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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노 시 범 / 김 종 래

지방자치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 지역(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을 중심으로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을 지방자치단체 수
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리더십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이론을
근거로 리더십의 특성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특
히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리더십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즉, 조직효과
성이 대부분 근무연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의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혁
적 리더십이 보다 중요하며, 변혁적 리더십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리더십뿐만 아니라 성과와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도 있어
야 하며, 결국 단체장 또는 상관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업무에 따른 인센티브도 동기부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_ 경기북부지역, 리더십, 지방자치단체, 조직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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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Leadership to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North Gyeonggi-Do

Roh, Si-bum / Kim, Jong-rae

In local autonomy era the local government leadership is very important factor to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North Gyeonggi-Do. The types of leadership has two categories;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s two baromet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ummaries of this study are followed; firstly, the local government leadership influences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l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more powerful
influence to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transactional leadership. Thirdly, the
charisma fa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rewards factor are significant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Key words _ North Gyeonggi-Do, local government leadership,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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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정보화 시대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조직의 생존경쟁은 더욱 심화 되어가고 있으며 조직은 변화
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날의 행정조직도 마찬가지로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조직의 새로운 역
량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도 예외가 아니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인 동시에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능력 및 축적 수준에 따라 개인과 기
업 및 국가(행정부)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성을 증
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효과성에 있어서 구성원들
의 조직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직발전에 있어 필수요소인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리더십을 들 수 있다. 특
히 동태적이며 다원화된 현대조직에서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이렇게 중요한 리더십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리더십이란
조직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구체적으로 조직목표를 능률적으
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자발성과 상호 협력적인 노력을 이끌어 가는 리더의 기술과 활동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동기와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므로 현대
조직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리더십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이론을
근거로 리더십의 특성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리더십연구의 일반적인 이론의 검토와 함께 변혁적, 거래적 리
더십에 대한 요인들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접목하여 적실성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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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유형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검증하여 보는데 있다.

Ⅱ.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리더십 이론
1) 변혁적 리더십
새로운 이론인 변혁적 리더십의 등장은 부하들로 하여금 더 넓은 목표를 추구하게 하여 관심을 넓힘
으로서 부하 자신의 이해관계를 집단의 이해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등에도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
데, 이러한 논의가 대두되게 된 것은 급변하는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조직 변화
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며, 리더십의 문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용하고자 제기되었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 leadership)이론은 Burns(1978)가 사용하면서 공식적인 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변화를 지향하는 리더십은 부하들을 리더로 변화시켜주며, 또한 리더
들을 도전적인 행위자로 변모시켜 준다고 하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
로 나누고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변혁적 리더십이란 리더가 주도권을 가
진 도구적 교환에 기초로 한 거래적 리더십과는 다르며, 리더와 부하가 서로를 더 높은 수준의 동기부
여와 도덕성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에 Bass(1985)는 Burns(1978)의 변혁적 리더십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변혁적 리
더십이론을 현장에서 적용 내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모델을 구축
하였다. 그는 변혁적 리더십이란 장기적 비전의 제시와 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하들의 고차원 욕구의
유발, 상·하간 신뢰분위기 조성, 조직을 위한 개인적 이해의 초월 등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
어 내기 위한 리더십으로 부하들을 열정과 비전으로 고무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한다.
Burns(1978)가 리더십을 리더와 구성원 모두의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
적 리더십을 구분한 이래로 Burns의 연구를 계승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특히 Bass(1985)와
그의 동료들은 Burns의 연구를 보다 체계화 하였으며 많은 실증적 연구업적을 남겼다. Bass는 자신
이 개발한 MLQ(Multiple Leadership Questionnaire)를 토대로 반응할당분석(response
allocation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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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요인으로는 카리스마 혹은 이상적 영
향력(charisma or idealized influence)1),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2), 영감적 동기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3), 개별화된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4) 등이다. 그리고 거래
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은 조건적 보상(contingent reward), 예외관리(management by exception)
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후 이들 요인들은 Bass를 중심으로 한 그의 동료들과의
연구들(Bass & Steidlmeier, 1999; Bass & Avolio, 1994)등에서도 지지되었다. 한편 Kent(1996)은
Bass가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와 효과적인 리더십에 관한 다른 많은 연구들을 비교하였는
데, 그 내용을 보면 베스가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연구자

주요 구성요소

Bass(1985), Bass & Avolio(1994) 지적자극, 카리스마, 개별화된 배려, 영감적 동기부여
Bennis & Nanus(1985)
Conger(1985)
Kotter(1990)
Kouzes & Posner(1995)
Kent et al.(1996)

비전을 통한 집중,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미부여, 창조적인 자기전개, 입장정리를 통한 신뢰구축
기회의 지각과 비전의 설정, 비전달성을 위한 권한부여, 설정한 비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조직에 몰입하도록 부하들을 격려, 개별화된 배려를 통한 신뢰의 구축
방향 설정, 동료 간 협력조장, 동기부여와 영감부여
비전의 공유를 조장, 기존 프로세스에 도전, 행동하도록 함, 심적인 격려, 모범을 보이기
비전제시, 가능성 창조, 생각주고 받기, 이해관계자들 설정과 개발, 정신력과 의지를 구축,
개인에 대한 관리

자료 : Kent et al. op. cit., 2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카리스마적 요인은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 중 가장 설명력이 크며 중요한 요인이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1920년대 Max Weber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그는 합법적 권위의 세 가지 형태를 전통적 권위, 법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로 분류하고 그 중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초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또한 Bass는 카리스마적 리더에 대한 존경과
카리스마적 리더와 동일시하려는 욕망이 부하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이 된다고 하며,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성으로 자신감(selfconfidence), 자기결단력(self-determination), 변혁능력, 내적 갈등의 해결을 제시했다.
2) 지적 자극은 부하에게 리더와 조직 및 부하 자신에 대한 가치관, 신념, 기대 등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각의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도우고 고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자극은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를 통해서 리더는 부하에게 더 많
은 노력을 하도록 격려한다. Bass는 지적 자극의 구성요소는 배려(consideration)를 표면화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Bass,
1985: 100). 비록 지적자극이 별개의 변혁적 리더십 형태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Bass의 실증연구와 카리스마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모두
서로 중복되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는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Bass, 1985: 101). Mitroff(1978)에 의하면 리더의 지적 기여
(contribution)는 조직이 잘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보다 비구조화 되어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Mitroff,
1978).
3) 영감적 동기부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부하의 노력에 대한 칭찬, 격려 등 감정적으로 기운을 북돋워 준다거나 활기를 불어넣어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업무에 열심히 매진하게 하는 것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부하들 간의 모티베이션 증대와 자극
으로 정의된다(Bass, 1985: 62). 즉, 부하들에게 높은 기대를 표시하며,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비젼을 실현하는데 최선(헌신)을 다
하도록 동기유발을 통해 부하들의 의욕을 끊임없이 고무시키는 리더를 묘사하는 말이다.
4)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을 일대일(1:1)의 관계에 근거하여 공평하면서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 부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더욱 효율적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배려는 부하가 리더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 여러 가
지 상황 속에서 부하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Bass, 1985: 82). Bass는 차별화하는 과정으로서 교제의 촉진, 비공식적 커뮤니
케이션과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이용, 정보에 대한 부하의 개별적인 욕구충족, 부하와의 견해자에 대한 관심, 개별적인 상담 등의 과정
을 거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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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적 리더십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대부분의 리더십 모델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리더십 모델들 각각이 어떻게 하면 리더가 부하들을 복종하게 하고 그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
을 것인가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즉, 리더십은 한 개인이 어떤 행위나 보상, 인센티브
(incentive)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조직구성원)로부터 바람직한 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알려져
왔다. 이 과정의 핵심은 리더와 부하 사이에 교환(exchange)이나 거래(transaction)가 일어난다는 것
이다(Bass, 1985). 이 때 리더의 거래적 역할을 거래적 리더십이라 한다. 즉,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의
조직을 위한 노력과 조직의 부하를 위한 보상을 상호 교환하는 리더십이며, 이는 부하의 개인적 이익
에 호소하고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종전의 리더-부하 교환관계
(LMX)를 기초로 한 것이다. House의 경로-목표 이론과 Gran & Cashman의 수직적 쌍방관계이론
(vertical dyad theory)이 거래적 리더십이론에 대한 대표적이 경험적 이론들이다(한명현, 2006:
33).
리더와 부하간의 교환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거래적 리더십은 한 사람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교환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유지할 때 발생한다. 즉, 리더는 부하들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
고 그 대가로 부하들로부터 리더가 원하는 업무성과를 제공받는 관계를 뜻한다. 이는 리더와 부하의
상호종속에 기인하는 교환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리더와 부하의 교환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시적이고
수량화가 가능한 특정물(보상, 성과)이며, 이러한 거래적 관계는 리더와 부하가 모두 교환 과정에 대하
여 만족할 때까지만 지속된다.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의 성과의 양 혹은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부하들의 저항 감소 방안, 특정행위의 이행 방안에 초점
을 맞춘다(류근태, 2004: 13).
이러한 리더와 부하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상호적이며 계획된 것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
점을 지닌다(Bass, 1985). 따라서 거래적 리더는 안정감, 임금인상, 그리고 승진과 같은 상황적 보상
을 제시해 줌으로써 부하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하들에게는 처벌을 주고 부
하들의 성과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며, 성과가 조직의 목표에 이탈되었을 때 예
외에 의한 관리 원칙을 자주 사용한다.
Bass는 거래적 리더십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거래적 리더십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
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부하에게 주지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
나는 결과달성(또는 미달성)에 따라 부하가 어떤 보상(또는 벌)을 받게 되는지를 명백히 하는 일이다.
따라서 거래적 리더들은 부하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자신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부하들의 역할과 과업의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거래적 리더들은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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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들의 욕구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하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만족을 시
켜주어야 할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다(Bass, 1985: 82). 이러한 거래적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 훈련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래적 리더십은 시간적 압박, 성과평가제도의 문제, 보상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관리
적 훈련의 부족 등으로 잘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보상은 상사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형태로
오는데, 이것이 역기능을 일으킨다는 문제점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거래적 리더들은 부하들의 성과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5)을 제시하며, 성과가 조직목표
에서 이탈되었을 때에는 처벌이나 수정활동을 취해주는 예외에 의한 관리6) 원칙을 자주 사용한다(한
명현, 2006: 44).

2. 조직효과성 이론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 대한 개념과 예측방법은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 왔으
나 많은 학자들 간에는 공통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조직효과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조직목표가 여러 환경요인과 조직자체의 구성요소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고, 조직목표 그 자체를 조직성과의 결과변수로 파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보다 구체적
인 개념에 의해 조직을 평가 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양창삼, 1994).
흔히 조직을 평가할 때‘조직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 하는가’
라는 것이 조직효과성의 개념이다.
그러나 조직효과성의 개념은 아직도 발전 단계에 있으며, 수많은 조직효과성에 관한 논의에도 불구하
고 개념, 결정요인, 평가 척도에는 합의된 견해가 없어‘조직효과성의 정글’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Miles, 1980).
조직효과성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보면, Drucker(1973)는 능률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효과성은 성공의 기초이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직효과성은 희소가치가 있는 자
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조직의 능력인 것이며(Seashore & Yuchtman, 196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으로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조건적 보상은 조건적 보상은
부하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리더와 부하는 합의를 이
루게 된다(Bass, 1985: 121-122).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리더와 부하는 설정된 목표를 위해 상호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인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리더는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부하들에게 보상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부하들에게 보상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목표달성이 실패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처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러한 긍정적 강화나 부정적 강화는 조직에 있어서 거래적 리더들이 부하들을 동기부여 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6) 예외에 의한 관리는 리더들이 부하들이 실패하고 일탈된 행동을 보일 때만 수정활동을 보이거나 개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Bass,
1990: 216). 따라서 리더들은 부하들의 일탈된 행동이나 부족한 면을 찾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예외에 의한 관리는 리더들이
부하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상황적 기피강화(contingent aversive reinforcement)를 의미한다. 부하들의
성과가 기준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리더들은 부하들이 성과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피드백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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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들에게 공헌도 이상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욕구를 줄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이며
(Georgiou, 1973), Robbins(1983)는 조직효과성이란 단기-장기목표의 달성도로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전략적인 환경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자의 이해관계와 그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의 특
성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Etzioni(1964)는 조직은 사회적 단위로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대화되어야 한다면서, 조직의 실제적 효과성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효율
성을 한 단위의 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자원의 양으로서 이 산출은 조직의 목표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김재경, 2006: 41).
이렇게 다양한 개념정의를 살펴볼 때 조직효과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일반적인 조직의 개념이 아닌 구성개념으로 파악하여 환경에 대
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직무만족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의도 매
우 다양하다.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대한 개인적 태도로서 조직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연구된 변수 중
의 하나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조직관리자들은 직원들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유문조, 2004).
Constance & Becker는 직무만족을,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획득되는 유쾌하
고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Smith(1983)은“개인적인 직무를 통하여 경함하는 좋고
싫은 감정의 조화, 혹은 좋고 싫은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된 일련의 태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한 Locke(1976)는 직무만족을“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가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
에 대한 감정적인 형태”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Beatty(1981)는“종업원이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써, 개인별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로부터 얻게 되는 유쾌한 정서적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무만족과 불만족의 주요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이창원·최창현(2006)은 주요원인
을 크게 조직 요인, 근무 부서 요인, 개인적 요인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주요 결과는 결근과 이직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년수 등의 개인적 요인, 작업방식, 승진, 보상, 인정, 감독
스타일, 동료관계 등의 직무 관련 요인, 그리고 조직의 정책 규모 등의 조직전체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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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과 성과를
증대시키려는 노력 차원에서 꾸준히 연구되었다. 최근의 조직행동 분야에 있어서 조직몰입이 조직 구
성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태도변수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관선, 2002).
채순화(2004)는 조직몰입이란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이 조직에 느끼는 일체감 정도이며,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 및 가치관을 받아들여 조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감정적 상태이며,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기초로 조직에 오래 남으려는 심리적인 애착정도라고 표
현하고 있다.
Mowday, Porter & Steers(1982)가 말하는“조직몰입은 한 개인이 특정한 조직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동일시(identification)와 관여도(involvement)의 상대적 강도”
라고 하였으며, Shore &
Qayne(1993)은 조직몰입은“조직 구성원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조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적으로 잔류하고자 하는 정도”
라고 하였다. 한편 Allen & Meyer(1993)는 조직몰입의 유형을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계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유형적인 분류를 그대로 수용한 국내 연구자는 배성현·채
순화(2004)로 감정적 몰입은 조직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애착심으로, 지속적 몰입은 조직에 시간
및 노력의 투자로 인해 그 조직을 떠나는 것과 관련된 지각된 비용 때문에 계속 남으려는 정도로, 규범
적 몰입은 조직 환경에 대해 가지는 도덕적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몰입이란 조직과 관련한 개인이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이는 여러 근거에 의해 발생하지만 개인
과 조직 간의 목표나 가치의 일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용기·이대홍,
1997). 따라서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 즉,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조직에 대한 애착과 관심,
조직 가치의 내면화와 조직에 대한 헌신과 높은 참여의지 그리고 계속 구성원의 일원으로 남으려는 태
도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리더십유형과 조직효과성의 관계
리더십이란 조직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구체적으로 조직목
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자발성과 상호 협력적인 노력을 이끌어 가는 리더의 기
술과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조직구성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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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달
라진다. 따라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동기와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므로 현대 조
직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동기유발을 통한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제
고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리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용한 방향으
로 행동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는 리더십의 발휘를 말하며 어떤 조직에 있어서 동일한 상황과 동일
한 조건 아래에서도 리더십의 유형과 부하들의 수용과 인식여하에 따라서 조직효과성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Salancik(1970)은 조직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태도와 조직몰입간의 관계는 리더에 대한 인식이 긍
정적일수록 조직몰입에 보다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리
더가 조직구성원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부하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자유롭게 표현
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해결에 참여시킬 때 부하직원의 조직몰입수
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Oliver(1990)는 리더가 부하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조직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리더가 구성원들
에게 직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할 때, 그리고 조직내에서 권한 위양을 많이
할 때 조직몰입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Morris와 Sherman(1981)은 구조지향형 리더 및 배려형 리더와 몰입간의 관계가 모두 긍정적인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Weiner(1982)는 구성원의 내적인 가치관의 영향이 강할수록 조직몰입이 깊어지며, 따라서 과업지
향적인 행위와 관계지향적 행위를 적절히 통합하는 리더일수록 부하직원의 조직에 대한 심리적인 애
착과 개인적인 몰입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Luthans, Baack와 Taylor(1987)는 조직 내 상급자들의 부하에 대한 관리방식은 구성원과 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상급자와의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상사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수록 조직
몰입은 높아진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또한 Fukami와 Larson(1984)의 연구에서도 상사와의 원만
한 유대관계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다.
Mottaz(1988)는 리더의 지원행위(후원적 리더십)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이지우(2000)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직무만족, 리더만족,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평균적 리더십에 대해 증폭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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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2001a, 2001b)에 의하면, 행정조직은 기업조직보다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몰입간의 관계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변혁적 리더십이 전통적 리더십의 효과를 보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통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를 상당히 보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행정조직이 기
계적 구조에 가깝고 리더의 보상제공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창원(2002)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method)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단체장들의 리더십 유형 및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단체장들의 리더십
유형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
에 따라 그 유형이 상이하다는 것
이 제시되었다. 즉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단체장들
은‘영향력 행사 행동’및‘관계형성 행동’
과‘비전 창출’
,‘핵심가치 제시’
,‘신뢰감 제시’
,‘전형 제
시’
,‘동기유발 행동 제시’등의 변혁적 리더십 행태를 많이 사용한 것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행동들
은 리더십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단체장들의 리더십
요인으로‘대뇌형 리더십’
,‘관계형 리더십’
,‘카리스마형 리더십’
,‘변화주체형 리더십’
,‘솔선형 리
더십’등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창원·김호정·박희봉·Alder(2003)의 연구는 전술한 바도 있지만 한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 단체장들이 변혁적 리더십과 구조주도를 수행하는 것은
부하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모두에 효과적이지만, 거래적 리더십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배려는 부
하들의 직무만족에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단체장들이 부하들에게 배려
를 하는 것은 부하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모두에 효과적이지만, 구조주도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거래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만,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조직 몰입에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단체장들의 변혁적 리더십과 배려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모두 그 효과성을 인
정받은 것이고, 구조주도는 한국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으
며, 거래적 리더십은 뉴질랜드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효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유경화·신원형(2003)의 연구는 리더십과 조직의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이용
하여 조직수준에서 분석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리더십 차원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별로 조
직성과에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효능감이 매개변수로 고려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
재하고 있는 57개 파출소의 조직성과지표가 이용되었으며, 각 파출소당 평균 6명씩 총 353명의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리더십과 집단효능감에 관한 설문자료가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집
단효능감을 매개하여 파출소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조직성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반면에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여향을 보여주었으며,
집단 효능감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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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호·함성득·박동서(2003)는 장관의 변혁적 리더십, 조화유도적 리더십, 그리고 현상 유지적 리더십
이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고위 행정 관료들이
부처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과 아이디어로 충만한 장관의 변혁적 리더십을 가장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이연구의 결과는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언론과 여론이 호의적으
로 나올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처의 국·과장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장관이 변혁
적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그 리더십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유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
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의 분석틀
1. 조사설계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경기북부지역(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을 통하여 설문응답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북
부지역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것은 본 연구자들이 경기북부에 거주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사회에 대
한 관심도 있었지만,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지역정서가 자리잡고 있어 이러한 성
향을 반영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기초자료는 연구자와 사전에 설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직접방문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대상자는 자
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를 통하여 설문에 응하였고,
응답자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폐쇄형 질문으로 명목척도와 등간척
도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은 응답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답을 미리 설정하고, 제시하여 응
답자로 하여금 제시된 응답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답이 표준화되어 비교하기 쉽고, 분석에 용
이하며, 부적절한 응답의 비율을 낮출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설문지는 2008년 11월 5일-12일 간에 총 300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195부가 회수되었다. 전체
설문지 회수율은 65%로 이는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문대상자들과 1:1
로 설명을 한 후 회수를 함으로써 좀 더 높은 회수율을 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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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1) 독립변수 :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 구성요소
①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s leadership)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카리스마적 리더는 리더가 가진 이상 및 이념에 대해 부하들이 정서적 일체감
을 갖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리더로, 부하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업의 목표달
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교육하고 대화하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부하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며, 소신이 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이규석, 1998: 11).

