부 여건으로 집권자 특성, 행정기관 특성, 공무원의 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정부혁신은 이와
같이 외부여건과 내부여건의 복잡한 상호작용속에서 진행된다.20)
각 요소들마다 핵심이 되는 주체들은 상이하며, 이들이 정부혁신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내용
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서 외부 여건은 주로 정부혁신의 추진과 관련한 거시적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부 여건은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 맥락과 관련된 주체들이 정부혁신에 있어
서 규범적 가치를 강조한다면, 내부 맥락과 관련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가치를 강조한다.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물론 이와 같은 정부혁신의 맥락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전정부적인 수준에서의 정부혁신이 처하고 있
는 맥락, 특정 부처가 처하고 있는 맥락, 그리고 개별 공무원들이 처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맥락으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다.
18) 정부혁신은 정부의 이념적 정향을 반영하는 개혁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부, 시민, 시장 등 주요 주체간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혁신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치지향성, 즉 이념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정부혁신은 이념적 정향을 지니고 환
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넘어 조율적, 선제적, 재지향적 발전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의 연속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관
리적 측면에서 변화관리와 과학적 혁신기법의 적용 및 확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은재호, 2006: 125-127).
19) 한 보고서(한국행정학회, 2002)에서는 정부혁신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①새정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조건 ②경제위기의 발생
이라는 경제적 조건 ③민주화로서의 사회적 조건 ④공공부문의 비대성 등 내부적 조건 ⑤주요 선진국에서의 정부개혁의 흐름과 같은
외부적 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20) 실제의 개혁과정은 이상적인 그림과 다르다. 개혁의 추진주체는 불분명하고,그들의 참여는 유동적이며, 그들의 선호체계는 모순되고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최종원, 2003: 290).
21) 이 점에서 정부혁신의 맥락을 이해함에 있어서 거버넌스적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다양성의 조건하에 사회를 다시 생각하고, 국가기
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핵심전략을 구성한다. 사회적 다양성이 거버넌스에 요구하는 것은 상시적, 지속적 혁신이다. 정부에
서 거버넌스로의 이동은 강제적 통제 보다는 분권화, 유연성, 전문화 및 명성과 능력에 바탕을 둔 다양한 권위를 강조한다, 리더십은 모
범적인 성과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격려를 통해 이루어진다. 동시에 정부는 정부 내부, 기업 및 조합 내부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경계를
넘어서 수평적으로 전달된다(한국무역협회, 2004: 22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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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부혁신 맥락의 구성요소
구분

외부 맥락

내부 맥락

구성 요소

관련 주체

정치적 여건

정치인

경제적 여건

기업인

국민적 기대감

국민

학계 흐름

관련 학자

집권자 특성

대통령

행정기관 특성

장관,공무원

공무원의 경험

공무원

주된 역할(영향)
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
정치적지지 혹은 억제의 활동
정부혁신의 방향,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의 표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기대감 표현
정부혁신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주체
정부혁신과정에 대한 조언적 참여
정부혁신과정에 대한 비판적 역할
정부혁신의 방향 및 핵심 아젠다 설정
정부혁신 추진과정의 총괄적 관리
구체적 정부혁신 아젠다의 수립
정부혁신과정의 실질적 관리자
정부혁신과제의 일선에서의 추진
정부혁신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 등 제공

2)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의 정부혁신의 추진
정부혁신은 위와 같은 내외부 맥락을 구성하는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들의 직, 간접적
상호작용속에 진행된다. 이들이 비록 정부혁신이 지향하는 규범적 가치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체적 정부혁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처음에는 상호협조적
인 관계 속에서 정부혁신이 추진될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충돌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강정석,
2005: 89).
각 참여주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정부혁신을 강조, 추진하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혁신에 대해 저항 혹은 반대한다.22)
정부혁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내부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대통령은
정부혁신의 기본적인 방향과 비전, 전략을 구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장관이나 공무원
들은 혁신 관련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혁신 위원회”
와 같은 조
직 위계상 상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 주체들이 혁신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규범적으로는 국민이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혁신의 목적이 국민이 기대하
는 바를 충실히 구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혁신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개혁추진주체들의 집합적 선호체계는 일반적으로 모호하고 비일관적이다. 집합적 선호체계의 모호성과 비일관성은 개혁추진세력들의
관심과 변화에 의하여 증폭된다. 특정 개혁의제게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안 선택시 초기의 개혁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탈바꿈한다(최종원, 2003: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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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때문에 궁극적 혁신 성과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혁신과 유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23)

3) 이해관계의 잠복과 노출
정부혁신의 맥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곧“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다. 그런데 정부혁신을
통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던“(일부에게) 부당한 이해관계”
를 의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라는 점
에서, 이해관계가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강제 조정되는 주체들은 당연히 혁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는다. 반대로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변경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증진되는 경우에는 혁신
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한다.24)
그런데 정부혁신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정부 혁신의 초기단계부터 현저
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어떤 혁신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 강도는 어떠한지, 이
해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이 어려우며, 따라서 초기단계의 저항은 보다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노출을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혁신의 내용은 물론 결과가 명확해지고,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정
부혁신을 주도하는 추진주체의 세력도 약해지는 시기에는 감추어져 있던 저항들이 외부로 노출된다.
정부혁신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지적되기 시작한다.
감추어져 있었던 이해관계의 노출은 정부혁신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즉 정권 초기
에는 이해관계가 잠복되어 있어서 정부혁신이 외견상 잘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노출
되면서 정부혁신과 관련한 각종 문제의 지적에서부터 저항과 냉소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한다. 이해관계의 노출은 곧 혁신에 대한 저항의 노출이다.

4) 정부혁신의 정치성
정부혁신 과정에는 다양한 이념과 생각,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혁신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Montgomery, 1967: 1).
게다가, 우리 현실에 있어서 정부혁신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은 정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혁신이 대통령에 의하여 주도된다
는 점에서, 정부혁신은 애초부터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면서 출발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각종 공약의 실현을 위한 한 방법으로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물론 참여가 정부혁신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다만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남궁근, 2006:
134).
24) 관료들이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센 곳의 지시일수록 그만큼 신경을 쓴다. 반면 승진희망
이 낮은 광료들일수록 개혁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다(임도빈, 200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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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혁신은 대통령이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의 하나이며, 통치의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부혁신은 그 무엇보다도 정치성이 강하다(이종수,
2005: 18-22).
그런데 대통령은 정치의 한 축으로서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점
에서, 정부혁신도 대통령과 야당간의 정치적 관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과 야
당간의 정치적 관계 등 정치 상황이 정부혁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혁신 과정을 이해
하는 것은 곧 정치적 지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3. 정부혁신의 구조와 전략
1) 정부혁신의 구조
“정부혁신의 구조”
는 정부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틀을 의미하며, 좁
게는 정부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 내의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부혁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혁신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혁신의 방향, 가치, 그
리고 내용들이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정부혁신의 구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부혁신의 지배구조(Governance)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정부혁신의 운영체계를 결정하는 것이 정부혁신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Pollitt & Bouchaert, 2004: 145).
그런데 정부혁신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추진주체에 대한
분석은 적지 않게 나왔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정부혁신의 구조에 대한 분
석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논의도 많지 않았음을 반
증한다.
다만 최근 들어와서 정부혁신의 맥락을 포함한 구조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종
수(2005)의“정부혁신의 메커니즘과 전략”
을 들 수 있으며, 강정석(2005) 등이 연구한“정부혁신의
이해 : 참여정부의 혁신전략과 실천논리”
를 들 수 있다. 이종수의 연구가 정부혁신에 대한 규범적 논
의와 더불어 기존 정부혁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였다면, 강정석 등의 연구는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민주화가 저급한 나라일수록 정치인들은 관료제의 병폐가 자신들에게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교활한 존재들이다. 정치적 목적이 큰 대통령일수록 관료제를 더욱 더 말 잘 듣는 수단시하려고 관료제 개혁에 열중한다(임도빈,
2007: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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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하는 정부혁신의 구조
정부혁신의 구조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이 구조를 중심적으로 구성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
체에 대한 것이다. 외견상 정부혁신의 추진구조에는 늘 외부인사가 참여하였다. 명칭은 상이하지만
“○○혁신 위원회”등과 같은 위원회 조직을 설치하고, 여기에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 전문가들도 참
여하게 함으로서 외견상 민-관 복합적 정부혁신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상 공무원이 절대적으
로 독점하는 정부혁신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참여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보조자 내지는 그럴듯
한 외관의 형성을 위한 조력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6)
과거의 정부혁신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영향은 물론“거버넌스”
의 영향으로 정부혁신에 있어서 외
부인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최근의 정부혁신에 정부 외부에
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부 전문가들
이 정부혁신 구조에서 절대적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정부혁신에 대한 주도권이 외견상 외부에
있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여전히 공직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부 혁신의 내부 맥
락이면서 정부혁신 구조의 핵심을 차지하는 공직자들이 정부혁신 추진에 대한 집행력을 갖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들이 정부혁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다양한 정부혁신의 추진구조
정부혁신을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정부혁신 구조가 상이하게 그려질 수 있다. 즉 내
부 주도자 중심이냐 아니면 외부 주도자 중심이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부혁신의 추진구조는 공식적 정부 부처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와, 기존 정부
내 특정 조직(부처 등)를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원회제를 활용할 경우, 외부 인사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들이 외견상 혁신
의 주도권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이 위원회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정
책기획위원회, 2006: 84-86).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혁신의 논의과정에서 외부 시각과
논리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기존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혁신 추진과정에서 실행력을 갖는 정부조직을 활용한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제와 비교하여 공직사회에 새로운 가치와 마인드를 주입시키는데 상대적으
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혁신은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일방의 수단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정부혁신의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의 활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5)의『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국정능력의
증진』
이라는 보고서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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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으로 정부혁신이 양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자간
에 주도권 경쟁 등 갈등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부터 서로 상당부분 일치
하지 않는 이념과 방법,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를 갖고서 정부혁신 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4) 정부혁신의 구조와 추진전략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외부인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정부혁신의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서,
정부혁신의 추진전략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서 외부 참여자들은 정부혁신을 통하여
보다 거시적인 가치의 실현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정부혁신의 큰 그림에 주목하게 되며, 이것
이 결국 정부혁신의 내용과 범주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부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규
범적이면서 급진적인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 내부 공무원들은 거시적인 부분 보다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선호한다. 미시적인 부
분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따라서 내부 공무원들은
외부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추진전략을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간에는 정부혁신을 둘러싼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참여자들이 정부혁신을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하여 고려하는 반면, 내부 공
무원들은 대통령의 임기보다는 자신의 임기를 먼저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기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외부 참여자들은 정부혁신의 결과로 인한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반면, 내부 공무
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하게 된다.

Ⅳ. 공공부문의 특성과 관리혁신의 체계
1. 공공부문 혁신의 특성 27)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28)
먼저, 보수성이 늘 지적되고 있다. 보수성은 현실(현재) 지향성이 매우 강함을 의미한다. 공직사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물론 이와 같은 특성은 공공부문의 특성이지만 특히 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 이와 같은
지적은 전직 고위 공직자의 논물발표를 통해서도 언급되기도 하였다(최종찬, 2006).
28) 혁신 추진을 어렵게 하는 행정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윤경준(2006: 58-60)은 다음을 들고 있다. ①일상업무의 압력과 부담 ②혁신에
대한 단기적 관점 ③혁신관리기술의 결여 ④ 인센티브의 미흡 ⑤혁신에 필요한 문화적, 조직적 요소의 내재화에 대한 저항 ⑥성과 높
은 사업, 조직, 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⑦실패사업, 조직의 폐지에 대한 소극성 ⑧위험 회피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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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 국가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으며, 현재의 구조가 이와 같이 우월적 지
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호적이고, 따라서 문제를 갖지 않는 안정적인 조직으로 인식된다.
이것이 보수성으로 인식되며, 이와 같은 보수성이 공직사회 전반에 흐르는 특징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권력성도 특징으로 지적된다. 권력성은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 물론이고 외부 국민과의 관계
에서도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서, 타자에 대한 지배의 속성을 담고 있다. 때문에 권력 보유자는 권력 공
유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정보공유 거부나 폐쇄성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폐쇄성은 단순한 정보의 폐쇄성만이 아니라 타가치, 문화, 성향에 대한 배타성 혹은 이기주
의, 자기 우선주의적 가치의 강조를 의미한다. 물론 자기 가치가 아닌 타자의 가치에 대한 폐쇄성은 일
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시민사회 등 외부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를 수
용하기를 거부한다.
온정성(Paternalism) 혹은 간섭주의도 대표적인 특성의 하나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적
간섭주의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정
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결국 무한권력, 무한
재량, 무한간섭을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특성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로 언급된 것들로서, 정부 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도
발견되는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대한 적극적 몰입을 들 수 있다. 일단 문제로서 정의되
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즉 민간부분 종사자와 달리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이것은 규범적인 것이지만,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추구되지 못하는 가치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요소로서 공익성의 추구를 들 수 있다. 공직사회(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공
익 추구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갖는 장점은 어느 부문과도 비견되기 어려울 정도이다. 공공
(Public)이 의미하듯이 자신보다는 타인, 즉 국민들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문제는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특징들이
오히려 강하게 현재화되는데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공부문의 혁신에 일반적 특성이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
것은 공공부문 혁신의 일반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그 동안 우리나
라의 공공부문 혁신에서 나타나거나 혹는 제기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먼저 최고관리자 중심의 혁신을 들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공공부문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정부혁신의 맥락과 관리혁신의 논리 | 65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공공부문 혁신에서 발견할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임은 분명하다. 공공부
문의 혁신에서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국가 혹은 민간부문에서 발
견되는 제도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
셋째,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한다. 즉 투자의 적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서 조직, 인력은 물론 재정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다.
넷째, 혁신에 대한 자기 희생(소명의식)이 상당히 높다.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혁신
활동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혁신에 대한 긍정적인 특징들은 곧 부정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다. 즉 앞서 언급한
긍정적 특징들이 진정성을 갖지 못하고 외견상 혹은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이것은 부정적 특징만을 나
타낼 뿐이다.
먼저, 최고 관리자 중심의 혁신이 전사적으로 확산되지 못할 경우, 결국 최고관리자만이 혁신을 강
조하고 여타 구성원들은 혁신의 피동적인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기업 혁신에 있어서 기관장
의 높은 혁신의지와 달리 중간관리자의 혁신의지나 일반 구성원들의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나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외형 지향적 혁신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부문 혁신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의 경우 혁신이 단임 대통령제라는 틀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난다.29)
냉소주의적 분위기 속에서의 현신의 진행도 발견할 수 있다. 혁신과 관련하여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 언론도 혁신에 대한 냉소주의적 시각을 보인다. 물론 이것은 이전 정부에서
의 혁신에 대한 부정적 경험(외형적, 일시적 혁신 현상)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
외부 사례에 대한 지나친 모방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혁신과 관련하여 수많은 우수사례(소
위 BP:Best Practice)들이 소개되었고, 이 사례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유입되었다. 유용한 사례들도
있지만, 이 사례들이 과연 우리 몸에 맞는지를 확인도 하기 전에 수용하여, 결국 BP가 아닌
WP(Worst practice)가 되기도 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9) 개혁추진세력이 흔히 빠지기 쉬운 조급함이다. 최유성(2002: 103)은 단기간내에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량 위주
의 획일적 개혁이 추진되었음을 문제로 들고 있다(최종원, 200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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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혁신의 체계 30)
공공부문이 지니고 있는 제 특성들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혁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공공부문
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면, 우리의 경우 자율적 혁신의 경험이 매우 적은 반면, 타율적 혁신에 대한 의
존도는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혁신을 추진하되, 자율적 혁신이 어렵다는 것은 곧 타율적 혁신에 대
한 의존도가 높일 수밖에 없다.
물론 혁신에는 공사를 불문하고“자율”
과“타율”
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율혁신을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자율이 모두 제거되거나 혹은 활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타율에만 의존하
는 혁신이 갖는 문제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타율적 혁신이 갖는 장점만을 경험하고, 자율적 혁신이
갖는 장점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경험상, 완전히 타율 중심의 혁신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타율적 혁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있었던 우리의 혁신은“타율 중심적인 관리
혁신”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주체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혁신이되, 자율보다는 타율이
혁신의 중심을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관리혁신의 의미
일반적으로 혁신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변화의 노력들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즉 혁신을 추
진하는 기관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혹은 문제)의 다양성 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혁신이 존재한다.
통상 자율혁신을 바람직한 혁신 방법으로 언급한다.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정의하고, 이를 스스
로 해결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혁신의 모습이다. 그러
나 현실에서는 이와는 다른 모습들도 발견된다. 즉 타율적 혁신의 모습도 더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자율혁신과 더불어 타율적인 현신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
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규범적으로 타율혁신보다는 자율혁신을 더 높은 수준의 혁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자율혁신과 타율혁신이 각각 장단점을 지니
고 있으며, 각각의 장점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혁신의 영역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유형의 혁신방법 혹은 전략을 구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이종수 교수(2005: 52-58)는 선언적 프로그램만으로 정부혁신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통
해서 가능하다고 지적하여,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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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혁신의 맥락과 문제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정합성 높은 혁신전략의 선택과 적용이 중
요하다. 자율 혁신이 소망스러운 것이지만, 타율적 혁신 또한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자율혁신과 대비되는 관리혁신(Managerial Innovation)
법, 제도, 정책이라는 제약조건하에 있는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는 혁신이라면, 일정한 체계(이것이
곧 관리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간부문의 혁
신과 공공부문, 특히 정부에 적용되는 혁신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강정석, 2005: 78-85).
공공부문에서의“관리혁신”
이란,“정부에 의하여 방향이 설정되고, 구체적인 과제들이 계획되고, 일
정한 기준과 체계하에서 추진되는 혁신”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혁신은 기본적으로 타율
적 성격을 갖고 있는 혁신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반드시 타율혁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관리혁신
을 통하여 자율혁신을 적극적으로 제고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원활한 혁신추진을 위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 혁신관리 매뉴얼의 보급 등은 비록 관리혁신의 특
징이기는 하지만, 자율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관리혁신에는 타율적인 혁신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활용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모든 혁신을 관리혁신의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서 관리혁신의 틀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관리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혁신의 초기
단계, 혁신 인프라에 해당하는 요소의 구축 과정, 현업 자체보다는 현업 지원적 성격을 갖는 부분의 혁
신, 그리고 기관장에 의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된 경우에 잘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리혁신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작동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
전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른바 관리혁신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여, 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틀로서의 관리혁신의 체계는 다음과 같
이 논의될 수 있다.31)
먼저 기관장이나 간부 등 리더의 역할이다(Kotter, 1995). 기관장에 의한 명확한 혁신비전의 제시
와 전략의 구사는 효과적인 혁신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물론 여기서 기관장의 역할은 혁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촉진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리더의 역할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1) 관리혁신은 합리주의에 기반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있다. 즉 정부혁신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합리주의적 접근방법만으로는 한
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탑합리주의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탈합리주의적 방법의 핵심은 인간의 성찰
성을 본원으로 혁신에 접근해가는 방법, 인간과 혁신간의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혁신에 대한 합리주의적
접근은 가치와 사실의 분리, 구상과 실행의 분리 방식으로 다가가는데, 그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혁신과 변화과정에서 소외되며,
단지 그들은 기계적, 관행적 , 수동적 행위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선명, 2005: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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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기관의 혁신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우호적인 혁신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리더십이 강압
과 독선으로 활용될 경우, 일시적인 혁신의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외형상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며,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리더의 역할은 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으로 대
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통합적인 혁신추진조직의 구축이다. 즉 혁신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통
합적인 혁신추진조직으로서, 이것은 민간기업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이것이 혁신의 집권화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기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혁신의 영역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부혁신이 대
통령의 통치철학이나 이념, 전략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혁신을 체계적
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 시스템은 반드시 집권화된 틀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며, 얼마든지 분권적인 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셋째, 계획에 의한 혁신의 추진이다. 즉 혁신의 방향성이나 혹은 문제점에 대한 진단체계를 구축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젠다들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혁신이 일반적인
변화와 다른 점은 명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해
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이를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 혁신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만일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혁신의 이념, 방향, 과제, 전략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
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혁신에 있어서 계획은 혁신의 경직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혁신의 과정에 대한 관리이다. 물론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 추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
심적인 혁신과제와 혁신 인프라 관리를 중심으로 혁신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혁신이
보다 궁극적 가치와 목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정
부혁신 과제들이 당초 기대 하였던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정상에 문제점은 없는 지 등 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혁신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혁신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혁신의 핵심은 곧 혁신과정에 대한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전문화된 혁신 추진 인력의 확보이다. 혁신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관련 기법
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관련 기법, 도
구,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많은 공무원들이“나름대로”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혁신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혁신
활동은 자칫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그 성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활동과 혁신성과가 별개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혁신과 관련하여 개발, 활

정부혁신의 맥락과 관리혁신의 논리 | 69

용되고 있는 많은 기법, 도구, 전략들은 상당히 검증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은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욕
을 의미있는 성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관리혁신과 관료적 혁신
잘하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되는 것이 바로 관리혁신이다. 즉 관리혁신이 자율혁신, 지속가
능한 혁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관리혁신은 곧 타율혁신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2) 결국 관리혁신의 현실적인 필요성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관리혁신이 갖는 현
실적 한계들도 동시에 존재한다.33)
먼저, 혁신은 본질적으로 다양성,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혁신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
우 자칫 혁신이 표준화, 획일화로 진행되어서 혁신 활동이 오히려 반혁신적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혁신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이에 근거한 체계적 관리가 결국 혁신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혁
신활동을 피동적으로 이끌고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혁신이라 하더라도, 결국 개별 기관들의 다양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차별적
혁신의 추진으로 인하여, 혁신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 또한 혁신이 피동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혁신에 가장 중요한 기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나 가치 등의 내재화가
확보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지속성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관리혁신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 상황에 맞게 활용하지 못할 경
우, 잘못된 관리혁신은 그 자체로서“관료적 혁신”
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관료적 혁신의 가
능성이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4) 자율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관리혁신이 자율혁신의 제고는 커녕 타율적 혁신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
할 뿐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관리혁신, 자율혁신을 전제하지 않는 관리혁신이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관료적 자율성에 근거한 혁신이 강조되기도 한다. 즉 임도빈(2007: 60)은 관료 때리기 개혁조치들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관료제를 정치권력의 자의성에서 보호하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킬뿐 아니라 이에 걸맞는 적절한 자율성이 부여되어여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33) 공공부문 혁신의 합리주의적 접근은 비록 합리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이 갖고
있는 탈인간 중심성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개혁과 혁신과정이 물화되어 버리는 현상을 초래한다. 혁신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됨으로서
행위자는 스스로를 수동적 존재, 통제되어야 할 대상, 정책 실행의 도구적 존재로 규정하게 된다(김선명, 2005: 5-6).
34) 이종수 교수(2005: 155)는 관료제 개혁이 당연하지만, 분명히 관료제적 원리도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정부혁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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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경우, 관료적 혁신(Bureaucratic Innovation)이 될 수밖에 없다. 관료적 혁신은“관료에 의
한, 관료를 위한 혁신”
을 의미한다. 관료적 혁신의 특징으로서, 제도 중심의 혁신전략, 혁신조직을 만
들면 혁신 활동이 일어난다는 기대감, 고객 보다는 관료 중심의 혁신전략, 그리고 서비스 혁신 보다는
절차 혁신의 강조를 들 수 있다. 혁신의 궁극적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이와 같은 관료적 혁
신은 전혀 혁신으로 보이지 않는다(남궁근, 2006: 131).

4. 바람직한 관리혁신의 방향
무엇보다도 먼저 혁신의 당위성이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 혁신인가?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또 이에 대한 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혁신의 궁극적인 방향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혁신활동에 대한 교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혹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혁신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은 혁신이 보다 본질적인 서비스(내용) 혁신과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부적 혁신 조차도 정당성을 확
보하지 못한다.(보다 본질적인 혁신의 대상인 부동산, 교육 등에 있어서의 문제로 인하여 정부의 내부
혁신노력과 성과가 좋은 평가가 받지 못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혁신 추진구조의 수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혁신의 의미, 과정,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의 하나가 바로 혁신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재구축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혁신과정에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에 대한 물음일 것
이다. 물론 이것은“누구”
를 위한 혁신인가와도 관련된다. 만일 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이 국민에게 있
다면, 국민들의 의견이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부 중심의 혁신이든 서비스 혁신이든 혁신의 궁극적인 대상이 참여하지 않고, 또 진행과정을 모르는
경우, 혁신의 성과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혁신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현
실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과 구조는 혁신에 우호적이기 보다는 대부분 적대적
이다.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분석과 예측, 수많은 논의구조를 통
해서 혁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혁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혁신이 처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한 혁신전략의 수립과 활용이 필요하다. 혁신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혁신과 관련된 모
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혁신에 대한 이해관계가 모두 다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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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규범적 가치와 현실적인 전략의 조화가 필요하다. 어느 가치를 지향하든 정부혁신은 본질적으
로 규범적인 가치를 벗어날 수 없다. 즉 정부혁신 자체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정부”
의 모습을 지향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적 가치와 당위성만으로 정부혁신이 기대하였던 성
과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현실적인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규범적인 가치를 지향하되, 이를 의미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혁신이 점진적으
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진적인 혁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급격한 혁신전략이 상대적으로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35)
마지막으로 관리혁신의 한계 인식과 자율적 혁신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관리
혁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관리혁신적인 요소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도 발견되기 때문에 관리혁신을 공공부문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의 그 동안의 정부혁신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관리혁신
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관리혁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혁신은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혁신의 여건이 매우 미성숙한 초기단계이거나 혹은 새로
운 기관장의 부임이나 혹은 기존과는 다른 여건이 조성되었을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모든 혁신이 관리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공공부문의 혁신도 궁극적으로는 자율
혁신에 기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확보됨으로서 공공부문의 혁신도 지속성과 생명력을가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
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정부혁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것은 결
국 정부가 처하고 있는 상황, 즉 정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정부혁신의 추진방향, 방법, 전략 등에 대해서도 다들 상이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혁신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정부든 민간기업이든 혁신은 결국 기존의 지배체제 혹은 가치체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는데, 기존의 체제는 매우 견고한 것이어서 쉽게 변화되지 않으며, 또한 기존 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5)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해서는 대상자나 이해관계자, 주도자들의 상호주관적 원리가 적용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 때문에 다양하고 자유
로운 의미들이 소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김선명, 20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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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저항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뜻한 대로 혁신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정부혁신
은 비록 규범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달성되어야 하는 곳은 오히려 이를 어렵게 하는 현
실이라는 점에서 혁신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혁신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혁신을 통해서 추구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더불어, 이것이 추구되는 현실에 대한 것이다. 즉 규범과 현실의 조화 내지는 접목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민간부문과 달리 혁신에 그렇게 우호적인 영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어
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정부혁신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는 맥
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관리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여건들은 혁신에 우호적이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적대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를 충분
히 고려할 수 있을 때 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관
리혁신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물론 관리혁신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기존의 정부에서 발견되는 혁신활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그 동안 잘못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바람
직한 관리혁신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운영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고려되었을
때 정부혁신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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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하 봉 운

본 연구는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먼저 평생
교육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재정적 지원 방안,
전략 및 프로그램 평가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였다.
추진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에선 광역자치단체의 평생학습조례 제정,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 위원회의 수준
별·분야별 설치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이, 재정적 지원 방안에선 평생학습 정책구현을 위한 예산의 조성 및 집행,
민간자본 확충방안, 시설 운영 방안이, 전략 및 프로그램 평가에선 평생학습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주제어 _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지원조례, 지역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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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and Tasks of Local Government for
Improvement of Local Lifelong Education

Ha, Bong-Woon

This paper discusses on the principles of role and tasks related to the lifelong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local lifelong educational developments.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education. Since 2001, the local governments have
developed and supported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with a cooperation with Ministry of
Education, the central government education autho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 s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make an ordinance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 policies.
In this study, the role and tasks of local government to stabilize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is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Key words _ lifelong education, local government, the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
s lifelong

education financing, the center for local government’
s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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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1994년 창원시가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대두되었고, 마침내 1999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평생교육의 세계흐름에 부응하여 2000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였으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사
회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자 2007년도에 19개 시·군·자치구를‘평생학습도시’
로 신규 선정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조성한 평생학습도시는 7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습도시 사업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2008년까지
100여개의 평생학습도시로 확대하고( 2004년 : 19개 → 2005년 : 33개 → 2006년 : 57개 → 2007년
: 76개 → 2008년 : 100개), 아울러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학습도시별로 주민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공
개하는 등 학습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표 1> 지역별 학습도시 지정현황
지역

계

서 울

7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06), 강동구('07), 강서구('07), 마포구('07)

전국 학습도시 (지정연도)

부 산

3

해운대구('02), 연제구('06), 사상구('07)

대 구

2

달서구('05), 동구('05)

인 천

3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06)

광 주

3

남구('05), 동구('06), 광산구('06)

대 전

2

유성구('01), 대덕구('07)

울 산

2

울주군('06), 중구('07)

경 기

11

강 원

4

삼척시('06), 화천군('06), 강릉시('07), 횡성군('07)

충 북

4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06)

충 남

7

금산군('04), 부여군('05), 태안군('06), 아산시('06), 서산시('06), 서천군('07), 천안시('07)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06), 용인시('06), 시흥시('06),
평택시('06), 과천시('07), 안양시('07)

전 북

7

진안군('01), 전주시('04), 익산시('05), 김제시('06), 남원시('06), 정읍시('06), 군산시('07)

전 남

7

순천시('03), 목포시('04), 여수시('06), 광양시('06), 곡성군('06), 강진군('07), 영암군('07)

경 북

4

칠곡군('04), 안동시('03), 구미시('07), 경산시('07)

경 남

8

창원시('04), 거창군('03),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06), 하동군('06), 진주시('07), 통영시('07)

제 주

2

서귀포시('03), 제주시('02)

합 계

76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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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으로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만이 선 순환적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으로 보았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재대국’
을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1)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
화, 2)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3)평생학습의 생활화로 설정하였다. 이 중 특히‘평생학습의
생활화’
는 일생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계좌제 등의 평
생학습 유인을 강화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김영철, 2008). 인
수위는 인재대국 국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18개 국정과제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
반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핵심과제로서‘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중점과제로서‘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및 확산’
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통해 인재대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다.
<표 2> 이명박 정부의 인재대국 분야 국정과제
1.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2. 영어 공교육 완성
【 핵심과제 】

3.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4.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5.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중점과제 】

3.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4.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1.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2.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3.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일반과제 】

4.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5.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6.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7.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8.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자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8.2.5),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보도자료).

