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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제도적 기반*

이 정 만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기본적 특징을 대규모의 재정이전과 재정통제를 수단으로 하는
집권적 분산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집권적 분산시스템의 제도적 요인을 재정조정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설
명하고자 하였다. 전후 일본의 재정조정시스템은 재정통제적 기능과 함께 지방정부의 필요 경비에 대한 강한 재원
보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온 측면에서 집권적 재원보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은 지방재정계획, 지방교부세제도, 경비부담구분제도, 지방채허가제도 등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은 고도경제성장과 지방행정서비스 확충에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성장체제에 접어들어서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재정적자 누적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재정조정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식 하에 2000년대에는 삼위일체개혁으로 통칭되는 강도 높은 지방재
정개혁이 추진되었다. 삼위일체개혁에 의해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적 분산형
의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_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집권적 분산시스템, 지방재정조정, 삼위일체개혁, 일본
* 이 논문은 2009행정학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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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se of the Financial
Relation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
Japan

Lee, Jeung-man

This paper characterized the basic feature of the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of Japan as a centralized-diffusion system. And this centralized-diffusion system has been maintained
by a large fiscal transfers with financial controls. This fiscal transfers system accomplished not only
financial control function but also financial guarantee to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study, Japanese fiscal transfers system as like that has been based by the Local Financial Plan,
the Local Allocation Tax System, and expense charge dividing system related with specific grants.
This financial transfers system contributed in high-speed economic growth of Japan, but indicated as a
structural cause of accumulation of financial deficits and financial inefficiency from 1980s. For this
reason, so-called the Trinity reform was carried out in 2000s, and fiscal relations have been changed
more or less by the reform. But we can say that the basic structure of centralized-diffusion system is
maintained up to now.

Key words _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centralized-diffusion system, fiscal transfers

system, Trinity reform, Japan

일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제도적 기반 | 7

Ⅰ. 서 론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특징을 검토하고 그러한 특징을 산출해 온 제도적 기
반을 밝혀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특징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 가운데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분권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되듯이 견
해를 달리하는 논의가 없지 않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정부세출에서 지방세출이 60% 내외
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단일주권국가로서는 일본의 지방정부가 매우 큰 비중의 재정적 기능을 분
담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神野, 1994: 5-7).
그런데 이러한 큰 규모의 지방세출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로 충당되기보다는 국세로 징수
된 세수의 절반 이상을 다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대규모의 재정이전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는 데에서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세입 재원의 약 40% 가까이
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투융자 자
금에서 저리로 대부 받거나 원리 상환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해주는 실질적인 의미의 재정조정 재원의
성격을 갖는 상당 부분의 지방채까지 더하면 중앙정부의 재정이전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사실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둘러싼 집권·분권에 관한 인식의 차이도 이러한 대규모
의 재정이전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대규모 재정이전의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
가 장악하고 있고 재정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측면을 중시하면 집권성이 부각되는 한편 재정
이전을 둘러싼 중앙지방간 정치적 연계와 지방정부의 활동량을 중시하면 상대적으로 집권성은 약하게
인식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뒤에서 보듯이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기본적 특징을 지방정부
의 재정적 활동량이 큰 반면에 재정적 자율성은 제약되어 있는 이른바 집권적 분산시스템으로 파악한
다. 이러한 집권적 분산시스템은 중앙정부의 대규모의 다양한 재정이전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는 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전후 일본의 집권적 분산형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제도적 요인을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물론 일본의 집권적 분산형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는 재정조정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를 매
개로 한 일본의 강한 융합형 행정체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1)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싼 정관업의
유착이나 자민당의 장기집권 하에 형성된 이익유도정치 등과 같은 정치적 맥락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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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행정적·정치적 요인과 병행하여 지방재정제도 내에도 집권적 분산
시스템을 유지·강화해온 유력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론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특성에 관해서는 크게 집권적 통제체제론과 상호의존이론의 상
반된 시각이 존재한다.2) 이러한 상반된 견해의 근거와 한계를 검토하면서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
정관계의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집권적 통제체제론
집권적 통제체제론은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집권적 통제체제
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집권적 통제체제론은 주로 법제도상의 재정적 권한의 배분 상태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제도론으로 불린다.
법제도론은 지방정부의 활동량보다 재정적 자율성의 측면에 비중을 둔 집권·분권의 개념을 중앙지
방간 관계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중앙 집중적인 세원배분구조 하에서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과세권이 극히 제약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의 기채허가 등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에 침투시키는 통제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다. 결국 과세자주권
에 대한 제약과 재정이전을 통한 재정통제에 의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제도론은 일본 행정학 및 재정학의 정통적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
도론은 법제도적인 재정 권한의 배분 상태에 치중함으로써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정
치적 관계를 경시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즉 재원 배분에 관한 법제도적인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
어 있더라도 지방정부가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원 배분 및 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융합·분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서 지방정부 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을 누
가 담당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분리란 지방정부의 구역 내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사무는 중앙정부의 기관이 독자적
으로 처리하는 형태인 반면에 융합이란 거꾸로 중앙정부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구역 내의 것이라면 지방정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형태이다. 즉 분리형을 택하게 되면 하나의 행정사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복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없게 되지만 융
합형에서는 하나의 사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국가사
무를 지방정부에게 위임하는 수단이 기관위임사무제도이다(天川, 1986 : 119).
2) 전후일본의 중앙지방관계론에 있어서 법제도론과 상호의존이론의 비교 검토는 今村(1990, 1992), 西尾(1990: 403-36), 新藤(1987,
1989), 笠(1990), 曾我(1994: 109-28) 등이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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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大森, 1986: 6-10).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별도로 활동량(세출 규모)이 증대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 또는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의 권한
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더라도 재원 이용에 관한 지방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나 재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현실적·정치적 영향력도 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도론에 대한 비판은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집권과 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단일 척도로
파악하고 있는 데다 집권 및 분권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도 법제도적인 재정 권한의 배분에 치중함으
로써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역동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법제도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종래의 집권·분권 개념에 기능 분담과 관련된 다른
개념을 추가하여 법제도론의 틀 내에서 전통적인 집권적 통제체제론의 한계를 보완해보고자 한 시도
가 이루어져왔다. <집권·분권><분리·분유>모델(大森, 1995: 55-6), <집권·분권><분리·융합>모델
(天川, 1986: 118-20), 아마카와(天川) 모델에 <집중·분산><분립·통합>의 개념을 추가한 분류 축(西
尾, 1990: 420-28) 등이 행정학에서 법제도론의 집권·분권 개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분석틀을 구
축하고자 한 대표적인 시도이다.
재정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행정학에서 개발된 개념을 원용하여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특성을 유형화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존재하는 집권적 측면과 지
방정부의 큰 활동량을 동시에 포착한 집권적 분산시스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神野, 1993). 즉 일본
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는 공공서비스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비중이 높은 분산형이지만 공공서
비스의 공급과 부담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집권적 체제라는 입장이다.

2. 상호의존이론
이상과 같은 법제도론을 비판하고 중앙지방관계의‘정치의 발견’
을 주창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접근방법이 상호의존이론이다. 상호의존이론은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관계는 정치를 통하여 서
로 연동하여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갖는 공유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호의존이론은 주로 행정학
에서 발달한 것으로 영국의 행정학자 로즈(R.A.W. Rhodes) 등의 상호의존이론을 일본의 중앙지방관
계의 분석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로즈의 조직간 자원교환 모델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간에 교환되는 자원은 법적 자원, 금전적 자권, 정치적 자원, 정보 자원, 조직 자원
다섯 가지이다. 이들 모두 중앙, 지방이 함께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 중앙정부는 법적, 금전적 자원에서 우위에 있고 지방은 정보, 조직
자원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으로 양자간 상호의존의 관계가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다(Rhodes, 198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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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집권적 통제체제론에 수정을 요구한 선구적 연구로서는 미국의 정치학자 리드(Steven R.
Reed), 사무엘즈(Richard J. Samuels)의 연구가 있지만4) 대표적인 것은 무라마츠(村松岐夫)의 수평
적 정치경쟁 모델을 꼽을 수가 있다(村松, 1988: 47-76). 이 모델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서로 경쟁하면
서 정치적으로 중앙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의지를 실현해 간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에
서도 국고보조금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결합은 일방적인 중앙의 통제라기보다는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정학에서도 이러한 상호의존이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즉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존재하는 분권적 요소를 도출하여 일면적이며 단순하게 중앙통제체제로 파악하는 견해
를 비판하며 이른바 제한적 집권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집권론의 대표적인 것은 마루야마
(丸山)의 유연한 구조의 집권제론이다(丸山, 1989: 23). 이 모델은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는 제도적으로는 집권화가 강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집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부분적인데다 유연하
기 때문에 경직적인 집권제가 아니라 유도적(비권력적)인 집권제라는 것이다. 또 세입 단계의 세원 배
분과 세출 단계의 재원 배분의 역전현상에 착안한‘세입의 중앙집권과 세출의 지방분권’
(池上, 1979:
33-42)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이론은 법제도론이 경시해 온 사실상의 권능, 동태적인 정치의 측면을 분석의 대상
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론을 한층 진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관계에 치
중한 나머지 중앙지방간의 불균형한 권한 배분이라든지 재원 배분의 결정구조 등 중앙지방간 교섭관
계를 규정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을 경시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상호의존관계의 존
재 자체가 과연 중앙지방간의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
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정부 교섭력의 존재만을 갖고 일본의 중앙지방관계가 집권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강한 결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집권·융합적인 법제도가 형
성되어 있어서 지방정부가 자율적·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曾我, 1994: 115-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리드는 일본의 3개 현을 중심으로 공해, 주택, 고교교육정책의 결정과정의 사례를 중앙지방간의 영향력 관계의 분포라는 관점에서 분석
하고 일본의 중앙지방관계는 종래의 연구에서 말하는 정도의 집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Reed, 1986). 그리고 사무
엘즈는 정책형성과정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종래의 수직적 해석에 더하여 수평적 요소를 추출하고 일본의 중앙지방관계에는 다원주의와
코프라티즘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amuel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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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 시각
이와 같이 법제도론과 상호의존이론은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유용성과 함께 동시에 한계를 갖고 있다.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라는 동일 현상을 두고 법제도론은 제도
적·구조적 측면을 중시한 반면에 상호의존이론은 과정적·동태적 측면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양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관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법제도론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상호의존이론은 지방정부의 활동량을 중시
하는 측면이 있다. 지방정부 자치의 수준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함께 활동량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지방간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활동량은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활동량이 자치의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정도
를 엄밀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활동량에 우선하는 척도임에는 부인하기 어렵
다. 아무리 지방정부의 활동량이 많더라도 그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성이 낮거나 중앙정부의 통
제가 엄격하다면 전체적인 자치의 수준은 낮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권·분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과 지표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없지 않지만 상호의
존이론에서 주장하는 상호의존관계의 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집권·분권의 개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에서 지방정부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상호의존적인 측
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앙정부에 의해 재원 배분의 총량이 결정되는 집권적 측면은 부인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활동량에 관한 지표와 함께
그 활동량에 미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집권·분권의 지표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 볼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양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활동량이 큰 편에 속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
런데 큰 규모의 지방정부 활동량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세로 징수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다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대규모의 재정조정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그리고 그 재정이전의 총액 및 각 지방정부에 대한 배분액의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데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유도를 위한 재정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는 지방정부
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공투자액의 구성비의 추이가 중앙정부의 그것과 연동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세입 측면은 물론이고 세출 측면에서도 재량적 자율성이
제약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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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았을 때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는 우선 지방정부의 활동량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 지출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활동량이 큰 지방정부의 세
입·세출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제약되는 집권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집권적 분산시스템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권적 분산시스템을 지탱해온 것은 대규모의 재정이전이었다. 집권적 분산시스
템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통제와 재원보장은 주로 대규모의 다양한 재정
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후 일본의 중앙정부 재정이전은 재정통제적 기능과
함께 지방정부의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거의 완전 보전에 가까운 강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이전을 수단으로 하는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은 집권적
재원보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후 일본의 집권적 분산시스템은 이른바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
조정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특징을 집권적 분산시스템으로 파악
하고 그러한 재정관계를 산출·유지해온 제도적 요인을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에서 찾고
자 한다.

Ⅲ. 집권적 분산형 재정관계의 제도적 기반
1. 지방재정계획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이전 수단은 일반보조금인 지방교부세, 특정보조
금인 국고보조금 및 실질적으로 재정조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방채 등이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지방
재정조정 수단들은 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계 속에서 운영되는 구조로 되
어 있다(이정만, 2002).
지방재정계획이란 전체 지방재정의 규모와 수지에 대한 예정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예산당
국이 편성하는 중앙정부 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재정당국이 작성하는‘지방재정의 예산’
이라고 부를 수
있다.5)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시스템은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절차가 제도
화되어 있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계획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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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 병행하여 작성되는데 그 작성 단계에서 지방재정당국은 차년도의 전체 지방재정의 수지를 예
측하고 재원부족이 예상될 때는 수지 균형을 위한 재원보전조치, 즉 지방재정대책을 강구하여 중앙예
산기관에게 요구하게 된다.6) 그 지방재정대책이란 것이 지방교부세 총액의 조정을 중심으로 국고보조
금, 지방채 등을 동원한 지방재정조정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 재원은 주로 중앙정부의 재원이전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조정을 둘러싸고는 중앙재정당국과 지방재정당국 간에는 대립구도가 형성된다. 지방재정당국은
‘지방정부의 대변자’
로서 지방재정조정 재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반면에 중앙재정당국은‘국고의 수호
자’
로서 재정이전 재원을 가급적 억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중앙재정당국과 지방재정당국 간에 지방재정계획상의 수지 규모와 재정대책을 둘러
싸고 매년 첨예한 대립과 공방을 거듭해 왔다. 특히 제도 형성 초기7)에는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 자체
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구대장성과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당국
간에 심한 대립과 분쟁을 겪어야 했다(鹽崎, 1956: 20-1 ; 荻田, 1955: 4). 그러한 분쟁을 겪으면서 지
방재정당국과 구대장성은 지방재정계획의 지출 경비 산정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갔다. 결
국 구대장성은 당시의 심각했던 지방재정의 적자 문제 등도 고려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의의를 인정하
게 된다. 이렇게 하여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방재정계획은 교부세 총액 산정 등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준거 자료로서 제도화된다.
이는 지방재정당국이 작성하는 지방재정계획의 경비 산정액을 중앙재정당국이 지방재정의 적절한
세출 수준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를 근거로 양자간의 절충을 통해 지방재정대책을 결정해 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뒤에서 언급하게 될 지방교부세 총액이 법정교부세율방식을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당국과 중앙예산기관 간의 절충을 통해 결정되는 교섭구조가 제도화된 이면에도 이러한 지방
재정계획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재원보장에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 입장과 중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지방재정계획상의 세입은 지방세, 교부세, 국고지출금(보조부담금), 지방채 등 그 종류별로 금액이 집계되고 세출에 대해서는 급여관계
비, 일반행정경비, 공채비 등 성질별로 경비의 내역이 표시된다. 다만 중앙정부 예산과 다른 점은 지방재정계획에 표시된 세입 및 세출
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실제로 수입하고 지출할 금액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추계적 방식에 의해‘통상적으로 있어야 할
타당한 수준’
의 지방행정에 필요한 수입,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서 이른바‘바람직한 수준의 세입 및 세출의 총액’
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모든 재정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岡本,
1995: 32-3).
6) 일본 지방교부세법 제7조는‘내각은 매년 차년도의 자치단체 세입세출총액의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이를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자치단체 세입세출총액의 예정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간접적인 표현 방식
을 택하고 있지만 내각에 대해 지방재정계획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지방재정계획이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도부터이다. 당시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도지 라인(Dodge’
s line)의 이른바‘통합예
산의 진정한 균형’
을 위하여 세출 삭감에 노력하고 있었으나 소득세 및 법인세에 연동되어 있는 당시의 지방배부세만은 억제하기 어려
웠던 관계로 지방재정 팽창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의 작성을 지시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本間, 1994: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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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유도를 위한 재원조치를 결정하거나 중앙재정의 사정에 맞추어 지방세출 규모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지방재정계획의 역할을 전체적으
로 개관해 볼 때 지방재정계획은 그러한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타
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방재정계획이 지방정부의 참여가 배제된 채 중앙정부 내의 중앙 및 지방의 재정당국 간의 절충
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앙정부의 재정 사정과 정책 선호가 우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
상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사정에 의해 지방재정계획의 세출 규모가 억제되거나 중
앙정부의 정책을 유도하는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에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원의 확보를 조직목표로 하는 지방재정당국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지방재원 확보에도 기여해 왔다. 즉 지방재원 부족액의 근거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서 중앙예산기관의 지방세출 삭감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재정당국의 유효한 수단으로 기
능하여 왔던 것이다. 실제로 지방재정계획의 경비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절충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
지지만 조정된 경비 지출에 대해서만큼은 완전보전에 가까운 재원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은 중앙 및 지방 재정당국 간의 교섭과 절충의 객관적 기준점의 역할을 함으로
써 양자 간의 교섭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지방재정조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이정만, 2002: 216-7). 이렇게 보았을 때 지방재정계획은 전후 일본의 집권적 분산형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를 산출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시켜온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제도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으로서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장해주는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재정조
정 수단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방재정계획상의 수지 균형을 위해 강구되는 지방재정대책에는 통상적
으로 다양한 재정조정 수단이 동원되지만 최종적인 재정조정은 교부세 총액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高木, 2001: 11).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에는 총액과 각 지방정부에 대한 배분액을 산정하는 2가지 산정방식이 존재
한다. 일본 교부세의 총액 산정방식은 소득세, 법인세 및 주세 등 특정 국세의 일정비율에 연계하는 법
정비율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정방식을 따르게 되면 매년도 교부세 총액은 산술적 계산
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된다.8) 그러나 교부세제도 성립 이후 법정 교부세 총액이 그대로 교부세
총액으로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실제의 교부세 총액은 지방재정 전체의 수지에 대한 일정한 추계
를 근거로 계산된 지방재정계획상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金井, 1994: 180-1).

일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제도적 기반 | 15

실제의 교부세 총액이 국세에 대한 법정의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상
의 재원부족액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이유는 교부세 총액 산정이 지방재원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교부
세 배분액의 산정과 연계되어 있는 일본 교부세제도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이정만, 2004). 지방교
부세법 제3조에서는 특정 국세의 일정비율에 연계한 총액 결정방식과 별도로 교부세 배분액의 산정방
식으로 각 지방정부에 대해 산정된 재정수요액이 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재정부족액을 보전
할 만큼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법정의 교부세 총액이 지방정부의 재원부족액과 계속적이고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교부세율 및 지방행재정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이러한
제도적 규정들은 결국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세 배분액은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할 만한
수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원부족 합산액과 법정 교부
세 총액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법정 교부세 총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
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교부세 총액은 법정교부세율에 의한 총액 산정방식과 별도로 교부세 배분액의 산정방식
에 의해 재정부족액과 연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앞에서 본 지방재정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자면 매년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법정 교부세율에 의한 교부세 총액
과 지방재정계획상의 재원부족액을 합치시킬 필요가 생기는데 그 조정 과정이 바로 교부세 총액의 결
정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 결정과정의 구체적 양상은 매년도 재정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
반적으로 지방재정당국이 산정한 당초의 재정부족액의 규모를 다소 축소 조정하면서 중앙예산기관과
합의된 재정부족액을 근거로 교부세율의 변경이나 새로운 재원조치를 통해 법정 교부세 총액을 증액
조정하는 형태로 절충되어 왔다.10)
이와 같이 강한 지방재정보장원칙에 입각한 배분액의 산정방식, 그리고 그러한 배분액의 산정과 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1954년도 교부세제도 도입 당시의 교부세 총액은 소득세, 법인세, 주세의 20%로 되어 있었지만 그후 연차적으로 교부세율이 상향 조정
된 한편 대상 세목도 1989년의 소비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혁을 계기로 소비세 및 담배세가 추가되어 현재의 5세목으로 확대되었
다. 2001년도 교부세는 소득세·주세의 32%, 법인세의 35.8%, 소비세의 29.5%, 담배세의 25%를 기본으로 총액이 결정되었다.
9) 이와 같은「지방교부세법」제6조3의2항의 규정에 대해서 자치성은‘계속적’
이란 부족 상태가 2년도간 지속되고 3년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현저한 차이’
란 부족액이 교부세 총액의 10% 정도 이상이 될 때라고 해석하고 있다(石原, 1984:
125-6).
10) 재원부족액에 대한 대책을 기준으로 교부세 총액의 변천 과정을 구분하면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먼저 1954년 교부세
제도 성립 이후 교부세율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된 1966년도까지의 시기이다. 제2기는 교부세율은 변동 없이 임시적인 특례교부금
조치를 통해 교부세 총액을 확대시켜온 1975년도까지이다. 제3기는 석유파동의 여파로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차입금 및 지방채의 발행
으로 재원부족액을 메워온 1983년도까지이다. 제4기는 재정재건을 위한 행정개혁의 시대로서 국고보조금의 삭감 및 국세·지방세의
감세조치로 발생한 재원부족액을 임시재정특례채의 발행과 교부세 대상 과세의 확대 등으로 보전해온 1994년도까지이다. 그리고 제5
기는 폐지되었던 차입금 및 특례교부금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한편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부족액을 보전해 오고
있는 현재까지이다(高木, 20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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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산정을 상호 연계시키고 있는 점 등이 일본 교부세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부세
산정방식이 법정교부세율 총액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액에 근거
한 절충 과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수지 균형을 위한 지방재정대책의 일환으로 교부세 총액이 결정되
는 제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만, 2004).
그리고 이러한 교부세의 산정방식은 가급적 교부세 재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당국의 교섭력
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교부세 재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古川,
1984: 81). 그리고 이는 지방재정조정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하였다. 실제 지방정부는 교부세
확충을 통해 필요 경비에 대한 재원보전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교부세의 집권적 결정구조에 의
해 초래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유도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
게 문제 삼지 않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방교부세제도는 전후 일본의 집권적 분산형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지탱해온 중요한 제도적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경비부담구분의 제도화
전후 지방재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1948년에 제정된「지방재정법」
은 국비·지방비의 부담구분원
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행정사무의 이해관계의 귀속 정도를 기준으로 경비
부담구분의 원칙을 천명한 위에 사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위탁금·부담금·보조금의 세 종
류로 나누고 그 경비를 부담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 및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관련
행정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금액을 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른바 국고보조금의 산정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재정적 압력을 견제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의 재원보장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荻田외인, 1966: 21-2). 이러한 경비부담
구분원칙이 제도화됨에 따라 위임사무 내지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보조부담금도 그에 비례적으로 증가
하는 전후의 분산형 지방재정팽창 메카니즘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부담금의 재원보장기능을 절차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으로「지방재정법」
에서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이나 예산안에 관해서 관계 성청은 사전에 지방재정당국의 의견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 22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재정당국의‘의견’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법안 절충 과정에서 지방재정당국은‘동의’
를 요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관계 성
청은 그에 반발하는 와중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법안에 포함되게 되었다(自治大學校, 1969:
260 ; 牧原, 199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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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규정의 의미는 그 후의 제도 운영에 맡겨진 결과가 되었지만‘의견’
이 곧바로‘동의’
를의
미하지는 않더라도 각 성청의 위임사무나 보조부담금의 운영에 대해 지방재정당국에게 일정한 범위의
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개별적 보조부담금의 총액은 관계 성청과 중앙재정당국 간의 절충을 통해 결정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보조부담률의 변경이나 초과부담문제 등 국고보조부담금제도
일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당국이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관계 성청 및 중앙재정당국과의
절충에 나서게 되는 것도 이러한 경비부담구분의 원칙과 협의권을 제도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비부담구분의 제도화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재원보장형 재원조치를 강화해온 측면
에서 전후 일본의 집권적 분산형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4. 지방채제도
지방분권개혁으로 2006년도부터 지방채 사전 협의방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11)「지방자치법」
에서는
기채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당분간’
이라는 조건하에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기채자유의 원칙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고, 전전의 지방
채 허가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다.12)
그리고 자치대신이 지방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174조에따른지방채허가에관
한건」
(통칭 內藏令 제5호)에 따라 허가가 불필요한 특정의 지방채 및 500만엔 미만의 것을 제하고는
사전에 대장성 대신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지방채 기채의 허가는 사실상 구자치성과 구대장성
의 공동 권한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자치성과 대장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채의 총액을 비롯하여 대상사업 및 기채 충당율 등이
결정되는 기채 허가제도는 중앙 및 지방 재정당국이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채를 다른 지방
재정조정 수단과 연동시켜 신축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게 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즉 지방채가
1950년대의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유효한 재정재건정책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던 일이나 저성장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1999년 7월「지방분권추진을위한관계법률정비등에관한법률」
(분권일괄법)에 의해 기채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던「지방자치법」제250조
가 삭제됨으로써 기채 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그 대신「지방재정법」제5조 3이 신설되어“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또는 기채의 방법, 이자율 혹은 상환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自治大臣(현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
현 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부칙33조 7에 2005년도까지는 현재의 허가제가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제의 폐지는 사실상 2006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2) 지방채 허가제도는 명치유신정부의 市制町村制(1888년) 및 부현제(1890년)의 제정을 계기로 법제화되었다. 지방채 기채 허가에 대해
서는 내무성·대장성 양 대신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전시중 행정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1944년「인허가등림시
조치령」
에 의해 대장성 대신의 허가 권한은 내무대신에 위임되는 형태로 삭제되었다(大藏省財政史室編, 1977: 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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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어든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교부세 및 보조부담금의 대체 자금의 형태로 지
방재원보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방채의 집권적 결정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
이다.

Ⅳ. 전후 지방재정제도의 원형과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변화
1. 전후 지방재정제도의 원형
앞에서 언급한 전후 일본의 집권적 분산형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산출하고 유지해온 제도적 기반
은 전후 10년에 걸친 전후개혁기를 통하여 그 기본적 골격이 형성되었다. 특히 1954년의 지방교부세
제도의 성립을 계기로 제도적 완성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갔다(이정만, 2002).
그러면 이러한 전후 일본의 지방재정제도는 전전의 제도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른바 지방재정
제도의 전전·전후 연속과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전후 지방재정제도의 성격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전전·전후 연속과 단절의 관점에서 전후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로 1940
년의 제도개혁에 의해 성립된 지방재정제도이다. 1940년의 제도개혁은 종전의 개혁과 달리 대폭적인
제도개혁으로서 전후 지방재정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전후 제도개혁기의
개혁 대상이 된 것도 1940년의 제도개혁에 의해 형성된 지방재정제도였기 때문이다.13)
1940년의 지방재정제도개혁의 기본 방향은 중앙에 소득·재산과세를 집중시킴으로써 국세의 탄력
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의 창설을 통하여 지방의 전시 국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었다. 그 제도개혁의 내용 가운데 전후 집권적 재원보장형 지방재정제도의 연속·단
절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복잡한 지방세제를 간소화하고 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로 재편하면서 국세 부가세에
대해 제한세율제를 폐지하고 표준세율에 의한 새로운 통제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표준세율에 의
한 조세통제방식은 지방독립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후에도 계승되
었다. 이는 전후 지방세에 대한 통제시스템과 연속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1940년의 제도개혁에 의해 성립된 지방재정제도와 전후의 지방재정시스템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지방재정의‘1940년 체제
론’
의 대표적인 주장은 진노(神野)의 견해이다. 그는 1940년의 제도개혁에 의해 부가세에 대한 표준세율의 도입, 국고보조금의 부담구
분의 제도화, 기채계획에 근거한 기채허가방식, 그리고 분여세제도의 신설 등을 통해 재정통제와 재원이전을 2대 지주로 하는 전후의
‘집권적 분산시스템’
의 원형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神野,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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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세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과 함께 재정조정교부금제도인 지방분여세제도가 도
입되었다. 지방분여세는 환부세와 배부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조, 가옥세, 영업세 3세의 세수 전액
이 징수지의 도부현에 환부되는 환부세와 달리 배부세는 일정 국세를 자치단체의 과세력, 재정수요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다.14) 그리고 배부세는 종전의 임시지방재정보급금제도15)와는 달
리 항구적인 제도이면서 재원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본격적인 지방재정조
정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遠藤, 1978: 17). 이 지방분여세제도가 전후에 지방재정평형교부금제도
를 거쳐 지방교부세제도로 계승된다.
셋째, 의무교육비 및 경찰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경비부담 관계를 종전보다 더 명
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고부담제도가 개정되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개
별적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즉 명치헌법의 지방재정제도 하에서는 자치단체는 국정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
담하는 이른바‘경비부담단체’
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高木, 1976: 275).
그러나 이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개별사무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국정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한다는 이른바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이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이
와 같은 경비부담구분의 제도화로 인해 개별 위임사무의 증가에 따라 보조부담금도 증가해 가는 구조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에는 이러한 개별적인 사무에만
명시되어 있었던 중앙과 지방간의 경비부담구분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제도화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1940년의 제도개혁을 계기로 표준세율제와 함께 지방분여세가 도입되고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제도화된 데다 그 기본적 구조가 전후에까지 계승되어간 점에서는 1940년 체제와
전후 지방재정제도 사이에는 강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개혁기를 통해 추진된 지방독립세의 강화 및 물세 본위의 세제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등
의 세제개혁은 물론이고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강한 지방재원보장의 원칙이
도입된 점은 1940년 체제와는 단절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분여세의 배부세가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균형화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전후의 지방교부세는 배부세의
총액결정방식을 계승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지출경비에 대한 재원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과세력을 배부세의 배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자치단체간에 지방세율이 다를 경우에는 공정성을 손상 받을 수 있다. 따라서
地租, 가옥세, 영업세 등 3세를 국세로 하여 과세 표준 및 세율을 통일시키고 그에 대한 부가세도 표준세율로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
이다(高木, 1986: 59).
15) 림시지방재정보급금은 1936(昭和11)년에 제정된 최초의 일반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는 림시정촌재정보급금의 총액을 증액
시키고 배분대상을 정촌뿐만 아니라 도부현 및 市까지 확대시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제도였으며 재정력
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로 지방세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충당됨으로써 용
도가 특정된 재원과 다를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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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앙과 지방과의 경비부담구분 원칙도 일반원칙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보조부담금의 지방재원
보장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러한 단절적 측면, 즉 재원보장 기능의 강화는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으로 나타났다. 전후에 있어
서는 이전재원을 포함한 지방세출의 규모는 1940년대 전후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
준으로 정착하고 있다.16) 게다가 전시기에 있어서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격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후에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전후의 지방재정은 전전의
그것과는 연속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木村, 1983: 82).
결국 일정한 지방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앙정부의 대규모 이전재원에 의해 유지되는 재원보장형
지방재정조정시스템은 전후에 비로소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40년 체제는 전후 집권적 분
산시스템의 원형을 마련하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전후의 큰 규모의 지방재정을 지탱해온 재원보장형
의 지방재정조정시스템은 전후 제도개혁기를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이정만,
2002).

2.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의 귀결
전후 일본의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도경제성장기는 물론
저성장 체제 하의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지방재정부족액에 대한 재
원보전의 방식이 변화되었다.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주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와 함께 교부세 법
정교부세율의 상향 조정과 보조율의 인상 조치 등으로 지방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해 왔다. 반면에 저성
장체제로 진입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수조엔에 이르는 대규모의 재원부족이 초래되는 상황
에서 대부분 교부세특별회계상의 차입금과 지방채의 증발을 통해 재원부족을 메워왔다(이정만,
2004: 13-6).
이렇게 대규모의 재원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여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유보된 채‘빚’
을 이용한 임시방편적인 재원조작에 의해 재정적자를 봉합해왔던 것이다(川瀨,
2004: 200-2). 그 결과 최근 지방재정의 누적채무는 약 200조엔, GDP의 40% 수준에 이르고 지방채
무 가운데서 교부세특별회계상의 차입금 누적액의 지방부담분이 교부세 총액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http://www.soumu.go.jp/iken/zaisei.htm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이점과 관련하여 모찌다(持田)는 제2차대전의 종결을 경계로 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세출구조는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며 전전이 지그
재그의 코스로 중앙집중화가 진전된 반면에 전후는 일관되게 지방에 편중된 배분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持田, 1990: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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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무의 누적은 자치단체의 원리상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지방재정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채무 누적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 전후 일본의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장기간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공채발행에 의한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을
공공투자정책에 유도·동원하기 위해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재정이전을 적극 활용해 온 집권적
재원보장시스템에 의해 지방의 재정적자가 확대 재생산되어 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보장시스템은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사업 확대의 유인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중앙재정의 재정이전 부담을 증가시켜 중앙·지방간의 연동적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반복시
켜 왔다고 할 수 있다(川瀨, 2004: 200-2).

3.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변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은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하였
으나 저성장체제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도 이제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할 만한 재정적 여력을 상실하
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스템의 유지 자체가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
반부터 누적채무가 급증하면서 비록 관점과 입장에 따라 재정위기의 요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달랐
지만 기존 재정시스템의 한계와 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神野, 1998: 215-23).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1990년대 후반의 하시모토(橋本) 내각의 재정구조개혁이 좌초된 후 다시
2001년 4월 구조개혁을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이즈미(小泉) 내각이 발족함에 따라 이른바 삼위일
체개혁으로 통칭되는 강도 높은 지방재정개혁이 추진되었다. 삼위일체개혁이란 국고보조부담금의 폐
지·삭감, 세원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축소·개혁이라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3개 재정개혁을 동
시적·일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17)
이러한 삼위일체개혁은 지방분권 내지 재정분권의 요소가 내포된 개혁이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세출
삭감을 통한 중앙재정의 부담 경감과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위일체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약 4조 7,000억엔
의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과 약 3조엔의 세원이양을 비롯하여 5조 1,000억엔의 교부세 총액의 감축
등 당초 제시한 수치목표는 일단 달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삼위일체개혁이라는 명칭은 경제재정자문회의의「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
에서 지방재정개혁의 방향을 제시
한‘국고보조부담금, 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구조를 삼위일체로 검토하여’
라는 문구에서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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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삼위일체개혁에 의해 전체적으로 지방으로의 세원이양보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
정부의 이전재원이 7조엔 가까이 더 크게 삭감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지방
세출 억제를 통해 악화 일로에 있던 중앙 및 지방의 재정수지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정만, 2008: 398-40).
또한 재정분권의 관점에서도 나름대로 일정한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재
정의 일반회계 국고보조부담금의 약 40%에 가까운 대규모의 보조금 삭감과 그에 연계되어 시행된 세
원이양은 종전의 지방재정개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 결과 중앙지방간 세원배분과 지방재정 세입의 구성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삼위일체개
혁에 의한 약 3조엔의 세원이양의 실질적 효과는 향후 경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세법이
개정된 2006년도의 세입 예산을 기초로 중앙지방간 세원배분 효과를 추산하면 기존의 59 : 41의 국세
와 지방세의 비율은 56 : 44로 지방세의 비중이 약 3% 정도 증대되는 결과를 보인다.
세원이양을 통해 국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지방세의 비중이 증대된 것은 지방의 자주재원이 그만큼
확충된 것으로서 중앙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의존도를 낮추고 과세자주권이 미칠 수 있는 재원의 규
모가 확대됨으로써 재정분권의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재정이전 후의 최종적인 지방 세출의 비중은 소폭이나마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 및 지방의 세출 순계 합에서 차지하는 지방 세출의 비중이 2002년도의 61.9%에서 2005년도에
는 59.4%로 다소 줄어들었다(總務省, 2007).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지방 세출의 비중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아주 미미하게나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세원이양액보다 국고보조부담금 및 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이 더 큰 규모로 삭감된 데에다 중앙 세출은 소폭이나마 증가한 데에 비해 지방 세출은 감축
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입 단계에서는 국가재정 대비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의 비중이 증대되었지만 최종적인 세출
단계의 가용재원의 비중은 약간 줄어든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입 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
립도 내지 자율성은 증대되었지만 세출 단계에서의 활동량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지방
정부의 재정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서 재정기능의 분산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삼위일체개혁은 중앙지방간 세원배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자체의 세입구조에도 변화를 초래
하였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부담금과 같은 이전재원이 감축되면서 지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
세의 비중이 삼위일체개혁 기간 동안 2003년도의 37.3%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항구적인 세원이양
이 이루어진 2007년도에는 48.6%로 대폭 향상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재정의 규모와 비중이 줄어 든 것으로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가 융합에서 분리
의 방향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해된다.18) 그리고 지방세의 확충에 더하여 최근의 분권개혁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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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이 신장되고 기채 발행도 2006년도부터 허가제에서 협의제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세
입 부문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삭감의 많은 부분이 국고보조금의 폐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여는 그대로 남
는 보조부담율의 인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적 자율성이 증대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국고보조금이 폐지·삭감되었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지
방으로 이양하거나 중앙정부의 관여를 축소·폐지하는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
조부담금 폐지·삭감액 만큼 세출의 재량성이 확대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高木, 2005
: 70 ; 岡本, 2006a: 212). 이는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분리가 그대로 재정적 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의해 지출 의무나 통제가 없는 공공사업 분야의 보조사업도
대규모로 폐지된 데다 지출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보조금이 폐지된 경우는 종전과 같은 세세한 보조기
준이나 사업시행상의 규제는 없어진 만큼 세출 부문의 자율성도 일정 정도 신장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이 논문에서는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특징을 집권적 분산시스템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재정조정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왔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의 집권적 분산형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산출하고 지탱해
온 제도적 요인으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조정제도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 등을 중심
으로 한 일본의 융합형 사무처리방식이나 자민당의 이익유도정치 등과 같은 요인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요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조정제도 내에도 중요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전후 일본의 집권적 분산시스템 내지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은 제약된 재정자원을 경제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에 집중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간 재정불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한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분리·융합(separation-interfusion)은 재정적 자율성과 별도로 중앙지방간 재정적 연계성 수준을 나타
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재정적인 관여 없이 독자적인 재정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분리형
이라고 하고 반대로 상호 밀접한 재정적 연계 속에서 공동재정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
지방간 재정관계의 분리·융합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이전재원(fiscal transfers)의 수와 규모
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간 재정적 연계작용은 주로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4 |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2호

속에서도 지역 전반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 수준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金
澤, 1997: 50-1).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도경제성장기가 끝난 이후 저성장체제 하에서는 중앙
지방의 연동적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을 약
화시키고 차별적이고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저해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요인으
로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1990년대의 지방분권개혁과 함께 집권적 재원보장형의 재정조정시스템에 대
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2000년대의 삼위일체개혁이라
고 할 수 있다. 삼위일체개혁은 물론 재정분권보다는 재정재건의 논리에서 출발한 개혁이지만 결과적
으로 일본의 집권적 분산시스템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세출의 60% 내외를 담
당하고 있는 지방 세출과 지방세 수입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보조사업 등에 대한 중
앙정부의 관여·통제 권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향후 삼위일체개혁에 이은 후속적인 지방재정개혁의
내용과 폭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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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지방정부체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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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분권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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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ecentralized State
System(Semi-fed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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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tendency of realignments of prefectural system toward a new framework of regional
government which is more integrated and more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a large region become
conspicuous especially in OECD contries. Decentralized state system(semi-federal system) is expected
to draw on regional power fully so that could be conducive not only to 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ping with the exigencies of globalization but also to revitalize local governance. This paper reviewed
the efforts to realign regional government in UK, France, Japan and tried to find some implications
could be applied to reform of Korea s prefecture system. To introduce decentralized state system in
Korea,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criteria for integration of territory be considered such as
population, a sphere of life, financial condition. And, research council be established under parliament
or the office of president to prepare institutional design for decentralized state system(semi-federal
system). Also,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decentralized state system(semi-federal system) gradually
according to prefecture s capacity and will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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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OECD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을 통한 분권적 국
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은 1997년 강력한 자치권을 갖는 지역정부인 스코틀랜
드의회를 창설함으로써 준연방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2006년부터 연방정부의 주
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는 도주제를 재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아직 자치권을
가진 지역정부를 창설하지 않고 있지만 지역의 단위를 500만명-1,000만명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도 지역정부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지역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존의 부현을 통합한 도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역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
부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역할비중(국세비중)과 국가경쟁력(경제성장)
사이에 역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역할(국세부담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국세부담률이 높은 국
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Steinmo, 1995 ; 채원호, 2005에서
재인용). 중앙정부의 역할에 의한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정부체제로는 지리적 규모, 자치역량,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획기적인 권한이양
추진에 제약이 있다. 다른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중앙-지방관계, 자치계층구조,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등에 의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사무재조정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역량을 지닌 초광역지방정부의 창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다. 지방정부 또는 지역정부 중에서도 대도시권은 생산성과 혁신역량을 창출하는 핵심요소인 전문화
와 다양성 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지리적 공간으로 인식
되고 있다. 대도시권은 국가의 번영과 삶의 질을 창출하고 지속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에 있어서 지리적
중심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초광역지방정부의 창설에 있어서는 우선적 또는 필수적으로 대도시권
을 포함한 초광역 지방정부의 창설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국가권한의 획기적 이양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다른 자치단
체보다 높은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를 창설하였고, 정치권과 국책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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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자치계층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검토하여 제시한 대안에는 시도
를 분할하고, 시군을 통합하여 전국을 60-70여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한국지
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한 내용에는 현행 16개 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는
방안, 현행 도를 광역경제권 단위로 묶어 5-7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시군의 광역시화 및 도폐지(국
가지방광역행정청 설치)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초광역지방정부로의 개편은 일부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본격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6년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 구상을 통해 정책이슈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경기도지사는
후보시절부터 서울, 인천, 경기를 통합한 대수도를 창설하여 교통, 환경, 복지, 수질 등 수도권의 광역
적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수도론을 제기함으로써 초광역지방정부로의 개편을 역설
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격렬한 반대를 보이는 등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광역지방정부체제 도입배경과 개편내용을 통
해 우리나라 초광역지방정부 도입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광역지방정부체제의 구체적 개편구상 및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현행 행정(자치)계층 및 행정구역에 대해 교통통신의 발달, 지방자치구역과 생활권의 괴리,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도폐지론(시군 통합을 포함), 도와 시군의 기능 개편론, 도와 광역시의
통합론, 자치구의 폐지 또는 행정구 제안, 그리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정시안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논의 된 바 있다.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구역개편을 제기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
은데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이동우 외(2003)는 통근권에 기초하여 28개의 기초생활권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기초경제권
개편대안을 제시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로서 5대 광역경제권 및 3대 초광역경
제권을 제시하고 있다. 5대 광역경제권은 광역수도권, 광역부산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구분되고, 3대
초광역경제권은 광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구분된다. 특징적인 현상은 수도권에 강원도를 포함
시키고 있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경제권(또는 행정체제) 개편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를 광역부산권 또는 동부권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역경제권에 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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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준현(1997)은 자치구역과 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2가지 원칙, 즉 자치구역과 생활권의 일치, 자치
계층과 정주체계의 일치에 근거하여 자치구역개편방안, 특히 5대 광역행정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는 전국을 5대 광역권, 즉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으로 구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별도의 지역권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에서 제시한 광역개편안은 5대 광역권과 2개 지역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강원도
를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별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도 별개의 지역권으로 분리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에 관한 개편구상이지만 자치구역 개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
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2008)은 구역의 분할 등에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자치구역 개편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하겠다. 이처럼 일부 연구에서 초광역지방정부의 창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
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개편근거 및 도입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Ⅲ. OECD 선진국 초광역지방정부 추진사례 및 시사점
이하에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초광역권 지방정부사례를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OECD 국가들도 나라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국
가전체 면적의 규모나 자치단체의 규모, 자치단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집권적 전통 하에서 분권화와 광역화를 동
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등 지역에 따라서
초광역지방정부의 형태와 자치권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초-광역
의 자치계층제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취해온 국가인데 최근 광역자치단체
간 합병을 통한 초광역지방정부체제로의 개편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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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최근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전역을 6개의 대지역(Grandes Regions)으로 분할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이원섭, 2008). 대지역은 일종의 계획권역으로서 행정구역인 레지옹과는 구분된다. 6개 대지
역구상을 담고 있는 것은 2020년 프랑스계획이다. 동 계획에서는 프랑스 전역을 대동부권, 대남동부
권, 대남서부권, 대서부권, 북부권, 파리광역수도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6개 대권역은 종래의 파리 일극집중형 공간구조를 다극분산형으로 개편
하여 나간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파리와 광역파리권은 파리가 수도이며 정치권력의 중심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
적·문화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이래 프랑
스는 정치적으로 분권화과정을 겪고 있다. 중앙집권 국가로 오랫동안 알려졌던 프랑스는 점차 균형적
인 체제로 이동하였고, 1982년과 1983년에 첫 번째 분권화법이 발효되면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이
촉진되었다. 특히 대중교통, 도시계획 및 사회문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권력이 지방정부로 이양되
었다.
1982년 분권법은 새로운 지방정부 계층인 레지옹(광역)을 창설하게 되었는데, 레지옹을 그 자체로
하나의 지방정부로 인정하였다. 1986년 이래 파리광역권은 선거로 구성된 광역의회를 가지게 되었
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이유 때문에 파리광역권은 다른 광역정부와는 다른 취급
을 받았다. 즉, 중앙정부는 다른 레지옹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권한을 파리광역정부에 주기를
꺼려했다. 가령, 대중 교통의 경우에 파리 중앙정부가 대중교통광역위원회를 주재하며 위원회 의석
의 50%를 차지하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도시계획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이루
어지고 있다.
파리의 인구는 210만명 규모이며, 파리시를 포함한 광역 파리권 인구는 1천95만명 정도로서 프랑스
전 인구의 18.6%에 달한다. 광역파리권은 8개의 도 및 1,20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초광역지방
정부에 해당한다. 파리의 경우 인구는 210만 정도이나 프랑스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
의 도(Department)이면서도 동시에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y)의 지위를 가진다. 파리의 중요성
때문에 인접 자치단체 및 타 도와 협조관계를 가지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런던, 동경 및 뉴욕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리광역권 인프라가 필요하
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에는 그간 파리 및 파리광역권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각종 건축규제 등을 해제하였다. 동시에 파리광역권에 대한 새로운 권한관계를 설정하기 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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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권한이양(devolution)을 통하
여 하나의 초광역정부형태를 구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지역에 대해서도 9개 권역으로 구분
하여 위의 3개 초광역정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나
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초광역지방정부의 설정단계를 권한이양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권한이양의 정도에 따른 초광역지방정부 성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권한분산 또는 행정적 권한이양

집행부의 정책결정 권한이양

입법적 권한이양

예시

잉글랜드 지역: 9개 지역에 정부사무소 설치,
웨일즈: 부처의 기능을 지역에 이양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을 지역에 이양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 완전한 입법권한의 이양

자료 : House of Commons(2003).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1단계 권한이양단계는 1999년 이전의 단계로서 가령,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9개 지역에 중앙부처사무소(Government offices for the Regions)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중앙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중앙부처의 지역사무소에 이양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의
미한다. 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둘
째, 집행부의 정책결정권한 이양단계는 영국 중앙정부의 특권적 권한을 지역정부의 장관에게 일정한
성문화된 법적 토대 하에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입법적 권한이양단계는 중앙정부의 법률제
정권한을 지방정부의 입법부(지역의회)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경
우에는 위의 3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웨일즈는 처음의 2가지 권한(행정적 권한과 집행부의 정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스코틀랜드 사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는 영국은 중앙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지방
으로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권한이양의 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특히, 1999년 하나의 초광역
지방정부(혹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의회 구성과 스코틀랜드 집행부의 구성은 권한이양
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등 OECD 선진국의 지방분권 추진에 있
어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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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8년도에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이 통과
되었으며 이 법은 지금까지 없었던 스코틀랜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스
코틀랜드 지역정부는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직접 법률을 제정하고 통과시
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일정한 범위 하에서 자율적으로 국세인 소득세율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른 스코틀랜드 의회선거가 1999년 5월 6일 시행되었고, 첫 번째 회의가 동년
5월 12일 개최되었으며, 동년 7월 1일 여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개원되었다.
이른바 권한이양(devolution)이라는 영국 정부의 분권화정책에 의해 영국의회와 영국정부의 권한
들 중 일부는 스코틀랜드 의회와 집행부로 이양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는 여전히 영국 중앙정부가 가지
게 되었다. 영국 중앙정부는 스코틀랜드에 대하여 100% 권한이양이 아니라 유보사안(reserved
matt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정한 범위 하에서 다양한 방식의 수단을 통하여 느슨하게 관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중앙정부와 스코틀랜드 집행부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집행부와 중앙정부 개별부처 사이에는 개별 기능별 갈등방지를 위해 Concordat라는 협
약이 체결되고 있다. 아울러, 스코틀랜드 집행부와 영국 중앙정부가 맺고 있는 MOU 제2부에는 갈등
발생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기술해 두고 있다. 보다 법적
인 측면에서,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에서도 스코틀랜드 의회와 집행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
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추밀원(Privy Council)의 사법위원회에 조회하여 해결
하도록 하고 있다.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의 고위사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최후적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직접 동원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최근에는 이 문제의 해결권한을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에 부여하려는 시도가
검토 중에 있다.