② 지적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지적자극은 부하들의 창의성, 혁신성을 자극하고, 그들의 신념과 가치를 변화시키며, 과거의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리더는 부하들에게 과
거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방법을 동원하
여 해결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③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리더는 부하들을 개인으로 대하고, 부하의 개인적 욕구, 능력 및 포부를 고려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
고, 개발을 촉진하며, 조언과 교육 및 지도를 해준다.
이처럼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
구나 역량을 파악하고 개개인에게 맞게 대우해 줌으로써 부하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는 부하들 각자의 욕구나 역량에 따라 개별적인 배려를 하기 때문에 부하들 스스로 개
별적 욕구를 확인하게 만들고 나아가 부하들이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영감적 고취에 의한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리더는 호소력 있는 비전을 천명하고, 부하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열정을 갖고 낙관적으로
이야기 하며, 해야 할 일에 대해 격려와 의미를 제공한다. Bass(1985)는 리더는 비전있는 설명을 통하
여 구성원을 자극시키고 조직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 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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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건적 보상(Contingent reward)
조건적 보상은 부하의 노력이 특정한 보상으로 거래되는 리더와 부하 사이의 교환과정을 말한다.
즉, 조건적보상은 리더가 부하에게 노력한 대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보상을 받기위해 요구되는 일의 명시
(clarification)가 수반된다. 조건적 보상은 잘 이행된 성과에 대한 칭찬, 봉급인상, 승진에 대한 추천
등 긍정적인 강화와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을 하는 부정적 강화의 2가지 형태를 지니게
된다.

⑥ 예외적 관리
리더가 부하들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목표가 달성될 때는 간섭하지 않으나 과업의 실패나 부하
의 성과가 기준으로부터 이탈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리더가 부하에게 개입하는 리더십을 말하
며, 리더는 부하들로 하여금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원칙, 규칙, 약속, 책임 등을 지키도록 하며, 이
를 위반하거나 성과에 미달하는 경우에 꾸짖고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2) 종속변수 : 조직효과성
①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이란 직무와 관련된 한 개인의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조직구성
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유쾌하고 정적인 정의 상태로 직무수행의 태도나 가치, 욕구 등의 충족수준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자가 갖게 되는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

②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은“구성원이 조직과 동일화 하는 정도”
를 뜻한다(woch, 1980). 다시 말해 조직몰입은 어
떤 개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입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몰입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 및 수용,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려
는 의사, 조직의 성원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욕망, 조직에 대한 소속감 또는 충성심의 정도, 조직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의 요소가 포함된다(박선용, 2002).
(3) 설문구성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서베이 조사방법(survey research method)를 채택하였고, 설문지는 크
게 4개 부분으로 구성하고, 설문 문항을 모두 리커트(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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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리더십 유형에 관한 질문으로 Bass & Avolio(1995)가 개발한 MLQ-5X 항목을 수정한 28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에 관한 질문으로 직무만족을
Tsui 와 그 동료들(1992)이 이용한 6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조직몰입은 Mowday와
그 동료들(1979)의 OCQ 15문항 중, 가치몰입의 9개 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성
별, 학력, 직급, 연령, 근무년수, 직군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95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 후 리더십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효과성을 검
토하기 위한 매개변수로 성별, 학력, 연령, 직급, 근무년수, 직군 등의 검토를 통해 리더십 유형이 조
직효과성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간의 상호관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독립변수
(리더십 유형)

종속변수
(조직효과성)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매개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설문 문항별 개략적
인 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및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초기 대인 신뢰 수준과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
고,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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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조사표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65.6%, 여자가 33.8%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이상
13.3%, 30대 43.6%, 40대 34.9%, 50대 이상 8.2%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17.9%, 대졸 79%, 대학원졸 이상이 3.1%로 나타났고, 직군별로는 행정직이 53.8%, 기술직이 34.4%,
기타 11.3%의 비율을 차지했다. 근무년수로는 5년이하 39.5%, 6-9년이 12.8%, 10-19년이 29.7%,
20년 이상이 17.9%의 비율을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9급이 15.4%, 8급이 29.7%, 7급이 31.8%, 6급이
17.4%, 5급이상 1%로 조사되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수

성별

학력

명

%

남자

128

65.6

여자

66

33.8

고졸

35

17.9

대졸

154

79.0

대학원졸 이상

6

3.1

10급

1

0.5

9급

30

15.4

8급

58

29.7

직급

변

수
5년 이하

근무년수

연령
연령

명

%

77

39.5

6-9년

25

12.8

10-19년

58

29.7

20년 이상

35

17.9

20대 이상

26

13.3

30대

85

43.6

40대

68

34.9

50대 이상

16

8.2

7급

62

31.8

직군

행정직

105

53.8

6급

34

17.4

직군

기술직

67

34.4

5급 이상

2

1.0

기타

22

11.3

2. 분석결과
1) 리더십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변혁적리더십(.386)과 거래적리더십
(.248)은 조직효과성에 유의확률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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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리더십유형이 조직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Independent

Dependent variable
: 조직효과성

variable

β

t value

Dependent variable
: 직무만족
β

t value

Dependent variable
: 조직몰입
β

t value

변혁적리더십

.386

5.425***

.344

4.739***

.361

4.860***

거래적리더십

.248

3.482***

.265

3.662***

.206

2.769***

2

Adj. R =.307, F=43.927

2

Adj. R =.280, F=38.717

2

Adj. R =.245, F=32.488

주 : *=p<.1, **=p<.05, ***=p<.01

자세히 살펴보면, 조직효과성에는 변혁적리더십이 거래적리더십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리더십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변혁적리더십(.344)과 거래적
리더십(.265)은 직무만족에 유의확률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무만족에는 변혁적리더십이 거래적리더십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변혁적리더십(.361)과 거래적리더십(.206)은 조직몰입에 유의
확률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직몰입에
는 변혁적리더십이 거래적리더십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본다면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이나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리더십 중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중에서는 카리스
마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조건적 보상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직관리의 구체적
방안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리더십요소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조직효과성
β

t value

카리스마

.227

지적자극

-.057

개별배려

.103

영감고취

.144

조건적보상

.198

예외적 관리

.098
2

β

t value

2.377**

.258

-.626

-.044

1.060
1.319
2.332**
1.404

Adj. R =.303, F=15.061
주 : *=p<.1, **=p<.05, ***=p<.01

Dependent variable
: 직무만족

Dependent variable
: 조직몰입
β

t value

2.660***

.181

1.814*

-.477

-.056

-.587

.019

.193

.136

1.339

.108

.971

.145

1.277

.264

3.060***

.135

1.519

.069

.979

.101

1.395

2

Adj. R =.279, F=13.528

2

Adj. R =.239, F=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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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요소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의 하위 요소 중 카리스마(.227),
조건적보상(.198)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
적자극(-.057), 개별배려(.103), 영감고취(.144), 예외적 관리(.098)은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요소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의 하위 요소 중 카리스마(.258), 조건적보상(.264)이 유의확률 내에서 직무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적자극(-.044), 개별배려(.019), 영감고취(.108), 예외적 관리
(.069)은 유의확률 내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은 리더십의 하위 요소 중 카리스마(.181) 만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적자극(-.056), 개별배려(.136), 영감고취(.145), 조건적보상(.135), 예외
적 관리(.101)은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조직효과성

Dependent variable
: 직무만족

Dependent variable
: 조직몰입

β

t value

β

t value

β

t value

변혁적리더십

.383

5.309***

.339

4.548***

.359

4.805***

거래적리더십

.265

3.706***

.292

3.956***

.216

2.909***

성

별

.067

.985

.118

1.696*

.030

.428

학

력

0.25

.392

.076

1.166

-.006

-.098

직

급

-.001

-.009

.030

.347

-.019

-.223

연

령

-.062

-.601

-.056

-.520

-.057

-.527

근무연수

.235

2.187**

.126

1.139

.265

2.383**

직

군

-.011

-.170

-.012

-.176

-.010

-.141

근무지

.045

.678

-.002

-.033

.065

.945

2

Adj. R =.313, F=15.716

2

Adj. R =.278. F=9.318

2

Adj. R =.273, F=9.083

주 : *=p<.1, **=p<.05, ***=p<.01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유형인 변혁적
리더십(.471)과 거래적리더십(.246)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연수(.235)의 차이 역시 조직효과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067), 학력(.025), 직급(-.001), 연령(-.062), 직군(-.011), 근무지(.045)는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
과성 및 조직몰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인구통계 변수가 통
제변수로 추가되었을 때, 변혁적리더십의 경우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간 낮아진 반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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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리더십은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유형인 변혁적리
더십(.339)과 거래적리더십(.292)이 유의확률 내에서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별(.118) 차이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076), 직급(-.030), 연령(.056), 근무연수(.126), 직군(-.012), 근무지(-.002)는 유의확률 내에서 직무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인구통계 변수가 통제변수로 추가되었을 때, 변혁적리더십
의 경우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간 낮아진 반면, 거래적리더십은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
며, 또한 리더십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리더십 유형인 변혁적리더십(.359)과 거래적리더십
(.216)은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 변수 중 근
무연수(.265) 차이 역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030), 학력(-.006), 직급(-.019),
연령(-.0265), 직군(-.010), 근무지(.065)는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몰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인구통계 변수가 통제변수로 추가되었을 때, 변혁적리더십의 경우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간 낮아진 반면, 거래적리더십은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요소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조직효과성

Dependent variable
: 직무만족

Dependent variable
: 조직몰입

β

t value

β

t value

β

t value

카리스마

.250

2.643***

.273

2.790***

.206

2.099**

지적자극

-.094

-1.035

-.072

-.766

-.094

-.993

개별배려

.129

1.343

.032

.324

.166

1.663*

영감고취

.126

1.158

.101

.903

.124

1.096

조건적보상

.222

2.614**

.291

3.314***

.154

1.752*

예외적 관리

.097

1.398

.076

1.061

.097

1.342

성

별

.072

1.072

.125

1.792*

.035

.493

학

력

.036

.567

.085

1.300

.004

.068

직

급

-.028

-.332

-.002

-.020

-.041

-.461

연

령

-.063

-.605

-.050

-.467

-.060

-.560

근무연수
직

군

근무지

.271

2.489**

.157

1.398

.299

2.650***

-.012

-.181

-.015

-.212

-.010

-.137

.047

.713

-.002

-.022

.068

.985

2

Adj. R =.326, F=8.234
주 : *=p<.1, **=p<.05, ***=p<.01

2

Adj. R =.282, F=6.850

2

Adj. R =.274, F=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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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요소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요소인 카리스
마(.250), 조건적 보상(.222)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구통계 변수 중 근무연수(.271) 차이 역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더십 요소
인 지적자극(-.094), 개별배려(.129), 영감고취(.126), 예외적관리(.012), 인구통계 변수인 성별(.072),
학력(.036), 직급(-.028), 연령(-.063), 직군(-.012), 근무지(.047)는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인구통계 변수가 통제변수로 추가되었을
때, 리더십요소인 카리스마, 조건적 보상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진 반면, 지적자극, 개
별배려, 영감고취, 예외적관리는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요소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요소인 카리스마
(.273), 조건적 보상(.291)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인구통계 변수 중 성별(.125)차이 역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더십
요소인 지적자극(-.072), 개별배려(.032), 영감고취(.101), 예외적관리(.076), 인구통계 변수인 학력
(.085), 직급(-.002), 연령(-.050), 근무연수(.157), 직군(-.015), 근무지(-.002)는 유의확률 내에서
직무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인구통계 변수가 통제변수로 추가되었을 때, 리더십요소인 카리스마, 조건적보상은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 반면, 지적자극, 개별배려, 영감고취,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는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리더십 요소인 카
리스마(.206), 개별배려(.166), 조건적 보상(.154)은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 변수 중 근무연수(.299) 차이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리더십 요소인 지적자극(-.094), 영감고취(.124), 예외적관리(.097), 인구통계 변수인 성별
(.035), 학력(.004), 직급(-.041), 연령(-.060), 직군(-.010), 근무지(-.068)는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
몰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인구통계 변수가 통제변수로 추가
되었을 때, 리더십요소인 카리스마, 개별배려, 조건적보상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 반
면, 지적자극, 영감고취,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는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는 경우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리더십이 조직효과성과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별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전체분석결과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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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리더십유형이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변혁적리더십(.386)과 거래적리더십(.248)은 조직효
과성에 유의확률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과 조직몰입은
리더십(.503)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확률 내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관계
를 살펴보면 변혁적리더십(.361)과 거래적리더십(.206)은 조직몰입에 유의확률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더십요소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
과, 리더십의 하위 요소 중 카리스마(.227), 조건적보상(.198)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요소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의 하위 요소 중 카리스마(.258), 조
건적보상(.264)이 유의확률 내에서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더십요소
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의 하위 요소 중 카리스마(.181) 만이 유의확률 내
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624)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 변수 중 근무연수(.236)의
차이 역시 조직효과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유형인 변혁적
리더십(.471)과 거래적리더십(.246)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연수(.235)의 차이 역시 조직효과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551)만이 유의확률 내
에서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유형인 변혁적리더십(.339)과 거래적리더십(.292)이 유의확률
내에서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118) 차이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510)이 유의확률 내에
서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 변수 중 근무연수(.266)의 차이
역시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유형인 변혁적리
더십(.359)과 거래적리더십(.216)은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인구통계 변수 중 근무연수(.265) 차이 역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요소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요소인 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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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50), 조건적 보상(.222)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구통계 변수 중 근무연수(.271) 차이 역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요소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요소인 카리스마
(.273), 조건적 보상(.291)이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인구통계 변수 중 성별(.125)차이 역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와 리더십요소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리더십 요소인 카리스마
(.206), 개별배려(.166), 조건적 보상(.154)은 유의확률 내에서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 변수 중 근무연수(.299) 차이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결과의 함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조직효과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대부분 열악한 재정여건과 접경지역이라는
발전제약요인을 갖고 있어 변화발전의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
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조건적
보상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경기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리더십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인구통계학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리더십과 조직효과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 대한 영향력
으로 성별, 학력, 직급, 연령, 근무연수, 직군, 근무지 중에서 대부분 별다른 관계성을 보이지 않다. 다
만 근무연수의 경우 근무연수가 많은 공무원일수록 리더십을 통한 조직효과성이나 조직몰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리더십을 통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보이고 있어 리더십의 영향
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의 조직효과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며, 변혁적 리더십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거래적 리더십으로는 조건적 보상 요인이 유효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업무성과에 대한 보
상차원의 대책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경기북부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매
우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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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1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가 바로 단체장의 리더십이라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지방자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조사의 편의상 경기북부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두 조직효과성과는 매우 유의미한 연
관성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 중 카리스마요인과 거래적 리더십 중 조건적 보상요인
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단체장의 기본적인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요인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무원의 개별적 행위에 대한 보상체제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조직효과
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리더십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사점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논의한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상관)은 변혁적·거
래적 리더십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각자의 특성을 쉽게 버리
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리더십뿐만 아니라 성과와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단체장 또는 상관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업무에 따른 인센티브도 동기
부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모두가 공존할 때 조직의 효과성은 극대화 될 수 있으며, 이러
한 리더십들이 결국 자치단체의 질을 높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제 단체장 또는
상관뿐만 아니라 개별 공무원들도 자신들만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은 지방자치단체의 매우 유의미한 리더십 모형으
로 채택될 수 있으며, 조직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
후 이러한 연구가 종단적, 횡단적 연구를 통해 보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에 대한 적절한 연구
결과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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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메타평가 모형개발과
Stufflebeam의 checklist 적용*

김 태 훈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책임운영기관의 메타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경험적 메타평가지표인 Stufflebeam(2000)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실제적 메타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특성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환경요소, 투입요
소, 과정요소, 산출요소 그리고 환류요소로 구성되어지는 이른바 체제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메타평가지표를 개발
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메타평가결과를 점수화 하여 실증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한 점이다.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에 대해 메타평가를 수행을 원하는 경우, 평가수행상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_ 책임운영기관, 메타평가, 평가지표, 체크리스트
* 본 연구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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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eta-Evaluation model of Performance
of the Executive Agency
: Focusing on using Stufflebeam’
s checklist

Kim, Tai-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to design meta evaluation indicators of
performance of Executive Agencies. Another is to introduce to method of using Stufflebeam s
checklist which is an empirical meta evaluation indicators
The character of this study is also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to develop a systematic approach to
meta evaluation, especially consisting of environment, input, process, output and feedback factors.
Another is to use the Stufflebeam (2000) s Checklist method, which is used to number the results of
meta evaluation.
This study will be to give to guideline someone who want to meta evaluate various performance of
the executive agency or similar something

Key words _ performance of the executive agency, meta-evaluation, indicator,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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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1. 연구목적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 관료제는 지난 IMF 환란위기 이후, 정
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지향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특성 및 분권형 정부조직 중 하나
인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제도를 정부운영체제 혁신방안으로 도입하였다(박천오 외,
2003).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2월 말까지 민간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부조직에 대한 경
영진단을 실시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17개 부처의 25개 기관을 책임운영기
관화 검토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5711)’
을 근거로 동년
하반기부터 10개 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운영 하였으며, 2001년 1월에 13개 기관이 추가로 책임운
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로, 현재(
‘09.6월 기준)까지 총 3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책임운영기관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1) 과연 책임운영기관이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확보
라는 도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
로 각 책임운영기관이 매해 수행해 온‘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이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 확대논리의 실증적 근거로서‘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평가결과’
는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니며, 과연 해당 평가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메타평가
(meta-evaluation)가 필요하다.
이러한 메타평가의 필요성을 상기해 볼 때,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사업성과평가와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책임운영기관 사업성
과 메타평가에 적합한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평
가지표를 도출한다.
둘째,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한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메타평가항목 별 평가지표를 통해
Stufflebeam의 최근 논문에서 소개된 Checklist를 이용한 메타평가방식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책임운영기관의 증가와 관련하여‘관리적 효율성 증대’
와‘공공성 확보’
라는 긍정적 측면과 달리, 박천오 외, (2003)에 따르면, 책임운
영기관 도입성과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직 혁신 또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에도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후,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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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메타평가모형을 개발이라는 연구목적에 따라서 최근 발표된 메타
평가에 관한 국내·외 주요논문으로 한정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주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메타평가’
이다. 따라서 주된
연구영역은 크게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영역과, 메타평가영역이다.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는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1998년 본 제도가 처음 실시
된 직후인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후로는 상대적으로 연구
가 미비 했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의 확대추세가 안정화 단계에 이름에 따라 꾸준히 해당 체도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는 크게 3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첫째, 제도도입 초기에 주로 행해진, 해당 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며(이종
수·정길원, 1999 ; 김근세, 1999b ; 김재훈, 1999 ; 유 훈, 1999 ; 강창구, 2000),
둘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제도적 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이 부문에서는 한국에서 책임운영기관제
도의 착근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외국사례에 대한 다양한 분석적 접근까지 폭넓게 연구가 진행
되었다(김국현, 1999 ; 김근세, 1999a ; 심덕섭, 1999 ; 정진우·임보영, 2000 ; 박천오·김근세 외,
2003 ; 박천오·박희봉 외 3인, 2003 ; 김권집, 2003).
마지막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성과평가 측면에 관한 연구로, 주로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성과 조
직 효과성 증대, 성과관리 그리고 제도평가를 통한 환류 등이 주요 연구주제이다(김병섭 외, 2001 ; 김
성철, 2001 ; 서필언, 2002 ; 안형기 외, 2004 ; 김근세, 20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본 연구에서 분류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선행연구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극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본 제도의 도입 초기인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해당 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2001년과 2003년 사이에는 그간 실시되어온 제도에 관한 제도적
분석이 연구의 주류였으며, 2003년에서 현재까지는 본 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러
한 시간에 대한 연구주제의 대응이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상대적인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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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검토의 두 번째 영역인 메타평가는, 초기에 주로 외국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고 종합하는
식의 논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외국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고 종
합한 논문의 대표적인 연구는 오무근(1986), 김명수(199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메타평가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중앙정부의 심사평가제도
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문영세(1996), 연구개발사업 중 정보통신 분야를 선정해 실증
적으로 메타평가연구를 수행한 이찬구(1997a ; 1997b ; 1997c ; 1998 ; 2003), R&D에 대한 실증적인
메타평가 연구를 수행한 홍형득(2002), 정보화 사업에 대해 메타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한
박종수(2003a ; 2003b), 검사나 평가활동의 결과타당도를 메타평가적 관점에서 연구한 성태제
(2003),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시설 평가사업에 관한 메타평가를 실시한 임성옥(2003), 기초기술연구
회가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년간 실시한 소관기관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한 황병상·강
근복(2005), 국방부의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자체평가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한 문영세(2005),
중앙행정기관평가 상위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를 수행한 공병천(2003 ; 2005)과 국립중앙극장 사업성
과 평가를 메타평가 한 김태훈(2005) 등이 있다.
외국의 메타평가에 대한 논의는 1940년대 일반정책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점과 더불어 시작
되었으나, 초기에는 메타평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개념정의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Orata, 1940 ; Porvus, 1971). 그 후 점차적으로 특정사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
였으며, 기존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에 의존하던 방법론적의 단편성에서 벗어나 평가지표에 대한 세
부적인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등(Stufflebeam, 1999) 진일보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연구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 소개된 연구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이나 모형
설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Orata(1940), Provus(1971), Dror(1971), Cook
and Gruder(1978), Nilson and Hogban(1983), Larson and Berliner(1983), Chelimsky(1985),
Stufflebeam(1974, 1981, 1999, 2000), McKinley(1999), Migosky and Stake(2001), Hartmann
and Loizides(2001)등이 있다.