그러나 우리나라 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참여도시 늘리기에 치중한 바,
양적 확산에는 성공했지만 지역 중심의 내실 있는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질적 향상은 외면된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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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통합,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종합적인 도시 발전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는 단순히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학습 관련 행사 개최에 치중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과 경험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상황과 맥락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역 중심적인 발전 전략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사회의 교육, 고
용, 복지, 문화, 보건 관련 공공/민간기관과 주체들이 지역 주민과 사회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상호 협력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개별적 활동과 성과에 전념함으로써 단기적, 일회적 사
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배을규 외, 2008).
무엇보다도 현재까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한 상위의 광역자치단체가 배제되어왔다.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
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인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
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민선4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교
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와 더불어 광역자치단
체가 평생학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련된 주요 환경적, 제도적 변화 요인을 살펴
보고, 지역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역할 제고와 발전 방안을 위한 주요 검토 사
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평생학습정책의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지역수
준에서의 평생교육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평
생학습도시를 비롯한 지역 평생교육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관련 환경적·제도적 변화 요인
1.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2007년 12월 정부는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규정과 책
무를 강화하였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1장 제12조에서는‘시·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명시하였다. 제12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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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평생교
육협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5항에는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업무의 전문적 지도·조언을 위한 광역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명시하였다.
<표 3> 평생교육법 개정 전·후 평생학습 네트워크 관련 각종 협의체 현황 비교
구분
평생교육법
(개정 전)

중앙수준
협의회
-

실행기구
중앙평생
교육센터

광역수준
의장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평생교육

교육과학

(개정 후)

진흥위원회

진흥원

기술부장관

기초수준

협의회

실행기구

평생교육

지역평생교육

시·도

협의회

정보센터

교육감

시·도

시·도

평생교육

평생교육

협의회

진흥원

의장

시·도
지사

협의회
-

실행기구
평생
학습관

시·군·구 시·군·구
평생교육

평생

협의회

학습관

의장
-

기초
단체장

2. 학습(교육)계좌제 구축
학습(교육)계좌제는 국민 각자가 학습한 결과를 평생학습계좌에 등록하여 개인별 평생학습 경력을
누적 관리하는 제도로서 평생학습결과를 기록, 관리,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계속적인 학습
을 촉진하고, 이를 학습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만족도 및 자긍심을 높
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성인 자신이 학습한 모든 유형의 형식, 비형식 학습경험을 고유 평생학습
계좌에 누적·관리·인증해주는 시스템으로서 학습경험을 학점이나 학위 또는 취업, 승진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계좌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위원회 구성, 통합운영센터 설치, 평생교육 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 진행 중이다.

3.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시민교육
기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참여자의 학습욕구를 높
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성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발전 및 자아실현을 도모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및 시설 확충·보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81

완,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실 설치·운영, 학점은행제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창구와 연계를 통한 취업
및 부업 알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1> 학점은행제 평가절차
교육인적자원부

기본계획 수립

한국교육개발원

평가계획 수립 및「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편람」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인정신청서」
제출

교육훈련기관

서면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평가인정(안) 수립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인정(안) 확정

교육인적자원부

학습과목평가인정서 교부

현장방문 평가

교육훈련기관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5), 학점은행제 매뉴얼.

4. 기존 유관 시설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평생학습은 학습의 시기와 공간을 확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평생학습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
는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일생에 걸쳐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을
위한 총체적 지원 체제의 구축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 국가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긴박한 과
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 시설의 평생교육활성화,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강화, 평생
교육시설의 복합화, 시설·설비의 공동 활용(교육시설의 임대차, 교육 기자재의 공동 이용 뱅크, 순회
버스의 공동 활용), 특기적성 교육지도자의 육성·등록·파견, 학생들의 지역 봉사활동 실시, 평생교
육관련 연수 사업 실시 등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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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의 교육자원과 학교-평생교육시설간의 연계모형

자료 : 國立敎育會館社會敎育硏修所(1998),「家庭·學校·地域の連携·融合のすすめ」
, 東京: ぎょせい. p. 42.

Ⅲ.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발전 방향 및 추진 전략
1. 지역 평생교육의 구심체 구축
해당 지역의 주민 교육과 관련된 사업·프로그램,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보장을 위해 지
역의 모든 교육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을 연결하는 핵심 추진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
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교육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화된 부분을 담당하는 중심기관
으로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거점 기관이자 허브(Hub)로서의 역할이 요청되며,
단일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내 평생교육기관, 시설 및 단체
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종합적 평생교육 연구·개발·지도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의 모든 평생교육 업무의 전문적 지도·조언 역할을 담
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생활권별 공적 지역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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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2. 지역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등과의 유기적 연계 구축
실제 일선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성인 취미·교양에 집중되고 있
으며, 각 평생교육기관들의 특징이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프
로그램 개발, 학습자 요구, 강사의 정보 부족을 큰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배을규 외, 2008).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들이 사회구조적으로 통합 연계되지 못하고 기
관 간 경쟁체제가 형성·유지된 까닭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역할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평생학습도시의 전반적인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정책협의회, 실무적인 차원의
담당자간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기관장 협의회 등을 통하여 각 평생교육기
관별 프로그램과 사업이 특성화, 전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각 영역이 함께 어우러
지도록 연계(Network)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협의회는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
며,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나, 협의회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생학습도시 건
설에 있어 <표 4>의 세 가지 협의회는 필수적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표 4> 평생교육협의회의 유형과 목적
유형

목 적

활 동 내 용
- 평생교육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정
평 책
생 협
교 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협의

교육
기관간
협의회

계획 심의·의결과 사업성과 평가
- 평생교육시책에 대하여 자치단체
-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수행

협

평생

- 평생학습센터 연간사업 운영기본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육 회

의 실
회 무
협
의
회

심의·의결과 사업성과 평가

- 평생교육정책협의회의
업무조정·연락

평생교육
실행기관과 실시자

실무 협의(업무조정·연락)

구 성
- 자치단체장, 교육관계자, 의회의원
-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
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각
계각층의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

- 구성원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과 학습도시에 열의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

- 지자체와 교육청 실무과장, 노동 - 대표자나 기관장들은 바쁜 업무
관서 과장, 보건소 담당 과장, 상 로 인하여 본 협의회에 관심을 많
공회의소 사무국장, 지역 대학 평

이 갖지 못하여 협의회가 제대로

생교육원장

기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사업과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
크 등 다양한 협력

유 의 사 항

- 평생교육 기관장, 실무장

상호간의 협력증진 - 지역 평생학습 옹호 조직으로 활동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5), 지역혁신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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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통합을 위한 평생학습의 공공성 실현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직장근로자, 삶의 새로운 의미와 배움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전업
주부, 여생을 보람있게 살고자 하는 노인, 질풍노도시기의 청소년, 올바른 사고와 정서를 가꾸기 시작
하는 유·아동 등 일반 시민들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개인의 자아실
현뿐만 아니라 학습결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특성 반영, 지역산업구조 및 인력 현황 반영,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다수분포 하고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배을규 외, 2008).

Ⅳ.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발전 추진 전략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살펴보면, 크게 평생학습 추진조직 및 네트워
크, 재정적 지원, 전략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3>). 즉 평생교육법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1. 추진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1) 광역자치단체 평생학습조례 제정
현재 평생학습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
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하봉운, 2008).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히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와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에게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각 시·도는 평생교육 관련 조직, 재정, 사업 및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도시인 시·군·자치구에 평생학습의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하봉운, 2008).
비록 조례라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자치법규 역시 법령체계의 하나로서 지속성과 확
정성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변화 등으로 인한 해당 정책의 존폐를 막을 수 있으며, 대상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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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생교육법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에 대한 의무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
립·추진하여야 한다.

추진조직·
네트워크

평생교육법 제12조, 14조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
도평생교육협의회와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를 둔다
평생교육법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1조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
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
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

전략·프로그램

평생교육법 제2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정책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일선 시·군·자치구 및 교육청의 지속
적인 재정적 지원·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하봉운, 2007).
이 조례에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평생학습진흥원 설치의 취지 및 개념, 평생학습진흥원 관련 사업
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진흥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사항, 평생학습진흥원 지
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관련 사항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재원으로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명시하
거나, 지방세 세원의 일부분을 규정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지원부분의 재정이 확보되고 그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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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기존 평생교육법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지역의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
서 지정토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업무가 추가된 주변 업무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업무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위
한 평생교육 인프라로서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이 요청된다. 이는 광역과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및 책무성 강화와 동시에,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성과 지
속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1)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평생교육 상
담, 3)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그 밖에 평생교육진흥
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조
례에 명시되어야 한다(하봉운, 2008).

(1) 조직 및 인력 배치 방안: 평생교육사 배치 및 의무화 규정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전체를 전일적인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 안에 있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들이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강사 및 자원봉사자 공유,
학습자 정보교환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협력하는 생산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하봉운,
2008). 이에 평생교육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의 질은 관련 종사자의 질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의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배치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의무화 규
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사 배치의 강화, 평생교육 실무자의 연수 강화를
통하여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생
교육의 전문화를 도모하여야 한다(하봉운, 2008).
또한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의 전임계약직 채용과 나·다·라급 등의 위계적 배치를 통해서 책무
성 및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며,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운영조례를 우선 제정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 지
역 평생학습 진흥과 활성화를 담당할 지역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즉 조례의 내용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뿐만 아니라 주요 기능으로
평생학습 정책 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
보,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배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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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8).
이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배치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조직 구조

기관장

정책기획부

평생학습 전략,
정책, 사업기획

연구평가부

평생학습요구조사

정보상담부

운영지원부

평생학습정보시스템

사업 및

구축관리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련

평생학습프로그램

평생학습기관

위원회 운영

개발 및 평가

네트워크 구축관리

민·관·산·학

평생학습 기관

평생학습상담센터

연계체제 구축

평가 및 컨설팅

운영

기관 및 단체

평생학습 전문가

학점은행제 및

강사, 학습자

양성과정 개발

학습계좌제운영

지원

교육·행사 기획

교육행사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홍보

자료 : 배을규 외(2008),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① 정책기획 전문 인력 배치
- 평생학습 전략 및 정책 기획.
- 평생학습사업 공모 및 지원 기획.
- 민·관·산·학 연계협력 체제 구축.
- 국내·외 평생학습 축제 및 이벤트 기획.
-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연구평가 전문 인력 배치
- 평생학습 요구 조사 분석.

행정관리부

행정경영지원

시설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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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평가.
- 평생학습기관 평가, 컨설팅 및 인증제 도입.
- 평생학습 전문가(학습동아리, 지역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및 연수.
- 평생학습기관 담당자 연수 및 직무능력 개발.

③ 정보관리 전문 인력 배치
- 평생학습기관 정보, 학습자 정보, 학습 정보 축적 및 관리.
- 평생학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평생학습 상담센터 운영(학습상담, 생애학습설계 등).
- 학점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3) 위원회의 수준별·분야별 설치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전반적인 평생교육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정책협의회, 실무적인 차원의 담당자간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기관장 협의회 등의 필수적인 협의회 설치와 이들 협의회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수준의 평생학습관련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것과 각 수준의 협의회 구성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평생학습협의회 중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혹
은 시장), 교육감(장), 의회의장, 평생교육기관협의회 회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최상급 수준의 협의회인 정책협의회는 지역 내의 관련 단체와 기관의 최고의사결정자들의 협
의회로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체 기획과 관련된 발의와 의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무
협의회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 구성하는 협의회로써, 기관간의 구체적 협력
사업이 추진될 때 실무수준에서 구체적 사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수행한다. 또한 기관간협의회
는 지역내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관련된 문화원, 여성문화회관, 복지관, 도서관, 각종센터, 직업학교,
주민자치센터, 각급학교 등의 기관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들 각 협의회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체계성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시설 간 협의
회를 구성토록 한다(하봉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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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협의회의 유형과 기능
유 형

구

성 · 기

능

광역 수준 : 교육감과 시·도지사, 관련 시설의 장으로 구성, 시·도 수준에서는 교육감이 위원장
지역평생교육
협의회

기초 자치단체 수준 : 지자체의 장과 교육청의 장, 관련 기관의 장으로 구성, 지자체의 장이 위원장
위원장의 소속 기관이 시·도 수준과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다르므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해야 함.
기능 : 평생교육관련 정책 및 조례 결정지역평생교육

지역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광역 수준 : 교육청과 도청의 담당 부서의 실무자들의 협의회
기초자치단체 수준 : 지자체와 시·군 교육청의 담당 부서 실무자들의 협의회
기능 : 지역평생교육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에 대해 실제적인 실무자들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협의회
기능 : 분야별 협의회를 결성하여 평생교육의 과제 수행을 통해 평생교육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평생교육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체 단위별로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지역평생교육기관

예 : - 주민자치센터평생교육협의회

/단체협의회

- 시 사업소 평생교육협의회
- 지역사회단체 평생교육협의회
- 지역사회학교 평생교육협의회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5), 지역혁신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매뉴얼.

2. 재정적 지원
1) 조례에 따른 예산의 조성 및 집행
재원으로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명시하거나 지방세 세원의 일부분을 평생학습재원으로 규정하여 지
방정부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교육지원부분
의 재정이 확보되고 그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하봉운, 2008).
그리고 각 시·군과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재정 확충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
관련 기관, 지역 인사나 기관을 중심으로 재정후원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을 전개하며 지역단체나 기업의 후원금·개인 기부금 모집 등의 다양한 재원 조달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각 시·군청과 평생학습센터는 지역의 평생학습 개별 기관이 제한된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잠재적인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수행하
도록 한다(하봉운, 2008).
조례를 통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의 규모를 설정할 때
‘최저 하한선’
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최고 상한선’
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조례 중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본예산 사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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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비의 3% 내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최고 상한선을 규
정하고 있다. 그 밖에는 지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평생학습도
시조성사업 지원규모를 설정할 때‘최저 하한선’
과‘최고 상한선’규정방식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6>의 두 가지 규정방식을 검토해보면, 평생학습도시조성의 출발단계에서는 우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한시적 임기를 수행하는 정책집행자의 자율
에 휘둘리지 않도록‘최저 하한선’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지
나치게 그 하한선을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하봉운, 2008).
<표 6>‘최저 하한선’
과‘최고 상한선’규정방식의 비교
‘최저 하한선’
규정방식의 특징
-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하한선을 반드시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조항으로 형성되고 일정한 범위 안으로 포섭하는
기속적 규범으로 기능함.
- 하지만, 그 기준을 초과한 영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
율적 의지에 개방되어 있음.

‘최고 상한선’
규정방식의 특징
- 지방자치단체는 초기 지원규모에 예속되어 장기적이고 점진적
인 확충이 더뎌지거나 너무나 폭넓은 자율영역을 부여하게 되
어 안정적 지원이 불가능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종속될 우려가 있음
- 다만, 최고 상한선이 궁극적으로 도달해가야 하는 지원규모를
예측하는 기능은 존재함

자료 : 하봉운·장덕호(2007), 학교급식지원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교육행정학연구」
, 25(2): 347.

2) 민간자본 확충방안: 평생학습기금 조성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이 기금은 평생학습
도시 계획을 실천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부족한 평생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개인 뿐 아니라 기
업의 후원과 기부가 필수적이며, 기업차원에서의 민간자본 확충방안은 후원금이나 자원봉사 등의 방
법이 있다.
그리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체 설립·운영,
체험학습프로그램, 청소년캠프 등의 다양한 기획수익사업 전개, 나아가 고용보험기금, 정보통신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다시 해당지
역 주민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요구된다(배을규 외, 2008).
특히 기금은 일반회계보다 예산규모의 조정이 편리하고, 민간부문으로부터 차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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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예산과 기금의 차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 특정사업 운영
설치사유

-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의 안정적 지원

- 특정자금 운영
-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 조세수입
재 원

- 세외수입
- 적자국채

운용형태

편성 및 확정

- 무상급부

- 정부가 편성권
- 국회가 확정

집행 자율성

- 거의 없음

수입과

- 특정수입과

지출연계

지출의 연계 배제

- 탄력적 집행

- 목적세
- 출연금 및 부담금

- 다양한 재원

- 판매대가

- 주로 출연금, 부담금, 자산운용 수익

- 기타
- 기업적 사업

- 다양한 사업

- 융자

- 융자, 보증, 보험 등 금융적 성격이 다수

- 일반회계성 사업

- 일반회계성 사업
- 기금관리 주체가 사실상 편성

- 좌동

- 여타 사항은 동일

- 좌동

- 항기준 20% 범위 내에서 의회 심의없이 탄력성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 좌동

자료 : 박기백(2002).

3) 시설 운영 방안
(1) 운영 유형 정립
시설운영에서 적합한 경영 주체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공시설들은 공공(국가, 지자체), 제
3섹터, 민간(기업, 개인) 등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있지만, 관리 운영은 정비 주체의 직영 이외에 위
탁방식이 있다. 건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영이 이상적이지만, 위탁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배을규 외, 2008).
<표 8> 운영 유형
구분

직접경영

간접경영

위탁경영

제3섹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방 -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또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건 -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

정의

공기업에 관한 사무를 처

는 사법상의 법인을 설립

설하고 보유하되 그 경영

부문(제2섹터)이 공동출자

리하는 것

하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

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으

하여 사업체를 구성하고

으로 공기업 활동을 수행

로, 간접경영방식의 일종

이를 통하여 공공개발사업

하는 것

에 참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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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영

간접경영

위탁경영

제3섹터

- 채산성이 없더라도 지역주 - 기반시설사업 또는 대규모 -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 지방공기업의 경직성이나
제고할 수 있음

순수 민영화에서 나타나기

민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사업의 경우 간접경영방식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을 취하면 민간부문의 자 -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직

쉬운 이윤추구를 해소하면

공급할 수 있음

금을 유치할 수 있음

원 채용이 필요 없으며, 노

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

무 관리상의 문제 없음

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 - 자주적 책임경영을 통하여
회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민간업체의 경우 고객 확 -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

지역주민의 의사를 경영에 - 민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

보를 위해 유능한 직원을

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

을 활용함으로써 직접경영

채용·운영하는 결과, 학생

화시키면서 주민의 욕구에

방식의 한계를 어느 정도

들의 교육활동 시 관련 분

대응하고 지역기반시설을

극복할 수 있음

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확충할 수 있게 함

반영하기가 쉬움
-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에 의
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조달

수 있음

이 쉬움
- 낮은 요금정책을 유지 할 수
있어, 교육활동비가 저렴함

-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참

- 교육활동 과정에서 관련

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지역

직원으로 인한 문제 발생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시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 학생들의 교육활동시간 확

쉬움

보에 유리함

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의
전문적 지식·기술·경험

장점 - 각종 부대시설 및 활동공

- 임대비용의 고정적인 확보

간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로 인하여 회계 편성이 명

활동의 전개가 가능함

확하며, 연간 교육과정 운 -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를

을 활용할 수 있음

영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다원화함으로써 공공부문

교육활동이 가능함

의 책임영역과 경비부담을

- 시설 보안 및 안전 관리 문

줄일 수 있음

제의 경우 위탁업체에서 - 민간부문은 특히 지역독점
관리하는 관계로 지자체의

성이 강한 사업에 참여함

부담이 적어짐

으로써 이윤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음
- 제3섹터에의 참여로 민간
기업은 사업을 다양화함으
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
치단체가 갖는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음

- 관료조직에 의하여 운영되 - 공공성의 확보가 어려움

- 위탁경영의 계약자(受託者)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기 때문에 경직성과 비능 -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책임

가 수익에 치중하는 경우

출연의 비중이 낮기 때문

이 따르지 않을 경우, 오히

서비스가 열악해 지고, 의

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권

려 경영이 방만해져 사업

회를 통한 주민의 의사반

장악이 힘듦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영이 어려움

률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단점 - 요금이 국가의 정책적 차
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가상승 요인을 적절하게 -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 공무원 등 필요한 교육활동
반영시키기가 어려움

보장하기 어려움

시간 확보와 관련하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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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접경영

위탁경영

-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일

업체와의 조정이 필요하며,

치하기 않는 경우, 주민생

자유로운 교육활동이 어려움

활의 편의 증진에 기여해

- 각종 부대시설 및 공간을

아 할 지방공기업의 경영

이용한 다양한 교육활동 전

이 행정제도에 의하여 제
약됨

개에 제한이 있음

- 시설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내지 책임의식이 결여되기

경우 시설 책임 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직

- 시설 하자 발생으로 인한

원 채용이 필요하나, 노무

시설 운영을 못할 경우 위탁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음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

- 인건비의 제한으로 인하여
유능한 인력 및 소요 인원
확보가 어려움

제3섹터

- 교육활동비가 다소 높아짐

- 경영악화에 대한 위기의식

쉬움

단점

간접경영

제가 있음
- 임대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움

- 교육활동과정에서 관련 직
원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
를 조정하는 과정이 어려움
- 실제 필요한 소요 비용보
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연
간 운영비용 대비 적자 발
생으로 인하여 교육비를
잠식하는 경우가 많음

3. 전략 및 프로그램
1) 평생학습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향상이 강조되고 성과가 요
구되는 것이 대세이므로 평생교육사업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정책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성과관
리 및 평가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을 평가하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함으로써 평생학습 관련 공적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각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사업활성
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롤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에 대한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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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드백하는 사업과정평가도 실시한다. 즉 학습
을 통해 얻는 결과는 시민 개인에게는 학습결과 누적을, 기관에게는 학습 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와 정
보습득을, 지역에는 학습을 통한 성장을 얻을 수 있으며 평가 시스템을 통해 얻은 교육적 요구와 필요
성은 시책기획과 정책 반영의 데이터로 사용, 지역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평생교육 시스템 조성에 도움
을 줄 수 있다(배을규 외, 2008).
평생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관 간의 경영합리화와 사업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즉 지자체 전체의 평생교육
관련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산하 사업소와 시
민교육센터 등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평생교육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차등적
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평가내용은 기관 운영 합리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 부문이며, 이 같은 평가
는 제도화되어야 하고, 공공적·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예컨대 평생교육협의회
가 평가 담당 기관이 될 수 있고,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생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
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척도가 마련되어야
한다(하봉운, 2008).

2)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형식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등 모든 교육기회와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기(아동기), 노동기
(청·장년기), 여가기(노년기)라는 단선형적·파편적 모형에서 벗어나 생애에 걸쳐 학습·노동·여가
가 입체적·교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평생학습을 일부 여유 있는 계층
또는 실업자를 위한 것, 학교교육의 연장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과 평생학습을 가로막는 개인적 차원
의 장벽, 제도 및 구조적 차원의 장벽, 상황적 차원의 장벽 등을 허물고 모든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평
생학습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기회 배분 정의를 실현하기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정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학습도시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목표 대
비 성과를 분석하여 차기년도 평생학습도시 관련 예산 지원평가체제를 구축한다. 시민의 평생학습도
시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며,
평생학습도시 정책추진의 목표인 삶의 질 향상,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적 발전, 사회적 통합
성 증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의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하봉운,
2008).
또한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여 일반시민까지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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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재단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정주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인력 풀을 구축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하봉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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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방안 연구*

이 해 종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통한 수도권억제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수도권 지역간에 왜곡된 발전을 초래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수
도권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전제로,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번영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지역
경쟁력을 연계하여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으로. 수도권의 경제파급효과(spillover-effect)
에 따른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집중억제, 균형개발,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규제의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지역별 특화가 전제
된“한반도 경쟁력강화프로젝트”
,“한반도 지역특화전략”
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번
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개선 및 실질적인 수도권 도시성장관리
정책(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제어 _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전략, 도시성장관리정책, 경기도
* 이 논문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한 수도권 세미나 주제발표자료(2008.12.24)를 정부의 수도권 정책발표(2009.1)와 연계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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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llaborative Development Strategy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other regions of Korea.

Lee, Hae-Jo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Dongguk University

A study was conducted on symbio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other regions of Korea(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For environment-friendly l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conduct a large-scale
nationwide survey of land aptitude to exempt areas deemed worth preserving from development.
Growth management planning, in all its varied forms, basically involves using government
regulatory powers in a comprehensive, rational, coordinated manner to meet public objectives for
balance economic growth with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our natural and manmade systems.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have sprung up there and most of the apartments are occupied by
people from Seoul and other areas. During rush hour, traffic around the housing development area is
congested with commuters going to or returning from work.
Successful growth management also requires coordination among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other regions of Korea. As growth problems, such as pollution, mass transit, and siting locally
unwanted land uses(LULUS), spill over municipal boundaries into suburban and even exurban areas,
local government must cooperate to resolve these issues and also involve higher(Gyeonggi-Province
and other regions of Korea) level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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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도권 정책은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와 함께 수도권 방위라는 안보논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1960
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변에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적인 집
중으로 인해 국토의 불균형성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양상 등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일
본 31.9%, 프랑스 18.5%, 영국 11.8%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을 통해 경제적인 집중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4.6%,
경기도 20%를 차지하여 수도권이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내총생
산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5년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농림어업 등이 감소를 보였으나,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5.0%)보다 1.1%p 낮은 3.9%가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남(8.4%), 경기(7.1%), 광주(5.9%) 순이었으며, 성장률이 낮
은 지역은 강원(0.3%), 대전(1.1%), 충북(1.3%) 순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이후 충남의 위상변
화를 알 수 있으며, 수도권의 평면적인 확산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2000년 대비 2005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자료 : 통계청(2006. 12), 2005년 16개 시·도별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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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속적인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통한 수도권억제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수도권 지역간에 왜곡된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왜곡되고 논리적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생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이기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에, 정
부의 수도권 규제개선 사례 및 상생을 전제로 한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과 상생방안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수도권의 과밀문제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1990년대 까지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해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의구조도 많았다. 최상철(1998)은 수도권정책
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3개 권역 폐지의 필요 및 상세정비계
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기개발연
구원에서는 수도권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경쟁력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개선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이해종(1999)은 수도권의 규제개선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방안 및 경기도의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 측면에서 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의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성장관리를 통한 계획적 관리의 중요
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시기였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김경환·임삼진(2005) 역시 수도권 규제의 효과성, 규제비용과 부작
용을 분석하여, 수도권 규제의 한계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았으며, 허도훈(2006) 역시 수도권 규제폐
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
계를 수도권정책과 연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김은경(2007)은 수도권 규제개혁이 국민경제, 수도권, 지방의 성장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 수도권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도권 경쟁력의 현황을 영역별로 평가, 전략적 관점
하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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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10년 수도권정책관련 주요선행연구
연구자 및 발표시기
최상철(1998, 서울신문사/
한국지역학회)

논문제목(보고서포함)
우리나라 지역 및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 설정

주

요

내

용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제
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3개권역 폐지 필요,상
세정비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필요성제시,
수도권정책의 뉴패러다임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수도권의 경쟁력의 재
이해종(1999, 노춘희 교수
설정 -수도권과비수도권
인식
정년퇴임 논문집)
의 공동번영(win-win
strategy)

(1998년 ~ 현재)

비

고

수도권 규제개선

수도권 규제개선,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

경기도
(1999, 경기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규제정책 개선방안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수도권
규제 한계문제, 실효성문제 제기, 상생발전 필
요성 제기)

수도권 규제개선

이해종
(1999,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성장관리정책연구

○경기도의 집중에 따른 계획적 관리 측면에서
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
필요성 제시 및 정책대안 제시

수도권 규제개선,
성장관리정책

경기도
(2000, 경기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
수도권토지정책 개선방안
정의 제도적 한계 및 개선방안 제시

수도권 규제개선

김경환·임상준
(2005, 한국경제연구원)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 ○수도권 규제의 효과성, 규제비용과 부작용 분
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
석, 수도권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수도권 규제개선

허도훈
(2006, 인천발전연구원)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수도권 규제폐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 규제 필요,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 제시

수도권 규제개선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
적 파급효과 분석

○수도권 규제개혁이 국민경제, 수도권, 지방 등
의 성장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수도권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

수도권 규제개선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전략

○수도권 경쟁력의 현황을 영역별로 평가하고
향후 전략적 관점 하에 정책 방향을 제시

수도권 규제개혁,
지방분권 강화

수도권 규제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인구억제에 대해서
는 실효성이 약한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의 해
법 모색, 수도권 제조업이 인구집중의 주된
요인인지 분석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한 정책패러다임 제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 수도권 낙후지역의 4년제
가, 정책대안 모색
대학의 특례허용 및 수도
권 대학규제정책의 폐지

김은경
(2007,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2007, 경기개발연구원)

변창흠
(2008, 새강원포럼)

수도권 규제완화논리 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대응과제 제
판과 지방의 대응과제
시,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제고방안 제시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제
시(수도권 규제완화문제를 지방의 입장에서
접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

변용환
(2008, 강원발전연구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고뇌

이해종
(2008, 한국경제신문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수도권정책의 합리적
수도권규제개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개선 제시,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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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2007)는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인구 억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약한 수도권 인구억제정
책의 해법을 모색하였으며, 수도권 제조업이 인구집중의 주된 요인인지 분석하였다. 특히 수도권 낙후
지역의 4년제 대학의 특례허용 및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변창흠(2008)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여, 지방의 입장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문제를 제시하였으며, 변용환(2008)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해종(2008)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방안을 제
시하였는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수도권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제
시하였다. 국민적 갈등해소,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2. 이론적 분석 틀 및 연구방법
1) 변이계수를 활용한 지역격차 분석 및 성장관리 이론
수도권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을 전제로 한 이 연구의 전체적인 이론적인 접근은 도시성장관리를 통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있어서는 지
역발전격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격차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며 그것을 근거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지역격차문제를 다 다룰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한강수계 관리, 접경지역의
공동대응 등 협력적 관계에서 중요한 수도권과 강원도와의 지역격차 사례분석에서는 지역내총생산
(GRDP)자료를 활용했다. 이 일반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변이계수분석 기법(Coefficient
of Variation)을 활용하는데, 이 기법은 절대치를 비교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분석방법은 전국평균수준에 대한 지역수준의 분포상태를 나타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분산을
전체평균으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평균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지역별 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분산의 분해를 시도할 경우 지역내 격차와 지역간 격차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에 성장관리이론이 필요한 것은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유도한다는 측면
에서 도시성장관리정책은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장관리란 개발의 규모, 위치, 순서, 특
성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적절히 계획함으로써 개발의
위치, 개발의 형태, 개발의 시기 등을 결정하는 성장관리정책을 주로 펼쳐 왔기 때문이다(이해종,
2008). 이와 같이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면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또는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의 대체입법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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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과 연구의 한계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그리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측면
에서 검토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수도권정책의 새로
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를 적시한 것은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바로 연계되기 때문이
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지방의 경쟁력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현 정부의 지방육성 전략이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자료를 살펴보
았다. 더욱이 비수도권의 발전에 또 다른 축을 형성할 법적측면의 변화가 2008년부터 시행된 동서남
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상생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현 정부에서 후속적
으로 발표한(2009)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시기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의 한계는 후속적인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문이다.