2) 잉글랜드 사례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와는 다른 초광역지방정부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4년 11월 4일 9개의 잉글랜드 지역 중에서 North East, North West, Yorkshire and
Humberside 등 3개 지역에서 지역정부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North
East에서 처음 부결됨에 따라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된 바 있다. 이 투표에서 찬성은
22%(197,310명), 반대는 78%(696,519명)였다. 그 결과 지역정부 추진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
으나 2007년 고든 브라운 노동당 정부는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잉글랜드의 지역정
부체제 추진을 위한 여러 조치들 중 중요한 기관들을 소개하면 먼저 권역별 중앙합동사무소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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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영국의 중앙정부는 잉글랜드 전체를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중앙정부의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Government Office(Gos)라고 불린다. 각 권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몇 개의 광
역단체를 묶어 놓은 것으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5백만명 수준
이다(최소 258만명에서 최대 807만에 이름). 즉, 이러한 광역권마다 중앙정부의 합동사무소를 설치하
고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잘 집행되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개발청(RDA)은 영국의 지역정책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이다. 지역개
발청 역시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해 지방정부들의 경제기능을 모아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기능을 거의 수
행하지 않는다. 대신 권역별로 설치된 지역개발청이 지역경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
역개발청의 관할구역, 직원 수 등을 개관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권역별 지역개발청 관할 범위

(관할 면적, 인구, 직원 수)

구분

East
Midlands

East of
England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South
West

West Yorkshire/
London
Midlands the Humber

지역개발청명칭

EMDA

EEDA

one North
East

NWDA

SEEDA

SWDA

AWA

Yorkshire
Forward

LDA

인구

419만

541만

258만

688만

807만

493만

533만

504만

751만

면적(㎢)

15,627

19,120

8,592

14,165

19,096

23,289

13,004

15,400

관할자치단체수

9

10

11

22

19

16

15

14

1

직원수

176

141

347

357

324

238

274

350

212

주 : 1) 관할자치단체의 수는 광역자치단체인 카운티 및 기초와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단층자치단체의 수 포함
주 : 2) 직원수는 2003-2004년 기준
자료 : 개별 RDA Annual Report를 기초로 정리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특징은 첫째, RDA의 구성이다. RDA는 지
역개발청장(Chair)과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BERR(종전은 DTI)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다만, 런던개발청은 예외적으로 런던시장에 의해 임명된다. RDA의 장은 비즈
니스 경험이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주로 맡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지방의원, 자선단체임원, 노동
조합 및 지방 기업가들로 구성된다. 일상적인 업무는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에 의해 수행되는
데, 집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장관에 의해 승인된다. RDA는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각 RDA의 직
원인사구조는 각 지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다.
둘째, RDA의 운영이다. RDA는 그 운영에 관하여 BERR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런던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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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런던시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RDA가 수행하는 업무는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 부, 재무부, 농촌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처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BERR 장관은
이러한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RDA의 재원이다. RDA의 재원은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여러 부처로부터 지원되는데, 단일예
산제도, 즉 RDA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프로그램(single programme)체제로 되어 있다.
2005/2006년도의 재원 규모는 약 22억 파운드(약 44조원) 정도 된다.
이러한 예산은 6개의 중앙부처1)로부터 지원되는데, 2002년부터 통합예산제예산제도(single pot)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 부처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RDA가 재량적으로 용도를 정할 수 있다. 이
는 단일프로그램 예산이라고도 하는데 지역개발청의 재원운영특징중 하나이다. 즉, 예전에는 관련 주
무부처에서 항목별로 용도를 정하였지만 단일프로그램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6개 부처의 예산
이 일단 지역개발청으로 넘어오면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통합되어 지역개발청의 재량으로 용처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각 부처들이 부수상실(ODPM)에 각 부처의 성과요구수준을 전달하고 부수상실
은 각 RDA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개별 RDA에 대하여 성과중심의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즉, 부수상실은 개별 RDA들에게 가령, 고용창출 수준, 창업기업 수, 토지개량면적, 지역내 기술교육
받는 사람들의 수,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해 두고(성과계약 방식으로) 이
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의회는 종전에는 regional chamber로 명명되었으나 지금은 9개 권역에서 대부분 regional
assembly로 불리고 있다. 이 지역의회의 구성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면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선거로 구성되지는 못하
였고, 현재 2/3는 지방의원 그리고 1/3은 민간부문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역개발청의
업무를 감시하며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일본
최근 일본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체제로서 도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주제는 47
개 도도부현으로 구성된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보다 광역적인 도와 주로 개편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도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주제 도입의 필요성은 크게 효율성 향상, 민주성 향상, 그리고 국가체제의 재정립으로 요약될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BERR, CLG, DEFRA, DIUS, UKTI, DCMS등의 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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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는 첫째,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는 도주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과 도도부현을 통합
하여 정부규모(인력 및 예산)를 축소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는 대규모 재정적자(2004년 추정총액 1,009조엔 규모)에 직면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평균 76.4%인데 비해 일본은 157.6%에 이르고 있어2) 작은 정부의 추진은
일본의 행정개혁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시정촌의 합병이다. 1990년대 지방분권개혁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대규모 합병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9년 3월 3,232개 이었던 시정촌 수가 2008년 4월 현재 1,788개로 대폭 줄어
들었다(http://www.somu.go.jp/).3) 이러한 시정촌 합병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에 의해 추진
된 것인데 도도부현의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감소되면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시정촌 합병이 가속화될수록 도주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진다.
셋째,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는 지역 간 경쟁의 격화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지역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행 도도부현은
지역적으로 협소하며 권한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산업정
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 시장에 대한 개입은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라는 수단이 빈번히 활용
되었다. 도주제를 통해 보다 광역화된 지방정부가 설치되면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불필요한 규
제도 상당수 완화 혹은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민주성 향상 측면에서 현재 도도부현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의 대부분은 국가가 법령으로 집행
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의 세부사항까지 규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주제를 도입함으로
써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도주에 이관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통제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재정력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하나의 도주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의 평
준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주제 추진방안으로 2006년 2월 총리의 자문기관인 지방제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도주제 개편시
그 구역분할에 대해 전국을 각각 9개, 11개, 13개의 블록으로 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地方制度
調査會, 2006). 이는 각 성청 지방분국의 배치상황, 교통 및 물류흐름, 인구 및 경제규모, 생활양식의
공통성과 같은 문화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도주의 구역은 복수의 도도부현을 통합한
광역적 단위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홋카이도 및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경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2006년도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총 세수는 85.5조엔 인데 일본 전체의 세출총액은 147.2조엔에 달하고 있다 .
3) 시정촌의 단체장 1,400여명과 지방의원 17,000여명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공무원의 인건비도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
무성은 연간 1.81조엔의 삭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總務省市町村の合倂に˝§する硏究會, 20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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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하나의 도주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편된 도주의 인구규모는 1,000만명 내외를
상정하고 있으며 도주의 기능에 대해‘일정한 권역을 단위로 하는 주요 사회자본형성계획 및 집행’
,
‘광역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환경보전 및 관리’
,‘광역경제권단위의 지역경제정책 및 고용정
책’
을 제시하고 있다. 도주의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세 중심의 재정구조를 추구하되 일정수준의 지역
간 격차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도주제 도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
진할 것, 도주에 집행부와 의결기구를 두되 단체장 및 의회 의원은 도주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할 것,
도주-중앙정부간 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 및 도주와 시정촌 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도주제 추진과정에서는 정부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경제계 단체, 정당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도주제 도입이 포괄적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
요도 있다. 즉,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각 주체별로 도주제의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기본적으로 유럽의 기초자치단체들의 규모는 한국, 일본과 비교할 때 소규모 자치단체가 다수 존재
한다. 실제로 EU 평균 각 자치단체 당 인구는 4,000명 정도로(岡部一明, 2002) 우리나라의 기초자치
단체 평균인구인 20만명,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평균인구인 6만6천여명에 비해 상당히 적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등은 그 평균인구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을 비교하면 평균면적 면에서는
단방제 국가들에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계 연방제 국가들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엄격한 중앙집권국가에 비해 분권화된 국가, 특히 연방국가의 경우 광역자치단
체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면에서는 전체 평균수준과
유사하나 평균면적에 있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간수준에 속하고 있어 초광역지방정부 도입의 여
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세계화가 진전되고 EU가 통합되어 감에 따라 영미계 연방국가에 비해 다수의 광역지방자
치단체가 존재하는 유럽대륙의 중앙집권형 국가들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
다. 소규모 기초자치단체간의 합병은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간의 합병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초광역지방정부체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39

<표 3> 광역자치단체의 규모 비교
구

분

광역자치단체

한

국

특별시·도

영

국

광역레벨
레지옹
데파르트망
레지오네
프로빈치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총

수

평균인구(천명)

평균면적(k㎡)

16

2,902

6,204

87

552

1,494

22

2,675

25,068

96

613

5,745

20

2,868

15,066

103

557

2,925

자치주

17

2,316

29,764

프로빈시아

50

787

10,120

일

본

도도부현

47

2,690

8,039

미

국

주

50

5,305

183,598

캐나다

주

12

2,525

830,884

일

란트(주)

16

5,127

22,314

스위스

독

칸톤(주)

23

309

1,795

주

8

2,344

968,403

호

주

자료 : 田村秀(20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지방분권의 추진에 있어서 1979년 웨일즈 의회의 설치에 관한
주민표결을 시작으로 기존의 카운티나 디스트릭트가 아닌 지역적 수준의 지방정부를 새롭게 창설하려
는 노력을 경주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5년 이후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음에
도 불구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국가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자치
권을 갖는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22개 레지옹을 6개 대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2020 프랑스계획). 프랑스의 대권역 구상은 파리 일극집중형 공간구조를 타파하고 국토의 균
형발전을 추구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미 새로운 지역정부가 창설된 영국의 경우 부여된 권한의
정도는 다르지만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지역의회가 설치되었다. 웨일즈는 1979년
주민표결에서 실패한 이후 자치헌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1997년 주민표결에서 다시 자치
권을 가진 지역의회의 창설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에 반해 스코틀랜드는 1997년의 주민표결
에 의해 보다 강력한 자율성을 갖는 새로운 지역의회(Scottish Parliament)를 창설하는데 성공하였
다. 스코틀랜드의회는 주민에 의해 직선되는 의원으로 구성되고, 집행부의 구성과 더불어 조세권(조세
변경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인 소득세의 3% 범위 내에서 증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영국의
회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범위 내에서 스코틀랜드 지역문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Lancaster
& Roberts, 2004: 371-378; Mitchell, 2003: 176).
이상의 사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행 광역행정체제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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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한다. 즉,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의 권한이양은 이양된 권한의 비효율적 사용
과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치역량은 권한이양을 통해 일정 정도 증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자치단체
의 인구와 경제력 등에 의해 제한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정부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다. 따라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토대구축의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분권국가체제 구축의 차원에서 지금보다 강화된 자치역량을 갖춘 초광역지방정부체제의 도입이 요구
되는 것이다.4) 이상과 같이 OECD 선진국에서는 지역정부에게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등 새로운 지역정부의 창설 또는 위상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대도시권 지역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제고
를 위해 대도시권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강화 또는 새로운 지방정부체제의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림 1>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좌표축 상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국내외사례들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초광역지방정부체제와 여타 개편대안과의 비교

자료 : 안영훈(2008), p.18의 <그림 2>를 수정하여 작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유럽 및 일본의 단방제 국가들의 초광역지방정부 논의에서 연방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연방제는 행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과 입법권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과의 관련성이 적고, 초광역지방정부간 조
정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높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
할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지역의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지방정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초광역
지방정부간의 이해조정 문제와 초광역지방정부간의 격차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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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우리나라 초광역지방정부 도입방안
1. 개편구상
1) 초광역지방정부 개편 대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획기적 지방분권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자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정부 권역 넘어서는 초광역지방정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초광역지방
정부의 구역설정에 있어서 인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500만명 이상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산업클러스터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를 하나이상 포함하며 아울러 주민의 생활권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대 초광역권으로 개편하는 방안, 둘째, 서울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는 대안, 셋째, 수도권, 서부권, 남부권 등 3대 초광역권으로 구분하는 대안 등을 들
수 있다. 전국을 3-4개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다시 시군을 통합하여 광역체제로 개편할 경우 국
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립성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표 4>는 이러한 각 대안이 실현될 경우 지역의 자립성과 경쟁력 등을 추산하기 위하여 인구, 면적,
재정력(국세수입과 재정자립도), GRDP 등을 비교한 것이다.5)

2) 중앙정부, 초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지방분권의 근거로서 강조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arities)은 지방자치단체 우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면 어떤 행정수요
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가능한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하고(自助),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
이 불가능할 경우 단체·집단(기업, 민간단체)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共助), 단체·집단
수준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민·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인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떠
맡게 된다(公助). 다시 말해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우리나라 초광역지방정부의 GRDP를 OECD 국가중 강소국가들과 비교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는 300조원 이상의 수준을 보
이고 있고,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는 200조원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100조원대의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우리나라 초광역지방정부 중 대안Ⅰ과 대안Ⅲ의 수도권은 369조원으로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안Ⅰ
의 영남권, 대안Ⅱ 및 대안Ⅲ의 남부권은 200조원 이상의 수준을 보여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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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편 대안별 초광역지방정부 현황 비교

대안Ⅰ

구분

인구(명)

면적(㎢)

국세수입(백만원)

재정자립도(%)

GRDP(백만원)

수도권

25,642,559

27,205

60,927,453

68.04

369,106,520

충청권

4,988,690

17,339

7,913,106

46.64

81,745,897

호남권

5,252,621

20,947

7,229,229

33.71

69,672,431

영남권

13,178,704

34,095

17,520,210

50.52

203,093,143

제주특자도
구분

대안Ⅱ

1,848

354,232

37.60

180,720

면적(㎢)

국세수입(백만원)

재정자립도(%)

GRDP(백만원)

서울권

17,372,414

21,307

50,808,942

55.09

240,655,593

중부권

13,258,835

23,237

18,118,510

46.14

210,196,824

서부권

5,252,621

20,947

7,229,229

33.71

69,672,431

남부권

13,178,704

34,095

17,520,210

50.52

203,093,143

561,695

1,848

354,232

37.60

180,720

제주특자도

대안Ⅲ

561,695
인구(명)

구분

인구(명)

면적(㎢)

국세수입(백만원)

재정자립도(%)

GRDP(백만원)

수도권

25,642,559

27,205

60,927,453

68.04

369,106,520

서부권

10,241,311

38,286

15,142,335

39.36

151,418,328

남부권

13,178,704

34,095

17,520,210

50.52

203,093,143

561,695

1,848

354,232

37.60

180,720

제주특자도

우 비로소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초국가기구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하는
데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업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정정길외, 2007).
그런데 중앙정부, 초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
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지역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
실 보충성 원칙의 등장에는 유럽통합으로 인한 국가주권의 축소 내지 제약과 초광역지방정부의 확산
이라는 기조변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한 의미
에서 중앙, 초광역지방정부, 기초정부간의 권한배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정책결정은 해당 행정문제의 성격에 가장 적합
한 단위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그 집행은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NGO등)부문을 포함
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제도형성권한을 포함하여 초광역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자립적 지역행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초광역지방정부 내에서도 각 기초
자치단체의 능력을 고려한 역내 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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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새로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체계
각 수준별 정보가 담당할 주요 기능
중앙정부
- 국방, 안전보장, 외교, 출입국관리
- 사법, 국가치안, 통화, 금융, 도량형, 공
정거래, 근로기준
- 공적보험, 약품규제, 고도의 전문적 과
학기술, 고속철도
초광역지방정부*
- 교육기본정책 및 고용정책 :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 사회자본 정비 및 국토관리 : 하천, 도로, 항만, 산림
- 산업활성화 : 농수, 상공, 관광, 산업육성
- 광역방재, 위기관리, 경찰, 자치입법
기초지방정부
- 생활환경 개선 : 하수도, 공원, 가로의 정비, 쓰레기 처리
- 주민생활 밀착 서비스: 소방, 지역방재, 환경, 의료, 복지, 위생, 보건, 교육, 문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중앙정부와 초광역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고려해야 하는데, 먼저 중앙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국제사회에서의 국익확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평화유지, 국가안
보 등의 전통적인 영역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등의 국제적 협정 체결 등의
통상정책, 석유를 비롯한 각종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 국제적 투기자본의 관리 등이 최근 중앙정부
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핵심기능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화할 필
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의 대부분을 초광역지방정부에게
이양해야 하며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는 최소기준의 설정에 그 역할을 한
정하고 그 집행수준 및 방법은 초광역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중앙-지방관계 속에서 각 수준별 역할분담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사무(외교, 국방, 통화, 사법, 통관, 통상, 금융), 전국적 규모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사무(우주
항공, 고속철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무(의료보험, 연금, 공정거래, 근로기준)에 대해
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교육, 최저생활보장 등에 관해
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수준은 초광역지방정부에게 맡기는 것이 지역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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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방안
초광역지방정부 도입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계되며 대대적인 법률개정작업이 수반되어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초광역지방정부 실현에는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이러한 장애를 돌파하기 위해
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한 접근법은 크게 점진적 도입안과 전면 도입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참조).

<표 6> 초광역지방정부의 단계적 도입전략
구

분
대안 I

현행 광역자치단체
와 병행 도입
점
진
적
도
입

내

용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체로서 초
광역지방 정부를 도입
단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권한을 초광역지방정부에 이양

장

단

점

새로운 제도도입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행정의 비효율화 우려(옥상옥), 재정확보의 문제 및 대표선출
의 문제가 노정될 수 있음.
지자체의 자발적 동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

대안 II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 도입

조건을 갖춘 지역부터 초광역지방정
부를 도입
도입과 동시에 광역자치단체는 폐지

고 주민의 동의도 얻기 쉬움.
도입지역과 미도입지역간의 제도 운영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
란이 초래될 수 있음.
재정력이 낮은 지역끼리, 혹은 재정력이 높은 지역끼리 연합
할 경우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전
면
도
입

대안 III
일괄 도입

전국 동시 도입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구역의 분할에 대한 주민의 동의 확보 및 조직간 통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점진적 도입안 가운데 제1안은 현행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광
역자치단체간의 연합체로서 초광역지방정부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초광역지방정부에 광역자치단체의
기존 권한과 중앙정부로부터 신규이양 받는 권한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관할
구역내 광역자치단체는 폐지된다. 이 방안은 비교적 도입이 손쉽고 정치적 저항도 적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행정효율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행정의 복잡화를 초래해 비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
의 광역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의 조정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중앙
정부로부터의 사무 및 재정권한의 이양이 부진할 경우 초광역지방정부 도입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우
려도 있다.
제2안은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초광역지방정부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재정능력 등 자치
역량을 갖춘 대도시지역이나 자율적 정책추진의지를 가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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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정부 도입과 동시에 기존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데 여건과 능력을 갖춘 권역부터 도
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안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출범한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방식은 중앙정부의 권
한 이양이 특례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6) 이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초광역지방정부에 대
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
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면 도입안인 제3안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초광역지방정부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제도의
일관성과 체계성 면에서 여타 방안보다 뛰어나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권한 및 재정권 이양수
준의 문제도 있었지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견제도 자치권 확대의 걸림돌이었다. 초광역지방정부의
전면적 도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면 도입안의 경우 헌법개정이 요구
되는 등 국민적 지지와 국회의 동의확보 등 정치적 저항 극복이 큰 과제이다. 지방의 단체장 및 지방의
원의 동의,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7)

Ⅴ. 결론
지금까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지방분산을 통한 분권적 국정체제가 필요하
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단위를 초광역권으로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초광역
지방정부체제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OECD 선진국의 초광역지방정부 추진사례를 고찰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광역지방정부체제의 개편가능성과 개편구상을 제시하면서 도입방안
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먼저, OECD 선진국의 초광역지방정부체제 사례 고찰을 통해 광역화와 분권화의 동시추진, 다양한
형태의 지방거버넌스 채택가능성, 차등적 분권의 추진, 수상직속의 추진기구설치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초광역지방정부 개편대안에서는 인구 및 산업거점을 고려하여 현행 시도광역자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초광역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관련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보다 강화된 재정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
교부세 총액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제도를 유지하면서 총액의 1.57%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특별법 제75조), 일부 지방세율의 탄력적 조정, 지방채발행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립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
하기에는 재정분권화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제2안 도입시 초광역지방정부의 재정적 분권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수준보
다 높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초광역적 지방정부의 창설을 전제할 때, 현재의 시와 군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만드는 대안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에 반해 도폐지를
통한 단층제 구조는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뿐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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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통폐합에 의한 몇 가지 초광역지방정부 개편대안을 제시하였다.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초광
역지방정부는 유럽 강소국수준과 유사한 경제규모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광역지
방정부체제의 중앙, 초광역지방정부, 기초정부간 권한 배분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개편전략에 있
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초광역지방정부체제의 도입은 헌
법을 포함한 국가체제 전반의 개편이 수반되며 기존의 시도체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만큼 정치적 저항
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점진적, 단계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저항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자치역량에 상응하는 권한이양이라는 초광역지방정부체제 도입취지에도 부합된다.
한편, 초광역지방정부체제 도입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할 필요도 있
다. 영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지방정부위원회를 두어 자치계층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도주제 개편에 있어서 수상직속의 지방제도조사회를 두고 있으며 광역자치
단체 차원의 독자적 개편안 개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국회차원의 초광역지방정부체제 검토위원회
를 두거나 대통령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두어 여러 가지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아울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회를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편대안을 검토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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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진단과 대안*

조 성 호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道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의 비중이 낮아 도의 단순 중계
기관화이다. 둘째, 지방행정계층간 업무중복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책임회피 및 업무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기능 중복, 그리고 도의 조정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행정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특별법(안)들의 개편방안을 진단하고, 바
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진단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의 행정계층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이고, 우리나라의 기초자
치단체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자치계층의 축소 및 행정구역의 통합보다는 중
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사무의 국가편중과 국가 - 광역자치단
체 -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중복을 해소할 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가적인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_ 지방행정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
* 본 연구는 경인행정학회 춘계기획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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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Diagnosis and Alternatives on
Speciality Laws Alternatives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Cho, Sung-ho

According to the Problem Analysis of Local administration in Korea, Firstly Office Works
accompanied by Provincial Governments were low Rates. Secondly, Because of Office Works
Overlaps between Region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e Conflicts of two local
Governments and Office Works Delay were occurred. Thirdly, The Functions Overlaps Between
Specialty Local Administrations and Local Administrations, the Weakness of Provincial Governments
existed. This Study Diagnosised Reorganization Methods of Specialty Law to solve thes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Problems,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By Diagnosis Results for Reorganization Methods of Specialty Law, The Local Classes of mostly
Nations were two layers and the Size of Basic Local Governments was large. So the rational Solutions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were Funcion Coordin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If Centralization Power and Office Works Overlap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were solved, the Goal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s were attained.

Key words _ local administration system,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specialty law on local

administration system function coordin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진단과 대안 | 51

Ⅰ. 서 론

해방이후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시대에 정착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중앙권한 이양의 미흡, 기관위임사무의 과다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로 말미암아 지방행정체
제의 문제점을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道가 직
접 수행하는 사무의 비중이 낮아 도의 단순 중계기관화이다. 둘째, 지방행정계층간 업무중복으로 인하
여 불필요한 마찰과 책임회피 및 업무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기능 중복, 그리고 도의 조정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통계, 중소기업, 환경, 건설업무 등 대부분의
특별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도와 시군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 조성호, 2006).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2005년부터 지방행정체
제 개편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2005년에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여 2006년 지방선거전에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정치권에서 새롭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불거진 것은 2008년 8월 28일 민주당에서 도폐지 자
치계층 1계층화, 통합광역시 70개 전후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
해서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2008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
당 대표의 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8대 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
정과제에도 포함을 시켰다(이기우·조성호, 2009).
이어서 한나라당의 권경석 의원이 2008년 11월 3일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그
이후로 3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2008년 12월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이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였다. 2009년 2월 민주당의 노영민 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
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2009년 3월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
은 강소국 연방제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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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와 주요 쟁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면 도·시·군 자치계층 및 행정계층의 수를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변
화를 주는 것과 자치행정구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간
의 기능개편과 자치계층간의 계층구조 개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구역변경과 같은 지
방행정구역개편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이기우, 2009).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행
정구역이 확대될 경우 규모경제의 확보로 행정의 효율성 달성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 지역간 갈등
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 행정구역을 축소할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효율성, 민주성, 공간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조성호외, 2009).
이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우리나라
의 지방행정체제는 자치 2계층, 비자치 1계층의 3계층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며,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는 자치 2계층, 비자치 2계층의 4계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다층적 행정계층은 수직
적 계층 간, 수평적 계층 간으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의 쟁점
은 다음과 같다(조성호외, 2009).1)
첫째, 수직적으로 관리층의 차이가 많고 복잡하여 정책수행의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지
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전달과정에서의 의사결정비용과 행정비용의 증대, 즉 거래비용이 증대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수직적 행정계층이 많으면, 그로인한 전달기능 수행을 위한 중간 행정 기구
가 필요하게 되어 행정조직의 규모가 방대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대하고 복잡해진 행정조직은
관료주의적 성향을 갖는 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계층 사이의 기능 및 사무배분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
단체간의 법령상, 직무상의 기능 및 사무배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동일한 행정기능 및 사
무를 두 계층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관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에 대한 권한은 이양
하지 않고 책임만 부과하게 되고, 또한, 조직이 복잡 방대하여 책임회피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넷째,
수평계층 사이에도 경쟁으로 인해 상호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행정관리를 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익섭(2005), 육동일(2005), 홍준현(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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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쟁점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학계에서
진행되어 왔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2)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분류하면, 도폐지, 광역시·도
통합, 시·군 통합을 의미하는 하드웨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연구와 중앙과 지방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조정(사무재배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연구로 구분된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종수(1996)
는“지방자치계층, 행정계층구조 축소개편”
에 관한 연구에서 도의 폐지를 통하여 시·군 중심으로 단
층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박승주·박양호·심익섭·이남영(1999)은「마지막 남은 개혁@2001」
에
서 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1개 특별시와 65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경환(2003)은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와 방향”연구에서 대구, 광주, 대전 등과 같은
내륙지역의 광역시를 기존 도에 편입하고 광역시의 법적 지위를 지정시로 전환함으로써 잔여도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논의로는 이승종(2008)은“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 방안”
에서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통하여 1단계로 1특별시 9개도로
개편하고 2단계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통합으로 1특별시 7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도철(2008)은“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 패러다임”
에서 4개 광역지방정부와 100여개의 기초지방정부
로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기능조정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홍
준현(2001)은“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연구에서 도 폐지를 반대하며 도와 시·군 기능의
분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기우(2006)는“우려되는 지방행정구역 및 자치계층”
에 관한 연구에서 도
폐지론의 불합리성을 중앙집권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하며, 그 대신에 지방분권이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조성호(2006)는 중앙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
양하고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도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며, 도의 기
능 중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의 도와 기초자치단
체간의 기능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하혜수(2008)는“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전략 및 체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구체적인 내용은 조성호 외(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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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초광역지방정부로 개편하고 국가적 기능의 지방이양 등 기능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선행연구를 평가하건데,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 폐지, 시·군 통합 등 하드웨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지방분권
을 통한 중앙 - 광역 - 기초 간에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조정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면서, 보완적으로 하
드웨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테면,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현가능성은 박약하다. 프랑스 미테랑 정권의 경우, 인구 1천명도 안되
는 작은 코뮨을 3천명 정도의 코뮨으로 통합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으며, 영국의 대처정부 때는 런던시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였으나 블레어 정권에서 부활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43개 현간의 통폐합은
지난 1988년 성립된 이래 전혀 변동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임승빈, 2006). 따라서 현 시점에서 더 중
요하고도 쉬운 편인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조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조성호,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평가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조정(사
무재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현황 분석3)
2008년 8월 민주당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공론화한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과 반대, 또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
이는가 하면 세부적으로 지방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
정치권의 논의는 현 지방행정체제가 경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주체계적
으로 정주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행정적으로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
체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권의 개편방안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구체적인 내용은 조성호외(2009)를 참조.
4)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아직 명
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보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
방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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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시 구성안 : 권경석·우윤근 의원의 발의안
2008년 8월 민주당은 다층적 행정계층은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5) 이후 정치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
한 논의와 움직임이 이루어졌으며,6) 현재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통합시 구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과「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민주당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등 4대 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2008년 11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7)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시는 광역 및 기초의 2계층, 광역시는 광역의 1계층, 도의 경우는 광역 및
기초의 2계층으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도지사를 국가가 임명하고 그 기능을 국가위임 사무에 한정하
며, 자치사무는 50~60개로 통합된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를 4~5개로
통합하며, 광역시는 유지하되 자치구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인 기존의‘도’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 총수의 3
분의 2가 통합되면 기존의‘도’
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행정기관인‘도’
를 설치하고,8) 수개의 광역행
정기관을 관할하는 대권역 행정기관을 설치하며 또한 기존의 시·군들을 통폐합 통합지방자치단체를
만든 후 그 아래에 행정시 또는 행정군을 둘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기존의 자치
단체인‘구’
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통합자치구를 설치하게 하고, 통합자치구 아래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구역안의 자치단체를 행정구 내지는 행정군으로 변경하게 하
였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주민자치기구로 하며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2008년 12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하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당시 민주당은 자치 2계층, 비자치 1계층의 3계층을 기본구조로 하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행정계층을 축소하기
위해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시·군·구를 60~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6) 2008년 8월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제시 이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의 회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8대 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구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후 10월 21일에 정부는 계층
구조단순화 및 규모의 적정화와 국가경쟁력재고를 위한 기능재배분에 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
켰다.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는 없으나 계층구조의 단순화 및 규모의 적정화,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능재배분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7)「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자: 권경석(대표발의), 이낙연, 김학송, 심재철, 이종구, 박대해, 김재경, 주광덕, 황진하, 김
성조, 유정현, 김성희, 정두언, 신성범, 정의화, 이명규, 허범도, 최구식, 정갑윤, 김태원, 허원제, 이한구, 서상기, 진수희, 김태환, 김정
권, 이정현, 장제원, 윤영, 신지호, 이은재, 조진형, 조해진, 손숙미, 이종혁 의원(35인), 발의연월일: 2008.11.03, 의안번호: 1699.
8)「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제5조 (자치계층의 조정) 제1항의 내용만으로는 새로운‘도’
가 자치단체인지 자치단체가 아닌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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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권경석 의원의 법안과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배경 및 기조는 유
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
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특별자치시10)로 구분하였고, 둘째, 도는 폐지하되 도의 관할 구역 안
에 있는 시·군은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해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통합시’
로 개편하고, 통합
시에 행정군·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자치구 및 자치군·구는 통폐합하여 행정구 및 행정
군·구로 하였다. 넷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군·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주민
자치기구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2.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촉진(안) : 민주당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9년 2월 민주당의 노영민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간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역량
발휘를 위한 적정공간 탐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밝히고 자치단체간
자발적 통합을 위한「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하였다.11)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은 기존의 시·군
통합(도농통합시의 구성)을 확대하여 2개 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의 통합을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제2조), 시·군·구별 일정수(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의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기구인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 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한, 자치단체 통합에 있어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지역 발전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
을 협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며(제10조부
터 제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안
건을 부결할 경우 통합추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15조부터 제17조까지)과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게 통합 지방자치단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자: 우윤근(대표발의), 이춘석, 김충조, 박영선, 강창일, 강기정, 양승조, 송민순, 이윤석, 김
유정, 노영민, 박기춘, 주승용, 최철국, 김영진, 김희철 의원(16인), 발의연월일: 2008.12.12, 의안번호: 3019.
10) 제주특별자치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시로 변경하는 것이다.
11)「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자: 노영민(대표발의), 김재균,김성순,김효석,이용섭,홍재형,천정배,김
창수,김종률,허범도,이상민,최철국,장광근,임동규,허 천,김태환 의원(16인), 발의연월일: 2009.2.9, 의안번호: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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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에 따른 권한의 범위, 지방교부세 산정,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부의장 정수 등에 대하여 일정기
간 동안 특례를 부여하고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 및 통합으로 절감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제19조부터 제28조).

3. 강소국 연방제(안) :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년 3월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은 중앙집권적 국가구조를 개선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
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광역시·도간 통합을 통하여
자치역량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강소국 연방제안을 중심으로 하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
별법안」
을 대표발의하였다.1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생활권·경제권의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구역과의 일치 여부를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제4조 및 제
5조).
또한,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치단체는 외교·국방·통화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
외한 교육, 문화, 경찰, 환경, 지역경제 및 산업 등의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사무의 이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10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 대상의 선정, 통합을 위
한 재원 조달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시도통합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제1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군·
자치구의 행정구역조정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행정구역통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17조).
이상과 같은 정치권의 지빙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자: 이명수(대표발의), 이재선, 심대평, 류근찬, 임영호, 김창수, 박상돈, 박선영, 김낙성, 이
용희, 김용구, 권선택, 이영애, 이진삼, 이회창, 변웅전 의원(16인).발의연월일: 2009.3.31, 의안번호: 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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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권경석 의원 발의안

우윤근 의원 발의안

노영민 의원 발의안

이명수 의원 발의안

행정계층

서울: 2계층, 기타: 1계층
(광역·통합시)

1계층
(특별·광역·통합시)

2계층

2계층

특별시

광역시

(유지)
自治區는 4∼5개로 통합

(유지)
區는 行政區화

(유지)
구는 5개 정도로 통합,

(유지)

行政區화
(통합)

(유지)
區는 行政區화 長은 선출,

(유지)

議會 불구성

통합하여 초광역도 설치

개편내용
도

시·군

(폐지)

(폐지)

도의 기능전환(자치단체×)

국가 광역행정

→ 대권역 행정기관 설치

기관의 설치

(통합)

(통합)

50∼60개로

70∼80개로

특별시·광역시·도 간을

(유지)

(자율 통합)

(통합·조정)

시+시, 시+군,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

군+군 간

을 고려하여 개편

자료 : 조성호(2009).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평가13)
통합시 구성안인 권경석·우윤근 의원 발의안의 강점은, 우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지방행정의 단계 축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치권의 여야가 합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추진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권경석·우윤근 의원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로 도 폐지, 국가기관화로
중앙집권화 확대 국가행정계층이 2계층이 증가되고, 자치계층은 1계층으로 축소되어 지방자치가 무
력화 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들은 보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
으로 하는 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시·군의 통합으로 광역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은 도 분할, 시·군폐지로 도의 협역화, 기
초자치 내지 생활자치의 포기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대권역 국가행정 기구설치로 중앙집권화 가중, 국
가공무원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치 역량 감소로 지역경쟁력 약화, 지역발
전의 중앙정부의존 심화, 주민불편 가중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구체적인 내용은 조성호(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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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진국의 광역정부와 자치계층과의 관계
구분

광역정부형태

광역수 평균 주민수

뉴질랜드

Regional
Councils

12

네덜란드

provinces

덴마크

독
미

책임권한의 범위

면적(㎢)

자치계층

30만명

민방위, 광역권 자원관리, 교통계획,
환경오염감시

27만

12 regional councils
74 territorial authorities
147 community boards
7 special authorities

12

130만명

기초감독, 민방위, 쓰레기처리,
지역개발, 고속도로 건설·유지,
에너지·물 공급, 대중교통

3만4천

12 광역, 572 기초

Counties

14

37만명

병원, 보건, 평생교육, 생활복지,
지역계획, 농촌보전, 고속도로
건설·유지, 대중교통

4만2천

14 광역, 273 기초

일

Landers

16

510만명

교육, 고속도로, 병원, 경찰, 시민안전,
구조, 지역정책·계획

34만9천

16 연방, 426 크라이스
16,068 기초

국

State
governments

50

530만명

사회복지, 의료, 교도소, 고등교육,
고속도로, 경찰

스페인

Autonomous
Communities

17

230만명

도시개발, 지역개발, 주택, 공공건설,
환경, 사회복지, 관광, 통신

스웨덴

Lan

24

36만명

이태리

Regionis

20

일

본

도도부현

영

국

50 State, 3,034
County, 35,933 기초
49만9천

17 광역, 50 중간
8,082 기초

보건의료, 문화·관광분야 재정지원,
지역경제발전

1만8.7천

24 Lan, 286 기초

280만명

지역사회복지, 계획, 경제발전,
건강, 경찰

29만4천

20 광역, 95 중간
8,074 기초

47

260만명

전략기획, 도도부현 도로개발·유지,
고등학교, 경찰

8천

47 광역, 821 기초

regions

4

250만명

지역개발, 지역경제발전, 환경보전,
관광 등

24만2천

56 광역, 480 기초

프랑스

regions

26

250만명

지역계획, 경제발전, 고등학교,
투자정책조정, 기업파트너지원

54만4천

26 광역, 100 중간
36,779 기초

오스트리아

Land

9

92만명

에너지 배분, 주정부 법률제정 및
집행권, 공공보건의료, 스포츠와 문화

8만4천

9 주정부, 35 Kreise
2,381 Gemeinden

9만2천

7 Region, 18 County
4,257 parishes

포르투갈

Region

7

151만명

지역 수준의 집행기구로 지역발전정책을
담당(Region) 18개 카운티는 협력 및
조정기구, 문화, 사회복지, 교육 업무
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역할

핀란드

laanit

5

106만명

지역개발, 지역계획, 유럽구조기금에
의한 지역정책 집행 등

33만8천

5 laanit(provinces)
20 Maakunnan Liito(County)
446 municipalitie

노르웨이

County

19

25만명

중학교 교육, 지역발전(경제), 교통,
환경, 무역 및 산업정책

38만5천

19 County
440 Commune

Province

2

1,150만 명

지역계획, 지역개발 등

3만5천

2 Provinecs, 18 County
5 Provincial cities

대

만

자료 : 안영훈(2005)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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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안)인 민주당 노영민 의원 발의안의 강점은, 우선적으로 자치단체
의 의견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자치단체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자치단체간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통합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자치단체 통합
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주민투표 발의
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도의 폐지를 전제
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경석 의원안, 우윤근 의원안 보다는 무리가 적은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반
면에 민주당 노영민 의원 발의안의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시·군·구의 현재 규모도 세계에서 가장 큰
편인데, 이를 확대하는 경우에 지원과 특례를 인정하여 촉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로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이 아니라 분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
치를 보장하기 위한 경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
<표 3> 각국의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면적 비교
국가명

인구

면적

(단위 : 천명, ㎢)

기초자치단체
개 수

평균인구

평균면적

한

국

48,386

99,912

234

206.8

426.9

일

본

127,347

377,385

3,229

39.4

116.8

영

국

60,178

241,752

434

138.6

557.0

프랑스

59,440

543,965

36,700

1.6

14.8

독

82,506

357,021

15,300

5.4

23.3

8,170

83,855

2,350

3.5

35.7

42,600

506,030

8,100

5.3

62.5

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16,068

41,863

548

29.3

76.4

포르투갈

10,084

92,389

308

32.7

300.0

핀란드

5,184

338,127

452

11.5

748.0

노르웨이

4,525

386,919

435

10.4

889.5

스웨덴

8,833

450,000

310

28.4

1,451.7

자료 :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보고서(2006).

강소국 연방제(안)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안)의 강점은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자치권, 자치재정권, 법률제정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
째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정책과 지방행정체제의 통
합적 추진을 위해 적합한 개편 방안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기초자치단체의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권·
경제권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써 대대적인 개편에 비해 무리가 적다는
점이다. 넷째로 준연방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통일 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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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비교평가
구분

강점

권경석 의원 발의안

우윤근 의원 발의안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지방행정의 단계 축소
여야가 합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함

노영민 의원 발의안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현정부의 5+2광역경제권과

통합을 점진적으로 유도

연계가능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광역정부의 경쟁력강화로

주민에 의한 자발적 통합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

가능

통일 대비에 유리

도의 국가기관화 및 국가단위의 광역행정기관 설치로

문제점

이명수 의원 발의안

중앙집권화 가중

현행 시·군·구의 규모가

국가행정계층이 증가되고 국가공무원이 증대되어 지방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

시대에 역행

당성이 저하

도분할로 지역역량 분산, 지역경쟁력 및 자기책임성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후퇴, 중앙 의존 심화

를 보장하기 위한 배려가

시군폐지에 의한 기초자치 포기로 생활자치의 어려움 및

없음

주민불편 가중

행정구역의 지역공동체성
약화 우려
헌법 및 관련 제도의 개정이
많이 요구되어 장기간시간이
소요
정치권 및 중앙정부의 반대
에 직면

자료 : 조성호(2009).