Ⅲ. 메타평가 모형개발을 위한 메타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는 메타평가모형 중에서 여러 논문에 많이 인용되어 이미 그 실효성에서 검증이 완료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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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 학자들이 개발한 주요 메타평가모형 및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메타평가지표를 도출·적용토록 한다.

1. 메타평가 체제구성요소 별 평가항목 비교
본 연구는 메타평가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메타평가요소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책
임운영기관 사업성과 메타평가과정을 체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며, 체제적 접근의 필수요소는,
투입, 수행(전환), 결과 그리고 환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차용하여 메타평가요소를
평가환경요소, 평가투입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소 그리고 평가환류요소로 설정한다.

1) 평가환경요소
평가환경요소는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제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환류의 제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 중 평가요구와 필요성의 제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평가목적
및 근거를 제공해 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및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체제적 접근에서 환경요소는 체제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어떠한 정책을 집행
함에 있어, 동일한 정책투입요소가 사용되더라도 정책환경에 따라서 실제 정책집행은 달라질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정책결과 및 그 환류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환경요소는 메타평가의 전
체적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환경적 요소로 차용될 수 있는 요소는 무수히 많다. 환경적 요소들 중 평가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면, 평가의 법적·제도적 근거 유무, 평가목적의 합리적 타당성,
평가지침의 유무 및 내용적 적절성, 그리고 평가에 대한 관심 및 저항과 같은 평가기조를 들 수 있다.
둘째, 평가를 추진하는 조직체계, 평가추진 조직체계는 평가주체(평가자)와 객체(피평가대상)의 구
분 및 명확성 정도, 평가주체 선정의 공정성 및 구성의 기능적 적정성 그리고 평가조직의 법적·제도
적 근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에 관한 요인으로써 평가수행에 필요
한 전문성 및 객관성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다.
셋째, 평가시기 또는 평가시간 또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다. 평가시기가 적절한
지와 평가시간이 평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는 실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졸속평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예를 들면 Cook & Gruder(1978), Stufflebeam(1974, 1981, 1999, 2000), Larson & Berliner(1983), Scriven(1969, 1979)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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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평가시기와 시간이 적절치 못하거나 충
분치 못하면 올바른 평가를 수행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칫 시간에 부족으로 졸속평가를 초
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환경요소의 정의와 예를 토대로 본 연구의 평가환경요소와 관련 있는 메타평가항목
을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추출하면, Larson & Berliner(1983)의 평가예산(I2), 평가시기의 적절
성(I3), 사업의 특성(I6), 관련자와 평가목적(I8), 기존자료의 정도와 한계(I9), 평가자와 사업실시자 간
의 상호관계의 유형 및 강도(P3), 그리고 평가자의 인식(P4)과 Scriven의 KEC(1991)의 배경과 맥락
(Part A ①)과 기술과 정의(Part A ②)가, 이찬구(1997)는 평가목적(C1), 평가유형(C2), 평가조직 및
규정(R2), 수행절차(I2)*가 포함되며 그리고 홍형득(2000)은 배경과 상황(C1), 커뮤니케이션 메카니
즘(M3)과 박종수(2003b)의 평가기조의 명확성(C1), 추진체계의 명확성(C2), 평가목적의 명료성과 합
리성(C3), 평가조직의 적정성(I2)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황병상·강근복(2005)의 경우는 평가목
적(P1), 평가기획주체(P2), 평가주기 및 평가편람(P3)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평가환경요소를 설정함에 있어, 앞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요소 중 평가환경의 특성
을 종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유형화 해, ① 평가기조, ② 평가추진 조직체계 그리고 ③ 평가시기
및 시간을 본 메타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
<표 1> 메타평가환경요소와 각 평가모형 관련항목 비교
L & B(1983)
평가환경요소

KEC(1991)

이찬구(1997) 홍형득(2000) 박종수(2003b) 황&강(2005)

I2, I3, I6, I8,
Part A ①, ② C1, C2, I2, R2
I9, P3, P4

C1, M3

C1, C2, C3, I2 P1, P2, P3

주 : L&B(Larson and Berliner), KEC(Scriven’
s KEC).

2) 평가투입요소
평가투입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동원되는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는 평가인력, 평가조직, 평가관련 규정 및 제도, 평가도구, 평가예산, 평가자료 및 정보 등이 포
함된다. 평가자원의 양과 질은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메타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박종수, 2003b).
특히 평가인력 선정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인력의 충분성 및 전문성 여부는 실제 평가에 있어 매
우 중요다. 이와 더불어 평가자료 및 정보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
데, 자료가 양적·질적으로 적절한가? 그리고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가?가 관련한 물음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가자료가 양적으로 빈약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하여 질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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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며, 이러한 평가투입요소 하에선 평가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투입요소의 의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평가투입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을 선행연구에서
추출하면, Larson & Berliner(1983)의 평가예산(I1), 평가자의 특성(I4), Scriven의 KEC(1991)의 소
비자(Part A ③), 자원(Part A④), 가치(Part A ⑤)와 비용(Part B ③), 이찬구(1997)의 평가인력(R1),
평가예산 및 정보(R3), 홍형득(2000)의 이해관계자(C2), 평가자(C3), 평가비용(C5), 박종수(2003b)의
평가인력의 적정성(I1), 평가예산의 적정성(I4), 평가자료의 적정성(I5) 그리고 황병상·강근복(2005)
의 평가조직 및 평가인력(Po1), 평가정보(Po2)가 평가투입요소로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정 가능한 위와 같은 항목 들 중 평가투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유형
화 해, ① 평가인력과 ② 평가자료를 평가투입요소의 메타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4)
<표 2> 메타평가투입요소와 각 평가모형 관련항목 비교
L & B(1983)

KEC(1991)

I1, I4

Part A ③,④,⑤
Part B ③

평가투입요소

이찬구(1997) 홍형득(2000) 박종수(2003b) 황&강(2005)
R1, R3

C2, C3, C5

I1, I4, I5

Po1, Po2

주 : L&B(Larson and Berliner), KEC(Scriven’
s KEC).

3) 평가수행요소
평가수행요소란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상의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행에 필요한 내용과
수행상의 절차가 검토되어야 한다. 평가수행의 내용적인 사항은 기존 메타평가연구의 핵심적인 내용
으로 인식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 중의 하나이다(김명수, 1993). 다시 말해 평가수행요
소는 평가가 진행되는 일련의 단계로서 평가의 본질로 볼 수 있다.
평가수행요소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첫째 평가방법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요소로는 평
가방법의 적정성, 평가모형의 적절성, 그리고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 이다. 평가방법의 경우에 그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가 여부는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평가방법의 경우, 다양한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평가대상의 특성 및 평가목적을 무시한 평가
방법의 사용은 자칫 평가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의 특성상(또는 평가목적 달성을
위해) 심층적 인터뷰와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량화를 통한 양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평가투입요소에 평가에 필요한 재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평가는 이미 평가주체가 평가객체간 상호 계약관계로 진행되는 경우
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합의된 계약금으로 한도 내에서 평가가 진행된 상황에서 평가재원의 적절성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평가재원
이 충분치 못하면 그 금액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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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제대로 된 평가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분석의 틀인 평가모형의 적정성은 평가의 전반적 과정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식화 한 것
이 평가모형이라고 할 때, 이러한 평가모형이 적정치 못하면 제대로된 평가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평가방법의 하위요소로서 평가도구의 일반성 역시 중요한데, 그 이유로는 검증되지 못한 평가도구
를 통해 평가에 임했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해당도구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별도의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방법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의 적절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올바른 평가
를 위해선 평가대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러서의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평가는 본래 목적했던 바와 전혀 다른 부분을 평가해, 결과적으로 평가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가절차 및 평가과정을 들 수 있다. 평가절차의 적합성과 절차 및 일정의 준수 여부 등은 평
가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절차 및 과정은 평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의미하며, 이 흐름
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경제
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설정된 평가절차나 평가절차별 일정 준수 또한 중요하다. 만약 특정 단계에서 정해진
평가절차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일련의 평가진행 과정상의 차질로 예기치 못한 평가재원의 손실
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는 평가과정의 융통성 및 공정성 이다. 이는 불확실한 평가환경에 있어서 얼마나 상황 적합적
(contingency)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평가과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을 경우
에는 변화하는 평가환경에 적응이 불가능 하다. 예컨대 평가환경의 변화에 따라 평가를 기본적으로 재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책정되어있는 평가자원5)에 대한 재배분이나 변화
된 상황에 보다 적합한 자원의 교체 및 보강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고 평가목적 달
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
평가과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또한 고려요소이다. 평가란 분석과 달리 평가자의 의사가 투영
되며, 평가결과는 향후 정책이나 사업의 진퇴에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평가의 특
성상 평가과정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평가자체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맞게 순치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 정보로 오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수행요소의 의의와 예를 토대로 본 연구의 평가수행요소와 관련 있는 메타평가항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여기서 평가자원은 평가에 투입되는 인적·물적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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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arson & Berliner(1983)의 평가방법론 및 평가설계(I7), 근저의 이론모형(I10), 평가방법의 절차
(P1),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정보가 평가자원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정도(P5), 사업계획상의 변화에
따른 평가 설계의 변화가능성(P6), 평가관련자(평가자, 사업실시자, 평가결과이용자)의 변화가능성
(P7)과 Scriven의 KEC(1991)의 과정(Part B ①)이 적용되며, 이찬구(1997) 중 수행내용(I1), 수행절
차(I2)가, 홍형득(2000)은 평가기준(C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M1), 평가의 정치적 특성(M2), 박종수
(2003b)의 평가모형의 적절성(C5), 평가도구의 적절성(I3), 평가내용의 적정성(P1), 평가절차의 합리
성(P2), 자료분석의 적절성(P3) 그리고 황병상·강근복(2005)에서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P4)와 평
가절차(Po3)가 평가수행요소와 연관이 있다.
이중에서 본 연구는 평가수행요소의 메타평가항목으로 ① 평가방법, ② 평가절차 및 평가과정 그리
고 ③ 평가과정의 융통성 및 공정성을 설정한다.
<표 3> 메타평가수행요소와 각 평가모형 관련항목 비교

평가수행요소

L & B(1983)

KEC(1991)

I7, I10, P1,
P5, P6, P7

Part B ①

이찬구(1997) 홍형득(2000) 박종수(2003b) 황&강(2005)
I1, I2,

C4, M,1 M2

C5, I3,
P1, P2, P3

P4, Po3

주 : L&B(Larson and Berliner), KEC(Scriven’
s KEC).

4) 평가결과요소
평가결과는 앞서 언급된 평가환경요소와 평가투입요소, 그리고 평가수행요소에 의한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요소로서 검토해 볼 사항으로는 평가결과 도출의 민주성 및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과 같은 평가결과 전반과 평가내용의 충실성 및 평가보고의 적정성과 같은 평가보고에 관한
것이다.
평가결과 도출에 있어서 그 과정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에 도출된 평가결과
를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평가기관과 의견을 수렴하
는 과정은 평가결과의 민주성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평가결과의 적정성 정도 또한 고려할 사항이다. 평가결과가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거나 일반적인 상
식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평가과정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검토시 오류가 발견된 부분에 대
해선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평가보고서의 작성, 평가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평가보고서 배포 등은 평가결과요소에서 중요하다.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기준과 체계가 적절한가, 보고서 내용이 충실한가는 이해관계자나 관심
자에게 평가결과를 제공함에 있어서 편리성 및 효용성을 배가시켜준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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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것이 정리되지 못하고 체계적이 못하면 오히려 이해관계자나 관심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또 심할 경우 평가결과 이해에 혼란을 야기해 그릇된 의사결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결과요소의 의의와 예를 토대로 평가결과요소와 관련 있는 메타평가항목을 추출하면
Larson & Berliner(1983)의 평가보고서 양식(P2)과 Scriven의 KEC(1991)의 산출물(Part B ②), 비
교(Part B ④), 일반화 가능성(Part B ⑤)과 중요성(Part C ①), 메타평가보고서(Part C ③)이 포함되
며, 이찬구(1997) 중 평가보고서작성 및 배포(U1)가 적용되고, 홍형득(2000)의 결과활용전략평가보고
서(O1), 결과보고(O2)와 박종수(2003b)의 평가결과의 신뢰성 (O1),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O2),
평가결과보고 및 배포의 적정성(O3), 황병상·강근복(2005)의 평가결과(O&F1)가 평가수행요소 메타
평가항목과 관련이 있다.
이중 본 연구는 위에 언급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유형화하여 ① 평가결과와 ② 평가보고 두 항목을
평가결과요소의 메타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
<표 4> 메타평가결과요소와 각 평가모형 관련항목 비교

평가결과요소

L & B(1983)

KEC(1991)

P2

Part B ②,④,⑤
Part C ①, ③

이찬구(1997) 홍형득(2000) 박종수(2003b) 황&강(2005)
U1

O1, O2

O1, O2, O3

O&F1

주 : L&B(Larson and Berliner), KEC(Scriven’
s KEC).

5) 평가환류요소
평가환류요소는 체제적 모형에 생명력을 가져다준‘사고의 혁명’
이다. 왜냐하면, 체제적 모형에서
평가환류는 평가과정으로부터 산출된 평가결과를 재활용하는 과정으로서, 평가결과를 능동적으로 평
가과정에 재투입해 체제가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능토록 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과정 없이는 평가결과는 단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활용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환류는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평가환류요소는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 평가결과 공개범위, 그리고 평가결과의 보안성을
내용으로 하는 평가결과 공개와 평가결과의 활용성 및 평가결과 활용의 법적·제도적 보장성 등을 내
용으로 하는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평가는 평가자의 가치개입이 수반되는 과정으로 정책이나 사업과 같은 평가대상의 진퇴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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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결과 공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분별한 평가결과 공개가 평가대상자들의 저항 및 반발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그들
로 인해 평가결과의 왜곡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해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가 국가의 이익 또는 다수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면 평가결과 공개
범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동시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평가결과 공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거
나 이를 묵살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결과가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결과가 잠재적으로 활
용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평가결과는 직접적인 활용이 용이치 않더라도 향후 유사한 사안
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 따라서 평가결과 활용이 단편적이 않고 지속적이며 체
계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평가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평가환류요소의 정의와 예를 토대로 본 연구의 평가환류요소로 설정할 수 있는 메타평가
항목으로는, Larson & Berliner(1983)의 성과에 대한 의사소통(P8), 사업의 지속성 여부(O1), 사업절
차의 수정여부(O2), 사업에의 참여양태에 대한 사업대상 집단에 의한 결정(O3), 연구지속을 위한 연
구원들의 결정(O4), 유사한 사업의 시작, 수정 또는 종결에 관하여 해당 사업기관 또는 자금원에 대한
결정(O5)과 Scriven의 KEC(1991)의 권고 (Part C ②)가 포함되며, 이찬구(1997) 중 평가결과의 활용
(U2), 홍형득(2000)의 결과활용전략(U1), 의사결정영향(U2), 활용요소(U3), 활용메카니즘(U4)과 박
종수(2003b)의 평가결과 공개의 적정성(U1), 평가결과 활용성(U2) 그리고 황병상·강근복(2005)의
평가활용(O&F2)이 연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유형화하여, ① 평가결과 공개와 ② 평
가결과 활용을 메타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
<표 5> 메타평가환류요소와 각 평가모형 관련항목 비교

평가환류요소

L & B(1983)

KEC(1991)

P8, O1, O2,
O3, O4, O5

Part C ②

이찬구(1997) 홍형득(2000) 박종수(2003b) 황&강(2005)
U2

U1, U2, U3,
U4

U1, U2

O&F2

주 : L&B(Larson and Berliner), KEC(Scriven’
s KEC).

위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선행연구 평가요소의 비교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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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메타평가요소별 각 평가모형의 세부항목 상세비교
구분

평가환경요소

평가투입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소

평가환류요소

Larson & Berliner
(1983)

I2, I3, I6, I8, I9,
P3, P4

I1, I4

I7, I10, P1, P5,
P6, P7

P2

P8, O1, O2, O3,
O4, O5

Scriven(KEC)(1991)

Part A:①, ②

Part A:③, ④, ⑤
Part B: ③

Part B: ①

Part B:②, ④, ⑤
Part C: ①, ③

Part C: ②

이찬구(1997)

R2, C1, C2,(I2)*

R1, R3

C3, I1, (I2)*

U1

U2

홍형득(2000)

C1, M3

C2, C3, C5

C4, M1, M2

O1, O2

U1, U2, U3, U4

박종수(2003b)

C1, C2, C3, I2

I1, I4, I5

C5, I3, P1, P2, P3

O1, O2, O3

U1, U2

황병상₩강근복(2005)

P1, P2, P3

Po1, Po2

P4, Po3

O&F1

O&F2

주:(

)*는 그 내용상 구분에 있어 중복이 가능한 요소를 의미함

2. 메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개발
위와 같이 기존의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평가항목을 평가요소에 적합하게 재분류한 결과를 토
대로 본 연구목적인 메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평가체제요소별로 설정하면 아래와 같다.