Ⅲ. 정부의 수도권 정책 추진방향과 경기도의 규제개선
1. 수도권 및 경기도 규제문제
수도권은 입지여건상 고부가가치 위주로 토지가 활용되어야 하나 영세·무등록 공장의 양산 및 향
락서비스 산업 난립 등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기업활동이 제약되고 있다.
경기도의 규제문제는 수도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정책적 수단의
결여와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대한 모호성(과도한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정책의 정책적 한계)으로 수도
권의 과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용토지 및 도시기능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정된 것이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
역의 지정역시 방어선 개념이 포함된 구역지정인 것이다.
경기도 규제 총괄도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지정 실태의 도면을 보면 그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 지
금의 수도권정책의 규제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그중에서도 경기도와 비수도권의 문제로
귀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통일시대에 남북교류, 화해협력의 중요한 거점기능을 하게 될 경기북부지역은 지역의 중요성은 차
치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중첩된 규제로 개발의 섬으로 남아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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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기도 규제총괄도

<그림 3> 개발제한구역지정실태

<그림 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실태

<그림 5> 상수원 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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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3개 권역별 규제 외에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
원 특별대책 Ⅰ,Ⅱ권역),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되어 규제되고 있
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하천의 하수방향, 수계거리, 자정능력, 지역특수성 둥의 고려 없이 획
일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공장입지도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권역별로 중복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한(2009.1)수도권 정책의 방향은 향후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중요한 변화
가 될 것이다.

2.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 변화구도
여기에서는 정부의 규제개선과 연계한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정책방향이 귀결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에서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한 완급조절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2009.1)는 제9차 회의(2008.12.12)에 따른 수도권규제 합
리화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규제 합리화 후속조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및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2009.1.16 시행)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첫째, 수도권지역 산업단지내의 공장 신설·증설·이전 규제 폐지이다.
둘째,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공장 증설·이전 확대 허용
셋째, 자연보전권역(오염총량제지역)에서는 도시·지역개발, 관광지조성 등 확대 허용이 그것이다.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는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는데, 소요재원은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투자유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별도의 기금 신설·특별회계 등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고 밝히고 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따라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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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정책의 세부적인 변화구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정책의 세부적인 변화를 경기도와 연계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공장의 신·증설·이전 규제개선 및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을 허용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외에서는 첨단업종의 경우 96개 전체 업종으로 증설 범위를 확대한다.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 사업구역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산업단지의
총량규제를 배제하고, 신도시 개발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 수요를 신축
적으로 공급한다.1)

<표 2> 권역별 규제개선 현행대비
구

분

현

행

개선

비고

신규 공업지역(산업) 조성불가
과밀억제권역

- 단, 기존 공업지역 면적 범위내에서 수도권 심의
를 거쳐 변경(대체) 가능

현행과 같음

※ 수원, 성남, 부천 등 대체 산단 조성 추진 중
일반산단

성장관리
권

역

공업용지 물량규제 적용
- 산업단지 공급물량 범위내에서 조성 가능

경제자유
구 역

상동

미군반환
공여구역

상동

지원도시
사업구역2)

상동

자연보전권역

6만㎡이하만 산단 조성 가능
- 3만㎡미만 허용
- 3~6만㎡ 수도권 심의후 허용

현행과 같음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화성)
공업용지 물량규제
적용 배제

동두천, 파주, 포천,
양주 등 14개 시·군
양주·동두천
국제자유도시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1), 경기도청(2009.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일례로 동탄 신도시, 평택주한미군이전 지역 등은 별도 물량 배정한다는 것이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1).
2)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330만㎡(100만평)이상 규모〉※ 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포함) : 동두천시 등 14개 시·군 102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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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 규제개선 현행 대비
구

분

현
산업단지

대기업
과밀억제
권

공업지역
산업단지외

역

행

개

신·증설 원칙적 금지

전체 업종·규모 허용

신·증설 원칙적 금지

첨단업종 증설 확대

선

- 첨단업종 신·증설 : 1천㎡이내

- 1천㎡ → 200% 이내 증설

- 기존 공장 부지내 증설(10개업종)

- 기존 공장 부지내 증설

신·증설 원칙적 금지

첨단업종 증설 확대

- 첨단업종·증설 : 1천㎡이내

- 1천㎡ → 100% 이내

(10개업종 → 모든 제조 업종)
기타

제한없음
중소기업 산업단지,공업지역,기타 - 단,공업지역₩기타 : 첨단업종₩도시형공장 현행과 같음
신·증설, 기존공장 증설 및 이전
산업단지

공업지역
성장관리
권

역

대기업

신·증설 원칙적 금지

전체 업종·규모 허용

신·증설 원칙적 금지

증설 및 이전 허용 업종 확대

- 기존 공장 3천㎡이내 증설

- 모든 첨단 업종 규모 제한 폐지

(14개 업종은 100%이내)

※ 첨단업종외 업종은 기존부지내만증설허용

- 과밀₩자연→성장 공업지역 이전(8개 업종) - 과밀·자연→성장권역 공업지역 이전
산업단지외

(8개업종→모든 제조 업종)
신·증설 원칙적 금지
기타

증설 허용 업종 확대

- 14개 첨단업종 기존 공장 100%이내증설 - 14개, 100% → 96개 모든 첨단업종
200% 이내 증설
※ 첨단업종외 업종은 기존부지내만증설허용

중소기업 산업단지,공업지역,기타

제한없음

현행과 같음

※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음, ※ 현행근거 ：산집법 시행령 제26, 27, 27조의 2 및 수정법 제18조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1), 경기도청(2009.3).

2)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정책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오염총
량제의 의무화 시행방안을 확정( ’
08.11)하는 한편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
09.4). 특히 수질오
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의 경우 입지규제 완화하는 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개
발사업의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
09.3).
국가안보·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불편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기타 규제의 적용
을 배제하고, 수도권내 설립되는 공장의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앞당겨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
제를 개선한다(등록이후 → 설립승인 이후).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제
도(기본세율의 3배)를 개선한다( ’
09.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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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현행대비
허용 대상

현 행

개선(2009.3월)
도시지역 : 10만㎡이상,

도시/지역개발사업

6만㎡이내

관광지조성사업

6만㎡이내

상한 폐지

금지

입지 허용

비도시지역 : 10만~50만㎡

대형건축물
-판매용 15천㎡이상
-업무용등 25천㎡이상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1천㎡이상)

금지(1천㎡ 이하만 허용)

규모 폐지

폐수발생 공장 신증설(1천㎡이상)

금지(1천㎡ 이하만 허용)

현행과 같음

※ 공업용지조성사업(6만㎡이내),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은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1), 경기도청(2009.3).

<표 5> 오염 총량제 시행지역 현행대비 비교
구분

현 행(임의제)

오총제 시행여부

시행지역

개선안(임의제)
미시행지역

시행지역

미시행지역

규모폐지

현행과 같음

3만㎡미만 허용
관광지

3만㎡~6만㎡ 심의후 허용

좌동

6만㎡초과 금지
대형건축물

판매용 : 15,000㎡이하
업무/복합용 : 25,000㎡이하

좌동

3만㎡미만 허용
도시/지역개발
개발사업

3만㎡~6만㎡ 심의후 허용
6만㎡초과 금지

도시지역
좌동

- 10만㎡이상 허용
비도시지역

현행과 같음

- 10만~50만㎡까지 허용
3만㎡미만 허용
공업용지

3만㎡~6만㎡ 심의후 허용

좌동

6만㎡초과 금지

현행과 같음
(2010년까지 연구검토)

도시지역 - 10만㎡이상 허용
택지개발

비도시지역

3만~6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10만~50만㎡까지 허용

대학

공장

연수시설

금지(신축)

좌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증설

금지

좌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전

금지

좌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증설
이전

신·증설 원천적 금지

좌동

-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
금지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1), 경기도청(2009.3).

폐수발생 : 현행과 같음
폐수비발생 : 허용

좌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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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태
양광,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물류단지 등 산업지원 조성사업의 경우 동
탄 제2신도시 지역과 주변 2㎞ 범위 내 개발행위제한이 완화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 방식을 분
기별 개최에서 수시개최로 변경하여 민간개발사업을 신속히 지원한다.
농지·산지 개선 방안으로는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을 추진하는데,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 ’
08.
12.31까지 정비 완료). 특히 한계농지 소유·거래 제한을 폐지하는데,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한계 농지 소유 및 거래를 자유화한다. 개발가능한 산지의 공급도 확대하는
데, 보전산지 일부를 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산지로 전환한다( ’
08.12). 개발가능한 산지중 1.0ha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하는 데, 경기도의 경우 보전산지 6천ha정도가 준보전산지로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준보전산지가 70% 이상이 포함된 사업지의 경우, 주변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
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6> 농지·산지 규제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평균경사율 15%이상인 한계 농지
한계농지 소유·거래 제한
농지규제완화

※ 추정면적 : 경기도 6,646ha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

산지규제완화

비농업인 소유 허용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도 보전산지로 관리

수질오염의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
08 해제계획 : 4,273ha
1ha 미만 소규모 산지는 준보존산지로 조정
※ 준보전산지 14.4만ha → 15만ha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1), 경기도청(2009.3).

3)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토지공급 확대, 기 확정된 대도시권의 부분해제예정
총량 중 잔여면적 23㎢를 전환해제를 추진하고, 기존 해제허용총량(104㎢)의 10~30%(10.4~31.3㎢)
범위 내에서 추가해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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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예상규모
구

분

부분해제

도

권

계

경기

서울

인천

3,940.0

1,460.0

1,221.1

156.4

81.8

허용총량

342.5

124.2

104.2

13.3

7.0

旣해제

222.2

97.8

81.2

10.6

6.0

전국 GB 면적 (㎢)
대도시권

수

전 국(㎢)

잔량

120.2

26.4

23.0

2.7

1.0

추가해제

지역개발수요(산업물류단지)

34~102.0

12~37.0

10.4~31.3

1.3~5.3

0.7~2.1

예상규모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지

80.0

80.0

66.4

-

-

(9.30.조치)

국정과제(부산)

6.0

-

-

-

-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1), 경기도청(2009.3).

한편 서민주택건설(약 66.4㎢)은 별도 해제를 추진하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
쳐’
09.11월부터 해제지역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며, 녹지축 유지 또는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 도시
간 연담화 우려지역, 지장물 남설 등의 투기행위로 지가급등 지역은 보전한다는 것이다(국가경쟁력강
화위원회, 2008).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고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의
민간인 통제선을 5㎞ 북상하여 조정하고, 군사분계선이남 25㎞ 초과지역의 군사시설보호거리는 축소
3)

한다.
<표 8>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 사항
구분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현행

개선

군사분계선 이남 15㎞이내

군사분계선 이남 10㎞이내

군사시설 외곽 500m이내

군사시설 외곽 300m이내

군사시설 외곽 1㎞이내

군사시설 외곽 500m이내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

관할부대 군협의 동의시 가능

군협의 없이 시군에서 처리

탄약고 주변 주택 건축

3년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증개축 가능

모든 주택 증·개축 가능

군협의 결과 이의신청

근거 없음

상급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

토지매수 청구권

근거 없음

통제보호구역, 탄약고 주변, 비행안전Ⅰ₩Ⅱ구역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1), 경기도청(2009.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통제보호구역은 500m→300m, 제한보호구역은 1㎞→500m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위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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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도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 일극집중 등으로 인해,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와 함께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도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고, 국토의 효율성 저하
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경험하였다. 지방화와 균형발전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교통·산업의 과집중으로 인해 각종
도시문제와 물류비용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55개 국가 중 31위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방과의 상생, 기능적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한국의 국
가경쟁력을 5년 내에 국가경쟁력 15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규제개혁, 공공혁신,
<표 9> 수도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필요 및 대안적 요소
구분
정책의 실효성

주

요

내

용

- 정치적 논리 - 상생의 논리 부재 - 정책의 실효성 한계 - 친환경적인 국토발전 저해

측면의 변화 필요 - 왜곡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조
- 경기도의 수도권정책과 비수도권과의 갈등 구조
- 경기도의 현재 규제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결과의 산물
국가경쟁력 제고 - 국가경쟁력과 수도권경쟁력과의 관계, 지방의 경쟁력의 중요성이 왜곡되게 작용
측면의 변화 필요 - 향후 수도권의 범위와 수도 기능 문제(행복도시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 현재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왜곡된 사실 문제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 수도권은 세계대도시권과 경쟁해야 하는 문제
정책대안적 요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효성있는 상생방안 모색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게획법의 폐지 또는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입법화 추진
○ 수도권정책은 수도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부담 해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비합리적 규제는 합리적 규제로 전환
○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수도권성장관리시스템 도입
○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합리적 규제개선이라는 정책전환(정치적 논리에 이용 문제)
○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강원도와 협력적 관계유지를 통한 동반 성장
○ 수도기능 이전문제는 수도권과 충남과의 협력적 관계유지
○ 물관리문제는 경기도와 충북(팔당호, 대청호 동일법상에서 관계 설정됨)협력적 관계 유지
○ 수도권의 기업활동은 시장경제원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도모
○ 공장총량규제는 공장의 신, 증설의 억제효과면에서 시간을 늦추는 효과만 있으므로 현실적인 재검토 필요
(무등록공장의 양산 등 폐해 발생, 산업단지 문제 발생, 지방에서는 규제완화의 잣대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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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선진화 등 중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 2008).
수도권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비
수도권과의 상생발전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집중억제, 균형개발,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
루는 범위 내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수도권 규제의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현행 수도권 시스템

현행수도권 시스템
수 도 권

수도권집중억제책 추진
실효성이 적은 수도권정책 추진
IMF위기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 필요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의 활성화 문제제기

집중

집중
분산 수도권정책의 한계로 분산
정책개선 필요

지역간 이동
호 남 권

영 남 권
지역불균발전문제제기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고 주장

- IMF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가하의 필요성 적극 제기
- 현행 수도권정책시스템은 수도권의 적극적인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왜곡된
지역발전구도를 초래함.
자료 : 이해종(2008),“수도권성장관리와 도시행정”
.

중소·벤처기업, 신지식산업 및 문화관광 등 수도권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첨단업종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도모하여 수도권 전략산업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구상과 및 지방경제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전략을 병행하여 추
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세와 금융제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프라 공급 등 공공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2008.12) ①지역재정 기반 확충 ②기업의 지역입지 여건 개선 ③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지역 ③중심산업 지원도 중요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수도권 성장
관리체계(Growth Management System)속에서 수도권은 세계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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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정부의 지방육성 발전전략
주요 내용
1. 새정부의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 제시

세

부

내

용

ㅇ광역경제권 : 16개 시·도 → 5(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2(강원권, 제주권)로 묶어
광역경제권 육성
＊광역경제권과 병행하여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적 국토개발전략 제시
2. 행정₩혁신₩기업도시 등 ㅇ 행정·혁신·기업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발전적 보완방안 마련
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ㅇ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3. 30개선도프로젝트를
ㅇ 향후 5년간(’
09~’
13년) 광역기반시설 확충, 성장거점 육성 등에 50조원 투자
국책사업으로 선정, 투자
4.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ㅇ 향후 5년간(’
08~’
12년) R&D, 인력 양성, 정보화, 첨단 연구소₩기업₩인력 유치지원 등에 5.5조원 투자
지역선도산업 육성
5. 광역권 인력양성
ㅇ 선도산업별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
09년부터 3개년 시범사업으로 매년총 1,000억원씩 투입
거점대학 육성
(5년간 5천억원)
6. 국가균형발전특별
ㅇ 균형발전특별회계(’
08년 7.6조원)로‘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로 개편(’
10년 9조원내외), 포괄보조금화
회계 확대 개편
7. 각종 중앙행정 권한의
ㅇ 자치단체 인사·조직권 이양
지방 이양 추진
＊자치단체 직종·직급별 정원 책정권, 시군구 한시기구·사업소 설치협의권 등
ㅇ 특·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등 토지 개발 및 이용권한 지방 이양
ㅇ 장학지도 실시권, 학교평가권 등 교육 관련 권한 지방 이양
8.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ㅇ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분야 집행적 기능 지방이관
9. 기업의 지방이전
ㅇ 기업군의 필요에 맞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등 맞춤형 입지 공급확대
촉진지원
ㅇ 지방이전 보조금 확대, 법인세 등 감면혜택 일몰 연장 등 기업의 지방 이전 및 기업 투자 촉진을 위
한 인센티브 확충
10. 지방의 핵심적 토지
ㅇ 지역 핵심사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 추진(예시 : 부산 신항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 지원)
이용 규제 합리화
ㅇ 동서남해안개발 관련 복잡한 계획 수립 절차와 각종 위원회 중복 심의 간소화, 자연공원제도 합리적 개선
ㅇ 경주 등 고도보존법상 역사문화환경지구내 행위제한 내용 및 기준 명확화, 문화재조사 민원처리 기
간 대폭 단축(140일 → 40일)
11. 산업단지 공급 확대 및 ㅇ 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
09년 착공
노후 산단·항만 재정비 ㅇ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ㅇ 부산 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대 노후 항만 재개발
ㅇ 김제, 울산,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부산항, 광양항, 마산 등은 확대
12.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ㅇ 기반시설 확대 투자 4.6조원의 90% 수준을 지방에 투입 및 지방기업 지원(4,400억원)
(11.3일 발표)에 지방경제 지원 ㅇ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9조원 지원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율(7%)을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화하여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포함) 10%
ㅇ 재정에서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지방중소기업 전용 투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최대비율 확대(30→60%)
*지방전용펀드 조성(목표) : (’
08) 1,611 → (’
09) 2,000 → (’
12) 5,000억원
ㅇ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기술사업화 자금 융자제도 도입(’
09년, 4,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3.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ㅇ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여,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
인한 개발이익의지방이전 ㅇ 내년 상반기중 방안을 마련, ’
10년 예산부터 지원
14. 개발가능 토지공급
ㅇ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낮은 지역을 해제(약 650㎢), 보전산지 일부를개발이 용이한
지속 확대
준보전산지로 전환(1천㎢)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체 58개 지역(454㎢) 해제 및 완화
ㅇ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토지공급 확대(최대 188㎢)
15. 지방 및 지방기업
ㅇ 지방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도입
세제 혜택 확대
ㅇ 지방창업‘건설업, 음식점업’
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창업후 4년간 법인세·사업소득세 50%를 감면
ㅇ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차등 적용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12.15),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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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한편 지방과 수도권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수도권정책은 새로운 패러다
임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필요하다.
<그림 7> 향후 수도권 관리방향

자료 : 이해종(2008),“수도권성장관리와 도시행정”
.

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1.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격차를 해소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집중 억제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정책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정책목표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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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1971년에서 1996년까지 지니계수4)와 변이계수5)를 통하여 지역 간 소득격차의 불균형지표를 살펴보
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지역 간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들어
서서는 다소 완화되다가 1990년대 중반(1991-1996년)에 지역소득불균형의 심화되었다. 1991년∼
1996년까지 지니계수는 0.087에서 0.095로 상승하고 변이계수는 0.152에서 0.165로 모두 격차가 확
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는 그동안 산업화의 과정에 가장 두드러
진 문제이며, 경제성장의 부(負)의 효과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소득의 격차로 나타
날 수 밖에 없는데,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 기회의 격차 → 소득의 격차 → 수도권 집중 강화
→ 국토의 불균형발전이라는 결과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과 밀접한 강원도의 사례를 살
펴보면,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는 인구가 152만 명 정도를 보이는 등 지
속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까지의 사회간접자
본(SOC)투자의 열악함 등으로 인접한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해종,
2008). 수도권과 강원도와의 지역격차 문제는 서로 연접한 지역인데도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제는 강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족한 사회간
접자본(SOC)의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수계관리, 관광연계개발, 인프라 구축 등 수도권과의 강원권간
의 협력적 관계구축을 통한 상생의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WIN-WIN)
정책에는 수도권과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한강수계, 접경지역 공동 대응), 지방분권
과 지역특화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 지방재정
의 확충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등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치적 논의구조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2. 수도권 인구집중 및 역사경관을 훼손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양
2000년대 중앙정부의 과도한 택지개발은 용인 난개발 및 경부축과 영동축의 교통난의 원인이며,
경기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2000년 용인지역의 난개발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 택지개발업무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 100만㎡ 이상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 택지개발지역을 분할
발주하여 수도권정비심의를 회피한 사례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서 택지개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지니계수는 진체인구의 평균소득격차를 이용하여 계산(인구비율과 동일한 정도로 소득이 분포하는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됨).
5) 변이계수는 표준변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지역내총생산이 균등하게 분포된 경우 0의 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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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인구유발시설에서 배제한 결과이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귀결6)된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정책은 기존의 수도권 5개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마찬가지로 중
앙정부에서 추진한 결과이며, 그 결과 경기도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
구집중에 따른 비수도권과 갈등구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학
교, 물 공급 문제 등 도시문제가 광역적으로 발생하였고, 용인시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개발의지와는 상관없이 난개발의 주체가 경기도라는 인식마저 갖게 하였다. 이러한 택지개발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가속화 되었으며, 용인서북부의 경우 8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은 현재 경부축, 영동축의 교통정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의 책임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다. 이제는 역사, 경관 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거주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시스템의 구
축이 필요하다. 거주문제는 현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와 연동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거주정책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친환경적인 거주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도시성
장관리정책(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은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
이 될 수 있다.

3.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모색
경제의 장·단기 운용과 관련하여 특히 지역경제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이 대학인 것이다. 지방
국립대외에 지방사립대에서 주는 장학금의 비율만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정책은 등록금인하효과와 함께 지방에 학생이 거주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지방의 인구 늘
리기 사업에 편승하는 정책 및 등록금 인하효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황규선(2007)은 Daranee의 모형
을 이용하여 춘천 한림대가 지역소득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해 본 결과, 연간 1,504억 원∼1,693
억 원의 지역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를 영구적인 소득효과로 환산하면 최소 2조 8,758
억 원에서 최대 3조 2,362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의 기본적인 임무는 교육과 연구로 인식
되어져 왔으나 오늘날 대학이 수행하는 활동은 이러한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일반 산업과 마찬가
지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이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구기능을 통하여 기업을 지원·육성하고, 이를 통해 첨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무질서한 개발 및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 기반시설의 미비와 환경오염 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인은 ①상대적으로 약한 토지이용규제, ②국토이용계획변경의 의제처리(擬制處理), ③환경오염 및 경관을 파괴하는 산발적
개발, ④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확보 의무의 회피, ⑤토지수급계획의 한계, ⑥정부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한계 및 그에 편승한 민간
공동주택의 비계획적 개발 등이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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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또는 산업을 유인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까지 역할이 확장되고 있기에 지역발전과 대학기
능을 연계시켜서 정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4.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비수도권의 지속적 지원 필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인 논리가 배제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효성 있는 상생발전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
도시권의 상호간 갈등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광역협력체제 구축
이 필요하다. 수도권 난개발의 공동대처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가칭 수도권 성장관리위원
회(Growth Management Commission)를 구성하여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시장원리에 근거한 광역적 성장관리시스템(Metro-Growth Management System)의 구축과 계
획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수도권 광역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 수도권 도시용
량문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발전(ESSD)마련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상실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 또는 대체입법을 통해 수도권의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난개발을 제어하고, 친환경적인 국토구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외국기업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
보다 수월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이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기업들이 비수도권으
로 이전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모든 여건이 수도권에서 기업활동하는 것 보다 좋은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경직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위적인 기
업이전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지방에서 기업하기 편리하도록 철도, 도로 연결망 등 사
회간접자본(SOC)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지방에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연관관계를 파악하여, 기업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수원삼성
의-충남 아산 탕정지역 연계성 등). 따라서 수도권과의 갈등구조 개선 및 경쟁력 중심으로 한반도 특
화전략을 추진하고, 지역현안사업은 지방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동서남해권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수도권과의 상생구도 모색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동서남해안권7)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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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동서남해안권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구분

광역자치단체
울산광역시

동해안권

강원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서해안권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충청남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남해안권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라남도
경상남도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자료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2008), 재작성.

<표 12>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및 관련사항(동법 제24~제27조)
구분

주요 내용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
기술단지(동법24조)

여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서·남해
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과학기술단지”
라 한다)를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의 지정(동법25조)

지역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이하“투자진흥지구”
라 한다)로 지정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26조)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동법27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입주기업”
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
②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 가능
③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
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
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음.

자료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2008),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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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교류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8)으로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동법 제1조).
이 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의 경우 계획의 일관성이나 계획의 집행력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획평가
등 계획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동법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도지사가 동서남해안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이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경우 처음 제정될 때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으므로, 일부지역에서는 이 법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한 실정이다. 다만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공유한다는 공통된 입지적 특성과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지
역발전을 도모한다면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구도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
여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40년 넘게 지속되어온 수도권집중에 따른 정책적 고민이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2000년 국토 난개발 감사이후 방향 설정된 수도권정책이 정치적인 논리로 표류하
면서 다시 한 번 정책추진을 실기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연계하여 수
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실질적인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회
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
정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전제로 하여 불필요하고 실
효성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집중억제, 균형개발, 환경보
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수도권 규제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 중첩된 규
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그 지정이 무의미해진 지역은 새롭게 친환경적인 토지기
능을 부여하는 등 수도권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총량규제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수도
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세와 금융제도 및 재정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인센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동서남해안권”
이란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8)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50호, : 2020.12.31까지 한시법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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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강화하고 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을 위한 정책적인 구도는 지방을 위한
정책은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풍선효과적인 논리구축 및 소모적인 논의는 버려할 시점으로,
실질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번영의 실체를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
동번영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제파급효과(Spillover-Effect)에
따른 지방의 발전 역시 필요하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관련 협약, 서울시와 충청북도와의 관
광ㆍ홍보마케팅, 청소년 문화교류,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등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다.
정부는 2단계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96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견되는 녹색뉴딜정책(4년간 50조원
투입)등 지역경제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재정 기반 확충, 기업의 지역입지 여건 개선, 지역의 성장
거점 육성, 중심산업 지원 등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방향들은 지방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지역별 특화가 전제된“한반도 경쟁력강화프
로젝트”
,“한반도 지역특화전략”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개선 및 실질적인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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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Nuclear Power for Low Carbon,
Green Growth and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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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egins with a short review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Korea within the overall
reference energy system. It then explores changing circumstances, present energy balances and
ultimately the needs underpinning future electricity requirements. The major part of the study uses a
model-based approach to analyze and quantify economic linkages between nuclear technologies and
other economic sectors, and to assess various techno-economic futures that include nuclear generation
for the Korean power sector, exploring for each future scenario the optimal electricity supply mix.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presents that the nuclear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made
strong contributions to the growth of the country. It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he country s economic
development, evolving from an import-to an export-oriented industry, providing spin-offs to Korean
technological innovation as well as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such as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some meaningful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in order to
make sound decisions for sustainable energy policy and strategies, in particular for achieving a balance
in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sistent with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goals.
In general, these reflect the increasing national(public and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nuclear
industry.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s the nuclear relevant strategies in four dimensions: innovative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HRD&M),
investment and financing of the nuclear technology and enhancement of institu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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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세계경제가 新고유가라는 아킬레스건에 직면하고 에너지 안보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제사
회는 소리 없는 자원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안전성 논란으로 원자력발전 비율을 줄이려던 선
진국들은 고유가 시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원전 건설을 다시 늘
리거나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저탄소 녹색성장”
을국
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선제적 대응 및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국가가 번영하고 발전하여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
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는 절대
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게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점점 고갈
되어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 화석연료의 가격 또한 불안정하고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에너지문제는 더욱더 국가경제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와 자립을 위하여, 에너지 정책 또한 예전의 전통적인 에너지 확보, 생산 및 공급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발전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까지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와 자립을 위해 1970년대에 원자력발전을 도입한 이래, 원자력에 기반을 둔
국가에너지 개발에 치중해 왔다. 이에 따라 원자력은 1978년에 최초로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9년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20기에 달하고 총발전량의 약 40%를 원자력이 점유하
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향후에는 원자력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도 빠른 속도
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자력 분야의 성장은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현재까지의 원자력발전의 평가는 주로 전력수급측면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원에 국한하여 이
루어져 왔으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기여 또한 포
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수행한 보고서인「원자력기술과 국민경제(Nuclear Technology
and the Korean Economy)」
를 참조하여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기
간은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의 5개 연도로 선정하여 원자력기술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원자력발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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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영향을 시계열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거, 현재에 대한 기여 분석을 통한 미래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적 기여전망은 향
후 우리나라의 적정원전비중 결정 및 원자력발전에 종사할 인력수급 예측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전
력 정책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에너지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발전의 역할
1. 에너지수요 및 전력수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모든 경제활동은 에너지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상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요소
로서 자본, 노동과 더불어 에너지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가계의 활동 과정에서 에너
지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그 외에 수송 및 서비스 부문에서도 에너지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하다.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는 국내총생산(GDP)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경제활동과의 밀접성
은 에너지수요와 GDP와의 밀접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과거 30년간(1976~2006)의 에너지수요
(Final Energy)와 GDP는 <그림 1>과 같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지식경제부, 2007).
<그림 1>에서 GDP 증가율에 따른 에너지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GDP가 1% 증가할 경우 에너지 수
요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탄성치1)는 약 0.98로 산출된다. 이는 과거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GDP가 1% 증가하면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는 이와 거의 비슷한 0.98%가 증가해 왔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그림 2>에서는 전력수요와 GDP의 과거 30년 동안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지식경제부,
2007).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GDP가 1% 증가할 경우 전력수요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탄성
치(전력수요의 GDP 탄성치)는 약 1.51로 산출된다. 이는 GDP가 1% 증가하면 이에 따른 전력수요 증
가율이 이보다 높은 1.51%라는 것이다. 이는 GDP 증가율보다 전력수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을 의미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 =

에너지수요증가율(%)
정체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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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너지수요 증가율과 GDP 증가율 추이

<그림 2> 전력수요 증가율과 GDP 증가율 추이

2. 1차에너지와 전력에서의 원자력의 비중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발전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
스,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전력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
리가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에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
자력과 같은 에너지를 동시에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투입되는 에너지가 전
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손실(열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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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발전의 에너지 손실률은 약 64%이다. 이는 발전을 위해 100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하면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는 36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일상적인 경제생활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과 이를 위하여 국가 전체에서 공급하는 에너지(Total Primary Energy
Supply)의 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를 최종에너지라고 부르는
반면 후자는 1차에너지라고 한다.
이와 같이 최종에너지와 1차에너지의 양의 차이는 주로 발전이라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다.2) 여기
서 1차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등을 들 수 있다. 2006년 현재 원자력은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43.6%), 석탄(24.3%)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천연가스의 점유율은 13.7%이다(지식경제부, 2007).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연
료비의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연료비측면에서 외환유출이 매우 적다. 일례로 2006년의 원자력 발전
량인 149TWh를 발전하는 데에 따른 외환유출은 5억 달러인 반면에 동일한 발전량을 석탄화력으로
발전하면 외환유출액은 31억 원, 천연가스발전의 경우는 85억 달러, 석유발전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20배가 넘는 106억 달러에 이른다(지식경제부,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통
계에서는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3> 에너지 수입의존도 추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이 외에도 전환 과정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에는 열에너지가 있다. 열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가 지역난방이다. 지역난방에서 필요로 하
는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1차에너지로부터 최종에너지인 열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손실이 또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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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으므로 에너지 수입액이 매우 많다. 총수입액 중에서 에
너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이다(2006년 기준). <그림 5>는 3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에너
지 수입의존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약
97%이다(2006년 기준). 그러나 원자력을 국산에너지로 간주할 경우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약 81%가
되어 원자력이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16%나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식경제부, 2007).3)