반면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안)의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행정구역의 초광역화로 지역공동체성
의 약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준연방제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헌법 개정을 포함한 관
련 제도의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준연방제를 반대하는 정
치권 및 중앙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Ⅳ.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
앞 장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안)들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의 행정계층이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이고,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은 자치계층의 축소 및 행정구역의 통합보다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긴요하다.
행정기능 측면에서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첫째로 중앙집권적인 사무체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무가 85%이고, 순수지방사무가 15%에 불과하다.14) 둘째로 중앙의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중복이 심각한 실정이다.15) 9개 부처(257개 기관 10,233명)의 특
별지방행정기관을 살펴보면,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

62 |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2호

양수산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보훈청 등이다.
셋째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16)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사무중복이 심각하다는 것이다.17) 지방사무
(11,363개)중 국가-광역-기초의 공동사무는 3,746개로 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방행정연
구원·한국행정연구원, 2002).
따라서 획기적 지방분권과 사무재배분을 통해 사무의 국가편중과 국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
단체의 사무중복을 해소할 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
고, 국가적인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간 기능조정,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기능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앙과 광역간 기능조정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 광역행정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광역행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지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광역행정적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야말로 바로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기본적
과제가 되고 있다(이병기 외, 2007: 113-1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국가 전체사무 41,603개 중 지방사무는 27%인 11,363개 사무(국가위임사무 포함), 순수 지방자치사무는 15%(6,306개 사무) (한국지방
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2002).
15) 첫째,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들 수 있다. 특히, 업무의 중복은 기구나 조직의 존립기반을 강화하려는 역기능과 연계되기
때문에 부처간 이기주의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파생시킬 수 있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39-40). 둘
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수행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인 것이 많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간의
중복업무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사무로 규정한 내용들이 대다수이고 특히 집행₩규제적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금
창호, 1996: 51).
16) 첫째, 도의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너무 많다. 총무처 조사에 의하면 도사무 중에서 기관위임사무는 48%이고, 그것은 지역개발₩생활
환경관련사무와 산업진흥사무에 대다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비법령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도 위임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무들도 많다는 점에서 보면 실제로 도에 기관위임된 사무를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영수, 1995: 55-56). 이로 인하여 도행정
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등의 권력적 관여가 많아지게 되고, 도의 특성에 입각한 행정 수행에 장애가 되며, 위임사무라는 사무처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게 됨으로써 도행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핵심적인 도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및 경찰기능이 도에 배분되고 있지 않다. 즉,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권한의
도 이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사무, 경찰사무 등 핵심적인 기능보다는 사소한 단위사무 이양을 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위원회에
서 결정되어 도로 이양된 사무들을 볼 때, 도로의 기능배분은 기능 중심이 아닌 소단위 사무 중심으로 행하여진 것을 볼 수 있다(진재
구, 1998).
17) 첫째, 지방자치법상 도와 시군간의 기능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다. 시₩군의 사무는 막연하게 도가 처리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의 사무는 광역사무, 보완대행사무, 연락조정사무, 지도감독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
구원, 2002). 둘째, 도와 시군간 사무가 경합되어 있어서 기능배분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도와 시군간 기능불경합의 원칙에 의
거 서로 중복되어 배분되지 말아야 함에도 동일한 사무가 도와 시군에 동시에 배분되어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2002). 셋째, 도와 시군이 상하관계에 있어 관여적 사무가 과다하다. 행정자치부가 2003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가 시군에 대하여
법령상 관여하는 사무는 약 258개를 제시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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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권은 거의 중앙정부의 국회가 독점하고 있으며 행정권도 중요한 정책기능은 대부분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의 과부하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국가가 모든 일을 처리
하려고 하니 한 가지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마비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
구나 지방정부로서는 스스로 독자적이고 위험이 수반되는 지역발전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에 의존하고 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간의 정책경쟁에 의한 창의성과 효율성의 증
대를 위한 지방자치의 효과도 나타나기 어렵다. 이에 광역자치단체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
하는 기관에서 지역의 산업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책기관으로서 새로운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
에 상응하는 정책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
야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이라도 법률에 의한 위임으로 조례에 입법권의 대폭적인 이양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이기우·조성호, 2009: 113-114).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재 국가가 수행하는 문화, 경찰, 교육, 노동, 복지, 산업, 주택, 교통, 환
경, 지역산업, 경제정책 등을 이양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경영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
부에 이양하는 이들 기능에는 집행적인 기능은 물론 입법적 기능도 포함하여야 한다. 오늘날 국가기능
의 분권화가 지역간의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지역간
의 정책경쟁과 조세경쟁은 광역자치단체가 법률제정권을 포함한 입법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이기우·조성호, 2009: 114).
광역자치단체의 구역확대로 역량이 강화되면 행정능력도 당연히 향상될 것이므로, 국가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정기능은 모두 광역지방정부가 흡수하여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무 및 기능배분의 구상이 실현되면 광역자치단체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넘어
‘지역정부’내지‘지방국가’
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도국가론). 물론, 헌법개정을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다(이기우·조성호, 2009: 115).

2. 광역과 기초간 기능조정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고 있다. 이
에 현재 도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일상생활에 관한 행정은 시·군으로 이양하여 기초자치단
체가 이를 수행하도록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그 규모에서 선
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교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이양할 수 있을 것이다(이기우·조성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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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중앙과 지방간에 사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새로운 사무재배분 방안에 관한 하나의 제안이다. 이를테면, 국가는 사무 재배분을 통하여, 국가는 외
교, 국방, 통상, 통화, 금융, 사법, 국가치안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광역시·도는 교
육, 경찰, 사회자본 정비, 산업활성화 등의 사무를 수행하며, 시·군·자치구는 생활환경 개선, 주민
생활 밀착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무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새로운 사무재배분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국
가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사무재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아
울러, 사무재배분계획의 실천방안은 프랑스의 분야별 지방이양일괄법, 일본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주
도의 특별자치도법 등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중앙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권
한의 이양과 병행하여 인력과 재원을 동시에 이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중앙권한의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불만을 감소시켜 순응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배분 방안
중앙정부
- 국방, 안전보장, 외교, 출입국관리
- 사법, 국가치안, 통화, 금융, 도량형, 공
정거래, 근로기준
- 공적보험, 약품규제, 고도의 전문적 과
학기술, 고속철도
광역지방정부*
- 교육기본정책 및 고용정책 :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 사회자본 정비 및 국토관리 : 하천, 도로, 항만, 산림
- 산업활성화 : 농수, 상공, 관광, 산업육성
- 광역방재, 위기관리, 경찰, 자치입법
기초지방정부
- 생활환경 개선 : 하수도, 공원, 가로의 정비, 쓰레기 처리,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 주민생활 밀착 서비스: 소방, 지역방재, 환경, 의료, 복지, 위생, 보건, 교육, 문화
* 하혜수 교수는 초광역지방정부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중간단계인 광역지방정부를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역지방정부라고 표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하였다.
자료 : 하혜수(2008)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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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지방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권의 개편방안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
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안들은 과도한 중앙권한 집중과 국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
단체 간의 사무중복의 등의 문제점을 간과하여 실효성이 약하다. 이를테면, 획기적 지방분권과 국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중복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인 과
도한 중앙집권과 국가 - 광역 - 기초 간의 사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조정의
모색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행정기능 측면에서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첫째로 중앙
집권적인 사무체계이다. 둘째로 중앙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중복이 심각한 실
정이다. 셋째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사무중복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의 행정계층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이고,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가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은 자치계층의 축소 및 행정
구역의 통합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긴요하다. 사무의 국가편
중과 국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중복을 해소할 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가적인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 사무재배분이 필요하고 그 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재 국가가 수행하는 문화, 경찰, 교육, 노동, 복지, 산업, 주택, 교
통, 환경, 지역산업, 경제정책 등을 이양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경영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들 기능에는 집행적인 기능은 물론 입법적 기능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광역과 기초간 사무재배분을 통하여 현재 도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일상생활에 관한
행정은 시·군으로 이양하여 기초지방정부가 이를 수행하도록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주민생활 개선 관련 사무(하수도, 공원, 가로 정비,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등)와 주민생활 밀착 서비스
사무(소방, 환경, 의료, 복지 등)는 기초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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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단독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비교

박 호 숙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이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지위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에 서게 되었다.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결정에는 당해 자치단체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단독정책결정(Independence Policy Making)”과 ,
여타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과 협력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공동정책결정(Jointed Policy Making)”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단독정책결정”
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어떠한
역학관계 속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지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역적 범위나 정책이념, 시간적 비전, 정책결정에서의 주된 관심영역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비교해 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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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of the Roles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Executive in Independence Policy
making of Local Government

Park, Ho-sook

Our politico-administrative system changed and accelerated from centralization to local autonomy &
decentralization. Accordingly, local government must have two standings, that is to say, to implement
public policies delega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and to make public policies their own.
Two types of policy making of local governments are independence policy making & jointed policy
making.
Independence policy making means made within the area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policies influence the inside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Jointed policy making means made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or central governments, because of the policies are connected with one
another, so the policies influence other governments mutually.
This thesis now compare and analyze the roles of the local council & the executive organ in policy
making process, focused on independence policy making.
Also this thesis compares the differences
visions

) the regional area & policy ideologies

) time-oriented

) major concerns,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executive organ in policy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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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거 성장과 개발 위주의 시대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던 능률제일주의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민주화의 추세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각자의 결정
권의 고유영역을 되찾으려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이의 결과로 과거 능률이나 집권성을 지나
치게 강조하던 시기에서 분권과 민주성을 강조하는 시기로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것
의 대표적 현상이 중앙-지방간의 관계변화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이다(박호숙, 2001: 1520).
또한 1991년의 지방의회의 구성과, 이에 이어 1995년에 실시된 지방동시선거의 실시등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면서 정치·행정적 맥락에도 획기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종전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체제가 민주적 정책결정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
다. 그리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과정이 지방분권적 자생적 정책결정과정으로 변화되는 과정
에는 혼란과 질서가 수없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중앙집권적·획일적 행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일선기관으로서 단순히 중앙이 결
정한 정책을 집행만 하면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정세욱, 2000),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
조하는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 정책과정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
주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박호숙, 1996).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결정능
력과 문제해결능력은 향후의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모형과 행태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논의와 검
토는 시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앞으로 미래의 지방행정은 정보, 통신, 교통, 과학,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지방자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Chandler, 1991: 298-305). 현재 지극히 취약한 자치입법권,자치행정
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주민자치의 정신에 걸맞
게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제약하고 있는 과다한 위임사무의 축소 및
중앙정부와 국가의 권력적, 사전적 통제는 주민통제로 전환될 것이고 중앙정당의 지시에 움직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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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가 아니라 주민과 시민단체 위주로 움직이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강시장-약의회
(strong mayor-council)제도1)가 시정되어 명실공히 견제와 균형이 주민의 힘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극히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실질적 범위와 권능을 지방자
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회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의 정책결정 권한을 주민자치의 이념에 맞
게 이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의 초점과 우선순위가 어떠
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정책결정과정에, 각자
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간의 관계유형 및 역학관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노력은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
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능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유형은 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단독정책결정으로서 이는 어떤 정책에 대한 공식적 결정권
한이 전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Staffell, 1993: 36-41).
두 번째는 공동정책결정으로서 이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동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
한다(Hill, 2003).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유형 중 단독정책결정만을 연구의 대
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2) 단독정책결정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정책결
정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강시장-약의회 체제”
에서는 정책결정권한이 현실적으로 집행기관에 치중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약시장-강의회 체제”
가 되면 정책결
정권한이 지방의회 쪽으로 치중될 것이라는 전제(premise)를 할 수 있다. 박호숙 외(1985),「각국의 지방행정제도 비교」
, 지방행정연구
소 (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따라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이‘정책결정’
이라고 하면 이는‘단독정책결정’
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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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지위와 역할, 상호작용, 이들 두 기관간의 관계 및 역할특징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문헌이나 국내외 서적들
을 광범하게 검토하였다. 관련문헌들은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수집을 하였으나 수집이 어려운 문헌이
나 자료는 관련 국가에서 직접 수집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유형
1) 단독정책결정
자치단체의 단독정책결정모형이란 어떤 정책이 특정 자치단체에만 한정(국한)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행정구역상으로도 당해 자치단체내에서만 관련되고, 또 그러한 정책으
로 영향을 받는 주민도 당해 자치단체 주민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정책은 적어도 직접적으
로는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3)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와 관계없이 당해자치단체가 독립적 지위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독
정책결정모형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기관(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단독정책결정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핵심적 중추역할을 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의회와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
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
태로 사무처리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를 감시하는 한편 주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Packenham은 브라질과 몇몇 발전도상국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의회를 잠재적·현재적 정상화,
긴장해소, 사회화, 이익표명, 집행부감독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Packenham, 2000:
523-536). 한편 Barron 등은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을 ①정책결정자 ②행정감시자(집행기관 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예산₩기술₩정보 등의 측면에서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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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 ③고충처리자로서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Barron et al., 1991).
이러한 역할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agents) 및 수탁자(trustees)로서의 지위로
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주민을 주인(principals)으로 보고 지방의회를 대리인
(agents)으로 보는 주민-의회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Pratt and Zeckhauser, 1985: 1-35).
이와 같이 지방의회(local council, council of local government)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최창호, 2003).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4)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해당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사
무(기관위임사무)도 동시에 처리하는 이중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한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권한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자치입법권이 타
법률에 의하여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법
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행정입법인 령(命)의 범위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결
국 중앙정부의 의사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축소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게 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치권이 제약되고 있는 이유는 단체자치와 중앙집권적인 오랜 전통 속에서 지
역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중앙에 의한 지방통제를 더욱 강조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방의
힘과 중앙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게 되면 중앙에 의한 지방통제에 대한 생각은 수평적·협력적
사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례나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에 제약을 가하는 인위적 요인들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한을 높여줄 것이
다. 따라서 향후에는 점차 주민자치에 걸 맞는 자치입법권을 확보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한
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병준, 2001).

2) 공동정책결정
일반적으로 보면 2개 이상의 독립된 조직단위가 어떤 동일의 정책결정과정에 동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결정권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그의 결정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여기에서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長)과 보조기관에 국한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집행기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문헌
을 참조.
정세욱(2000),「지방자치학」, 서울:법문사. pp.397-414 ; Bingham et al.(1991). Managing Local Government:Public
Administration in Practice. London:Sage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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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를(Hill, 2003: 173-184) 공동정책결정모형(joint policy making model)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정책결정모형의 경우에는 정책결정과정에 관여된 조직단위들의 공동노력에 의
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동정책결정의 필요성(need for joint policy
making)은 정책갈등을 야기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Moore, 2003: 431) 이는 곧 각 조직단
위들이 상대방에게는 하나의 제약조건(constraints)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Rhodes, 2000).
정책결정의 범위나 조직단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공동정책결정모형의 유형
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평적 공동정책결정모형(horizontal joint policy making model)과
수직적 공동정책결정모형(vertical joint policy making model)으로도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
다. 수평적 공동정책결정모형은 동일한 정책결정과정에 전문화와 분업의 원리에 기초하여 2개 이상의
조직 단위가 횡적으로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면, 수직적 공동정책결정모형은 계서
관계(hierarchy)에 의하여 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박호숙, 2004). 따라서 공동정책
결정모형도 다양한 유형과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시해 보면, 중앙정부와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간의 공동정책결정,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동정책결정, 광역자치단체간의 공동
정책결정,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가 복합된 공동정책결정 등 그 유형은 매우 다양
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박호숙, 1996).
공동정책결정의 필요성을 중앙과 지방간의 공동정책결정을 대표적 예로 들어 설명하면, 공동정책결
정의 요인 또는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공동정책
결정의 문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결정권한이나 자원이 공유(共有)되고 분산되어 있다는데서
발생한다(Rhodes, 2000: 30-5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호의
존관계에 있다. 상호의존적이라는 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상호 교호적이며 교환관
계(exchange)에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기관도 완전히 무력하거나 일방적으로 혼자만 결정권이나 권
력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Allen, 1990: 35). 또한 적어도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
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정부도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단순한 일선기관만은 아니며 독자적인 권한과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율적인 정치체제이다(Rhodes, 2000).

2.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시각과 관점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그동안의 전통적 관점에서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자치단체장+보조기관)은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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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의 정책결정상황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모두 깊숙이 관여함을 우리는 유의하여
야 한다. 특히 Joel D. Aberbach 등은 근래에 이르러 더욱더 다양한 세력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하여
새로운 요구들을 함에 따라 집행기관(관료조직등)은 이러한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
속 확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Aberbach et al., 1981: 238).
그리하여 이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이
것을 관료권의 확대현상으로 해석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관
계에 관한 다음 <표 1>이다.
<표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관계의 변화
이미지 Ⅰ →

이미지 Ⅱ →

이미지 Ⅲ →

이미지 Ⅳ →

정책결정

C

S

S

S

정책집행

E

E

E

E

이익중재

C

C

S

S

이념표출

C

C

C

S

※ E : 집행기관의 역할
C : 지방의회의 역할
S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공동역할
자료 : Aberch, J.D., Putnam, R.D. and B.A. Rockman(1991)의 내용을 참조 재구성.

여기에서 이미지Ⅰ은‘정책과 행정’
(policy/administration)으로서 지방의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단순히 이를 집행만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 타당성이 약하다. 이미
지Ⅱ는‘사실과 이해’
(facts/interests)로서 여기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모두 정책결정에 참여
하지만,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주로 정책의 기술적 효율성과 관련된 사실과 지식을 제공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미지Ⅲ은‘에너지와 균
형’
(energe/equilibrium)으로서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모두 정책결정과 정치에 공동으로 관여한다
는 입장이다. 이미지Ⅳ는‘순수한 혼성’
(the pure hybrid)으로서, 이는 최근에 대두하고 있는‘집행
기관의 정치화’
현상과‘지방의회의 관료제화’
현상을 반영한다(Aberbach et al., 1981: 1-23). 따라
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순수한 혼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구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정책결
정에 관한 한 이들이 모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Aberbach 등은 이미지Ⅳ
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정책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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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과정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광범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berbach et al., 1981).
단지, 특기할 사실은 비록 정도의 차이이기는 하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보다는 정책결정과정에 있
어서 갈등처리기능과 주민의사 결집기능을 보다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방의회는
다원적 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집단대립의 현상을 의회가 수용하여 갈등의 범위나 강도를 줄여 나
가는 갈등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Loewenberg and
Patterson, 1979: 13-32).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집·통합하여 이를 정책
의제(정책과제)로 설정하는 데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한다(田村明, 2007: 66-78).
이에 비하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능률성이나 합법성 등과 같은 행정이념을 보다 우선시하는 경
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지방행정의 공공
성과 경영성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34).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강조점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관점이라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Ⅲ. 정책결정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과 행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대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Allen, 1990: 22-23) 첫째는 자치단
체는 본질적으로 국가(중앙)의 편의에 의하여 창조된 하나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는 관점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독자성을 가지는 실체로서 자치단체는 몇 개의 지역공동체가 합쳐져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획일적 행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일선기관으로서 단순히 중앙이 결정
한 정책을 집행만 하면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정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주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Allen, 1990: 24-26).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책주체로서 정책형성의 책임
을 지고 각종의 서비스와 편익을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은 다양한 참여자와 절차, 기준 등에 따라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역동적 과정을 ⅰ) 담당주체, ⅱ) 주요내용, ⅲ) 재정조치 등을 중심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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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佐佐木信夫, 1992: 13). 여기에서는 특히 집행기관(자치단체장+보조기관 등)과 지방의회
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佐佐木信夫, 1992: 24).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집행기관은 결정된 내용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
기관의 역할이 서로 혼재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들다(Staffell, 1993: 222-254).
그러나 집행기관은 당해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한다는 전체대표성의 측면을 가진 반면, 지방의회의원
들은 자기의 출신구에 주로 초점이 모아지는 부분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측
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독임(獨任)의 집행기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사(機關意思)의 결정도 비교
적 용이하며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며 여러 정당이나 분과로 나
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의사(機關意思)의 결정에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우며 또한 정책선택에 있어서
도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佐佐木信夫, 1992: 25-26). 또한 집행기관은 장(長)을 정점으로 하
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원적(多元的)인 이익을 반영하기가 어
려운 반면에, 의회의원들은 다양한 선거구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합의제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통
하여 다양한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거의 40~50%에 해당하는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
務)5)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에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실질적
정책결정 권한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意思)를 보다 충실
히 대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권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집행기관의 각 부서와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가 上·下 종적으
로 연결되어6) 자기부서나 자기가 속한 위원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편협적 정책결정의 행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Barrett, 1986: 240-25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기관위임사무가 40~50%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임. 자료: 행정안전부(2009.7), 내부자료.
6) 지방정부의 관계형태나 자치단체의 구성형태(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 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바, 여기서
는“기관대립형”
을 전제로 기술한 것이다. Stewart, J. (2009), Local Government. London : George Allen & U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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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
정책과정

담당주체

① 과제설정
광
의
의
정
책
결
정
단
계

↓

정치공동체 전체
(주민+정당+의회+장₩보조기관)

② 정책입안
↓

③ 협의의정책결정
↓

주요내용

재정조치(병행)

1. 쟁점제기
2. 과제설정

재정적 견적

3. 목표설정
1. 대안작성

장₩보조기관+의회

2. 최적안 선택

예산안 작성

3. 정책원안 작성
1. 합의형성 모색
장+의회

2. 장(長)의 결정

예산결정

3. 의회의 결정

자료 : 佐佐木信夫. 自治體プロの條件 . 東京 : ぎょぅせぃ.(1992: 13).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계속적인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시점 이후에는 이들 양자간의 공식
적·비공식적 접촉은 급속히 증가한다(Allen, 1990: 24-26).
또 지방의회의원들은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기관의 감독 및 주민이해의 조정과 결집 등의 역
할을 주로 수행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수많은 상호작용과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책과정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의 역할은 명백히 구분된다
기 보다는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공동작업
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경쟁과 협력의 메카니즘속에서 보다 구
체화되어 나가는데 사사키노부오(佐佐木信夫)교수는 이를 자연과학의 기체(氣體), 액체(液體), 고체(固
體)의 개념을 원용하여 설명하고 있다(佐佐木信夫, 1992: 15-16).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역할 및 특징 비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들이 강조하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지방의회는 자기 출신구의 지역문제를 우선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집행기관은 당해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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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전체구역(지역)에 대하여 전체적·통합적인 입장에서 정책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
한 경향은 행정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지방의회는 공평성과 주민대표성에서 정당성을 구하
는 반면 집행기관은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등에서 정당성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
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출신지역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유사 정책의 중복에 의한 비능률이나
정책의 우선순위(priority) 경시로 자원배분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집행기관
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게 되면 법률만능적 사고가 팽배하거나 정책이 형식화 되어 계량적 수치달
성은 이루어지나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내무부, 1992: 32-36).
둘째는, 정책결정의 시간적 비전에도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원이 주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관계로 임기내에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문제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것은 과거 선
거시에 공약했던 내용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공약의 이행여부는 차기의 선거에서 득표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집행기관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이므로 정책에 대한 시각도 장기적이며7) 정책의 규모나 대상지역도 의회의원들보다는 상대적
으로 넓은 편이다.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임기내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많은 관
심을 두는 것이 사실이나 공무원조직(관료조직)에 의하여 이러한 시각이 상당부분 완화되는 경향이 있
다. 다시말해 자치단체장도 공무원의 조직풍토나 행정문화에 의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나 동조
화 현상에 의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행태에 동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기관의
정책적 시각은 상당히 장기적이며 광역적인 특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Gyford, 1989: 43-56).
셋째, 선호하는 정책결정유형에도 차이가 있다. 대체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쇄신적·비정형적 정책
을 선호하고 집행기관은 일상적·정형적 정책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의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나온 정치성과 주민대표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쇄신적·비정형적 정책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長을 제외하고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
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관계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쇄신적 정책을 선호하기보다는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차적 관심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기
관의 공무원들은 대체로 일상적·정형적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다만 집행기관의 장(長)
은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임되고 또 차기의 득표도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보다
쇄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집행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급급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일반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일반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집행기
관의 일반 공무원들은 정책에 대한 시각도,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지방의회의원들보다는“장기적인 관점”
을 가지게 되는 경향
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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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책결정단계에 있어서 주된 관심영역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로 주민들
의 이익을 결집·조정하여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는데 비하여, 집행기
관 공무원들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탐색·개발하고 선택하며 이를 실천
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의 주된 요인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특성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때문에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특징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이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문제이며,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박호숙, 1990: 54).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역할특징을 간단히 표로 요
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특징 비교
자치단체기관
비교기준
지역적 범위
및 정책이념

지

방

의

회

선거구의 지역문제 우선 공평성, 주민대표성을
특히 강조

집

행

기

관

전체지역문제 우선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을
특히 강조

시간적 비전(vision)

비교적 단기적 관점(임기고려)

장기적·포괄적 관점(長은 일부 단기적 고려)

정책결정유형

쇄신적·비정형적 결정 선호

일상적·정형적 결정 선호

결정절차상의 관심영역
예상되는 문제점

이익결집·이익조정 정책방향 설정 우선

대안탐색과 개발 및 집행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 경시 가능성

정책이나 행정의 형식화 가능성

자료 : 필자 독자적으로 구성.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
1) 협조관계
협조관계의 경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
가는 유형이다. 정책결정상황이 안정적이고 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이 비교적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협조관계가 형성되기 쉽다(Gyford et al., 1989: 124).
또 복잡한 정책결정의 경우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협조하여야만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보면 정책결정권한은 의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
회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의회의원들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서 다양한 정보를 집행부의 공무원들로부터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의회의원들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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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 필요성
에 의하여,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의회의원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방지하는 차원에
서 서로가 협력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Ripley and Franklin, 1991: 45-46).
이와 같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조관계에 있는 경우 이는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지방의회가 주도하고 집행기관이 협조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기관이 주도하고 지방의회가
협조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협조관계는 정책결정의 내용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의 성격을 띨때 특히 나타나기 쉽다(Ripley and Franklin, 1991). 이러한 경우
는 그 지역의 편익을 극대화 하려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입장이 일치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2) 갈등·대립관계
역할(role)은 행위자들의 행태를 규율(규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Brion, 1991: 3-28). 지방의회
와 집행기관이 갈등·대립관계에 서는 것은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Ripley
and Franklin, 1991: 42).
집행기관이 과거의 단순한 행정집행기능에서 이제는 실제적인 정책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됨에 따
라 의회와 갈등·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의원들의
명분(이름)하에 만들어진 정책은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상적인 관리나 정책집행에까
지도 개입하려는 강한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Gyford et al.,
1989: 123-124).
특히 의회의원들은 선거구민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집행도 정책결정이라는 관념을 강하게 갖고 있
기 때문에 갈등양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Gyford et al., 1989: 149-151). 지방의회 의원들
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민대표성과 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또 집
행기관의 공무원은 주로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 그들의 활동영역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 한다(Cross and Mallen, 1978: 88-96). 이것은 일종의 관할권에 대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직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기관의 위상을 향상하려는 기관들간의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김영평, 1991: 145-146). 이러한 상황은 정책결정상황이 유동적이고 역할이 애매할수록
더욱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Gyford et al., 1989: 124).
이와 같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갈등·대립관계에 있는 경우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첫째는 지방의회 우위형이고 둘째는 집행기관 우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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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일단 실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부과된 정책이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마찰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의회의원
들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치성을 강하게 띠고 있고 또 주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명분과 차기선거에서의 재당선 등을 의식하여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Cross and Mallen, 1978: 91-92). 따라서 합법성과
공익의 명분 아래서 행정타당성을 근거로 정책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행공무원과 정치성과 주민대표성
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의회의원 사이에는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Barron et al.,
1991: 40-54).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이나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과정에서 여과
(filtering)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구역도 좁은 경우에는
집행공무원과 의회의원 사이에는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대립의 소지
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3) 독립적 관계
마지막 유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로 독립적 관계에서 대응해 나가는 형태
이다.
이것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대응·처리하고 지방의
회가 방임하는 경우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타당성의 측면에서는 집행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옳
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선거에서의 표(votes)를 의식하여 집
행기관편에도 서지 않고 주민편에도 서지 않은 채로 방임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집행기관의 공무원
들에 의하여 의원들이 설득을 당하였으나 차기의 선거를 의식하거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
하여 그 어느 쪽에도 관여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다(Johnson, 1992: 14).
그러나 집행공무원들은 어쨌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행
정수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고 나면 그야말로 첨예
하게 대립되었던 쟁점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지방의회 의원들
은 바야흐로 개입을 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집행공무원들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계속적 개입과 대응’
을 하나 지방의회 의원들은‘단절적·부분적 개입과 대응’
을 하는 것을 특징적
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지방의회가 정책문제를 거의 독자적으로 대응·처리하고 집행기관은 비교적 방임하는 입장
을 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정책문제가 집행기관의 입지를 향상시키는데는 별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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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지만 당해 정책문제가 합법성이나, 특히 정치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
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성격의 정책문제일수록 대체로 지방의회의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위상이나 입지, 명성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인정된 문제이므로 집행기관이 이에 반대하
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
또 이러한 경우는 지방의회가 가지는 이해조정 역할의 장점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경
우가 많다(박호숙, 2000a). 특히 혐오시설등 기피시설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발
생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이러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요청하게 된다. 이때 지방의회도 부담을 느끼는 것
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의회의원들은 집행기관 공무원들보다는 주민들과 보다 친분이 가깝고 또 주민
들의 신뢰도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이러한 정책문제를 적극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
게 된다. 이러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산인주공단 설립과정에서의 아산군(현재는 아산시)의회의
역할을 들 수 있다(박호숙, 2000b: 239-240). 이러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집행공무원들이 완전히 방
관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 역할은 지방의회가 맡아서 하게 되며 의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문
제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게 된다. 이른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해결의 일면모를 볼 수 있는 현상
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 그 다음 보다 구체적인 실행업무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나서서 처리하게 된다(박호숙, 2000b: 234-244).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권위적, 중앙집권적 관치시대에는 중앙정부
가 일방적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단순히 집행만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문제는 당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정책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능력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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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명해보았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때로는 상호 협력하면서 또 때로는 서로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두기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 물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독립적 지위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지 어느 기관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는
없다. 즉 일반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
서 정책을 다듬어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
이가 발견된다. 지방의회는 주로 자기선거구의 문제나 주민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이익결집과
이익조정 등의 역할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임기와 정책의 시간적
비전을 상호 연계시켜 보면서 비교적 쇄신적·비정형적 정책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비하
여 집행기관은 주로 합법성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전체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고, 정책에
대한 시각도 비교적 장기적이며 포괄적이다. 또 집행기관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정형적 정책결정을
선호하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의 탐색이나 개발에 더욱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향후 미래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강화이다. 현재 극히 제한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
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명실공히 자치단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치여
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실현가능성(feasibility)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국가 중심적이고 국세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재정구조를 자치단체의 자율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력적 사전적 통제를 지양하고 주민통제가 중심이 되도록 하여
야 하며, 중앙정당의 지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지방정치의 틀이 재구성 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도 재정립되어 본래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집행기관의 힘이 강한 강시장약의회제도를 개선하여 힘쏠림현상이나 포획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자기연찬과 교육훈련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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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대의민주주의와 간접적 참여와 통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절실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병준(2001),「한국지방자치론」
, 서울: 법문사.
김영평(1991),「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내무부(1992),「지방자치와 의회의 기능」
, 서울: 신진상사.
박호숙(1990),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책임성 제고 방안,「지방행정연구」5(4), 한국지방행정연
구원.
_______(1996),「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 서울: 다산출판사.
_______(2000a),「갈등·협상 사례 연습」
,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신임관리자과정 강의교재.
_______(2000b),「정책결정과정의 기본논리와 실제」
,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5급승진자과정
강의교재.
_______(2001),「갈등·협상 사례 연습」
,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신임관리자과정 강의교재.
_______(2004),「정책형성론」
, 수원: 신문사.
정세욱(2000),「지방자치학」
, 서울: 법문사.
최창호(2003),「지방자치학」
, 서울: 삼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1),「한국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
.
本田弘(1990),「現代地方自治の機能と役割」
, 東京: ぎよぅせい.
新藤宗辛(2008),「自治 ˝の政府間關係」
, 東京: 學陽書房.
臨時行政改革推進審議會(1990),「地方の時代の新展開」
.東京: ぎよぅせい.
田村明(2007),「自治 ˝の政策形成」
, (東京: 學陽書房).
佐 木信夫(1992),「自治 ˝プロの條件」
, 東京: ぎよぅせい.
中野實(2006),「日本型政策決定の變容」
,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村川一郞(2005),「日本の政策決定過程」
, 東京: ぎよぅせい.
秋田周(2003),「執行機關·共同處理」
, 東京: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行政管理硏究セン夕一(2007),「政策形成と行政官の役割」
, 東京: 創眞.
Aberbach, J.D and R. D. Putnam and B. A. Rockman(1981), Bureaucrats and Politicians in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비교 | 87

Western Democrac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llen, H. J. P.(1990), Cultivating the Grass Roots: Why Local Government Matters.
Hague: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Barrett, S. and M. Hill(1986), Policy, Bargaining and Structure in Implementation Theory:
Towards an Integrated Perspective. in M. Goldsmith (ed.). New Research in

Central-Local Relations. Gower House: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Barron, J. & G. Crawley and T. Wood.(1991), Councillors in Crisis: The Public and Private

Worlds of Local Councillors. Houndmills: Macmillan.
Bingham et al.(1991), Managing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in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s.
Brion, D. J.(1991), Essential Industry and NIMBY Phenomenon. New York: Quorum Books.
Brooke, M. Z.(1984), Centralization and Autonomy: A Study in Organization Behavior.
New York: Praeger Publishers.
Chandler, J. A.(2000), Public Policy-Making for Local Government. London: Croom Helm.
Chandler, J. A.(1991), Local Government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Cox, K. R.(2002), Local Interests and Urban Political Processes in Market. in K. Cox (ed.).

Urbanization and Conflict in Market Societies. London: Methuen & Co. Ltd.
Cross, M. and D. Mallen(1978),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Duncan, W. J.(1981),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Gruber, J. E.(2000), Controlling Bureaucracies: Dilemmas in Democratic Govern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yford, J., S. L. and C. Game(1989), The Changing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London:
Unwin Hyman Ltd.
Hill, D. M.(2003), Democratic Theory and Local Government. London: George Allen &
Unwin.
Himes, J. S.(1990),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Johnson, C. M.(1992), The Dynamics of Conflict Between Bureaucrats and Legislators.
New York: M. E. Sharpe Inc.

88 |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2호

Key, Jr., V. O.(1964),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Thomas Y. Crowell.
Kramer, F. A.(1981), Dynamics of Public Bureaucracy: An Introduction to Public

Management. 2nd ed. Cambridge: Winthrop Publishers.
Leemans, A. F.(1990), Changing Patterns of Local Government. Hague: International
Unwin of Local Authorities.
Lindblom, C. E.(1980), The Policy-Making Process.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Loewenberg, G., and S. C. Patterson(1979), Comparing Legislatur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Luterbacher, Urs and M. D. Ward(1995), Dynamic Models of International Conflict.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Meier, K. J.(1979), Politics and the Bureaucracy. California: Duxbury Press.
Moore, C. W.(2003), The Mediation Process. San Francisco : John Wiley & Sons.
Morell, D. and C. Magorian(1982), Siting Hazardous Waste Facilities. Cambridge: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Morrow, W. L.(1999), Congressional Committees. New York: Scribner’
s.
Packenham, R. A.(2000), Legislatures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Allen Kornberg and
Lloyd D. Musolf (eds.). Legislatures in Development Perspectiv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ratt, J. W. and R. J. Zeckhauser(1985), Principals and Agents: An Overview. in John W.
Pratt and Richard J. Zeckhauser (eds.). Principals and Agents: The Structure of

Busines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Rhodes, R. A. W.(2000),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Aldershot: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Ripley, R. B. and G. A. Franklin(1991),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 Policy. 5th
e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Rivers, W. L. and S. Miller and O. Gandy(1975), Government and the Media. in S. H.
Chaffee (ed.). Political Communication: Issue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Robson, W. A.(1966), Local Government in Cri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비교 | 89

Smith, B. C.(1985),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London:
George Allen & Unwin.
Staffell, D. C.(1993), State and Local Government: Politics and Public Policies, 5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Stoker, G.(1988),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Wright, D. S.(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원 고 접 수 일 | 2009년 7월 13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7월 22일
2차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7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9년 8월 9일

박호숙

phosook@mopas.go.kr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1세
기 경기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
로「정책(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실제」
(2006),「사례를 통해 본 정책갈등 관리기법」
(2006) 등이 있으며, 관심분
야는 갈등·협상분야, 정책개발·결정분야 등이다.

ISSN 2005-8349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2호

유시티(u-City) 공공서비스 만족도 분석
- 화성시 동탄동의 유서비스를 중심으로 -

이 용 규 / 이 종 수

본 연구는 화성 동탄유시티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제1장은 주요 연구문제로 동탄
동 거주자들은 어떤 유공공서비스에 만족(불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방
법은 문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분석은 빈도분석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측면의 유시티
와 유서비스 선행연구 분석, 국내, 외 유서비스 사례와 효과성,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제3장 설문의 내용은 동탄
u-시티 거주자들에 대한 유공공서비스 만족도와 기대치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결과 유시티 공공서비스,
하드웨어 측면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동탄동 주민들은 유시티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이
었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최초 유시티 거주자 주거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유서비스 만족, 불만요인
등을 도출하고, 유시티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동탄 신도시의 이미지 제고방안은 안전하
고 살기 좋은 도시, 건강과 웰빙, 전원도시 이미지로 홍보하는 전략이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계
속되는 유시티 건설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기초자료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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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 Approach on Resident’
s Satisfactions of
u-City Public Service
: with special references to Dong-tan dong

Rhee, Yong-kyu / Lee, Jong-soo

The articles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The methods of study was used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 survey.
The analysis of survey is frequency analysis only.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theoretical
background of u-city, the traits, kinds of u-City and u-Public service. The contents of survey asked
Dong-tan resident s satisfaction about u-public service and the service satisfaction. The variables of
analysis consists in four, those are u-city service, hardware, intention to live and residentt s
satisfaction. The third section presents empirical evidence in support of the argument made. The final
section summarizes the implication of the research. First, the residents recognized u-city almost(the
ratio was 65%), Second, the cognition of u-City hardware was location, public park, so forth. Third,
intention to live was very high, so forth. Lastly, the orders of satisfaction on u-public service were
safety, environment, so forth. These findings give us suggestions that it is usefu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 difference of u-City & public service, and so forth.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o make distinctive u-city & u-service because Dong-tan was sell-out by his convenience,
well-being, garde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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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50여개의 유시티(u-City, 이하 유시티)를 건설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미 유시티 건설성공 모델은 외국에 수출하
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유시티의 편리성, 쾌적성, 방범, 방재효과 등이 입
증되고, 거주 만족도가 높아지면 유시티 건설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유시티 1호라고 할 수 있는 동탄유시티에 대한 현지 거주자들에 대한 공공서
비스나 주거만족도 조사는 앞으로의 유시티 기획과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유용한 기초조사
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21세기의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지능사회의 도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의 사회변화에 대한 공공의 대응방안이 추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유시티 건설
과 공공서비스는 그 일환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라고 할 수 있는 동탄동의 u-서비
스 유형은 4가지 분야 13개 서비스이다.1) ① 안전(방범, 차량번호인식, 불법 주, 정차 단속) ② 교통(교
통정보 제공, u-파킹, 대중교통 정보제공, 실시간 신호제어, 외부연계도로 교통정보 제공) ③ 환경(상
수도 누수관리, 환경오염 정보) ④ 미디어(유-플래카드, 미디어 보드, 동탄 포털) 등이다(한국일보,
2009.1.8).
본 연구의 목적은 화성시 동탄신도시 거주자들의 공공서비스(u-public service, 이하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동탄 유시티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연구문제로 제기하고, 이들 연구문제 규명을 위하여 유시티와 유서비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이론적 접근과 국내·외 유서비스 사례와 효과성, 문제점 및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
도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서비스 만족도 유무(有無) 등 연구문제의 답을 찾기 위
하여 기존의 경기도(경기도, 2007 ; 2008) 설문자료 등을 참조하고, 238명의 동탄 u-City 거주자들
에 대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09년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화성시 동
탄 1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동탄 u-City를 대상으
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독립변수로 공공서비스 사용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과 주민의 거주의사 및 유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분석의 방법과 내용은 빈도분석에 한정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08년 12월 현재 지역정보서비스 모델은 모두 10개 분야(내부 행정, 교통, 기반시설, 안전, 환경, 생활, 복지, 문화와 관광, 지역산업,
융복합 분야)임(행정자치부, 2007.12: 53). 화성시 동탄동의 경우 본격적인 유시티 출범이라는 점에서 유시티와 동탄시티를 동의어로 설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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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시티의 理論的 背景
1. 유시티의 理論的 背景
1) 유시티와 유서비스의 意義
(1) 유시티와 유시티 공공서비스
유시티(u-City)란 첨단 인프라스트럭춰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해 도시기능을
혁신적으로 제고시킨 21세기형 첨단도시이다. 디지털 홈과 전자행정, 전자교육, 전자환경 관리, 전자
교통 등을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설계된다(전영옥·윤종언, 2006: 1 ; 네이버
용어사전, 2009.4.9).
즉, 유시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시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술
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로서 네트워크가 도시 곳곳에 있어 교통, 방범, 방재업무가 자동으
로 처리되는 도시이다. 유시티는 국내 정보기술역량의 총체적으로 결집되어 건설, 가전, 문화의 컨버
전스로 실현된 한국형 신도시로서, 국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
건설사업자, SI/NI 사업자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유비쿼터스 IT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유시티 공공서비스(u-City Public Service)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사
용하여 공공기관이 개인, 기업, 국가에 제공하는 u-서비스이다(남세일 외 3인, 2008). 즉, (지역)정보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말한다(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8: 11). 2009년 현재 동탄시 유서비스 13
개 사례를 예시하면 ① 안전(방범, 차량번호인식, 불법 주·정차 단속) ② 교통(교통정보 제공, u-파
킹. 대중교통 정보제공, 실시간 신호제어, 외부연계도로 교통정보 제공) ③ 환경(상수도 누수관리, 환
경오염 정보) ④ 미디어(u-플래카드, 미디어 보드, 동탄 포털)서비스 등이 있다(한국일보, 2009.1.8).
2009년 3월 현재 첨단정보기술로 실시간 제공되고 있다(연합뉴스, 2009.3.5).

(2) 주요 서비스 類型과 內容
정근채(2007)는“u-City 서비스 모델을 활용한 미래형 유비쿼터스도시 구축 전략”
에서 유도시서비
스 기능 4분류(산업지원서비스, 사회지원 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도시기반서비스)하고, 한국형 유시
티 모델로는 유-커뮤니케이션, 유-정보제공서비스, 유-상황정보서비스, 유-행위제안서비스, 유-지
능형행동서비스로 구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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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현재 유서비스 수요는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김지수 외, 2007: 105 ; 정근채 참조). 교통
서비스, 보건 및 의료서비스, 환경과 도시관리, 문화와 교육서비스, 행정서비스, 산업서비스 등이다.

<표 1> u-서비스 7유형과 세부 서비스
서비스 유형

세부 서비스

u-Home

원격검침, 원격제어, 원격수리, 출입문 제어, 홈네트워킹, IP 미디어

u-Work

재택근무, 원격회의, 무선 상거래

u-Traffic

교통상황서비스, 교통사고처리 서비스, 도로통합관리 서비스, 텔레메틱스

u-Health

헬스 케어 서비스, 원격검진, 원격의료치료, 응급조치

u-Environment
u-Public Service
u-Education

환경, 위생관리
전자정부, 방범, 재난관리
e-Learning, 학교관리 시스템, 학원 등하교 관리 시스템

자료 : 문나원 외(2009: 24).

2) 서비스 主體와 範圍
(1) 서비스 主體
유서비스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로 구분된다(장정민·김진태, 2007: 16). 공공서비스는 도시
가치 상승 요인으로 예를 들면 u-지하시설관리, u-환경관리, u-교통관리, u-시설관리, u-방재/치
안관리 등이며, 민간서비스는 직접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로 u-항만, u-관광, u-컨벤션, u-행정,
u-교육, u-헬스 등과 상용서비스로서의 IPTV, 화상 전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유서비스 제공주체와 관련 2009년 현재 유서비스 공급주체는 1) 공공기관 2) 민간분야로 구분
된다. 공공서비스(민원, 재해, 기상, 교통, 방범 등)는 공공기관이, 부가서비스(u-홈네트워크, u-헬
스, u-교통 등)는 서비스 가입자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수익모델이다.(삼성경제연구
소, 2006) 주거지역은 u-홈, u-헬스, u-교육 등이, 상업지역에는 u-오피스, u-물류, u-유통 등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34). 광주의 경우 100가구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 e-러닝서비스(28%)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35).