1) 평가환경요소
평가환경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① 평가기조, ② 평가추진 조직체계 그리고
③ 평가시기 및 주기로 설정하였다.
첫째, 평가기조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ⅰ) 평가의 법적·제도적 근거 (Part A ①, ② ; 박C1)6),
ⅱ) 평가목적의 합리적 타당성 (박C3 ; 이C1 ; 황·강P1), ⅲ) 평가규정의 유무 및 내용적 적절성 (이
R2), 평가에 대한 관심과 저항의 정도 (박C1) 등이다.
둘째, 평가추진 조직체계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는 ⅰ) 평가주체와 객체의 명확성 (박C2
; 황·강P2), ⅱ) 평가조직 선정의 공정성 (이I1), ⅲ) 평가조직의 기능적 적정성 (이R2 ; 박I2 ; L&B
I6황·강Po1), ⅳ) 평가조직의 법적·제도적 근거 (박 I2) 등이다.
셋째, 평가시기 및 시간에 관한 메타평가항목 관련 평가지표는 ⅰ) 평가시기의 적절성 (L&B I3 ;
황&강 P3), ⅱ) 평가시간의 충분성 (L&B I2 ; 이I2) 등을 설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평가환경요소에 관한 사업성과 메타평가지표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각각의 평가지표는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도출된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 )에 있는 약어의 뜻은 L&B(Larson and
Berliner), Part A,B,C(Scriven’
s KEC), 이(이찬구), 홍(홍형득), 박(박종수), 황&강(황병상·강근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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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환경요소 메타평가지표
메타평가 구성요소

메타평가항목

메타평가지표
평가의 법적·제도적 근거 : (Part A ①, ②; 박 C1)

평가기조

평가목적의 합리적 타당성 : (박C3; 이C1; 황·강P1)
평가규정의 유무 및 내용적 적절성 : (이 R2)
평가에 대한 관심과 저항의 정도 : (박 C1)
평가주체와 객체의 명확성 : (박C2; 황·강P2)

평가환경

평가추진
조직체계

평가조직 선정의 공정성 : (이 I1)
평가조직의 기능적 적정성 : (이R2; 박I2; L&BI6; 황·강Po1)
평가조직의 법적·제도적 근거 : (박 I2)

평가시기 및 시간

평가시기의 적절성 : (L&B I3; 황·강 P3)
평가시간의 충분성 : (L&B I2; 이I2)

주 : L&B(Larson and Berliner), Part A,B,C(Scriven’
s KEC), 이(이찬구), 홍(홍형득), 박(박종수), 황&강(황병수·강근복)

2) 평가투입요소
평가투입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① 평가인력과 ② 평가자료 등이다. 이러한
메타평가항목을 보다 자세히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평가인력 메타평가항목에 관
한 평가지표는 ⅰ) 평가인력 선정기준의 적정성 (홍C3 ; 박I1), ⅱ) 평가인력의 질적 전문성 (L&B I4 ;
이R1 ; 홍C3 ; 박I1 ; 황·강 Po1) 그리고 ⅲ) 평가인력의 양적 충분성 (이R1 ; 홍C3 ; 박I1 ; 황·강
Po1)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평가자료 메타평가항목에 관한 평가지표는 ⅰ) 평가자료(양적·질적)의 적절성 (이R3 ; 박I5
; 황·강Po2)과 ⅱ) 평가자료의 신뢰성 등 이다. 위에서 언급한 평가투입요소에 관한 사업성과 메타평
가지표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투입요소 메타평가지표
메타평가 구성요소

메타평가항목

메타평가지표
평가인력 선정기준의 적정성 : (홍 C3; 박 I1)

평가인력
평가투입

평가인력의 질적 전문성 : (L&B I4; 이 R1; 홍 C3; 박I1; 황·강 Po1)
평가인력의 양적 충분성 : (이R1; 홍C3; 박I1; 황·강 Po1)

평가자료

평가자료 (양적·질적)의 적절성 : (이R3; 박I5; 황·강Po2)
1. 평가자료의 신뢰성7)

주: L&B(Larson and Berliner), Part A,B,C(Scriven’
s KEC), 이(이찬구), 홍(홍형득), 박(박종수), 황&강(황병수·강근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이렇듯 메타평가지표에 설정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검토에서 언급되지 못하고 누락된 것이다. 그러나 메타평가지표
개발과정에서 해당 지표가 본 연구에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별도로 추가한 지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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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수행요소
평가수행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① 평가방법, ② 평가절차 및 평가과정 그리
고 ③ 평가과정의 융통성 및 공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메타평가항목 별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첫째, 평가방법 메타평가항목은 ⅰ) 평가방법의 적정
성 (L&B I7 ; 이I1 ; 박P1, I3), ⅱ) 평가모형의 적절성 (L&B I10 ; 박C5), ⅲ) 평가지표의 적절성 (홍
C4 ; 이I1 ; 박C5)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평가절차 및 평가과정 메타평가항목에 관한 평가지표는 ⅰ) 평가절차의 적합성 (L&B P1 ;
Part B① ; 이I1 ; 박P2 ; 황·강Po3), ⅱ) 평가절차 및 일정의 준수 (박P2)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 평가과정의 융통성 및 공정성 메타평가항목의 평가지표는, ⅰ) 평가과정의 융통성 (L&B
P6, P7)과 ⅱ) 평가과정의 공정성 (이I2 ; 홍 M2)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평가수행요소에
관한 사업성과 메타평가를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표 9>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수행요소 메타평가지표
메타평가 구성요소

메타평가항목

메타평가지표
평가방법의 적정성 : (L&B I7; 이 I1; 박 P1, I3)

평가방법

평가모형의 적절성 : (L&B I10; 박 C5)
평가지표의 적절성 : (홍 C4; 이 I1; 박 C5)

평가수행

평가절차 및 평가과정

평가절차의 적합성 : (L&BP1; Par B①; J.C. F1; 이I1; 박P2; 황·강Po3)
평가절차 및 일정의 준수 : (박P2)

평가과정의 융통성

평가과정의 융통성 : (L&B P6, P7)

및 공정성

평가과정의 공정성 : (이 I2; 홍 M2)

주 : L&B(Larson and Berliner), Part A,B,C(Scriven’
s KEC), 이(이찬구), 홍(홍형득), 박(박종수), 황&강(황병수·강근복)

4) 평가결과요소
평가결과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① 평가결과와 ② 평가보고 등이다. 이러한
메타평가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평가결과 메타평가항목의
평가지표는 ⅰ) 평가결과 도출의 민주성과, ⅱ) 평가결과 및 점수의 적정성 (박O1 ; 황·강O&F1)이며,
평가보고 메타평가항목 평가지표는 ⅰ) 평가내용의 충실성 (L&B P2 ; 이U1 ; 박O2 ; 황·강F1)과,
ⅱ) 평가보고의 적정성 (홍O2 ; J.C. U6 ; 이U1 ; 박O3)이다.
위의 사항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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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결과요소 메타평가지표
메타평가 구성요소

메타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보고

메타평가지표
평가결과 도출의 민주성
평가결과 및 점수의 적정성 : (박 O1; 황·강 O&F1)
평가내용의 충실성 : (L&B P2; 이 U1; 박 O2; 황·강O&F1)
평가보고의 적정성 : (홍 O2; J.C. U6;이 U1; 박 O3)

주 : L&B(Larson and Berliner), Part A,B,C(Scriven’
s KEC), 이(이찬구), 홍(홍형득), 박(박종수), 황&강(황병수·강근복)

5) 평가환류요소
평가환류요소 메타평가항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① 평가결과 공개와 ② 평가결과 활용 등이다.
이러한 메타평가항목을 보다 자세히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첫째, 평가결과 공개 관련
평가지표는 ⅰ)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 (L&B P8 ; 홍U1 ; 박U1, U2), ⅱ) 평가결과 공개범위 적정성
(홍U1 ; 박U1), 그리고 ⅲ) 평가결과의 보안성 등이며,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평가지표는 ⅰ) 평가결과
의 활용성 (이U2 ; 황·강O&F2), ⅱ) 평가결과 활용의 법적·제도적 장치 (홍U4)등 이다.
위에서 언급한 각 평가구성요소 별 평가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환류요소 메타평가지표
메타평가 구성요소

메타평가항목

메타평가지표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 : (L&B P8;홍 U1; 박 U1, U2)

평가결과 공개
평가환류

평가결과 공개범위의 적정성 : (홍 U1; 박 U1)
평가결과의 보안성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성 : (이 U2; 황·강 O&F2)
평가결과 활용의 법적·제도적 장치 : (홍 U4)

주 : L&B(Larson and Berliner), Part A,B,C(Scriven’
s KEC), 이(이찬구), 홍(홍형득), 박(박종수), 황&강(황병수·강근복)

3. 책임운영기관의 특성과 메타평가모형과의 연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메타평가 모형 내 평가지표 중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지표로,
① 평가목적의 합리적 타당성, ② 평가조직의 기능적 적정성, ③ 평가인력의 질적 전문성, ④ 평가지표
의 적절성, ⑤ 평가결과 및 점수의 적정성 등을 들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 사업평가를 메타평가하기 위해선, 책임운영기관이 경제적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
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감안하여, 타 조직과 달리 사업성과 평가목적을 이원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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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평가인력 및 조직이 일반적 사업조직
및 공조직 평가와 달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책임운영기관
에 대한 적실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평가지표도 책임운영기관의 이중적 성격(경제적 이익과 공익의 동시추구)을 감안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간의 비율배분에 유의해야 한다. 비계량지표는 특성상 평가자의 가치 개입이
필연적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계량지표의 계량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책임운영기
관 중 국립중앙극장과 같이 문화예술분야를 다루는 기관의 경우, 획일적인 계량화는 오히려 평가의 적
실성을 저하 시키는 문제를 야기함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김태훈, 2005).
책임운영기관은 매해 사업성과평가 결과로 순위가 정해져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은 1차 평가(자체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를 원하며, 그 결과 1차 평가 점
수가 해마다 상승하여, 급기야 평가점수가 95~99점 사이에 집중되는‘평가결과 과잉상승’
의 문제점
이 야기되고 있다(김태훈, 2005).8) 따라서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
가결과 및 점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점검이 요구된다.

Ⅳ. 메타평가에 있어 Stufflebeam의 Checklist 방식의 적용
1. Stufflebeam의 checklist 방식 개관
본 연구는 평가자가 평가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서 도출한 메타평가항목별 평가지표를 토
대로, 체크리스트를 통한 메타평가방법론을 적용한다.9)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방법은 평가결과를
점수화 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용이하여 실제 평가에 있어 적용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10)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는 6개의 체크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체크포인트는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도출된 메타평가항목의 평가지표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통상적으로 평가 시 사용되는 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자체가 연말에 실시한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 2차 평가를 받아 그 결과
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9) 평가 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Shepard(1977), Stufflebeam(1999; 2000), Scriven(2000), Horn(2001),
Hartmann & Loizides(2001), 그리고 박종수(2003b)를 들 수 있다.
10) 보통 평가 시에도, 계량지표에 의한 점수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Stufflebeam(2000)에서 소개된 평가방법은 각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
검만으로 평가점수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 평가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평가를 행할 수 있어 실효성
면에서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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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 체크포인트의 수는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수가 너무 적으면(3개미만)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며, 반대로 그 수가 너무 많을 경우(6개 초과)일 경우에는 체크포인트간의 중복성
여부와 분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된 부분을 고려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6개로 구성하였고 이는 체크리스트
를 점수화하여 연구를 수행한 대표적 경우인 Stufflebeam(1999, 2000)의 연구경향을 따른 것이다.
평가요소별 평가결과는‘탁월’
,‘우수’
,‘보통’
,‘미흡’그리고‘불량’등 5단계11)로 평가를 하고, 평
가결과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93% 이상이면 탁월(excellent), 93%미만 68%이상이면 우수
(very good), 68%미만 50%이상이면 보통(good), 50%미만 25%이상이면 미흡(fair), 25% 미만이면
불만(poor)으로 평가하며, 메타평가항목의 수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12)
체크리스트는 문헌검토, 인터넷 검색자료 또는 평가전문가들과 면담 및 자문을 통해 작성하였다.

2. 메타평가요소 별 체크리스트 설정
1) 평가환경요소
평가환경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은 크게 3개로 구성되며, ① 평가기조, ② 평가추진 조직체계 그리고
③ 평가시기 및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각 메타평가항목의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를 언급하면, 첫째‘평가기조’중 평가의 법적·제도적
근거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Ea와 Eb이며, 평가목적의 합리적 타당성
은 Ec, 평가규정의 유무 및 내용적 적절성은 Ed, 그리고 평가에 대한 관심과 저항의 정도는 Ee와 Ef
이다.
둘째,‘평가추진 조직체계’
항목 중 평가주체와 객체의 명확성은 Eg, 평가조직 선정의 공정성은 Eh,
평가조직의 기능적 적정성은 Ei와 Ej 그리고 평가조직의 법적·제도적 은 Ek와 El을 들 수 있다.
셋째,‘평가시기 및 시간’
항목 중 평가시기의 적절성은 Em, En, Eo가 해당되고 평가시간의 충분성
은 Ep, Eq 그리고 Er이 해당된다.
위에서 언급한 메타평가항목의 메타평가지표를 토대로 설정한 평가환경요소 체크리스트는 <표 12>
와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체크리스트 간에는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각 단계별 체크 수는‘탁월’
은 6개 모두,‘우수’
는 5개,‘보통’
은 4개,‘미흡’
은
2-3개 정도, 그리고‘불량’
은 0-1개로 정한다.
12) Stufflebeam의 평가결과단계별 평가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전환하였을 때,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5점 척도에서 중간수
준의 결과단계를 우리나라에서는‘보통’
으로 언급하는 것에 비해 미국에서는‘good’
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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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환경요소 체크리스트
평가환경요소(Environment: E)
메타평가항목

메타평가지표
평가의 법적·제도적 근거

평가기조

평가목적의 합리적 타당성

평가주체와 객체의 명확성
평가조직 선정의 공정성
평가조직의 기능적 적정성

평가조직의 법적·제도적 근거

평가시기의 적절성
평가시기 및 시간
평가시간의 충분성

구분
Ea

평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다.

Eb

평가목적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경제적 이익, 공익 달성)

Ec

평가규정의 유무 및 내용적 적절성 평가규정이 있으며 내용이 적절하다.
평가에 대한 관심과 저항정도

평가추진 조직체계

체크리스트
평가실시 동기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 되어 있다.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

Ed
Ee

평가에 대한 저항이 크다.

Ef

평가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Eg

평가조직 선정이 공정하다.

Eh

평가조직이 기능적으로 적정하다.

Ei

평가조직 구성에 있어서 평가대상의 사업특수성이 고려되었다.

Ej

평가조직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 어 있다.

Ek

평가조직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다.

El

평가시기가 적절하다.

Em

평가시기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어 있다.

En

평가주기가 타당하다.

Eo

평가시간이 충분하다.

Ep

평가단계별 시간안배가 적절히 되어 있다.

Eq

평가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r

2) 평가투입요소
평가투입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은 크게 2개로 구성되며, 이는 ① 평가인력과 ② 평가자료 이다. 각 메
타평가항목의 평가지표 별 체크포인트는, 우선‘평가인력’중 평가인력 선정기준의 적정성은 Ia가, 평
가인력의 질적 전문성은 Ib, Ic, Id가, 평가인력의 양적 충분성은 Ie와 If 가 해당되며,‘평가자료’중
평가자료(양적·질적)의 적절성은 Ig와 Ih가, 평가자료의 신뢰성은 Ii, Ig, Ik, Il이 해당된다.
위에서 언급한 메타평가지표를 토대로 만든 체크리스트는 다음 <표 13>와 같다.

3) 평가수행요소
평가수행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은 3개로 구성되며, ① 평가방법, ② 평가절차 및 평가과정 그리고 ③
평가과정의 융통성 및 공정성 등이 그것이다. 위의 메타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체크리스트
를 살펴보면 첫째,‘평가방법’중 평가방법의 적정성은 Pa, Pb, Pc가 , 평가모형의 적절성은 Pd가, 그
리고 평가지표의 적절성은 Pe와 Pf가 각각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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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투입요소 체크리스트
평가투입요소(Input: I)
메타평가항목

메타평가지표

체크리스트

평가인력 선정기준의 적정성

메평가인력

평가인력의질적 전문성

평가인력의 양적 충분성

평가자료 (양적·질적)의 적절성

평가자료
평가자료의 신뢰성

구분

평가자 선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Ia

평가에 적합하게 평가단이 구성되었다.

Ib

평가자가 해당평가에 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Ic

평가단이 피평가기관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Id

평가자수가 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

Ie

평가상황에 따라 추가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If

평가자료의 성질(양적·질적)이 적절하다.

Ig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자료의 구비정도가 양호하다.

Ih

평가자료의 출처가 명확하다.

Ii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Ig

자료수집방법이 적법하다.

Ik

평가자료가 신뢰적이다.

II

<표 14>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수행요소 체크리스트
평가수행요소(Process: P)
메타평가항목

메타평가지표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방법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Pa

평가도구가 평가목적에 맞추어 적절하다.

Pb

평가도구가 일반적이다.

Pc

평가모형의 적절성

평가모형이 존재하며, 평가틀로 적절하다.

Pd

평가지표의 적절성

평가항목(평가대상 포함)의 특성에 맞게 계량지표 및 비계량
지표가 사용되었다.

Pe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가 평가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Pf

평가절차가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Pg

평가과정이 적합하게 구성되어있다.

Ph

평가방법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절차의 적합성
평가절차 및 평가과정
평가절차 및 일정의 준수

평가과정의 융통성
평가과정의 융통성
및 공정성
평가과정의 공정성

평가수행일정이 적절하다.

Pi

평가절차가 잘 준수되었다.

Pj

평가과정이 잘 준수되었다.

Pk

평가수행일정이 잘 준수되었다.

Pl

평가과정 중 평가자원의 재배분이 가능하다.

Pm

평가과정의 전략적 재설계가 가능하다.

Pn

필요에 따라 평가지원인력의 보강이 가능하다.

Po

평가과정이 독립적이다.

Pp

평가과정이 공정하다.

Pq

평가 시 외부적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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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평가절차 및 평가과정’중 평가절차의 적합성은 Pg, Ph, Pi가, 평가절차 및 일정의 준수는
Pj, Pk, Pl이 해당된다.
마지막‘평가과정의 융통성 및 공정성’중 평가과정의 융통성은 Pm, Pn, Po가, 평가과정의 공정성
은 Pp, Pq, Pr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메타평가지표 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다음 <표 14>과 같다.

4) 평가결과요소
평가결과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은 ① 평가결과와 ② 평가보고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평가결과’
메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 중 평가결과 도출의 민주성과 관련 있는 체크리스트는 Oa, Ob, Oc가
해당되며, 평가결과 및 점수의 적정성과 관련 있는 체크리스트는 Od, Oe, Of를 들 수 있다.
‘평가보고’중 평가내용의 충실성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는 Og, Oh, Oi가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평가보고의 적정성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는 Oj, Ok, Ol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메타평가지표 별 체크리스트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결과요소 체크리스트
평가결과요소(Output: O)
메타평가항목

메타평가지표

평가결과 도출의 민주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및 점수의 적정성

평가내용의 충실성
평가보고
평가보고의 적정성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결과 도출에 피평가자의 의견수 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Oa

피평가기관의 의사투입에 관해 제도 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Ob

이미 나온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다.