3. 원자력발전의 역할
우리나라는 현재 2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전 운전을 통하여 생산한 발전량이 총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량 규모면에서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은 준국산에
너지로서 에너지 해외의존도 완화에 기여하고 연료비축이 용이하므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원가가 저렴하므로 경제성이 높다.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정산
단가를 살펴보면, 원전이 38.18원/kWh, 석탄화력이 38.51원/kWh, LNG(천연가스)발전이 103.24원
/kWh, 풍력발전이 107원/kWh으로 원전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임을 알 수 있다(전력거래소, 2006년
기준). <그림 4>에서와 같이 물가지수는 과거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1980년대 중반
부터 1990년경까지 원전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 비해 2005년은 물가지수가 3배에 이르렀으나 전기요금은 안정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식경제부, 2007; 한국은행, 2007).
<그림 4> 원자력발전 점유율과 물가지수 및 전기요금 추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2006년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을 위하여 지출한 외환(855.7억 달러)이 우리나라 수출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
차의 수출을 통하여 획득한 외환총액(702.8억 달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한국은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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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전의 도입 증가와 그 점유율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원전도입 증가
에 따른 원자력발전기여는 안정적인 기저부하 공급 및 해외의존도 완화, 전기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전도입 이후 원전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기여는 첫째, 안정적인
기저부하 공급, 둘째, 해외의존도 완화, 셋째, 전기요금 안정화 등 세 가지에 크게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Ⅲ.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적 기여 분석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들의 경제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부문
의 생산 증대는 다른 부문의 생산 증대를 불러오는 등과 같은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파급효과
를 경제학에서는 후방연쇄효과와 전방연쇄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후방연쇄효과란 어떤 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중간 투입재를 다른 산업으로부터
공급을 받음으로써 유발되는 연쇄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연쇄효과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중간투입재를 공급하는 또 다른 산업들로부터 유발되는 효과가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말한다.4)
전방연쇄효과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재로 투입되어 그 산업의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유발되는 연쇄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연쇄효과도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으
로부터 중간투입재를 공급받는 다른 산업에 연속적인 연쇄효과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
된다.5)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원자력발전의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은 운전 과정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그런데 원전의 운전 과정에서는 성형 가공된 핵연료, 운전
보수 관련건축 등과 같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 투입이 요구된다. 원전의 운전 과정에서 야기된 이들 투입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
업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에 생산물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쇄효과는 경제 전체적으로 연속해서 파급된다.
5) 원자력발전의 예를 들어 전방연쇄효과를 설명하면,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은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재로 활용되어 그 산업의 생산
증대에 기여한다. 이들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재로 활용되면서 이들 산업의 생산에 기여하는 등
이러한 연쇄효과는 경제전체적으로 파급된다.
6) 원자력발전의 전방연쇄효과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만기(2007)를 참조하였고, 후방연쇄효과는 국제원자력기구(2008)의 연구 결과를 참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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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발전의 후방연쇄효과 분석을 통한 국민경제 파급효과
1) 개 요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산업
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한국의 원자력기술과 국민경제와의 관계
를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요약 기술하였다(국제원자력기구, 2008).
상기 연구에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의 6개 연도로 선정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열별로 살
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생산구조를 더욱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발
행하는 산업연관표7)를 바탕으로 모든 산업을 36개의 산업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원
자력발전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산출하기 위하여, 국
가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참고로 하고 있다.8)

2) 원자력 발전부문의 산업별 지출액 산출 및 파급효과 분석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원자력발전부문을 원전건설과 원전운전의 두 부문
으로 나누어 원자력발전 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국제원자력기구, 2008).
원자력발전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부문의 산업별 지출액을 추정하
였고, 이러한 산업별 지출액 및 매출액을 근간으로 하여 산업 연관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동 부문이 기
여한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액을 산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1) 원전 건설
원전 건설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원전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원전
건설관련 비용은 초기노심, 건설·시공, 기자재, 설계용역, 건설이자 및 사업주비 등의 항목으로 분류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비용은 산업연관분석에 있어서 최종산출액(최종수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를 산업연관분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그 특성에 따라 산업연관표 상의 관련 산업으로 구분할 필
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한국은행은 세부산업으로 구성되는 기본부문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유사산업간의 통합과정을 거쳐 몇 개의 산업연관표를 만들고 있
다. 2000년의 경우, 404개 기본부문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이를 다시 168개 부문(통합소분류)과 77개 부문(통합중분류) 및 28개 부문
(통합대분류)으로 각각 통합하여 4개 분류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8) 본 절에서는 원자력발전부분을 건설과 운전으로 나누어 산업별 지출액을 산출하여 산업별 최종수요를 도출하고 이 최종수요를 충족시
키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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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초기노심 핵연료는 무기화학기초제품 산업으로 구분하고, 건설·시공은 발전소건설, 기
자재는 전자 및 기타 전기장치,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 건설이자는 금융 및 보험, 사업주비는 사업서
비스, 가구 및 기타제조업, 금융 및 보험 산업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사업주비를 여러 산
업으로 구분한 것은 사업주비가 원전건설 현장에서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전력(이하 한전) 및 한
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의 인력이 거주하며 지불하는 비용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용항목의 산업별 정의를 다시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표 1> 원전 건설비 항목의 산업 정의
항목

투입산출표 상의 부문

초기노심 원전연료

기초무기화합물 (9)

건설/시공

전력시설 (24)

기자재

일반기계 (13), 전기,전자기기 (14)

설계용역

사업서비스 (31)

건설이자

금융 및 보험 (29)

사업주비

사업서비스 (31),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7), 금융 및 보험 (29)

<표 1>와 같은 정의에 따라 실제의 원전 건설 지출 비용을 산업별·연도별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원전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별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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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업별 지출액을 근간으로 원전 건설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산업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원전 건설 초기연도(1980~1985)에는
원전 건설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과 금융 및 보험 부문의 두 부문에 주로 영향을 받았으나 건설기술의
자립도 증가에 따라(2000~2005) 일반기계장치, 전자 및 기타 전기장치 등의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이
많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금까지 언급한 산업들은 원전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이들 산
업부문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들이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간
접적으로 원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원전건설비 항목(산업정의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의 산업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산을 유발하는 산업부문을 의미한다. 이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간접적인 경제활동 부문에서의 생산유발효과의 파악이 가능하다. 간접적 산업부문들 중에서 1차금속
부문(철강, 비철금속 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부문과 사업서비스 부문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원전 운전
원전 운전의 중간투입에 대한 산업별 지출은 한국은행이 발간하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직접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비용항목에 대한 별도의 산업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 재분류한 36개 부문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원전 운전에 필요한 중간투입재를 공급하는 부문은 29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중 주요 부문을 살펴보면, 무기기초화학물(핵연료 성형가공), 원자력발전(소내전력사용),
건축보수,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자료를 통해 원전 운전
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전 건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전기수가 증가하고 기술자립도가 향상될수록 경제적 파급효과는
점차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전을 도입한 초기에는 금융 및 보험과 무기 기초화학물 부문이 가
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주로 핵연료비 지출과 이자지급에 따른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원전 도입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무기기초화학물과 더불어
운전보수 부문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원전 발전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원전 운전 과정에서 이들 부문의 중간투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원전발전부문의 파급효과 요약
원자력발전은 운전·건설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전 건설과 운전을 합한 원전발전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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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약 1.3%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1.1%는 원전
운전부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0.2%는 원전 건설부문이 기여한 것이다(<표 2>). 원자력 발
전량의 규모가 작았던 1980년을 제외한 전 기간 동안 원전 운전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건설부문보
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원전 건설의 경제적 효과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당해 연도에만
국한되는 반면에, 원전 운전의 경제적 효과는 발전설비의 운전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다.
<표 2>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Year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87

938

748

1,514

2,665

3,585

운전

191

1,277

3,571

5,667

11,081

13,865

건설

135

466

283

615

1,180

1,491

건설

총산출액

부가가치

(단위 : 10억원)

148

1,018

2,414

3,581

7,281

9,163

GDP

운전

38,775

84,061

186,691

398,838

578,665

810,516

GDP 기여율*

0.7%

1.8%

1.4%

1.1%

1.5%

1.3%

주 : GDP 기여율 = 원자력발전의 부가가치 창출액/GDP

여기서 <표 2>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의 GDP 기여율은 1980년에 0.7%이던 것이 2005년에는
1.3%로 증가하였다. 여기서 단 4기의 원전이 운전되었던 1985년에 원자력발전의 GDP 기여율이 가장
높게 추정된 것은 당시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및 전력가격 상승 폭이 일반적인 물가수준(GDP
deflator)의 상승 폭보다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2. 원자력발전의 전방연쇄효과 분석9)
1) 원전의 전력공급을 통한 전산업에서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원전이 공급하는 전력이 전산업의 생산증대에 기여한 효과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원전의 전력공급을 통한 전산업 생산액 증대효과 ＝ 한수원의 원자력발전매출액×공급유발승수 …… (1)

식 (1)에서의 공급유발승수는 한수원의 원자력발전매출액(한수원은 전력거래소에서 개설된 전력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이 절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전방연쇄효과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만기 박사 팀의 연구결과인‘원자력경제성분석연구’보고서를 참고하
여 분석하였다. 즉, 원전의 생산물인 전력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유발하는 전력공급효과와 전기요금안정화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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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함) 1단위가 유발하는 국민경제의 총생산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수원의 원
자력발전매출액이 주어지고 공급유발승수가 알려져 있다면 원자력발전이 유발하는 국민경제의 총생
산액은 쉽게 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급유발승수10)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국민경제는 경제주
체들간의 상호 연관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한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산업의 상품생산을 위
한 원재료로 투입됨으로써 각 산업은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이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또는 Inter-Industry Analysis)이다. 이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
하여 각 산업간에 이루어지는 원재료의 매매거래를 토대로 하게 되는데,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인 산업연관표의 작성으로부터 시작한
다.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11)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연관표 상의 원자
력산업에는 원자력발전 부문만 산업활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따른 송전과 배전의
산업간 활동도 함께 기록된 것이다. 즉, 산업연관표에 분류되어 있는 원자력 산업의 매출액은 한수원
의 매출액에 송배전 서비스가 창출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에서는 송배전 서비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송배전
의 산업간 활동을 각 발전원(원자력, 화력, 수력)의 발전량에 비례하여 각 발전원으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연관표 상의 원자력 산업은 한수원의 원자력 매출액이 아니라, 한수원이 원자
력발전으로부터 생산한 전기가 송배전 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의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이 유발하는 타산업의 생산증대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공급유발승수를
도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의 공급유발승수란 원자력발전이 1단위 공급될 때 이 원자력발전 1단위를
생산요소로 이용하여 증대되는 전산업의 생산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의미한다. 전방연쇄효과는 어떤 특정 산업이 타 산업에게 얼마만큼 판매하고 있느냐를 나타
내기 때문에, 이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은 이들 제품을 생산의 투입재(중간재)로 사용하는 여러 산업
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급유발승수는 산업연관표의 공급유도형 모형으로부터 도출이 가능하여 산업연관표상에서의 원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자력발전이 유발한 총 매출액
원자력발전 매출액
11)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 산
업의 매출액 변화가 전산업의 매출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10) 공급유발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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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산업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수원의 매출액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 전기 중에서 원
자력발전으로 인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급유발승수를 산출하는 과
정에서 이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1995년)의 공급유도형 모형으로부터 도출한 공급유발승수(1.52)를 활용
하였다(곽승준, 2002). 산업연관표상의 공급유발승수가 1.52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유발
된 전기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 1단위 증가가 궁극적으로 유발하는 타 산업의 생산액 증대가
1.52단위라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에 국한하므로, 이러한 공급유발승수를 한수원의 원자력매출액 1단위
증가가 유발하는 공급유발승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비율을 공급유발승수 1.52에 곱해
주어야 한다.

수정비율 =

원자력발전이 유말하는 전력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
한수원의 원자력발전 매출액

(2)
…………… (2)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도별로 식 (2)의 수정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산업연관표상의 공급유발
승수인 1.52에 곱함으로써 최종적인 공급유발승수를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원자력발전이 유발하는
전력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은 식 (3)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량×(1－(소내소비율＋송배전손실율)/100)×전기요금

(3) …………… (3)

또한, 소내소비율과 송배전손실율을 고려한 것은 원자력이 발전한 전력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실분을 제외한 원자력발전량을 전기요금으로 곱해줌으
로써 원자력발전이 유발하는 전력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 산출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산출한 원자력발전의 공급유발 생산액은 <표 3>과 같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총 111조 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었으며, 2005년의 생산증대 효과는 약 15조
원, 2006년에는 약 16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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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원자력발전의 공급유발 생산액 추정
’
98
원자력발전 매출액(한수원) 28,697

(단위 : 억원)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합계

34,641

40,723

42,238

44,761

49,017

49,063

54,521

53,953

397,614

공급 유발 승수

3.08

2.91

2.73

2.80

2.69

2.70

2.72

2.74

2.88

-

공급 유발액

88,386

100,805

111,173

118,266

120,407

132,345

133,451

149,387

155,384 1,109,604

2) 전기요금 안정화 효과
우리나라는 1978년 원전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
을 증대하여 왔으며 1980년대에 접어들어 원전 점유율이 증가하자 전기요금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원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여 40%를 상회함에 따라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상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입됨으
로써 타 산업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전기요금이 안정화되면 전기를 원재료로 투입하는
산업들의 생산이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생산이 증대한다.
원자력발전이 기여한 전기요금안정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기
존의 타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율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전기요금 상승이 초래하는
GDP 감소율(GDP에 대한 전기요금 탄성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로부터, 원자력발전
의 전기요금안정화를 통한 국민경제기여 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전기요금안정화를 통한 국민경제기여 효과＝(원자력을 기존의 타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의 전기요금 상승률)×GDP에 대한 전기요금 탄성치×GDP

…………… (4)

원자력을 기존의 타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의 전기요금 상승률과 GDP에 대한 전기요금 탄성치는
삼일회계법인(2004)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산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
간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원자력 발전을 기존의 타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의 전기요금상승률이 분석
대상기간 동안 평균 7.5%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매년도의 전기요금상승률은 연
도에 따라 5.5%에서 9.4%까지 변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표 4> 참조). 또한, 동 연구서에서는 GDP
에 대한 전기요금 탄성치를 0.0363645로 제시하고 있다.12) GDP에 대한 전기요금 탄성치는 전기요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전기요금이 12.649% 상승시 GDP는 0.46%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삼일회계법인, 2004). 이 자료를 근거로 1% 전기요금 상승시
GDP 감소율은 0.03636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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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상승할 경우 GDP가 몇 %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GDP에 대한 전기요금 탄성
치가 0.0363645라는 것은 전기요금이 1% 상승시, GDP는 0.036%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식 (4)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은‘원자력을 기존의 타 발전원으로 대체시 전기요금상승으로 인한
GDP 감소액’
이다. 그런데 이러한 GDP 감소액은 바로‘원자력발전의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GDP 증
가액’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GDP 증가액은 부가가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생산
액 단위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계수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부가가치계수란 생산 1단위가
가져다주는 부가가치 단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의 전산업 평균부가가치 계수인 0.4313)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구체적인 산
출 과정은 <표 4>와 같다.
<표 4> 원자력발전의 전기요금 안정화에 의한 전산업 부가가치 증대액

(단위 : 1억원)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기요금상승률(A)

9.4%

6.0%

5.5%

8.01%

7.5%

8.82%

GDP 감소율(B)
= (A) x 0.0363645

0.342%

0.218%

0.200%

0.291%

0.273%

0.321%

경상 GDP(C)

4,841,028

5,294,997

5,786,645

6,621,226

6,842,635

7,246,750

원자력발전 기여액(D)= (B)x(C)

16,548

11,553

11,574

19,286

18,662

23,243

원전의 GDP 기여율(%)

0.342%

0.218%

0.200%

0.291%

0.273%

0.321%

<표 4>에서의 분석대상 기간은 2003년까지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전기
요금 상승률’
과‘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GDP 감소율’
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2006년까지 연장하였다.

평균 전기요금 상승률(1998~2003):7.5%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평균 GDP 감소율:0.274%

이처럼 연장하여 산출한 결과, 원자력발전 기여액(억 원)은 2004년에 21,365, 2005년에 22,219,
2006년 23,243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따라서 전기요금안정화와 관련된 원자력발전의 기여액은 부가가치로 평가할 경우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16조 8,000억 원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생산액으로 평가하면 39조 1,000
억 원14)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5년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약 2조 2,000억 원(생산액 5조 1,000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전산업부가가치계수(2000년) =

부가가치
= 0.43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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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며, 2006년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2조 3,000억 원으로 이는 5조 3,000억 원의 생산 증대 효
과에 해당한다.

3) 원자력발전의 전방연쇄효과 종합
원전의 전력공급이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재로 활용됨으로써 다른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산출한 결과, 2005년에 약 15조 원, 부가가치 증대액 6조 4,000억 원(부가가치계수
0.43 적용)이며, 2006년에는 생산액이 16조 원, 부가가치 증대액이 6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자력발전으로 말미암은 전기요금 안정화를 통하여 유발되는 생산액 증대와 부가가치 증대액은
2005년에 각각 5조 2,000억 원, 2조 2,000억 원, 2006년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2조 3,000억 원
으로 추정되었다.
원자력발전의 전방연쇄효과를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평가하면 2005년에 8조 6,000억 원, 2006년
에는 9조 2,000억 원(이 금액은 앞에서 설명한 원전의 전력공급이 다른 산업의 중간 투입재로 활용되
어 다른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증대에 기여하는 효과와 원자력발전이 전기요금안정화를 통해 유발
하는 부가가치 증대액을 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수치는 원자력발전의 후방연쇄효과 중 원전의 운
전이 유발하는 부가가치 증대액과 비슷한 규모이다. 이는 2005년과 2006년 각각에 있어서 GDP의
1.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 5> 원자력발전의 전방연쇄효과

(단위 : 10억원)

2000

2005

전방연쇄효과(부가가치)

5,938

8,645

GDP

578,665

810,516

전방연쇄효과의 GDP 기여율

1.0%

1.1%

3.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요약
앞 절에서는 원자력발전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로 각각 기술
하였다. 이를 원자력발전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유발액으로 평가할 경우 전방연쇄효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부가가치계수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안정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 부가가치계수(0.43)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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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후방연쇄효과를 합하면 GDP의 약 2.4~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6>).15)
<표 6> 원자력발전의 총 부가가치 창출 효과

후방연쇄효과

(단위 : 10억원)

2000

2005

8,461

10,654

전방연쇄효과

5,938

8,645

전/후방연쇄효과

14,399

19,299

GDP

587,665

810,516

원전의 GDP 기여율

2.5%

2.4%

Ⅳ. 미래 국민경제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기여도 분석 및 전망
1. 원자력발전 전망
본 연구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기존에 수행한 한국의 원자력발전 전망분석연구결과를 참조하였
다(국제원자력기구, 2008). 국제원자력기구는 동 분석을 위하여 에너지 계획 프로그램인 MESSAG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형은 최적화 모형으로서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혼합정수계획법(Mixed-Integer Programming)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유연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이 모형의 장점은 최적화 모형에 기반을 둔 비용최소화 모형으로 다양한 제약조건
하에서 최적의 전력생산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분석을 위한 주요 전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MESSAGE 모형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의 원자력 및 기타 발전원별 발전
량과 발전설비를 전망하였다(국제원자력기구, 2008). MESSAGE 모형은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다
양한 발전설비조합을 구성하며 이 조합들 중에서 최소의 비용을 만족시키는 조합을 선택한다. 따라서
발전설비들의 경제성 관련 자료들의 입력이 필요하다. 경제성 입력자료는 주로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와 관련된 자료들로 이들 자료는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입력자료를 참조하였다(지식경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들의 GDP 점유율을 살펴보면, 철강1차제품 1.3%, 반도체 2.1%, 자동차 2.2%, 석유제품 2.9% 등이
다(한국은행, 1980~2003). 이들 산업의 GDP 점유율은 전·후방연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GDP 기여율
(즉, 점유율)이 2.4%에 해당하며 이들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임을 감안할 경우 원자력발전의 GDP 기여율인 이 수치가 이
들 산업들과 비교할 만큼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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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04). 또한, 필요한 모형이 주어진 전력수요를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력
수요예측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동 분석에서는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예측치를 참
조한 것이다.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의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제원자력
기구의 연구에서는 2017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의 수요는 성장 추세에 따른 외삽법을 활용하여 예측
하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수요예측치에 대하여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
구의 연구에서도 3개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기준안에 대한 결과
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연구에서는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기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다양한
환경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① CO₂
-Tax(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② EmissionIntensity(CO₂배출 집약도 제한)시나리오, 그리고 ③ Tax＋Intensity(탄소세＋CO₂배출 집약도 제
한)시나리오 등 총 3개의 시나리오를 선택하였다.
첫 번째, CO₂
-Tax(탄소세) 시나리오에서는 CO₂
톤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CO₂
톤당 13,000원의 탄소세를 고려하고 있음). 이
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지구온실가스의 배출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Emission-Intensity(CO₂배출 집약도 제한) 시나리오에서는 발전부문에서의 1kWh 전력
생산 당 평균 CO₂배출량의 상한치를 탄소 110g으로 설정하였다(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
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치임).
세 번째, Tax＋Intensity(탄소세＋CO₂배출 집약도 제한)시나리오는 위의 두 시나리오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CO₂배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환경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시나리오이다.
이 외에도 한 발전원이 총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발전원
이 총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한치를 60%로 설정하여 모든 시나리오에 적용하고 있다.

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 다양한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중에서 기준안의 분석결과를 2030년의 발전원별 발
전량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030년의 총발전량은 523TWh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원자력발전이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6) 현재 원자력발전 비중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원전의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CO₂Tax 시나리오와 Emission-Intensity(CO₂배출 집약도 제한) 시나리오의 분석결과는 원전의 발전비중이 상한치 제약조건인
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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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석탄화력의 경우는 총발전량의 40%를
2030년에 점유할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현재의 석탄화력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LNG와 석유화력발전의 비중은 현재보다 점차 감소하여 그 점유율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CO₂Tax나 탄소배출제약을 부과하게 되면 원자력의 점유율(56%)은 이보다 증가하고 반면에
석탄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LNG 발전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2030년경의 적정원전비중 결정을 위한 원전
적정비중 태스크 포스(Task Force) 팀이 2007년 중 운영되었다. 그 이후 실용의 정부 출범에 따른 저
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로 바뀌면서 적정원전 비중을 2030년의 발전량 점유율을 중심으로 원전의 비중
을 50~60%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08).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56%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2030년의 원전의 발전
비중은 최소한 50%에서 최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원자력발전 전망에 따른 국민경제적 기여 분석
원자력발전 전망에 따른 국민경제적 기여는 제Ⅲ장에서 분석한 과거의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적 기
여분석의 결과 중 원자력발전의 후방연쇄효과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제3장의 분석결과 2005년의
원자력발전의 GDP 기여율이 1.3%로 추정되었으며 원전의 발전비중은 40.3%이었다.
원전의 발전량과 GDP 기여액과의 비례관계를 설정하여 미래의 원전 발전량으로부터 미래의 GDP
기여액을 추정한 후 GDP 전망치로부터 원전의 기여율을 추정하는 방법이 논리적일 것이다. GDP 전
망치가 전력수요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전력수요와 원전의 발전량이 또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다
면 이러한 추정방법은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요 예측치는 GDP 증가에 비
하여 매우 과소 추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래의 GDP 증가율에 비하여 전력수요 증가율이
과소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산정된 원전의 발전량 또한 GDP 추정 예측치에 비하
여 과소평가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GDP 기여율과 원전의 발전비중이 비례관계에 있다고 가정하여 원전
의 GDP 기여율을 <표 7>과 같이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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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원전의 GDP 기여율 전망
년

도

원전 점유율(%)

원전의 GDP 기여율(%)

2005년

40.3

1.30

2010년

32.3

1.04

2020년

43.4

1.40

2030년

50-60

1.61-1.94

여기서 2020년까지의 원전 점유율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망을 따랐으며 2030년의 원전
점유율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연구결과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원전적정비중 태스크 포스 팀의 연
구결과를 인용하였다.
원전의 GDP 기여율은 2005년 1.3%에서 2020년 1.4%, 2030년에는 1.61~1.94%로 추정되었다. 원
자력발전의 전방연쇄효과가 2005년에 약 1%이었음을 고려하여 원전의 GDP 기여율에 이를 추가하면
원전의 총 GDP 기여율은 2030년에 약 2.6%에서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Ⅴ. 원자력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의「우리공동의 미래」
에서 처음 제시
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의 발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발전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환경친화적 발전’
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
친화성을 먼저 평가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제대로 보존된 환경 속에서 적절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함의(含意)는 협의적(協議的) 관
점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과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만 규정할 수 있
지만, 광의적(廣義的) 관점에서는 원활한 에너지 공급의 확대 정책과 지원을 통한 국민경제적 기여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성장동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전세
계적으로 원자력이 지구온난화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의 확산도 원
자력의 친환경성,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질적인 의미에 잘 부합된다. 이처럼 원자력의 역할은 미래
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을 통한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국민경제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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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누리며 이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반제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정책 및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의 국가에너지 정책 및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환경까지도 같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에너지 정책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공급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
발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부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된 에너지의 공급을 위한 전략으로
에너지원의 확보 및 절약(Conservation)과 에너지원의 다양화 그리고 에너지기술의 효율성 강화 등
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화석연료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화석연료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포스트 교토 체제(Post-Kyoto Protocol)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감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전력부문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원을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발전원으로 교체해 나가야 한다.
대체 발전원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안
으로 고려하기에는 기술과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은 거의 대부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 발전원으로 부각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은 위와 같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
며 자원 자급도가 낮은 앞으로의 상황에서도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
측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수입 및 모방단계를 넘어서 이미 우리 자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단계까지 와 있다.

1. 원자력 기술주도 전략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연료 및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급능력을 키우
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 왔으며 원자력이 현재 약 17%의 1차에너지 공급 및 40%의 전력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은 발전분야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 및 안전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동위원소를 이용한 타
산업기술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수소의 생산과 해수담수
화를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은 분명하게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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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연구개발이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력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을 통한 단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원자력 인력개발 및 관리 전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러
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인력개발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인력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과 병행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전문기술인력의 퇴직에 따른 지식전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기술 및 산업변화
에 따른 필요분야 및 인력을 분석해야 한다. 셋째, 이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필요분야의 교육 및 훈련 등을 병행해야 한다.

3. 투자 및 재정적 측면에서의 전략
원자력 기술 발전을 통해 원전건설기간의 단축 및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원전투자비용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적부문(Private sector)의 투자 없이
공공부문(Public Sector)만으로는 지속적인 원전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사적부문의
원전 투자시 위험 요소들로 지적되는 수익발생 지연 구조, 제도적 불확실성, 원전기술에 따른 비용 및
회계 정보의 부족 그리고 정부개입 정도가 낮아짐에 따른 위험성 증가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
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정책과 각종 인센티브 확대, 세제감
면,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적인 재정 시스템의 일원으로 단계적으
로 수행되는 투자 방법 및 청정개발체제(CDM)를 이용한 방법 또한 필요하다.

4. 제도적 측면에서의 전략
제도적 측면에서 원자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며 결정
하는 공공부문 정책담당자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제고 및 관여를 촉진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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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학문화아카데미가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과정(가칭) 등
을 신설함으로써 그 동안 원자력연구원과 관련 기업 내에서 자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하여 왔던 부
문을 범정부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순연업무에 따른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추진의 어려움과 업무파악에 대한 시간소요 등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던 만큼 이러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규제 및 인가제도의 단순화, 신속화 및 투명성 제고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규제와 진흥이라
는 의미를 별개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은 이중규제를 받아 왔으며 특히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각
종 감사 등은 업무에 많은 지장과 업무효율성의 저하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종 규제 및 인가제도를 단
순화, 신속화시킴으로써 탄력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중첩이 되는 부문을 개선시키는 대신에 제도완화
에 상응하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의 도입과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의(民意)기관인 국회에서 미래 지향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기회기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내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가칭) 등을 신설하여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들의 논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Ⅵ. 결 언
지금 전세계는 화석연료재고량의 고갈 및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로 인한 고유가, 그리고 기후변화협
약에 따른 온실가스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나라의 해답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 답은 바로 원자력이다.
원자력의 중요성에 관한 전세계적 인식 및 이에 따른 잠정적인 원자력 수출시장의(Potential
Nuclear-Export Markets) 확대를 고려해 볼 때 국내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기 전략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정책수립과 적극적 지원
이 필요하다.
이제 소모적이고 추상적인 논쟁보다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원자력 기술을 통한 국가발전과 경제
성장’
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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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의식조사를 통한
경기도내 자연휴식공간 개선방안 연구

성 현 찬

본 연구는 경기도내에 산재된 자연휴식공간을 조사하고, 자연휴식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의식조사
를 통해 도민이 도내에서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휴식공간 조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
이다.
연구결과, 첫째, 경기도내에는 총 225개소의 자연휴식공간이 입지하고 있으며,‘계곡 및 습지의 휴’
공간이 절반
수준(47.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산림의 휴’
공간이 34%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연휴
식공간을 이용하는 주 이동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 이용(73%)이 가장 많았으며, 이동시간으로는 1~2시간 이내
(35%), 2~3시간(29%),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3.10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말을 이용
하여 도내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1박 이상은 22%에 불과하고 그 이유로 숙박까지 하면서 즐길만한 매
력적 요소가 없음이 42%로 나타나, 앞으로 만족할만한 시설뿐 아니라 매력적이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프로그램
의 제공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자연휴식공간들이 도내에 충분히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연휴식공간까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도로의 건설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나
타난 것이다.

주제어 _ 자연휴식공간, 산림, 계곡 및 습지, 자연생태학습,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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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Natural Rest Areas in
Gyeonggi-do through a User Awareness Survey

Sung, Hyun-Chan

This study aims to survey natural rest areas located across Gyeonggi-do and provide basic data for
creating natural rest areas that may be used conveniently by residents through an awareness survey of
actual users.
The study showed that a total of 225 natural rest sites are located in Gyeonggi-do, out of which
valley and wetland rest areas account for most (47.1%). Then, it was followed by forest rest area
(34%). Second, as for means of transportation, private cars (73%) were used most to go to natural rest
areas. Travel time was in the order of 1~2 hours (35%) and 2~3 hours (29%). Satisfaction on
accessibility scored 3.10,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medium. Third, although the residents used
natural rest areas during weekends, only 22% of users stayed for one night or longer. Their main reason
for a brief stay was not enough attractions to stay overnight (42%), indicating that not only satisfying
facilities but also attractive and interesting hands-on experience programs should be offered.
Therefore, going forward, natural rest areas that reflect such needs of users should be created
sufficiently in Gyeonggi-do.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at the same time, access roads should be
built to improve accessibility to natural rest areas.