(2) 유시티 공공서비스 範圍
유시티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관련 정우수·조병선(2007: 196)은 개인생활부문, 산업경제 부분 및
공공행정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정민·김진태(2007.8)는“공간정보와 관련된 유비쿼터스 서
비스 설정에 관한 연구”
에서 유도시 개발 사례분석과 공간관련 서비스 범위설정 방법론 제시, 유서비
스 분류를 자치행정/교육, 문화 관광 등 8개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8개 분야를 1) 주요 업무 2) 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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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3) u-Technology로 구분하여 범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형 유서비스 로드맵을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고, 행정업무 관련, 공간정보 관련 유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3) 유비아파트 認知度와 이용 의향
한국전산원(2005)은 유비쿼터스 용어 인지율을 68%,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이나 주요 애로사항으로
고가 비용을 들고 있다. 유비아파트 인지도는 7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필요성은 7점 만
점에 평균 5.4점으로 긍정적이고, 구매이유로는 편리성, 생활 여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요
구순위 분석결과는 1) 안전·보안시스템, 2) 위치기반 시스템, 3) 오락·교육·건강시스템, 4) 실내 환
경조절 시스템 등이다.
유서비스 利用 意向과 관련하여 유시티 매력도는 70.2%로, 호감도는 59.7%, 기존도시 대 선호도는
53.4%, 유시티 이사 의향은 14.4%였다. 서비스 이용내용은 유 헬스, 유 홈네트워킹, 유비 방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05, ETRI조사 ; 문나원, 2009 재인용).

2. 유시티서비스 先行硏究와 分析의 틀
1) 선행연구 分析
“유서비스 현황분석과 수요도 조사연구”
는 김지수·김종명·이태수(2007) 등이 수행한 연구로 주
요 내용은 전국의 지역별(수도권, 경성, 전라, 충청지역) 유서비스 수요조사로서 조사 결과 남성이 여
성보다 수요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주민이 수요가 가장 높고, 경상도가 가장 낮았으며, 유서비
스 내용별로는 교통, 환경, 문화 교육, 산업관련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김갑성(2007)은 유비쿼터스 시티와 콘텐츠연구에서 IT와 미디어 발전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서비
스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콘텐츠의 진화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고, 따라서 미디어와 콘텐츠
의 진화내용을 유시티의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여 접목함으로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
고 했다.
전영옥·윤종언(2006)은 2006년 현재 유서비스 공급주체는 1) 공공기관, 2) 민간분야로 구분하고,
공공서비스(민원, 재해, 기상, 교통, 방범 등)는 공공기관이, 부가서비스(u-홈네트워크, u-헬스, u교통 등)는 서비스 가입자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을 수익모델을 제시하였다. 주거지역은
u-홈, u-헬스, u-교육 등이, 상업지역에는 u-오피스, u-물류, u-유통 등이 있다. 광주의 경우 100
가구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 e-러닝서비스(28%)를 가장 선호하였다.
장정민, 김진태(2007)는“공간정보와 관련된 유비쿼터스 서비스 설정에 관한 연구 : 유-시티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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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에서 유도시 개발 사례분석과 공간관련 서비스 범위설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서비스
분류를 자치행정/교육, 문화 관광 등 8개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8개 분야를 1) 주요 업무, 2) 유서비스,
3) u-Technology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한국형 유서비스 로드맵을 공공, 민간으로 구분, 곧 행
정업무 관련, 공간정보 관련 유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정근채(2007)는“u-City 서비
스 모델을 활용한 미래형 유비쿼터스도시 구축 전략”
에서 유도시서비스 기능 4분류(산업지원서비스,
사회지원 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도시기반서비스) 한국형 유시티 모델 : 유-커뮤니케이션, 유-정보
제공서비스, 유-상황정보서비스, 유-행위제안서비스, 유-지능형행동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김석수
(2008)는 유비지니스의 핵심분야를 9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지역정보화학회(2008: 20)는 공
공지역정보서비스 경제성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편익규모는 약 1조 6천억원 정도라고 추산하
였다.
거주의사(Intention to live)란 특정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려는 정주의식으로 정의하고, 그의 측정
은 1) 거주한다, 2) 가능하면 떠난다, 3) 꼭 떠난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됐다(이원준, 1988). 유익진
(1990: 6-15)은 거주의사를 물리적 변수(주거면적, 층별 선호도, 직장과의 거리)와 사회적 변수(교육
환경, 근린집단, 공동체, 거주기간) 및 경제적 변수(소득, 소유관계, 아파트 가격)으로 구분, 분석하였
다. 윤호(2007)는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주택특성, 단지특성, 주변 환경특성 및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4가지 특성에 만족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았다. 윤동준(2007: 25)은
실버타운 노인들의 거주의사에 관한 연구에서 실버타운의 거주의사가“있다, 없다”
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천수봉, 우남민, 이재인, 손수봉(2007) 등은“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주거환경만족도 증진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연구”
를 통하여 유비주택을 분석하고, 제해성·이재혁·김경훈(2006) 등은“웰
빙아파트 마케팅요소에 대한 주거만족도 비교 연구”
를 친환경인증단지와 비인증단지를 비교 분석하
였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들이 거주의사를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2) 分析의 틀
본 고에서 선정한 3가지 연구변수는 선행연구의 유서비스 수요도, 주거의사, 유서비스 만족도와 수
요결과를 토대로 유시티의 하드웨어 측면, 거주의사, 유서비스 만족정도로 설정하였다. 변수 채택의
이유는 유시티 시설의 쾌적성, 편리성에 대한 수요자 만족여부와 새로운 개념의 유공공서비스 유용성
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의사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하게 되었다. 첫째, 유시티 하드웨어
(Hardware) 측면2)에서는 교육여건, 교통여건, 단지 조망, 공공시설 만족도, 주택내부시설 등을, 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도시마케팅이라고 한다. 도시상품화의 목적은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
들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hardware)과 문화적 환경을 차별화하여 마케팅하여야 한다(유
승원, 200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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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거주의사는 중, 장기 거주의사, 이주 시 다른 유시티 이주, 유시티 거주 자부심, 유시티 참여 의향
및 추천의사 등과 유서비스 만족도는 안전, 교통, 환경, 미디어 서비스로 구분 분석하였다. 셋째, 유시
티 서비스만족도는 2009년 현재 제공중인 13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정도이다. 차례로 제시한다.
유시티 Hardware란 유시티의 하부구조인 시설적 측면으로서 본 조사에서는 교육여건, 교통여건,
단지 조망, 공공시설 만족도, 주택내부시설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탄신도시 단지의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여건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2) 동탄신도시 도로 등 교
통여건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3) 동탄신도시 단지위치 및 조망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4) 동탄신도
시 단지 내의 공공시설(예: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다른 최신 단지의 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잘 설치되어 있는가, 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내부시설은 동탄 이외의 다른 도시 신규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가 등이다.
거주의사는 일정지역에 중,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할 의향이 있는 정도를 말하며(이원준, 1988)
본 조사에서는 중, 장기 거주의사, 이주 시 다른 유시티 이주, 유시티 거주 자부심, 유시티 참여 의향
및 추천의사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탄신도시에 계속적으로 거
주할 의향이 있는가, 2) 만약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비쿼터스도시를 찾아서 이주할 것인가, 3)
동탄신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는가, 4) 동탄신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5) 친구나 친지 등에게 동탄신도시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등이다.
유시티서비스란 유시티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2009년 현재 동탄시의 u-서
비스 유형은 4가지 분야 13개 서비스이다. ① 안전(방범, 차량번호인식, 불법 주, 정차 단속), ② 교통
(교통정보 제공, u-파킹, 대중교통 정보제공, 실시간 신호제어, 외부연계도로 교통정보 제공), ③ 환
경(상수도 누수관리, 환경오염 정보), ④ 미디어(유-플래카드, 미디어 보드, 동탄 포털) 등이다. 본 고
에서는 1) 안전서비스, 2) 교통서비스, 3) 환경서비스, 4) 미디어 서비스로 구분하여 설문하였으며, 조
사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CCTV와 센서를 활용한 방범, 차량번호인식, 불법 주·정차 단
속)서비스에 만족하는가, 2) 교통(CCTV와 센서를 이용한 교통정보제공, 주차지원, 대중교통 정보제
공, 실시간 신호제어, 외부연계도로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에 만족하는가, 3) 환경(상수도 누수관리,
환경오염정보)서비스에 만족하는가, 4) 미디어(유-플래카드, 미디어 보드, 동탄신도시 포털) 서비스
에 만족하는가 등이다. 기타 사항으로 유시티와 동탄유시티 인지도와 만족 서비스 및 개선필요 서비
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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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탄유시티 公共서비스 實態 分析과 解釋
1. 동탄동 現況 分析
1) 동탄유시티
(1) 유-경기
동탄동이 속해 있는 경기도와 화성시는 유헬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중이다(경기도 도
정백서, 2008: 1007). 제도적으로는 웰빙 복지서비스 메시지 전달체인‘유-경기 포럼’
을 개최하고 있
다. 화성시 또한 화성시 CI를‘수도권의 중심도시, 기분좋은 화성시’
로 정하고, 화성시 BI를‘길이 열
리는 화성시’
로, 건강도시 화성 BI를‘활기차고, 건강한 도시’
로 정하였다(화성시 통계연보, 2008).
화성시 인구는 2006년 현재 33만 명이며, 연간 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준 5천억 원 내외를 이룬다.
동탄동의 경우 2009년 3월 현재 2개동(동탄 1, 2동)이며, 동탄동의 인구는 2009년 3월 현재 10여만
명(99,000)에 이르고 있다(화성시 통계연보, 2008).

(2) 동탄신도시 재정구조
2008년 12월 현재 경기도 예산은 31조 4천억원, 화성시는 8,743억원이다(2008 경기도 예산개요 :
264-286). 화성시의 경우 도세(道稅)는 4억 7천만원, 시세(市稅)는 약 3억원으로 집계된다(행정안전
부, 지방세정연감, 2008.12). 화성시 세정과 내부 자료에 의하면, 동탄동의 세출예산은 2007년 92억
원, 2008년 237억원, 2009년 208억원이다. 동탄동의 세입현황(재산세)은 동탄 1동의 경우 2007년
4,478백만원, 2008년도 6,567백만원이, 동탄 2동의 2008년 2,181백만원이다. 2009년 현재 화성시
측(세정과)에서는 동탄동의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으로 인하여 세입에 비하여 세출이 많은 실정이라고
하고 있다.

2) 화성시 동탄유시티 解決課題
(1) 화성시 거주 이유
2007년 현재 화성시민들의 화성시 거주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직장 등)가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전 연령대에 걸쳐 경제문제(20-30%), 직장 (20-43%)이 거주이유이다. 타 시군은“오
래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20-50%)로 나타났다(경기도, 2007: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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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성시 시급해결 분야
곧바로 해결을 바라는 서비스는 도시교통(34.1%), 문화 체육(22.4%), 보건복지(17.7%) 순이다(경기
도, 2007: 544-545). 지역개발 불만족도는 23.5%로, 주요 불만사항은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 미약
(38.5%), 주민의 개발의지 부족(25.2%) 등으로 응답하였다.

2) 현 거주지 만족도
현 거주지 생활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가 약 50%, 불만족 46.2%, 주택 만족도는 80%로 대체로 만
족하고 있으며, 주택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경기도, 2007).3)

2. 설문 분석과 해석
1) 응답자 분석
<표 2> 설문응답자 분석
응답자 특성

구

가구주 성별

가구주 직업

빈

도

비 율(%)

남

149

62.6

여

82

34.5

무응답

7

2.9

20대

13

5.5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분

30대

83

34.9

40대

96

40.3

50대

31

13.0

60대

9

3.8

무응답

6

2.5

중졸 이하

3

1.3

고졸

53

22.3

전문대졸

51

21.4

대졸

104

43.7

대학원 이상

19

8.0

무응답

8

3.4

자영업

60

25.2

사무직

53

22.3

전문직

44

18.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경기도 화성시는 2009년 8월 중 실시한 조사에서‘동탄신도시 개발’
로 한국의 도시중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선정되었다(조선일
보, 2009.8.8). 이어서 성남시, 하남시 및 천안시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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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

구

분

공무원
가구주 직업

가족 구성원 수

빈 도

비 율(%)

16

6.7

무 직

16

6.7

기 타

22

9.2

무응답

7

2.9

1인

8

3.4

2인

34

14.3

3-4인

160

67.2

5-6인

28

11.8

7인 이상

2

0.8

무응답

6

2.9

합계

238

본 조사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특성은 남자, 30-40대, 전문대졸, 자영업/사무직/전문직, 3-4인 가
족구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2>참조). 가구주 학력은 대졸 이상이 74% 이상이며, 직업별로는 자
영업, 사무, 전문직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동탄유시티 거주만족도 분석
(1) 인지도
동탄유시티에 대해서 응답자의 65%가 알고 있다고 <표 3>과 같이 응답하고 있으며(2005년 한국전
산원의 선행연구 등과 결과가 유사한 비율을 이루고 있음), 24% 정도는 잘 모르고 있었다. 무응답은 5
명(2.1%)였다. 2009년 현재 응답자들은 동탄신도시가 유시티로 건설된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3> 유시티와 동탄유시티 인지도
구

분

동탄 유시티 인지도

유시티 인지도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전혀그렇지 않다

24(10.1)

20(8.4)

그렇지 않다

40(16.8)

36(15.1)

그저 그렇다

34(14.3)

52(21.8)

그렇다

105(44.1)

104(43.7)

매우 그렇다

29(12.2)

21(8.8)

무응답

6(2.5)

5(2.1)

합계

238(100)

23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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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 의하면 동탄신도시가 유시티로 건설된 사실에 대해서 응답자의 56%는 확실하게 인지하
고 있었으며, 27%는 잘 모르고 있었다. 선행연구의 유시티인지도 등과 유사한 인지율을 보이고 있으
나, 아직도 대중적으로는 다소 생소한 개념임을 반증하고 있다. 무응답은 6명(2.5%)였다. 이러한 결과
는 주거자들의 특성, 곧 노령층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2) 동탄 신도시 하드웨어(도시기반시설) 측면
<표 4>는 동탄신도시 단지의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여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교
육여건에 대하여 응답자의 25%는 긍정적이나, 40%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 도시구
조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있다고 추정된다. 무응답은 3명(1.3%)였다. 그러나 도시만족
도는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구축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교육 여건
등 도시기반시설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4> 교육 및 도로여건
구

분

교육 여건

도로 여건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전혀그렇지 않다

45(18.9)

56(23.5)

그렇지 않다

50(21.0)

56(23.5)

그저 그렇다

79(33.2)

54(22.7)

그렇다

53(22.3)

57(23.9)

매우 그렇다

8(3.4)

11(4.6)

무응답

3(1.3)

4(1.7)

합계

238(100)

238(100)

동탄신도시의 도로 등 교통여건에 대하여 만족하는가의 질문에 28%가 이를 긍정하고 있으며, 47%
가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2009년 현재 경기도가 광역교통본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고, 또 서울과 통탄 간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무응답은 4명(1.7%)였다.
<표 5>는 동탄신도시 단지위치 및 조망 등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한 질문에 51%가 긍정하고 있고,
13%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위치나 조망 등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다. 무응답은 7명(2.7%)
였다. 경기도와 화성시 당국은 동탄동의 메리트를 수도권에서 치지하는 위치와 환경적 조망 등으로 특
성화 한 도시마케팅 전략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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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탄신도시 단지위치, 조망과 공공시설 및 주택시설
위치와 조망

공공 시설

주택 시설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3(1.3)

16(6.7)

9(3.8)

그렇지 않다

29(12.2)

40(16.8)

34(14.3)

그저 그렇다

76(31.9)

62(26.1)

92(38.7)

그렇다

98(41.5)

95(39.9)

86(36.1)

매우 그렇다

25(10.5)

25(10.5)

16(6.7)

구

분

전혀그렇지 않다

무응답

7(2.9)

-

1(0.4)

합계

238(100)

238(100)

238(100)

“동탄신도시 단지 내의 공공시설(예: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다른 최신 단지의 시설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50%가 인정하고 있고, 42%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내부시설은 동탄 이외의 다른 도시신규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합니까?”
라는 질문에 42%가 긍정하고 있고, 18%는 부정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주택내부시설 만족도이다.

(3) 동탄신도시의 거주의사
<표 6>은“동탄신도시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69%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고, 8.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주자의 거주의사는 그 지역의 쾌적성, 자산가
치, 교통과 교육, 복지제도의 구비 등에 따라 좌우된다. 응답자들의 거주의사가 약 70%라면 동탄신도
시 개발은 그만큼 효과적인 주택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동탄신도시 계속적 거주의향과 이주의사
구

분

거주 의사

유시티 이주 의사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전혀그렇지 않다

5(2.1)

16(6.7)

그렇지 않다

16(6.7)

36(15.1)

그저 그렇다

50(21.0)

88(37.0)

그렇다

143(60.1)

78(32.8)

매우 그렇다

22(9.2)

17(7.1)

무응답

2(0.8)

3(1.3)

합계

238(100)

23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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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만약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비쿼터스도시를 찾아서 이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에 40%가 긍정하고 있고, 22%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긍정적 답변은 청년층
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응답은 노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설문과정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아직 체
험적인 유서비스 편리성을 체험하지 못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7>은“동탄신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43%가 긍
정하고 있고, 1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부심이 높게 나타난다.
<표 7> 동탄신도시 자부심과 주민참여, 추천의향
구

분

동탄신도시 거주 자부심

주민 참여 의향

동탄신도시 추천의향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전혀그렇지 않다

12(5.0)

4(1.7)

7(2.9)

그렇지 않다

30(12.6)

17(7.1)

24(10.1)

그저 그렇다

93(39.1)

53(22.3)

68(28.6)

그렇다

85(35.7)

123(51.7)

105(44.1)

매우 그렇다

17(7.1)

40(16.8)

29(12.2)

무응답

1(0.4)

1(0.4)

5(2.1)

합계

238(100)

238(100)

238(100)

“동탄신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67%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8.8%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구성주체가 주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도와 시가 적극
적으로 구조화 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긴다.
또한,“친구나 친지 등에게 동탄신도시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56%가 권유의사를
보이고 있고, 1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응답은 5명(2.1%)였다.

(4) 동탄 유시티서비스의 만족도 인식
<표 8>은“안전(CCTV와 센서를 활용한 방범, 차량번호인식, 불법 주·정차 단속)서비스에 만족하
십니까?”
라는 질문에 48%가 긍정하고 있고, 23%가 불만을 주장하고 있다. 무응답은 4명(1.7%)였다.
“교통(CCTV와 센서를 이용한 교통정보제공, 주차지원, 대중교통 정보제공, 실시간 신호제어, 외부
연계도로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2%가 긍정적이고, 33%가 부정적이어
서 반응이 비슷하다. 무응답은 4명(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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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안전서비스와 교통서비스 만족도
구

분

안전서비스 만족도

교통서비스 만족도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전혀그렇지 않다

14(5.9)

21(8.8)

그렇지 않다

41(17.2)

59(24.8)

그저 그렇다

65(27.3)

77(32.4)

그렇다

94(39.5)

63(26.5)

매우 그렇다

20(8.4)

14(5.9)

무응답

4(1.7)

4(1.7)

합계

238(100)

238(100)

<표 9>는“환경(상수도 누수관리, 환경오염정보)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4%가 긍정
적이고, 24%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응답은 4명(1.7%)였다.
“미디어(유-플래카드, 미디어 보드, 동탄신도시 포털)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21%가
긍정적이고, 23%가 부정적 반응을 보여 비슷하다. 무응답은 6명(2.5%)였다.
<표 9> 환경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 만족도
구

분

환경서비스 만족도

미디어 서비스 만족도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전혀그렇지 않다

14(5.9)

15(6.3)

그렇지 않다

44(18.5)

40(16.8)

그저 그렇다

96(40.3)

127(53.4)

그렇다

70(29.4)

45(18.9)

매우 그렇다

10(4.2)

5(2.1)

무응답

4(1.7)

합계

238(100)

6(2.5)
238(100)

(5) 기타 동탄 유시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이하에서는 동탄시티에서 제공하는 유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1) 거주이유, 2) 신도시 만족서비
스 및 3) 신도시 개선필요서비스로 결과를 우선순위별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표 12>는 동탄신도시 거
주 이유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과 주택 가격상승기대를 절대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즉 1) 쾌적한 환경,
2) 주택가격 상승 기대, 3) 안정성, 4) 주거 편리성 등으로 나타나 동탄유시티의 경쟁력은“쾌적한 환
경과 수도권”
이라는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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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동탄신도시 거주 이유
동탄신도시 거주이유

빈도

순위

쾌적한 환경

137

1

주거시설의 편리성(교통, 쇼핑, 의료 등)

64

4

자녀의 교육환경

42

5

안전성과 보안성(CCTV 등의 설치로 인한 방범시설 등)

73

3

주택 가격상승 기대

117

2

기타

6

6

<표 11>은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유시티서비스로는 환경과 방범 및 방재를 들고
있다. 즉 유시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 환경서비스, 2) 방범과 방재서비스, 3) 문화, 관광서비스,
4) 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응답하여 현재 서비스중인 프로그램 중에서는 환경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위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유서비스인 환경서비스가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
을 홍보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동탄신도시 만족 서비스와 개선필요 서비스
구

분

동탄신도시 만족 서비스

동탄신도시 개선필요 서비스

빈도(퍼센트)

빈도(퍼센트)

보건, 의료, 복지

4(29)

3(67)

방범, 방재

2(59)

5(46)

교육

6(13)

2(92)

교통

5(27)

1(94)

문화, 관광, 스포츠

3(30)

4(60)

근로, 고용

7(7)

6(23)

환경

1(118)

7(13)

기타

7(7)

8(1)

동탄신도시에 향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유시티서비스에 대해서는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개선과제로는 1) 교통, 2) 교
육, 3) 보건·의료, 4) 문화·관광 등으로 나타나 교통과 교육개선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인식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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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政策的 示唆点

본 연구는 동탄 유시티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
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그 연구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기존의 경기도(경기도, 2007 ;
2008) 설문자료 등을 참조하고, 238 명의 동탄 u-시티 거주자들에 대한 도시공공서비스 사용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과, 거주의사와 유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유시티 인지도, 유서비스 하드웨어
인식도, 거주의사, 유서비스 만족도 등에서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유시티 인지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유시티에 대해서 65%가 인지하고 있고 동탄신도시가 유
시티로 건설된 사실에 대해서 56%가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30~40대의 남성이며
학력이 높은 편이고, 자영업/사무직/전문직이라는 특성에 따른 인지도라고 평가된다.
둘째, 동탄신도시 하드웨어 구조 인식도는 동탄신도시 단지의 교육여건과 교통여건 등에 대해서 부
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동탄신도시 단지위치 및 조망, 공공시설(예: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등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내부
시설이 다른 도시 신규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응답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셋째, 동탄신도시 거주의사와 관련 동탄신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주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도시에 대해서 과반수정도의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고, 동탄신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
로 만들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친구나 친지 등에게 동탄신
도시를 추천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대나 고려가 큰 것
으로 판단된다.
넷째, 동탄 유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설문 결과 동탄 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안전(CCTV와 센서
를 활용한 방범, 차량번호인식, 불법 주·정차 단속)서비스와 환경(상수도 누수관리, 환경오염정보)서
비스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교통(CCTV와 센서를 이용한 교통정보제공, 주차지원, 대중교
통 정보제공, 실시간 신호제어, 외부연계도로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유-플래카드, 미디어
보드, 동탄신도시 포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정과 긍정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끝으로, 기타 동탄 유시티서비스와 관련하여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유시티서비스
로는 환경과 방범 및 방재 등이며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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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향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는 1) 교통, 2) 교육, 3) 보건·의료, 4) 문화·관광 등
으로 나타나 교통과 교육개선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이처럼 동탄신도시 유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 환경·안전, 2) 방재·방범,
3)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들은 화성시가“살기 좋은 도시, 건강과 웰
빙, 전원도시”
(화성시 통계연보, 2008)로 시정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기존의 도시 이미지와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결과로서 화성시는 앞으로‘안전, 웰빙, 방재 도시’
라는 도시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시정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웅변한다. 따라서 동탄 신도시 이미지 제고방안은 동탄 신도시의
주거만족도를 중심으로 1) 환경·안전, 2) 방재·방범, 3)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 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살기 좋은 도시, 건강과 웰빙, 전원도시 이미지로 홍보하는 전략이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동탄 신도시의 전망은 환경, 방재도시, 유비거주 만족, 조망 만족 등에서 나타나듯이 전원도시
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신도시 이지미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도시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과 동시에 그런 한편 단점으로는 취약문제인 1) 도시 교통, 2) 교육문제 해소방안 제시가 주요 현
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요 도시정책 과제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유시티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물로서의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추후 유서비스 만족도 측정을 위한 확인적 자료로서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탄 신도시 이미지 제고방안은 동탄 신도시의 주거만족도를 중심으로 1) 환경·안전, 2) 방재·방범, 3)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 등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접근, 즉 살기 좋은 도시, 건강과 웰빙, 전원도시 이미
지로 홍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분석 결과 유서비스 소프트웨어 측면이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어 부가서비스 개발과 소프트웨어의 고급화가 요청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최초 유시티 주거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 불만족요인의 도
출, 유시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런 한편, 단점으로는 취약문제인 1) 도시 교통,
2) 교육문제 해소방안 제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모색과 도시교통, 복
지, 교육 등 광역적 통합운영센터 설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동탄동이나 화성
시 입장에서만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행정현안 인식과 관련된 중요성 정
도의‘동의’
사항은 1) 교통(98.5%), 2) 복지(93.5%), 3) 경제(91.5%), 4) 환경(90%), 5) 주택(87.8%)
순으로 공동협의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봐도(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65) 수긍이 가는 것이다. 동
탄 신도시가 향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는 유서비스로는 교통, 교육, 보건/의료/복지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본 硏究의 限界와 後續硏究 課題를 예시하면 첫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동탄 신도시 1개 지역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다보니 여타 유시티나 기존의 일반 도시들과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 등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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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차후 도시비교연구를 통한 유시티의 차별성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후속
연구 방향을 예시하면 유서비스 유형화를 통하여 유시티 특성에 맞게 개별적, 단계별 서비스를 개발하
고, 민간재 성격을 지닌 수익모델 개발과 수익자비용부담 방안이 보다 심층적,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자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서비스 효과 제시와 광
역적인 통합정보센터 기능을 띤 제도적인‘광역통합정보센터(안)’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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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Water Management Planning for a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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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 climate events such as drought, flood, typhoon and stormy rainfall are expected to leave an
impact on urban society. According to the latest weather condition, urban planners and decision makers
are also expected to make response to mitigate the sufferings associated with these extremes. In this
situation, the need to change urban water management to become more sustainable is widely
recognized. Urban rainwater harvesting management planning (URWHMP) is employing a
renaissance for urban water plan and management, a new approach, using the URWEM will be
developed under the climate change. It is for improving dwelling environments by adapting climate
change as well as utility of available water by rainwater harvesting and flood control. This new
paradigm provides a more realistic and reliable solutions for urban water problems such as flood and
drought. Also, through several cases of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several valuable projects which are
performed by the rainwater harvesting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suggest a value of
URWHM.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outcome of URWHM development will lead to better
urban water plan and management practi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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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시물관리계획

이 주 영 / 한 무 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기후사상이 발생되고 있다. 경기도처럼 도시지역 확장과 유역의 도
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면적의 증가와 맞물려 기존 중앙집중식 물관리시스템과 기존 수문학적 설계로는 이를 극복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규모 상하수도 설비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시빗물집수관리
시스템의 보급이 경기도에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학교와 광진구 스타시티를 중심으로
활발히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빗물을 버리는 물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소
중한 자원의 빗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몇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기후변화 적
응을 위한 도시 및 단지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_ 도시빗물집수관리시스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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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cently, meteorological complex and extreme climate events such as flood, drought,
typhoon and stormy rainfall are happening. Specially, there are expected to leave a much
greater impact on urban system such as water supply infrastructures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s culture and climate have relationships, Korean people have been
response to adapt and mitigate the sufferings associated with such climate extremes.
Many researches indicate that climate and culture can interact in many ways(Demenocal,
2001) and urban water recycle having the concept of new paradigm have been offered by
many authors, including Hogland and Niemczynowicz(1980), Grimmond and Oke(1986),
van de ven(1988), Stephenson(1996), Herrmann and Klaus(1996), Imbe(1997) and Gumbo
(2000). However, a common sense and knowledge of climate variability/change and
corresponding response come close to the edge. Extreme rainfall events recently occurring
in Korea have been shown to change frequency-based rainfall amount and happen
climatological variance. Fig.1. shows that Korea is the most severe. Here, higher variance
means there is significant potential challenges for water plan and management between
utilities to advance urban policies research.
<Figure 1> Average annual rainfall and dispersion(H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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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urgent challenges faced by most policy makers are supplying adequate water
to meet the ever increasing water demand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ensuring fair
access to water in urban areas. However, a conventional centralized approach comes close
to edge using the limited water resource. To satisfy sustainable water plan and
management, decision makers and planners are to understand complex linkages between
climate change and efforts to apply to sustainable urban rainwater harvesting
management. Rainwater harvesting and utilization as decentralized approach is an
environmental good solution, which is often created from a conventional centralized
approach.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at decision makers and urban planners
worldwide are beginning to understand the sustainable urban water management and
plan to climate change and variability through experience of rainwater harvesting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 Decentralized Urban Water System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limate variability at the local level is predicted to increase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This suggests that legacy urban water infrastructures such as centralized water
supply, stormwater control and wastewater are becoming vulnerable to heavy rainfall
events and extreme drought due to climate change. Decentralized urban water systems
are likely to play a key role when aging infrastructure and increasing energy cost is to
reduce. <Fig.2> illustrates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urban water system.
Urban rainwater harvesting and utilization that helps to recover natural hydrological
cycles is one of the best decentralized technologies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urban
water development. These decrease the urban water demand as well as reduce the amount
of runoff that generates a contaminated river, lake and groundwater in urban area. Also,
URWHMP provides motivation due to the recognition to decision makers and cities
planners, though water supply through pipe networks is not economic and sustainable

Urban Water Management Planning for a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 117

feasibility.
<Figure 2> Decentralized and Centralized Urban Water System (Han, et al., 2006)

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 new guideline to
rainwater management
The new guideline to URWHMP is enac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December, 2004. A new guideline creates an action on the mitigation the urban water
flooding/drought and conservation of water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By doing
this, this provides local government authority to respond directly to decrease or
threatened urban hazard that may endanger citizen health or the urba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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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ideline suggests two kinds of response actions;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citizen to fill and empty the rainwater tank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disaster prevention agency.
Provision of a rain city network that water levels of all the water tanks can be
monitored at a central disaster prevention control center <Fig.3>.
For the retention of rainwater with facilities for rainwater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water demand which can be substituted with rainwater is significantly
dependent on the quantity of the water demand. Also, stored water in a rainwater
harvesting facilities is used for fire fighting purpose and miscellaneous purpose such
as toilet flushing, gardening and washing(Han, et al., 2005).
Creation of incentive program which is planned for central disaster prevention is
planned for following the direction and some punishment to those who do not obey.
<Figure 3> Diagram for a central urban disaster prevention using multiple urban rainwater
harvest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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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ildings which must install the rainwater tanks are (Han, et al., 2005):
All public building: Newly built buildings must install the rainwater tanks and
existing buildings are recommended to build one as much as possible.
New public facilities(Such as park, parking lot, schools) should install rainwater tanks
and existing facilities should install as much as possible
Private Buildings: New buildings which are subject to get permission(Floor area larger
than 3000㎡) are recommended to install rainwater tanks
For a large development plan such as new town projects, they should include the
rainwater management system as a first priority.

4. Urban Rainwater Harvesting Technology for Urban
Water Management Planning
The concept of the urban rainwater harvesting technology demonstrates the
connectivity and interdependence of urban water resources and human activities, and the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 To meet this need, the rainwater harvesting technology
should be improved.

Types of rainwater harvesting systems
Typically, a rainwater harvesting system consists of three basic elements: the collection
system, the conveyance system, and the storage system. Collection systems can vary from
simple types within a household to building and sport complex systems where a large
catchment area contributes to an impounding reservoir from which water is either
gravitated or pumped to water treatment plants(UN-HABITAT, 2005). The categories of
rainwater harvesting systems depend on factors like the size and nature of the catchment
areas and whether the systems are in urban or rural settings(UN-HABITAT, 2005).
<Fig.4> shows a typical RWH system as househol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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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ypical rainwater harvest system
(a) Typical RWH system

(b) Runoff coefficients
Type of catchment

Runoff coefficient

Roof top

0.75 - 0.95

Paved area

0.50 - 0.85

Bare ground

0.10 - 0.20

Green area

0.05 - 010

Source: UN-HABITAT(2005)
(c) Average rate of rainfall vs diameter of pipe
Average rate of rainfall in mm/h

Sl.No.

Diameter of Pipe
(mm)

50

1

50

13.4

8.9

6.6

5.3

4.4

3.3

2

65

24.1

16.0

12.0

9.6

8.0

6.0

3

75

40.8

27.0

20.4

16.3

13.6

10.2

4

100

85.4

57.0

42.7

34.2

28.5

21.3

5

125

-

-

80.5

64.3

53.5

40.0

6

160

-

-

-

-

83.6

62.7

75

Source : UN-HABITAT, 2005 ; Indian National Building Code

100

125

15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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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reatment technique
Method

Location

Result

Gutters and leaders

Prevent leaves and other
debris from entering tank

Within tank

Settles particulate matter

Screening
Strainers and leaf screens
Settling
Sedimentation
Filtering
In-line/multi cartridge
Activated carbon*
Reverse osmosis

After pump

Sievers sediment

At tap

Removes chlorine

At top

Removes contaminants

Mixed media

Separate tank

Traps paticulate matter

Slow sand

Separate tank

Traps paticulate matter

Vefore use

Kills microorganisms

Within tank or pump

Kills microorganisms
(liquid, tablet or granule)

Should be located after the
activated carbon filter before trap

Kills microorganisms

Before tap

Kills microorganisms

Disinfection
Boiling/distilling
Chemical treatments
(Chlorine or iodine)
Ultraviolet light
Ozonation
Source: UN-HABITAT(2005).

5. New decentralized URWHMP project in South Korea
5.1. The education research building(B/D 39),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he rainwater utilization facility on the education research building(B/D 39)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located in. <Fig.5> illustrates a diagram of the education research
building(B/D 39). This building have been constructed in October 2005, about 1000 people
work in the building and water consumption per day is about 120~150 ton and
consumption for toilet flushing is 60~90 t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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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llustration of the rainwater utilization facility on the education research building
(B/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he rainwater utilization facility consists of a catchment area, a main storage tank, a
sub-storage tank and supply facilities. The catchment area is 3,652㎡ and the capacity of
the main storage tank, sub-storage tank and supply tank are 250㎥, 27㎥ and 4㎥,
respectively. Rainwater collected from the roof area of 960㎡ flows in the main tank.
Rainwater collected from the roof area of 1868㎡ and the terrace 824㎡ flows to a sub
storage tank and then, when the water level in the small tank reached 1.2m in depth,
water is transported to the main tank by pumping(Han, et al., 2007).
The main tank consists of two rooms made of reinforced concrete and of effective water
depth 4.25m. The effective water depth of the small tank, which is made of reinforced
concrete, is 1.8m. Rainwater is supplied from the main tank to toilets through a supply
tank of 4㎥. The supply tank has both a rainwater pipe and a city water pipe, with
rainwater supplied in preference to city water. However, if there is no rainwater in the
main tank, city water is supplied instead of rainwater. A screen was established in the
inlet of the small tank, and two filters, WFF100(Rainharvesting Systems Ltd.,
Woodchester, UK) and AFS200(Wavin Co., Zwolle, Netherlands), have been installed in
the main tank. Rainwater from the roof area flows into the main tank through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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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s and when the small tank is full, rainwater from the small tank flows into the main
tank through the AFS200 filter. The water level of the main tank, the sub storage tank
and the supply tank is monitored by a floating level transmitter(HT-100R, Hitrol Co., Ltd,
Paju, Korea), and an amount of flowing water was checked by Magnetic flow meter
WTM1000, Wintec Co., Ltd. Korea). An automatic remote control operation is carried out
by an HMI(Human Machine Interface) program(Wonderware In Touch v. 9.0, Maha net
Co., Ltd., Sungnam, Korea). <Fig. 5> shows results of pH, turbidity and metal ions.

5.2. Gangneung Industrial and Science Complex, Gangneung, South Korea
The rainwater infiltration system facility as bioretention on the Gangneung Industrial
and Science Complex, Gangneung, is located in. As urbanization occurs in a catchment,
the area of impervious area tends to increase. This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impervious surface area affects the natural hydrology of the catchment(Field et al.,1982).
Fig.6 shows that permeable gardens are designed by decentralized urban rainwater
infiltration technology that aims to address these issues by allowing infiltration of urban
stormwater through extreme events.. This bioretention system has been identified as a
potential urban stormwater prevention technology.
<Figure 6> Illustration of the rainwater infiltration facility on the Gangneung industrial and
Science Complex, Gangneu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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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he dormitory building complex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he rainwater harvesting facility on the dormitory build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is located in. The dormitory complex has a 200 ton rainwater storage
tank for toilet flush and landscape water use, which is installed in November 2003(Han et
al., 2004). The rainwater from the 3 buildings roofs with an area of 2,098㎡ has been
harvested to concrete rainwater tank. Also 15% of supplied tap water has been saved since
its operation from April 2004. <Fig.7> shows a schematic diagram of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he runoff flow is measured using a sonic water level located in a V-notch weir.
In addition, the water level is monitored and its realtime data is available on the on-line
network(Han et al., 2004).
<Figure 7> Schematic diagram of the structure of the dormitory building complex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Han, et al., 2004)

Source: SNU-Rainwater harvesting center

Urban Water Management Planning for a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 125

5.4. The Seoul Ranch, City of Pa-Ju, Gyeongi-do, Korea
The rainwater harvesting facility at the Seoul Ranch is located in the city of Paju,
Gyeongi-do, South Korea. The Seoul Ranch has a 45 ton rainwater storage tank for
temperature control for domestic animal breeding. The rainwater harvesting system is
composed of following systems.

Source: SNU-Rainwater harvesting center

6. Discussion and Conclusion
This study undertakes an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of current research into urban
infrastructure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by SNU(Seoul National University)rainwater harvesting group. The relentlessly expansion of urban development and the
emergence of mega-cities mean that centralized urban water management and plan can
not be a solu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redevelopment of urban
human settlements, regarding ecological, economical and social criteria in climate change.
In this paper, through demonstrate 4 practices, the decentralized urban rainwater
harvesting management planning(URWHMP) would result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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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tormwater runoff impact on infrastructures and human concerns under climate
change/variability. Also, rainwater harvesting and utilization have been shown to have
significant benefits with respect to centralized system. 4 types of urban infrastructure are
commonly recognized: those serving water supply, urban drainage and flood protection,
and wastewater management. With respect to water supply, rainwater harvesting
technology is to provide water to the large population. With respect to urban drainage
and flood protection, these practices will improve as decentralized water storage
technique. The concepts emphasize the need for distributed drainage systems maintaining
on-site water balance and thereby reducing generation of runoff.
At present, Korean environmental laws do not take climate change into account. The
construction cases of #39 building and dormitory building complex at SNU and
bioretention system at Gangneung industrial & science complex would likely to be
challenged by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variability. Furthermore, these
applications and experiences must chance to avoid future conflict and provide a guideline
to decision makers and city planners. Also, the continuing progress in this system is the
challenges for urban water problem and climate change. The policies for rainwater
harvesting should be contribute to meeting the current challenges in urban water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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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Industries which are integrated with high technology are currently taking off to become a
new industry influencing on national growth in global world. Moreover, defense industries are now
facing the focus as a new export industry due to the increase of the export weight(13.6%) among the
total sales of defense industries. However, despite the defense industries implicature it is having a
trouble with the acquisition of export competitiveness caused by lack of experience in sales diplomacy
and exporting strategy on the national level. Thus, this paper proposes the method to establish
international export competitiveness and activate national growth, and also the institutional problem
awaiting solution.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benchmarking the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royalty exemption until defense industries become competitive and self-reliant, delay in
levying royalty, requirement of improvement in the concept of technology royalty, adjustment of the
standard royalty rate, and improvement in the technical royalty collection standard with an offse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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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기술료를 중심으로

양 용 석

방위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복합첨단기술의 종합체로써 글로벌시대의 국가 新 성장동력을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매출액 대비 방위산업수출 비중도 13.6%에 이르는 수준으로 증대
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이러한 함의(含意)에도 불구하고 국
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수출전략의 부재와 세일즈 외교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외수출 경쟁력 확보와 국가적 성장 동력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제
도적 개선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료를 면제해야
한다. 셋째, 기술료 징수를 유예해야 한다. 넷째, 기술료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과기준(요율)을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하청생산 계약시 기술료 징수기준을 개선시켜야 한다.

주제어 _ 기술료, 방위산업, 항공산업, 수출, 방산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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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Needs of the Defense Technology Improvement

Exporting military arms does not mean only acquiring foreign currency but also
important meaning in military diplomacy. From defense export, it is able to increase a
rate of operation in defence industry with the stable support maintenance of domestic
military system conducted by nation and continuous latency of military development.
Moreover, Korean defense technology is meeting much recognition lately from the success
of high-tech arms system’
s overseas export.
However, according to the export of arms, payment issue of royalty has been arisen
with a different view between defense industry and the organization which has the right
of the technology. The organization produces the royalty charged by defense companies to
their engineers so that they can extract their potential ability of the engineers while the
companies are having trouble with price competitiveness by charging royalty.
Of course, it is natural to establish the recurring system that government uses the
royalty, charged by company’
s payment that is the profit from export with government’
s
property, for the investment to develop a new technology and push forward to be
industrialized with it. In addition, it needs government give such incentive to the
engineers who were involved in development to encourage their efforts. However, the
defense companies are promoting a business for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to open a
primary export market even though they cannot guarantee the rate of operation but at
least a chance of profit expected, that is, the truth of current defense company is that
they haven’
t prepared yet to compete in the world with paying the royalty due to the lack
of business infra.
Despite of the good purpose of the royalty, the problem has been arising because of
different view between the organization that collects royalty and the companies that pay
royalty.
Therefore, this royalty system has to be revised because this system is driving the
company’
s competitiveness that just starts a business in export market lower by
demanding too much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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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ctual Exports of Defensive Articles
Amount of Korea’
s actual arms export is about 1.5 billion US dollar from year 2001 to
2006 based on actual contract award of defense industries. This is only 4 to 5 percent of
total sales amount for defense products. Also, the range of annual actual exports is
unstable. Because of the feature of exporting defensive arms, the actual exports are
mostly influenced according to the year that exports a high-priced article such as war
vessels and the year that does not.

<Table 1> Actual exports of defensive arms
Year
Figure

($million)

‘01

‘02

‘03

‘04

‘05

‘06

Total

23,720

14,426

23,770

41,766

26,233

25,523

Ammunition

4,369

2,431

2,709

8,055

2,611

5,072

Firearms

6,650

6,516

4,438

5,268

2,791

6,319

Maneuver

3,592

1,035

2,416

417

2,362

2,222

War Vessels

3,529

0

7,591

15,103

126

0

Communication

542

230

311

1,736

57

652

Aircraft

87

3,356

6,305

6,693

15,231

9,308

4,951

858

0

4,494

3,055

1,950

Services/Others
Source: DAPA, Annual Status(2008).

<Figure 1> The amount of exports and the weight on classified actual exports

Source: DAPA, Annual Statu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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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the amount of Korea’
s actual exports of defensive arms does not account for
many percentages among the total sales of defensive arms. Generally actual exports of
defensive arms accounts for only 3 to 4 percent.

Ⅲ. The Status of Korea’
s Exported Defensive Arms
and the Current Issue
1. The Major Issue of Exported Defensive Arms on a Case By Case
As big deals are succeeded currently, the arisen issues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the
companies are same as below.
<Table 2> The arisen issue by the defense companies
Company
Samsung Techwin

Rotem

S&T Daewoo

S&T Heavy
Industry

Doosan Infracore

LIG NEX1

Korea Aerospace
(KAI)

Related Business
K-9 self-propelled artillery
- India, Australia
Technical support for the turkish tank
- business of developing new model used
by domestic technology(company covers
developing risk)
year of 2008
- Indonesia, Philippine

Transmission and Protection

K-200 vehicles upgrade

Main Issue
disapproval of company’s technical contribution
different view of estimating royalty(DAPA vs ADD)
different view of estimating royalty
disapproval of company’s technical contribution
having trouble with the acquisition of
business asset and delay of contract
charging royalty 25years later
charging royalty based on domestic procurement
(export price : 84% of domestic gearing ratio)
disapproval of company’
s technical
contribution(disapproval of an efficiency
improvement by the company)
charging royalty on upgrading business
disapproval of company’
s technical
contribution (purchasing abroad of a
transmission and self engine developing)

PRC-999KE(export indonesia)
- light weighting GPS/an efficiency
improvement to connect PDA

charging royalty on commercialized technology
disapproval of company’s technical contribution

exporting KT-1T in Turkey
- aircraft exports developed by the company

charging royalty on foreign subcontract
manufacturing
disapproval of company’s technical contribution

Source: the Writer Summar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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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tatus of Performing the Royalty System in Korea
A. Definition
Royalty is a term of compensation for the use of license. Following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 regulation, this is called as royalty that the user pays
to the possessor for acquiring the right to use of qualified technology.