Oc

평가결과 및 점수의 과잉상승 없이 적정하다.

Od

평가결과 및 점수에 대해 저항이 없었다.

Oe

평가결과 및 점수의 기대치가 높다.

Of

평가보고서에 체계가 논리적이다.

Og

평가내용이 충실하다.

Oh

평가결과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다.

Oi

평가보고시기가 적절하다.

Oj

최종보고서 배포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Ok

최종보고서 배포현황이 체계적으 로 관리되고 있다.

Ol

5) 평가환류요소
평가환류요소의 메타평가항목은 ① 평가결과 공개와 ② 평가결과 활용 등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
선‘평가결과 공개’중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과 관련 있는 체크리스트는 Fa, Fb, Fc가 관련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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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공개범위의 적정성과 관련 있는 체크리스트는 Fd와 Fe가 해당되며, 평가결과의 보안성과
관련 있는 체크리스트는 Ff를 들 수 있다.
‘평가결과 활용’중 평가결과의 활용성과 관련 있는 체크리스트는 Fg, Fh, Fi, Fj를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평가결과 활용의 제도적·법적 장치’
에 해당되는 체크리스트는 Fk와 Fl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메타평가지표 별 체크리스트는 다음 <표 16>와 같다.

<표 16>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 평가환류요소 체크리스트
평가환류요소(Feedback: F)
메타평가항목

메타평가지표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공개범위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보안성

평가결과의 활용성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평가결과 활용의 법적·
제도적 보장성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Fa

평가결과가 피평가기관 구성원에 공유 되고 있다.

Fb

평가결과 공개시기가 적절하다.

Fc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시 평가결과가 공개 된다.

Fd

일반인들에게 평가결과가 공개 된다.

Fe

평가결과 공개 전까지 보안유지가 철저하다.

Ff

평가결과에 대한 개념적 활용이 이루 어진다.

Fg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하고 있다.

Fh

전년도 평가결과를 사업성과평가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Fi

및 인센티브가 적절하다.

Fj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Fk

평가결과 활용미비 시 강제수단이 있다.

Fl

3. 체크리스트 결과 분석 및 점수화 방법13)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수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각 메타평가항목은 6개의 체크리스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증적 점검을 통해 해당
체크리스트에 평가결과를 표시한다.14) 체크된 문항의 수가 6개이면‘탁월’
, 5개이면‘우수’
, 4개이면
‘보통’
, 2-3개이면‘미흡’그리고 0-1개면‘불량’
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메
타평가요소에 있는 메타평가항목을 체크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본 체크리스트 결과 분석 및 점수화 방법은 Stufflebeam(2000)의 연구에서 소개된 방법을 차용한다.
14)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과정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족하고 있으면 체크리스트 표의 구분 란에‘●’
표로 표시하고 이의 개수
를 통해 점수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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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동일한 메타평가요소 내의 메타평가항목 중‘탁월’
로 등급이 부여된 항목은 가중치 4점,‘우
수’
로 등급이 부여된 항목은 가중치 3점,‘보통’
으로 등급이 부여된 항목은 가중치 2점,‘미흡’
으로
등급이 부여된 항목은 가중치 1점 그리고‘불량’
으로 등급이 부여된 항목은 가중치 0점을 부여한다.
각 항목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예를 들면, 평가환경요소 중 평가기조항목과 관련된 6
개 체크리스트 문항 중 체크된 문항이 5개면 평가기조 평가항목은‘우수’
로 판정되고 가중치 3점을
부여받는다.
3단계, 총점의 최고점은 메타평가항목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항목이‘탁월’
로 등급이 부여되
었을 경우가 총점의 최고점이며, 반대로 모든 항목이‘불량’
이였을 경우 총점 0점이 최하점이다. 이와
같은 경우 최고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100%로 설정하고 93%이상이면‘탁월’
, 93%미만 68% 이상이
면‘우수’
, 68%미만 50% 이상이면‘보통’
, 50%미만 25% 이상이면‘미흡’그리고 25% 미만인 경우에
는‘불량’
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평가환경요소인 경우, 메타평가항목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럴 경우 3개 항목 모두‘탁월’
로 평가되었다면‘탁월’
의 가중치는 4점이며, 평가항목의 수가 3
개 이므로 총점 최고점은 3(항목수) 4(가중치)로 12점이 만점이 된다.15) 같은 방식으로 최하점을 산출
하면 최하점은 0점이 되며, 0점과 12점 사이를 앞에서 언급한 비율로 등분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체크리스트 결과분석 및 점수화 예시표
총점

백분율

평가등급

12점

93% 이상

탁월

9점~11점

68%이상

우수

6점~8점

50%이상

보통

3점~5점

25%이상

미흡

0점~2점

25% 미만

불량

4단계, 3단계와 같이 메타평가요소 별 평가항목 수에 적합한 평가등급범위가 설정되면 2단계에서
계산된 총점을 3단계의 평가등급범위에 대응시킨다. 예를 들면, 평가환경요소 중 평가기조 메타평가
항목이‘탁월’
, 평가추진 조직체계 항목이‘우수’그리고‘평가시기 및 시간’
항목이‘보통’
으로 판정
되었다면16), 각각의 가중치는 4점, 3점, 2점이며, 총점은 7점이다. 이를 3단계의 평가등급범위에 대응
시키면 총점 6점~8점 사이에 대응되며, 따라서 평가환경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보통’
으로 평
가된다.
5단계, 총점 최고점 대비 획득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은 경우 총점 최고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총점은 각 평가항목의 수와 평가결과에 따른 가중치의 곱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수로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16) 각 메타평가항목의 판정은 1단계의 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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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을 100점으로 하였을 때, 획득총점 7점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58.3점이다.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도출된 평가점수는 동일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두 메타평가항목을 평가했을 때, 공히‘보통’
으로 평가등급이 결정되었을지라도,
체크리스트의 점검결과에 따라 구체적 평가점수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수차이는 같은 등
급의 평가항목일지라도 상호간 우열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 판단근거로 사용되어 진다.

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론적 함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항목 및 평
가지표들을 분석하여,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에 적합한 메타평가항목 및 메타평가지표를 개발했
다. 특히 체제적 접근방법(systematic approach)을 사용하여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를 평가환
경요소, 평가투입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소 그리고 평가환류요소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요소
별로 평가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메타평가항목 및 메타평가지표를 개발했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메타평가를 보다 쉽게 적용하기 위하여 Stufflebeam(2000)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수화 평가방식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는 각각의 평가항목에 일정수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여, 이를 실증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함으로써 평가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메타평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된 체크리스트는 본 연구와 유사한 다른 메
타평가에 있어서도 평가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 적용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선행연구자들(Stufflebeam, 2000 ; 박기식, 1995 ; 이찬
구, 1997 ; 박종수, 2003)과 같이 체크리스트 간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체크리스트 간 중
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평가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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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군과 지역사회
: 협력적 민군관계 형성을 위한 과제

최 용 환

1980년대 말 탈냉전과 민주화는 한국 사회에서의 의제와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과거 국
가의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공공영역의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매우 두드러진다. 특히 안보문제와 같이
전형적인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에서 민군관계의 쟁점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아니라 군과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미시적 영역으로 변화하였다.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안보의 공공재적 성격에 기인한다. 즉, 안보의 편익은 전 국민이 고르게 누리지만, 안보
부담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군사력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민군관계의 현안을 검토한 것이다.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원인은 이해갈등을 조정할 입법의 부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절차적 문
제,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문제, 불합리한 교부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민원 시스템 자체가 개선되어야하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군협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인 부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체별로 검토한다면 중앙정부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군 관련 부서
와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군은 군 행정의 개선과 민원 시스템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 역시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한 합리적 문제제기라는 원칙에 동의해야 한다.

주제어 _ 민군관계, 민주화, 탈냉전, 공공재 갈등, 군사시설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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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Democratic Era

Choi, Yong-hwan

Although there is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compared to
the period prior to 1987, the so called authoritarian era in Korea, it is clear that Korean government has
advanced forward in terms of procedual democracy. Such changes in Korea have led to dialogue on
national issues like civil-military relations.
Since military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have been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s authority,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have not been consulted regarding the related policies. However, as
democracy has matured, we are facing a new situation where it is no longer possi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dictate policy without and cooperation.
Civil-military conflict problems become more noticeable due to irreversible Korean internal
changes. So central government has to make the law to manage civil-military conflicts. And public
service system needs to upgrade its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sum up, Central government s one-way policy, which does not reflect local communities
interests, has a high possibility of failure. When government decides on policy, it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local citizen opinions, even on issues of national security.

Key words _ civil-military relations, democratization, interest, conflict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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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탈냉전 이후 전 세계의 안보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탈냉전의 의미에 대해 후쿠야마(Fransis
Fukuyama)는“자유민주주의가‘인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점’
이나‘인류 최후의 정부형태’
가될지
도 모르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역사의 종말’
이 된다”
(Fukuyama, 1989)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후쿠야마의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소 냉전 구도의 붕괴로 인하여 강대국
들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난 수백년 동안 세계 전쟁의 중심이었던 서유럽의 안
보 상황이 전례 없이 안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는 한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가 변
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미군 운용 전략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 역시 잔존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제기하는 핵위협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불투
명하게 만들고 있다. 한·중·일 간의 민족주의적 대립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체 논의는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고려
할 때, 한국 사회에서 군(軍)의 역할은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탈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에 한국은‘민주화’
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민주주
의’
가 무엇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라
는 최소강령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수용하였을 때1) 한국 사회는 1987년 이후 민주화된 것으로 평
가될 수 있다. 1987년 이전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전환(transition)이었으며, 이것은 한국 정치 체제 내에서 군(軍)의 위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였다.
특정 국가 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지닌 조직이 군대이며, 그 결과 인류 역사에서 군사 지도자가 국
가를 지배하는 경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세기에 들어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나타난 군사정권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며, 그와 같은 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우울한 역사의 경험
에서는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한동안 한국사회에서 민군관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civ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헬드(D. Held)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오늘날 자신의 견해가 좌파, 우파, 중도파 등 어느 편에 입각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
서구, 동구권, 남미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정권들이 민주주의를 자처한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Held, 1987) 이 책에서 헬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는 달(Robert Dahl) 등이 주장
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수용하기로 한다. (Dahl,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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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였다(Janowitz, 2003).2) 자노위치(Janowitz) 등의 정의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민군관계란,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간의 힘의 우위 관계로써 정치적 권력관계’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선진 국가들을 포함하여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민군관계의 쟁점은 군
에 대한 문민통제 유형에 대한 것들을 넘어선 듯하다. 한국 사회에서 군(軍)의 정치적 중립성, 문민통
제, 군 전문직업주의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으며3),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이 군사 쿠데타를
염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처럼 탈냉전과 민주화는 한국 사회의 쟁점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군(軍)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탈냉전 이후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개별 국가에 제기되는 안
보위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미시적인 차원까지 분화되고 있다.4) 이에 따라 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북한이 제기하는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한국군의 일차적인 과제는 변함이 없으나,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과거에 국가의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다.
즉, 미시적인 차원5)에서의 민군관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며, 군과 민의 협력적인 관계는 적과의 싸움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군이
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군의 전투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다층적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할 것이다.
안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안보의 편익은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으며(비경합성), 특
정 개인이 안보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배제시킬 수 없다(비배제성).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부
담은 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한반도 중부 접경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방
어해야 하는 서부접경지대에서 그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게다가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집중되는 지역이자, 같은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과 경기
남부와 다르게 발전이 정체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군관계에서 발생하는 민군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미시적인 차원의 민군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민군관계의 유형과 정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조영갑(2006) 참조.
3) 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 등(김광식, 2007)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탈냉전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현인택(1999), 황병무(2001), Buzan(1998), Lipschutz(1995) 등 참조.
5) 전통적인 안보 연구의 일차적인 관심은 ① 핵 전략에 관한 연구, ② 군비통제 연구, ③ 핵 억지에 관한 연구, ④ 재래식 억지 및 재래식
전략에 관한 연구, ⑤ 국가 안보정책의 결정요인 연구, ⑥ 안보딜레마에 관한 제도적 차원의 대응, ⑦ 군사사(military history) 등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안보연구 범주 구분은 Nye and Lynn-Jones(1988) 참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안보 연구 영역을 거시적인 차원
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심은 안보 연구의 주류이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정의하는 미시적
인 차원의 문제들은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발생하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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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주화 이후 민군관계의 쟁점
1. 민주화와 공공재 갈등
제도와 행태,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거보다 성숙해졌다. 구체적으로 언제부
터 한국 사회가 민주화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나, 1980년대까지의 권위주의 정권에 비해
현재의 한국 사회가 더욱 민주화되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특히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청산과
관련하여서는 1987년 6월의 대규모 민주항쟁을 민주화의 기점으로 삼기도 한다.(최장집, 2002: 163)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다음의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consolidation)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공고화’
란, 모든 행위자들에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치 무대에서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윤성석·이
삼성, 2002: 185 ; 홍재우, 2005: 48)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헌팅턴
(Huntington, 1991)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으로 두 차례의 정권교체가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하고, 다이아몬드(Diamond, 1990)는 정치·사회·경제·문화 영역에서 엘리트와 대중이 공히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제도화·내면화·습관화·일상화하는 과정을 민주주의 공고화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는 두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헌팅턴
의 정의하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민주적 절차의 내면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공고화의 낮은 단계에 있다고 평가(배한동, 2001: 3-4)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비해 다양한 국민들의 시
각과 요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
에서 국민의사 수렴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국가는 민주화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으로부터 자율적이었으
며, 그 결과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주민이 반대하는 정책이 좌초되는 사례들
이 증가하고 있다. 영월 동강의 댐건설이 폐기된 사례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정책의 장기 표
류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재도입된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따라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는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즉, 국가의 정책 추진
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선출직(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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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관련이 있다(임정빈·장우영, 2004: 299).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는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
인이기 때문에 특정 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지역의 선출직 단체장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현상이 사업의 성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갈등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특정 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
구조에 따라 사업 자체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결론은 지극히 평범한 것
이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서 주민 의사의 반영은 매우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중앙 행정부처에서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이익을 받는 지역 및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 및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현행 주민지원제도
근거법률

대상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상수원관리지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상수원관리지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상수원관리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상수원관리지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지원성격

계획보상

자연공역구역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주변영향지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주변지역

간접보상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2007: 78)

1989년 6월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이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
(1994. 8. 3),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1995. 1. 5),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제도(1999.
2. 8),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1999. 9. 7), 접경지역 지원제도(2000. 1. 21), 개발제한구역(2000. 1.
28),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인접지역 지원제도(2004. 2. 9),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지원제도
(2004.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원 지원제도(2005. 3. 18), 자연공원구역 주민지원제도
(2005. 3. 31),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지원제도(2005. 5. 31) 등이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이러한 형태
의 주민지원 사업은 16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제도들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볼 때,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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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말 민주화 이후 이러한 법률과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1952년부터
유지되던 매향리 미군 사격장 폐쇄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사격장의 폐쇄로 이어졌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미군의 주요 사격장을 폐쇄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대책은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이었다. 결국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처리 문제는 부안에서의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방폐장지원특별법(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하고 특별지원금 3,000억원, 연간 반입 수수료
50~100억원,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의 특혜를 약속하고, 주민투표를 거친 끝에 경주로 결정되었다(하승
우, 2006: 37-75). 1993년부터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700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추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6) 평택 미군기지 이전 역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0년까
지 18조 이상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2007년도에 일단락이 되었다.

2. 민주화 이후 민군관계의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군에 대한 문민통제나 직업주의에 기반한 군, 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은 더 이상 민군관계의 핵심쟁점이 아니다. 오히려 안보 개념의 확장과 군의 역할, 민
주화 이후 변화된 군의 위상 등이 민군관계와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나 안
보개념의 진화와 별개로 한반도의 안보현실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위협요인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
다. 냉전의 마지막 잔재가 남아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한국군의 역할은 탈냉전 시기에도 크게 변화하
지 않고 있는 것과,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안보 이슈의 확장이 한반도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높아진 주민들의 목소리는 과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군에서 필요
로 하는 전시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 장애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주
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역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
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화 이후 다양한 주민지원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공공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조선일보」
(2007. 4. 14) ;「동아일보」(200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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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둘러싼 갈등관리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이었던
안보와 국방 관련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는 감지된다.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처
리하는 과정에서‘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2004. 12. 18)이 제정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이전인 2001년 조사에 의하면 동두천, 파주, 의정부, 평
택 등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지만, 지역별로는
의정부시가 주한미군에 대한 비호감도(
‘매우 싫어한다’
와‘어느 정도 싫어한다’
)가 49.6%로 가장 높
았으며, 평택시는 25.8%로 가장 낮았다.
<표 2>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구분

전 체
빈도

비율

동두천
빈도

비율

파 주
빈도

비율

의정부

평 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좋아한다

37

3.1

14

4.5

8

2.7

2

0.7

13

4.4

어느 정도 좋아한다

156

13.0

43

14.0

41

13.8

22

7.3

50

17.0

그저 그렇다

558

46.5

138

44.8

139

46.6

127

42.3

154

52.4

어느 정도 싫어한다

266

22.2

72

23.4

56

18.8

88

29.3

50

17.0

매우 싫어한다

178

14.8

38

12.3

53

17.8

61

20.3

26

8.8

무응답

5

0.4

3

1.0

1

0.3

-

-

1

0.3

계

1200

100.0

308

100.0

298

100.0

300

100.0

294

100.0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01: 89)

2003년 10월 평택 미래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군기지의 평택 추가이전에 대해
응답자의 41.3%는 반대, 39.4%는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
용에 대해서는 65.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미군기지 추가이전 찬성률은 송탄지역이
49.6%로 가장 높았고 평택지역이 32.3%로 가장 낮았다.7) 이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본다면 평택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였으며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조
건에서는 찬성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충분한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 문제는 200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외부세력의 개입
논란과 숱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미군기지 이전 사례 이외에도 경기 북부 지역에는 군 주둔 및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 사
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포천, 파주 등 주요 사격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격장 소음과 관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한국일보」
(200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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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수원·성남 등 비행장 주변지역에서는 비행장 소음문제 그리고 고도제한 완
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의 경우 비행장 소음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리하여 보
상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성남의 경우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와 관련한 고도제한 해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나, 신규로 군 관련 시설이 이전하는 지역들에서 이
러한 갈등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
무대 및 35사단 이전사업, 국군 기무사령부 이전사업, 특전사령부 이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8)들이 주민
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Ⅲ. 군(軍)과 지역사회 갈등 요인: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1. 군(軍) 주둔에 대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인식9)
경기북부 주민들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군부대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기를 원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응답자의 54.3%가 군부대 시설의 필요성
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지역에 위치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지역 내 군부대 시설이 피해만 줄 뿐이
라는 응답(10.9%)까지 포함하면 전체 65.2%가 자신들의 거주 지역 내 군부대가 위치하는 것에 부정
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지역내 군부대 시설
단위 : %

54.3
23.1

꼭 필요한 시설이나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함

많은 도움을 주며,
꼭 필요한 시설임

11.7

10.9

기타

피해만 줄 뿐, 전혀
필요하지 않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개별 사업들의 진행 및 해결과정에 대해서는 최호준(2007) 참조.
9) 이하 출처를 명기하지 않은 모든 여론조사 내용은 2008년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인식조
사에 기초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2008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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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하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답
(59.0%)과 일맥상통한다(<그림 2>참고). 지역사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25.5%)는 의견
을 포함할 경우 대다수의 주민들은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일방적 피해에 대해 부정적 견
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군 주둔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국가안보와 지역희생
단위 : %