Key words _ natural rest area, forest, valley and wetland, natural ecology learning, questionnai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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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기도에는 산림, 하천, 계곡, 유원지, 갯벌 등의 많은 자연휴식공간이 산재되어 있으나, 정비된 시
설은 적고, 대부분이 자연발생적이며, 시·군 단위의 부분적 시설조성 및 정비로 시설 또한 미비한 실
정이어서,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과 웰빙문화 등의 확산으로 여가시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
정이다.
또한 도민이 주말과 휴가 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자연자원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
어 있거나 어디나 유사한 시설로 조성되어 있어, 도민의 매력을 끄는 시설이 부족하며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말과 휴가 시 대부분의 도민이 강원도 등 타 도
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민의 자연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도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민들의
자연휴식공간 이용에 대한 행태와 욕구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도민들이 언제나 가까운 지역에서
큰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선행연구로서는, 자연휴식공간 전반에 대한 연구로서 김범수·정윤수(1994), 전경수·최용훈
(2003)의 연구가 있으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개별 자연휴식공간의 자원에 대한 연구로서는, 국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공원의 이용활성화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로서 문석기(1991), 김희우
(1997), 박명안(1997), 김유일(1997), 허준(1998), 조우(2000), 배민기(2002a, 2002b), 이진덕(2002),
배민기(2002), 박희진(2002), 배민기·신원섭(2003), 조계중(2005) 등의 연구가 있으며, 자연휴양림
과 삼림욕장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로서 김성일(2002), 김성일(2003), 최현상·서주환
(2004)의 연구가 있었다. 또한 수목원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서는 이현희·송병화·
이경진(2007), 김귀곤·임봉구·진혜영(2002), 안영희(2003), 변재상·백동렬·정용문(2003), 탁광
일·류재철(2006), 이진희(2006)의 연구 등 산림자원의 휴식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었다. 수자
원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주로 체험과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로서, 차희영·장경애(2006), 김용재·지
삼업·이재형(2005), 장병관(1995) 등의 연구가 있으나 그 수가 적었다.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개별 자연휴식공간에 관련된 연구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자연휴식공
간 전반에 대한 고찰과 분석에 관련된 연구는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
구들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경기도내에 산재된 자연휴식공간을 조사하고, 자연휴식공간을 실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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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민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 및 애용하는 휴가유형,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및 이
동수단, 방문목적, 동반유형, 이용상의 문제점, 요구사항, 향후 휴식 공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면밀
히 파악함으로서, 도민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
초연구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자연휴식공간의 유형 분류
여기서의‘자연휴식공간’
이란 경기도민이 일상생활 및 여가시간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휴식시설로 정의한다. 자연휴식공간의 대상으로는 도시내 도시
공원, 국·도립공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 녹지 및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휴식공간
과, 계곡, 하천, 습지, 호수, 갯벌·어촌 등 수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휴식공간들이 있다. 여기서의 자
연휴식공간은 도민이 여가 및 휴식을 위하여 이용하는 도내 자연자원의 유형 및 이용목적에 따라, 근
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등‘도시공원의 휴’
,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촌체험마을 등‘산림
의 휴’
, 수목원, 식물원 등‘자연생태학습의 휴’
, 계곡, 습지, 하천, 저수지 등‘계곡 및 습지의 휴’
,갯
벌·어촌체험, 해양자원 휴양공간, 대규모 담수호 등‘갯벌·어촌체험의 휴’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경기도민 의식조사
1) 의식조사 개요
의식조사 대상지는 매일의 일상에서, 이용권내에서만 이용이 이루어지는 이용특성을 보이는 도시공
원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산림의 휴, 자연생태학습의 휴, 계곡 및 습지의 휴, 갯벌·어촌체
험의 휴 4개 유형을 대상으로 분포지역 및 자연 휴식공간별 세부유형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소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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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연휴식공간 의식조사 대상지
자연휴식공간 유형

산림의 휴

자연생태학습의 휴

계곡 및 습지의 휴

갯벌·어촌체험의 휴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오산시 물향기 수목원,

파주시 임진강유원지,

화성시 제부도 갯벌,

과천시 청계산산림욕장,

양평군 들꽃 수목원

가평군 용추계곡

화성시 대부도 갯벌

2개소

2개소

2개소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
대상지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
개소 수

4개소

조사기간은 2007년 7월에서 8월까지 2달 간 실시되었으며, 10개소의 대상지별로 주중(40부), 주말
(40부) 두 번에 걸쳐 현장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80부씩, 총 800부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식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대상지를 방문하여 이용자의 면접 후, 회수하는 방문면접법을 실시하
였다. 응답자의 특성으로, 남녀 비율은 남자 49.6%, 여자 50.4%로 반반 정도이며, 연령구조는 10대
4%, 2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30대 23%, 40대 23%, 50대 16%, 60대 이상(6%) 등으로 조사되었으
며, 직업은 학생( 22%), 주부(21%), 회사원(16%)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는 대부분이 경기도(54%)에 거주하였고, 다음으로 서울(32%), 인천(5%), 충남(4%) 순으로 나타났다.

2) 의식조사 내용 구성 및 분석방법
의식조사 설문지는 대상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애용하는 휴가유형,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및 이
동수단, 방문목적, 동반유형, 이용상의 문제점, 요구사항, 향후 휴식 공간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구
성되었으며, 분석방법은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연구결과
1. 경기도내 자연휴식공간의 현황 조사결과
경기도내에는 총 225개소의 자연휴식공간이 입지하고 있으며,‘산림의 휴’
공간이 76개소, 약
33.8%,‘자연생태학습의 휴’
공간이 19개소(8.4%),‘계곡 및 습지의 휴’
공간이 106개소(47.1%),‘갯
벌·어촌체험의 휴’24개소(10.7%)로서,‘계곡 및 습지의 휴’
공간이 절반 수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산림의 휴’
공간이 34%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산림의 휴’공간은 총 76개소로 자연공원 6개소, 자연휴양림 21개소, 산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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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33개소, 산촌체험마을 16개소가 분포되어 있으며,‘자연생태학습의 휴’공간은 총 19개소로 수목
원 14개소, 식물원 5개소가 분포되어 있다.‘계곡 및 습지의 휴’
공간은 총 106개로 계곡 27개소, 습지
19개소, 하천 20개소, 저수지 및 호수 40개소가 분포되어 있으며,‘갯벌·어촌체험의 휴’
공간은 총
24개소로 갯벌·어촌체험 11개소, 해양자원 휴양시설 9개소, 대규모 담수호 4개가 각각 분포되어 있
었다.
<표 2> 경기도내 자연휴식공간 조사결과
유 형

산림의 휴

세부유형

개소

합계

유 형

세부유형

개소

자연공원

6

계곡

27

자연휴양림

21

습지

19

산림욕장

33

하천

20

산촌 체험마을

16

저수지

40

수목원

14

갯벌₩어촌 체험

11

5

해양자원 휴양시설

9

식물원

대규모 담수호

4

자연생태학습의 휴

76

19

계곡 및 습지의 휴

갯벌₩어촌
체험의 휴

합계

106

24

이를 경기도의 5대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북해안권에 19개소(10%), 동북내륙권에 76개소(31%), 동
남내륙권에 49개소(21%), 남부임해권에 53개소(23%), 중부권에 30개소(15%)로 나타났으며, 권역별
로 평균 45개소 정도의 자연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내륙권이 76개소(31%)
로 가장 많은 자연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북해안권이 19개소(10%)로 가장
적은 자연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권역간의 자연휴식공간 조성차이는 57개소
로 경기도 평균 자연휴식공간 조성현황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권역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내 존재하는 자연휴식공간의 75%가 남부임해권, 동남내륙권, 동북내륙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북해안권 및 중부권의 자연휴식공간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권역별 자연휴식공간 분포현황
구분

산림의 휴

자연생태 학습의 휴

계곡 및 습지의 휴

갯벌₩어촌체험의 휴

합계

서북해안권

10

0

6

3

19(10%)

동북내륙권

25

7

44

-

76(31%)

동남내륙권

21

5

23

-

49(21%)

남부임해권

9

4

22

18

53(23%)

중부권

12

3

11

4

30(15%)

합계

77(30%)

19(7%)

106(53%)

25(10%)

227(100%)

주 : 유형별 자연 휴 공간 259개와의 2개소 차이는 권역별로 자연 휴 공간자원을 집계했을때 북한산 국립공원, 시화호의 경우, 한 개 이상의 권역에 분포되
어 있어 각각의 권역별로 한 개씩 더 집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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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휴식공간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 결과
1) 이동수단 및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주 이동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 이용(73%)이 가장 많았으며, 자
연휴식공간까지의 이동시간으로는 1~2시간 이내(35%), 2~3시간(29%)에 도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지까지의 이동시간, 이동수단 등을 고려했을 때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만족도는 3.10(5점 만점)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에 대해서 불만족
하는 이유로는 이동시간이 길어서(34%),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27%), 대중교통이 없어서(24%) 순
으로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조사되었다. 즉, 현지조사 결과, 같은 도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도 교통체
증으로 인한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자연휴식공간의 입지가 주요 접근도로로부터 상당히 이격된
것이 많은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자연휴식공간 이용객의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순위

이동수단(%)

이동시간(%)

1

자가용(73)

1~2시간(35)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2

대중교통(20)

2~3시간(29)

3

자전거, 오토바이(4)

1시간 미만(26)

4

도보(3)

3시간이상(18)

평 균

표준편차

3.10

0.86

3.10

0.86

불만족한 이유(%)(N=177)
이동시간이 길어서(34)
도로사정이 좋지않아서(27)
대중교통이 없어서(24)
위치를 찾기 어려워서(11)

2) 이용빈도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빈도로는 1년에 1~2번 이용(32%)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말(56%)을 이용해 대상지들을 방문하고, 1회 방문시 보통 3~6시
간 체류(4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박이상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을 이용하
여 도내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주로 당일이용(78%)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5> 이용빈도, 방문기간, 체류시간
구

분

순

전체

합

계

위

응답비율
이용빈도(%)

방문기간(%)

체류시간(%)

1

1~2회/1년(32)

주말(56)

3~6시간(41)

2

처음(27)

휴가기간(28)

1~3시간(34)

3

1~2회/6개월(12)

주중(16)

1박 이상(22)

4

1~2회/3개월(9)

-

1시간 미만(3)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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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동기 및 동반유형
자연휴식공간 방문동기로는 여가 및 휴식을 위해서(50%), 자연경관 감상을 위해서(17%) 순으로 높
게 나타나 일상의 도시 속에서 탈피해 여유를 즐기며,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휴식지 동반유형으로는 주로 가족(42%)이나 친구(24%)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방문동기 및 동반유형
순위

방문동기

빈 도

비 율(%)

동반유형

빈 도

비 율(%)

1

여가 및 휴식을 위해서

403

50

가족

338

42

2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139

17

친구

189

24

3

건강유지

83

10

모임단체

95

12

4

친교목적

65

8

연인

88

11

5

자연학습을 위해서

51

6

직장동료

48

6

6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27

3

혼자

38

5

7

모임

21

3

기타

4

1

8

기타

11

1

-

-

-

800

100

800

100

합

계

4) 휴가 시 자주 찾는 지역과 이유
이용자들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자주 찾는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58%, 강원도, 충청도 등의 타 지역
이 42%로 나타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상당수의 도민이 타 지역에서 휴식이나 휴가를 보내는 것으
로 분석되며, 이들에 대한 매력적이고 가고 싶은 경기도내 자연휴식공간의 조성이 과제로 분석된다.
또한, 경기도 내 휴가 장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볼거리 및 체험거리가 없어서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휴가하면 생각나는 지역들의 고정관념이 27%, 숙박 및 휴식공간이 없어서
가 14% 순으로 조사되어, 경기도 내 자연휴식공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조성을 통한 매력
적인 공간의 조성과 이를 통한 고정관념의 변화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휴가 시 자주 찾는 지역
휴가를 위해 자주 찾는 지역

빈도

비율(%)

경기도

463

58

기타(강원도, 충청도)

337

42

합계

8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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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경기도 내 휴가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순위

경기도 내 휴가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빈 도

비율(%)

1

볼거리 및 할거리가 없어서

274

34

2

휴가하면 생각나는 지역들의 고정관념 때문

220

27

3

숙박 및 휴식공간이 없어서

112

14

4

접근성이 불편해서

110

14

5

시설이 낙후되서

70

9

6

기타

15

2

계

800

100

합

5) 향후 자연휴식공간의 조성 요구사항
경기도 내 자연휴식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 중 22%가 깨끗
하고 아름다운 숙박시설 조성을 향후 이용의 첫째 조건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 및 행사의 개발(17%),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 및 교통시설 정비(16%) 등의 순으로 응답하
였다. 즉,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9> 자연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 (중복응답)
순위

어떤 자연휴식공간을 조성할 때 이용할 것인가?

빈 도

비율(%)

1

깨끗하고 아름다운 숙박시설 조성

405

22

2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들을 개발

318

17

3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 및 교통시설 정비

300

16

4

신규 휴식공간들을 조성

255

14

5

경기도 내 휴식 공간의 지속적인 홍보

205

11

6

기존 휴식 공간들의 시설정비

197

11

7

휴식 공간들의 연계를 통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179

10

8
합

기타

3

0

계

1862

100

6) 휴가 시 자주 찾는 자연휴식공간과 신규 조성 자연휴식공간의 유형
응답자들이 휴가나 여가시간에 자주 찾는 자연휴식공간의 유형을 조사해본 결과, 계곡 및 습지의 휴
(30%)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해양체험의 휴(28%), 산림의 휴(23%) 순
으로 나타나 수 공간과 산림을 이용한 자연 휴 유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내 자연휴식공간을 신규조성할 시 어떠한 유형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29%가 계
곡 및 습지의 휴를 조성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산림의 휴(28%), 자연생태학습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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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경기도가 계곡 및 습지의 휴와 산림의 휴, 그리고 식물원, 수목원
같은 자연생태학습의 휴 공간 조성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
는 것이다.
<표 10> 휴가 시 자주 찾는 자연휴식공간 유형

<표 11> 경기도 내 조성했으면 하는 자연휴식공간의 유형

순위

자주 찾는 자연 휴 유형

빈도

비율(%)

1

계곡 및 습지의 휴

240

2

해양체험의 휴

222

3

산림의 휴

4

자연생태학습의 휴

5

갯벌·어촌체험 휴
합

계

순위

자주 찾는 자연 휴 유형

빈도

30

1

계곡 및 습지의 휴

232

29

28

2

산림의 휴

227

28

186

23

3

자연생태학습의 휴

147

19

98

12

4

해양체험의 휴

105

13

54

7

5

800

100

갯벌·어촌체험 휴
합

계

비율(%)

89

11

800

100

연령대 별로 요구하는 자연휴식공간의 유형을 파악해 본 결과, 10대, 20대의 경우는 계곡 및 습지의
휴식공간의 신규조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산림의 휴식공간 순으로 나타난 반
면, 30~60대에서는 산림의 휴식공간 신규조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계곡 및
습지의 휴식공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기의 전체 응답자의 의견과 유사하면서도 우선순위에
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자연휴식공간의 조성과 관리 시 시사점으로 나타난다.
<표 12> 연령별 경기도 내 조성했으면 하는 자연휴식공간의 유형
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

산림의 휴

자연생태학습의 계곡 및 습지의
휴
휴
4

9

해양체험의
휴

갯벌·어촌
체험의 휴

합 계

7

1

29

빈도

8

비율(%)

28

14

31

24

3

100

빈도

41

39

77

38

26

221

비율(%)

19

18

35

17

12

100

빈도

59

29

57

23

18

186

비율(%)

32

16

31

12

10

100

빈도

64

38

43

18

25

188

비율(%)

34

20

23

10

13

100

빈도

37

26

35

15

12

125

비율(%)

30

21

28

12

10

100

빈도

18

11

11

4

7

51

비율(%)

35

22

22

8

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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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숙박시설 조성 시 숙박여부에 관한 의견
경기도 내 자연휴식공간에 숙박시설을 조성할 경우, 응답자들의 숙박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숙박을
할 생각이 있음이 46%, 숙박할 생각이 없다가 54%로 조사되었다. 숙박 할 생각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
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숙박까지 하면서 즐길만한 매력적 요소가 없음이 42%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가 30%, 기왕이면 다른 시·도에서 숙박하고 싶어서
가 12%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집과의 거리도 가까우며, 자연휴식공간에서 1박을 하면서까지 즐길
만한 요소가 없어 숙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어, 만족할만한 시설뿐 아니라 매
력적이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숙박시설 조성시 숙박여부
순위

숙박시설 조성시 숙박여부

빈 도

비율(%)

1

숙박하지 않겠다

433

54

2
합

숙박하겠다

367

46

계

1862

100

빈 도

비율(%)

<표 14> 숙박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순위

숙박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1

숙박까지 하면서 즐길만한 매력적 요소가 없어서

181

42

2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132

30

3

기왕 숙박할 거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싶어서

50

12

4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38

9

5

규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22

5

6
합

기타

10

2

계

800

100

Ⅳ. 결 론

본 연구는 경기도내에 산재된 자연휴식공간을 조사하고, 자연휴식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도민이 도내에서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휴식공간 조성의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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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기도내에는 총 225개소의 자연휴식공간이 입지하고 있으며,‘계곡 및 습지의 휴’
공간이 절반 수준(47.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산림의 휴’
공간이 34%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는 서북해안권에 19개소(10%), 동북내륙권에 76개소(31%), 동남내륙권에 49개
소(21%), 남부임해권에 53개소(23%), 중부권에 30개소(15%)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평균 45개소 정
도의 자연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북내륙권과 서북해안권, 두 권역간의 자
연휴식공간 조성차이가 57개소로 권역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연휴식공간을 이용
하는 주 이동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 이용(73%)이 가장 많았으며, 이동시간으로는 1~2시간 이내
(35%), 2~3시간(29%),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3.10(5점 만점)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접근성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이동시간이 길어서(34%),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27%),
대중교통이 없어서(24%) 순으로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조사되었는데, 앞으로 자연휴식공간까지의 접
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도로의 건설, 자연휴식공간 입구까지의 접근도로 신설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말을 이용하여 도내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주로 당일이용(78%)이 대부분
이고 1박이상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까지 하면서 즐길만한 매력적 요소가 없
음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만족할만한 시설뿐 아니라 매력적이고 즐길 수 있는 체
험과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다섯째,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2%의 도민이 타 지역에서 휴식이나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에 대한 매력적이고 가고
싶은 경기도내 자연휴식공간의 조성이 과제로 분석되었으며, 경기도 내 휴가 장소를 이용하지 않은 이
유로는 볼거리 및 체험거리가 없어서, 휴가하면 생각나는 지역들의 고정관념, 숙박 및 휴식공간이 없
어서 순으로 조사되어, 경기도 내 자연휴식공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조성을 통한 매력적인
공간의 조성과 이를 통한 고정관념의 변화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주 찾는 자연휴식공간의 유형으로는 계곡 및 습지의 휴(30%), 해양체험의 휴(28%),
산림의 휴(23%) 순으로 나타나 수 공간과 산림을 이용한 자연 휴 유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조성유형으로는 29%가 계곡 및 습지의 휴, 산림의 휴(28%), 자연생태학습의 휴
(19%)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 경기도가 계곡 및 습지의 휴와 산림의 휴, 그리고 식물원, 수목원 같은
자연생태학습의 휴 공간 조성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자연휴식공간들이 도내에 충분히 설치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며, 자연휴식공간까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도로의 건설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아울러, 권역별로 균등한 자연휴식공간의 공급과 시설조
성이 이루어지고, 시설조성과 함께 체험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온·오프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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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지속적인 자연휴식공간의 홍보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
이며, 자연휴식공간이 시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휴식공간이 도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
로 다가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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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가뭄평가를 위해 SWSI 가뭄지수를 보완하여 개발한 바 있는 MSWSI를 이용하여 전국
을 112개의 유역(강수유역, 댐유역, 하천유역, 지하수유역)으로 새로이 세분한 가뭄지수를 평가하였다. 이중에서 금
강유역을 대상으로 MSWSI에 의한 공간적인 수문학적 가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시간적으로 1974년
~2001년까지 한달 간격으로 평가하였다. MSWSI에 의한 1994, 1995, 2001년의 가뭄을 검증한 결과 월별 가뭄발
생현상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2001년 6월과 같이 월 초기에 무강수일수가 지속되어 가뭄피해가 발생
한 후 월 후기에 많은 강수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1주일 간격의 수문학적 가뭄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MSWSI를 보완하여 금강유역에 대해 농업가뭄지수인 ASWSI를 산정하고 농업가뭄 분포도를 작성하여 가
뭄지수에 의한 농업가뭄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ASWSI의 인자로는 용수구역 내 저수지 상류유역은 강수
량 및 저수지유입량, 하류지역은 강수량 및 저수지저수량을 사용하였다. 두 결과를 과거 가뭄사상(1994, 1995,
2001)에 대하여 검증하여 농업수문학적 가뭄지수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ASWSI는 저수지 유역 및 수혜구역을
대상으로 관개시기에 MSWSI 보다는 극심한 가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업가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농
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및 유입량 자료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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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ught Assessmen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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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ological drought index, MSWSI (Modified Surface Water Supply Index) was suggested based
on SWSI. South Korea was divided into 112 regions (based on water resources unit boundary)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available gauge stations of precipitation, dam storage, stream water level
and natural groundwater level. The indices estimated in the regions represent a spatially distribution of
drought. Monthly MSWSI was evaluated for the period of 1974 and 2001. In addition, ASWSI
(Agricultural SWSI) was applied to evaluate agricultural drought by modifying SWSI. The method
was applied to Geum river basin, and the results were also spatially represented by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unit boundaries. The SWSI evaluates hydrological drought of watershed unit by
selectively applying one or all of the components of snowpack, precipitation, streamflow and reservoir
storage. The applicability of our suggested indices was checked by the past droughts, 1994, 1995, an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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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뭄은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기상학적인 가뭄, 지표수 및 지하수의 부족으로 인한 수문학적 가
뭄, 토용수분의 부족으로 인한 농업적 가뭄, 용수 및 전력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가뭄으
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어느 지역의 인간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이나 동식물 생육에 피해
를 가져올 정도로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Yevjevich et al.,
1983 ; Easterling, 1988 ; Rossi et al., 1992 ; Wilhite et al., 2000).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가뭄은 그 특성상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진행속도가 느리므로 시·공간적으로 정
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강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뭄 현상은 지속되는 시간적, 공
간적인 규모가 매우 다양하며, 가뭄 사상의 발생 시점 및 종점을 정의하기 매우 어렵고 가뭄의 파악 및
예측 또한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는 과거 40여년 동안 약 5년 간격으로 극심한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학고 있으며, 이러한 가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그 심각성이 더 악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뭄관리는 사후 대책에만 국한되어 있어 사전 재해관리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고, 가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가뭄 모니터링과 조기경
보 기준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종합적인 대
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뭄 상황을 평가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뭄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뭄의 평가를 위한 국내외의 일반적인 연구 및 체계로는 기상학적인 가뭄을 평가하는
PDSI(Palmer Drought Severity Index)와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수문학적인
가뭄을 평가하는 SWSI(Surface Water Supply Index)와 같은 가뭄지수들을 이용하였다(류재희 등
2002 ; 이동률 등, 2003 ; 한국수자원공사, 2002). 하지만 이러한 가뭄지수들로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가뭄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는 기상 및 수
문인가의 모니터링 체계에서 확보가 가능한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수문학적인 가뭄을 평가하고자 한
다.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양질의 수문자료를
확보하여 기존의 MSWSI(Modified SWSI, 권형중 등, 2006) 유역을 세분한 수문학적 가뭄평가를 실
시하고, 개발된 기법으로 농업지역의 가뭄 평가를 위하여 저수지유입량 및 저수량을 이용하여 농업용
수구역 단위의 ASWSI를 산정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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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문학적 가뭄평가기법, MSWSI

가뭄은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강수량의 부족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댐, 하천, 지하수 등 여러 수문인자의 영향을 받음으로 수문특성에 대한 분석
과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수문특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문
특성에 적합한 가뭄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강수량, 댐 유입량, 하천유량, 지하수위 등에 대한 자료 분석
을 통하여 대기·지표·지표하의 수문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개발한 바 있는 수문학적 가뭄지수인
MSWSI(Modified Surface Water Supply Index)를 지역적으로 세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1. MSWSI(Modified SWSI) 가뭄평가 기법
SWSI(Surface Water Supply Index)는 PDSI의 광범위한 토양수분조건을 지형적으로 변화가 심
한 산악지역의 융설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한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지수로서, Shafer and
Dezman(1982)에 의해 개발되어 미국 콜로라도 유역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이 지수는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유출인자(강수, 적설, 하천유출, 저수지 저수량)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인자를 통계학적으
로 해석하고 인자의 유역 기여도를 가중치로 사용함으로써 유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수를 얻게 된다.
권형중 등(2006)에 의하여 개발된 바 있는 MSWSI는 식(1)과 같다.

여기서, PN은 비초과확률이며, a, b, c, d는 각 수문인자의 가중계수(a+b+c+d=1), pcp는 강수인자
(precipitation component), sf는 하천유출인자(streamflow component), rs는 댐유입량인자(dam
inflow component), gw는 지하수위인자(groundwater component)이다.

2. 입력인자의 분석 및 가공
1) 강수인자의 수집 및 가공
강우관측소 key station을 선정하게 위하여 1973년부터 현재까지 강수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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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소를 선정하였다. 강수량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61개소의 기상관측소 지점 강수량으로
서, 본 연구에서는 지점 강수량 자료를 공간강수량자료로 변환하기 위하여 관측소별 월 강수자료를 역
거리가중법(IDW: Inverse Distance Weight)에 의한 공간내삽법을 적용하여 월 공간 강수량을 생성
하였다. 역거리가중법은 지점간의 거리를 가중 평균하여 인접한 지점간을 내삽하는 방법으로서
IDRISI Ande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1974년 1월의 월 공간강수분포도 예이다.

2) 하천유량자료
하천유량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WAMIS의 하천수위관측소의 하천수위를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유량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총 335개의 수위관측소 중에서 자료보유년도
및 가뭄에 대한 하천수위 반응 정도를 분석하여 14개 관측소를 key station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월 공간강수분포도(1974년 1월)

<그림 2> 관측소별 key station 선정

3) 지하수위자료
지하수위자료는 GIMS(지하수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위관측공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지하수위관측공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신설하여 총 266개소의 관측공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1995년과 1996년에 설치하여 관측된 52개 관측공의 지하수위자료를 사
용하였다. 52개 관측공 중에서 가뭄에 대한 반응 정도를 분석하여 21개의 key station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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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강우관측소, 하천수위관측소, 지하수위관측공의 key station 선정 결과이다.

4) 댐유입량자료
댐유입량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요 댐 관측소 7개소의 월 유입량 자료를 사용하였
다. 한강수계에서는 소양강댐, 충주댐, 낙동강수계에서는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금강수계에서는 대
청댐, 섬진·영산강수계에서는 섬진강댐의 유입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3. MSWSI 가뭄지수의 적용
1) 유역분할

<그림 3> 112개 유역분할 현황

MSWSI는 원래 32개의 유역단위로 적용하게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역분할 개수에
따른 수문학적 가뭄평가를 위하여 전국을 112개
유역으로 분할하여 MSWSI를 산정하고자 한다.
MSWSI 산정시 각 유역에 적용되는 수문인자의
종류를 고려하여 ① 주요 댐유역 분할, ② 하천
수위관측소 key station 유역 분할, ③ 지하수
위 관측공 key station 유역 분할, ④ 동질의 강
우 특성 유역 분할과 같은 근거로 유역 분할하였
다. <그림 3>은 전국을 112개 유역으로 분할한
결과이다. <표 1>은 대권역별 유역분할 결과이
며, 금강유역은 총 21개 유역으로 구분된다.

<표 1> 112개 유역분할 결과
대권역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강수유역

7

댐유역

9

영산강

제주도(울릉도)

합계

12

9

9

9

1

47

4

6

1

-

-

20

하천유역

11

19

4

2

3

-

39

지하수유역

2

1

2

1

-

-

6

합계

29

36

21

13

12

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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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문인자별 비초과확률 및 가중계수 산정
SWSI를 보완한 MSWS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농업지역의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인자를 결정
하고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Shafer and Dezman(1982)은 각종 수문인자에 확률의 개념을
추가하여 수문인자들의 비교 및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수문인자에 대한 월별 비초과확률 산정
하기 위해 앞에서 결정된 수문인자(강수량, 하천유량, 댐유입량, 지하수위)들의 시계열 자료를 월별로
구성한 뒤 월별 확률밀도함수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누가확률분포함수를 산정하여 각 수문인자
의 비초과확률을 작성하였다. <그림 4>에는 대청댐 유역에 대하여 산정된 지하수위와 저수율의 월별
비초과확률을 나타내었다. 비초과확률을 산정한 뒤에는 각종 수문인자가 유역에 미치는 가중치를 산
정하여야 한다. 가중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문인자가 그 유역에 작용하는 잠재적인 모든 영향
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를 실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수문인자의
상대적인 기여를 추가하여 가중계수를 취하는 Mckee et al.(1993)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수문인자가
유역에 미치는 가중계수를 산정하였다.
<그림 4> 비초과확률 산정 (대청댐유역, 지하수위와 저수율)

3) MSWSI 적용 및 분
앞서 작성된 비초과확률 및 가중계수를 이용하여 1974년부터 2001년까지의 전국평균 MSWSI를
산정하였다<그림 5>. 과거 극심한 가뭄으로 기록되었던 1994, 1995년 및 2001년 가뭄에 대하여
MSWSI 값이 잘 추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4년 7월, 9월에 발생했던 1차, 2차 가뭄피해에
대하여 MSWSI 값은 -3.45, -2.78로서 심한 가뭄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1995년 6월의 가뭄피해
(농림부, 1995)에 대하여 -2.72, 2001년 5월 및 8월에 대하여 -2.72, -2.93을 나타내고 있어, 전국
평균 MSWSI는 과거 가뭄년도의 월별 가뭄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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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74~2001년 전국평균 MSWSI

1994년 6월은 전국의 무강수일수가 9~23일로 증가하고 저수율이 46%로 감소하였는데 <그림 6>을
보았을 때 가뭄의 징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수율 및 유출율이 낮았던 전남지역은
보통가뭄으로 이미 가뭄이 시작되었으며 경남, 경북지역은 약한가뭄 및 정상상태로서 가뭄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7월은 가뭄 1차 피해가 발생했던 월로서 가장 극심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다. 남부지역
을 중심으로 강수율, 저수율, 유출율이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MSWSI는 강원 및 경북 일부지역
의 보통가뭄을 제외하고 모두 심한가뭄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8월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강수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전월의 물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저수율은 여전히 48%로서 낮은 수준이었
다. 이에 대하여 MSWSI는 경남지역의 정상상태를 제외하고 여전히 약한 가뭄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9월은 2차 가뭄 피해가 발생한 월로서 강수량은 가뭄 1차 피해가 있었던 7월보다 더 적었으며, 저수율
및 유출율도 7월 수준으로 낮았다. MSWSI 역시 전국 대부분을 심한가뭄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1995년의 가뭄진행 상황은 1월부터 5월까지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6월말에 가장 낮은 저수율과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7월과 8월에 전국적으로 약 500mm에서 최대 800mm에 가까운
강수량이 발생하여 8월말에 제한급수에서 정상급수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되
었다. MSWSI는 5~7월에 전국 대부분을 보통가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뭄이 최대로 발생한 6월에
는 가뭄이 심화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뭄이 해갈된 8월에는 전국을 모두 정상상태 이상으로 표현
하고 있어 수문학적인 가뭄 해갈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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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94·1995년의 MSWSI 분포도

1994년 6월

7월

8월

9월

1995년 5월

6월

7월

8월

2001년의 가뭄은 3월부터 5월까지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5월에 가뭄이 발생하여 6월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제한급수가 최대에 달하였으며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제한급수 인원이 12,590명으로 가
장 큰 가뭄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뭄피해에 대하여 MSWSI는 경남지역의 정상상태를 제외하고
전국을 가뭄상태로 표현하고 있어 전국의 낮은 저수율을 반영하여 2001년 5월의 전국적은 용수부족
상황의 수문학적인 가뭄상태를 잘 표현하였다. 하지만 2001년 6월의 최대 가뭄피해 상황에 대하여
MSWSI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해갈된 것으로 나타내어 6월의 수문학적인 가뭄상황을 표현하지 못하
고 있다. 그 이유는 6월의 최대 가뭄피해는 16일에 발생되었으나 18일~30일까지 전국적으로
200mm~300mm의 많은 강수량이 발생하여 6월의 MSWSI는 -0.71~3.58로 산정되어 정상상태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7>. 2001년 6월과 같이 월 초기에 무강수일수가 지속되어 가뭄피해가 발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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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후기에 많은 강수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달 간격의 가뭄평가는 해당 월의 가뭄을 잘 반영하지 목
하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한달 이하 즉, 15일 간격 혹은 1주일 간격의 수문학적 가뭄평가가 필
요함으로 판단되어 주단위 간격의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7>, <그림 8>. 그 결과 6월 1주~3주 동안
의 가뭄 이후 6월 4주에는 가뭄이 해갈되는 상황을 잘 표현하였다.
<그림 7> 2001년의 MSWSI 분포도

2001년 3월

6월 1주
(5/27~6/2)

4월

6월 2주
(6/3~6/9)

5월

6월 3주
(6/10~6/16)

6월

6월 4주
(6/17~6/23)

<그림 8> 2001년 가뭄에 대한 금강유역 월단위, 주단위 분석

6월 5주
(6/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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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업용 저수지 유역의 수문학적 가뭄평가 기법 적용
1. ASWSI(Agricultural SWSI) 가뭄평가 기법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가뭄평가 기법을 농업용 저수지 유역에 대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농
업용 저수지를 포함하는 용수구역단위에 있어서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강수량, 저수지 유입량
및 저수량으로 결정하고 농촌유역에 적용하였다. 용수구역내의 저수지 상류지역은 강수량과 저수지유
입량을 사용하였고 하류지역은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량을 사용하였다. 농업가뭄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완된 SWSI는 ASWSI(Agricultural SWSI)라 하였으며 식(2)로 표현된다.