B. How to Set Up Technical Royalty and Standard
The royalty of the defense export arms is governed by DAPA’
s regulation and the
contents are below.
<Table 3> DAPA’
s regulation
① The head of DAPA has the right to close a contract with anyone who wants to use the technology and it
is able to charge the royalty.
② Following the clause of the regulation the collected royalty is used as below.
1. Reinvesting in R&D
2. Cos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plication and management related to the national defense and
science technology.
3. Incentives according to 40 of Art. 1
4. Expenses for the organization that develop the national defense and science technology in concerned
year.
③ It is necessary that the head of DAPA gives a notice of the necessary contents for the plan and the
procedure.
Source: the Writer Summary(2009).

In other words, the amount of royalty that the organization can collect is in the
regulation of DAPA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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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APA’
s notification
① In principle, the royalty that a organization can collect is as below but there might be and added extra
charge for the special case.
Cost of Royalty = Development Fee *

year on GNP conversion of previous technology transferred
conversion of investing fee on GNP

② The case of setting basis approved for domestic transfer or performance is as below.
1. The case that exports the commodities transferred or approved technology is used.
2. The case that produce/manufacture non-official product transferred or approved technology is used.
A. a deposit and prepayment : 1~2% of the royalty
B. ordinary technical royalty : 2~3% of net selling price per product
③ The case of the exports abroad conducted by the defense industries.
1. The price of performance and an advance : 1% of overall royalty.
2. The case that produces the commodities on the purpose of domestic uses from the technology foreign
technical supports has brought.
3. the case that exports the commodities used by the technology foreign technical supports has brought.
④ The royalty in case that the organization directly exports itself must include the compensation of the
technical exports with technical services and must be followed by foreign technical supports.
Source: the Writer Summary(2009).

C. The Reduction of the Royalty
The case of reducing royalty is like this; if the final user of defense articles domestically
produced from the transferred technology is Korean government, if it is a transferring of
simple technical data, if the main user transferred is a governmental organization or the
organization related to government, the case of exporting the technology to the country
agreed technical supports of defense articles, the case if the product applied concerned
technology is needed out in domestic and other cases required the special reduction for
expanding exports of defense technology and articles.

D. Payment Period of the Royalty
This is stated in regulation of DAPA. The case that domestic companies and
organizations export defense articles is in January from the customs entry date. The
current royalty that domestic companies and organizations export non-official products is
until the end of January. The case that closes technical export contract is within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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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closing date of contract.

E. Allocation of the Charged Royalty
The allocation is stated in regulation of DAPA that the head of DAPA has a right to give
an incentive in the scope president agreed upon to the concerned engineers who are
involved in The National Defense and Science Institute,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defense industries, expert researching organization, a fully equipped army or
a procurement agency and develop distinguished technology and the commodities. Its
amount is regulated as more than 20% of reinvesting in R&D and grants for the
encouragement of research is more than 50% of overall price.

F. The Status of Technical Royalty
Korean public agency’
s increase in technical royalty income is natural result as
government’
s investment in R&D and the case of using its result with successful
development are increasing from the year 2000. According to the status of technical
royalty income survey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accumulated technical
royalty is total 471.1 billion Korea Won, its technical royalty income of public agency is
453.8 billion Korea Won (96.3%) and for universities is 173 million Korea Won (3.7%).

<Table 5> Korean public agency’
s increase in technical royalty income

($million)

Figure

2000

2003

2004

Total

Public agency

365,801

36,374

51,664

453,839

University

10,961

2,818

3,506

17,284

Total

376,762

39,192

55,170

471,123

Source: MKE, Status of Transfered Technology(2005).

And also, among agencies, top ranked public agency for accumulated technical royalty
income is Electronics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s amount is 366.1 billion Korea
Won (77.7%) this is the highest income and among this, CDMA technology royalty income
has taken 45% (212.1 billion Korea Won) from Qualcomm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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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p ranked public agency for accumulated technical royalty income
Rank

Public agency

University

1

ETRI

366,100

2

KIST

17,453

3

KERI

4

KETI

5

KRICT

Total

KAIST

3,062

ETRI

POSTECH

1,559

KIST

14,283

Hanyang Univ.

988

KERI

14,160

Seoul National Univ.

310

KETI

12,866

Kyunghee Univ.

730

KRICT

Source: MKE, Status of Transfered Technology(2005).

3. Requirement for Examining Technical Royalty with the Feature of
Defense R&D and Defense Business
The regulation of technical royalty is applied to national development for defensive
arms technology based on national R&D business management but technical royalty must
be regulated for setting amount, plan and practical plan reflecting feature and condition
of business.
Technical royalty takes on semi-taxation character and this is a policy setting amount
of technical royalty and getting back a part of an amount invested if a company earns
profit by commercialization to reduce a stress through the industries’technical
commercialization.

A. The Feature of Defense R&D Business
This is an necessary to examine proper collecting regulation of technical royalty
considering the feature of defense R&D and defense business for collecting technical
royalty of national defense business for R&D and the features are as below.
<Table 7> Defense R&D characteristics
○ Acquiring technology which is system-centered development.
○ Committing researching engineer from several agencies and companies while in developing.
○ Technical acquiring through the sequence developing,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and the
concerned organization is different each other.

138 |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2호

○ Technology is a national property and the head of DAPA sets up all the standard of technical
management and circulation.
○ It is not the technical use of actual license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 but a technology of execution
centered right for standardized data.
○ It is possible to retake investment from acquiring governmental investment in equipment, tools and a
product of prototype while in developing.
○ It is possible to retake investment through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after developing military
system.
Source: the Writer Summary(2009).

B. The Different Regulation Between National Defensive R&D and Industrial R&D
To attain a goal, national defensive R&D business and governmental asset is invested
and promoted to meet military requirement. However, governmental support asset is
included in the cost of supplies provided by a purveyor, so extra activity in future market
is optional.
Industrial R&D business retakes development fee in case acquiring technology as a
developing result and commercializing it to produce and sell the products.
<Table 8> The different regulation between national defensive R&D and industrial R&D
Figure

Purpose

Feature

National Defensive R&D(DAPA)

Industrial R&D

reforming defense capacity and defense

raising competitiveness from improving and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through

promoting industrial technology and raising

acquiring military system

infra

developing completion= commercialization

developing completion≠ commercialization

- 1st recipients(government), 2nd(company)

- 1st recipients(company)

organization holding technology
Point of Accuracy

→ domestic company(the use)
- production of goods for nongovernmental use
production of goods for nongovernmental
use : 2~3% of the selling price
the commodities exports : 2% of domestic

Estimate Rate

payment goods received
export of know-how : more than 100% of
the government’
s capital investment

Source: the Writer Summary(2009).

organization holding technology
→ domestic company(ownership)
20~40% of invested price b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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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development fee is retaken as technical royalty in case of requiring
technology resulted by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it to produce and sell the products
in R&D business. However, the technology developed by national defensive R&D business
promotes on the basis of commercialization and the government is retaking technical
royalty through manufacturing military system and maintenance to use in domestic with
it. Especially, it is possible to retake technical royalty due to actual investing effect from
developing defense industry and creating domestic value added.
Companies are under pressure to maintain utilities and workforce through developing
defense articles system and commercialization to continue technic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after the commercialization.
Thus, defensive arms system technology that is different from general national R&D
business requires to examine an amount of technical royalty according to the royalty
regulation from the commodities export considering its retaking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and the pressurization for maintaining utilities and workforce of
attending companies.

4. The Realities of Defense Industries
It is much better to recycle the related facilities and governmental possessed technology
to export than keeping in dead storage for producing activity. Collecting technical royalty
for current defense articles exported is the regulation that is able to decrease recycling in
producing activity. Industrial technology can accumulate its competitiveness in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several decades but it is very hard for defense technology to
create civilian requiremen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very weak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so on.
Even though current defense industries are guaranteed to get selling profit, they avoid
investing to defense business due to very low current account caused by the problem that
is a fall in defense prime cost system and the working ratio. Also, frankly speaking, it is
negative to make selling profit in the commodities export market that has very low
name-recognition, and charging technical royalty can bring not only a fall in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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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but also contain a problem that can’
t expect additional revitalization of
defense business.
Especially, the commodities export is much more competitive in international defense
market. However, domestic defense industries can only afford to take competitiveness
with the low cost because of low name-recognition but it can not be realized due to
charging technical royalty. It causes the difficulties to export the defense articles of
domestic defense industries and it is sufficient to make final decision giving up to export.

5. Burden of Defense Industries by Charging Technical Royalty on Exports
It is necessary to come out of domestic demand and expand exports to the world market
to get stable and further development in defense industry. However, domestic defense
industries’average working ratio(58%) and ordinary income ratio(3%) are much lower
than those of ordinary manufacturing company(80%, 5.7%) so, we cannot expect the profit
<Figure 2> Comparison defense industries’working ratio and ordinary income ratio

source: DAPA, Annual Statu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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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efense industries due to too much technical royalty charged on the defensive
commodities exports.
Also, the export price is normally estimated 10~20% lower than domestic net raising
price in case of exporting defensive commodities abroad but current royalty regulation
that is based on domestic net raising price makes defense industries under pressure.
In case of‘S&T Daewoo’rifle export to Indonesia, they must sell with lower price to
open international market aimed a niche market in Southeast Asia. Especially the rifles
“K series product”was in very hard situation that was able to close down an assembly line
if they had failed to export due to the small annual procurement which was just 43rifles
since the year 1989 but they could maintain the line by the success of contract that was
exporting 727rifles.
<Table 9> Example of the defensive commodities’export price
○ S&T Daewoo case(rifles)
- 16% of export difference between Indonesia and philippine
(To open international market, lower cost was applied for Indonesian case)
- Since 1989, domestic procurement had been impossible because of the condition decreasing domestic
demand for rifles.
Source: S&T Daewoo(2009).

Domestic defense industries must secure production orders to keep assembly lines for 10
year old machines after the use for military strength but they are in very hard condition
to secure assembly lines due to small amount of domestic needs after the completion.
Also, 10~20 year old products are normally priced 70~80% of overall price in
international market so, in case of considering agent fee and technical royalty added on
the pri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remarkably fall.
Above all, the accumulation of royalty decreases export competitive power. This is a
simulation result and export prospect by KT-1T cases are 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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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KT-1T product images

Source: KAI(2009).

<Figure 4> KT-1T simulation result & prospect

Source: the Writer Summary(2009).
Classification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계

Requirement

40

74

69

81

104

114

84

50

35

43

36

30

30

20

9

819

Order Max.

30%

12

22

21

24

31

34

25

15

11

13

11

9

9

6

3

246

Royalty

0.8

9.6

17.6

16.8

19.2

24.8

27.2

20

12

8.8

10.4

8.8

7.2

7.2

4.8

2.4

196.8

24.8

27.2

20

12

8.8

10.4

8.8

7.2

7.2

4.8

2.4

133.6

Case 1

Case 2

Case 3

Case 4

Exemption

0

0

Competitiveness 100%
Exemption

4.8

8.8

8.4

9.6

2.4

4.4

4.2

4.8

Competitiveness 50%
Exemption

12.4

Competitiveness 25%
Exemption

31.6

0

Competitiveness 0%

Source: the Writer Summary(2009).

0

0

13.6

10

6

4.4

5.2

4.4

3.6

3.6

2.4

1.2

66.8
15.8

6.2

6.8

5

3

2.2

2.6

2.2

1.8

1.8

1.2

0.6

33.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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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ceptional Cases of Technical Royalt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modities export and the technology transfer export is
whether it is allowed to exercise its information further or not. In other words, while the
commodities export guarantees not the right to use any given technical information for
further usages but only physical ownership of the commodities, the technology transfer
export permits any additional usages of the technical information within contractual
guidance. Thus, the technology transfer export is to provide domestic technology to
overseas in return for royalty or certain compensations. The foreign government or
company who receives the technology transfer shall earn the rights to utilize the
transferred technology for further manufacturing and sales.
Another disagreement between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royalty collecting agency is
whether each defense article’
s export is regarded as commodity export or technology
transfer. And most importantly the current global sourcing trend is to increase
outsourcing in the export of defense articles, but the royalty collecting agency tends to
regard outsourcing as a technology transfer considering only certain technical data
transfer for outsourcing and they’
re trying to levy more royalty.
As the following chart shows, there are ongoing debates over whether‘KAI’
outsourcing to Turkey should be counted as a commodity export or a technology transfer
till today.‘ADD’claimed 15,770 million mon for royalty and it is nearly 11% of overall
“KT-1T products”sales. DAPA has arbitrated by suggesting a royalty whose calculation is
based on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s, but it has not been agreed upon by the three
parties.
<Table 10> Case of royalty disagreement in“KT-1T products”
Classification

ADD

KAI

DAPA

Royalty Standard

ADD

Defense Business

Defense Business

Royalty Standard
for Subcontract

Charging for Technical
Exports

Charging for Defensive
Commodities

Charging for Technical
Exports

Reflection of Technical
Contribution

Not Reflected

Reflected

Not Reflected

* Charging the royalty for foreign subcontract needs a rational standard based on current royalty condition and legal consideration to a
commercial transaction.
Source: ADD·KAI·DAP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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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ummary of royalty disagreement in“KT-1T products”
① When estimating technical royalty, because of the applying problem for estimating regulation KAI claims
the application for technical royalty following DAPA’
s regulation but A agency claims agency by laws
standing on technical property.
② The issue of charging the royalty on foreign subcontract, KAI claims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pay for
the defensive commodities royalty. The reason is that actual transfer and conveyance of technical
enforcement right is not arisen so, it can not be considered as technical royalty for technical trade but
technical royalty for the defensive commodities (domestic main contractor covers it). However, ADD
claims to charge the royalty because the effect of transferring technology can be arisen by technical
data when foreign subcontractor manufacture with it.
③ The disagreement over company’
s technical contribution whether reflecting it or not is that KAI demand
the technical contribution for developing and achieving technology by company’
s investigation despite of
poor business condition to revitalize export but ADD has not given any concrete opinion yet.

※ The office of legislation recently gave final answer that the head of DAPA is responsible for management
and circulation so the company is advised to follow DAPA’
s regulation.
Source: the Writer Summary(2009).

7. The Disregard for the Defense Industry’
s Own Technical Contribution
The defense industries’technical contribution is often disregarded for the most part
even if they are in charge of the detail design in the developmental stage and take on the
burden of additional expenses for engineering modification work for expor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efense industries, the completed technical data from the
developmental stage is modified and improved a lot in the production stage, and the
defense industries’engineering change works are inevitable for the weapon systems
logistic support during its life span. Therefore it leads to the defense industries’own
investment, but in actuality this technical contribution of improvement or modification
work for export is often disregarded and its proprietary rights are not proper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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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ase of disregarding the defense industries’own technical contributions
○ Doosan Infracore case
- For “K-200 product”performance improvement, company in the USA has transferred the gear box
technology and developed its own engine.
- ADD claims it is subject to their royalty since they are the ones who combined the engine, the gearbox,
and the cooling equipment together for the performance test, and standardized it as an ADD drawing.
Source: Doosan Infracore(2009).

Ⅳ. Proposal to Improve Defense Industries’
Competitiveness
1. Benchmarking the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Advanced countries like U.S.A, Japan, U.K, France, and Germany also have laws and
systems for collecting royalty, but they also have‘Investment Recovery Exemption
System’in order to shield and advance their own defense industries by exempting or
delaying royalty assessment.
In the U.S.A, the government helps domestic defense industries by waiving the royalty
for government sponsored R&D when the domestic defense industries compete with foreign
defense industries over overseas markets, in addition, they support the domestic defense
industries marketing activities by waiving expenses for participating in exhibitions and
advertising, and it even plans budgets to perform marketing activities like holding
exhibitions, visits, and invitations. These advanced countries also support the country’
s
own defense industries financially so these domestic defense industries can be competitive.
Furthermore, because exporting defense articles require offset trading, technology
transfers, the capability to produce high performance and low priced weapons, the
weapon exporting 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weapons sales through development in
new technology, production cost reduction.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and
defense industries are cooperating closely together to efficiently promot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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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oyalty collecting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Classification
USA

Royalty Collection

Defense Articles Export Support

NIST(national institute of

In principle, collection is

When competing heavily,

standards and technology):

required but actual royalty is

support defense industries by

Technology through Government

properly adjusted

waiving the royalty

sponsored research
Japan

R&D works sponsored by major

The range of collectable royalty

government grant

should not exceed the
sponsored amount and is good
for only 7years from the
completion date of the research.
The actual royalty is decided by
the results

UK

Research sponsored jointly 50%

Industrial property such as

When competing heavily,

each by both government and

Patents can be owned jointly by

support defense industries by

non-government

government and non-

waiving the royalty

government but non-government
takes priority
When private enterprises,
commercialize, a portion of the
profits is usually collected as a
fee based on market price
Ger-

R&D works resulting jointly from

The range of collectable royalty

many

jointly civil research institute and

is decided by the related parties

large research institute which is

negotiation based on market

sponsored by government funds

price

When the government transfers

Range of collectable royalty

France

and sells a patent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① within 9 years from the date of
research completion

When competing heavily,
support defense industries by
waiving the royalty

② and it does not exceed no
more than 70% of total
investment
③ and it does not exceed 2% of
the patented products’price
④ and it does not exceed 30% of
the patented royalty
Source: National Defense University,“The analysis of obstacles in exporting defense article and its revitalization pl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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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own above, advanced countries in the defense industries also protect and support
the country’
s own defense industries by waiving the royalty when the competition is
heavy.

2. Royalty Exemption
When domestic defense industries try to export defense articles, the royalty exemption
has to be executed gradually, considering the facts such as export promotion,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and acquiring advanced defense technologies.
First of all, we need to consider the difficult situation that they are in at this time. The
defense industries do not have enough government orders and they run their business
although there is a drop in the rate of operation and the rate of return. Second, the fact
that strategically priced proposals are in trend in these competitive world defense
industry markets should not be overlooked. Third, in the view point of acquiring and
maintaining technology, we need to provide systematical considerations so defense
industries can generate profits and reinvest in R&D.
<Table 14> Case of royalty exemption
○ Case of the largest domestic defense articles export
- The royalty has been waived through the MOU agreed by both the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Turkey Army Headquarters
※ Memorandom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e cooperation in“K-9 product”between the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Turkey Army Headquarters.
1. Technology Transfer
A. the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to furnish TDP(technical data package) to the
Turkey Army Headquarters
Source: Samsung Techwin(2009).

Having said, royalty exemption is needed until defense industries become competitive
and self-reliant. Furthermore there has already been a case where the royalty was
waived throug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utilizing a related royalty exemption
policy when exporting“K-9 pro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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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lay in Levying Royalty
If the immediate royalty exemption is not possible, delaying royalty can also be
considered. By comparing the year 2006 defense industries’average rate of
operation(60.6%) and rate of return(3.0%) to the rate of return of other domestic
manufacturing businesses(5.7%), it is noted that domestic defense industries are in poor
conditions. Therefore, an alternative is to delay the royalty levy for a limited time, and if
levying the royalty can be postponed until the defense industries’rate of operation reach
a proper rate(industry suggested rate: 80%) or the defense articles export reaches 3 billion
US dollars, a goal set by the Korean government to drive the defense articles export into
a new growth potential, it will coincide with the government’
s defense industries
upbringing policy.

4. Requirement of Improvement in the Concept of Technology Royalty
The government needs to correct their conception of collecting technical royalty from
the national defense industries’without considering its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differ from non-governmental programs. Since the priority goal of the Defense Article
development is the acquisition of weapon systems for national defense, the government
technically has achieved the main goal by satisfying military demands with development
as well as production of defense articles, and export of defense article is an incidental
result. Therefore, defense article expor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result of weapon
system acquisition,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ical royalty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e decrease in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defense industry.
Under the current technical royalty collecting system, it would only be natural for
defense industries to request immunity or reduction in royalty on a frequent basi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efense article trade. Considering the fact
that advanced countries in the defense industries operate under the system of investment
recovery exemption, royalty related system improvemen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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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peration in domestic defense industry through export in defense articles which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domestic economy by creating more jobs without collecting the
royalty.

5. Adjustment of the Standard Royalty Rate
The defense industries desire exemption from technical royalty which is a heavy burden
on them when it comes to export of defense articles. If technical royalty exemption is not
realistically applicable, reduction in the royalty rate is necessary to promote a win-win
strategy for both the defense industries and the research institutions.
Under the condition in which the defense article export generates profits, one of the
strategies is to settle the royalty through the financial outcome of the program and lower
it to percentage of reasonable current profit(industry requests 2%).
Considering the reality of defense article trades being exported with lower prices
compared to the domestic pure acquisition price, the royalty should be collected only
when the export of defense article generates profits. If the royalty is settled at the end of
the program and determined by the result of the account settlement, it would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uring the process of exports and make it possible to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leading research institution.

6. Improvement in the Technical Royalty Collection Standard with an
Off-Set Con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acquire export competitiveness for the revitalization of defense
article exports, and the key factors are price competitiveness and offset capability.
Regarding enhancement of price competitiveness, it is inevitable to have a cost reduction
campaign due to the increase in labor cost and material cost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utsource production.
Since the need for outsourcing production in component parts and some processes has
arisen, technology transfer is unavoidable for price competitiveness and expansion of

150 |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2호

offset capability as well as insuring offset capability to compete with other advanced
defense countries. Also, the technology transfer for subcontracts is not based upon a
request for technical data transfer but upon a need to accomplish the business of the
defense industries, thus this type of technical data transfer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technical transfer since it originated from the prime contractor and not the foreign
company.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subcontracting, it is appropriate to levy royalty for the
export of the defense articles and not the technical data transfer for outsourcing. If the
technical data transfer for outsourcing is subject to royalty, the domestic defense
industries would end up paying the royalty twice.
In the end the royalty will be paid by the domestic defense industries instead of the
foreign company, which is not a fair practice. Also this will weaken the domestic defense
industries’competitiveness instead of strengthening it and will force the defense
industries to give up exporting.

Ⅴ. Conclusion
The realities of our defense industries are they tend to export even if it does not
generate the profits in order to pioneer new markets and improve low factories’rate of
operation which is caused by limited orders, and they have to maintain a low price in
order to be competitive in the heavily competitive world defense markets since they have
no brand recognitions.
Our national defense articles export’
s results were quite insignificant from year 1994 to
2002, but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since 2006.
The domestic defense industries have become revitalized in their export activities, and the
results are beginning to show although it was quite difficult to pioneer new markets in
the beginning. For these reason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such as the
royalty exemp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arbitrate the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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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ense industries and the collecting agency, and then to find ways for the research
institutes and the defense industries to coexist, and government supports are needed in
order to strengthen defense articles competitiveness in export markets such as royalty
exemption, delay in levying, rate adjustment, and improvement in the collection system.
Also, by benchmarking the advanced country’
s systems, it is needed to develop an overall
support plan in order for the domestic defense industries to compete in the world defense
markets. Especially the royalty collection policy and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considering the defense industries’contributions in maintenance,
custody,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16th century a merchant and banker, Thomas Gresham, warned,“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This means in Korean,“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In other words, without reasonable controls, good quality
products shall disappear and bad quality products shall remain. To this extent, well
reviewed and detaile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must be discussed adequately to
prevent potential problems for the sake of advancing the defense industries.
And most importantly, bad money and good money should not be in opposition to each
other, and we all should put our capabilities together so we can truly settle the advanced
defense industries system through mutual agreement.

<Acronym>
1. ADD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2. DAPA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3. ETRI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4. KAI : Korea Aerospace Industries
5. KERI :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6. KETI :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7. KIST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8. KRICT :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9. MKE :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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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ttempt to evaluate the liberalization efforts in South Korea, China and Taiwan by
assessing the efficiency of telecom operators in these three East Asian countries. The efficiency of
telecom companies is measured through a data envelop analysis(DEA).
This study differs from existing DEA studies in that it pays greater attention to the evolution of
telecom companies over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however, demonstrate that the improvement in
efficiency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privatization. The level of efficiency proved
to be higher in Taiwan than in South Korea, with its wholly private-sector driven telecom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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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세계경제는 세계화·자유화·민영화 등 시장경제 원리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위상과 역할은 줄어드는 대신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이러한 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에 대한 정
부개입의 축소로 연결되어,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구촌의 많은 국가-선진국·개발도상국, 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이 유행처럼 민영화정책
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국가(공기업)가 담당하던 경제활동을 민간부문(사기업)에 이양함으로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신산업은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그동안 국가개입이 원칙이고 경쟁은 예외였으며, 독점도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나타난 독점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인 진입장벽을 쌓고 특정기업의 독점적 운영을 보장해주는 규제된 독점이었다
(최병일, 1992: 31). 동아시아 삼국 역시 통신장비의 생산은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통신장비의
판매와 통신서비스의 제공은 국가가 독점하는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
러한 통신산업 정책은 크게 변화되는데, 경쟁체제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독점체제의 해체였다.
그러나 국가독점체제의 해체가 곧 통신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완전 민영화 모델,
중국은 국유기업 간 경쟁모델, 타이완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간의 경쟁모델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서
로 다른 자유화 정책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정책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들의 통신사업자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통신자유화 성과를 판단해 보고자 한
다. 특히 비교대상 국가들의 시장경쟁모델은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과연 이들 모델 중 가
장 효율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 Analysis, DEA)기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각
사업자간 효율성 수준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DEA연구들과는 달리 시대의 흐름에 따른 통
신기업들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비교대상인 국가 간에 통신시장의 경쟁과 재편이 상이할 경우 그들 간의 비교가 어려워진다.
다행히 한국, 중국, 타이완 삼국은 2002년 WTO가입 전후로 해서 통신시장의 구조개편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1년-2004년까지를 실증분석의 시기로 삼았다. 다만 제2장의 이론적 검토
분야에서는 최근의 통신시장 개편까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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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신자유화의 이론적 검토
1. 통신자유화와 민영화
통신자유화는 간단하게 말하면 중립적인 규제기관의 감독 하에 한 개 이상의 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민영화는 통신자유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최초의 통신 산업의 자유화 흐름은 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984년《電信法》
개정 이후, 영국
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화가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최고조에 다다른 것은 1984년 미국이
통신 산업의 서비스 범위를 철폐하면서,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진행되면서이다. 이러한 모델은 아시
아와 남미의 다른 국가로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90년대 중반 전 세계 통신 산업은 제2의 자유화흐름에 들어서는데, 그 시발점은 1996년 미국의 <전
신법> 개혁이다. 80년대 자유화 정책이 통신시장내의 경쟁 활성화라면, 제2차 자유화 정책은 통신과
방송 그리고 초고속인터넷의 융합에 따른 시장 자유화 정책이었다. 같은 시기에 유럽 역시 통신규제정
책이 자연독점과 규제로부터 자유경쟁시장 시대로 나가게 되었다. 규제완화는 통신사업자의 경영과
대규모 투자를 야기하였다. AT&T·BT·DT 등 국제적인 거대통신사업자들이 자유화의 흐름 속에
국가와 지역을 넘어 경쟁하기 시작하였다. 즉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는 것 역시 이시기 가장 뚜렷한 특
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면서 통신 산업의 자유화정책은 경쟁정책과 동시에 통신민영화 정책으로 바뀌
었다. 민영화(Privatization)란 정부가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
권을 민간부문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소유권이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고 그 결과 지배
구조와 통제시스템이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Manzetti, 1993: 429 ; Ramamurti, 2000).
기존의 대다수 선행연구에서는 민영화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가 대리인 문제의 해결과 같이
기업 내부적인 경영효율성의 개선을 가져오며, 그에 따라 민영화 대상기업의 성과가 개선되는 것을 민
영화의 성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Ramamurti(2000)는 민영화의 성공은 단순히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만을 고려
해서는 안되며, 민영화에 따른 탈규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
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민영화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 단순히 공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어
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
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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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란 통제권이 정부에서 민간 경영자에게 재분배되는 것과 민간 투자자의 현금흐름에 대한 소유권
이 증진되는 것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또한 민영화는 정부가 자산소유권과 상업적 활동에 대한 통제권
을 민간부문에 이전시키는 절차로 보기도 한다(남상구 외, 2000).
여기서 정부소유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민영화의 의미도 차이가 있다. 즉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
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덴마크와 멕시코 등은 정부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이
를 정부소유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그밖에도 정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선임할 권
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정부소유 기업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분이 50%이상인 경우 이를 정부소유기업이라고 정의하며, 민영화 역시 좀 더
넓은 의미로 경영권의 이양이나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간섭 배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2. 시장경쟁모델
통신자유화는 일반적으로 이미 시장경쟁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기서 시장경
쟁모델은 정부의 소유 및 경영권한 이전, 즉 사유화의 여부(50%를 기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첫 번째는 공기업간 시장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공기업의 소유권을
보유한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간 시장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공기업의 소유권을
100% 완전하게 민간에 이전하여, 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 간의 시장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민영화 정책의 과정은 첫 번째 국가독점해체에서 두 번째의 과도기를 거쳐,
세 번째의 시장경쟁체제로 전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경쟁모델의 변화는 최근
에 들어서 다시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정부개입이 확대되는 경향도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국가인 한국, 타이완, 중국은 아직까지 시장경쟁모델의 발전단계를 따르고
있다. 즉, 중국은 공기업간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타이완과 한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시장에 대한 개방을 진행하였으나, 타이완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시장모델
을 한국은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모델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삼국의 시장경쟁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 모델: 공기업간 경쟁
공기업간 경쟁 모델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가전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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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통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통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
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의 심화와 WTO가입을 추진하면서 통신시장에 대한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특히‘정책과 사업의 분리’
,‘경쟁체제의 도입’
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
어졌다.
중국의 통신자유화 정책은 1993년부터 실시되는데, 그 이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이중관리와 우전부
에 의한 가격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내전화 설치비 허용, 시외전화·전보 등에 대한 추
가비용 허용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于良春·胡雅梅, 1999: 34). 또, 정부가 우전부에 대한 세금 우
대정책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통신산업에도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규제 정책은 통신산업을 고수익산업으로 만들었으며, 정부의 많은 부처가 통신산업
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통신산업 진입을 시도한 곳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소속의 통신
병부이다. 그 후 정부와 기업분리, 독점타파, 경쟁과 시장개척 등의 정책 변화를 이유로 전자부·전력
부·철도부 등이“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
을 설립하였다.
1998년 3월，중국정부는 그동안 대립관계에 있던 전자부(차이나유니콤관리)와 우전부(차이나텔레
콤 관리)를 신식산업부로 통합하고, 정부직할의 통신기업을 분리하였다. 그 결과, 1999년 차이나텔레
콤(China Telecom)의 위성과 이동통신업무를 분리시켜,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빌(China
Mobile)·차이나샛(China Satellite)으로 분리하였다. 또, 무선호출분야는 차이나유니콤에게 넘겨주
었으며, 차이나넷콤(China Netcom)·지퉁공사(Jitong Network)·차이나레일콤(China Railcom)
에게 통신영업허가권을 부여하였다. 결과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후발주
자들의 시장진입을 위해 비대칭경쟁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통신정책은 2001년 WTO가입을 앞두고 중요한 정책변화를 맞이한다. 그것은 통신회사의 완
전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소유를 유지하며 제한적 개방을 할 것인가?였다.
중국정부는 외국지분의 일정부분(49%)을 허용하는 범위의 제한적 개방정책을 결정하였고, WTO와의
협상을 통해 이를 관철하였다. 대신 중국정부는 2001년 WTO가입을 앞두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
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였다(李學農, 2002). 즉, 차이나텔레콤을 남과 북으로 분할하여, 허베지역
（北京, 天津, 河北, 山西, 蒙蒙古）
·동베이지역
（遼 , 吉林, 黑龍江)과 허난·산둥의 10개성은 차이나
텔레콤 북부지역으로, 기타 지역은 차이나텔레콤 남부지역으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차이나텔레콤 북
부지역·차이나넷콤·지퉁(吉通通信有限責任公司)은 다시 차이나넷콤그룹(中國 Ł '通信集團公司)으
로 합병되었으며, 차이나텔레콤 남부지역은 차이나텔레콤그룹(中國電信集團公司)으로 재출범하면서
원래‘차이나텔레콤’
의 브랜드와 무형자산을 이어받았다. 이로써 통신시장은 4대 국유기업으로 재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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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통신시장 구조조정
98년 정보조직개편때 우전부와 전자
산업부를 합병하여 정보산업부 신설

정보통신부

철도부

전자산업부

우전부

94년 경쟁도입을 위해
China Unicom

94년 정부와 기업분리

China
Telecom

China
Unicom

2000년 유선경쟁
활성화 정책

China
Railcom

China
Mobile

China
Mobile

China
Telecom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Satellite

CDMA 분리

China
Netcom

China
Unicom

※ 2008년 China Mobile의 독주를 막고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3대 통신그룹으로 재편성.

그러나 통신시장 재편 이후에도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모빌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중국정부는 또다
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재편을 2008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 차이나모빌(中國移動)의 차이
나테통(中國鐵通) 흡수합병, 2)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의 CDMA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차이나텔레콤
(中國電信)에 이관, 3) 차이나유니콤의 GSM 부문은 유선통신업체인 차이나넷컴(中國網通)과 합병, 4)
차이나텔레콤의 차이나샛컴(中國衛星通信) 기간통신 서비스 인수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
결국 중국 통신시장도 그간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 분리에 의한 비대칭유효정책을 포기하고, 유
무선간 결합을 통한 통신사업자의 경쟁강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1단계 결합으로 향후 통신법
이 제정되면 방송사업자와의 합병도 예상되어 진다.

2) 타이완 모델: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경쟁
타이완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유선통신 등 다양한 전신업무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전신업무의 개방현황을 검토하여 통신자유화의 발전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전신총국(電
信總局, DGT: Directorate General of Telecommunications)은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전문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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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통신자유화사업그룹(通信自由化工作小組)을 설립하여 통신관련 개방정책을 심사하고 관련 법
률과 관리제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있다.
타이완의 통신 시장 자유화는 1998년 5월 19일에 전신총국이 발표한‘타이완 전기통신시장의 자유
화 일정 계획’
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계획은 1995년 발표된 타이완의 전기통신 규제완화 기본
계획인‘아시아·태평양 오퍼레이션 센터’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다. 타이완통신시장 자유화 정책의
목적은 통신시장의 평등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통신 산업의 경영효율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데 있다. 이
에 더하여, 통신 산업의 발전이 타 산업으로 연쇄효과를 유발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電信自由化政策白皮書).
이에 따라 타이완 역시 1996년에 새로운 통신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의 통신정책도 구체화되기 시
작하였다. 먼저, 전신총국의 통신사업 부문이 새로이 탄생한 국영 통신기업인 중화텔레콤(中華電信:
CHT)으로 옮겨졌다. 또한 1997년 1월에 신규 셀룰러 및 무선호출 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분야도 중화텔레콤(CHT)의 독점체제에서 시장 복수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ETRI,
2001.05.30).
2000년에는 타이완픽스(台灣固網: TFN), 뉴센트리인포콤(新世紀資通: NCI), 이스턴멀티미디어그
룹(東森寬頻電信股 有限公司: EMTG) 등 민간 유선사업자 3사에 유선통신서비스에 대한 신규 면허
를 부여했다.
2002년 타이완은 3G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가 경매를 실시하였으며, 5개의 통신사업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였다. 타이완의 기존 2G 이동통신 사업자는 Taiwan Cellular, Far EasTone
Telecom, Chunghwa Telecom, KG Telecommunications로 4개의 사업자가 있다. 그러나 2G 사
업자 중에서 실제로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는 Taiwan Cellular, Far EasTone Telecom, Chunghwa
Telecom이다. 그리고 기존의 2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신규사업자인 Asia Pacific Broadband
Wireless Communication, Taiwan PCS Network, 3GO Telecommunications의 3개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하였다. 이중 3GO Telecommunications를 제외한 5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면허를 낙찰
받았다.
현재 타이완은 국유기업인 중화텔레콤과 기타 민간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정부는 중화텔레콤에 대한 완전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간의 경쟁모델을 적용하기 보다는 현재
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상호 경쟁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현재까지는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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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민간사업자들간의 경쟁
한국은 1980년대 국가위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공
기업을 민영화하였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에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민영화되지
못하였다. 이시기에 통신정책은 국가 공기업으로써 각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시장에서 제한적 경쟁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신시장에도 민영화 바람이 본격
적으로 불기 시작하였다. 1993년 12월 선경(현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의 경영권을 인수받았고, 데
이콤 역시 민영화 되었다. 당시에 한국의 통신시장은 유선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선부
문의 대부분을 한국통신이 갖고 있어, 실제 통신민영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발족하면서 정부는 경쟁체제의 활성화와 민간의
참여를 모색하였다. 1995년 7월 정보통신부는“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을 발표하
였는데, 이는 기존의 점진적인 경쟁 도입에서 전면적인 경쟁도입으로의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 시내전화, 시외전화, 전용회선임대, 주파수공용통신, 무선호출 분야에 대한 신규사
업자 허가를 통해 국내경쟁 정책을 마무리하고, 1998년부터 외국사업자를 포함한 전면적인 자유경쟁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구조개편을 완료하게 된다. 그 결과 시내전화는 복점체제, 다른 통신사업분야는
3개 사업자 이상의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통신의 주식매각
이 7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나, 정부보유 지분의 28.8%를 매각하는데 그쳤다. 이는 재벌에 대한 특혜시
비,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 증시상황의 악화, 공기업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황
덕순, 2000: 223-224). 1997년 10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 폐지되고,「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이 새로 적용되어 정부지분이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정부투자기
관에서 전문 경영인 책임의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체제가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에 떠밀려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민영화계획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IMF관리체제 하에서 기존의 민영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었는데, 한국통신은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정보통신부, 1998: 179). 1998년 12월 한국통신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02년 8월 정부지분의 주식이 완전 소멸되면서 민영그룹의 KT로 출범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의 통
신시장은 민간기업간 경쟁을 하는 시장구조가 이뤄졌다. 이후 국내 통신시장은 치열한 경쟁구도에 진
입하면서 통신기업간 인수합병을 본격화 하였다.
먼저 2005년 인터넷 후발업체인 두루넷이 Hanaro텔레콤에 인수합병되었다. 2008년 Hanaro텔레
콤이 SK텔레콤에 합병되었고, 2009년 KT와 KTF가 합병되면서 KT계열군(KT+KTF), SKT계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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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계열군(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의 3각 구도로 국내 통신서
비스시장이 재편되었다.

Ⅲ. DEA 모형의 이론적 고찰
1. 효율성 개념
효율성이란 주어진 산출량 수준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정도, 즉 비용극소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으로 분류된다(Farrell, 1957: 253-290).
먼저 기술적 효율성은 산출량과 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투입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기술적으
로 효율적이라는 것은 투입량을 줄이면 산출량이 반드시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적으로 비효율적
이라는 것은 투입량을 줄여도 기존의 산출량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기술적 효율성을 요소들
을 과다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반해 배분적 효율성은 조직이 산출물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것은 결국 비용극소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분적 비효율성은 요소들을 최적 투입량보다 과다 사용하
는 것, 뿐만 아니라 과소 사용하는 결과에서도 비롯된다.
규모의 효율성이란 규모에 대한 불변수익으로 정의된다. 어떤 의사결정단위가 투입물 믹스의 증가
와 비례해서 산출물 믹스를 더 감소시킬 수 없거나, 또는 투입물 혼합의 감소와 비례해서 산출물 혼합
을 더 감소시킬 수 없는 규모로 운영될 때 규모의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
효율적 측정방법은 다양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함수적 접근법, 생산성접근법, 비율분석법 등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김용민, 2004: 137). 첫째, 공공부문이
나 서비스 부문의 경우 정확한 비용함수의 도출이 어렵고, 투입물과 산출물과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
로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다수의 투입물과 다수의 산출물을 산출하는 산업구조에서는 모든 투
입물과 산출물을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다른 조직과 생산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나 산정기준이나 평가자의 자의에 의하여 평가결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넷째,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이 화폐액으로 표시됨으로써 가격효과로 인하
여 순수한 생산성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외생변수 및 범주적 변수 등 투입물과 산
출물의 환경변수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 여섯째,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이 있는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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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효율성분석에 대한 가정 및 제약조건이 거의 없고, 다수의 투입물과 다수의
산출물을 가진 산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DEA에 의한
상대적 효율성 측정방법이 유용하게 대두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서비스 자체에 내재한 측정의 어려움에 못지않게 어떤 측정방법을 사용하는가
의 문제가 정밀하고 객관적인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 DEA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주는 유용
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DEA는 원래 비용과 편익의 비교결과인 수익성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비영
리조직에 대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유익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2. DEA의 효율성 개념과 모형
DEA는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효율성 측정방법으로써 회귀분석과 같이 사전적으로 함수형태를 가정
하고 모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단위인 DMU(Decision Making Unit:
이하 DMU)들의 투입물과 산출물 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성 프론티어(Efficiency Frontier)를 찾고 이
를 이용해 개별 DMU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비모수적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DEA의 효율성
측정모형으로 CCR 모형과 BCC 모형이 있다.
CCR모형은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여러 종류의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의사결정단위 DMU(decision making unit)들의 효율성을
수리계획법을 이용하여 측정, 비교하는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수리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CCR모형은 규모수익이 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CRS)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
DMU들의 기수적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CRS가정은 투입물
과 산출물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있어서 투입물이 증가하면 산출물이 일정비율로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생산기술이 CRS가 아닐 경우 CCR모형에서 추정된 기술적 효
율성은 실제 효율적인 DMU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둘째, CRS 가정은 장기평균비용곡선이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수평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가정이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규제 및 불완전 경쟁 시장 구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생산이 최적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CCR 모형으로 추정된 기술적 효율성은 필연적으로
규모의 효율성이 혼재됨으로써 기술적 비효율성을 과대 추정할 수 있다(Uri, 2001: 121-137).
Banker, Charnes & Cooper(이하 BCC모형)는 CCR모형의 CRS가정을 규모보수의 가변
(Variable Return to Scale: 이하 VRS)으로 대체하여 규모의 효율성을 배제한 순수한 기술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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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을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DEA 기본 모형 하에서 효율적인 DMU들은 모두 10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상대
적인 효율성 우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DMU들 간의 효율
성 분석을 위한 DEA 확장모델이 다수 나왔다. 그중에서도 Anderson & Petersen(1993)이 제안한 초
효율성(Super-Efficiency Ranking)모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초효율성 모형은 앞서 언급한
CCR과 BCC 모형을 추정할 때, 자신(DMU)을 제거함으로써 100%의 효율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
DMU들 상호간의 상대적인 효율성 순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Ⅳ. DEA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
1. 자료의 구성
통신산업에서 DEA를 이용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개 산출물로 매출, 생산량, 수익 등을 사용하고 있
으며, 통신산업에서는 이외에 통화량이 되기도 한다. 또한 투입물로는 고용자수, 투하된 고정자산, 영
업비용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통신산업은 이외에 통신망수 등 인프라가 포함되기도 한다.
통신산업에 대한 DEA 선행연구의 대표적 학자로는 Sueyoshi가 있다. Sueyoshi(1994)는 24개
OECD 회원국들의 통신부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산출물로, 투입물로는 통신망의 수,
통신부문 투자액, 통신부문 고용자수를 이용하였다. 또 같은 방법으로 미국 7개 통신회사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Sueyoshi, 1995). Sueyoshi(1996, 1997)는 NTT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투자를 총
자산으로 대체시켜 투입물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Lien & Peng(2001)은 매출액을 산출물로, 통신망
의 수, 고용노동자의 수, 총투자액을 투입물로 구성하여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25개 OECD 회원
국들의 통신산업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국내에서 통신산업에 대한 DEA 연구로는 김찬규·김현종(2001), 왕규호·이상철(2002)의 연구,
이재호(2006)가 있다. 왕규호·이상철은 1997-1999년 사이 OECD회원국들의 통신산업 효율성을 측
정하기 위해 통신부문 매출액을 산출물로 그리고, 투입물로서 통신부문 채널수, 통신접속망수, 통신부
문 고용자수, 통신부문 공공투자, 통신망의 디지털화 정도를 이용하였다. 김찬규·김현종(2001)과 이
재호(2006)의 연구는 산출물로 매출액, 투입물로, 고용자수, 고정자산, 영업비용을 설정하였다. 본 논
문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통신기업의 매출액(Revenue)을 단일산출로서 사용하였으며, 투입
물로는 투입요소는 통신기업별 고용자수, 고정자산 그리고 영업비용으로 설정하였다. 통신기업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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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산, 영업비용, 매출액, 고용자수는 각사가 발행하는 Annual Report를 이용하였다. 분석기법은
EMS 1.3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2. 분석모형
대부분의 기존 DEA모형은 특정기간(또는 연도)만의 투입산출자료를 모형에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시계열자료를 대상으로 전체 연도별 효율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DEA모형을 수정한 모형이 필요한데, 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박경삼·김윤태·정홍
식, 2005: 267-287).
기간 T(t=1...T)동안 관측된 N개의 DMU(n=1...N)가 있고, 이 모든 (T×N)개의 관측치가 M개의 투
입으로 S개의 산출을 생산하는 것이라 하자. 이때 t시점에서 관측된 n을 DMUtn으로 정의할 수 있는
데, 이는 M차원의 투입벡터 xtn과 S차원의 산출벡터 ytn을 갖는다.

xtn=(x1tn, ...xmtn)
ytn=(y1tn, ...ystn)
이제 다음과 같은 투입행렬 X와 산출행렬 Y를 정의하자:
X={xtn, t=1,....T; n=1,....N}
Y={ytn, t=1,....T; n=1,....N}

따라서 X는 (T×N)개의 투입관측치벡터를 모두 모은 M×(T×N)차원의 행렬이며, Y는 (T×N)개의
산출관측치벡터를 모두 모은 S×(T×N)차원의 행렬이 된다. 정의된 투입산출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기
간 t=p에 관측된 특정 n=q 인 DMUpq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DEA모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식 1>

여기서는

는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는 (T×N)차원의 변수벡터이다.