59.0
25.5
13.8

불가피하나,
적절한 보상 필요함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

불가피함

1.7
기타

2. 군 주둔과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
1) 이해갈등 조정을 위한 입법의 부재
군 주둔과 군사훈련 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군 주둔이 지역경제에 기여
하거나(강한구 외, 2009), 재난 및 재해 구호활동이나 영농지원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군 주둔과 군사 활동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피해로‘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개발제한, 재산권 행사 제약, 교통통제, 소음 및 정신적 피해 등)’
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 신체·건물·재산 피해, 오염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제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경제가 많이 발전된 지역이 아님10)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지역개발 저해 및 정
주 환경 여건 악화 등 지역경제 발전 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2008년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3.9%로 전국 평균 53.9%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8%에 달
하는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하며, 주한미군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22.2%, 국내 최대의 군 사격
장이 위치하고 있는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3.1%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가평군은 25.6%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파주시의 경우도 49.4%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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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체의 원인이 단순히 군부대의 주둔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군 주둔과 관련하여 주민들
의 불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림 3> 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
피해

심한 피해
0%

20%

보통

거의 심한 없음

40%

도시개발 및 계획 제한 20.8

전혀 피해 없음

60%

80%
24.4

38.1

100%
11.0

5.8

재산권 행사 제약

15.2

교통통제 및 혼잡

8.5

소음 및 정신적 피해

6.3

도시 미관 훼손

8.0

지역 이미지 훼손

5.0

21.3

31.8

주변 환경 오염

5.6

17.5

39.0

농어촌 활동 지장

5.5

하천 및 토양오염

2.9

신체 및 건물 피해

2.2

지역 정서 불안

2.2

11.9

33.1

36.4

16.3

농작물 피해

1.7

13.0

31.9

36.9

16.4

폭행 등의 범죄

2.7

10.3

재산상 피해

2.4

9.2

29.4

31.8

35.5

23.6

25.8

29.0
30.0

10.8

22.0

10.9

25.7
28.6

32.9

18.1

32.4
39.9

7.3

22.7

29.0

36.1

17.4

7.3

19.1

28.1

32.1

13.8

16.3

28.6

36.4

12.9
12.2
12.5
13.6
18.3

38.4

19.6

39.6

18.7

대한민국 헌법 제23조11)는 재산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
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도록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
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07: 74-75).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과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합법적
이고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
할의 하나이다. 하지만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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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상수원 관리지역, 댐·발전소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률이 제정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물론 군사시설 주변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
여 입법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입법을 미루는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
또한 미군기지 평택이전 및 용산기지 이전 등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피해
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의 경우, 1974년 6월 27일‘방위시설주변의생활환경정비등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항공기 소음 대책, 주택 방음공사, 녹지대 정비, 특정 방위시설 주변 정비 교부금 등이 포함된 획기적
인 것이다. 동 법안에 의한 기지 주변 생활환경 대책은 방위시설청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
해방지공사의 지원, 학교 등 소음 방지공사의 지원, 주택 방음공사의 지원, 녹지대 조성, 민생안전시
설의 조성 등의 사업을 방위청 예산으로 직접 시행하고 있다. 방위시설청이 기지대책비로 사용하는 예
산은 1979년 이후 일본 전체 방위비 예산의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방위시설청의 전체 예산 중
기지대책비가 90%를 차지함)(허훈, 2003: 114).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격장, 훈련장, 비행장, 탄약고 등 군사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민원이 집중되
는 특정 군사시설 주변지역과 관련하여서도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행장 소음과 관
련하여서는 2009년 하반기에‘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등 소
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
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3~4건의 관련 법률이 국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법률안 중
일부는 사격장 소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격장과 비행장의 소음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격장 소음과 관련한 국내 기준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방부가‘군 소음 특별법’
을 제정하여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국방부, 2009: 141-143)은 민군관계와 관련하여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에
서 산정(국방부, 2007)한 소음대책 비용은 전국적으로 8조 6,700억원에 달한다. 군부대 소음 대책 비
용은 기본적으로 국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비용은 국방 관련 전력 증강 비용에 못지않게 중요하
지만 아직 우리의 국방비에는 그런 항목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즉, 군(軍)이 군 부대의 주둔이나 군
사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9년 현재 우리의 현실은
관련 입법도, 피해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나 기준도 없으며, 이를 보상하려고 하여도 국방비에는 관련
예산도 없고, 관련 인력도 부족(강한구·강소영, 2006: 17-20)하다.

2) 절차적 문제12)
군사시설 관련 규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은 비단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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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군사시설 관련 규제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상·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
을 느끼고 있다.
예컨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가 축소되고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 관련 업무의 처리절차는 변화가 없었다.
<표 3> 군협의 민원처리 현황(2005-2007)
구

분

처리결과
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기타(취하 등)

총계

23,103

10,212

5,575

5,987

1,329

경기북부

22,723

10,185

5,245

5,983

1,310

경기남부

379

27

329

4

19

자료 : 경기도(2008b: 8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과 협의를 거
쳐야 한다. 그러나 군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신증축 등 관련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협의’
라기 보다는‘승인’
에 가깝다.
군이 부동의 한 내용을 검토하면 관측과 사계(射界) 제한을 이유로 한 부동의 비율이 전체 부동의의
2/3에 달한다. 군사 작전의 특성상 적을 관측하고 사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한 부동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군의 행정 편의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책임자들의 수동적 태도도 문제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의 행태를 보면, 협의에 동의해서 담당자가 문책 받을 수는 있으나, 부동의를 이유로 문책 받는 경
우는 없다. 즉, 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용할수록 담당자의 위험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업
무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군사행정이 변화되어야 한다.
주민과 군의 협의 과정에서 동일한 지역, 유사 사례에 대하여 협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군이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혹은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어떤 지역에서는 군
이 동의해준 반면, 다른 지역의 군부대는 부동의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주민들을 군 행정이 무원칙하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지휘관이나 담당자의 교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특정 지역의 군부대는 주민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이하의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2008b: 154-177)의 내용과 경기도(2008a)의 연구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경기북부 지역 시·군 군사
시설보호구역 업무 담당자 인터뷰, 주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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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조적인데 반하여 다른 지역의 군부대는 군 협의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도 주민들의 불만
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여 동일하고 합리
적인 군 협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군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조건13)을 부과하는 경우
가 많다는 것도 주민들의 주요한 불만 사항이다. 또한 군 협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
는데, 서류 작성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부동의시 주민들의 불
만은 더욱 증폭되는 문제가 있다. 즉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군 협의를 준비14)하였으나, 부동의 되는
경우 해당 주민은 고스란히 부담만을 안게 된다. 국방예산에 주변지역대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조
건부 동의에 부과되는 사항들의 실행 비용을 군에서 도와주는 방안, 군 협의 서류 작성에 필요한 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

3)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군용 차량들의 상당수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크고 무거우며, 고속으로 운행하기 어렵다. 군부대
차량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훈련 기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많은 차량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야지에서 기동훈련을 마친 차량들이 도로에서 운행하게 되면 먼지가 많이 일
게 되고, 중장갑 차량들의 경우 커다란 소음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군부대의 주 기동로는 일반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도로보다 더 넓고 견고해야 한다. 하지만
군부대가 대규모로 주둔하는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도로 등 SOC를 건설할 때 군부대의 교통수요를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반도로보다 더 넓어야 할 도로가 실제로는 매우 좁게 건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도로를 따라서 대규모의 군부대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게 되면, 그 자체
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주 기동로 상의 교통 통제가 실시되는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군부대의 이동이 빈번한 주 기동로에 대해서는 교통관련 SOC를 확충해야하고, 군부대가 집
중된 지역에 대한 교부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군용 차량의 저속운행과 대규모 이동 등으로 인한 피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예컨대 ○○ 골프장 건설 사업의 경우 군은 조건부 동의를 해주면서‘대전차 장애물용 낙석 2개소, 전투진지, 민간인 통제 초소 자동화
시스템 설치’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 수해도로 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군은‘위병소 설치, 부대간판 설치, 과속방지, 반
사경 설치 및 야외주차장 포장’등을 조건으로 동의해주었다. ○○도로 개설에는‘대전차 장애물용 낙석 및 폭파킷 10개 설치(예산 4억
3천만원 소요)’조건부, ○○ 골프장 사업에는 1개소에 8백만원 정도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전투진지 3개소 설치’조건부 동의가 이루
어졌다. (자료: 연천군 종합민원과 존안자료)
14) 연천군 종합민원과 존안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군 협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류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규모의 경우 30-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여기에 부동의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재협의 시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설계 변경
비용은 물론이고 군의 조건부 동의에 따른 요구조건 수용시 시설물 설치비용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 연천군에서만 2007년 기준으로 연
간 3억 4천만원의 군협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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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이기 위해서는 훈련의 사전 고시, 운행 속도의 조정 등 세밀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격장의 경우 직접적인 인명이나 가축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탄피해는 물론이고, 훈련과정에
서의 소음(특히 야간 사격 훈련),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 중장비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등이 집중되는 곳이다. 비행장의 경우에도 고도제한은 물론이고, 항공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
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탄약고의 경우 외부에서 보기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주변지역에서의 건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등 민원이 집중되는 곳이다.
인가와 인접한 소규모 군사시설의 경우 통폐합을 통해 이전·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대규모 사격장 등은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을 국방부가 매입하고, 주민들을 이전시키
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불합리한 교부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주민들 이외에 군 주둔과 관련하여 도로, 상수도,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를 비롯하여 도로파손, 도로 청소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들을 지출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둔 군인을 인구에 포함하여 교부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행 중에 있다.
하지만 교부세 산정기준 6개 항목(환경공해비, 도시계획비, 지역경제비, 지역개발비, 상수도비, 도로
유지비) 중 4개 항목(환경공해비, 지역경제비, 지역개발비, 도로유지비)의 60%만이 교부세로 산정되
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군부대가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
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군사시설에 대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도 없고,
군 부대로 인해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 지자체는 이
중, 삼중의 재정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한 지역개발 정체 및 상대적 자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
는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이다. 실지로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은 교부세 산정기준에 해당 지역 주둔
군인 수 100% 반영, 산정기준 6개 항목(환경공해비, 도시계획비, 지역경제비, 지역개발비, 상수도비,
도로유지비) 100%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군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도로 등의 이용에 있어서는 해당 지
역 거주 주민들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동등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교부세 산정기
준에 군인이 100%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더하여 사격장 등 피해가 큰 군사시설이 주둔
하는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교부세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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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군과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과제
1. 민원 시스템 개선
대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한다.
대형 이슈도 있지만 소소한 사건들도 많다. 예컨대 전차나 장갑차 등 군 궤도 차량이 이동 중에 논이나
밭 가장자리를 밟고 지나간다거나, 좁은 길에서 담벼락 일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
은 일견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군부대
관련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반복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보상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과 관련된 민원은 일선 시군청에서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다. 기본적으로는 국방부를 상대로 해야
하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일부 대형 사격장들은 훈련이 아니라 평가를 목적으로 한 사격장도 있다. 즉, 전국의 군
부대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 어떤 훈련장15)은 미군 전용인
곳도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군부대가 아닌 타지역 군부대와 사이에 발생한 민원, 혹은 미군과의 사이
에 발생한 민원은 불가피하게 국방부를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 군부대 훈련장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고령의 농민들이다. 제도에 서툴고 시간
과 비용이 부족한 사람들이 군부대로 국방부로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특히 소소한 사건이나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더욱 그렇다.
예컨대 군 궤도차량이 고추밭 서너 평을 밟고 지나갔는데 어느 부대 차량인지 모르는 경우, 수 만원
에 불과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 금액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 시군청에서
도 군부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군부대를 찾아가야하고, 때로는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경우 대개는 피해를 그냥 감수하게 되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커다란
불만으로 쌓이게 된다. 혹은 근처 사격장에서 유난히 야간사격을 많이 하면서 가축들의 유산율이 증가
하는 경우, 소음과 가축 유산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심증은 뚜렷하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불편은 심하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십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포천시의 영평사격장이 대표적임.
16)「헤럴드 경제」(2009. 10. 14).
“하늘, 땅, 바다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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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이나 비행장 주변지역에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정도
거리가 이격되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만 배상과 관련하여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런 지역 주민들은 소음의 특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한다. 즉, 같은 크기의 소리라
도 음악소리와 싸우는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매우 다르게 들리고, 심리적인 영향도 차이가 있다는 것
이다. 도심의 일상 소음과 총포가 발사되는 소리, 헬기가 저공비행하는 소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2007년말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내 군부대 시설, 군사훈련, 주둔 군인들의 행동으
로 인해 주민들이 경험한 직접적인 피해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 및 가축 피해의 경험(62.2%),
군사시설보호 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토지사용 제한의 경험(57.3%), 지가하락 등 재산상 손해의 경험
(55.8%)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군 피해 빈도

피해자 수

(단위 : 건)

토지사용제한

재산상손해

공유지사용

영농제한

소음피해

환경오염

군범죄피해

169

163

54

51

139

67

44

피해 빈도

372

418

83

181

710

99

54

피해 경험율(%)

57.3

55.8

20.4

18.9

62.2

24.7

14.6

그런데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무려 93.5%의 주민들이 제기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단지 6.5%의 주민들만이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림 4> 군부대와 관련된 불편 또는 피해로 인한 민원 제기

93.5

단위 : %

6.4
있다

없다

또 군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토지사용 제한이
57.6%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로 인한 민원 제기(31.8%), 소음 및 진
동으로 인한 주민 및 가축 피해 민원 제기(29.5%), 오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에 따른 환경오염 민원
제기(17.4%)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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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민원제기 내용
단위 : %

57.6
31.8

29.5

17.4

10.6

9.8

9.1

토지사용 재산손해 소음피해 환경오염 영농/영업 농작물
제한
제한
피해

6.1

3.0

토지무단 군범죄
사용
피해

기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빈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민원제기가 높은 것은 소
음 등의 피해를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측정이 어려운 것, 심리적인 것 등 매우 다양하다는 것
이다. 이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제기한 군 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응답자 중 민
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15.9%이고, 매우 불만족한다(22.7%)와 불만족한다(25.0%)는 의견이
47.7%로 만족한다는 응답자(4.5%)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6> 민원 처리 결과
31.8
22.7

단위 : %

25.0

15.9
4.5

처리되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군 관련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어느 곳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는 시/군청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2,044명 중 군 관련 민원 발생시, 시/
군청에 민원 제기를 하겠다는 의견이 35.6%로 여타 민원 제기 가능 기관(중앙정부 13.8%, 군부대
13.6%, 읍·면·동사무소 13.5%, 경기도청 13.5%)을 크게 상회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시군청은 군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경기 북부 지역 시군 가운데 군 관련 업무
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한 시군은 연천군이 유일한 실정이다. 다른 시군의 경우 도시계획이나 재난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군 관련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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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민원해결기관
35.6

단위 : %

13.8

시/군청

중앙정부

13.6

군부대

13.5

읍면동
사무소

12.8

경기도청

5.9

3.1

1.7

지역사회

지역언론

기타

따라서 민원 시스템이 주민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소액 민원의 경우에는 일괄적으
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군 담당자가 군부대가 아닌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선 지자체에 상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군협의 시스템 강화
주민들이 보기에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 주둔지 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거
나, 군사시설의 용도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규제가 지속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군 입
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유휴지라 하더라도 장래의 작전 소요를 예상하여 계속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
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입장
에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계속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없으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군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긴요하다.
현재 민군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부대와 일선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군의 비밀주의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는 없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군부대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제고
민군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민군협의체 등 제도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군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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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군인들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소비주체의 하나이다. 장병들은 물론이고
영외거주 장교들의 경우와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 지역사회의 소비주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군
부대 자체도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과거 군부대 주변 지역들의 경우 군부대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하지
만 최근 군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연관성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군의 위수지역의 해제로 휴가 및 외출외박 장병들이 주둔지에 머무르지 않고, 영외거
주 장교들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둔지 주변에 거주하지 않아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군부대의 주둔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악화되고, 이제는 군
인들조차도 주변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하기 싫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은 사람
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의 부족으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악순
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등 군부대 주변지역
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군부대 역시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증가시
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예컨대 일선 부대가 필요한 물품을 지역사회에서 직접 구입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투쟁적 시민사회라는 정치적 유산을 낳았다(윤성석·이삼성, 2002: 193194). 이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공고화)와 관련하여 극복되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
고 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동일시되어 영원한 소수(eternal minority)를 만들어내는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는 공고화되기 힘들다. 특히 한국처럼 투쟁적 시민사회의 유산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소수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된다면 이는 상당한 정치·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투쟁적 시민사회라는 민주화의 우울한 유산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주적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이 민주주의의 심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군(軍)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민주화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냉전 시기 권위주의 정부 치하에는 이것
이 잠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이러한 잠재 갈등이 표면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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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의 본질이 결국은 이해갈등이라고 해서 이를 단순히 NIMBY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 왜
냐하면 국가의 활동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안보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는 여전히 국가 중심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
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보관련 비용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적법하고 합법적인 국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
였다면 국가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적절한 보
상이 없이 특정지역 주민이 지속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민주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군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국회 포함)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부의 경우
2009년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력(戰力)획득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6), 국방부가 군사시설주변지역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갈등의 문제가 안보와 관련된 가
치갈등으로 비화되어 타협의 여지가 축소되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
다. 또한 중앙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관
련 주민들이 참석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군 관련 인력과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 2청과
연천군에 군 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시관련 부서에서 군(軍)관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 특성별 보상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군(軍)은 민원 처리 시스템과 관련 군 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의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
적 효과를 제고하고, 민군협의 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군(軍)에 대한 한국 국
민들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군 시설과 군사훈련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지속적으
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안과 함께, 군과
지역사회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누적된 것이므로 군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피해의 정도와 객관적으로 측정한 피해가 다를 수
있고, 전반적으로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존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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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전망
: 북한내부요인과 통일 이후 경기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 형 백

이 논문은 북한공간구조의 형성 요인을 고찰하고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공간구조의 형성
요인으로는 북한내부요인을 고찰하였으며, 북한공간구조의 변화 요인으로는 북한내부요인과 더불어 외부요인으로
통일 이후 경기도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한의 공간구조의 형성 요인을 고찰하고, 둘째, 북
한내부의 공간구조 변화 요인을 고찰하고, 셋째, 북한 외부의 공간구조 변화 요인으로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와 경
기북부 지역의 개발, 그리고 2009년 12월 발표예정인‘초광역권 개발계획’
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넷째, 이를 통하
여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북한공간구조변화에 미칠 영향을 탐색하였다. Friedmann은 인구이동, 자본투자, 의사결
정, 혁신의 확산이라는 공간흐름에 의하여 공간구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
정에서 경제성의 원칙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가장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의 공간구조는 첫
째, 공간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의 표현, 둘째, 공간에 대한 정치적 판단, 셋째, 공간에 대한 군사적 판단, 넷째, 북
한식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간에 경제성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북한은 자본주
의 국가인 남한과는 다른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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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Formation and
Change Prospec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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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nternal Factor and Relation with
Gyeonggi-Province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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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tudy spatial structure formation and change prospects in North
Korea. In the spatial structure formation side, focused on North Korea’s internal factor. And in the
spatial structure change prospects side, focused on not only North Korea’s internal factor but also
relation with Gyeonggi-Province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efficiency are
reflected in the spatial structure in capitalist country. The principle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are
different. North Korea is an socialist country. So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s
spatial structure and South Korea’s spat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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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 논문은 북한의 국토공간구조의 형성 요인을 고찰하고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
업의 입지요인(locational factor)은 일반인자와 특수인자, 국지인자와 집적·분산인자, 자연적(또는
기술적)인자와 사회적(또는 문화적)인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의
입지에 따른 직업(또는 고용기회)이 인구를 유인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Friedmann(1973: 65-84)은
인구이동, 자본투자, 의사결정, 혁신의 확산이라는 공간흐름에 의하여 지역공간구조가 형성된다고 보
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성의 원칙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경제, 즉 계획경제이다.
또, 최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가 북한 지역
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빈약하다. 통상적이고 전반적인 사실 이외에 우리가 북한 지역에 대
해서 알고 있는 것은 보도 매체, 또는 간단한 문헌 등에서 엿볼 수 있는 단편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체계적인 지역연구가 거의 없다. 특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종래의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국내의
불안 요인, 국제 정치 질서의 재편으로 북한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변화의 조짐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이미 경제특구 형태의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시도해오고 있으나 정치적·경제
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아, 극히 제한적 개방 정책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황만익·이기석,
2005: 1).
더욱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상정할 경우, 경제의 영역은 급변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경제가
파탄이 나고, 공식적인 경제시스템이 사실상 와해되었지만 이것이 급변사태를 유발할 만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급변사태는 경제적 조건도 작용하지만 굳이 따지면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북한의 특성이다(양문수, 2009: 302).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면,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그‘평균적 가능성’
을 찾아야 한다. 우선 이 점에서 볼 때, 북한식 사회주의 유형은 중국형 사
회주의와 그 유형 자체가 다른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섣불리 중국식 전망
을 한다거나, 중국식 정책 처방을 하는 것은 북한체제의‘가능성의 한계’
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중국형 또는 베트남형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농민과 농업에 기반한 분권적이고 느슨
한 사회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주의는 공업에 기반한 철저한 관료제적 사회주의
유형인 북한형 사회주의보다 탈사회주의적 변화능력이 훨씬 컸다고 할 수 있다(박형중, 1997: 131154). 따라서 북한은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고립된 반면, 가장 개혁과 개방이 어려운 국가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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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개혁·개방에 역행하는 것이며, 북한을 더욱 폐쇄적인
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 논문은 첫째, 북한의 공간구조의 형성 요인을 고찰하고, 둘째, 북한내부의 국토공간구조 변화 요
인을 고찰하고, 셋째, 북한 외부의 국토공간구조 변화 요인으로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와 경기북부 지
역의 개발, 그리고 초광역권 개발계획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넷째, 이를 통하여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향후 북한의 국토공간구조변화에 미칠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의 완성도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내
부에 국토공간구조를 왜곡시키는 다양한 형성 요인이 존재하고, 특히 공간구조라는 것이 정책의 결정
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토공간구조변화는 극히 가변적이다.