여기서, PN은 비초과확률이며, a, b, c는 각 수문인자의 가중계수(a+b+c=1), st는 저수지저류량
(reservoir storage component), if는 저수지유입량(reservoir inflow component), pcp는 강수인
자(precipitation component)이다.

2. 대상유역 및 입력인자의 수집
1) 대상유역
수문학적 가뭄평가 기법을 농업용 저수지 유역에 적용하여 농업가뭄을 평가하고자 금강권역에 대하
여 ASWSI를 적용하였다. 금강권역의 면적은 약 17,537㎢으로 4개의 대권역(금강본류, 삽교천, 금강
서해, 만경·동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1개의 중권역이 포함되어 있다. 금강권역은 과거 1994년,
1995년에 큰 가뭄기록이 있었고 2001년에도 봄 가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금강권역의 농업지
역 가뭄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강권역 내 농업용저수지 총 2611개(금강본류 1310개, 삽교천 146개, 금
강서해 297개, 만경·동진 858개)의 유효저수량과 관개면적, 수혜면적을 조사하여 비교적 규모가 크
고 금강권역 내에 골고루 분포하는 7개의 저수지(대아, 예당, 탑정, 경천, 백곡, 미호, 구이)를 선정하
였다. 그림 9는 금강권역 내 선정된 7개의 농업용저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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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수자료
강수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금강유역 내 17개 기상관측소의 강수량 자료로 1973년∼2006년
(35개년)을 수집하였다. 17개소 기상관측소의 지점 강수량 자료를 용수구역별 월평균 공간 강수량으
로 변환하기 위해 앞서 MSWSI의 공간 강수량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관측소별 월 강수자료를 역거리
가중법(IDW: Inverse Distance Weight)에 의한 공간내삽법을 적용하여 공간 강수량을 생성하였다.
<그림 10>은 금강유역의 2001년 1월의 공간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금강유역 내 선정된 저수지

<그림 10> 월 공간강수분포도(2001년 1월)

3) 저수지저수량자료
저수량자료는 한국농촌공사의 RIMS(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16개년
(1991~2006) 동안의 선정된 7개 저수지에 대한 일별 현저수량을 수집하여 월평균 저수량 자료로 정
리하였다. 각 저수지의 저수량은 관개기인 4월에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6월까지 통상 저수량은
최저로 낮아지며 장마철인 7월에 급증가하여 9월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관개기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저수율이 100%까지 도달하는 만수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가뭄
년으로 알려진 1994년의 가뭄은 1995년에도 저수량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가뭄이 계속됨을 알 수 있
었으며, 2001년에도 금강권역에 대규모의 가뭄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에는 선정된 7개
저수지의 년단위 및 시기별 저수율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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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정된 7개 저수지의 연, 시기별 저수율
기

년

4~6월

7~9월

10~3월

간

대 아

예 당

탑 정

경 천

백 곡

미 호

구 이

Max.

50.1

73.1

78.6

62.9

77.9

86.9

75.6

Avg.

92.1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Min.

3.0

21.1

22.6

4.1

42.0

47.6

12.0

Max.

47.8

93.5

94.0

68.7

93.8

96.3

88.9

Avg.

46.1

71.6

76.6

58.4

74.6

84.1

77.3

Min.

44.2

49.2

57.1

44.8

52.2

73.4

63.4

Max.

51.7

58.9

70.5

63.5

74.7

83.7

76.5

Avg.

49.8

57.1

69.0

61.8

69.6

81.7

74.4

Min.

48.0

54.8

66.8

60.0

66.0

79.5

72.2

Max.

58.6

95.7

95.5

68.3

92.3

98.0

84.3

Avg.

52.2

82.0

84.4

65.7

83.7

90.8

75.3

Min.

47.0

62.7

68.6

64.1

73.3

82.3

69.9

4) 저수지유입량자료
금강권역 내 선정된 7개 저수지의 유입량 실측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PRMS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농업가뭄지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저수지 유입량은 과거 대표적 가뭄사상에 유
입량이 반응하는 정도의 자료의 질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강유역 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7개 저수지
유역에 대한 각각의 매개변수 추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표적으로 용담댐 유역에 대하여 매
개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7개 저수지 유역에 적용하여 유출모의를 수행하고 유입량 자료를 산정하였
다. 용담댐 유역은 금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을 포함하며 유역

<표 3> 용담댐 유역의 검증결과
Watershed

Yongdam
dam

Runoff (mm)

Runoff Ratio(%)

Year

Precipitation
(mm)

Obs.

Sim.

Obs.

Sim.

R²

RMSE
(mm/day)

ME

2002

1,699

1,165

1,329

69

78

0.70

4.97

0.59

2003

2,208

1,686

1,847

76

84

0.85

4.06

0.83

2004

1,398

786

1,024

56

73

0.85

2.25

0.79

2005

1,432

586

879

41

61

0.60

3.33

0.49

2006

1,354

744

996

55

74

0.77

3.30

0.76

2001

1,361

602

417

44

30

0.71

5.59

0.63

Guryang

2002

1,698

731

628

43

37

0.85

6.57

0.75

cheon

2003

2,207

1,668

802

75

36

0.83

9.69

0.64

2004

1,398

731.7

441

52

31

0.83

5.35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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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930.4㎢이다. 용담댐 유역의 기상자료는 용담댐유역 내에 위치한 기상청의 장수관측소
(1966~2006년) 기상자료를 사용하였고, 용담댐 유역의 유역분할은 수자원단위지도의 8개의 표준단
위유역으로 분할하였다. 용담댐수위표 지점에 대하여 보정(1966~2001)하고 용담댐수위표 지점
(2002~2006)과 동향수위관측소 지점(2001~2004)에 대하여 각각 검증하여 유출모의를 수행하였으
며,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일 유입량을 산정하였다. <표 3>은 검증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1>은 7개 저수지 중 대표로 예당저수지의 유입량을 월별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 11> 예당저수지의 월 유입량

3. ASWSI 가뭄지수의 적용
1) 선정된 7개 저수지의 ASWSI 산정
앞서 MSWSI와 동일한 과정으로 각 수문인자(강수량, 저수지저수량, 저수지유입량)의 비초과확률
과 가중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ASWSI식에 적용하여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선정된 7개저수지에
대한 상·하류의 농업가뭄지수를 산정하였다. <그림 12>는 선정된 7개저수지 중 대표적으로 예당저수
지의 상·하류의 농업가뭄지수를 평균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과거 발생한 심한 가뭄의 대부분은 관개
시기인 5월∼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산정된 가뭄지수에 의해 금강유역에서 90년대 이후 발생
했던 가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산정된 농업가뭄지수 값이 90년대 이후 극심한 가뭄으로 조사
되었던 1994년, 1995년, 2001년의 가뭄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가뭄지수는 1994년 7월
과 9월, 1995년 6월에 발생한 가뭄(농림부, 1995)에 대하여 각각 -3.15 -2.48, -3.37을 나타내고,
2001년 5월에 발생한 가뭄(한국수자원공사, 2001)에 대하여 -3.28을 나타내어 모두 심한가뭄으로 표
현하고 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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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예당저수지 유역의 ASWSI 산정결과(1991~2006년)

<표 4> 선정된 7개 저수지의 1994, 1995, 2001년의 ASWSI
연

1994

1995

2001

월

대아

예당

탑정

경천

6

-2.30

-0.17

-2.22

-2.11

7

-3.35

-2.68

-2.94

-3.30

백곡

미호

구이

평균

0.32

-0.18

-2.28

-1.28

-2.83

-3.20

-3.72

-3.15

8

-1.67

0.79

-2.01

-1.84

0.63

0.58

-1.51

-0.72

9

-3.10

-1.53

-2.99

-3.08

-1.81

-1.73

-3.14

-2.48

5

-2.69

-2.01

-2.96

-2.74

-1.77

-2.06

-2.63

-2.41

6

-3.45

-3.23

-3.36

-3.42

-3.2

-3.39

-3.55

-3.37

7

-3.20

-2.22

-3.34

-3.25

-1.68

-1.48

-3.21

-2.63

8

2.77

3.96

3.23

2.78

3.59

3.49

1.99

3.12

3

-0.17

-0.56

-0.55

-0.24

-0.95

-0.67

-0.74

-0.55

4

-1.68

-1.81

-2.21

-1.82

-2.05

-3.19

-2.16

-2.13

5

-2.29

-3.20

-3.29

-3.43

-3.42

-3.84

-3.48

-3.28

6

0.71

0.66

-0.17

0.22

1.26

1.13

1.19

0.71

2) ASWSI 가뭄지수 분포도 작성
본 연구에서 적용된 농업가뭄지수(ASWSI) 분포도를 금강유역 전체의 용수구역단위의 분포도 작성
을 위해서는 저수지 상류유역의 경우 유입량은 유출모델을 사용하여 유출량을 추정하고 매개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측자료가 미비하고 유역의 매개변수 산정과정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저수량을 고려한 하류유역(수혜지역)의 농업가뭄지수 분포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유역 용수구역내의 농업용저수지의 저류량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면
되지만, 금강유역 내 농업용저수지는 2611개소로서 저수량 자료를 모두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MS(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서 행정구역별로 제공하는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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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현 저수량 자료를 용수구역으로 재구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대표저수지로 가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IMS(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별(41개) 집계된 저
수량자료를 과거 가뭄사상(1994년, 1995년, 2001년)에 대해 준비하고 이를 면적가중 평균하여 용수
구역별(94개) 월평균 저수량자료로 재구축하였으며<그림 13>, 용수구역별 월평균 공간강수량도 산정
하여 준비하였다.
<그림 13> 용수구역별 저수량 산정 과정

(a) 금강유역내 농업용 저수지

(b) 행정구역 저수량

(c) 용수구역 저수량 재산정

이를 이용하여 금강권역의 과거 가뭄사상에 대한 농업가뭄지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14>는 과거 가
뭄이 발생하였던 1994년, 1995년, 2001년에 대한 ASWSI 적용결과를 용수구역별로 도시하여 나타낸
농업가뭄지수 분포도이다. 1994년은 6월∼9월에 가뭄이 극심하게 발생하였는데 1차 가뭄 피해기간인
7월의 평년대비 강수율 및 저수율은 각각 37.1%, 39.4%이었으며, 농업가뭄지수는 용수구역 평균 3.47로 심한가뭄을 나타내고 있다. 2차 가뭄 피해기간인 9월에 대해서도 평년대비 강수율 및 저수율
은 각각 28.7%, 36.8%로 낮은 값을 보였다. 9월 농업가뭄지수는 용수구역 평균 -2.65로 보통가뭄을
나타내고 있다. 7월∼9월은 기후적 특성에 의한 많은 강수량에 의해 농업용수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
으나, 이 기간의 강수량의 보족은 더욱 심한 농업가뭄을 초래한다. 봄가뭄(4월∼6월)은 보통 6월 말부
터 시작되는 장마로 가뭄이 해소되지만 장마가 지연되면 더욱 극심한 가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1995년의 가뭄은 1994년은 연속된 가뭄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지속되다가 해갈되는 듯하였으나 6월
말에 가장 낮은 저수율과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7월과 8월에 전국적으로 약 500mm의
강수량이 발생하여 8월 말에 가뭄이 해갈되었다. 가장 가뭄이 심화되었던 6월의 평년대비 강수율 및
저수율은 각각 23.9%, 34.8%이었으며, 농업가뭄지수는 용수구역 평균 -3.44로 심한가뭄을 표현하
고 있다. 가뭄이 해갈된 8월에는 금강유역 전체가 정상상태 이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농업가뭄 해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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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2001년의 가뭄은 3월∼5월까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3월부터 가뭄이 발
생하여 6월 중순이전까지 강수량이 지나치게 적어 하천 유출량은 계속 감소하는 등 극심한 가뭄이었
다. 3월의 평년대비 강수율 및 저수율은 각각 29.5%, 50.1%이었고, 농업가뭄지수는 -2.68로 보통가
뭄을 나타내었으며, 4월의 평년대비 강수율 및 저수율은 각각 23.1%, 50.2%이었고, 농업가뭄지수는
-3.0으로 심한가뭄을 나타내었다. 5월의 최대 용수부족 상황에서의 평년대비 강수율 및 저수율은 각
각 20.9%, 49.8%이었고, 농업가뭄지수는 -3.69로 심한가뭄으로 표현되었다. 6월 중순이후 가뭄이
해갈되어 6월의 농업가뭄지수는 0.5로 산정되어 정상상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4> 1994, 1995, 2001년의 ASWSI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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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인 가뭄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MSWSI 유역을 세분하여 총 112개의 유역에
대한 수문학적 가뭄을 평가하였다. 이중에서 금강유역은 강수, 댐, 하천 및 지하수유역이 각각 9개, 6
개, 4개, 2개로 총 21개로 구분되었다. 또한 농촌유역에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MSWSI 가뭄지
수를 보완한 ASWSI를 금강권역의 용수구역 단위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MSWSI의 입력인자로서 강수량, 하천유출량, 지하수위, 댐유입량으로 결정하고 전국을 112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유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였다. 강수자료는 61개의 기상관측소 자
료를 사용하여 월 공간강수량을 산정하였으며, 하천유출량은 가뭄에 하천수위가 반응하는 14개의 관
측소를 key station으로 선정하였다. 지하수위자료는 지하수정보센터의 관측공 중에서 가뭄에 반응
하는 21개의 관측공을 key station을 선정하였으며, 댐유입량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요 댐 관측소 7개소의 월 유입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2. 과거 가뭄사상과의 검토를 위하여 1994, 1995, 2001년의 가뭄에 대하여 MSWSI 결과를 검증한
결과 실제 월별 가뭄발생현상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수문학적인 가뭄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01년 6월과 같이 월 초기에 무강수일수가 지속되어 가뭄피해가 발생한 후 월 후
기에 많은 강수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1주일 간격의 수문학적 가뭄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 농촌유역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MSWSI의 입력인자로서 강수량, 저수지저수량, 저수지유
입량을 사용하여 금강권역에 대하여 용수구역단위의 ASWSI를 산정하였다. 용수구역 내 저수지 상류
유역은 강수량 및 저수지유입량, 하류지역은 강수량 및 저수지저수량을 사용하였다. 저수지저수량은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저수지유입량은 PRMS 모형으로 모의하였다.
4. 과거 가뭄사상에 대하여 적용한 결과 1994년 7월의 1차 가뭄에 대해 -3.47로 심한가뭄을 나타내
었고 9월의 2차 가뭄에 대해 -2.65로 보통가뭄을 나타내었다. 1995년 가뭄이 가장 심화되었던 6월에
대해서는 -3.44로 심한가뭄을 타나내었으며, 2001년의 5월 최대 용수부족 상황에서의 농업가뭄지수
는 -3.69로 심한가뭄을 나타내었다. ASWSI는 관개시기에 MSWSI 보다는 극심한 가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업가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및 유입량 자료가 필수적임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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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における學校用地確保に關す
る財源分擔實態分析

李弦祐 / 李龍煥 / 宋尙勳

本硏究では韓國における學校用地確保に關する財源分擔實態を分析した0 まず韓國の敎育財政では敎育費特別會計制度
があり/ それに關する財源は中央負擔と地方負擔に分けられ/ また支出は大學敎育中心の中央支出が11.1％/ 小中高敎
育中心の地方敎育廳支出が88.9％となっている0 そのなかで學校用地確保に關する財源分擔をみると/ 敎育特別會計と
市·道一般會計で各50％と義務化されている0 こうした制度による問題点として/ 學校用地の購入費が不十分だったこ
と/ 學校用地購入時期とそれの分擔財源の確保時期との不一致したこと/ 學校用地に關する權限と責任がその財源分擔
と連携されていないこと/ 學校用地確保の費用について廣域自治體の負擔增加および實際に敎育廳が多くのを負擔して
いることなどであった0 以上の問題は/ 敎育自治が敎育行政とは別途に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なぜ自治體が中央
の政策に合わせて義務的に敎育への財源を負擔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であった0
從って/ 敎育という公共財のあり方について/ 中央や自治體や住民のすべてが參加して/ 敎育の機能·役割と費用負擔
が適切に連携できるよう愼重な檢討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0 また留意しておきたい点は/ 地域住民へ良質の敎育サ:ビ
スを提供できることが最優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0

Keywords_ 敎育財政/ 敎育費特別會計/ 政府間財源分擔/ 學校用地確保/ 學校用地購入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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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재원분담 실태분석

이현우 / 이용환 / 송상훈

본 연구는 교육재정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재원분담실태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교육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재
원을 분담하고 있고, 그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 처리되고, 이러한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조직인
시도의 교육청에서 관장한다.
한편, 교육재정에서 지방분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있다. 이는「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것으로 학교용지의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가 50%씩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학교용지구입비용의 예산부족, 학교용지의 구입시기와 재원분담 시기의 불일치, 재원
분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미연계, 제도와 달리 실태적으로 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부담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은 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권한도 없이 중앙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재원을 부
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또한 교육의
공공재의 성격과 공익적 기능 및 역할, 비용부담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되는 점
은 정책 방향이 항상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_ 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 정부간재원분담, 학교용지확보, 학교용지매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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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に

本硏究では/ 韓國における學校用地確保に關する財源分擔實態を分析する0 まず韓國の敎育財政におけ
る中央と地方の分擔實態を檢討する0 その際/ 韓國の敎育財政の分擔構造を踏まえながら/ 財政分擔制度
の狀況や問題点および主な議論を取り上げ/ 韓國の學校用地購入費用に關する地方財政分擔の實態を明ら
かにすることが本硏究の課題である0
まず/ 敎育財政に關する中央と地方の財政分擔制度について/ その仕組みや分擔狀況を敎育特別會計制度に
注目して追跡していく0 次に/ 學校用地購入費用に關する財政分擔制度に着目して/ その實態を檢討する0

Ⅰ. 敎育費特別會計の財源分擔構造

1. 敎育財政の仕組み
韓國の地方財政は/ 一般會計や特別會計になっているが/ 地方財政の外側に
「敎育費特別會計」
が設けら
れている0 敎育費特別會計とは/ 敎育自治體である
「敎育廳」
の豫算である0 それは普段地方財政に含まれ
ていないものとして/ 韓國地方財政の特徵の1つである0
まず/ 韓國の敎育財政の仕組みについて簡單にふれてみる0 圖1は國の敎育科學技術部(以下敎育部)の豫
算と地方敎育費特別會計の仕組みを示したものである0 韓國の敎育財政は/ 國の敎育財政と地方敎育財政
の合計で38.4兆ウォンである0 そこで地方敎育財政豫算の財源をみると/ 國のから地方敎育財政交付金や
國庫補助金/ 農漁村特別稅など(24.9兆ウォン)/ 地方自治體收入(6.4兆ウォン)/ 敎育廳自體收入(2.8兆ウ
ォン)となっている0
しかし/ 財源移轉の後/ 敎育財政の支出面では國の敎育部で4.3兆ウォン(11％)/ 地方の敎育費特別會計
の市·道敎育廳で34.1兆ウォン(89％)となっている0 そうした歲出の內譯について/ 圖1によると/ 國は大
學敎育關係を/ 地方は幼·小·中·高の學校敎育關係を擔當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0
以上について/ 次の年度別敎育費特別會計の推移からも確認である0 表1は/ 年度別敎育費特別會計の財
源內譯で國庫負擔と地方負擔を示したものである0 表1によると/ まず第1に/ 中央負擔が敎育費總額の7割
を上回っている0 2007年度豫算基準で敎育費の總額は33兆6,241億ウォンであるが,そのうち中央負擔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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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4,969億ウォン(76％)/ 地方負擔が8兆1,272億ウォン(24％)となっている0 また/ 國の負擔額の25兆
4,969億ウォンは地方敎育財政交付金で99％を賄われている0 第2に/ 地方の負擔は/ 2007年度をみると/
敎育廳自體收入(學生授業料等)と地方自治體一般會計からの轉入金で構成され/ 地方負擔總額のうち地方
自治體からの轉入金が78％を占めている0
以上のように/ 韓國の敎育財政は/ 歲入面で中央に財源を集中させた後/ 交付金および補助金を通じて
地方へ財源を移轉し/ 地方が支出する仕組みである0
では次に/ 敎育費特別會計の歲入/ すなわち/ その財源構成についてやや詳しくみる0

<圖 1> 敎育財政の構造及び規模(2006)
(單位: 億ウォン)

敎育財政 383,726億ウォン

國の敎育部一般會計(①+②+③) 285,402

國の敎育部特別會計(④+⑤) 5,870

① 37,307

⑤ その他
② 地方敎育財政交付金

財政融資

245,966

④ 農漁村特別稅

③ 國庫補助金

454

2,219

300

國有財産管理

30

責任運營機關

206

國家均衡特別 4,880

⑥ 地方自治體負擔收入

64,330

⑦ 敎育廳自體收入

28,124

(地方敎育債10,261億ウォン含む)
地方自治體收入92,454(⑥+⑦)
市·道敎育廳豫算(②+③+④+⑥+⑦):
敎育費特別會計 341,003億ウォン(88.9％)

國の敎育部本部 42,723億ウォン(11.1％)

地方の市·道敎育廳 341,003億ウォン(88.9％)

小中等敎育 4,943

小中等敎育 301,998

高等(大學)敎育 32,839

生涯·職業敎育 2,489

生涯·職業敎育 3,048

支援行政 24,908

支援行政 1,893

地方債償還等 11,608

韓國における學校用地確保に關する財源分擔實態分析 |

187

＜表 1＞ 年度別敎育費特別會計財源內譯
(單位: 100万ウォン)

國庫負擔
年
度

合計

小計

00 19,318,097 14,513,794

地方負擔

地方敎育

地方敎育

交付金

讓與金

8,571,416 5,161,800

敎育環
境改善

補助金

小計

自體收入

轉入金

支援金
80,578

4,804,304

3,691,122

1,113,181

01 22,202,554 15,728,762 11,977,852 3,624,401

126,509

6,473,792

1,901,963

4,571,830

02 23,416,160 16,620,919 12,762,224 3,718,400

140,295

6,795,242

1,941,256

4,853,986

03 25,854,106 18,670,294 14,453,179 4,108,208

108,906

7,183,812

1,908,282

5,275,530

04 29,057,839 21,252,185 16,868,324 4,238,600

145,261

7,805,655

1,702,787

6,102,868

05 30,637,008 21,568,424 17,495,383 3,977,200

700,000

95,841

9,068,584

3,009,296

6,059,288

06 31,148,429 23,445,497 23,285,939

159,558

7,702,932

1,818,971

5,883,961

07 33,624,051 25,496,854 25,123,072

373,782

8,127,196

1,801,400

6,325,796

出所 : 敎育開發硏究院/『2007敎育統計年報』
/ 60-610

2. 地方敎育財政の財源
地方敎育財政の財源について/ 圖2と表2をみると/ 3つに分けられている0
第1に/ 國家負擔財源である0 これは圖1で確認したように/ 地方敎育財政交付金(25.1兆ウォン)と國庫
事業補助金(3,738億ウォン)となっている0 前者の交付金は2つがあり/ 1つは地方財政交付金と同じく/ 敎
育財政交付金も法定交付稅として內國稅總額の19.4％(2008年度から20％)とされている0 もう1つは/ 目
的稅である敎育稅としてその內譯は酒稅額の10％/ 金融保險業者受益の0.5％/ 特別消費稅額(油類稅の15
％)の30％/ 交通稅額の15％と構成されている0
第2に/ 地方自治體負擔である0 これは地方自治體一般會計からの轉入金(6.3兆ウォン)を意味している0
これには地方敎育稅の全額/ タバコ消費稅の一部分/ 市·道稅の一部分/ その他收入の4つがある0 まず①
地方敎育稅は/ 登錄稅額の20％/ 財産稅額の20％/ 自動車稅額の30％/ 住民稅均等割稅額の10-25％/ タ
バコ消費稅額(特別市·廣域市除外)の50％/ レジャ:稅額の60％で構成されている0 ② 特別市及び廣域市
のタバコ消費稅額の45％/ ③ 目的稅を除外した市·道稅額から特別市稅額の10％/ 廣域市·京畿道稅額の
5％/ その他道稅額の3.6％/ ④ その他として學校用地購入費負擔金/ 公共圖書館運營費などがある0

1)

こうした地方自治體一般會計から轉入金は法律の規定から法定轉入金と非法定轉入金ともわけられる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韓國の地方自治體は/ 2008年現在/ 廣域自治體(16市·道)として1特別市/ 6廣域市/ 8道/ 1特別自治道があり/ 基礎自治體として市·郡·
區とわけてい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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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うち非法定轉入金(728億ウォン)は市·道で公共圖書館運營費などの法律の規定なしに補助するもの
である0 それ以外は法定轉入金(6.2兆ウォン)である0
第3に/ 敎育廳の敎育特別會計の自主財源(1兆8,014億ウォン)である0 これには/ 財産收入/ 入學金および
授業料/ 使用料および手數料/ 雜收入/ 繰越金/ 地方敎育債/ 住民負擔金/ その他支援金などが含まれる0 支
援金とは學校運營支援金/ 學校發展基金/ 基礎自治體である市·郡·區からの敎育經費支援金などである0
<圖 2> 地方敎育財政の財源
內國稅から 內國稅(目的稅綜不稅除外)總額の20％
國庫支援金

の交付金

地方敎育財政
交付金

敎育稅から 酒稅10％/ 金融保險業者收益金0.5％/
の交付金

國庫補助金

地方敎育稅

タバコ消費稅
自治體一般會計

地方敎育財政

轉入金

轉入金
市·道稅
轉入金

その他

敎育廳
自體收入等

(11.8％ → 13％(01) → 19.4％(05) → 20％(08))

特別消費稅30％/ 交通稅15％

國庫事業補助金

地方敎育稅·登錄稅 20％/ 財産稅 20％/ 自動車稅 30％/ 住民稅
均等割 10-25％/ タバコ消費稅 50％/ レジャ:稅 60％

特別市·廣域市 タバコ消費稅 45％

市道稅總額(目的稅除外)3.6％~10％
特別市 10％/ 廣域市·京畿道 5％/ その他 3.6％
公共圖書館運營費 等 非法定轉入金
學校用地負擔金 等

學生納入金/ 財産收入/ 地方敎育債 等

<表 2> 2007年敎育費特別會計豫算
(單位: 千円)

項 目

計

項 目

計

歲入合計

33,624,050,717

入學金および授業料

990,160,093

地方敎育財政交付金

25,123,072,314

使用料および手數料

16,570,901

國庫支援金

358,907,600

雜收入

82,175,849

法定轉入金

6,249,873,122

繰越金

357,121,575

地方敎育債

292,445,891

非法定轉入金
支援金
財産收入
出所 : 敎育開發硏究院/『2007敎育統計年報』
0

72,867,540
3,055,760
50,121,336

住民(地域機關)負擔金
その他支援金

10,418,169
2,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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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 敎育費特別會計の歲出について/ 表3によると/ 5つの項目に分類されている0 2007年度豫算基準
の33.6兆ウォンの中で給料福祉が20兆8,651億ウォンで總歲出の63％として最大の支出である0 その次に/
學校敎育費への支出としてその規模は10兆5,675億ウォンで全體の31％をしめす0 續いて敎育行政費が3％
/ その他經費が3％を占めている0
また/ 敎育特別會計歲出を性質別にみると/ 表4になる0 歲出の最大を占めているのは人件費(72.6％)で
ある0 次に事業費が15.6％/ 經常費が8.8％の順となっている0 ここで/ 事業費の大部分は學校の新設や敎
育環境改善のために使われる敎育事業費と學校施設事業費である0 その內譯をみると/ 敎育事業費が2兆
9,730億ウォンで總歲出33兆6,241億ウォンの8.8％/ 學校施設事業費が2兆1981億オォンで6.5％/ その他
施設事業費が849億ウォンで0.3％を占める0
一方/ 國の敎育部統計で/ 2001年から2006年まで全國的に1,571個の學校が新設され/ 約14.8兆ウォン
の費用が使われている0 その新設學校の大部分は新都市開發等による學校の需要に對處するためであり/
2001年から2005年までの國家の學校施設豫算規模26兆8,900億ウォンの內/ 54％が學校新設に使用され
た0

2)