<식 1>은 CRS(Constant Returns to Scale)를 가정한 CCR모형에 기초하여 시계열자료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CCR 모형을 바탕으로 VRS(Variable Returns to Scale)가정 하의
BCC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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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식 1>과 <식 2>는 임의의 연도에서 운영된 실적이 다른 임의의 연도에서 운영된 실적과 비교 가능
하게 하여‘연차별’효율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연도간의 자료비교를 어느 정도 한정
하여‘시대별’효율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DEA윈도우분석이라 한다
(Song·Cullinane·Wang, 2003). DEA윈도우분석을 위해서는 유사시대 또는 유사환경 하의 자료
들이 비교될 수 있도록 윈도우크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정의된 시계열 자료 xtn과 ytn을 가지고 DEA윈도우분석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윈도우의 시작시점을 b(1·b·T)라 하고, 윈도우 크기를 W(1·w·T-b)라고 하면 윈도우(b,w)가 결
정된다. 윈도우 내에 (w×N)개의 관측치가 존재하고 비교가능한데, 이를 투입행렬 X(b,w)와 산출행
렬 Y(b,w)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b,w)={xtn, t=b,....b+w; n=1,....N}
Y(b,w)={ytn, t=b,....b+w; n=1,....N}
정의된 윈도우 내에 있는 특정 DMUpq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DEA모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식 3>

여기서 는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t는 (w×N)차원의 변수벡터이다. 아래에서는 중국 통신사
업자의 효율성을 CCR모델과 BCC모델을 이용하여 연차별 효율성과 시대별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두 방법의 비율로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을 측정한다.
DEA 효율성 수치가 1.00이면 효율적인 통신회사이며, 1.00미만이면 비효율적인 통신회사라고 할
수 있다. 즉 비효율적인 통신회사는 상대적으로 준거집단인 효율적 통신회사와 비교하여 투입 대 산물
비율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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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A를 이용한 분석결과
1) DEA에 의한 통신사업자간 효율성분석
(1) 2004년도 통신사업자간 상대적 효율성 분석
DEA분석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DMU수다. 일반적으로 DMU의 수는 충분한 자유도를 가질
만큼 커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적은 수의 DMU를 대상으로 할 경우 효율적인 DMU로 판명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로 DMU의 수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수의
3배 이상이 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Banker et al., 1984; 곽영진, 1993). 3배 이상이 될 것은 이론적
으로 그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그 정도 되어야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는 3개의 투입물과 1개의 산출물을 사용함으로 적어도 12
개 이상의 DMU가 필요한데, 14개의 DMU를 사용함으로 분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1> 삼국 통신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결과(2004년)
국 가

중 국

타이완

한 국

기술적
효율성

순수기술적
효율성

규 모
효율성

CTC

0.60

0.75

0.80

0.72

CMCC (0.73) SKT (0.27)

CNC

0.60

0.61

0.99

0.73

DACOM (0.18) SKT (0.82)

DMU

사업자평균

Benchmarks

CMCC

0.71

1.00

0.71

0.81

3

CUC

0.58

0.59

0.97

0.72

CMCC (0.02) SKT (0.98)

국가평균

0.62

0.74

0.87

0.74

CHT

0.85

0.86

0.99

0.90

TD (0.45) SKT (0.55)

TD

1.00

1.00

1.00

1.00

1

TG

0.34

1.00

0.34

0.56

0

TY

0.90

1.00

0.90

0.93

0

국가평균

0.77

0.96

0.81

0.85

KT

0.73

0.88

0.82

0.81

hanaro

0.56

0.67

0.83

0.68

Dacom (0.96) SKT (0.04)

dacom

0.73

1.00

0.73

0.82

4

CMCC (0.15) SKT (0.85)

SKT

1.00

1.00

1.00

1.00

8

KTF

0.72

0.74

0.97

0.81

Dacom (0.45) SKT (0.55)

LGT

0.89

0.99

0.90

0.92

Dacom (0.75) SKT (0.25)

국가평균

0.77

0.88

0.87

0.84

주 : 사업자 평균은 순수기술효율성+규모의 효율성(기술효율성은 제외함).

170 |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2호

삼국 통신사업자들의 효율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타이완(0.85), 한국
(0.84), 중국(0.74)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적 효율성은 한국(0.88)과 타이완(0.88)이 똑
같으며, 중국(0.62)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기술효율성은 타이완(0.96), 한국(0.88),
중국(0.74)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효율성은 한국(0.87), 중국(0.87), 타이완(0.81) 순이었다. 통신에
서는 기술효율성이 갖는 의미가 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의 평균을 살펴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한다(Uri, 2001). 이런점에서 타이완 통신사업자들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이완 통신사업자들은 규모의 효율성이 삼국 중 가장 떨어져 통신 산업이
갖는 규모의 효율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사업자 별로 보면, 한국 SKT와 타이완의 TD가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모
든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치마킹 측면에서 보면(순수기술효율성) 한국
의 SKT가 가장 효율적이며, 한국의 Dacom, 중국의 CMCC 순이었다.
사업자 평균은 0.89로, 한국은 SKT와 LGT, 타이완은 TD, CHD, TY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사업자들은 모두 평균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중국사업자들은 삼국 중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고 있
었다. 이는 중국의 통신시장재편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사례라 여겨진다.
(2) 투입변수의 제거
다음으로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변화시킨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각각의 투입변수를 제거해
보면, 투입변수가 효율성수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표 2>는 각각의 투
입변수를 제거 했을 때 나타난 효율성 수치이다.
투입변수인 고용자수를 제거했을 때와 제거하지 않았을 때 동일한 효율성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
른 변수를 제거했을 때 보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용자수가 각 기업의 효율성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용자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선사업자들의 효율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선사업자들이 노동유연성측면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아니면 새
로운 수익원을 찾지 못하면 유선사업자들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
단된다.
고정자산을 제거했을 때 역시 삼국 통신사업자의 평균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기술효율성 -0.27, 순수기술 효율성 -0.09, 규모의 효율성 -0.45 가 떨어졌
다. 타이완은 기술효율성 -0.16, 순수기술 효율성 -0.12, 규모의 효율성 -0.07 이 떨어졌다. 한국은
기술효율성 -0.05, 순수기술 효율성 -0.05, 규모의 효율성은 -0.02가 떨어져 삼국 중 감소폭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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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투입변수 제거시 사업자간 통신효율성 비교분석
없음
국가

DMU

중국

고용자수 제거

고정자산 제거

비용제거

순 수
순 수
순 수
순 수
기술적
규모의 기술적
규모의 기술적
규모의 기술적
규모의
기술적
기술적
기술적
기술적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CTC

0.60

0.75

0.80

0.60

0.75

0.80

0.31

0.59

0.53

0.12

0.42

0.28

CNC

0.60

0.61

0.99

0.60

0.61

0.99

0.31

0.51

0.62

0.13

0.13

0.99

CMCC

0.71

1.00

0.71

0.71

1.00

0.71

0.43

1.00

0.43

0.22

1.00

0.22

CUC

0.58

0.59

0.97

0.58

0.59

0.97

0.35

0.49

0.72

0.21

0.25

0.85

평균

0.62

0.74

0.87

0.62

0.74

0.87

0.35

0.65

0.57

0.17

0.45

0.59

CHT

0.85

0.86

0.99

0.85

0.86

0.99

0.51

0.76

0.67

0.15

0.16

0.96

타

TD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33

0.65

0.51

이

TG

0.34

1.00

0.34

0.34

1.00

0.34

0.35

1.00

0.35

0.07

0.72

0.10

TY

0.90

1.00

0.90

0.90

1.00

0.90

0.61

0.64

0.95

0.21

0.39

0.53

평균

0.77

0.96

0.81

0.77

0.96

0.81

0.62

0.85

0.74

0.19

0.48

0.52

완

KT

0.73

0.88

0.82

0.73

0.88

0.82

0.40

0.67

0.61

0.33

0.65

0.51

hanaro

0.56

0.67

0.83

0.56

0.67

0.83

0.62

0.70

0.88

0.35

0.68

0.52

dacom

0.73

1.00

0.73

0.73

1.00

0.73

0.61

0.77

0.79

0.47

1.00

0.47

SK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

KTF

0.72

0.74

0.97

0.72

0.74

0.97

0.94

1.00

0.94

0.82

0.90

0.92

LGT

0.89

0.99

0.90

0.89

0.99

0.90

0.75

0.85

0.88

0.85

1.00

0.85

평균

0.77

0.88

0.87

0.77

0.88

0.87

0.72

0.83

0.85

0.64

0.87

0.71

적었다.
비용을 제거했을 때도 평균효율성이 하락하였다. 중국은 기술효율성 -0.45, 순수기술 효율성 0.29, 규모의 효율성은 -0.28이 하락하였다. 타이완은 기술효율성 -0.58, 순수기술 효율성 -0.49,
규모의 효율성은 -0.28이 하락하였다. 한국은 기술효율성 -0.13, 순수기술효율성 -0.01, 규모의 효
율성은 -0.16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고용자수를 제외하고, 중국과 타이완은 자산의 비효율성이
비용낭비보다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각 투입변수 중 비용에서 다른 변수보다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이나 타이완에 비하면 양호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 사업자들 중 한국의
Hanaro와 KTF, 타이완의 TG는 고정자산 변수를 제거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고정자산
이 비효율성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KTF는 고용자수 보다는 고정자산과 비용이 비효율
성의 원인임이 이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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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윈도우즈 분석에 의한 효율성 변화분석
연도별 통신사업자의 효율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통신사업자에 대한 개별연도의 투입산
출자료를 하나의 새로운 DMU로 간주함으로써 총 56(14개 사업자×4개년도)개의 DMU를 비교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계산하였다. 다시 말하면 임의의 연도에서 운영된 실적이 다른 임의의 연도에서 운영
된 실적과 비교 가능하게 하여 연도별 통신사업자의 효율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위의 BCC모형의 <식
2>에서 도출된 총 56개의 순수기술효율성 값을 각 국가별*사업자별로 연대순으로 재구성하면 <표 3>
과 같다.
<표 3> 시대별 효율성 분석결과
국 가

중 국

타이완

한 국

DMU

2001

2002

2003

2004

CTC 기간별 평균

0.7

CNC기간별 평균

0.52

CMCC기간별 평균

1

0.96

CUC기간별 평균

0.5

0.51

연차별 평균

0.83

0.72

0.75

0.75

0.52

0.54

0.61

0.54

0.99

1

0.99

0.56

0.59

0.54

평균합계

0.68

0.7

0.7

0.74

0.71

CHT기간별 평균

0.71

0.76

0.82

0.85

0.79

TD 기간별 평균

1

0.85

0.97

0.99

0.95

TG 기간별 평균

1

0.82

0.99

0.97

0.95

TY 기간별 평균

1

0.94

0.97

0.93

0.96

평균합계

0.93

0.84

0.94

0.94

0.91

KT 기간별 평균

0.73

0.8

0.89

0.88

0.83

Hanaro 기간별 평균

0.59

0.55

0.66

0.67

0.62

Dacom 기간별 평균

0.94

0.89

1

1

0.96

SKT 기간별 평균

1

1

1

1

1

KTF 기간별 평균

0.69

0.71

0.73

0.74

0.72

LGT 기간별 평균

0.93

0.84

0.98

0.99

0.94

평균합계

0.89

0.86

0.93

0.93

0.9

본 연구에서는 2002년을 구조조정의 기준점으로 삼았다. 삼국 모두 이시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표 3>의 마지막 열은 연차별 효율성 값들의 평균을 나타낸다. 삼국 모두 구조조정 시기였
던 2002년에 효율성이 다른 연도에 비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1)
중국의 평균 효율성을 보면, 2002년 통신구조 개편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통신구조 개편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음을 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그러나, 이것이 구조조정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통신산업의 불황인지 명확하게 이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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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 유선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CTC)은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효율성이 대폭
하락하였다. 또, 같은 국유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효율성 격차가 크다. 유
선 선발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과 이동 선발사업자인 차이나모빌은(CMCC)는 0.7과 0.9를 유지하고
있으나, 후발사업자인 차이나넷컴(CNC)과 차이나유니콤(CUC)은 삼국의 사업자중 효율성이 가장 낮
은 0.5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비록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
었으나, 선후발 사업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타이완에서는 중화텔레콤(CHT)의 효율성이 꾸준히 향상되었으며, 다른 사업자는 2002년에 효율성
이 떨어졌다가 다시 향상되다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인 중화텔레콤을 제외하고는 평
균 효율성이 0.9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이후 모든 사업자들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인
Hanaro, Dacom, LGT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 2002년 완전 민영화된 KT
역시 민영화 전후로 효율성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 효율성의 평균을 보건데, KT그룹의 KT와 KTF
의 효율성이 평균보다 낮았으며, 유선사업자인 Hanaro 역시 평균을 밑도는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도 통신사업자간 합종연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KT와 KTF의 합병, Hanaro 텔레콤의 SKT 인수로 이어졌는데, 비록 통신시장의 재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처럼 통신사업자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통합이 이
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
위의 결과들을 보면, 국유기업,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의 효율성이 민간기업보다 낮다는 것을
통신사례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신이 갖는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의 비대칭규제가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발사업자들의 효율성이 낮았다.

Ⅴ. 결론: 정책적 함의

많은 국가들이 소비자에게 최첨단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주도하의 경쟁촉진방식을 철폐하고, 기존의 인위적 규제를 통한 경쟁
확보 전략에서 시장주도형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 중국, 타이완의 동아시아 삼국
역시 시장주도형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있으며, 민영화정책 역시 국가독점의 해체를 통한 통
신사업자들의 효율성 추구라는 공통의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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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독점 해체과정 중 삼국의 각기 다른 시장경쟁모델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
서 통신사업자들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효율성의 변화가 있는지 DEA윈도우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중국의 국유기업간 경쟁모델, 타이완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모델, 한국의 민간기업간의 경
쟁모델이라는 서로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나, 이들 세 모델 모두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면서 효율
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들 모델을 분석하면서, 반드시 민간기업간의 경쟁모델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삼국 통신사업자들 중 효율성이 낮은 기업들은 대부분 공기업(중국의 4대 통
신사업자, 타이완의 CHT) 또는 공기업에서 파생된 민간회사(KT, KTF)들의 효율성이 타 사업자들에
비해 낮았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하나로통신의 경우 순수 민간기업임에도 효율성이 낮았으나, 이는
후발사업자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 관료적 관성이 민영화된다고 하루아침에 극복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민간과 국유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된 타이완이 완전 민간기업간의 경쟁이 활성화된 한국보다 사
업자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에서 보듯(유의성에서 별 차이는 없음), 완전 민간기업간 경쟁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3년 2004년 타이완과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의 효율
성이 정체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경쟁을 유도하더라도 정부의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기
업의 효율성이 증가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통신시장의 효율성은 컨버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이완의 중화텔레콤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졌는데, 그것은 중
화텔레콤이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를 번들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과 방송 등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의 규제패러다임이 과
거 민영화정책을 통한 경쟁모델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문제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와 같은 융합현상은 중국과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의 구조개편을 야기하였다.
M&A를 통한 통신시장 구조개편은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간의 융합을 통한 컨버전스의 흐름이
고도화, 구체화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 KT가 촉발할 합병 이슈는 컨버전스 경쟁의 본격적인 신
호탄이며, 동시에 시장과 소비자, 합병 당사자와 경쟁사에게 큰 파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 통신 산
업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분석결과에서 보듯 통신에서도 유선과 무선의 결합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 역시 당연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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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따라서 융합이 차세대 정보화정책의 필수조건인 동시에 IT산업의 확산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
한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방송, 통신, 콘텐츠 등 과거 다른 시장 간의 융합이 필
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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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평가와 논쟁*

조 추 용 / 박 선 애 / 정 윤 태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 9일에 제정되었고, 200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5년을
평가한 결과 2005년 6월에는 개호보험법이 대폭 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 개호문제를 둘러싼 일본 노인복
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개호보험제도의 체계를 살펴보고, 개호보험의 시행에 따라서 논쟁이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자료는 기본의 연구나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일정한 연구분석 틀을 사
용하여 평가·분석하였고, 연구결과로는 현금급여, 개호서비스 공급자의 영리추구, 케어매니저의 역할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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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and Controversy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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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of Japan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9, 1997 and has been enforced since April, 2000. Also, the act was drastically revised in June, 2005
after an assessment on the 5 years since the policy was induc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aging society and welfare in Japan over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th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investigate controversy or challenges depending on the
enforce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s for study methods, documental research was mainly done and data was based on basic studies or
announcements from the government, being analyzed with a certain research analysis frame. Disputes
on cash benefits, profit-seeking of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s, and the roles of care managers
were arranged as study results. Based on this,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done to deduce desirable
results by minutely studying each item that is being a subject of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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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가 고령화하면 할수록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도 동시에 증가한다. 이 후기고령자들은 심신이
허약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만성병과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와상, 치매, 병·허약 노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들은 신체적·사회적 약자이고 보건서비
스, 가족의 개호(介護),1)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
료·보건·복지비, 사회보장비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은 세계 장수국가 중의 하나로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후기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고령자의 개호문제이다. 따라서 국
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가족이 한계에 직면한 노인의 개호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인가에 집중되었다.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개호문제의 국가정책의 중요한 흐름을 살펴보면 1989년 12
월에 발표된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gold plan, 골드플랜), 1993년의 노인보건복지계획,
1994년 신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new gold plan, 신골드플랜)으로 이어지는 공적 개호서비
스의 확충과 정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개호문제는 여전히 불안으로 남게 되었고, 급증하는 개호욕구와
그 비용부담의 가중으로 개호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보험으로 노인
의 개호문제를 대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개호보험이다. 개호보험법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의료
보험법, 연금보험법, 실업보험법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대신 개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의 서
비스를 10%의 자기부담으로 제공한다. 이 제도에 의해 일본노인의 개호정책 기본이 이전의 가족개호
지원에서 노인의 자립지원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충분한 개호를 받을 수 없었던 노인본인과
장기간의 개호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그 가족에게는 큰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다른 논문과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일본 노인복지의 흐름 속에서 개호보
험제도를 살펴보았고,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일정한
틀을 통하여 체계와 평가를 하고 있다. 또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해결되지 않은 논쟁과 과제에 대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개호라는 용어는 영어의 케어(care)에 대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생활면의 보살핌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
데 우리말사전에는 곁에서 돌보아 줌, 수발 등으로 해석되어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제도를 주요 논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호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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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 개호문제를 둘러싼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개호보험제도의 체
계를 살펴보고, 개호보험의 시행에 따라서 논쟁이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에서 노인을 위한 개호보험법이 제정·시행되고 또 10년에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여 왔는가?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으며, 체계는 어떠한가?
3) 시행 후 10년이 경과되기까지 주요한 논쟁이나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등이다.

Ⅱ. 개호보험법의 도입배경
1. 재정 압박과 노인보건법의 제정
노인보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본의 노인보건의료대책은 의료보건 각 법에 의한 의료보장과 1973
년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비 무료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노인의료비 무료화에
의해 노인은 의료비의 부담 없이 수진할 수 있게 되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수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 의료비도 현저히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퇴직 후 노인의 가입률이 높은 국민건강보험(지역의료
보험)이 다른 보험제도와 비교하여 부담이 많아지고, 또한 부담의 불균형으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압박을 가져왔다. 또 노인보건의료의 질병예방에서 기능회복훈련까지 일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77년 노인보건의료문제간담회에서“앞으로 노인보건의료의 과제와 전망에 관해서”
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의견서에서는 현 제도의 과제를 ①의료보장에 편중
되어 있고, ②보건서비스로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③각 제도 간의 의료비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
한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의견서는 앞으로의 대책으로 ①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교육, 건
강진단과 검사, 보건지도, 치료, 기능 회복 훈련, 가정간호지도 등을 일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
적·포괄적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 ②노인의료비의 보장에 관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가 개
선되면 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③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노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橫山和彦·田多英範 編, 1991: 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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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거듭한 결과, 1982년 8월에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다음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골드플랜의 정치적 배경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를 추진하지만 오일쇼크에 의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끝나고 인
플레이션과 불황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오일쇼크로 인하여 고도성장에 의해서 지탱되어 온 세금수
입의 신장이 둔화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위기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복지의 확대기에 팽창되어 온 복지
제도에 국가책임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 삭감 정책이 시도
된 것이다.
이 시기에서 복지정책으로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79년에 발표된‘신경제사회7개년계획’
과, 1981년
에 시작된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로 재정주도에 근거한‘행정개혁답신’
이다. 이 두 가지의 논조(論調)
는 복지확대기에 늘어난 복지제도에 국가책임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
조하는 복지삭감정책이 시도된 것이다. 이상의 논조에 맞추어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주도하는 복지
관계3심의회2)가 구성되었다. 이 심의회는 ①1986년 지방공공단체의 집행기관이 정부의 기관으로서
행하는 사무의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 ②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3) ③1988년 사회복
지·의료사업단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④1988년 사회복지시설의 비용징수 개정 등 사회복지 관
련법의 제정과 개혁추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1989년부터는 노인복지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직접세로서 모든 유통 물자에 대하여 3%의 소
비세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이 소비세의 도입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합
의를 얻지 못하였고, 또 리쿠르트(recruit) 사건 등이 맞물려서 1989년의 참의원(일본 국회의 상원) 선
거는 참패로 끝났다.
또한 사회복지관계3심의회가 3년간의 심의를 거듭한 결과 1989년에“앞으로 사회복지의 본래모습
에 관해서”
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과 골드플랜을 구체화·정착화 시키기 위하여 법개정을 시도한다.
이것이“사회복지관계8법개정”
이다. 이 8법개정에는 재가복지서비스의 명확화, 재가복지서비스의 지
원체계강화,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의 기초자치단체의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보건
복지계획책정 등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복지관계3심의회란 中央社會福祉審議會, 中央兒童福祉審議會, 身體障害者福祉審議會를 가르킨다. 이 심의회 구성의 목적은 제2차 임시
행정조사회 노선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이다.
3) 사회복지관련 인적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1987년 제정되어 그 이듬해인 1988년 시행되었다. 이 법에는 목적, 자격, 수험자격, 업무내
용,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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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골드플랜에서는 ①당초의 예상보다 고령화가 가속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것 ②전국 지방
자치체에서 책정된 노인보건복지계획이 골드플랜을 상회하는 정비충실이 기도된 것 등을 근거로 하여
현행의 골드플랜을 전면재검토와 확충,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 왔다. 그래서 1994년 12월에 95
년도 예산안의 정부결정 과정에서 대장성, 후생성, 자치성의 3대신에 의해‘신골드플랜’
이 향상·조
정되어 발표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책정경위를 살펴보면 1994년 3월 28일 고령사회복지비젼간담회의
‘21세기복지비젼(보고서)’
에서 ①북유럽과 같은 고복지 고부담형이나 개발도상국과 같은 저복지 저부
담형이 아닌 일본 독자의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의 복지사회를 지향할 것 ②종래의 연금·의료중심형
사회보장에서 복지중심형 사회보장으로 전환할 것, 즉 사회보험급여의 연금: 의료: 복지 비율을 현재
의 5: 4: 1에서 5: 3: 2로 재구축한다는 것이다. ③주민참가나 자원봉사를 포함한 참가형복지사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후생성은 1994년 4월에 사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
령자개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고령자개호·자립지원시스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신골드플랜
을 작성하였는데 기본이념은 이용자중심의 자립지원, 보편주의, 종합적 서비스제공, 지역주의를 내세
웠다. 이상 골드플랜과 신골드플랜, 골드플랜21의 정비목표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골드플랜과 신골드플랜, 골드플랜21의 정비목표 비교
중요항목

거택(재가)
서비스

시설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맨파워
양성확보
주

세부항목

골드플랜(`’
89)
1990~99년

신골드플랜(`’
94)
1995~99년

골드플랜21(`’
99)
2000~04년

방문개호(홈헬프)서비스

10만 명

17만 명

35만 명

데이(이용)·데이케어센터

1만 개소

1만 7,000개소

2만 6,000개소

단기입소생활개호(쇼트스테이)·
단기입소요양개호(쇼트케어)

5만 명분

6만 명분

9만 6,000명분

거택개호지원센터

1만 개소

1만 개소

-

방문간호(방문간호스테이션)

-

5,000개소

9,900개소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24만 명분

29만 명분

36만 명분

개호노인보건시설(노인보건시설)

28만 명분

28만 명분

29만 7,000명분

개호이용형 경비양로원(케어하우스)

10만 명분

10만 명분

10만 5,000명분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인지증노인그룹홈)

-

-

3,200개소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400개소

400개소

1,800개소

요모(寮母), 케어직원

-

20만명

-

간호직원 등

-

10만명

-

OT(작업치료사), PT(물리치료사)

-

1만 5,000명

-

: 1) 골드플랜 21에서는, 별도로 인지증고령자 그룹홈 3,200개소를 목표로 했음.
2004년도의 수치는 일정조건에서의 계산
2) 방문간호스테이션은 1992년에 설치
자료 : 후생노동성(2007), 이광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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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드플랜은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고 재정당국과 합의하여 국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이 골드플랜으로 인하여 노인복지 대상자의 저소득자 우선순위가 없어졌다. 한편으로는 노인개호문제
가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그 처우에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분출하는 복지
욕구를 현행을 조치제도를 이용해서 행정적·정책적 차원으로는 감당하게 어렵게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출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개호보험제도이다.

3. 새로운 대안으로 개호보험
개호보험제도를 최초로 제안한 곳은 1994년 8월 후생성 내의 개호 문제 검토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으로 가칭“고령자 자립 지원 보험제도(시안)”
이다. 그 후에 후생성 대신 자문기구인 노인보건
복지심의회가 1995년 1월에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여 동년 7월에 제1차 보고서,
1996년 1월에 제2차 보고서, 동년 4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의 기본 골격을 토대로 1996
년 6월에“개호보험제도 대강”
이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개호보험에 대한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안과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물론 반대를 표명하는 기관·단체는 약 30기관·단체에 이른다.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고, 2000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
였다. 개호보험법에서는 개호대상 노인을 둘러싼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보험급여
에 소요되는 비용, 국민부담 추이, 사회경제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
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호보험제도 도입 5년을 평가한 결과 경증대상자의 급증으로
인한 급여비용 증가, 재가와 시설급여비용의 공평성 확보, 인지증노인 및 독거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등에 대한 과제가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
경으로 2005년 6월에는 개호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1) 밝고 활력 있는 초고령사
회의 구축, (2)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3) 사회보장의 종합화라는 3가지 기본적 시점에 입각하여 ①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②시설급여의 개편, ③새로운 서비스체계의 확립, ④서비스의 질 확보
및 향상, ⑤부담방향 및 제도운영의 재편 등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예방급여와 지역지원사업이 신설되었고, 시설급여에서는 거주비와 식비가 급여에서 제외
되었으며, 지역밀착형서비스의 신설과 지역포괄지원체계 확립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급여의 효율화·중점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예방급여가 신설
되었다. 제도 시행 4년간의 통계를 추적해 보면 경증 개호인정자(요지원, 요개호1)는 100% 이상 증가
한 반면, 중등증 이상은 40-50% 정도 증가에 머물렀다. 따라서 요개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았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방문요양서비스나 통원개호서비스의 경우 근력강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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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지도, 구강청결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었다. 방문개호서비스의 경우 단순히 가사를 대신
해 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대상노인과 함께 가사에 대한 참여가 요구되는 등의 제도 변화도 이루
어졌다. 지역지원사업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는 자립상태인 일반노인 가운데 개호예방검진에서 요
개호 예비군이라고 인정된 노인을 대상으로 골절예방, 사회활동 강화, 근력 강화 훈련, 영양개선 등의
개호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시정촌4)(市町村, 기초자
치단체)에 새롭게 설치(위탁)되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는 근접한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신설(예: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야간대처형 방문개호, 인지
증노인 그룹홈 등)하였다. 그리고 지역에서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 종합적인 상
담창구기능, 개호예방 매니지먼트(management), 포괄적·계속적 관리지원 기능을 가진 지역포괄지
원센터를 신설하였다. 의료와 개호의 연계 기능도 강화하였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치로는 정보공
개의 의무화, 사업자 지정 갱신제 등이 도입되었다. 포괄적·계속적 관리 강화와 케어매니저(care
manager)의 자질향상, 독립성·중립성 확보 등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 조치도 이루어졌다. 개호직원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개호복지사 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용순 외, 2007).
<표 2> 개호보험제도의 변천과정
구

분

제1기 개호보험사업계획기간
(2000~2002년도)

시
1997년

12월

2000년

4월

2003년

4월

제2기 개호보험사업계획기간
(2003~2005년도)

기

2005년

(2006~2008년도)
제4기 개호보험사업계획기간
(2009~2011년도)

용

개호보험법 제정
개호보험법 시행
제1호 보험료 개정
개호수가 개정

2월

개호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4월

지역개호·복지공간정비 등 교부금 신설

6월
10월

제3기 개호보험사업계획기간

내

개호보험법 개정 법률 성립
개호보험법 개정 내용 중 시설급여 및 이에 따른 개호수가
개정부분 시행
개호보험법 개정에 따른 법률 전면 시행, 신예방급여,

2006년

4월

지역포괄지원센터 신설, 지역밀착형서비스 신설,
개호서비스정보 공표제도 신설 등

2009년

4월

제1호 보험료 개정
개호수가 개정

자료 : 박용순 외(20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헤이세이(平成)의 대합병’
으로 불리는 2007년 3월 행정개혁으로 전국의 시정촌 수는 3,200여 개에서 1,681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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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호보험으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변화
개호보험의 시행은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부문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원식, 2006). 첫째,
기존의 가족, 특히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온 케어노동의 사회화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기존의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개호노동의 사회화를 절실히 필
요로 하였으며,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호보험은 시작되었다.
둘째, 이용자 선택권의 강조이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의한 변화 중 하나인 소
비자 선택권의 강조는 사회복지에서의 민영화와 사회복지다원화 주장과 맞물려 강조되고 있다. 일본
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으나 개
호보험의 시행으로 재가서비스에서 민간영리조직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
이 강화되었다.
셋째, 유사시장(quasi-market)내에서의 사회복지 다원화(welfare pluralism)이다. 일본의 개호보
험 재택서비스는 다양한 기관들 즉, 정부에 의한 직접공급, 비영리조직에 의한 공급, 영리조직에 의해
서 공급될 수 있으나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의한 유사시장이 형성되어, 서비스의 가격 및 서비스 공급
단체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5. 선행연구의 검토
일본의 개호보험과 관련된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려고 활발하게 논의하던 시기인
2000년대부터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개호보험제도 자체를 분석한 논문은 소수이고, 대
부분은 개호보험의 일부분인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평가체계, 서비스 내용, 다른 서비
스와 연계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주로 일본의 개호보험 그 자체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에 연구논
문 및 단행본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아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관해서 제도 자체를 소개한 최초의 논문은 조추용(1998)의 사회복지정
책(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 실린 논문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개호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개호보험의 입법배경, 입법과정과 내용, 찬반논쟁,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것이다.
그 후 최성재 외(2000)는 한국노년학(한국노년학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한일비교연구를 발
표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일본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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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상노인의 건강실태, 대상노인과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등의 직접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김미숙(2003)은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논문으로 노인복지연구(한국노인복지
학회)에 게재하였다. 주요 내용은 개호라는 용어의 정의, 일본 고령화의 특징과 사회보장재정의 불안,
개호보험제도의 전개과정, 개호보험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과제로서 요개호인정,
저소득자, 기반정비, 현금급여, 케어매니저 제도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김미숙과 같은 학회지에 엄기욱(2004)은 한일의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환경 비교연구를 시도하
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일본 노인복지의 기반이 되는 인구변화, 가정상황, 현행노인복지제도, 재원
확보 등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개호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대칭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변화를 설명하고, 비교분석으로서 인구의 진행정도, 기반정비, 보장의 책
임, 이념과 목적, 국민적 합의 등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몇 편의 석사학위논문이 있지만 그 분석은 본 논문에서 생략하고, 단행본에 대하여 간단
하게 소개하면, 2005년도에 이토우 슈헤이(伊藤周平)의 책을 장세철 외(2008)가 번역한 것이 있다.
이 책은 사회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개호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2005년의 개정된 개호보험에 대하
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선현규·임춘식(2006)이 개호보험제도의 제정당시의 내용인 2002년에 일본케어워크연구소가 출
간한 것을 번역한 것이 있다. 제도출범 당시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참고할만한 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무자인 이광재(2008)가 노인장기요보험제도 한일비교의 단행본을 집필하였
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상세하게 분석해 놓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서론의 독창적인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노인복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개호보험제도를 고찰하고 있고,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쟁과 과제를 정
리하여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난다.

Ⅲ. 개호보험제도의 체계와 평가
1. 개호보험제도의 분석틀
법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는 것인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분류체계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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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체계와 다음의 <표 3>과 같은 수평적 체
계,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의 혼합 등 세 가지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평적 분류에
의해서 일본 개호보험법의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조추용, 1998).
<표 3>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모델
구분

귀속적 욕구

보상적 욕구

인과적 법관계

A

B

합목적적 법관계

C

D

평가적 욕구

E

자료 : 윤찬영(1998: 187).

여기서 말하는 인과적 법관계란 협의의 의미로 사회복지법의 입법목적상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
등이 법정(法定)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광의의 의미로 법 적용의 방법론상 인과관계
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합목적적 법관계란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나 기여금을 지불하였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는 법관계를
의미한다(윤찬영, 1998: 182-184). 따라서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법이고, 시민권에 기초한 귀속적 욕구에 대해서 개호서비스가 제공됨으로 귀속
적 욕구-인과적 법관계, 즉 위의 표에 의하면 A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우리나라
의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이 있다. 그리고 개호보험법의 제정과정은 법정책학을 원
용하고, 내용부분은 법해석학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신섭중 외(1997: 97)는 사회복지법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해석학적인 분석틀로서
이해할 수 있다.
(1) 의의(意義) ①목적 및 취지 ②성격 및 이념 ③원칙
(2) 입법배경과 연혁 ①입법배경: 사회경제적 배경·제도의 요청 ②입법과정 ③연혁
(3) 내용분석 : 현행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①적용대상 ②관리운영주체 ③급여 ④전달체계 ⑤재정:
조달과 분배 ⑥권리구제 ⑦권리의 보호와 제한
(4) 평가 및 개선방안 ①외국의 사례 ②평가 ③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윤찬영은 모든 사회복지 관련법의 포
괄적인 분석틀로서 이해할 수 있고, 신섭중 외는 사회복지 관련법의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이
고 상세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호보험법을 분석하는 기본적 틀은 신섭중
외가 제시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①개괄 및 적용대상 ②관리운영주체 ③급여의 종류와 내용 ④전달
체계 ⑤재정: 조달과 분배 ⑥인력 ⑦불복신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이광재, 2008: 204-244 ;
개호보험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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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호보험제도의 체계와 평가
1) 개괄 및 적용대상
(1) 목적
개호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가령(노화)이 원인으로 발생되는 질병에 의해
요개호상태가 되어 개호기능 훈련, 간호, 요양상의 관리 및 그 외의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
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법률개정에 의해‘노인의 존엄성 유지’
가 개호
보험법 실시목적에 추가되었다.

(2) 기본이념
후생노동성은 개호보험의 기본이념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증가가 예상되는 개호비용을 장래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담과 급여와의 대응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국민의 연대, 상호부조를 기초로 한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을 고령자의 관점에서 고령자 자신이 서비스의 내용이나 종류, 사업자 등을 선택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 중심제도로 한다.
셋째, 민간사업자나 영리조직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주체를 다양화 한다.
넷째, 보험급여는 요개호상태의 경감, 악화의 방지 및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
와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다섯째, 피보험자 본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개개인에게 알맞은 보
건·의료·복지 등 서비스가 다양한 사업자나 시설로부터 종합적,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섯째, 대부분의 고령자는 요개호상태에서도 가족이나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택(재가)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광재,
2008).

(3) 적용대상 및 범위
개호보험법에 피보험자에 관한 규정은 제2장(제9조-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이며,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인 제2호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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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모두 시정촌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자이고, 65세 이상인 고령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가 되므로 의료보험제도에 있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은 없고 개개인의 피보험자가 된다.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부과·징수방법이 다른 것 외에도 수급권, 즉 보험급
여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요개호상태나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태(요지
원상태)로 되었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는, 초로기의 인지증 또
는 뇌혈관질환 등 노화가 원인인 질병에 의한 요개호상태나 요지원상태로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서비
스를 수급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전체 노인 대비 요개호인정자 비율을 살펴보면, 제도를 도입한 2000년도에
는 11.0%(2,470,982명)로 나타났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나 2001년 12.4%(2,877,249명), 2002
년 13.9%(3,324,156명), 2003년 15.1%(3,704,095명), 2004년 15.7%(3,942,808명), 2005년
16.1%(4,175,295명), 2006년 16.8%(4,348,000명)이다. 이 수치는 요지원 1 및 2등급이 포함된 것으
로 개호예방 급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정책대상을 전체
노인의 약 10%로 보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선우덕 외, 2007). 제1호 피보
험자 수와 개호인정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리고 제2호 피보험자는 2000년에
4,308만명, 제2호 개호인정자 수는 90,612명, 2002년에는 각각 4,262만명, 121,030명, 2005년에는
제2호 개호인정자 수가 148,037명이다(이광재, 2008).

2) 관리운영주체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시정촌 및 도쿄 23특별구이다. 이는 개호서비스의 지역성 및 노인복지나 노인
보건에서 시정촌의 지금까지의 실적을 감안하고, 지방분권의 흐름도 고려하여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시정촌을 개호보험제도의 중심적인 운영주체로 배치한 것이다. 보험자란 보험사업의 경영
책임자를 지칭하는데, 보험료를 징수하고 신청접수를 받고 필요한 개호서비스를 결정하며 급여가 잘
되고 있는지 등 일련의 흐름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호보험은 각 시정촌이 단독으로 모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縣, 광
역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촌은 개호보험사업의 실사(요개호인정, 보험급여,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 개호급여비의 일부 공적비용부담
등을 행하고, 국가는 시정촌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도도부현
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감독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 심사청구의 처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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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의 종류와 내용
개호보험의 급여는 개호보험법 제4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와상 등의 요개호자에 대한‘개호급여’
,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허약한 사람(요지원자)에 대한‘예방급여’
와 요개호자, 요지원자에 대
한 시정촌의 독자급여로 요개호상태 악화의 방지 등을 위한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시정촌 특별급
여’
가 있다.
개호보험제도에서는 급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개호급여는 크게 거택
(재가)개호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누어진다. 거택(재가)개호서비스란 주로 자택에서 생활하며 필요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시설서비스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요지원자는
거택개호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개호 1~5등급의 요개호 인정을 받
아야만 한다. 거택개호서비스는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것(방문·이용서비스), 시설에 단기적으로 입소
하여 이용하는 것(단기입소서비스), 복지용구대여와 주택개량 등이 있다.

4) 전달체계
개호보험에서 요개호인정을 받기 위한 규정은 동법 제27조-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에 의
한 신청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대행이 인정된다. 신청대행자는 가족·친족, 성년후견인, 민생위원, 개
호상담원,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으로 한정한다. 신규 인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시정촌 직원이 본인의 자
택을 방문하여 인정조사표에 의거 신청자의 심신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행하며, 시정촌 지원 외 지정
거택개호지원사업자나 개호보험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인정조사 결과는 컴퓨터 처리로 분석된다(제1
차 판정). 이에 주치의의 의견서 등을 추가하여 시정촌에 설치된‘개호인정심사회(동법 제14조-제17
조)5)’
에서 심사, 판정되며(제2차 판정), 그 결과 요지원 1에서 요개호 5까지의 등급이 결정된다.
인정조사항목은 직접생활개조, 간접생활개조, 문제행동·기능훈련·의료행위 등 5개 영역의 7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개정으로 3개 항목(낮 생활, 외출빈도, 가족·거주환경·사회참여상황
의 변화)이 추가되었다.
종전 개호급여의 단계는 예방급여의 도입으로 예방급여가‘요지원1’
과‘요지원2’
로, 개호급여는 5
단계 그대로 구분되어 총 7단계로 변경되었다.

5) 재정 : 조달과 분배
개호보험제도는 시정촌이 보험자가 되고, 그 시정촌에 살면서 개호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피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시정촌장이 임명하는 보건, 의료, 복지전문가들의 합의체로서, 1개소 5인 정도로 구성되는 소규모로 시정촌에서는 공동설치 또는 도도
부현으로 위탁도 가능하며, 심사는 비공개이다.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평가와 논쟁 | 193

험자가 된다. 개호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40세 이상의 국민이 전부 지불하는 강제보험
이다. 개호보험료의 지불 개시연령이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되어 있는 이유로는 40세 이상이 되면 가
령(加齡)과 함께 초로기인지증이나 뇌졸중 등 질병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개호보험급여를 받
거나, 부모가 고령 등으로 개호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대연대(世代連帶)에 따라 개호비
용을 서로 지탱해 나가는 연령대라는 것 등이다. 피보험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제1호 피보험자,
40세에서부터 65세 미만인 사람을 제2호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양자의 보험료 설정이나 징수방법이
서로 다르다.

(1) 재원의 구성
개호보험의 재원은 사회보험이면서 공적자금과의 절충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본의 독특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개호비용 총액에서 이용자 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비라고 하는데, 급여에 필요한 비용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급여비의 50%를 공적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50%를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피보험자 부담의 50%에 대해서는, 제1호 피보험자가 19%, 제2호 피보험자가 31%를 각각 부담
한다. 남은 공적비용부담 50% 중에 25%는 국가가, 도도부현이 12.5%, 시정촌이 12.5%를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하는 25%의 공적비용 중 20%는 국고부담금이고, 나머지 5%는 시정촌간의 재정력 격차
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2006년부터 개호보험의 시설 등 급여비에 포함되는 보조금도 도

<표 4> 개호보험의 2001년과 2005년의 재정구조 추이
연 도
보험료 수입

2001년도 예산
50%

2005년도 예산
50%

제1호 피보험자

7,200억 엔(평균 17%)

1조 794억 엔(평균 18%)

제2호 피보험자

1조 3,900억 엔(평균 33%)

1조 9,190억 엔(평균 32%)

소계
조세수입
국고부담금
도도부현 부담
시정촌 부담

2조 1,100억 엔

2조 9,984억 엔

50%

50%

1조 500억 엔(25%)
(급여비 4조2,100억엔×5%=2,100억 엔은 조정교부금)

1조 4,992억 엔(25%)
(급여비 5조9,968억엔×5%=2,998억 엔은 조정교부금)

5,300억 엔(12.5%)

7,496억 엔(12.5%)

5,300억 엔(12.5%)

7,496억 엔(12.5%)

소계

2조 1,100억 엔

2조 9,984억 엔

특징

급여비 4조 2,100억 엔+일부부담(5,600억 엔)
= 총비용 4조 7,700억 엔

급여비 5조 9,968억 엔+일부부담(8,506억 엔)
= 총비용 6조 8,474억 엔

주 : 발족의 2000년도는 11개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징수를 반년간 유예함. 그 후 1년간은 반액으로 하였기 때
문에 비교가 어렵고 2001년과 비교했음. 양년도 같이 1억 엔 미만은 반올림하여 합계금액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宮武剛(2006), 이광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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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현의 재원에 5%분이 옮겨졌다. 그 결과 시설 등 급여비는 공적 자금비율이 국가 20%, 도도부현
17.5%, 시정촌 12.5%로 바뀌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1호의 고령자는 증가해서 부담비율이 크게 되고, 제2호의 현
역세대는 차즘 줄어서 부담비율이 적어진다. 실제로 개호보험의 제1기 사업운영기간(2000~2002년
도 전국 평균보험료는 월액 약 2,900엔)에서는 제1호 17%(약 2,200만 명), 제2호 33%(약 4,300만
명)의 인구비율이었으나, 제2기(2003~2005년도, 전국평균보험료는 월액 약 3,300엔)에는 18%와
32%, 제3기(2006~2008년도, 약 4,100엔)에는 19%와 31%로 전망된다. 개호보험의 실제적인 재정구
조의 차이를 2001년과 2005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2) 보험료의 징수
①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부담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실시주체인 시정촌이 조례에 따라 정하며, 소득단계에 따
라 금액을 6단계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 시정촌은 요개호자, 이용상황의 현상·장래를 파악·추정
하고, 서비스공급량 등의‘개호보험사업계획’을 정한다. 이에 의거하여 보험료의‘기준액’
(2006~2008년도는 약 4,100엔)을 정한 다음, 피보험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단계별 정액보험료를 설
정한다.