Ⅱ. 북한의 국토공간구조1)의 형성 요인
1. 공간2)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의 표현
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수반한 도시는 진보를 의미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성장한 도시는 대부분 공업
도시였고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임형백·이성우, 2003: 23). 19세기의
사회이론 분야에서 이 현상은 Marx, Engels, Tonnies, Simmel, Durkheim과 같은 많은 이론가들
의 저술을 생산케 하는 배경이 되었다(Hansen and Chorney, 1990: 1). Durkheim(1956)은 도시에
서 밀도증가와 분업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전통적인 사회관계나 제도의 해체에 따른 경쟁
적이고 일탈적인 개인주의를 팽배시키며, 그 결과 도시적 병리가 만연하게 된다고 보았다.
Engels는“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비단 그것이 가능할 뿐더러,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라고 했으며 이는 Marx에 의해서도 똑같이 주장
되어 왔다(Valenti, 1960: 48-54).
Engels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소도시들에 공업과 농업을 고루 배치하게 되면, 도₩농의 격차해소가 가
능하다고 보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농촌은 농민계급을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악조건으로부터 해방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논문에서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는 이러한 3차원의 입체공간에 인구의 이동→자본의 유입→기술개발, 아이디어의 창출, 혁신
등의 기능적 상관성(또는 동태적 연관성)을 가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유형·무형의 구조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국
토공간구조, 지역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로 세분하여 사용하였다.
2) 이 논문에서 공간(space)은 물리적 공간을 기초로 한, 3차원의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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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도시노동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Engels는 이 길만이 결국 대도시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슬럼화를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촌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이것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김원, 1998: 216).
이러한 Engels의 인식은 독일의 특수한 상황의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에서 연유한다. 독
일은 1871년 Bismarck에 의해 통일되기 이전까지 300여개의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다. 독일이란
지명 Germany도‘혈연관계가 있는’
,‘같을 조상을 가진’이라는 뜻을 가진‘germane’
에서 유래하
였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독일이라는 국가 못지않게 300여개의 도시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이
강하다. 또 조상들이 살아왔고 자신들이 태어난 옛 도시국가가 위치하였던 지역에 더 커다란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리한 면이 많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수도권으로 모
여들지도 않고, 태어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인구가 분산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각
지역의 문화유산이 보존되고, 산업이 고르게 분포되며, 물류(physical distribution)가 발생하고, 조
상의 가업을 이으면서 장인정신이 살아남게 된다.
이후,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의 근대화를 이끈 핵심인물들 Lenin, V. I., Luxemburg, R.,
Bukharin, N. I., Trotsky, L., Bauer, B 등의 저작들은 대체로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의 시각에서, 농촌과 도시, 집적되는 중심부와 분산되는 주변부 간의 통합적이고 공시
적인 적대관계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Soja, 1997: 46-47). 이들은 한결같이 농촌은 도시와 대립
되는 지역이면서 도시에 의하여 수탈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대부분
20세기를 전후한 유럽에 국한되어 있어 후대 학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였다(임형백·이성우, 2004:
43).
북한의 국토개발철학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의 이상
도 사회주의 건설에 두고 기존의 자본주의적 잔재를 없애는 것과 그것의 파행성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식민지적 파생성의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북한정권은 제1차로 착수
한 과업이 토지개혁이다(김원, 1998: 211). 이처럼 공간(space)에 사상적 또는 정치적 이념을 투영하
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특징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다른 국토공간구
조(spatial structure)를 형성하도록 한다.
사회주의 이념에서는 자본주의 도시의 문제점이 자본가들의 물질적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분
별한 도시성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도시의 성장을 계획적으로 규제하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적
정규모3)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정희윤, 2009: 92). 이러한 노력은 과도시화(overurbanization)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최적 도시규모 분포(optimal city size distribution)와 도시의 공간적 계층구조(urban spatial hierarchy)는 있으나 도시의 최적 규모
(optimal size for city)는 없다. 그런데 도시의 실제 규모는 최적 규모에 비해 항상 크다는 주장이 있다(Alonso,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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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집적 불경제(agglomeration diseconomies)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집적의 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가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이 협동농장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민을 농업협동
체의 일원으로 묶어 둠으로써 집단화된 상태에서 주민이동을 통제하려는 데 있으며, 둘째, 그와 관련
하여 농촌의 인구정착을 유도하면서 도시에로의 인구유출 및 이농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농촌인
구유출로 도시가 팽창하면 자본주의적 도시병폐가 재생된다고 보기 때문이며, 주민통제를 통한 체제
유지적인 수단으로서도 큰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김원, 1998: 213-214).
북한의 국토관리사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도시·농촌을 균형개발한다는 전략이다. 김일성은
일찍이 자본주의와 식민지적 잔재가 뿌리깊은 북한사회를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는 길은 국토공간상
에서 양분되어 있는 도시와 농촌의 대립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김원, 1998: 215).
도₩농통합론에 대한 찬₩반논의는 그후 1928-1931년 사이에 소련이 이상적인 사회주의‘소련도시’
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Cook, 1978: 354-363). 이후 중국에서는 1957년 정
풍운동 때 하방운동(下方運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김일성은 1964년「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를 발표
하여 도₩농균형론과 상호의존론을 주장함으로써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이론을 제시하였다(김일성,
1964: 466-499).
북한의 도시개발은 주거지와 근로지의 근접개발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조성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
을 균형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간의 생활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주도에 의하여 추
진되었다(안정근, 2009: 137).
도₩농의 격차를 없애고 국토를 균형발전시킨다는 것은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있어서‘이데올
로기화’
되어 온 사항이다. 오직 이것만을 달성함으로써만이 자본주의가 가진 대도시의 슬럼화, 농촌
황폐화와 같은 만성적인 모순을 극복,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김원,
1998: 215).
한편, 사회주의 국가는 공간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려고도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
가 평양이다.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평양은 파괴되었다. 북한은 평양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계획에 착수했다. 그러나 북한은 당장 평양을 재건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보니, 장기간의 계획수립 기간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설적이게도 평양은 우수한
계획도시로 재탄생하였다.
오늘날 평양의 면적은 서울의 약3배이다. 인구는 평양시 중심의 150만과 시 외곽의 위성군을 포함
하여 300만명 정도이다. 대체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귀족층, 남쪽은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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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특수층과 공무원, 무역회사 종사원 등으로 구성된 중산층, 그리고 일반시민이 있다. 북한은 공
산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무리한 군비확장 등으로 인하여 식량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평양에
서도 식량사정으로 1997년부터 성분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을 평양 외곽으로 축출하여 왔기 때문에,
평양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다(임형백, 2007: 324).
북한의 인구를 시₩도별로 비교하면, 북한에는 수도인 평양을 제외하고는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없
다. 9개의 도(道) 가운데 자강도와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등 산악지역에 위치한 도의 인구가 상대적으
로 적다. 북한의 도시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산간지방을 제외하고는 각 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
고 있다. 이는 행정적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소도시 육성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해 연안 도시벨트의 중심 도시인 평양과 남포를 비롯한 평안남₩북도의 인
구구성을 볼 때 이 지역의 인구는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집중되어 있다(이승일, 2009: 19-21).

2. 공간에 대한 정치적 판단
북한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치 및 군사적 판단에 의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단핵공간구조
와 분산적 토지이용에 따른 비합리적 대중교통 이용, 신분계층에 따른 도시간·도시내 주거환경의 불
균형, 정치적인 요인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
회주의 체제에 의해 도시공간이용의 효율성보다는 주체건축사상의 실현과 같은 정치적 이념이 강조되
고 있다는 점인데, 그로 인해 대도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조방적으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의 도시는 단핵 공간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자급자족의 분산형 생활권
을 추구하고 있어서 정치적 이유로 인한 조방적 토지이용과 함께 대중교통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승일, 2009: 43).
북한이 정권수립과 동시에 채택한 국가전략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중공업 중심
의 자본축적 전략과 자립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경제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군사
적’관점에서 경제활동을 계획화·조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군사노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군사정책 및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가 운용되었다(강성종, 2004: 33).
북한의 산업단지는 크게 해안 산업단지와 내륙 산업단지로 구분되는데 해안 산업단지는 서해안의
평양, 신의주와 동해안의 청진, 김책, 함흥, 원산 등에 소재하며, 내륙 산업단지는 강계, 안주, 박천 등
에 소재한다(안정근, 2009: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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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북한도시의 특성별 분류
공업중심도시

구분

대도시

도시규모
(인)

중소도시

중공업중심도시
60만 이상

남포, 함흥, 청진

45-60만 미만

순천

30-45만 미만

단천

15-30만 미만
15만 미만

도시입지

내륙도시
해안도시

안주, 구성, 정주, 희천,
나진·선봉, 김책, 해주

경공업중심도시

교육·행정 기타
서비스중심도시
평양

개성, 개천, 신의주,
사리원, 원산
강계, 혜산, 신포

덕천, 만포, 회령, 송림

문천

안주, 구성, 정주, 회천, 김책, 순천,

개성, 개천, 사리원,

단천, 덕천, 만포, 회령, 송림

강계, 혜산

남포, 함흥, 청진, 나진·선봉, 해주

신의주, 원산, 신포, 문천

평양, 평성

자료 : 이상준(2001)

북한은 군(郡)을 도₩농균형발전의 공간적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김일성의 교시와 이론적 근거에 따
라 구체적인 육성전략으로 군을 기본단위로 해서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방공업
화 이론의 기조는 농민들을 자연의 종속물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식민지적,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방공업화를 통해 농촌도시화(ruralurbanization)라는 새로운 인간정주 공간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도₩농통합 및
균형발전을 달성한다고 보고 있다(김원, 1998: 218).

3. 공간에 대한 군사적 판단
북한이 이토록 지방공업의 육성을 농촌에다 강조한 도₩농통합적 이데올로기의 기저에는 안보상의
이유도 있다. 김일성은 1960년 10월‘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촉진하는 노동자 대표자회의’
에서 유사
시에는 중공업제품, 소비물자, 농산물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국방상의 이익을 국토균형발전에 고
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전제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공업을 육성해야 할 국방상의 이유를
강조하였다(김원, 1998: 219 재인용).
이와 같이 군에 지방공업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은 군을 당과 국가의 말단지도단위로 삼아 정치적 거
점으로서 지방의 경제발전의 종합적 단위로서 육성하려고 하였다. 그것의 적정규모는 한 개의 군에 평
균 20개 정도의 협동농장, 15만 정보의 경지, 농업에 봉사하는 국영기업, 평균 10개의 지방공업과 기
업소, 1-2개의 중앙공업소 등을 가지는‘지역거점’
이 형성되는 것이다(김양손, 196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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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식 사회주의4) 도시계획
북한은 도시계획의 정의를 도시영역 안에서 건설될 거주지와 공장, 녹지 등을 상호연계 속에서 계획
하고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은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토건설계획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계획기간에 따라 총계획→세부계획→순차 및 연차건설계획→구획설계의 차례로 구성된다(김원,
1998: 239).
북한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공통적인 특징에 덧붙여 다음의 네 가지 기본개념을 따른다(김현수,
1994).
첫째, 철저한 지역균형개발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①공장, 기업소는 원료산지 및 소비지의 접
근, ②전국토를 구성하는 각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③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 격차의 해소, ④자연환
경의 보호, ⑤중공업시설 우선건설에 의한 혁명무력역량의 강화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원칙으로서 Marx가 상정했던 자본주의의 발전에 뒤이은 사회주의의 도래와는 달리
대부분이 20세기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봉건제도의 말기나 자본주의 진입초기에 사회주의화되었기 때
문에,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이념적 목표의 달성보다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량
을 늘려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대한 부응이 시급한 과제였다5).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지역개발
및 도시성장도 총량적 성장중심의 계획경제가 추진됨에 따라 개발여건이 좋은 항구도시와 교통요충
지, 그리고 일제하에 공업도시지역이 우선 개발되었고, 양강도, 자강도 등의 내륙지역이 크게 낙후되
었다. 특히 중앙계획총국의 계획주도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평양이 북한 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
였으며, 남포, 평성, 송림 등의 평양부근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다.
셋째, 군비강화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으며 경제건설도 군비증강 문제와 관련하에 추진
되었다. 북한이 중공업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바로 군비강화 목적 때문이었으며, 도시개발 역
시 중공업발전이 손쉬운 지역이 우선이 되었다. 군사적 고려에 의하여 산업을 배치할 경우 자원의 운
영상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륙오지에 생산시설이 건설되기도 하고 각 지역별로 공
업시설이나 상품생산시설을 분산시키게 된다. 즉,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다른 어떠한 요
구보다도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칙과 자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왔다(신
일철, 1987: 262-263).
5) 독일 라인주 태생의 Marx(1818-1883)는 1849년 이후 런던으로 거처를 옮기고 사망할 때까지 런던에 머물면서 집필을 하였다. 당시 유
럽은 영국을 선두로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노동자계층이 출현하였으나, 그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이것이 Marx가 집필할 당시의 시대상
황이었고, 따라서 Marx에게 있어서 혁명의 주체는 도시노동자였다. Marx가 사망한 이후, 그의 사상은 한쪽은 K. Kautsky(18541938)를 거쳐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이어졌다. 또다른 한쪽은 V. I. U. Lenin(1870-1924)을 거쳐, 러시아의 마르크스-레닌주의
(Marxism-Lennism)로 이어졌다. 이후, 전체국민의 80%가 소작농이었던 후진 농업국가였던 러시아에서, 1917년 11월 7일(Julian
Calendar 10월 25일) 러시아혁명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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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김일성의 현지교시로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이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는 등 김일성부자에게 절대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북한의 도시계획도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김일성이 전국
주요도시를 직접 시찰하면서 도시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른바‘현지교시’
는 김정일에 이르러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김일성의‘현지지도’
에 의해 추
진된 북한의 도시로는 평양, 원산, 청진, 해주, 남포, 함흥 등이다.

Ⅲ. 북한 내부의 변화 요인
1. 개혁·개방 전략의 모색
기존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 추진된 북한의 경제개방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과 같이 크게 4기로 구분할 수 있다(이기석 외 2인, 2001).
〈표 2〉북한의 경제개방
시

기

제 1기

특 징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대외자본 및 플랜트 도입기

제 2기

합영법 제정(1984) 후부터 1990년 초반까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도입기

제 3기

1990년대 초반부터 남북정상회담 전까지 경제특구 개발(나진·선봉 등)의 제한적 도입기

제 4기

남북정상회담(2000)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개방의지 적극적 표출기

자료 : 이기석 외 2인, 2001을 참고하여 작성.

북한이 대외개방전략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난 때문이다.
갈수록 더해가는 경제난의 해결을 위해 북한 스스로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
래했고 그 결과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전략은 불가피하였다. 북한 경제의 한계는 내부지향적인 발
전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내부지향적 발전전략은 자력갱생의 기반구축, 이를 위하여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주체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식‘수입대체전략’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서방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차관도입을 통해
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는 등 대외경제 활동을 강화하였다(김성철 외 4인,
2001: 170). 하지만 이것은 세계분업체제 안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는‘수출지향적’발전전략은 아니었다(강성종, 2004: 64). 즉, 1970년대 초반 당시 북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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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방향
부

문

주요 내용
- 내각의 경제부서의 역할 증대

정책결정의 분권화

- 지방정부의 책임 권한 증대
- 공장 기업소 경영책임자의 자율성 증대
- 농업부문에 책임생산제 도입

소유제도의 다양화

- 소규모 사적 생산 영리활동 추가 허용
- 사회협동단체의 경제활동 확대
- 개인적 물적 인센티브제도 확대
- 생산자 가격 위주

시장요소의 도입

- 농민시장의 활성화 및 종합시장화
- 금융기능의 확대
- 임금인상 및 가격체계 개혁
- 계획경제의 의무지표 축소
-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
- 경제특구 확대

대외경제

- 무역의 분권화
- 환율의 현실화
- 국제금융기구 참여

자료 : 강성종(2004: 247)

제개방 정책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을 급속히 확대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
보다 현대적인 기계설비와 기술을 도입하려는 데 있었다. 즉,‘수입주도형 성장(Import-led
Growth) 전략6)’
이 경제개방 정책에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다(최신림, 2002: 245).‘수출지향적’발전
전략을 채택할 경우, 수출을 위한 운송·물류면에서 유리한 곳에 산업이 입지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
이‘수입대체전략’또는‘수입주도형 성장 전략’
은 입지면에서‘경제성의 원칙’
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공장, 기업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공장, 기업들 사이의 생산적 연계
도 매우 복잡해졌다.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에 북한의 고정자본의 규모는 무려 10여배가 늘어났으
며, 새로운 공장, 기업들이 계속 건설되어 조업을 개시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년) 기간에
만 1만 7,785개의 현대적인 공장들과 직장들이 새로 조업하였다(이재기·서정익, 2007: 109).
북한에서 원가, 가격, 이윤, 수익성과 같은 가치 범주는 여전히 경제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보조
적 수단”
으로 이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리상우, 1999). 북한에서 경제 관리를 합리화하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전파를 막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수반
되지 않는 한‘수입주도형 성장전략’
은 성공하기 어렵다(Berline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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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본 수단은 계획 범주이며, 가치 범주는 계획 범주에 종속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실리주
의 원칙이란 계획 경제의 틀 안에서 원가, 가격, 이윤, 수익성 등과 같은 가치 범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실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계획적인 기준이 곧 실리를 따지는 기
준”
이다(리창승, 2000: 11). 이러한 계획 우위의 실리 추구는 자기 단위의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리경재, 2000: 57).
현 북한 체제는 아직(2002년도 초)까지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탈스탈린화 이전의 정치 및 경
제제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앞으로
상당기간 현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유지한 채로 지속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붕괴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개혁과 변화’
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개혁’
이란 정치적으로 탈스탈린화 과제를 완수한 이후 탈전체주의체제로 진입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현 부분개혁체제의 분권화를 거쳐, 계획경제와 시장기구가 공존하는 사회주의 상품경제
를 거쳐, 시장기구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진화하는 것이다(박형중, 2002:
175-176).