つまり/ 學校新設のために學校用地購入費で大規模の財源が使われていたと推測できる0
<表 3> 2007年敎育費特別會計歲出豫算

(單位: 千ウォン)

區分

その他支援金 3％
敎育行政 3％

金額

合計

33,624,050,717

學校敎育

10,567,454,151

文化·生涯
給與福祉

學校敎育 31％

120,189,110
20,865,094,227

敎育行政

1,069,876,668

その他支援

1,001,436,561

文化生涯敎育 0％
給與福祉 63％

出所 : 敎育開發硏究院/『2007敎育統計年報』
0

以上のように/ 韓國の敎育財政は/ 中央に財源を集中させ/ 敎育財政交付金を通じて地方へ財源が移轉
され/ 地方が支出する仕組みである0 そうした財源には目的稅である敎育稅というものも長年存在してい
る0 また地方敎育費特別會計の財源分擔は/ 國の分擔が多くのものの/ 每年地方分擔/ 特に地方自治體の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朝鮮日報/ 2007年5月21日及び23日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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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擔が相對的に急增しているのである0 地方分擔は基礎自治體に比べ/ 廣域自治體の分擔が多いのがわか
る0 また/ 支出の多くのは人件費を除外すると/ 事業費であることがわかる0
ところが/ 事業費のうち學校用地購入費負擔金制度について/ 2005年3月に憲法違反判決が出され/ 問
題となったことがある0 以下では學校用地購入費負擔金制度について/ 檢討していく0

<表 4> 2007年敎育費特別會計性質別歲出豫算
(單位: 千ウォン/ ％)

性質別

小分類

歲出豫算

％

人件費

敎員

17,318,734,893

51.5

行政職員

2,703,035,451

8.0

その他職員

199,316,584

0.6

福祉厚生支援費

643,880,099

1.9

私立學校人件費

3,536,385,926

10.5

經常費

事業費

小計

24,401,352,953

72.6

基本運營費

315,590,056

0.9

學校運營費

2,651,021,613

7.9

小計

2,966,611,669

8.8

敎育事業費

2,972,965,289

8.8

學校施設事業費

2,198,105,284

6.5

その他施設事業費

84,903,641

0.3

小計

5,255,974,214

15.6

債務償還

地方債償還

816,852,832

2.4

小計

816,852,832

2.4

豫備費およびその他

豫備費

183,259,049

0.5

出所 : 敎育開發硏究院/『2007敎育統計年報』
0

その他

0

0

小計

183,259,049

0,5

合計

33,624,050,7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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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學校用地確保に關する財政分擔

1. 學校用地購入費負擔金制度
學校用地購入費は/ 2005年改定された
「學校用地確保等に關する特例法」
に基づいている0 同法 第4條によ
り/ 敎育部(現行:敎育科學技術部)が100世帶以上の住宅建設用土地を助成および開發する地域/ また共同
住宅を建設する地域で/ 當該地域の敎育廳と廣域自治體が學校用地購入費用について/ それぞれ50％を負擔
することを義務化したものである0 つまり學校用地(小·中·高校)の購入費用について/ 敎育廳の敎育費特
別會計と廣域自治體の市·道財政の一般會計からそれぞれ50％ずつ分擔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0

3)

そもそもこの法律制定の背景は/ 新都市開發や都市計畵などの宅地開發事業の活發化によって/ その地
域に人口が集中し增加するようになったため/ 學校不足という主な問題が發生したにもかかわらず/ 學校
新設のための土地確保が難しくなったことにある0 すなわち/ 大規模の宅地開發事業によって人口が集中
され/ 學校設立の需要は增えるが/ 地方敎育財政の余裕がなかったことと地價の急騰で/ 學校用地の確保
が困難な狀況となったからである0
それへの對策として/ 第1に/ 宅地開發事業者に宅地開發事業計畵の時/ 學校用地の助成および開發に關
する內容が含まれることと/ 第2に/ 大規模の開發地域で住宅および店を分讓される者から學校用地負擔金
を賦課および徵收ができることなどを特例で規定し/ 學校用地の円滑な確保を圖ろうとしたのである0
しかし/ 上記の法律について/ 2005年3月に憲法違反判決が出された0 すなわち/ 開發事業地域の土地
および住宅の分讓者に學校用地負擔金を賦課·徵收することに關して/ 表5によると/ 次のような理由から
憲法違反であるとしたのである0

4)

これに對して敎育科學技術部は/ 憲法違反判決が出される前に學校用地負擔金の對象を分讓者から開發事
業者へと變更し/ この制度を現在まで持續しているのである0 ただ/ 改定されたこの法律についても(開發者
に對して負擔金を徵收すること)審査の申し腐みがあったので/ 憲法違反論爭は續いているのが現狀である0
一方/ この法律の施行にもかかわらず/ 地方自治體は深刻な問題に直面した0 その理由としては/ 公立學校
用地購入費の財源調達の不十分/ 財政分擔構造の問題や地方財政分擔の加重分擔等の問題が擧げられている0
では/ 次に學校用地購入費分擔の構造についてふれてみる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學校用地確保等に關する特例法」
は公立學校(小·中·高校)の新設に必要な土地を助成/ 開發/ 供給及び關連經費の負擔等に關する特例を規
定した法律である0 この法律は1995年
「學校用地に關する特例法」
が制定された後/ 2005年3月に法律名を改定して今日まで至っている0
4 法制處總合法令センタ:/ 學校用地に關する特例法の制定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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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學校用地確保に關する特例法の違憲提請と決定要旨

憲法裁判所の全員裁判部 舊學校用地確保に關する特例法第2條第2項等の違憲提請
1. 學校用地確保のために共同住宅の分讓者たちに學校用地負擔金を賦課するようにしている舊學校用地確保に關する特例法
(2000.1.28. 法律第6219號に改定されて2002.12.5. 法律第6744號に改定される前の法)第2條2號/ 第5條1項の中で第2條第2號
が決めた住宅建設促進法によって施行する開發事業地域に共同住宅の分讓を受ける者に學校用地確保のために負擔金を賦課·徵
收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部分(以下/「この事件の法律條項」
という)が憲法上義務敎育の無償原則に反するのかどうかの可否
2. この事件の法律條項が平等原則に反するのかどうかの可否

【決定要旨】

1. 憲法は/ すべての國民が保護するお子さんに少なくとも初等敎育と法律で定められている敎育を受けるようにする義務を負い(憲
法第31條第2項)/ 義務敎育は無償にする(憲法第31條第3項)と規定している0 このような義務敎育制度は/ 國民に對して保護し
ているお子さんたちを就學させるようにするという義務賦課面よりは國家に對して人的·物的敎育施設を整備して敎育環境を改善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義務賦課の側面がよりもっと重要な意味を持つ0 義務敎育に必要な學校施設は國家の一般的課題で/ 學
校用地は義務敎育を施行するための物的基盤として必須條件なのは言うまでもないので/ これを果たすための費用は國家の一般
財政で充てなければならない0 從って/ 少なくとも義務敎育に關して一般財政ではない負擔金のような別途の財政手段を動員し
て特定の集團からその費用を追加で徵收して充てることは義務敎育の無償性を宣言した憲法に反する0

2. 義務敎育ではない中等敎育に關する敎育財政に關連して財政調達目的の負擔金を徵收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ても/ これは一般
的な財政調達目的の負擔金が取り麝えなければならない要件を等しく取り麝えた場合に限って許容されることができる0
ところが/ 學校用地負擔金は特定の公益事業ではなく/ 一般的公益事業性格を持っている公益事業のための財政確保手段である0
そして/ 學校用地確保の必要性において住宅建設促進法上の分讓者たちの具體的な事情をほとんど考慮しないまま/ 分讓者たち/
皆を一括的に同一の義務者集團に含ませて同一の學校用地負擔金を賦課することは合理的根據がない差別に該當し/ 義務者集團
全體の立場でみても一般國民/ 特に他の開發事業による分讓者集團と社會的に區別される集團的同一性を麝えているといえない0
ひいては學校用地確保の必要性は新規住宅の建設·供給の場合に生じることで/ その位は開發事業の目的や手續にかかわらず開
發事業の結果で供給される新規住宅の數に比例して決定されると思わ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が/ この事件の法律條項は學校用
地負擔金の賦課對象開發事業を新規住宅の供給可否ではなく/ 單純に住宅供給の根據法律が何なのかによって決めているところ
で/ これは合理性がない基準によって恣意的に提案申請者たちを不利に待偶するの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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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學校用地購入費の分擔構造
まず圖3は學校用地購入費分擔についての財源の流れを示したものである0 學校用地購入費の50％は地
方自治體で分擔される0 その財源は
「學校用地確保等に關する特例法」
第6條に基づき/ 取得稅および登錄稅/
開發負擔金/ 學校用地負擔金/ 基盤施設負擔金等4種類がある0
まず/ 第1に/ 取得稅及び登錄稅は
「學校用紙確保等に關する特例法」
第6條と同法の施行令第6條に規定さ
れており/ 市·道稅として開發事業が行われる地域で賦課および徵收される稅金である0

<圖 3> 財源の流れと學校用地購入費用の分擔構造

中央政府
法定轉入金

敎育科學技術部
敎育財政交付金
(內國稅の19.4％)

補助金

(敎育稅總額)

市·道の敎育廳
敎育費特別會計
自主財源

(地方敎育稅: 道稅の登錄稅·レジャ:稅等付加/
市·郡·區稅の住民稅均等割·財産稅·
自動車稅·タバコ消費稅等付加)
(タバコ消費稅の45％)
(特別市稅總額の10％)
(廣域市稅·京畿道稅總額の5％)
(道稅·特別自治道總額の3.6％)

非法定点入金
(共同圖書館運營費等)

廣域自治體
(特別市·廣域市·道)
一般會計

(財産收入)
(入學金·授業料)
(使用料·手數料)
(雜收入)
(損越金)

市·道一般會計負擔經費の內譯
取得稅·登錄稅(開發事業地域)
開發負擔金
學校用地負擔金
基盤施設負擔金

(地方敎育債)
(住民負擔金)
(その他支援金)
(敎育經費支援金)

學校用地購入費用分擔
50%

50%

基礎自治體
(市·郡·區)
一般會計
基盤施設負擔金
特別會計

第2に/ 開發負擔金の場合/ 「開發利益還收に關する法律」
第4條の規定によって/ 開發事業による開發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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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に對して國(建設交通部)が賦課および徵收する負擔金である0 この中から50/100は國家均衡特別會計に
歸屬されており/ 殘りの50/100は該當の地方自治體に配分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0 また同法の施行令第
3條で徵收された開發負擔金の100分の50が歸屬される地方自治體として基礎自治體である市·郡·自治區
にすると定められている0
しかし/ 「學校用地確保等に關する特例法」
第4條の規定によると/ 市·道が學校用地の確保に必要となる
經費を負擔する開發事業の場合/ 地方自治體に歸屬される負擔金の2分の1(市·道が學校用地の確保のため
に負擔する經費が地方自治體に歸屬される負擔金の2分の1に達していない場合には/ 市·道が負擔する經費
にあたる金額である)は市·道へ歸屬し/ これを除いた殘りの負擔金は市·郡·區に歸屬されると定められ
ている0 從って/ 學校用地確保のための經費について/ 開發負擔金の市·道への歸屬になったのである0
第3に/ 學校用地負擔金である0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が開發事業を施行する者に/ 學校用地確保
や學校用地の確保が不可能な場合/ 隣近の旣存學校の增築するための經費を徵收する負擔金である0 2005
年 3月以前には/ 學校用地負擔金について開發事業地域で土地及び共同住宅分讓者に市道知事が賦課·徵
收したが/ 2005年 3月に憲法裁判所で違憲判決が出されたことによって/ 賦課徵收對象者を
「開發事業地
域で一戶建住宅のために土地を開發して分讓する者や共同住宅を分讓する者」
に變更して運營している0
第4に/ 基盤施設負擔金は
「國土の計畵及び利用に關する法律」
第67條の規定により/ 建築物の建築行爲に
よって/ 引き起こされる基盤施設の設置·整備·改良行爲のために必要な財源を確保し/ 土地の合理的な
利用を促進するための
「基盤施設負擔金に關する法律」
第3條に基づいて建築行爲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る基
盤施設5)を設置/ またはそれに必要な用地を確保するために建設交通部長官が賦課·徵收する負擔金である
0 徵收された基盤施設負擔金は國に100分の30が/ 地方自治體に100分の70がそれぞれ歸屬されることに
なっている0 この場合/ 基盤施設負擔金の國の歸屬分は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に歸屬される0
一方/ 地方自治體の首長は基盤施設負擔金の地方自治體歸屬分を管理するために基盤施設特別會計を設
置·運營しなければならない0
ところで/ 基盤施設負擔金が歸屬される地方自治體を/ 基盤施設負擔金の賦課對象である建築行爲がある
特別市·廣域市及び市·郡(廣域市の管轄區域の中にある郡を除く)と規定され/ 道は除外されてある0 從っ
て/ 開發事業地域で賦課·徵收される基盤施設負擔金の地方自治體歸屬分は市·郡に歸屬されることにな
って/ 道は地方自治體歸屬分の基盤施設負擔を學校用地購入費の財源として活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基盤施設」
というのは
「國土の計畵及び利用に關する法律」
第2條第6項で規定された基盤施設の中で道路/ 公園/ 綠地/ 水道/ 下水道/ 學校
(小·中·高等學校)/ 廢棄物處理施設を意味し/ 該當施設そのものの機能發揮や利用のために必要な付帶施設及び便益施設を含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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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全國市·道別學校用地購入費用分擔
學校用地確保
市道

(單位: 100万ウォン)

購入費用負擔
法律規定分擔額

學校數

195

面積

實際分擔額

市道

計

敎育費
特別會計

市道
一般會計

敎育費
特別會計

市道
一般會計

一般會計

-

19,593

不足額

ソウル

21

196,113

299,902

280,321

19,593

299,902

釜山

32

413,246

216,200

108,100

108,100

216,200

-

108,100

大邱

8

94,740

53,277

26,633

26,644

49,823

3,454

23,190

仁川

47

554,029

272,312

136,156

136,156

234,009

38,303

97,853

光州

33

405,041

111,490

55,745

55,745

111,490

-

55,745

大田

31

399,371

171,888

99,813

72,075

147,892

23,996

48,079

蔚山

3

46,281

18,552

9,276

9,276

9,276

9,276

-

京畿

237

3,040,123

1,888,574

944,287

944,287

1,664,654

223,920

720,367

江原

8

126,397

28,829

14,415

14,415

23,929

4,901

9,514

忠北

19

255,404

76,045

38,024

38,021

64,980

3,121

34,900

忠南

28

407,935

140,111

70,058

70,053

128,558

11,553

58,500

全北

23

379,984

80,485

40,023

40,243

52,850

2,696

37,547

全南

14

183,290

73,114

59,048

14,066

59,048

-

14,066

慶北

14

192,113

42,460

21,231

21,229

42,460

-

21,229

慶南

149

2,762,824

462,170

267,670

194,500

323,903

46,644

147,856

濟州

4

33,030

10,449

10,449

-

10,449

-

-

合計

671

9,489,921

3,945,858

2,181,249

1,764,403

3,439,423

367,864

1,396,539

出所 : 敎育開發硏究院/『2007敎育統計年報』
0

しかし/ 表6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 學校用地確保の購入費負擔は/ 實際に敎育特別會計と市·道一般會
計で50％ずつではない0 すなわち/ 2001年度から2005年度までの學校用地確保のための分擔費用は/ 當
初671ヶ校(9,489,921㎡)について/ 總額3兆9,459億ウォンとなり/ そのうち敎育特別會計から2兆1,812
億ウォンを負擔し/ 市·道一般會計から1兆7,644億ウォンが負擔されることになったが/ 實際負擔は敎育
特別會計から3兆4,394億ウォン/ 市·道一般會計から3,679億ウォンが負擔されたのである0
從って/ 自治體分擔額のうち市·道一般會計が未負擔した金額は1兆3,965億ウォンに達しているのであ
る0 當初/ 增大している學校新設の需要に對應するために/ 敎育廳と地方自治體の財政分擔を目的として
制定さらた法律/ すなわち/ 「學校用地確保に關する特例法」
の立法意圖や政策とその實態は多くの差異が
あると思う0
上記のような法律と實態の差異について/ 次の点を指摘しておきたい0
第1に/ 學校用地の購入費が不十分だったことである0 制度的には分擔構造が圖られたが/ 表5に示さ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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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ように/ 學校新設の需要增加および地價增加によって/ 學校用地購入費が增加されたのである0
第2に/ 學校用地購入時期とそれの分擔財源の確保時期との不一致である0 學校用地購入は地方自治體か
らの開發事業承認後/ 開發事業者が學校用地助成の關係事項を檢討してから/ 敎育廳が金を支拂うように
なっている0 この場合/ 學校用地購入費が發生時期と市·道が學校用地購入費の分擔財源を確保する時期
が異なる0 なぜならば/ 學校用地負擔金が賦課される時点は/ 土地及び住宅の分讓公告時であり/ 取得稅
と登錄稅の賦課されるのは土地·住宅の所有權について移轉登記をする時点であり/ 開發負擔金が賦課さ
れる時点は事業が竣工された後/ 開發利益が發生した時点だからである0
このように學校用地購入費について/ それぞれの分擔を確保する時期の偏差は約3-4年から10年以上の
差が發生するのが現實である0 從って/ 現在/ 市·道の學校用地購入費分擔は開發事業によって當該地域
に新設する學校用地購入費を他地域の一般會計收入で充當す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のである0
以上のような學校用地購入時期と分擔財源確保時期の不一致は/ 結果的に敎育廳と市·道の財政分擔が
円滑に成り立たないようにされており/ これは開發事業地域で發生する學校用地購入の需要に對應するた
めに/ 當該の開發事業地域で發生する收入で分擔しようとする
「學校用地確保等に關する特例法」
の主旨に
反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0
第3に/ 學校用地に關する權限と責任がその財源分擔と連携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0 現在/ 學校用地確
保のための財源分擔は市·道敎育廳と廣域地方自治體である市·道に財源が分擔される0 財源分擔は關連
事務に對する責任と權限が相應するように配分されると/ 財源分擔の實效性がある0 しかし/ 現在學校用
地確保のための敎育廳と市·道の財源分擔は購入される學校用地に對する責任と權限が財源分擔と連携さ
れていないのである0
「學校用地確保等に關する特例法」
第4條は學校用地の確保及び費用分擔を規定しながら/ 學校用地は敎育
費特別會計の共有財産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られている0 これは市·道に學校用地購入費の分擔を
義務化しながら/ 購入された學校用地は敎育廳の共有財産としている0 つまり市·道の立場では學校用地
に對する所有權の共有もないまま/ 一方的な財源分擔をす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0 このように一方的で無
條件的な財源分擔は學校用地購入と關連して市·道の自發的で積極的な協力を導き出すのに障害要因とし
て作用している0
第4に/ 學校用地確保の費用について/ 實際に敎育廳が多くのを負擔しているのである0 すなわち/ 中央
の政策や地方主導の都市開發事業および宅地開發事業について/ 開發事業者が學校用地を助成すると/ それ
について敎育廳はその學校用地の購入が義務化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0 結局/ 開發事業の便益は住民の便益
になる場合が多いから/ 開發事業の主體による分擔も考えられる0 また/ 學校用地確保の費用分擔構造に基
礎自治體の負擔はほとんどないので/ 基礎自治體の分擔も受益者負擔として參加させる方法もあり得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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むすびに
以上で韓國の學校用地の購入費用に關する財源分擔の仕組みやその實態について檢討してきた0 これは
學校新設に關する財源不足を解決するため/ 廣域自治體への費用負擔が義務化されたことであった0 問題
は/ 敎育自治が敎育行政とは別途に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なぜ自治體が中央の政策に合わせて地方
財源を負擔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である0
從って/ 自治體や地域住民が中央政策に合わせた財源負擔については/ 地方敎育政策や敎育行政に關して
ある程度の參加(責任や權限)が必要だと思う0 また/ 中央と地方の財源負擔に對して/ 明確な根據に基づい
た財源分擔構造が必要だろう0 つまり敎育という公共財のあり方について/ 中央や自治體や住民のすべてが
參加して/ 敎育の機能·役割と費用負擔が適切に連携できるよう愼重な檢討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0
以上のように關係機關の責任と權限に合わせた財源分擔は重要である0 しかし/ 留意しておきたい点は/
地域住民へ良質の敎育サ:ビスを提供できることが最優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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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Bioretention System on
Apartment-Housing Complex and Parking Lots

Lee, Ju-Young / Han, Moo-Young

The rain garden system is used to minimize, design and retain runoff according to the hydrologic
cycle, which designates reducing runoff peak discharge rates and nonpoint source concentration. Also,
it i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urban BMP structures. The rain garden system can provide excellent
pollutant removal and recharge for the first flush of stormwater runoff. Designed rain garden systems
remove SS, metals, N and P. This paper indicates that rain garden system has a muti-objective benefits
in apartment-housing complex. The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in lab-scale and the mesocosms
have been designed. For simulation of rainwater runoff, syntheic water has been used. The synethetic
water has been made based on runoff quality of Halla Apartment, City of Gangneung.

Key words _ city of gangneung, halla apartment, bioretention, non-point source, apartment-housing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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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단지 및 도심 주차장의
생물저류지의 역할

이 주 영 / 한 무 영

생물저류지(Bioretention)는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저감 및 홍수 저감시설로써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
는 시설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수도권 주변 개발과 맞물려서 아파트 및 주택단지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녹
지공간은 줄어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화의 확장으로 기존 오염발생원에 의한 오염원(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유
입경로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으며, 강우현상에 의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오염물질이 도시화된 지역에
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지역 비점오염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로상에 쌓인 각종 오염퇴적물과 하상퇴적물이며, 이들 퇴적물은 유기성 부유오니, 기름, 중금속,
각종 도시폐기물, 점토, 모래,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기 중 오염물질의 건식강하물과 강우에 포함되어
내리는 습식강하물도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우시 주택단지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에 대응하는 외국의 생물저류지 설치 사례와 국내 연구사례의 소개를 통해 생물체류지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실험실 수준의 반응조를 제작하였으며, 강우유출수의 수질은 강릉시 한라아파트 주차장에서 강
우시 유출되는 강우성분 분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생물저류지는 고형물 뿐만
아니라 질소, 인, 및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_ 강릉시, 한라아파트, 생물체류지, 비점오염원, 아파트-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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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As increasing urban development, such as construction of housing complexes and
down-town, takes place, increased runoff volumes and stormwater control problems have
been produced. Representative priority pollutants in urban runoff, the following
contaminants have been frequently monitored in urban parking lots and streets: total
suspended solids(TSS), ammonia(NH4) and nitrite plus nitrate(NO3-N), phosphorus in the
forms of phosphate(PO4), total phosphorus(TP), and soluble phosphorus, total cadmium,
total chromium, total zinc and total lead, and total organic carbon(TOC).

1) Total Suspended Solids (TSS)
In urban surface condition of the streets and parking lots is also very important. TSS
generates from erosion of pavements and dry depositions by air. In fact, most of the
solids associated with urban runoff has the coarser size fraction in urban runoff
water(Novotny and Chesters, 1981). This size fraction is easy to be seperated by settling
down. However, the problematic things are the fine size fraction. Novotny and Chesters
(1981) report that 51.3% of heavy metals and 92.2% of phosphates absorb to particles less
than 246um.
<Table 1> Fraction of Pollutant Associated with Each Particle Size (% by Weight)
Particle Size(u)
>2,000

840-2,000

246-840

104-246

43-104

<43

TSS

24.4

7.6

24.6

27.8

9.7

5.9

TKN

9.9

11.6

20

20.2

19.6

18.7

Nitrates

8.6

6.5

7.9

16.7

28.4

31.9

29.6

Phosphate

0

0.9

6.9

6.4

Chromium

26.1

13.6

16.3

16.3

Copper

22.5

20

16.5

19

22

Zinc

4.9

25.9

16

26.6

26.6

Lead

1.7

2.6

8.7

42.5

44.5

Source : Sartor and Boyd(1972)

56.2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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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avy Metals
The heavy metals are the prevalent priority pollutant constituent found in urban runoff.
The pollutant constituents are following like that; lead(Pb), copper(Cu), zinc(Zn) and
chromium(Cr). Each heavy metal generates as shown below in <Table 2>.
<Table 2> Traffic Related Sources of Pollution
Cu

Thrust bearings, bushings, and brake linings

Cr

Metal plating, rocker arms, crankshafts, rings, brake linings/pavement

Pb

Motor oil, transmission babbit metal bearings, formerly in gasoline

Zn

Motor oils and tires

Source : Novotny and Chester(1981)

Copper, zinc, chromium and cadmium from parking lots and housing complexes appear
to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aquatic life. Huang(1997) have reported that copper is the
most significant threat, cadmium is a highly probable carinogen, and chromium is a
human carcinogen

3) Phosphorus
Phosphorus is most commonly bound to fine sediments. Dissolved phosphorus can be
removed by plant uptake. However, excessive phosphorus runoff can cause algae blooms
in water body. In water quality management, control of phosphorous is important.

4) Nitrogen
Nitrogen sources are generated from decomposing organic matter which come from
human-animal activities and inorganic matter through atmospheric deposition. Nitrogen
is also a necessary nutrient to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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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unction of Bioretention
Bioretention is the practice of utilizing the natural filtration and flood control properties
of plant communities to filter pollutants from rainwater. Specially, bioretention can be
located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around buildings, parking lots, and housing
complex within urban areas. The most important advantage is that it can be easy to be
installed any size and shape. In general, bioretention utilizes soils and both woody and
herbaceous plants to remove pollutants from stormwater runoff(Davis et al., 2001).
Specially, devices as soil and plant-based filtration remove pollutants through a variety
of physical, biological, and chemical treatment processes. Recently, many studies have
found that properly designed and constructed bioretention devices are able to achieve
excellent removal of non-point source such as heavy metals and nutrients(N, P, TSS,
COD and grease/oils)(Huang et al., 1997 ; Salt et al., 1998 ; Davis et al., 2001).
For removal of heavy metals, bioretention devices constructed soil and plant-based
filtration are able to achieve excellent removal. In general, phytoremediation applications
are employed commonly. Several studies peform that hyperaccumulator plants are used in
field bioretention devices(Huang et al., 1997; Salt et al., 1998; Madyiwa et al., 2003; Kim
et al., 2003). Studies of this technique can expect typical copper(Cu), zinc(Zn), and
lead(Pb) reductions of greater than 90% with only small scale. High biomass plants but
non-accumulators and the use of synthetic chelating agents are also increasing plant
uptake of metals(Huang et al., 1997). Planted soils has strongly affiliate with heavy
metals from transport system.
Phosphorus has been long recognized as a limiting nutrient in surface water and
reservoir water. Stormwater runoff from streets/roads, fertilized garden and gulf courses
can transport a significant P load. In general, phosphorus removal appears to increase
linearly with depth and reach a maximum of approximately 80% by about 40cm and 60cm
depth(Kim et al., 2000). The primary mechanisms of P removal are filtration, biological
uptake, and storage in planting soils and filter media. Also, the the maximum removal of
phosphorus is followed by sorption process onto aluminum, iron, and clay minerals in the
soi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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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gen removal appears to depend on media depth. Several studies show more
variability(Kim et al., 2000; Davis et al., 2001). An average removal efficiency is about
60%. The primary removal is processed by a biological mechanism. Yu(1999) have
indicated 86% removal for total suspended solids(TSS), 97% for chemical oxygen
demand(COD) and 67% for oil and grease. Other study has shown 98% removal for total
suspended solids and oil/grease(Hsieh et al., 2002).
Bioretention devices have an effect of decreasing runoff volume and timing. The
installation of device is to minimize, detain, retain rainfall runoff uniformly thoughout
urban area. Infiltration and storage of rainfall runoff reduce a runoff volume and retain
the peak discharge rate and timing on urban area.

6) Bioretention application
(1) Typical Bioretention
Typical bioretention system is shown
in Figure 1. Bioretention generally

<Figure 1> Compoents of a Typical Bioretention

consists of a sand bed, planting soil
and ponding area with ground cover.
During rainfall events when the runoff
loading flows into the bioretention
area, the ponding area can serve as
storage space, providing more time for
infiltration to the sand bed via
planting soils. The design concept of
bioretention is based on several
considerations. The planting soils have
highly permeable media. The runoff is
expected to quickly infiltrate to sand
bed. Also, permeable soil media can be
used by natural soil, organic matter,

Source : www.tentow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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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and geotextile. The pollutants from runoff are removed through a variety of
mechanisms, including sedimentation, filtration, sorption, ion exchange, biological
uptake, and precipitation.

(2) Bioretention system for use in Parking lots
As shown in <Figure 2>, runoff is conveyed as water flow into the bioretention system
by a curb and gutter collection system. Thus, stored water in the bioretention area
exfiltrate over a period of times into the underlying soils.
<Figure 2> Bioretention system in for use in parking lots

Source : 1) www.tentowns.org (left)
Source : 2) www.cee.umd.edu/~apdavis/
bioinstallations.htm (top)

(3) Bioretention for use in Housing Complex (Rain Garden)
One of many bioretention facilities, in common, is a rain garden. The term of rain
garden is used to refer to smaller scale bioretention facilities appropriate to housing
complex. Actually, rain garden is to treat stormwater in apartment-housing complex.
Also, it is intended to be landscaped area that treat stormwater runoff. Rain garden
removes pollutants using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mechanisms. Speciall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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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absorption, microbial action, plant uptake, sedimentation, and filtration. In addition,
rain garden sited such as apartment-housing complex in appropriate soils can be
designed to allow infiltration of most stormwater runoff, thus discharging
groundwater(Brix, 1993) An explanation of each of these mechanisms is provided below
and in <Table 3>.
<Table 3> Pollutant removal mechanisms used in rain gardens
Pollutant Removal mechanism
Absorption to soil parameters plant uptake
microbial processes
Exposure to sunlight and dryness

Pollutants
Dissolved metals and solubale phosphorus
Small amounts of nutrients including phosphorus and nitrogen
Organics, Pathogens
Pathogens
Minor abatement of localized flooding, minor increase in localized

Infiltration of runoff

based flow of groundwater, allowing some nutrients to be
removed when groundwater flows through buffer

Sedimentation and filtration

Total suspended solids, floating debris,trash, soil-bound
phosphorus, some soil-bound pathgens

Source : Brix(1993)

<Figure 3> Placement of rain garden

Source: Rain Garden manu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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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s and Materials
1) Mesocosm Design
The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in 2008. The mesocosms are composed of three
parts; 5cm mulch, 40cm sandy organic soil and 10cm gravel. <Figure 4> shows a
schematic diagram. This mesocosm has been planted with several kinds of wild flowers
and grasses. Specially, Carex spp. have been mainly planted in this experiment.Also,
synthetic stormwater has been used. For syntheic stormwater, tap water was used in this
study. Target pollutant levels were made by adding chemicals. CaCl2 and NaNO3 were
used, respectively, For PO4-P and Pb, Na2HPO4 and PbCl2 were also used. Also, in order
to make contaminant water including heavy metals. CuSO4, PbNO3 and ZnCl were used.
<Table 4> shows summary of pollutant concentration on parking lot in Halla Apt.,
Gangneung.
<Figure 4> Mesocosm Design

2. Data analysis
For data analysis from runoff rainwater, SPSS V.12 is employed. It indicates the
standard deviation and average. The number of samples taken a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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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Table 4> shows summary of rain garden pollutant removal results. This study shows
the feasibility of field pollutant removal performance. Pollutant removal is found to be
substantially greater for TKN, nitrate, phosphorus and heavy metals through the
mesocosm. It is likely that this is a results of pollutants that have built up in sandy
organic soils and taken up in plants through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Table 4> Summary of rain garden pollutant removal results
Pollutants

Input mean ± standard deviation Output mean ±standard deviation

TKN(mg/L as N)

10.2±0.24

3.9±1.5

Nitrate(mg/L as N)

2.7±0.69

0.8±0.8

P(mg/L)

1.2

0.24

Na+(mg/L)

6.6±1.6

42.4±7.3

Cl-(mg/L)

5.9±2.4

62.5±12.3

Ca2+(mg/L)

65±5.8

48.5±3.4

Zn total(mg/L)

1.7±0.052

0.7±0.78

Zn dissolved(mg/L)

1.7±0.052

0.44±0.55

Pb total(ug/l)

120±5.6

20±10.4

Pb dissolved(ug/L)

120±5.6

15±6.9

Cu total(ug/L)

88±12

43±5

Cu dissolved(ug/L)

88±12

40±9

<Figure 5> Outflow TSS concentrations for consecutive storm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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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hows the result of initial first flushing of TSS. In general, first flushing can
be reduced treatment performance due to the result of shrinking and clogging of the
porosity of soil media and therefore output water quality may be deteriorated. At 50min,
high TSS was temporally observed due to pass out by high hydraulic pressure. However,
this expectation has not been observed.