②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부담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각 사람이 가입
하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의료보험료와 개호보험료를 함께 납부한다(제2호로 생활보호를 받는 피
보험자는 적용 제외).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세대 간 연대의 취지도 고려하여 각 시정촌 보험자
의 개호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활용된다. 또한 개호보험료분에 대해서도 일반보험료와 마찬가지
로 사업주 부담이 적용된다.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시정촌 국보)에서는 소
득·자산에 따른‘응능부담( •能負擔, 능력에 따른 부담)’
과 세대인 수 등에 의한‘응익부담( •益負擔,
수익에 따른 부담)’
을 합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들 제2호의 보험료는 매년도 개정된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개호보험제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개호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비용 가운데 일정부분을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고, 이·미용료 등의 일상생활비와 같은 개호급여의 대상 외인 것에 대하여는 전액 이
용자가 부담한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사이의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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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나, 서비스 이용자에게 비용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비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용자도
일부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개호보험제도에서 이용자 부담은 재가 및 시설서비스 모두 기본적으로
10%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의 소득상황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에 맞춘 부담방
식이다.

6) 인력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에 의한 팀접근은 필수적이며, 개호서비스를 효
과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과 전문가들
이 팀을 이루고 있다.

① 개호지원전문원
개호보험제도에서는 개호지원전문원을 제도화하였다. 개호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호지원전문
원은“요개호자 등의 상담에 응하거나 그들의 심신상황 등에 맞게 적절한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촌, 재가서비스사업자, 개호보험시설 등과의 연락조정 등을 행하는 자이고
요개호자 등이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자로
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호지원전문원의 주요 역할은 ① 피보험자의 의뢰에 의한 요개호 인정신청 대행, ② 해당 시정촌의
위탁에 의한 요개호 인정의 방문조사, ③ 개호지원서비스과정의 실시이다. 지정재가개호서비스사업
자, 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자, 개호보험시설에 소속되어 업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인원기준으로서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이다.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수료자는 2006년 2월 말 기준으로 약 40만 명이며, 이중에 실제 활동하
는 인원은 약 8만 명 정도이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의 보유자격은 간호사·준간호사와 개호복지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② 개호복지사
개호복지사(CCW)는 요개호자들의 개호를 맡는 전문직으로서 1987년에 만들어진 국가자격이며, 요
지원자나 요개호자에 대해 목욕, 식사, 배설, 옷 갈아입히기 등의 개호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개호하고 있는 가족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방문개호를 하는 사업소에 소속되
어 방문개호원으로서 활동하거나 개호보험 시설에서 개호직원으로서 간호사 등과 함께 요개호자의 생
활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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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방법은 크게 ①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2년 이상 공부하고 졸업자격으로 취득하는 방법
과, ②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전
문학교라 불리는 곳인데 단기대학이나 대학에서의 개설도 늘고 있다. 국가시험 수험으로 자격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개호보험시설 등의 개호직원이나 방문개호원, 그 밖에 그에 상당하는 직종의 근무경험
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개호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40일 이상 또는 고등학교의 복지
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험자격이 주어진다. 양성된 개호복지사의 수는 1989년부터 실시하여 2006년
2월 말을 기준하여 46만 8천여 명에 달한다(선현규·임춘식, 2006: 182).

③ 방문개호원(홈헬퍼)
방문개호원은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장보기, 조리 등의 가사원조나 식사, 목
욕, 배설 등의 개호업무에 종사한다. 휠체어, 개호용 침대 등의 복지기기나 개호용품에 대한 적절한 사
용방법의 지도, 가족개호자에 대한 정신적 지원 또한 중요한 역할이다.
방문개호원이 되기 위한 국가자격은 없으나 각 행정구역 단위로‘홈헬퍼 양성연수’
가 실시되고 있
다. 수강대상자나 취업 후의 업무내용에 따라 1급(230시간), 2급(130시간), 3급(50시간)과정, 계속 양
성연수(1급 과정 수료자)등으로 구분된다.‘홈헬퍼 양성연수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의 일부 개정
(1999.9)에서는“개호복지사이면서 홈헬퍼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1급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간
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④ 그 외 인력
개호보험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인력이 관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CSW)는 요지원자, 요개호자
나 그 가족들의 상담, 지도, 조언을 하는 전문직으로 1987년에 만들어진 국가자격이다. 또한 정신보건
복지사(PSW)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에 대한 상담, 지도, 조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훈련 등에 임하는 전문직으로 1999년에 만들어진 국가자격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물리치료사(PT, 이학요법사) 및 작업
치료사(OT, 작업요법사) 등을 들 수 있다. 비공식적 분야에서는 직업화 또는 사회적 비용화는 되어 있
지 않으나,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
족·친척이나 이웃, 민생위원 등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다.

7) 불복절차
요보호 또는 요지원인정, 보험료, 보험급여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도도부현에 설치된 개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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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의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문서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하며, 처분취소소송은 해당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요개호 또는 요지원 인정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개호보험심사회에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으며, 요개호 인정과 관련된 심사청구사항은 공익대표
위원 3인 중 보험심사회가 지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의, 결정한다.

Ⅳ. 개호보험제도의 논쟁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 4월에 시작하여 올해 10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새로운 제
도의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불안과 의료보험 외에 보험료의 추
가적 부담을 감수해야 되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개호보험의 추진과 전개과
정에 대한 과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현금급여에 관한 논쟁, 개호서비스 공급
자의 영리추구, 케어매니저의 역할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현금급여에 관한 논쟁
개호보험제도에서 요개호 고령자를 개호하고 있는 가족에게 현금급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현행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는 행하지 않고
있다(선현규·임춘식, 2006: 107). 단 외딴섬이나 과소지 등 개호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가족이 홈헬퍼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개호보험제도
도입 초기에 가족개호에 대한 현금지급에 관하여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상호 팽팽히 맞서
결국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급여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사회복지의 목적을 이
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뮈르달(Myrdal)은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절
약되고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현금급여는 결정된 공공의 재정으로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현외성, 2000: 164).
일본의 개호보험으로 한정하여 현금급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유로는 ① 고령자 및 가족의 선택의
중시, 외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로서 현물급여만 인정함은 너무 제
한적인 점, ② 현재 상황은 가족에 의한 개호를 바라는 고령자도 많고, 가족이 개호하고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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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어서 개호에 따른 가계의 지출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점, ③ 보험료를 부담
시키고 있는 이상, 현물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에 대한 대가로 현금지급을 실
시해야만 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주장으로는 ① 현금의 지급이 반드시 적절한 개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
족개호가 고정화되고 여성이 가족개호에 구속될 염려가 있고, ② 현금지급을 받음으로 오히려 고령자
의 자립을 저해할 염려가 있고, 개호를 가족만이 담당한다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되어 개호의
질도 확보할 수 없는 점, ③ 국민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의 내실이며, ④ 현금지급은 새로
운 급여로 비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적인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황경성·김용택, 2001: 170-172 ; 이광재, 2008).
개호보험제도 안에서 가족개호에의 현금급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개호보험의
목적 중에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라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개호의 사회화를 강조한다
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당면의 과제인 개호보험의 정착과 전문적인 서비스기반을 정비한 후에 경과를
보고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둔다면 가족개
호의 선택은 소비자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별적 선택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김
미숙, 2003).
그러나 현금급여를 제공했을 때 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있는 요개호자에 대한 서비스의 비연결성
에 관한 문제를 우려하며, 또한 매개자인 가족으로 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
다. 한편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가족에 의한 케어를 강요하게 되고, 오히려 노인을 위한 서비스
의 개발이나 향상을 위한 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립적인 요개호자의 서비스 선택을 중
요시하고, 가족에의 현금급여는 일정의 제약조건 하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2. 개호서비스 공급자의 영리추구에 관한 논쟁
개호보험에서 시장의 형성은 재택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정부에 의한 직접 공
급은 개호보험 시행 이전 약 30%를 유지하다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영리조직(유한회사, 합
자회사, 주식회사 등)에 의한 공급은 개호보험 이전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개호보험이 시작된 2000
년에 전체 재택서비스 공급의 30.3%까지 증가하였고 현재는 5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이원식,
2006 ; Suda, 2006). 2004년 현재 비영리조직(사회복지조합, 사회복지협의회, NPO 법인, 의료법인
등)에 의한 서비스 공급은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시작과 함께 재택서비스에서 영리조
직과 비영리조직의 동등한 개호서비스 공급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일본 개호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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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비영리조직의 재택서비스 공급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본 비영리조직의 특징인 반관반민
의 사회복지협의회(social welfare corporations)나 사회복지위원회(social welfare council)의 관
료주의적 성격과 경영전략의 부재, 특히 정부의 재정보조 감소는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비영리조직
들의 정체성 및 조직운영의 신념에 큰 변화를 초래하여 시장의 경제논리를 중요시하는 영리추구 조직
으로의 방향선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Suda, 2006). 이와 같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순수한 시장
으로 이해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소비(수요)자와 제공(공급)자의 단선적인 차원에 의해 구
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규제정책에 의해 국가, 소비자, 제공자 간의 삼각관계로 작동한다(Evers,
1994: 27-28 ; 석재은, 2008 재인용).
일본 개호보험에서 영리조직에 의한 시장화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선
택권의 강화를 목표로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개호서비스 시장화에 의해 야기되
는 논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과 개인들 사이의 불평등의 심화이다. 개호서비스 공급자들 중 영리를 추구하는 공급자들
은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 전체 재택서비스의 70%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홋카이도(北海道)
나 카고시마(鹿 fi島) 같은 지방에는 2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소비
자선택권은 다시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0%의 이용료 및 개호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른 차등적 비용체계는 개인들 간 서비스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Suda, 2006 ; 이원식,
2006).
둘째,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개호서비스에서 영리조직들은 이윤 창출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
로 값싼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개호원들의 비정규직화와 시간제 근로자들
의 고용으로 그들의 저임금화가 초래되어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근로
환경의 악화는 결국 서비스 질의 하락 및 방문개호원의 인력부족을 야기하여 전체적인 개호보험 인력
인프라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추구와 표준화된 서비스 공급에 의하여, 비영리조직들은 점차 전문가들
을 필요로 하게 되어 인력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즉, 비영리조직의 가장 큰 자원인 자원봉사인
력들의 활용이 점차 어렵게 되고 있다.
넷째, 영리조직의 이윤추구를 위한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로비활동은 개호서비스의 지나친 상업화
를 야기하고 있다(유호선, 2007).
다섯째, 개호보험제도 도입으로 개호서비스 이용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 대형 개
호비지니스의 오산(誤算)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개호서비스 이용자 수와 이용자 1인당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호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급증하였기 때문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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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업소당 이용자수 및 사업수익은 수지타산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소간 과도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의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소 자체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석재은(2008: 62-63)은 거시적 관점에서 공급측면의 개입은 시장참여자의 선별 및 시장규모의 통
제와 관련된다. 제공자 선별 메커니즘으로 세 가지 여과장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시설 및 인력기
준에서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공자 선별이 가능하다.
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이 그것이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시장 참여자로 운영주체
(ownership)에 따라 선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리민간(for-profit private)을 포함하여 운영주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non-profit private)
에만 제한할 수도 있다. 셋째 앞의 두 가지가 제공자 자격에 대한 규제라면 나머지 하나는 제공자 수량
에 대한 규제이다. 이는 경쟁의 정도를 통제하고, 지역간 서비스 인프라의 고른 배분을 유도하고자 하
는 것과 관련된다.
일본의 경우 영리기업은 개호보험제도 시행을 개호비지니스 찬스로 여겼고 많은 기대를 하며 사업
에 참여했다. 처음부터 개호비지니스 사업에 참여한 영리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개호서비스 사업소의 철수와 통폐합을 감수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는 개호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즉 개호보험제도의 제도적인 요인이다. 개호서비스 시장은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 및 급여 한도액, 개호보수(介護報酬)제도 등 개호서비스 비용을 전체적인 틀
에서 규제하는 주요 항목들에 의해 강력한 규제가 따르는 시장이기도 하다. 요개호인정자가 개호서비
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정률의 자기부담금 10%가 수요억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개호서
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개호보수(報酬)가 낮게 책정되어 사업자에게 충분한 수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이원식, 2006).
개호보수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개호보수단가(介護報酬單價)의 시점에서 지적되었
지만, 영리기업들도 채산이 맞지 않는 저가격이라고 평가된 바 있다. 단, 영리기업은 재가서비스 중에
서 노동집약적이면서 규모의 경제성이 작동하는 부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사업대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개호서비스 부문도 있다.

3. 케어매니저의 역할에 관한 논쟁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특징은 보험의 원리에 케어매니지먼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
고로 독일은 개호보험제도가 있지만 케어매니지먼트의 방식은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에서는 케
어매니지먼트는 있지만 개호서비스를 보험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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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체제에서 공급과 수요 이외에 서비스 구입에 대한 선택을 위탁한 제3자(agent)인 케어매
니저가 있다. 따라서 개호서비스의 선택은 케어매니저에 의해 대부분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케어매니
저는 최대한 수요자를 위한 공정한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호보험 제도에 있어서 케어매니지
먼트는 요개호자와 개호서비스를 묶지 않으면 개호보수(개호서비스에 따른 수입)를 얻을 수 없도록 되
어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는 비공식적 지원을 활용하지 않고 개호서비스만을 활용
하는 것으로 매니지먼트되고 있다. 케어매니저의 대부분이 요개호자의 생활욕구를 파악해 그러한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회자원을 묶는“욕구우선접근”
시점이 부족하다(조추용 외, 2009:
153-154).
그러나 일본 케어매니저의 지위는 지방정부에 소속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으나 영리조직들의 로비에
의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케어매니저들은 각 공급 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조직에 대한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da, 2006).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
과(2004)의 일본출장보고서에 의하면 개호지원전문원 및 케어플랜(care plan)의 필요성, 케어플랜의
적정성을 위해 개호지원전문원의 소속을 민간이 아닌 보험자 또는 (준)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케어매니저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생겨난 새로운 자격으로서 1999년 처음으로
국가시험을 통해 긴급하게 배출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미숙(2003: 255-256)
은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케어매니저의 업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케어매니저(개호지원전문원)의 자질에 관련된 문제로 간호사의 비중이 높고, 노인의 케어를 직
접 담당하고 있는 케어복지사(개호복지사)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 케어매니저의 업무에 관한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서비스 지급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체크하는
일에 치우쳐 중심업무인 과제분석이나 점검(monitoring), 개호담당자 회의 등의 일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堀勝洋, 2000: 16 ; 伊藤周平, 2000).
셋째 재택서비스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케어매니저는 자신이 소속된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우선해
서 소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의 서비스기관에 소속한 케어매니저는 서비스 경쟁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케어매니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케어매니저의 자질과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급여 관리의 업무를 간소화 하는 동
시에 개호보험제도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개호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은 이용자와 이용자를 지원하는 케어매니저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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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케어매니저는 고령자보건복지의 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직이면 현실적으로
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실제로도 케어매니저는 간호사, 개호복지사가 가장 많다. 그 결과로서 사회복
지사의 생활지원 시점이 빠진 면이 있다. 개호보험서비스뿐만 아니라 개호보험 외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실시), 또 가족을 포함한 친척·친구·지인·근린·민생위원, 소방단,
자원봉사자·NPO와 같은 여러 가지 비공식적 사회자원이 실제로 활용되고 않고 있다.
그 이유로써 ① 케어매니저의 많은 수가 지역에서 상담지원활동을 해온 경험이 적고, ② 비공식적
지원에 관한 지식이 적고, 또 ③ 활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④ 케어매니저의
상담경험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와 장시간에 걸쳐서 상담을 하여 적절한 사회자원을 찾는 일이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호보험제도상의 과제로서 케어매니지먼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사
회자원으로써 개호서비스가 위치해야 하며, 그 외의 비공식적 지원도 함께 포함한 제도가 필요하다(이
시카와, 2008 ; 조추용 외, 2009: 154).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장애를 입어도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삶
을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호연속체
(continuum of care)를 구축하여 그 중심에 케어매니저가 서야 한다.

Ⅴ. 결론
모든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어떻게 노후생활을 보내느냐 하는 것도 제
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일
로 힘들게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은 제도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그 문제에 대하여 모두가 불안해하고 개인으로서 대응이 곤
란하다면 제도로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사회복지 환경, 특히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개호보
험서비스 이용자 수와 급여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개호보험서비스 공급주체는 다양화, 시장화
되면서 공급주체 간에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복지욕구는 더욱 다양화, 고급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
황이다.
결론으로서 일본 노인복지와 개호보험 추진과정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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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은 일찍부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정비해 왔다. 특히 1973년의 노인의료비
무료화, 82년의 노인보건법제정, 89년의 골드플랜 등은 일본 노인복지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노인보건
법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접근만이 아니고 보건의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노인보건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의료 등, 보건사업, 노인보건시설, 노인방문간호 등이다. 이러한 서비
스는 노인들이 한층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토대뿐만 아니라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보건법도 일본이 세계 최장수사회를 이룩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였다. 우리
나라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 등을 포함하여 그에 대한 시행
착오를 심하게 겪고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나 운영방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줄
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급격하게 늘어나는 장수사회의 돌파구로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적 개호보장을 확립하였고, 노후의 막연하게 불안한 개호를 제도로서 커버할 수 있게 되었
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그다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만
불안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미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들로부터 제도에 대한 열렬한 지지나 호응을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적절하고
도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문제, 재원의 확대문제, 대상자의 확
대 문제, 케어매니지먼트의 문제, 국민의 과도한 부담문제 등 부족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개
호보험법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로 다가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울삼아 제도가
안전하게 정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과 창구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통하여 더욱 발전적이
고 완전을 도모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용자에게는 더욱 많은
비용지출을 요구할 것이며,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경영적 사고에 기초한 효율적 운영을 더욱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호보험실천 현장은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기타 서
비스 유형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손쉽게 넘나들거나 통합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고,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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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정의 실현의 하나의 방법이고 그 사회정의가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노인의 개
호문제는 개인이 대응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한계에 이르렀다. 사회복지가 사회정의와 평등을
실현하여 누구나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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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學受驗と親の敎育態度·意識

李貞淑

本論では/ 70年代後半から一般の人7の間で廣まり始めて/ 2006年には首都圈の受驗率が18％を超えていると言われ
ている中學受驗に參加している親の受驗への關わり方や意識を分析し/ 現代の親の敎育態度や意識がどのように變化し
たかを檢討している0
分析內容は/ 親が受驗をさせる理由と父親の受驗への關わり方である0 70年代/ 80年代の受驗理由は主に將來いい大學
に入るためであったが/ 90年代以降/ とりわけ2000年以降になると/ わが子の能力に應じた敎育をしてくれるところ/
また/ 性格や個性に合う學校を選んでそこで子どもが樂しく快適に生活できる場所を選ぶために受驗をする0 70年代
「好
80年代のように/ レベルの高い學校に入って欲しいのではなく/ わが子のレベルに合わせた學校を選んで/ そこで
きなこと」
/ 「やりたいこと」
を見つけて欲しいと考えているのである0 さらに中學受驗は/ 父親の存在がクロ:ズアップ
される0 中學受驗は受驗するのはまだ小學生のため親の力が必要である0 また/ 試驗問題も小學校で習うのとはかけ離れ
ているため/ 受驗塾に行かせたり/ 私立學校の高額な入學金や學費を考えると/ 親(主に父親)の經濟力が必要である0 と
りわけ/ 2000年以降になると/ 積極的に中學受驗に關わっている父親の樣子がクロ:ズアップされる0
「敎育熱」
の變化で/ もう一つは/ 敎育における階層意識
これらの分析結果からは次の諸点が見出される0 一つは/ 親の
である0
學歷さえあれば將來が保證されていた時代の親は/ 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進學率のいい學校に入ってレベルの高い大學
に入って欲しいと願った
「敎育熱」
であった0 將來いい大學に入るために子どもがまだ小さい時から少しでも進學に有利
な學校に入るため中學受驗が行われる0 しかし/ バブル崩壞後/ とりわけ2000年以降/ 學歷だけでは將來が保證されな
くなると/ 親は子どもの將來像が確實に描きにくくなったおり/ 學力はもちろんのこと/ 子どもが
「やりたいこと」
「目
的」
を見つけるよういろいろな經驗をさせて/「主體性や獨自性」
/「意欲やコミュニケ:ション能力」
/「思考力」
なども身
につけるよう配慮をするなど/ 內面的·人格的諸特性までもが子どもが將來安定した生活を送るために必要な配慮事項
として氣をくばる
「敎育熱」
に變化する0 勉强だけではなく/ 子どもの性格や個性に合う/ さまざまな經驗が出來て/ 今の
は階層意識が生じている0 中學受驗は
社會に合う敎育をさせてくれる學校を選ぶために中學受驗をする0 また/「敎育熱」
經濟的な負擔が大きいため,受驗に參加出來るということは親が高階層であることを示唆することにもなる0 受驗が出
來る階層であるため受驗をするが受驗理由として登場するなど/ 人 の間では/ 高度成長期のような/ 親が低階層であ
るため/ 子どもには敎育をさせて高階層になって欲しいという敎育意識ではなく/ 高階層であるため子どもには高い敎育
をさせる/ 逆に/ 低階層であるため子どもには高い敎育をさせられなと/ 階層によって
「敎育熱」
に違いが生じる0

Keywords_ 中學受驗/ 敎育態度/ 敎育熱/ 敎育意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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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입시와 학부모의 교육태도 및 교육의식

이정숙

이 연구는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6년에는 수도권내 수험율 18%를 넘어 선 중학교 입시에 참가하는 학
부모의 중학교입시를 치르는 이유와 자식의 중학교 입시에 아버지가 어떻게 참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학부모
의 교육태도와 교육의 식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중학교입시의 이유와 중학교입시에 참
가하는 아버지의 교육태도 및 교육의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1980년대 중학교입시의 이유는 장래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였는 데 반해, 1990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의 중학교입시의 이유는 단지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의 능력, 개성, 성격에 맞는 학교
를 선택하여 학교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등 장래의 목표를 찾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입시는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데 부모 특히 아버지의 계층이(학력, 직업, 수입) 중학교입시의 합격여
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버지의 교육태도와 교육의식을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에 비해 2000년 이후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아이와 함께 학교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중학교입시에 적극적
인 아버지가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셋째, 중학교입시 이유의 시대적 변화, 아버지의 교육태도와 교육의식의 시대적 변화를 통해, 학부모 교육열의
질적 변화와 계층에 따른 교육열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학력만 있으면 장래가 보장 되었던 시대의 부모
는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한 교육열 이었지만, 버블경제 붕괴, 특히 2000년 이후부터 학력만으로는 장래가 보장되
지 않기 때문에 공부는 물론 여러 가지 경험, 사고력, 의욕,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배양 가능한 교육으로의 교육
열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열에 대해 계층별 차이점도 나타났다. 즉, 고도성장기에는 저학력 계층에
서도 안정된 미래를 위해 자식에게 높은 교육을 시키고자 했음에 비해 버블경제가 붕괴 이후 고학력 계층의 부모
(특히 아버지)는 자신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높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고, 저학력 계층의 부모는 자신이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높은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력 및 소득 등 계층에 따른
교육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_ 교육태도, 교육의식, 계층의식, 중학교 입시, 교육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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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硏究目的と課題

2000年以降/ とくに首都圈をはじめとする大都市圈では中學受驗への親の關心が高まる傾向がある0 中
學受驗大手塾である日能硏の調査によると首都圈中學入試の受驗率は2006年には18％を超えている
『
( 2006日能硏白書』
)0 2005年から2006年にかけて創刊された小學生をもつ親向け敎育誌(
『プレジデント
family』
『edu』
,
『日經Kids』
,
『AERA
,
with Kids』
)を分析している梅景優子(2007)は/ 「どの雜誌も進學や
中學受驗關連の情報はとりあげているが/ とりわけ
『プレジデントfamily』
はこうした情報の比率が高く/
四誌中同誌の發行部數がもっとも多いことからも/ 中學受驗への親の關心の强さがうかがえる」
と述べてい
る0

1)

中學受驗への關心が一般の人達に廣まり始めるのは70年代後半からである0
高度成長期における受驗競爭の中心は高校受驗であったが/ 高校進學率がほぼ全入に近くなってきた70
年代半ば以降/ 受驗競爭は姿を消すところか/ どのランクの高校に入って/ どのランクの大學に入るかが
人7の重要な關心ことになってくる0 より上位ランクの學校をめざす進學競爭は/ 大學を頂点とする高校/
中學それぞれの段階での競爭を作りだしたのである0 學歷段階で有利な位置をえるために最適な學校を選擇
する(した方がいい)という見通し/ 志向が/ 進學に敏感な都市ホワイトカラ:層を中心に廣がっていった0
ル:トとして/ 大學への推薦入學舒をもつ系列私學高校や中
その際/ 「次の學歷段階に有利な位置を得る」
高一貫校がクロ:ズアップされるようになる(中西2004)0 從來ごく一部の都市上層エリ:ト層が參加して
來たにすぎない私立中學受驗が/ たとえ實數の上ではなお少數であったとはいえ/ 70年代末から可能な選
擇肢の1つに位置付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中西2004)0 わが子を嚴しい受驗競爭に卷き腐まれないように
するため/ まだ子どもが小さいうちに次の學歷段階に有利な學校に入れようとする親の意識が新たな敎育
競爭を出現させたのである0 このように/ 親が子どもの學歷や勉强に高い關心を寄せるようになるのはい
つからだろうか0
親の敎育態度や意識についての硏究は數多くある0
例えば/ ①高度成長期/ 敎育が子育て·家族生活に深く浸透してきている樣子や進學期待に關する硏究が
「人生案內」
欄(50年~75年)に投稿された相談內容を分析した山崎鎭親(1994)によると/
ある0 讀賣新聞の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プレジデントfamily』
『日經Kids』
,
『AERA
,
with Kids』は男性雜誌を中心とする經濟誌から派生したため/ 「父親向け子育て雜誌の登場」
と
して業界の注目を集めた0「敎育誌ラッシュ 30~40代パパを狙え!」
(讀賣新聞2006年4月3日付)/「マイホ:ムパパがかっこいい 男性誌に廣が
る家庭志向」
(産經新聞2006年12月24日付)など/ マスコミも新しい家庭雜誌現象をとりあげ/ 廣く一般の關心をよん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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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年代は/ 商家/ 農家/ 職人/ 勞克者家族の子育て·敎育に克いていた文化的·社會經濟的な基盤が搖ら
ぎはじめ/ くずれはしめる時期であり/ 學校敎育を中心とした
「學歷」
や
「成績」
の世界が/ そのゆるみやく
「敎育相談」
欄(49年~72年)の分析から/ 高度成
ずれを埋めるように入り腐んできている0 また/ 敎育雜誌の
長期/ 母親が子どもの勉强にどのように關わってきたかを見ている李貞淑(2005)によると/ 60年代は/ 子
どもの成績に惱む母親/ 家庭で勉强をどのように敎えたらよいか/ また/ 勉强が出來る性格にするために
はどのような育て方をしたらよいかなど/ 「勉强」
「成績」
を常に意識した子育てが母親の生活の中に浸透し
てきている0 これらの硏究からは/ 高度成長期/ 子どもの敎育を常に念頭においた家族生活や子育ての樣
子をみることが出來る0
また/ 高度成長期以降は/ 勉强はもちろんのこと禮儀やしつけへの關心も高まっ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0
廣田照幸(1999)は/ 高度成長期以降はあらゆる層の親が子どものしつけや敎育·進學に高い關心を持つよ
うになったと指摘し2)/ 神原文子(2000)は/ 勉强重視はもちろんのこと/ 描俗や禮儀に嚴しいしつけは60
年代後半から見られ/ 現在の親たちにおいては/ より一層の勉强重視/ あいさつや禮儀に嚴しいしつけを
重点的におこなっていたとは述べている0
高度成長期の人7の進學に對する意識を見ると/ 1964年廣島大學敎育學部敎育社會學硏究室で實施した
「親の子への進學期待」
の調査では(新掘他1965)/ 高專·短大卒以上の學歷を有している親は/ 男の子に對
して約96％の者が大學以上の學歷を期待している0 中卒者では約91％/ 小卒者では約72％と/ 親の學歷が
下がるにつれて子の進學期待は減少している0 しかし/ ここで注目すべきところは/ 親の學歷が小卒者で
あっても子どもに大學以上の學歷を期待しているのは約72％と/ 子どもへの學歷への期待が高いというこ
とである0
高度成長期以降は/ どの親も勉强や進學への期待が高いという硏究がある一方で/ ③親の敎育意識は/
世代間や階層によって違いが生じているとの硏究もある0 本田由紀(1998)は/ 子どもの敎育に對する(母)
親の熱心さは總じて若い世代ほど低下しているが/ そのなかに/ 敎育をあくまでも一つの手段として利用
している層と/ 手段的な利用にさえ無關心を示す層に分解しつつあると指摘し/ 中村高康(2000)は/ 子ど
もに對する高學歷志向は男女ともに年齡が若くなるほど少なくなってきているが/ そこには本人の學歷に
よって意識の違いが出ている0 高卒者層や雇用勞克力者層は子どもに對しての高學歷志向が比較的減少し
ているが/ 高學歷層およびホワイトカラ:層では/ 男女ともに若い年齡層で高學歷志向を持つ人が多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廣田(1999)は/ 高度成長期以降あらゆる層の親が子どものしつけや敎育·進學び高い關心を持っていると述べている一方で/ そこには/ しつ
けへの責任/ 學校への依存度/ 母子關係の滿足度は地域や階層によって差があるとも指摘している0 しかし/ 近年の調査結果からは/ しつけ
の中のある部分では地域や階層的差はこくわずかになっているか/ あるいはまったくなくなってきていると述べている0 ただし/ 都市部の高
學歷·高階層の親が
「望ましい家庭/ しつけ」
のモデルを先取りし續け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0 この階層の家族のあり方の方向に/ 他の諸階
層も追隨していくとすると/ 今後の日本の家庭の進み方は/ より熱心に/ より完璧に子どもを敎育しようとする家族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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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子では
『階層消費』
的な高學歷志向(學歷には家庭の影響が反映されるが/ 學歷によって人生が決まるとは
思わないという認知の仕方で/ 學歷を將來の地位達成に對する投資と考えるよりは/ むしろ敎育熱心な親
が子どもの學歷に消費的に關わっているとみなせる場合(誇示的消費)に對應している)/ 女子では
『再生産』
的な高學歷志向(家庭の影響で學歷が決まり/ 學歷によって本人の人生が決まるという認知の仕方であり/
いわば學歷が重要なル:トとなって世代間で階層が再生産されると見なしている場合)が顯著となっている
(中村2000)と/ 學歷意識には世代差と階層差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0 また/ 敎育意識を男女別に見ると/
男性は/ 高學歷/ 威信の高い職業/ 高收入の男性ほど/ 子どもには出來るだけ高い敎育をさせたいと思う
けれども(本田1998)/ 女性の場合は/ 自身の學歷よりは/ 父親(夫)の學歷や職業/ 收入が影響している(本
田2004)0
以上のように/ 高度成長期以降の親の敎育態度·意識についての硏究をいくつか見てきたが/ その中で/
若い世代ほど敎育熱心さが低下しているという指摘に注目してみたい0 高度成長期にはあらゆる層の人が
子どもの敎育に高い關心を持っていたが/ 若い世代には/ 高度成長期とは異なる敎育意識が生じている0 そ
こで/ 敎育態度や意識はどのように變化し/ そこに階層差はどのように現れているのかを具體的に檢討する
ため/ 本論では/ 70年代末から一般の人7の間で廣まり始めて/ 2006年には首都圈の受驗率が18％を超え
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
「中學受驗」
に參加している親の受驗への關わり方や意識の變化を分析する0
中學受驗は受驗準備をするのはまだ小學生であるため/ 本人の努力よりも親の努力が必要である0 日能
と述べている0 また/
硏の高木知己(1975)は
「中學試驗に關する限り/ 親の力が8割で子の力は2割である」
中學受驗は經濟的な負擔が大きい0 中學受驗は學校の勉强とかけ離れている0 小學校の敎科書で敎わって
ないのが當たり前のように出題される0 そのため進學塾に通わなければならない0 4年生から3年間大手受
驗塾に通わせると150万~300万円かかる(杉山2006)0 このように/ 中學受驗は/ 勉强面でも/ 經濟的にも
サポ:トが出來る家庭でなければならない0 そのため/ 中學受驗に參加している親の受驗への關わり方や
意識の分析は/ 現代の親の敎育態度·意識や/ 敎育と階層との關係を檢討するために必要である0

2. 硏究方法
本硏究での分析對象は/ 中學受驗に參加している親に關する言說である0 言說とは/ ある
「言葉」
に關し
て/ 諸機關や組織が提出する提言/ あるいはより大衆的な書物や雜誌/ 新聞などのメディアにおける記述
などである(3)0 本論ではその中でも/ 大衆雜誌を分析資料として用いる0 大衆雜誌は/ 個人の主觀や大衆
の興味本位の記事內容が多いけれども/ しかし/ それらは人7の物事のイメ:ジを作りあげる上では大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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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影響を與える0 そのため/ 中學受驗に參加している親に關する言說の分析は/ 現代の親の敎育態度や意
識を見る上では重要である0
表1は/ 中學受驗と親に關する記事がどのような頻度で揭載されているかをみたものである0 80年代ま
のタイトルの中から
「中學受驗と親」
という
では
『大宅壯一文庫雜誌記事牽引目錄』
を用いて/ 「中·高入試」
言葉が含まれているタイトルを取り出している0 90年以降は/ 『大宅壯一文庫雜誌記事牽引檢索Web OY
版』
を用いて/「中學受驗」
および
「親」
の2つのキ:ワ:ドで檢索している0
雜誌に中學受驗と親に關する記事は初めて現れたのは74年で/ 2000年以降每年記事が登場している0
2006年以降/ 記事の件數が急激に變わるが/ それは/ 2002年に實施されたゆとり敎育/ 學力低下論/ 小學
生親向けの新たな敎育誌の創刊(2005年から2006年にかけて小學生を持つ親向けの敎育誌/『プレジデント
family』
/『edu』
/『日經Kids』
/『AERA with Kids』
が創刊され/ どの雜誌も進學や中學受驗關連の情報が
取り上げられている)などの影響があると思われる0

<表 1>「中學受驗」と
「親」についての記事の件數
1974

2

1980

5

1990

1975

1

1981

1

1991

3

1976

3

1982

1

1977

4

1983

1978
1979

6

2000

1

2001

4

1992

2

2002

4

1993

1

2003

4

1

1984

1

1994

2004

5

1985

1

1995

2005

7

1986

4

1996

2006

49

1987

2

1997

1

2007

20

1988

1

1998

9

1989

1999

表2は/ 中學受驗と親に關する記事の中から/ 親が中學受驗をする理由に關する內容
「大學入試に有利」
/ ②
「受驗競爭に卷き腐ませたくない」
/ ③
「他人
をまとめたものある0 分類內容は/ ①
とは違う敎育をさせたい」
(のびのびさせたい/ レベルの高い敎育をさせたい)/ ④
「公立學校不信」
/⑤
「周圍
の環境に影響されて」
(周圍が受驗するから/ 塾で言われて)/ ⑥
「その他」
(階層社會や格差社會の中で下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鈴木(2006)は/ 「言說」
とは
「特定の時代に特定の人7が特定の話題に關して表現した內容」
と定義している0 本硏究で述べている
「中學受驗に
參加している親に關する言說」
は筆者の造語である0 定義するなら/「特定の時代に特定の人7が中學受驗に參加している親に關して表現した
內容」
ということになる0
本田(2005)は/ 言說について/ 時には社會制度の設計を直接左右したり/ また時には人7の意識や行動に對して漠然たる影響を及ぼしたりす
る0 言說が根源的な原因であるといよりも/ 言說はそれに先立って振興している社會變化の反映であり/ そうした變化をさまざまな主體がそ
れぞれの立場から察知し感じ取って一定の筋道だった表現を與えるものである0 すなわち/ 言說は一方では現實を映し出したものであり/ 他
方では現實をさらに特定の方向に進めるはたらきをもっていると述べてい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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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落ちないため/ 中學受驗は選擇肢の一つ/ 中學受驗は目標達成をすることを子どもに敎えるため)/ ⑦
「わが子に合う學校選び」
であるが/ そこには興味深いものがうかがえる0
受驗理由の項目を見ると/ 70年代·80年代には/ ①/ ②/ ③/ ④は登場しているけれども/ 90年代と
2000年代には/ ④以外は/ 登場しない0 その代わりに/ 90年代·2000年代になると新たに/ ⑤/ ⑥/ ⑦が
中學受驗理由として擧げられている0
なぜ/ 受驗をする理由に年代による變化が生じているのだろうか0
次は/ ①/ ②/ ③/ ④が理由として擧げている70年代·80年代と/ ④/ ⑤/ ⑥/ ⑦が受驗理由として新
たに出現している90年代·2000年代(主に2000年代を中心)の受驗理由の變化を中心に
「中學受驗」
と
「親」
に關する記事內容を分析する0
<表 2> 親の受驗理由の分類
大學入試に有利

受驗競爭に卷き腐
ませたくない

公立學校不信

他人とは違う敎育 周圍の環境に影響
をさせたい
されて

『週刊サンケイ』1974.3.1『週刊サンケイ』1974.3.1『週刊サンケイ』1974.3.1

『創』1976.11

『週刊サンケイ』1974.3.1

『創』1976.11

1970年代

『創』1976.11

『サンデ:每日』1978.11.12

その他

わが子の合う學校
選び

『創』1976.11

『週刊朝日』1975.2.28
『創』1976.11

1980年代

『中央公論』1982.6

『現代』1985.1

『中央公論』1982.6

『中央公論』1982.6

『現代』1985.1

『現代』1985.1

『現代』1985.1

『中央公論』1982.6

『週刊朝日』1985.10.18

『現代』1985.1

『現代』1985.1
『主婦の友』1991.2

1990年代

『主婦の友』1991.2
『主婦の友』1991.2
『ラセ:ヌ』1993.2

『週刊現代』2005.2.26

『AERA』2004.12.27

『AERA』2006.3.20

『週刊現代』2005.2.26

『週刊現代』2005.2.26

『AERA』2004.12.27

『AERA』2006.3.20

『週刊現代』2005.2.26

『週刊現代』2005.2.26
『讀賣ウィ:クリ:』2006,7,9

『AERA』2004.12.27 『週刊ダイアモンド』2006.4.15

『AERA』2006.3.20

『週刊ポスト』2005.9.30 『週刊ダイアモンド』2006.4.15 『週刊ダイアモンド』2006.4.15

2000年代
『週刊ポスト』2005.9.30
『週刊ダイアモンド』2006.4.15
『週刊ダイアモンド』2006.4.15
『讀賣ウィ:クリ:』2006.7.9

『中央公論』2006.9

『週刊ポスト』2005.9.30
『週刊ダイアモンド』20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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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中學受驗」と「親」
に關する記事內容檢討
1) サクセスのための「中學受驗」(70年代·80年代)
70年代·80年代の中學受驗理由を見ると/「大學入試に有利」
/「受驗競爭に卷きこませたくない」
/「他人と
は違う敎育をさせたい」
/「公立學校不信」
が擧げられている0 次は/ 記事內容を具體的にみたものである0
①
「大學入試に有利」
だから受驗をするという記事內容は/ 6年間一貫敎育を實施している學校に入れば/
學校でレベルの高い大學に行けるように指導をしてくれるので/ 將來一流大學に入るのが有利であるため
中學受驗をさせているといった內容である0 『いい學校を出て/ いい大學/ いい會社にいれてやりたいか
ら』
『
( 中央公論』
1982.6)/ 『人間敎育を望んでいることも事實ですが/ この大學を卒業することは社會的に
0 『
( 現代』
1985.1)/ 『私學の持つ傳統や建學理念や生活指導
も評價が高い0 そのことに魅力を感じていた』
や人間敎育が行き屆いたからとかが親が私學を選ぶ理由はいくつかあるけれども/ しかし/ なんといって
もいちばん强い動機は大學進學で一流大學に入れ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す』
『
( 週刊朝日』
1985.10.18)と/ 將
來一流大學を出ればいい會社に就職出來ていい人生が送れるといった親の思いがうかがえる0
②
「受驗競爭に卷き腐ませたくない」
は/ 受驗競爭は子どもに惡影響を與えるので/ 高校·大學受驗より
まだ樂である中學受驗を選んだとのことである0『付屬だと高校/ 大學へ無試驗で行ける0 親の氣持ちとし
『
( 週刊サンケイ』
1974.3.1)/『激しい高校/ 大學の受驗
てはこの試驗地獄を2度/ 味わわせてやりたくない』
競爭に耐えられまいと考えて/ 高校までエスカレ:タ:式に進める私立中學受驗』
『
( 週刊朝日』
1975.2.28)/
『高校入試で苦しむのは親もたまらないと思いました』
『
( 創』
1976.11)0 一流大學に行くためにはレベルの高
い高校に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0 しかし/ 高校·大學受驗は大變なので/ レベルの高い高校や大學にエス
カレ:タ:式で入れる中學に入れば子どもが樂になるという考えである0
③
「他人とは違う敎育をさせたい」
は/『成績的にも經濟的にも似たようなレベルの子どもが集まって/ 時
間的ゆとりのある中で切磋琢磨されると/ 生涯を通してのいい友達が得られるし/ 本來の意味における學力
もつくと考えている』
『
( 創』
1976.11)/ 『生き方·考え方を高いレベルの場で習得してほしい0 出來るだけ/
その他大勢の中には入ってほしくない』
『
( 中央公論』
1982.6)/ 『よりよい環境で敎育をうけさせたい』
『
( 中央
公論』
1982.6)と/ 經濟的にも/ 學力面でも選ばれた者が集まった場所で伸び伸びと敎育させたいと/ 普通
とは違う敎育を受けさせたいという意識がうかがえる0
④
「公立學校不信」
は/『區立へ入ると勉强しない子はますますしなくなっちゃう0 それに高校への進學指
『
( 週刊
導でもデ:タがふるかったりしてとかく無責任0 子どもの一生を決めるには賴りないところがある』
『
( 中央公論』
1982.6)/ 『公敎育は畵一的で本人の個性を
サンケイ』
1974.3.1)/ 『非行の巢には入れたく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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伸ばせない』
『
( 現代』
1985.1)/ 『公立中學校の敎育レベルの低下と敎育者の怠慢な敎育態度に不滿を持った』
『
( 現代』
1985.1)などが擧げられている0
次は/ 90年代以降(主に2000年代)の受驗理由についてみていきたい0

2) 中學受驗理由の多樣化(2000年代を中心に)
この時期は/ 受驗理由に70年代·80年代のような/ 「いい大學に入るため」
/ 「受驗に有利にするため」
は
登場しなくなる0 その代わりに/ 「周圍の環境に影響されて(塾から薦められて/ 受驗が當たり前の土地
柄)」
/「わが子に合う學校選びのため」
その他に
「格差社會への不安から」
/「選擇肢を與えるため」
などが中學
受驗として新たに登場するようになる0
「せっかく
①
「周圍の環境に影響されて」
は/ 『補習のつもりで長男を塾に通わせ始めた0 だが/ 先生から
勉强したのだから/ 一つうけて見ましょう」
と受驗を進められた』
『
( AERA』
2004.12.27)/ 「自宅近所の公
立中學は評判がよく/ 別に/ 私立に行かせようと思っていなかったが/ 補習のつもりで進學塾で/ 偏差値
とか合格圈內とか言われているうちに/ なんとなく受驗するような氣がしてくるんです0『一種の洗腦です
ね』
」
『
( 週刊ポスト』
2005.9.30)と/ 勉强の習慣や補習のために通わせた塾だったが/ 塾のすすめでいつも間
に受驗するようになっていた0 また/『下の子が國立付屬小に入ったのがきっかけで/ 區立小に通っていた
「私達夫婦
長男も中學受驗が當然だという雰圍氣になってきた0 塾に通わせて/ 私立の中高一貫校に入れた
は公立が當たり前だと育った地方出身0 文京區に住まなかったら/ 中學受驗なんて考えもしなかった0 周
りに流されたかなと思うことがあります」
『
( AERA』
2004.12.27)と/ 將來一流大學に入るためそれに有利
な中學校に入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 なんとなく周りに流されて受驗をするという內容である0
②
「わが子に合う學校選び」
は/ 大學受驗に有利だから/ あるいはエスカレ:タ:式で高校や大學まで行け
るからではなく/ 學校レベルも學力も雰圍氣もわが子に合うところを探すために中學受驗をする0 『自由な
『
( AERA』
2006.3.20)/
校風でこだわりの强い子どもを尊重する武藏中が/ うちの息子に向いているかも』
『息子と雰圍氣の合わない學校は避けました0 麻布中は自由な敎育で知られていますが/ 實際に見て回ると/
うちに合わないかもしれないなあと0 早熟ではない息子には/ ある程度の指導や規制は必要とも感じました
0 進學實績については/ 東大進學率があまりに高い學校もはずしました0 大學は多樣な尺度で選ぶべき0 偏
った進學指導は感心できません0 偏差値が高くても幅廣い進學實績がある學校でも/ どんな生徒がいるの
かを自分の目で確かめた』
『
( 週刊ダイアモンド』
2006.4.15)と/ 學校選びの基準は/ 進學實績ではなくて/
わが子の性格などを考慮してどのような學校が合うのかを親が見極めてそれに合う學校を選ぶのであると
述べている0 また/「レベルの高い學校でなくてもいい/ とりあえず/ どこか受驗をさせたいという意見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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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場する0 また/ 子どもの學力レベルがそれほど高くないので/ そのレベルに合ういろんな學校を見て回
ってわが子に合った學校を選んでいる」
『
( 週刊ポスト』
2005.9.30)と/ ○○學校に行かせたくて受驗準備を
するのではなく/ とりあえず/ 進學塾に通わせて/ それから子どもの成績や能力を見て/ そのレベルに見
合う學校を探して受驗をさせる0 その時の學校選びの條件は進學實績ではなく/ 學校の施設がどれくらい
充實しているか/ 學校までの道は坂などがなく樂であるか等/ 子どもが快適に學校生活を送るために必要
なものである0
③
「格差社會の不安から」
は/『息子をエリ:トに育てようなんて/ ちっとも思っていません0 今は普通に小
『
( AERA』
2006.3.20)/
學校に通っているだけでは/ 下流になっちゃう0 階層維持のための中學受驗です』
『金持ちにはならなくてもいいけど/ フリ:タ:やニ:トにはさせたくない0 面倒見のよい中高一貫校なら
『
( 中央公論』
2006.9)と述べているように/ 一流大學へ入っていい會社
ば生活/ 進學面で安心できると思う』
に勤めて欲しいということよりも/ とりあえず/ 今の階層から落ちないため/ フリ:タ:やニ:トにさせ
たくないためといった不安な氣持ちから中學受驗を考えている0
④
「選擇肢を與えるため」
は/「選擇肢を與えてあげたかった0 娘が4年生になると妻と3人で神奈川縣內の
學校を回り始めた0 地元の公立中にも足を運んだ0 最終的には本人が決めること0 私立を見た上で公立が
『この學校に行ってみたい』
と
いいと言えば/ 無理强いするつもりはあまりありませんでした0 娘の口から
出るのを待って
『それなら塾に行こうか』
と促した」
0 『
( 週刊ダイアモンド』
2006.4.15)/ 「公立校も決して惡
くないと思ったのですが/ とくに家內が敎育方針のしっかりした學校で一貫敎育を受けさせたいと希望して
いたので/ それに贊同しました0 ただ/ 納得出來る私立中學でなければ/ 公立に通わせるつもりでした0 —
2006.7.9)と/
中略—塾側にも
『わが子を大切に育ててくれる學校はどこですか』
と相談」
『
( 讀賣ウイ:クリ:』
絶對○○の學校に行かせたいのではなく/ 受驗は單に學校選びの選擇肢の一つにすぎないとの內容である0
さらに/ 中學受驗は勉强や學校敎育のためにするのではなく/ 努力の大事さを受驗を通して傳えたいとい
う親も登場する0
『中學受驗を通して/ 目標に向って努力する方法や/ ちゃんと努力を積み重ねていくプロセスが大事だと
いう價値觀を/ 娘に植え付けさせたかった』
『
( AERA』
2006.3.20)
以上のように/ 90年代以降(とりわけ2000年代以降)は/ 中學受驗をしてエスカレ:タ:式に高校·大學
まで樂に行かせたい/ 進學率の高い學校に行かせていい大學に行かせたいという意見は登場しない0 それ
よりは/ 周りに中學受驗をする人が多いので氣付いたら受驗をさせていた/ わが子に合う學校/ わが子が
樂しく學校生活を送れるところを探すために/ 格差社會の中で取り殘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から
中學受驗をさせるという意見が登場している0
90年代以降の中學受驗理由には/ 70年代·80年代のような/ 進學實績のいい學校に入れば/ いい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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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い會社に就職出來る/ そのためには少しでも受驗に有利な學校に入れたという親の希望や目標を讀み取
ることはできない0 それよりは/ わが子の性格や個性に合う學校を選んでそこで子どもが樂しく快適に學
校生活を送ってもらいたい/ 學校選びは/ 決して親の意見だけで決めるのではなく/ 親子が一緖に學校を
回って文化祭を見たり/ 學校の施設や學校の周圍の環境などをチェックして/ 子どもと相談しながら/ 子
どもがいいと思う學校/ 行きたいと思う學校に行かせるといった/ 學校生活を樂しく過ごさせるための場
所選びのための受驗である0
「中學受驗と親」
に關する記事を見ると/ 受驗に關わっている父親の記事が登場している0 次は/ 父親は
中學受驗にどのように關わってきているかについてみることにする0

3) 父親と中學受驗
表3は/ 表2の
「中學受驗と親」
についての記事の中からタイトルに
「父親」
がついているものをまとめたも
のである0 父親に關する記事は70年代から揭載されているが/ 2000年以降記事が增加している0 記事內容
は/ 中學受驗に父親がどのように關わってきたのかといった經驗談や父親の年收や學歷などを調査したも
のなどであるが/ その內容には年代による變化が生じている0
<表 3>「父親」がついているタイトル
發行年月日

雜誌名

タイトル

1974.3.24

サンデ:每日

1975.2.28

週刊朝日

體驗手記 娘の
「中學受驗」
で父親奮戰す

1980.2.21

週刊現代

緊急調査20項目!! 最難關中學開
� 成·麻布·武藏に息子を入れた父親の役割

1981.2.19

週刊現代

有名中學
『合格者の父』
を追跡

1994.4

pumpkin

今こそお父さんの出番です! 中學受驗の樂しみ方 親子で一緖に受驗勉强

よすまぬ私立中入試の敗因は私にある! 理想主義者の評論家と父親の間

父親のための
「中學受驗」
心得

1998.12

フォ:ブス

2002.4.12

週刊朝日

ガンバレお父さん わが子の受驗で
「泣く父親」
激增中

2005.1.28

週刊朝日

父と子の受驗ゲ:ム

2006.3.20

AERA

2006.4.15

週刊ダイアモンド

父親にも選んで欲しい息子·娘を入れたい學校

2006.5.16

週刊エコノミスト

永江朗の出版業界事情 キ:ワ:ドは
「中學受驗」
と
「父親」

2006.8

現代

2006.9

中央公論

2006.11.26

サンデ:每日

2007.3.27

週刊ダイアモンド別冊

デキる父はお受驗も制す ビジネスのノウハウを生かして

子育て雜誌の
「勝ち組」
志向
父親のための
「中學受驗」
基礎講座
「親力」
がわが子の能力を決める 父親の參入でされに激化
加熱する中學受驗のブ:ムの今
中學受驗 高學歷の父親ほど陷る
“勉强地獄”
今�試 される父親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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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ず/ 父親の中學受驗への關わり方についてみると/ 70年代80年代も子どもの勉强を見てあげたり/ 塾
の送り迎えをする父親はいたけれども/ まだ/ こんなパパは數少ない(
『週刊サンケイ』
1974.3.1)0 それよ
りは/ 父親は子どもの中學受驗は氣にしているけれども/ 勉强を敎えたり/ 一緖に中學の說明會に參加し
たりするのではなく/ 子どもが受驗のため頑張っているので/ 父親として頑張っている姿を見せないとい
けないということで/ 家にいてもテレビを見ない/ 好きなお酒やたばこをやめるといった形で子どもの受
驗を應援している父親の姿が繪描かれている0 例えば/ 「月に3回くらい行くゴルフを2ヵ月に1回にしてま
/ 「親
したからね0 夏休み返上分/ 子どもを伊豆にでも連れて行き/ 私も思いきりゴルフをプレイします」
も頑張っているのをみせようと1日3箱も吸ってたタバコをやめたし/ 麻雀/ 酒もやめました」
と/ 子どもに
親の頑張っている姿を見せていたという內容である(
『週刊現代』
1981.2.19)0 また/ 受驗に合格した後のイ
ンタ:ビュ:では/「一人息子だから/ やっぱり感無量0 なんといっても/ マンツ:マンで頑張った女房の
/「忙しい僕に代わりに面倒をみてた家內に/ ごくろさんといいたい」
功績大です0 二人を褒めてやります」
/「本人と母親の勝利です0 なんて言っ
/「中學受驗は母親の領分ですね0 息拔きだけが父親の仕事でした」
て祝福するか考えているんです0 手でも握ってやりますか···」
『
( 週刊現代』
1981.2.19)と/ 父親は/ 子ど
もの中學受驗を氣にはしているけれども/ 積極的に子どもの勉强を敎えたりよりは/ ほとんどは母親に任せ
ている樣子がうかがえる0
しかし/ 90年代以降/ とりわけ2000年以降の記事は/ 積極的に子どもの勉强や受驗に關わっている父親
の姿が揭載されている0
/ 「高學歷の父親」
/ 「勝ち組」
/ 「父親力」
などがキ:
表3の2000年以降のタイトルを見ると
「出來る父親」
ワ:ドになっている0
『出來る父はお受驗も制す』
『
( AERA』
2006.3.20)では/ 娘が6年生の1年間/ 徹底的に受驗を支え續け/
『受驗』
と仕事の進め方は同じだ」
と述べ
偏差値を35から65まで押し上げたという父親が紹介されている0 「
ている父親の
「お受驗對策資料」
は次のようである0
を每週洗い出す0 進み具合などエクセルを驅使して一覽
「まずは/ 塾の課題をみて/『今週やるべきこと』
とともにファイリング」
と/ 子
表を作り/ ファイルに綴じる0 各志望校の特徵なども一覽表にし/『心構え』
どもの目標を定め/ 達成計畵を立て/ 進行をチェック0 仕事で培った經驗や視点をフルに生かし娘の受驗
“勉强地獄”
』
『
( サンデ:每日』
を支えている父親の姿が描かれている0 次の/ 『高學歷の父親ほど陷る
2006.11.26)では/「息子との勉强は朝6時からの1時間0 理解できていないところがないように/ 自分は每
日5時に起きて/ 息子より1時間長く自習勉强をしました0 何章かに1問くらいの割合ではありますが/ パッ
と見た瞬間/ 解けない問題があるんです0 それが10問ある中のたった1問でも/ その1問がとけないことで
/ 息子からの信賴が搖らぎ/ 彼の勉强のペ:スが落ちたら大變だって/ そんなことを年中考えていました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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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ったい誰が受驗するんだって感じでした」
(開業醫)/ 「夜中に息子が寢た後/ 息子の部屋へ行き/ 塾の問
題集を持ち出し/ コンビニでコピ:0 通勤電車の中で勉强して万全の態勢で週末を迎える0 日曜の夜は親
(銀行員)/ 「本屋さんで受驗用の問題集を2冊購入
子で算數の勉强の時間/ そう決めて3年間頑張りました」
しました0 1冊は自分用で/ 息子に1冊を渡し/ 每晩それで一緖に勉强していました0 自分用の問題集はか
ばんの中0 通勤時間や晝休みに隨分豫習しましたよ0 そこは父親のプライドがかかっていますからね」
(農
水省キャリア官僚)/ 「大學を卒業して以來/ 20年ぶりに圖書館へ行って勉强しました0 息子にバレないよ
うに0 中學受驗の過去問の問題集を3年間/ ひたすら豫習し續けていました0 每朝/ そして週末の夜に息子
の勉强を見るために」
(エンジニア)と/ 父親は子どもの見ないところで勉强をして/ それを子どもに敎える
0 それは子どものためでもあるが/ その他にも/ 子どもからの信賴を失わないため/ 父親のプライドにか
けてと言っているように/ 父親としての威嚴を保つためでもあるようだ0
父親が子どもの勉强をどれくらい見てあげているかについて取材したところ/ 「塾が終わり歸宅途中の進
學塾難校對應クラスの子どもたち(27人)にきいたところ/ 夜の自宅學習は全員が行っていた0 基本は親子0
といってもほぼ全員が親とは父親で/ 歸宅が間に合わないときを除き/ 每日父親から勉强を敎わっている
という子が16人/ 半數以上いたことに驚いた0 そう答えた受驗生の父親のほとんどが/ 高學歷で理系であ
った」
と述べている(
『AERA』
2006.3.20)0
子どもの受驗のために計畵書を作ったり/ 通勤時間に子どもの受驗の問題集を勉强している父親の姿を
揭載されている一方で/ 中學受驗を嚴しい受驗競爭ではなく/ 親子で樂しめるものであるといったタイト
ルも出現する0
『今こそお父さんの出番です! 三田誠廣 中學受驗の樂しみ方 親子で一緖に受驗勉强』
『
( PUMAKIN』
『
( 週刊朝日』
2005.1.28)/ 『
「中學受驗」
は樂しい』
『
( 週刊ポスト』
2005.9.30)/
1994.4)/ 『父と子の受驗ゲ:ム』
『
「中學受驗」
は樂しい』
『
( 週刊ポスト』
2006.2.10)/ 『
「中學受驗」
は樂しい』
『
( 週刊ポスト』
2006.3.3)というよ
うに/ 受驗はゲ:ムのように樂しむものであると强調しているタイトルの記事も出現するなど/ 中學受驗
は/ 家族/ 親子が力を合わせて一緖に行うイベントのような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る0
『
( サンデ:每日』
「中學受驗という特殊な經驗を通して/ 子どもと一緖に成長してきたと感じました」
2006.11.26)/ 「合格を喜ぶ娘の姿に/ 今までの人生で味わったことのない感激を味わった0 親子が一緖に
なった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中學受驗だからこその喜びだった:中略:家族の絆を深めるかけがいのない
經驗が出來た」
『
( エコノミスト』
2006.7.11)
「受驗勉强を通して子どもと遊ぶのは樂しそうと思った」
『
( 週刊
朝日』
2005.6.17)
また/ 娘と學校說明會を40校も回ったという父親は/ 「小3から一緖にお風呂に入らなくなり/ 小4には
父親にまとわりつくこともなくなってくる0 そんな時期から始まる中學受驗0 オヤジと娘が密着なコミ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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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ケ:ションを取れる最後の時期かもしらないですね」
と語っている(
『AERA』
2006.3.20)0 中には/ 父親
と娘の中學受驗準備の樣子を
「中學受驗奮鬪記」
のブログを開設して公開している父親もいる(
『週刊現代』
2006.8.5)0 70/ 80年代にも/ 數は少ないけれども/ 子どもの受驗のために塾に送り迎えをしたり/ 勉强を
見てあげるなど積極的に子どもの受驗に關わっている父親も登場0 しかし/ 受驗を終えた父親の感想は/
「かわいそうだとや思いましたが/ みんなも必死にやってますからね」
『
( 週刊現代』
1980.2.21)と/ 親子で大
變で辛かったけれども仕方ないという/ 受驗競爭に勝ち拔くための切實な氣持がうかがえるが/ 2000年以
降の父親の意見からはそのような切實さは感じられない0
以上のように/ 2000年以降は/ 子どもの勉强を見てあげたり/ 子どもに合う學校探しのために一緖に中
學の文化祭や說明會に出かけるなど/ 中學受驗のために頑張っている父親の姿がうかがえる0 しかし/ そ
の姿は/ わが子を難關校に入れるために必死になっている姿ではなく/ 子どもに勉强を敎えることで父と
子のコミュニケ:ションがとれるようになった0 また/ 親子が一緖に頑張って一つの目標を成し遂げる喜
びを得るようになったと述べているなど/ 子どもの受驗を母親だけに任せているのではなく/ 父親も子ど
もの勉强や受驗に積極的に關わっていることが讀みとれる0
もう一つ/ 受驗と父親に關する記事には/ 父親の職業や年收について揭載されているが/ それにも年代
的變化が現われている0 70年代と80年代にも/ 父親の出身大學/ 年收について調べたものがグラフの圖で
揭載されているけれども(
「有名中學校
『合格者の父』
を追跡」
『週刊現代』
1981.2.19 「最難關中學校に息子を
入れた父親の役割」
『週刊現代』
1980.2.21)/ 2000年以降になると/ 父親の能力によって中學受驗の合否が
左右されると受け取れるような記事が增加する0
『
( AERA』
表3を見ると/ 2000年以降は/ 「デキる父はお受驗も制す ビジネスのノウハウを生かして」
2006.3.20)/ 「中學受驗 高學歷の父親ほど陷る
“勉强地獄”
」
『
( サンデ:每日』
2006.11.26)/ 「今/ 試される
父親力」
『
( 週刊ダイアモンド別冊』
2007.3.27)と/「出來る父親」
/「高學歷の父親」
/「父親力」
など/ 父親の能
力を强調したタイトルが登場する0
70年代·80年代にも中學受驗に合格した子どもの父親の學歷/ 年收/ 職業を調査したものを表にして揭
載されるなど/ 中學受驗に參加している父親の階層についての記事が登場する0 しかし/ 2000年以降にな
ると/ 父親が子どもの勉强を敎えるためにどのようにしたかを詳細に紹介する記事や/ 父親の年收や職業
クなどがクロ:ズアップされる記事が增加する
「出來る父親」
/「高學歷の父親」
/「父親力」
と/ 父親の能力に
よって中學受驗が決まるといったようなタイトルが登場する0
また/ 70年代と80年代に比べると/ 親の職業や年收がもっと詳細に揭載される0
例えば/ 受驗勉强開始時期と平均勉强時間についての質問に對しての經驗談がつづられた後に/ 親の職
/ 「父は稅理士/ 2000万円」
/ 「父は
業や年收が一緖に書いてある0 「父親は醫療機器會社役員/ 1400万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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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社社員/ 1000万円」
(數字は年收である)と/ 職種を詳細に揭載し/ 隣に年收が一緖に書かれている(
「有名
中學
『こんな親と子が合格した』
『
」週刊現代』
2005.2.26)0 子どもの勉强を見てあげている父親の體驗談の最
/ 「銀行員」
/ 「農水省キャリア官僚」
/ 「エンジニ
後にもかならずと言ってもいいほど父親の職業(
「開業醫」
ア」
)が詳細に揭載されている(
「高學歷に父親ほど陷る
“勉强地獄”
『
」サンデ:每日』
2006.11.26)0 どの年代
も中學受驗には/ 親(父親)の學歷や經濟力が影響を與えるといった內容の記事が揭載されているけれども/
2000年以降になると/ 親の學歷や經濟力をもっとクロ:ズアップさせた記事が增加する0

4. 中學受驗から見る親の敎育態度·意識の變化
以上/ 大衆雜誌の中から中學受驗をする親の中學受驗理由と受驗に關わる父親の敎育意識や態度につい
て分析してきたが/ 今回の分析結果は/ 人7の
「敎育熱」
の質的變化と/ 先行硏究③
「敎育意識の世代差と階
層差が生じている」
の硏究內容を補强するものとなった0 すなわち/ 敎育意識の變化と敎育における階層差
を/ 中學受驗に關わる親の敎育態度·意識からみることが出來る0

1)「敎育熱」の變化と社會背景
中學受驗理由は/ 70年代80年代は主に/ 將來いい大學に入るためであったけれども/ 2000年以降は/ 學
力をつけるのはもちろんのこと/ 子どもの性格や個性に合う學校探し/ 快適にのびのびと樂しく生活が送
れる場所を探すために受驗をするのである0 このように受驗理由が變化した背景にはなにがあるのだろう
か0
高校進學率が全入に近くなってきた70年代半ば以降/ どのランクの高校や大學に入るかの競爭が一層激
「上」
のレベルの學校に入るのが出來れば/「よりよい」
職業(大きな企業希望/ より專
しくなってきた0 より
門的でより昇進のスピ:ドが速いなど/ よいスタ:トラインに立てる職業)につくことが約束されるからで
ある(山田2004)0
という質問に/ 「一流企業」
1977年の每日新聞社調査で/ 「入試の難しい大學ほど有爲な人材が多いか」
100社社長の55.8％が
「そう思う」
と回答していることからして/「有名大學→一流企業」
というイメ:ジが定
着しており/「就職パスポ:トとしての一流大學進學熱」
が高まるのは當然である(松本1980)0
というスト:リはバブル經濟が崩壞して雇用·勞克形態が
しかし/ 「有名大學→一流企業→將來の保障」
變化し學歷效用は低迷してくる0 1990年以降/ 經濟界が求められている人材にもその中身に變化が生じ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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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田2005)0
「求められる人材」
とは
「主體的に行動し
1996年に經濟團體連合會が提出した
「創造的な人材」
提言で/ 今後
/ 自己責任の觀念に富んだ/ 想像力あふれる人材」
である0 このような人材を育成するためのシステムとし
「
『單線的』
なシステムに變わる
『複線的』
システムが提言される0 ここでいう/ 「單線的」
なシ
て/ これまでの
ステムとは/ 子どもたちに
「有名進學校から有名大學/ 一流企業という單一セットメニュ:」
を押しつけ/
「こうしたコ:スに乘ることが將來の幸せにつながるという考え」
を自明とするシステムであり/ またその
家庭における上級學校への進學試驗において
「學力試驗を中心とする畵一的な評價」
が行われることから
「受
「いろいろな價値尺度に基づいて/ 多くの峰を持つ
驗戰爭の激化」
が生じているという狀態である0 これを
敎育體系が築かれ/ 學生は自らの關心と能力に應じて/ それぞれの山を登っていくという仕組み」
へと變革
すること/ 特に進學試驗や企業の採用時における能力評價においては
「個人の能力や個性をさまざまな角度
から複眼的に評價できるシステム」
を構築していくことが不可缺であると提言0 さらに/ 日本經濟團體連合
會が2004年に提言した
『21世紀を生き拔く次世代育成のための提言:
「多樣性」
「競爭」
「評價」
を基本にさら
なる改革の推進を:」
では/「志と心」
/「行動力」
/「知力」
と/ 90年代後半に大きな論爭を呼んだ
「學力低下」
問題の産業界への對應から
「基礎學力」
とその後に續けて
「今後の敎育には/ 個7の潛在能力や多樣な個性に
着目し/ 知識とあわせて/ 豊富な經驗/ 高いコミュニケ:ション能力/ 構想力と決斷力/ 幅廣い敎養/ 高
い倫理觀や責任感を備えるいわゆるリ:ダ:シップを有する人材を育成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という文言
が追加される0
「自ら學ぶ意欲と社會の變化に
また/ 敎育界では/ 87年に提出された敎育課程審議會答申においてすでに
主體的に對應出來る能力の育成を重視すること」
が揭げられ/「新學力觀」
/ すなわち知識の詰め腐みよりも
「學力低
子どもの自發的な活動や體驗を重んじる敎育理念や敎育方法が注目を集めた0 しかし/ 90年代後半
下論爭」
「ゆとり敎育批判」
の影響を受けた結果/ 2003年の中敎審答申では/「確かな學力」
/「豊かな人間性」
「確かな學力」
とは/ 主に
「表現力」
や
「學ぶ意欲」
/ 「課題
/ 「健康·體力」
の要素が組み腐まれる0 ここでいう
發言能力」
である0 さらに/ 2003年に人間力戰略硏究會(擔當部局は內閣府)が提出した報告書にも/ 「基礎
學力」
「理論的思考力」
「想像力」
「コミュニケ:ションスキル」
「リ:ダ:シップ」
「公共心」
「規範意識」
「意欲」
「忍
耐力」
などの要素が含まれるなど/ こちらも經濟界からの
「人材」
提言と同樣/「對人能力」
「意欲」
「思考力」
「創
造性」
などが含まれている(本田2005)0
90年代半ば以降は
「家庭敎育」
に對する政策的·社會的關心が高まった時期でもある(本田2008)0 とりわ
「家庭敎育」
が政策的に强調される度合いが高まり始める0 これらの政策は/「子
け/ 1990年代後半になると
どもの社會性·モラル·意欲·公德心·生活習慣等が低下しているという認識がまずあり/ それを形成す
る場としての
「家庭·形成する主體としての親のあり方をまず正すべきであるという論理構造が
「家庭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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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對する政策的な關心の主軸となっている」
と本田は指摘している(本田2008)0 また/ 90年以降の日本の
「選拔」
は/ 80年代以前におけるように
「受驗學力」
的な知的能力に特化したものではなく/ 意欲や關心/ さ
らには對人能力など/ 從來であれば
『社會化』
の領域に屬していた內面的·人格的な諸特性/ いわゆる
『人間
力』
的なものまで幅廣く含むものへと變化しつつある(本田2008)0
「學歷」
さえつければ將來安定した生活が送れる
産業構造や雇用情勢が大きく變化し/ これまでのような
という保證がない中/ 經濟界·敎育界はもちろん一般メディアまでが/「基礎學力」
はもちろん
「主體性や獨
自性」
/「意欲やコミュニケ:ション能力」
/「思考力」
などの必要性を强調している0 このような意識は/ 親
の間でも廣がっている0
と
「子どもの敎育方
小學校1年~6年の子どもを持つ保護者に/ 「今後/ 學校に重視して欲しい指導や敎育」
針」
について尋ねた調査結果をみると(Benesse2007)/ もっとも多かったのは/「人間關係づくりやコミュニ
は/
ケ:ション力を高める敎育」
/ 續いて
「國語や算數などの敎科指導」
である0 また/ 「子どもの敎育方針」
「子どもには仕事に役に立つ技能や資格を身につけさせたい」
/ 「子どもにいろいろ體驗の機會を作るよう意
識している」
と/ 親が學校に重視して欲しい指導や敎育/ 親の敎育方針は/ 經濟界や敎育界/ 一般メディア
で强調している
「意欲やコミュニケ:ション能力」
/ 「基礎學力」
/ 「個7の潛在能力や多樣な個性」
/ 「豊富な
經驗」
と同樣である0
「子どもに求める
では/ 學歷に對する人7の意識はとうであろうか0 2005年に行った
が最も多く/ 62.6％の親が希望して
學歷」
の調査結果(第一生命2005)をみると/ 全體では/ 「4年生大學」
「4年生大學」
を希望し/ 短
いる0 男女別にみると/ 男の子に對しては72％/ 女の子に對しては/ 51％の親が
期大學を合わせると66％の親が大學への進學を希望している0 その中でも/ とりわけ/ 中學受驗を考えて
いる親の方が高學歷への關心は高い0 公立·私立進學希望者の進路や學歷に關するアンケ:ト調査をみる
と(コアネット2004)/ 「高校卒業後大學に進學させたい」
「より高い學歷は子どもの將來にとって重要」
とい
う項目は/ 公立進學希望者の親よりも私立進學希望者の親の方が多い0
/ 「高學歷は子どもの將來にとって重要」
であるという意識は/ 70年代/
しかし/ 「大學へ進學させたい」
80年代のいい大學を出れば社會で認められ將來安定した生活が送れるというサクセス·スト:リの高學歷
意識とは異なる0
最近の學歷に對する志向は/ これまで指摘されてきた學歷主義や立身出生主義といった單純なイメ:ジ
にぴったり重ならない0 學歷を得たからといって將來が保障され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意識が人7の間で
廣まって(廣島大學1998)/ 學歷は必要であるけれども/ それだけでは子どもが將來安定した生活が送れな
い0 學歷はもちろん/ その他に將來就職に役に立つ技能や資格を身につけさせたい/ 子どもにいろいろな
體驗の機會を作ってあげて/ 體驗を通して子どもが/ 興味があること/ やりたいことを見つけて將來の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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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に役に立てて欲しいと考えているのである0 そのために親はさまざまな敎育への配慮をする0 わが子に合
う學校/ わが子の個性を伸ばしてくれる學校選びは敎育への配慮の一つである0 わが子のレベルに合う/ 學
習や生活の面倒を見てくれる/ 設備や施設が充實している學校を選んで/ そこで
「好きなこと」
「やりたいこ
と」
を見つけて欲しいと考えているのである0
「敎育熱であ
私立學校へのイメ:ジを調査したものをみると(東京都2002)/ 私立へのイメ:ジの上位には
る」
や
「敎育方針が明確である」
/ 「進路指導·進學指導が徹底している」
など/ 勉强や進學の面において優れ
ているというイメ:ジであるけれども/ その他に
「施設·設備が充實している」
が擧げられている0 また/
「社會や時代に應じた敎育を行っている」
「生徒の能力に應じた授業を行っている」
「生徒の興味·關心に應じ
た敎育を行っている」
ことなど/ これらの私立學校へのイメ:ジからは/ 施設·設備が充實している環境の
中で/ 勉强や進學指導はもちろんのこと/ 生活指導を徹底してくれる/ また/ 子どもの能力や興味/ 關心
に應じた敎育/ 社會や時代に應じた敎育を行ってほしという親の願望がうかがえる0
學歷さえあれば將來が保證されていた時代の親は/ 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進學率のいい學校に入ってレ
ベルの高い大學に入って欲しいと子どもを敎育していた
「敎育熱」
であったけれども/ 學歷だけでは將來が
保證されなくなると/ 親は子どもの將來像が確實に描きにくくなったおり/ 學力はもちろんのこと/ 子ど
もが
「やりたいこと」
「目的」
を見つけるよういろいろな經驗をさせて/ また/ 經濟界で求めている
「主體性や
獨自性」
/「意欲やコミュニケ:ション能力」
/「思考力」
なども身につけるよう配慮をするなど/ 內面的·人
格的諸特性までもが子どもが將來安定した生活を送るために必要な敎育への配慮事項として含まれる新た
な
「敎育熱」
に變化する0
産業構造や雇用情勢の變化/ 學歷雇用の低下や家庭敎育への社會の關心の高まりの中/ 單に/ 子どもを
進學率のいい學校に入れるのではなく/ 勉强はもちろんのこと/ 子どもの內面的·人格的敎育や生活全般
への配慮をしてくれる學校を選ぶために中學受驗をするのである0
「敎育熱」
の變化を見ることが出來る0
以上のように中學受驗理由の變化から人7の

2) 中學受驗に參加する父親の敎育態度·意識と階層意識
さらに/ 中學受驗に參加する親の敎育態度や意識/ とりわけ父親の敎育態度や意識からは敎育における
階層差をうかがうことが出來る0
中學受驗に關する記事は/ 父親が受驗にどのように關わってきたかが揭載されている0 70年代/ 80年代
の父親に關する記事を見ると/ 子どもの勉强のことは氣にしているけれども/ 主に母親に任せておいたと
いう內容である0 しかし/ 90年代/ とりわけ2000年以降は/ 子どもの目標を定め/ 達成計畵を立て/ 進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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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チェック0 仕事で培った經驗や視点をフルに生かし娘の受驗を支えている父親/ 子どもに勉强を敎えるた
め/ 朝早く起きて/ あるいは通勤電車の中で自習勉强をする父親/ また/ 子どもと一緖に中學の文化祭や學
校說明會に參加したりするなど/ 受驗に積極的に參加する父親の姿/ また/ 親子で一緖に勉强したり/ 學校
訪問をすることで/ 父親と子どものコミュニケ:ションがとれて/ 家族の絆も深くなったと述べているな
ど/ 嚴しい受驗競爭にわが子を勝ち拔くよう頑張っている父親の姿ではなく/ 受驗を通して/ 子育てに參
加している/ 家族生活に深くかかわっている父親が描かれている0 また/ 2000年以降は/ 父親の力が中學
『合格
受驗に影響を與えると强調する記事が增加する0 例えば/ 70年代80年代のタイトルは/「有名中學校
者の父』を追跡」(『週刊現代』1981.2.19)/ 「最難關中學校に息子を入れた父親の役割」(『週刊現代』
1980.2.21)であったけれども,2000年以降になると/ 「デキる父はお受驗も制すビジネスのノウハウを生か
して」
『
( AERA』
2006.3.20)/ 「中學受驗 高學歷の父親ほど陷る
“勉强地獄」
『
( サンデ:每日』
2006.11.26)/
「今/ 試される父親力」
『
( 週刊ダイアモンド別冊』
2007.3.27)と/ 中學受驗の合否は父親の能力によって左右
されると受け取れるようなタイトルが登場するなど/ 父親の存在がクロ:ズアップされている0
父親が中學受驗への關心が高まっていることは/ 父親の敎育意識に關する調査からもうかがえる0
「子どもの敎育に
父親の敎育意識に關する調査を見ると/ 公立希望者父親よりは私立進學希望父親の方が
積極的」
である(コアネット2004)0 また/ 母親よりはむしろ父親の方が私立學校に對する意識が高いとい
う結果も出ている(第一生命2005)0 調査內容は/ 全國に居住する6~18歲の子どもを持つ父母600名を對象
に/「子どもの將來を考え/ 私立や國立の學校(小中高)に行かせたいと思うか?」
という質問をしている0 そ
れに對して/ 子どもを私立の學校に行かせたい(行かせている)親は/ 33％で/ 子どもの性別と父母別に見
ると
「子どもの性別を問わず/ 母親よりも父親の方が子どもを私立の學校に行かせることに關して積極的な
意思を持っている」
など/ 私立學校への受驗を考えている父親ほど子どもの敎育には積極的である0
中學受驗は/ 親が家庭で經濟的にも勉强面でもサポ:トしてあげられる能力が必要である0 とりわけ父
親の存在は大きい0 父親(夫)が高學歷/ 威嚴のある仕事/ 高收入であるほど/ 母親の敎育意識も高いと指
摘されているように(本田2004)/ 父親の階層は中學受驗に影響を與えるのである0
つまり/ 受驗に參加できるということは/ 親(とりわけ父親)が高い階層であることを示すことにもなる0
中學受驗をする親の階層意識は/ 上述した中學受驗理由からも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0
70年代/ 80年代の受驗理由は/ 「進學率のいい中學校に入れば/ 將來社會で認めてもらうレベルの高い
大學に入れて/ いい會社に就職でき/ 安定して生活が出來る」
と/「階層上層」
のための中學受驗である0 し
/「初めは受驗をする氣はなかったが/ 受驗が當たり
かし/ 2000年以降になると/「塾の先生に勸められて」
前の土地柄であるため/ 受驗をする人が周りに多くいたので氣づいたら受驗をするようになった」
が受驗理
由として登場する0 中學受驗をするために塾に行ったのではなく/ 勉强の補習のために行った塾で/「せ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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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く勉强しているんだから/ 受驗してみたら」
と言われて受驗をすることになった0 また/ 中學受驗をする
氣はなかったので周りがするから/ 氣づいたら受驗をするようになったなど/ 中學受驗が出來る家庭環境
(受驗を支えてあげられる能力がある)なので一應受けてみようかと70年代80年代のような/ 將來高い階層
になるためには絶對必要であるという切實さはないのである0 それよりは/ 受驗が出來る階層なので受驗
をするという階層意識がうかがえる0
中學受驗に參加している親の意識からは/ 子どもの敎育は將來の地位達成のための投資ではなく/ 敎育
「階層消費」
的敎育意識がうかがえ
に投資出來る家庭環境であるため投資をする0 中村高康の言うところの
る(中村2000)0
敎育には階層が影響するという意識は次の調査からもうかがうことが出來る0
次は/ 所得格差と敎育格差との關係についてアンケ:ト調査したものである(敎育アンケ:ト2007)0
『學校外敎育費』
が出せる家庭
質問內容は/「二極化が進んでいる原因として/ 塾·豫備校などのいわゆる
『所得格差』
と
『敎育格差』
の關係についてどう
と出せない家庭の
『所得格差』
が指摘されています0 あなたは
思いますか」
である0
所得の格差によって子どもの學力に影響が出ると考えている人は/ 子どもを中學まで受けさせたいと考
えている人(71.9％)/ 大學院まで受けさせたいと考えている人(71.5％)/ 大學まで受けさせたいと考えて
いる人は(67.6％)である0
この調査結果で興味深いところは/ 所得の格差によって子どもの學力に影響が出ると思う人は/ 子どもを中
學まで受けさせたいと考えている親と大學院まで受けさせたいと考えている親は同じ比率であることである0
すなわち/ 高所得に親は/ 所得が高いので大學や大學院まで受けさせられる/ 低所得の親は/ 所得が低
いので子どもを中學までしか受けさせられないと考えている0 親が低い階層なので子どもには敎育をさせ
て高い階層になって欲しいという意識ではなく/ 今の階層に合う敎育をさせたいとのことである0
敎育に投資出來る家庭なので子どもには高い敎育をさせるし/ 敎育に投資出來ない家庭環境なので子ど
もの敎育には投資をしないという意識がうかがえる0
本田(1998)や中村(2000)が指摘している/ 若い世代ほど/ 低い階層では高學歷志向が減少し/ 高い階層
では高學歷志向を持つ人が多いという敎育意識である0
高度成長期/ 親が小卒であっても子どもには大學まで行かせて將來高い階層になって欲しいという階層
上昇のための敎育意識とは異なる0 階層上昇のための敎育ではなく/ 親の現在の階層にあった敎育をさせ
たいとの意識である0 すなわち/ 中學受驗は親の階層を誇示するための手段の一つであると言えよう0
以上のように/ 中學受驗に參加している父親の敎育態度や意識からは/ 敎育における人7の階層意識が
明確に現れてい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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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まとめ

本硏究では/ 中學受驗に參加している親の受驗への關わり方や意識の分析から/ 現代の親の敎育態度·
意識や/ 敎育と階層との關係を檢討してきた0 檢討した內容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0
① 中學受驗理由は/ 1970年代·80年代は/ 將來いい大學に入るためである0 勉强や進學準備をしっかり
してくれる學校/ また/ 高校·大學までエスカレ:タ:式に行ける中高一貫校/ 進學實績がいい學校と/ 學
校選びの基準はあくまでも將來いい大學に入れるかどうかである0 しかし/ 1990年代/ とりわけ2000年以
降は/ わが子のレベルや性格/ 個性に合う學校を選んでそこで子どもが樂しく快適に學校生活を送っても
らいたい/ 學校選びは/ 決して親の意見だけで決めるのではなく/ 親子が一緖に學校を回って文化祭を見
たり/ 學校の施設や學校の周圍の環境などをチェックして/ 子どもと相談しながら/ 子どもがいいと思う
學校/ 行きたいと思う學校に行かせるといった/ 學校生活を樂しく過ごせる場所選びのために受驗をする
など學校選びの基準が多樣化してくる0
② 父親の中學受驗への關わり方についてみると/ 70年代80年代は/ 父親は子どもの中學受驗は氣にし
ているけれども/ 子どもの受驗は母親任せということが多い0 しかし/ 2000年以降になると/ 父親が普段
仕事で培ったノウハウをフルに活かして勉强の敎え方を工夫したり/ 學校選びをする/ また/ 子どもと一
緖に勉强したり/ 學校說明會に出て/ 親子でどの學校がよいのか話し合うことで子どもとのコミュニケ:
ションもとれて/ 一つの目標に向かって頑張ることで家族の絆が出來たと述べるなど/ 中學受驗に積極的
に參加する父親が描かれている0 さらに/ この時期は/ 中學受驗は父親の能力(學力·經濟力)によって合
否が左右されるといった記事が增加する0
「敎育熱」
の變化
③ 親の中學受驗への關わり方や意識の分析結果/ 次の諸点が見出された0 一つは/ 親の
で/ もう一つは/ 敎育における階層意識である0
産業構造や雇用情勢の變化/ 學歷雇用の低下や家庭敎育への社會の關心の高まりの中/ 單に/ 子どもを
進學率のいい學校に入れるのではなく/ 勉强はもちろんのこと/ 子どもに多樣な經驗をさせてくれる/ ま
た/ 內面的·人格的敎育や生活全般への配慮をしてくれる學校を選ぶために中學受驗をする0 つまり/ 學
歷さえあれば將來が保證されていた時代の親は/ 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進學率のいい學校に入ってレベル
の高い大學に入って欲しいと願った
「敎育熱」
であったけれども/ 學歷だけでは將來が保證されなくなると/
親は子どもの將來像が確實に描きにくくなったおり/ 學力はもちろんのこと/ 子どもが
「やりたいこと」
「目
的」
を見つけるよういろいろな經驗をさせて/ 經濟界で求めている
「主體性や獨自性」
/ 「意欲やコミュ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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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ション能力」
/「思考力」
なども身につけるよう配慮をするなど/ 內面的·人格的諸特性までもが子ども
が將來の安定した生活を送るために必要な配慮事項として氣をくばる
「敎育熱」
に變化している0 そして/
その
「敎育熱」
には階層意識が生じている0 高度成長期のような/ 親が低階層なので子どもには敎育させて
將來高階層になって欲しいと願い敎育をするのではなく/ 高階層の親は高い敎育が出來る階層なので子ど
もには高い敎育をさせたいと考え/ 低階層の親は/ 階層が低いのでそれにあった敎育をさせたいと/ 階層
によって敎育熱に違いが生じる0

一般的に言說は/ 時には社會制度の設計を直接左右したり/ また時には人7の意識や行動に對して漠然
たる影響を及ぼしたりする0 言說が根源的な原因であるといよりも/ 言說はそれに先立って振興している
社會變化の反映であり/ そうした變化をさまざまな主體がそれぞれの立場から察知し感じ取って一定の筋
道だった表現を與えるものである0 すなわち/ 言說は一方では現實を映し出したものであり/ 他方では現
實をさらに特定の方向に進めるはたらきをもってい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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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ども社會硏究』11號ハ:ベスト社2005年/ 「子育てに組み腐まれる學校の宿題」
『橫浜市立大學
大學院國際文化硏究科國際文化硏究紀要』第14號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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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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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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pag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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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의 서명은 이텔릭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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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문헌일
경우)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일 경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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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탁 2008-01

경관도로의 평가기법 개발방안

11,000원

위 탁 2008-02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방안

11,000원

2007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7-01

경기도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8,000원

위 탁 2007-0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11,000원

위 탁 2007-03

팔당수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25,000원

위 탁 2007-04

경기도의 지역금융시스템 확립방안 연구

동북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9,000원

위 탁 2006-1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방안

9,000원

위 탁 2006-12

경기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실태 파악

위 탁 2006-13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의 발전전략

위 탁 2006-14

지식경제시대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발전의

-대경기만 개발구상 및 전략-

8,000원
11,000원
9,000원

2005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8,000원
위 탁 2005-01
위 탁 2005-02

11,000원

지역균형정책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8,000원

위 탁 2005-0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전략

11,000원
9,000원

9,000원

하천의 자연도 및 생태건강성 평가를 통한

산동성 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1,000원

한중 FTA 체결과 경기도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분석

위 탁 2007-09

9,000원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

전망과 과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체계 구축방안

위 탁 2007-08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8,000원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위 탁 2007-07

9,000원

9,000원

경기도-북한 접경지역 협력 및 공동개발 :

위 탁 2006-10

경기도 범도민 건전사회 시민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연구

위 탁 2007-06

위 탁 2006-09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환전략

위 탁 2007-05

한₩미 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9,000원

위 탁 2005-04

도시숲 이용의 극대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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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탁 2005-07

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 편익추정의 검증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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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탁 2005-08

민선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설정에

경기도 하천복원 전략

위 탁 2007-11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전략

위 탁 2007-12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위 탁 2007-13
위 탁 2007-14

25,000원
위 탁 2005-09

관한 연구

9,000원

경기도의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연구

11,000원

대응방안

25,000원

위 탁 2005-10

광교산 일원의 녹지 보전대책

8,000원

경기도 교통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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