4) Discussions and Conclusions
Bioretention system is an area of ongoing development for urbanization region in
apartment-housing complex, Gyeonggi-Provi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biotetention
system has a multi-objective benefits. Before building the bioretention system, civil
engineers should consider about how it will catch water and where it will install. In
apartment-housing complex, runoff flow out of a downspout and should spread evenly
across the entire length of the rain garden. Also, in parking lots, roadway runoff enters
through the kerb intlet into runoff ponds on the surface of the garden during a storm
event<Figure 6>.
<Figure 6> Bioretention(Rain garden) in parking lot and roadway

Source : BCC(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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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planting the rain garden is the important part. Many studies suggest that a
number of planting designs and lists of suggested plants. Most of all, city planners and
engineers select plants that have a well established root system. it does not be afraid.
Finally, maintenance is a key component. Maintenance is considered to include
management of the following:
○ After planting, water the bioretention once per week. It is not necessary to water if
not dry season during late spring-early summer.
○ In horticultural aspect, Remove plants such as young and small weeds carefully so
not to disrupt the rain garden species
○ In aesthetic aspect, management of litter, sediment and trash.
○ Periodically, the managers need regular inspections of bioreten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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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key class of public goods, US federal regulations say that the loser should pay the winner°Øs
legal fees in an environmental conflict. The fight is over the probability of winning prize that is a
private good for a group of firms interested in development of the resource and a public good for a
group of citizens interested in its preservation. We examine public-private environmental conflicts
which involve a prize that is a private good for the firms but a public good for the citizen group. We
explore the effort levels and efficiency consequences of the public-private environmental conflict. This
paper shows that reimbursement rules cannot induce players to expend effort. Adding reimbursement
into the public good contests reveals an interesting result more effort level comes with greater social
costs, but the symmetric rule fails to promote more publ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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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환경분쟁에서‘대칭배상 원칙’
의
정책효과

박 성 훈

미국 연방법원은 환경분쟁 관련 소송에서‘대칭배상원칙’
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분쟁에 대칭배상원칙
이 적용되는 경우, 패소한 소송당사자는 승소한 소송당사자의 법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재인 환경
의 보전에 관심이 있는 오염피해자(시민들)와 자원의 개발에 관심이 있는 오염원인자(기업들)사이에 발생하는 환경
분쟁을 고려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칭배상 원칙이 환경분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분
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환경분쟁-콘테스트 모형을 사용하여 소송당사자들인 시민들과 기업들의 노력수준 및
노력수준의 사회적 효율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칭배상은 소송당사자들(시민들
과 기업들)의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즉, 대칭배상에서도 무대칭배상과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에 가장 높
은 관심을 갖는 오염피해자와 자원개발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는 오염원인자만이 환경분쟁에서 발생하는 법정비용
을 지불한다. 둘째, 대칭배상은 법정비용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환경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주제어 _ 공공재 환경분쟁, 법정노력, 대칭배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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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ory predicts lower social cost associated with rent-seeking in a pubic-good prize
contest relative to a private good contest(Baik, 1993). The hungriest player or players in
each group the player with the highest value for the public good expend positive effort at
Nash equilibrium. All the other players take a free ride, which implies less public
participation, less rent dissipation, and lower social costs. But for one large class of hotly
debated public goods environmental quality the United States Congress added a powerful
legal rule in its feder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more public participation by
private citizens(e.g., the Clean Air Act of 1972).
The rule is the classic loser-pays system, in which the loser of the conflict reimburses
the effort expended by the winner(Shavell, 1982): we add another reimbursement rule that
is related the valuation. The idea is to encourage citizens to take on polluting firms by
repaying their costs for discovery, investigation, court cost, and support staff if they
win(Naysnerski and Tietenberg, 1992; Baik and Shogren, 1994; Park and Shogren, 2003;
Lim and Shogren, 2004; Park, forthcoming). This paper shows that adding symmetric
reimbursement into a public good contest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comes at a cost
greater social costs that are caused by more effort of the hungriest player or players. As
seen in Baik(1993), the hungriest player or players expend effort in the contest, but in
doing so, the social costs increase since they expend more effort with reimbursement.
In Section Ⅱ, we review previous studies of environmental contest models. In Section
Ⅲ, we set up public-private conflict models, solve for its Nash equilibrium with
symmetric reimbursement rule and examine the total effort levels and the efficiency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Finally, we offer our concluding remarks in Section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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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Literature Review
In this section, we briefly review the previous research about environmental contest
models and explain how to extend the previous contributions to our models. A model
proposed in the environmental conflict literature is found in the initial“lottery”model of
Baik and Shogren(1994). The literature on environmental conflict has been extended in
various directions by Park and Shogren(2003), and Park(forthcoming), to name a few.
Baik and Shogren(1994) examine an environmental conflict as a contest. They attempt
to reconcile the effect of the two pre-commitments: an order of moves(Stackelberg model)
and a change in exogenous parameters such as each party’
s ability to win the prize and
the portion of reimbursement. Through the effect, they explore the efficiency
consequences of a contest between a firm and a citizens’group. Baik and Shogren(1994: 1)
say

“Relative to symmetric reimbursement, we demonstrate that asymmetric reimbursement
reduces the total amount of effort expended. In addition, if reparations exceed 50% of the
group’
s legal expense, a firm will move first and invest zero effort.”

They address important issues in environmental conflicts:

“(Asymmetric)Reimbursement empowers a citizens’group, thereby creating access to
decisions that affect social welfare. This access is critical for any environmental policy
reform to be sustainable. The goal is to create a policy culture that develops a process
resulting in more good than bad solutions, on average”
(Baik and Shogren, 1994: 19).

Park and Shogren(2003) and Park(forthcoming) in various directions have expended the
literature on strategic behavior initiated by Baik and Shogren(1994). Park and
Shogren(2003) explore the effort levels and efficiency consequences of a public-private
environmental conflict, with and without asymmetric reimbursement rules. They as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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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tizen group fights to preserve access to the public goods provided by, say an oldgrowth forest. A syndicate of firms fight for access to the timber, which is a private good
shared among them based on their pre-assigned sharing rule. Through their paper, they
show that:(a) double free riding can exist in the conflict the hungriest citizen fights for
the public good as the other citizens free ride;(b) each firm free rides off the others’effort
given an effort-independent sharing rule;(c) each group’
s probability-of-winning
function depends on the relative magnitude of reimbursement and the sharing rule;(d)
efficiency depends on the relative valuation of the prize;(e) if the firms have more legal
ability, a fair-minded regulator might increase the reimbursement level to maintain
equality of strength, for any given sharing rule; and(f) the number of firms affects the
contest efficiency.
Park(forthcoming) extends Baik and Shogren(1994) and Park and Shogren(2003) by
considering a unilateral delegate contest. He assumes a firm’
s attorney(on retainer) is
paid an hourly fee; whereas a citizen group’
s attorney is paid a contingent fee and a fixed
fee. He shows that:(a) the environmental conflict goes to settlement if the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favours the citizen group; and(b) the case goes to trial, the probability of
winning the citizen group has is less than 50%, and the total effort increases relative to
that under no-reimbursement if the merits of the case favours the firm.
This paper challenges environmental conflict models of Baik and Shogren(1994), Park
and Shogren(2003), and Park(forthcoming), who assume that the reimbursement rule for
environmental conflicts is asymmetric between the citizen(s) and the firm(s) and that the
asymmetric reimburse for the environmental conflicts is for victorious citizens.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reimbursement rule for the conflicts may be symmetric, and that the
loser should pay the winner’
s legal fees in an environmental conflict.

Ⅲ. The models with reimbursement
Consider a contest in which two groups, C and F, compete with one another to win a
public prize by expending observable and irreversible efforts with reimburse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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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citizens group, consists of
of

risk-neutral players, and group F, the firms, consists

risk-neutral players. Let us define

as the irreversible effort level spent by

player in group C or F, where the subscript i is c for group C or f for group F. Let
the effort level spent by all players in group C, and
players in group , where

and

be

be the effort level spent by all
.

The contest itself is modeled as a“lottery auction”whereby the probability-of-winning
functions for group C and F are written as:

and

.

The prize is a public good for the players in each group. Valuations for the groupspecific public-good prize may differ across the individual players in the contest. Each
player’
s valuation is positive and publicly known. Let

and

represent the

valuation of the prize of player in group C and F, such that and .

Assumption 1.
Assume
...,

, and

for h = 2, ...,

with group C, and s = 2,

with group F.

Since each player has his or her own subjective valuation of the prize, each player
chooses his or her effort levels independently. Assume that all the players in the contest
choose their effort levels simultaneously. All of the above is the same with the case of
non-reimbursement(Baik, 1993).
Now let us add the function of reimbursement,
0<

< 1.

, if a group wins the contest,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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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A valuation-dependent Reimbursement Rule

Each loser in a group pays the proportional amount of his valuation,

. Let

be the additional benefits for player in group C of winning
the contest, while

is his extra cost of losing: the loser pays the proportional

amount of his valuation level. The expected payoff for player k in group C is:

.

We now denote

as the best response of player k in group C, which is obtained from

Max
s.t.

The first-order condition for this problem is:

for

>0

(1)

for

>0

(2)

or

If player k in group C expends a positive effort level, his marginal gross payoff,
, must be equal to his marginal cost, 1,
at that effort level. If he chooses zero effort, his marginal gross payoff must not exceed
his marginal cost at zero effort.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The second-order condition for this maximization problem is satisfied and

is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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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 An Effort-independent Reimbursement Rule

Now consider an effort-independent reimbursement rule such that

: if the

group loses, each loser in the group pays uniformly regardless of his effort level. Let
represent the expected payoff for player k in group C. We have then:

.

as the best response of player k in group C, which is obtained from

We now denote

Max
s.t.

The first-order condition for this maximization problem is:

for

>0

(3)

for

=0

(4)

> 0, his marginal gross payoff must equal his marginal cost, 1. With

= 0,

or

With

2)

his marginal gross payoff must not exceed his marginal cost.

Definition 1. Given group F’
s equilibrium effort level,
responses,

and

3)

, are defined respectively a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The sufficient condition to satisfy the second-order condition for this problem is
3) Let
be the equilibrium effort of player in group C.

, group C’
s player-k-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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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Max
s.t.

The first-order condition for this maximization problem is:

for

>0

(1)’

or

for

The term

decreases in

>0

(2)’

. Herein the

second-order condition is satisfied and group C’
s player-k-best responses,

, is

unique.

Case 2:
Max
s.t.

The first-order condition for this maximization problem is:

for

>0

(3)’

or

for

With

>0

(4)’

> 0, the marginal benefits term must equal the marginal cost, 1, a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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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the marginal benefits must not exceed the marginal cost.4) We

effort level. With
now present Lemma 1:

Lemma 1.
for h = 2, ...,

for h = 2, ...,

and

.

Proof. Since the term, , decreases in , we can deduce that for any and , remains if , and
holds if . Also Since the term decreases in with the second order condition, we can deduce
that for any and , remains if , and holds if . □

These and Assumption 1 yield Lemma 2.
Lemma 2. Without reimbursement(), given group‘s equilibrium effort level, , group‘s
effort level is neither greater nor less than group‘s player-1-best response, .5) However,
with valuation reimbursement, group ’
s effort level is neither greater nor less than group
’
s player-1-best response, , where > . Also with effort-independent reimbursement,
group ’
s effort level is neither greater nor less than group ’
s player-1-best response, ,
where .

Proof. Case 1. Let be the effort level of the group. First, suppose that > remains. Then
by Lemma 1, > holds for any , where 1 ≤ ≤ . This implies that for any [see expression(1)’
].
Looking at expression(1), for any player expending a positive effort level, we know that
his effort level is not the best response to the effort levels of all other players in the
contest since his marginal gross payoff is less than the marginal cost. Second, suppose
that . Then for > 0 at expression(1)’
. Since = , the expression is the same with
expression(1). Herein is at equilibrium. Next, suppose that < holds. We know holds at
group ’
s effort level: conditions(1) and(2) for player 1 do not remain. His marginal gross
payoff is greater than his marginal cost at his effort level. Herein his effort is not the bes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If the second-order condition,

, is satisfied, the solution is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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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the effort levels of all other players in the contest: is not at equilibrium. Let
us compare with . Given that group ’
s equilibrium effort levels are same; we know that
this marginal benefit without reimbursement is less than his marginal benefit with
reimbursement. Since marginal costs are same, it is induced to > .
Case 2. The proof is similar to case 1. Note that > and = . When > , his marginal gross
payoff is greater than the marginal cost. Herein we obtain = . □

Lemma 2 implies that given group ’
s equilibrium effort level, group ’
s equilibrium
effort level is the same as group ’
s player-1-best response. The hungriest player has
incentives to expend more effort to get reimbursement. Relative to the case of nonreimbursement, we can say that these expended efforts increase social costs. Using
Lemma 1 and Lemma 2, we obtain Proposition 1.
Proposition 1: Reimbursement rule induces social costs to increase, but it cannot solve
the free-rider problem. Even if more than one player has the highest valuation of the
prize, free-rider problem cannot be solved by reimbursement rule.

The proposition implies that the hungriest player or players have incentives to expend
more effort to get reimbursement and rent dissipation increases, while the rest of the
players do not have the incentives and thus are free rid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See Baik(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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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onclusion
In the United States, a public good contest over the natural environment has a key legal
provision to promote more public participation by private citizens in the enforcement of
federal regulations the loser pays the winner’
s legal fees in an environmental conflict. We
show, however, that the symmetric reimbursement rule fails to promote mor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ontest, while increasing soci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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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 및 발간규칙
2009년 3월 2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경기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한다)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GRI연구논총(GRI Review)”
이라 칭하며 본 규칙을 준수하
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4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원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특정의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장)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2. 편집위원회 소집
3.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의 추인
4.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결도 이에 준하여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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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학술지 발간
제8조(논문 공모)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지원비 지급)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기초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발행횟수 및 시기) ① 학술지는 년 3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학술지 발행일은 매년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다만, 발
행횟수를 조정할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학술지 전자간행) 학술지는 일정기간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4 장 논문의 심사
제12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
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
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절차와 방법) ①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
가능, 수정게재,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게재의 경우에는 수정·보완요구 사
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논문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
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
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투고자의 서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내용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일로
부터 한 달이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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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1. 주제의 명료성과 독창성
2. 논리 및 체계의 일관성과 구체성
3. 선행연구의 검토 정도
4. 학문적 기여도 및 정책활용 가능성

제5장 보칙
제16조(윤리규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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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 윤리규칙
2009년 3월 2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칙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투고와 편집 및 심사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GRI연구논총(GRI Review)”
이라 칭하며 본 규칙을 준수하
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4조(위반보고) ① 논문 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학술지 투고논문 등의 게재와 관련하여 윤리규칙을 위
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윤리규칙의 준수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고자의 신원
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
제5조(구성과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한다.
②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제4조의 위반 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의 확
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협조) ① 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규칙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대상자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위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판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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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명)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10조(제재조치) 원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제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투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
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에 대해서는 위반판정으로 밝혀지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3. 제제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공
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외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투고자의 윤리준수
제12조(부정행위) 투고 및 게재논문에는 위조·변조·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부정행위로 간
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
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
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할 때,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일탈하여 도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인용 및 참고표시)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 각
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인용 또는 참고사실을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
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투고) 논문 투고자는 이전에 출판 혹은 게재되었던 자신의 연구물을 동일하게 투고하거나 혹은 타 학
술지 등에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동일한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재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연구의 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등 상당부문 차별성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편집위원의 윤리준수
제16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
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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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출신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한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심사의뢰시에는 투고자와 현저하게 친분이 있거나 혹은 현저하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심사위원의 윤리준수
제20조(기본자세)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존엄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
문의 심사에 있어서 내용을 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책무)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를 통해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
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22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견해나 지나치게 본인의 관점에서 치우쳐서는 아니되며, 객관
적 기준과 근거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독자적인 평가를 기하여야 하며, 특별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외에는 타인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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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연구논총」
은 경기도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
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투고논문의 기본요건 및 게재절차

1.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구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고모집 > 투고요령)
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본원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
가 결정된다.
3. 투고논문의 원고분량은 도표를 포함하여 A4 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논문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글)를 이용하여 작성 후 접수한다.
홈페이지 접수 : 연구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고모집 > 투고신청
우편접수 :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경기개발연구원 820호실 편집위원회 간사 앞
(원고 출력본 3부, 원고가 저장된 CD, 투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E-mail 접수 : editor@gri.kr
접수문의 : 편집위원회 간사, 전화 031-250-3186, 팩스 031-250-3115
5.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로 한다.
6.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7. 논문 편집 기준
용지
A4 기준
위쪽₩아래쪽 20mm
왼쪽₩오른쪽 35mm
머리말₩꼬리말 15mm

문단모양

좌₩우 여백 0
줄간격 160%
도표안 150%

글자모양
글꼴 : 윤명조
크기 : 제 목 16(진하게)
소제목 12(진하게)
본 문 10(도표안 10)
각 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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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page(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2page(영문제목-영문저자
국문논문의 구성은「
명-영문초록-영문키워드-저자약력)-본문-참고문헌-부록」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단, 영문논문일 경우 1page와 2page 순서를 바꿔서 작성)

1. 1page 작성요령
1) 국문논문 제목작성
(1) 국문논문 제목을 작성한다.
(2) 국문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
기한다.
2) 저자표시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데(·)을 넣어 구분한다.
3) 요약문 및 주제어 작성
(1) 국문저자명 밑으로 국문요약문을 작성하다. 그리고 아래에 주제어 5개를 제시한다.
(2) 국문요약은 연구목적₩연구방법₩연구결과₩연구의 시사점₩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 2page 작성요렁
1) 1page 국문작성과 마찬가지 순으로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주제어를 작성한다.

3. 저자 약력작성
1) 국문저자명(영문이름)과 e-mail을 작성한다.
2) 저자의 최종학력과 주요경력 기재, 현재소속기관과 부서(또는 학과), 직위(또는 직급), 최근 주요연구분
야(관심분야) 및 논문소개 순으로 작성한다.

4. 본문 작성방법
1) 내용목차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와 그림에서 <표 1>, <그림 1> 등과 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표₩그림 제목은 해당 표₩그림의 상단 중
앙에 맞추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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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문헌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0)은 …, 홍길동(1990: 25)은 …, Smith(1992: 82-83)는 …
인용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
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에 쌍반점( ; )으로 가른다.
예) ~ 한 연구(홍길동, 1990 ; Anderson, 1989)에 의하면…
~ 라고 지적하였다(Weeks and Mcmahon, 1973).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표시하되,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000 외’
, 영문의 경우는‘et al.’
로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1992), Wittrock et al.(1988)
4) 각주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
호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예) ~ 특징이 있다.1) 선-객관적인 전망(Pre-Objective view)2)
각주에서 자료 출처를 밝힐 경우, 표기 방법은 인용문헌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5.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한글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인터넷 사이트 순으로 배열한다.
2)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처 및 페이지를 밝히고,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하고, 서명
은「 」
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2),“경기지역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논집」
, 30: 35-106.
Dryfoos, j.G(1991),“School-based social and health services for at-risk students”
,
「Urban Education」
, 26: 118-137.
3)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서명 및 출판자의 순으로 기록하고,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2),「과학기술정책」
, 대교출판사.
Hilpert. Ulrich(1991),「Regional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High tech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 published by Routledge.
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Journal은 약어 대신 풀어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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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자료일 경우, 영문 주소명과 한글 주소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 http://www.gri.re.kr 경기개발연구원

■ 기타 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
한다.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졸고’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힌다.
3. 논문의 원고 접수일, 원고 심사완료일 및 최종 원고채택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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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구입안내
2008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기 본 2007-09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8-01

기 본 2007-10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규제 개선방안

8,000원

팔당호 수질사고 예경보 시스템 개발에 관한

수도권 제2기 신도시지역의 인구유입특성에

기초연구

9,000원

기 본 2007-11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 연구

8,000원

기 본 2008-02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7-12

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8,000원

기 본 2008-03

경기도 경기관련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7-13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제도의 연계 및 통합

기 본 2008-04

산업집적 외부성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8-05

녹지훼손에 대한 대체녹지의 합리적 조성방안

방안에 관한연구

8,000원

기 본 2007-14

웹 기반 가구통행조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8,000원

9,000원

기 본 2007-15

수도권 산업집적 특성 연구

9,000원

기 본 2008-06

도시 유역의 노출토양 실태와 표토보전 방안 9,000원

기 본 2007-16

일본 경제정책 및 국토정책의 전개과정과

기 본 2008-07

주요선진국 대도시와 경기도의 문화경쟁력
11,000원

기 본 2007-17

한미동맹 재조정과 주한미군

11,000원

기 본 2007-18

도시브랜드 정체성 개발방법론 연구

: 관련세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기 본 2008-08

성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입장과 정책방향 연구

일본 삼위일체 개혁의 적용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11,000원
8,000원

기 본 2008-09

웹기반 교통정보검색과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11,000원

- 경기도 주요 도시 사례

11,000원

기 본 2008-10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 방안 연구 15,000원

기 본 2007-19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8,000원

기 본 2008-11

신도시 계획과 개발의 특성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7-20

경기도 시가지확산 지표와 도시계획 시사점 연구 8,000원

기 본 2008-12

보행환경 만족도 연구

9,000원

기 본 2007-21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8-13

주택 소유기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7-22

환경유해 보조금 조정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8-14

경기도 R&D사업 투자 전략

9,000원

기 본 2007-23

경관계획의 효율적 작성과 관리방안

8,000원

기 본 2008-15

경기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방안 11,000원

기 본 2007-24

계획적 도시개발 정비를 위한 도시마스터플랜

기 본 2008-16

버스운송사업의 회계기준 정립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제도 연구

11,000원

기 본 2008-17

경기도 시가지확산에 따른 공간적 영향 연구 9,000원

기 본 2008-18

개방화시대의 지역경제정책 확립 방안

9,000원

기 본 2008-19

노인요양인력 욕구 및 특성 비교연구

11,000원

기 본 2008-20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9,000원

기 본 2008-21
기 본 2008-22

9,000원

대도시권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9,000원

2006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기 본 2006-01

수도권 미세먼지 모델링 연구

8,000원

입지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11,000원

기 본 2006-02

마을버스 운영개선 방안 연구

11,000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구축방향

11,000원

기 본 2006-03

경기도 관광부문의 고용창출 효과

8,000원

기 본 2006-04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9,000원

기 본 2006-05

경기도 직주근접 실태분석과 토지이용전략 연구 8,000원

기 본 2006-06

중국 동북3성의 발전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9,000원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

2007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기 본 2007-01

기 본 2007-25

경기도의 개발사업 유형별 환경친화적 개발

기 본 2006-07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기 본 2006-08

다기준의사결정모형(MCDM)을 이용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정보 수집체계를 활용한 버스 우선

방안연구

25,000원

기 본 2007-02

물순환을 고려한 도시녹지 기능 제고 방안

11,000원

기 본 2007-03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방안

8,000원

기 본 2006-09

기 본 2007-04

환경거버넌스 평가에 관한 연구 :
평가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11,000원

기 본 2006-10

기 본 2007-05

경기도 관광인프라 민간유치 활성화방안

9,000원

기 본 2007-06

경기도 기성시가지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주택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신호 도입방안

8,000원
8,000원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친화지표 및 기준의
적용방안 연구

기 본 2006-11

8,000원

8,000원

경기도의 유비쿼터스 지자체화를 통한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11,000원

모델구축

9,000원

기 본 2007-07

폐기물통계조사 개선방안

9,000원

기 본 2006-12

북한의 특구개발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9,000원

기 본 2007-08

경기도 빈곤아동 특성분석 연구

8,000원

기 본 2006-13

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안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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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간행물 연회원에 가입하시면 경기도에 관한 연구자료를 저렴
한 가격에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웹뉴스 발송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종 류

제 공 자 료

특별회원

기본, 위탁, 지역연구+정기간행물 2종

일반회원

발간보고서중 7종 선택

연회비

비 고

15만원 정책, 수탁연구제외
5만원

과거자료 포함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홈페이지(www.gri.kr)에서 간행물회원 등록 또는 전화신청
회원기간은 가입시점에서 1년
회비납부(온라인입금) : 한국씨티은행 718-00117-246(예금주)
경기개발연구원
문의처
경기개발연구원 지식정보팀 : ☎ (031) 250-3261
FAX (031) 250-3116
E-mail : eillis@gri.kr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우) 440-290

9,000원

기 본 2005-17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

연구

8,000원

기 본 2005-18

경기도 융합기술육성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6-16

경기도 R&D 지원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9,000원

기 본 2005-19

기 본 2006-17

경기도 지역경제 관측 및 전망 시스템 개발에

기 본 2006-14

하천 생물상 모니터링 기법 적용 방안

기 본 2006-15

경기도 기종점자료의 신뢰도 증진방안에 관한

방안 연구

9,000원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및 관리기준 수립
연구

8,000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5-20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9,000원

기 본 2006-18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8,000원

기 본 2005-21

도시₩지역정책을 위한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기 본 2006-19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설정실태와 관리방안에

기초연구

8,000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5-22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11,000원

기 본 2006-20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운영방안

9,000원

기 본 2005-23

경기도 주거지개발시 빗물관리 및 도입방안에

기 본 2006-21

경기도내 구도심상권 위축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6-22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 국민임대주택의 공간적 입지선택요인분석을
장소브랜딩 모형 구축 연구

기 본 2006-24

정부규제에서 규제 거버넌스로 : 뉴욕 상수원

9,000원
16,000원

수질관리제도 심층분석과 한강상수원관리에의
함의

8,000원

기 본 2005-01

오존경보제 운영 개선방안

기 본 2005-02

신도시(및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기존시가지

기 본 2004-01

수도권 대기질의 지역간 영향분석

기 본 2004-02

경기도 하천 모니터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11,000원

기 본 2004-03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방안

기 본 2004-04

경기도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11,000원

11,000원

경기도 자연공원 지정확대 및 관리방안

기 본 2004-06

경기북부 농업가뭄현황 감시기법 연구

9,000원

기 본 2004-07

경기도 버스노선의 비수익성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8,000원

기 본 2004-08

경기도 주택유형 다양화를 위한 주택건설시스템

8,000원

기 본 2004-09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

11,000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9,000원

연구

기 본 2005-03

경기도 가구산업육성 마스터플랜

8,000원

기 본 2005-04

경기도 MICE산업 활성화 방안

11,000원

기 본 2004-10

기 본 2005-05

경기도 교통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에
9,000원

기 본 2004-11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05

2005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와의 연계, 균형을 위한 정책 연구

9,000원

2004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중심으로
기 본 2006-23

관한 연구

9,000원

운영방안

기 본 2005-06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효율화 방안 9,000원

기 본 2005-07

경기도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8,000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1,000원

11,000원

기 본 2004-12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5-08

경기도내 주차장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13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연구

기 본 2005-09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기 본 2004-14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15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및 사업평가에 관한

11,000원

영향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5-10

경기북부지역 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11,000원

연구

9,000원

기 본 2005-11

경기도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16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9,000원

기 본 2005-12

경기도의 환경 갈등, 분쟁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기 본 2004-17

지방의회의 감시권에 관한 연구

9,000원

연구

기 본 2004-18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주5일수업제 대비 사회적 교육인프라 구축방안

기 본 2004-19

경기도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

연구

기 본 2004-20

경기도 대중교통관리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5-13
기 본 2005-14

11,000원
11,000원

9,000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처리설비 도입타당성 조사

기 본 2004-21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 9,000원

연구

11,000원

기 본 2004-22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 11,000원

기 본 2005-15

경기북부 주요 하천 및 지천의 수질오염 조사 11,000원

기 본 2004-23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의 정책효과분석

기 본 2005-1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

9,00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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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2006-08

2008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한₩미 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위 탁 2008-02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방안

11,000원

위 탁 2006-09

9,000원

경기도-북한 접경지역 협력 및 공동개발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9,000원

2007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6-10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
동북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9,000원

위 탁 2007-01

경기도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8,000원

위 탁 2006-1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방안

9,000원

위 탁 2007-0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위 탁 2006-12

경기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실태 파악

전환전략

11,000원

위 탁 2007-03

팔당수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25,000원

위 탁 2007-04

경기도의 지역금융시스템 확립방안 연구

위 탁 2007-05

경기도 범도민 건전사회 시민문화운동 추진에

위 탁 2007-06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관한 연구
연구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8,000원

위 탁 2007-08

한중 FTA 체결과 경기도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위 탁 2007-09

위 탁 2006-14

지식경제시대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발전의

-대경기만 개발구상 및 전략전망과 과제

8,000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파급효과분석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의 발전전략

9,000원

위 탁 2007-07

체계 구축방안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위 탁 2006-13

11,000원

11,000원
9,000원

2005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5-01

산동성 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1,000원

9,000원

위 탁 2005-02

미치는 효과분석

8,000원

9,000원

위 탁 2005-0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전략

11,000원
9,000원

하천의 자연도 및 생태건강성 평가를 통한
경기도 하천복원 전략

8,000원

지역균형정책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위 탁 2007-10-1 경기도 지속가능개발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Ⅰ) 25,000원

위 탁 2005-04

도시숲 이용의 극대화 방안 연구

위 탁 2007-10-2 경기도 지속가능개발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Ⅱ)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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