2. 경제특구
북한에서 비교적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대외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강성종, 2004: 204). 북한
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47호에 의건 나진·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구」
로 설정하고
각종 외자유치관리법을 정비·제정하였다(채미옥, 2009: 331).
특히 나진항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대이면서 태평양과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표 4〉한국, 중국, 러시아의 나진항 개발 계획
구 분

현

황

목

표

- 남한의 경우 부산-나진 항로는 현
한국

재 한중교역 중계노선으로만 이용

한국-유럽 간 컨테이너 운송능력

- 북한의 경우 하산으로 가는 철도 확충 등
는 유일한 북한-러시아철도노선

중국

러시아

동북3성 유일한 수출입 창구인 대련
항 포화 상태
극동 물류기지인 보스토치니항 포화
상태

비

고

- 나진에서 하산까지는 약55km거리
- 2005년 부산-보스토치니 간 수출
입물동량은 144,999TEU로 부산블라디보스톡의 물동량 능가
- 북태평양 진출통로의 부재
훈춘-나주-미주 잇는 항로 개발

- 현재 훈춘에서 하산까지 40분 소요
- TCR과 하산 연결 추진

하산-나주-한반도 잇는 물류망 확보

- 하산(러시아어:Хасан)은 TSR
과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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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해상화물 처리를 담당하는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임형백, 2007: 324).
하산스키 군(Хасанскийрайон)은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에 위치한 군으로 연해주의 최남단에 위
치해 있다. 하산(러시아어:Хасан)은 하산스키 군의 중심지이며, 푸틴 대통령이 국제자유무역지구로
개방하겠다고 선포한 곳이다.
북태평양으로의 진출이 차단되어 있는 중국에 있어서도 하산은 중요한 요충지다. 중국은 하산역 바
로 위 국경선까지 철도를 개설해 놓고 TCR과 하산역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입장에
서는 TCR과 하산역을 연결할 경우 한반도의 통일 이후 TKR이 하산역으로 연결되더라도 TSR는
TCR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통일 이후, 한국은 서울에서 경기동북부, 강원도를 거쳐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개발축을 형성할 것이
고, 나진은 중요한 교역지구가 될 것이다. 또 이는 현재 낙후된 경기동북부와 강원도의 개발에도 기여
할 수 있다.
〈그림 1〉한국, 중국, 러시아의 나진항 연결 구상

자료 : 매일경제(2007. 10. 8)

북한당국은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면서‘특수경제지대’
라는 용어를 새롭게함으로써 기존의‘나
진·선봉자유경제’이외에 타 지역에도 대외개방지대를 설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투자관련법규를 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재기·서정익, 2007: 181-182). 차후 대외개방지
대의 증가와 이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증가는 북한의
국토공간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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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일의 선군 정치7) : 실용주의 개혁 노선의 배격
북한체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전례 없는‘체제위기’
에 직면하였다. 북한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킨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세계체제 차원에서 탈냉전이 가시화되었다. 즉 사회주의
동맹의 상실로 인하여 북한의 대외고립을 심화시켰다. 둘째, 북한의 구조화된 경제난과 식량난은 체제
위기를 가중시켰다. 특히 식량난은 반자본주의 의식의 성장과 함께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틀이 와해될
수 있는 조짐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당₩국가체제의 통치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강성종,
2004: 79).
북한체제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했던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냉전체제의 해소와
시장경제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에게는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다(강성종, 2004: 83).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국가설계도로‘강성대국’
을 제시하였다. 1998년
이후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강성대국’
의 구조와 내용은‘사상강국, 정치강국, 경제강국’
을말
한다(강성종, 2004: 100). 북한은 김정일의 선군 정치를 통해 실용주의적 개혁 노선을 배격하고 체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1998년 이후 그동안 이완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복원, 재강화하는 방향
에서 정책, 제도, 리더십 등 기존의 체제를 새롭게 재정비해 나갔다(이태섭, 2009: 343).
강성대국을 제시한 이후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경제를 복원, 재강화하는 방향에
서 정책을 재정비하였다(고유환, 1988: 126). 우선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혁명
적 경제전략’
에서‘혁명적 경제정책’
으로의 전환이다. 강성대국 건설하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거의
불가피한 것이었다. 즉‘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전투적 가치’
로 제시된 혁명적 경제정책은 중공업
우선 전략이었다. 이것은 경공업과 주민생활 문제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다시 밀려난 것이다. 혁명적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은 자립경제를 우선시 하는 바탕위에서 주민생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김희남, 1998:7).
이러한 북한의 혁명적 경제 정책은 경제 구조 개편을 추구한 혁명적 경제 전략과는 달리, 중공업 중
심의 전통적인 북한식 경제 토대와 경제 구조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
었다(박송봉, 2000).
이에 대해 조민철(1997)은 북한의 자립 경제는 세계 다국적 기업이 이식하는 수출 산업에 기대를 걸
지 않으며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상호의존성에 명줄을 걸고 있는 살림살이와 결코 인연이 없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군의 독립적 행보를 차단하려는 고려가 있었다. 북한
지도부가 군을 중시하는 동시에 군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선군 정치였던 것이다. 정치적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오지만
군이 정치적 통제를 벗어날 때 가장 위협적인 적대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장달중, 2004: 53-54).

북한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전망 | 99

다고 주장하고, 자립 경제를 포기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태섭,
2009: 345).
선군 정치하에서 군은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적 기능과 역할까지 포괄하고 있는바, 북한의 설
명에 따르면 군은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주력군의 지위와 역할을 한다. 먼저 북한에서 군은 경제 건설
에 대한 직접적인 참가자, 적극적인 지원자로서 중요한 사회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
지만 이것은 이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각종 경제 건설 현장에 군이 동
원된 것이 그것이다(이태섭, 2009: 335).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선군 정치하에서 군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 경제적 기
능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바, 경제 건설의 주력군으로서 군의 주도적이며 선도적 역할을 통해 경제
건설의 전반을 적극 고무 추동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다(박광수, 2000: 18).
이후 북한은 이렇듯 김정일의 선군 정치를 통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체제를 어느 정도 재정비한 바
탕 위에서 마침내 지난 2002년 경제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7₩1경제관리개선조치’
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추구해온 경제 관
리의 합리화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보다 발전된 것이었다. 즉 그것은 사회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여기에 실리주의 원칙을 최대한 결합시킨다는 방침에 기초하는 것이었으며, 가치 범주와
물질적 자극의 강화 등 1990년대 초중반의 정책 갈등에서 나타난 실용주의적 개혁 노선의 합리적 핵
심을 최대한 수용해 보고자한 것으로 평가된다(이태섭, 2009: 369).
그러나 북한은 2002년‘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시장경제의 출현에 대하여 두려움을 나타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북한에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상설시장이 30여곳이나 생겨났다. 특히 평
성시장은 남북 400m, 동서 200m의 규모이다. 이후 시장경제의 출현에 두려움을 느낀 북한은 평성시
장을 강제로 폐쇄하고,‘150일 전투’
라는 주민동원운동을 통하여 시장경제출현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시장의 상업성을 인식함에 따라, 북한에서도 시장경제의 초기형태(또는 자본주의의 맹
아)는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009년 12월 1일부터 북한은 기존 화폐 100원을 새 화폐 1원으
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1992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1992년까지 5차례의 화폐 개혁(화폐 교환 포함)을 단행했는데 모두 체제변혁기나 체제단속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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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 외부의 변화 요인: 남북통일 이후
1. 비무장지대의 개발
임형백(2005)은 북한의 평균연령을 추산하여 혁명3세대가 정권을 장악하는 2020년경에 남북통일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쟁경험이 없는 반면 동유럽의 붕괴를 지켜보았고 해외유학 경험 등
을 통하여 세계정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혁명3세대가 정권을 장악하는 2020년경을 통일이
가능한 시기로 예상한 것이다. 한편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2008)는 한국이 2025년
통일 또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분단상황에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통일은 이
러한 군사시설이 현재의 위치에 존속할 필요를 없게 한다. 통일 이후에는 현재의 휴전선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군사시설을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군사시설 이전지역은 개발
가용지가 될 것이다. 이는 현재 군사적 목적에 의하여 형성된 공간구조에 경제성의 원칙에 의한 새로
운 공간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이러한 새로운 공간구조의 형성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DMZ)8) 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인접지역, 멀리는 한반도 전체의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는 개발가
용지가 부족하고, 토지매입비용이 비싸, 산업의 유치가 힘들다. 또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새로운 택
지를 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의 공간에 대하
여 어떠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새로이 형성될 국토공간구조는 극히 가변적이다.

2. 경기북부의 개발
경기도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적 분포도
상이한 지역이다. 경기북부지역 31개 시₩군의 면적은 4,285㎢로 경기도 전체의 면적 10,183㎢의 42%
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2004년도 경기도 전체의 지역
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규모(경상가격)는 156조 2,190억원으로, 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비무장지대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이므로, 자연의 파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한다. 2009년 2월 행정안전부의‘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에 따르면, 강화에서 고성까지 총 495㎞의 DMZ에 생
태평화벨트의 조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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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42조 1,701억원에 비하여 14조 489억원

〈그림 2〉경기도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9.9%) 증가하였고, 산출액 규모는 362조 4,195억
원으로, 전년 323조 5,718억원에 비하여 38조
8,477억원(12.0%) 증가하였다. 2004년도 경기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불변가격)는 146조
7,431억원으로, 전년 133조 6,487억원에 비하여
9.8% 증가하였으며, 산출액 규모는 332조 8,394
억원으로, 전년 304조 8,410억원에 비하여 9.2%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 규모를 남부지
역과 북부지역으로 비교해 보면, 남부지역이 128
조 4,509억원으로 전체의 82.22%를 차지하고 있
고, 북부지역은 27조 7,681억원으로 17.78%를 차

자료 : 임형백(2006: 38)

지하고 있다(임형백, 2007: 321). 이러한 이유로〈그림 2〉
에서 나타나듯이, 경기도는 농촌지역(그림의
검은 지역)과 도시지역(그림의 흰색 지역)의 지리적 구분이 뚜렷하다.
반면 경기도의 북부지역의 51%는 군사보호구역이다. 통일된 이후에는 이러한 군사시설의 대부분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이전되고,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
이다.
〈표 5〉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단위 : ㎢)

행정구역(a)

군사시설보호구역(b)

보호구역비율(b/a)

경기도

10,190.02

2,435.31

23.90

경기북부지역

4574.8

2343.2

51

자료 : 김동성(2004: 39)

3. 초(超)광역권9) 개발계획10)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단위를 초월한 광역경
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문화·관광·교통 등을 연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근 국가와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권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역을 정한다.
10)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의하면, 정부의‘초광역권 개발계획’
은 2009년 12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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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전략 체계
차원

공간구조

주요목적

주요 사업 및 예산

초광역개발권

선(線)적

국가경쟁력 강화

광역경제권

면(面)적

지역경쟁력 강화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기초생활권

점(点)적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163개 시₩군, 지역개발계정(시₩군)

4+α벨트
(3개해안과 접경벨트, 내륙벨트)

(단위 : ㎢)

계획체계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5+2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발전계획

광역발전계정(시도)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자료 : 김동성(2004: 39)

최근에 북한의 국토공간구조변화에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2009년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
정되는‘초광역권 개발계획’
이다.〈표 7〉
에서 나타나듯이, 개발 기본 방향 중 하나가‘한반도 통일시
대 대비 국토 기반 조성’
이다. 이는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된 남북접경지역을 집중 개발
하겠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통일 이전의 남북 접경지역의 개발은, 통일 이후의 통일한국의 경제 재건
을 위한 배후지역의 육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따른 남북접경지역의
개발은 통일 이후 북한의 국토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변수로 등장한다.
〈표 7〉초광역권 개발 기본 방향

(단위 : ㎢)

4대 개발축 중심 동북아 초국경 개발 기반 구축
글로벌 시대 대외개방형 계획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동-서, 남-북,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지역갈등 극복
광역경제권 간 연계 개발, 수도권 대응 중심축 마련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국토 기반 조성
자료 : 매일경제(2009.11.19)

남북접경지역 사업에는 국비 6조3600억원을 포함하여, 총8조8000억원을 투자해 이 지역을 미래
산업전략기지로 육성한다.〈표 8〉
에서 나타난, 동서녹색평화도로(가칭)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건설된다. 이 도로에는 국비 6800억원을 포함하여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파주-고양, 화천에는
호텔, 공원 및 판매시설 등을 갖춘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 결합산업) 콤플렉스 조
성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3200억원을 포함해 8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 밖에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부 등 남북접경지역에 첨단신사업단지가 조성되고, 세계생
태·평화공원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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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초광역권’개발 세부사업 내용
4대 개발 벨트

세부사업 내용
- 동서녹색평화도로(가칭)

남북교류접경 벨트

- 컨벤션 콤플렉스 건설
- 내륙 천연가스 운송망 구축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숙박시설

남해안 선벨트

- 부산-목포 고속철
- 광주-완도 고속철
- 철도망(강릉-속초) 추가

동해안 블루벨트

- 도로망(포항-삼척) 추가
- 가스하이드레이트 실용화센터 구축
- 인천·황해·새만금 3개 경제자유구역 조성

서해안 골드벨트

- 신재생에너지 테크노벨리(새만금) 건설

자료 : 매일경제(2009.11.19)

위에서 논의되었던 북한의 국토공간구조의 형성 요인과 변화 요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표 9〉
와 같다.
〈표 9〉북한의 국토공간구조의 형성 요인과 변화 요인
변화 요인

형성 요인

북한 내부요인
형성 요인과 대립

북한 외부요인 : 남북통일 이후

- 개혁₩개방 전략의 모색

- 공간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의 표현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자

- 공간에 대한 정치적 판단

본주의 국가형 지향)

- 공간에 대한 군사적 판단

형성 요인과 일치

-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계획

(시장경제의 도입 저해 내지는 - 김정일의 선군 정치

- 경제 특구

- 비무장지대의 개발
- 경기북부의 개발
- 초광역권 개발계획

기존의 형성 요인으로의 회귀)

Ⅴ. 북한공간구조의 변화 전망
1. 정치 논리에 따른 인위적 국토공간구조의 유지 : 시장화 및 공간구조개편의 한계
북한에서는 1973년 3월 21일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사회주의에서 오랜 사회유물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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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합법칙적이라고 북한은 말하고 있다(이재기·서정익, 2007: 136). 또,
북한당국은 이중경제구조를 공식제도의 틀로 편입시키려 했다. 국민경제에 대한 이중구조 전략을 제
도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시장에 대한 단속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암시
장이 창궐하는 속에서 북한당국은 종종 시장에 대한 단속을 펴왔다. 물론 시장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과 묵인의 반복이었다. 개인의 현금 소유에 대한 제한조치도 내려졌다. 2007년 5
월부터 모든 개인은 1억원(북한 돈)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1억 원 이상의 소유자는
당국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도록 했다. 1억 원 이상의 액수는 국가가 대신 보관해 주는데 만약 정확한
액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닉하는 자는 즉시 전액을 몰수하기로 했다(양문수, 2009: 307-315).
개인 투자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도 취해졌다. 각 기관이나 기업소 명의로 개인들이 식당, 목욕탕 등
서비스업, 버스, 어선 등에 대해 투자, 운영하던 사실상의 개인 기업 및 개인 투자활동에 대한 제한 조
치이다. 그동안 각 기관, 기업소들은 자력갱생을 이유로 개인들의 투자를 받아들여 무역 및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대신 일정한 소득을 벌어들였다(양문수, 2009: 315).

2.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한 비효율적 국토공간구조 유지 : 사회문제의 대두
양문수(2009)는 북한 시장화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시장화는 개혁의
대내₩외 정치적 조건의 미성숙이라는 조건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둘째, 현 단계 북한의 시장화는 국내적인 개혁의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에서 핵심적 요소는
암시장(second market)의 창궐 및 이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이다. 북한은 공식 경제가 사실상 붕
괴된 상태에서 비공식 부문이 급팽창했고, 적어도 주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재 주문에서는 비공식경제
가 공식경제를 보완한 것이 아니라 대체했다.
셋째, 북한의 시장화는 방임적 시장화, 자력갱생적 시장화이다. 시장화는 기업과 가계 등 말단 경제
주체들의 자력갱생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업과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경제적 활동
을 용인하되, 국가는 기업과 개인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자본, 원자재 등 일체의 자원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11)
넷째, 북한의 시장화는 대외의존도 심화를 수반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에서 시장(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생산보다는 유통의 발달에 기
인한다. 즉 북한에서 시장의 발달은 뚜렷한 생산력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이다(양문수, 2009: 325).
12)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북한의 (소비재) 시장 발달은 중국의 경험과 뚜렷이 구별된다(양문수, 2009: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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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경제라는 범주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의 재생산구조, 순
환구조는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경제는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분절화, 파편화되
었다. 국민경제는 크게 보아 계획 부문과 시장 부문으로 분화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엘리트경
제(당경제), 군수경제, 내각경제, 주민경제(비공식경제)13) 등 4개 부문으로 분화되었다(양문수, 2009:
306-307).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노동시장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 요소의 하
나가 바로 임노동 관계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임노동관계가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임노동관계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는 합법과 불
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양문수, 2009: 321).
최근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남포간과
평양-사리원간은 이미 대도시권화되어 주택, 직장, 그리고 각종 생활편인 시설 등이 부족하여 주민의
쾌적성, 안전성, 편리성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양호한 생활편익시설 공급을 통하여 도시
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안정근, 2009: 140).
북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그들이 말하는‘강성대국’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의 추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이보다 우선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대한 보장이다. 따
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변화함에 따라 굴절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최신림, 2002: 245).

3. 합리적 국토공간구조로의 개편의 한계
북한은 시장화의 한계로 인하여 국토공간구조개편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입지론에 기초
한 국토공간구조개편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간의 합리적 이용도 극히 제한적이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추구가 북한의 산업구조를 더욱 왜곡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력갱생의 논리가 국민경제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군 단위의 지역 수준, 개별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도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산업에서 지역간, 부문간 연계가 불충분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막대한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생산단위가 구비하고 있는 공정이 너무 많고 전문화의 정도가 대단히 낮다는 등의 문제가 이로부
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최신림, 2002: 24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종합시장이 등장한 이후 비공식경제(2차경제)는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양문수(2009)는 이 부문이 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지배하는 영역으로서 특히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근거로, 주민경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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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여부, 속도와 성공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국가 지도자 집단의 개혁의지에 관한 문제만으로
축소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기존체제 자체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로 기존 체제가 얼마나 개혁에 대한
적응 및 변화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Nodia, 1996).〈표 10〉
에서 나타나
듯이, 국가집단별 역사적 발전 배경과 근대화 수준의 차이는 공산당 집권시의 국가-사회 관계 및 공
산당의 통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각 국가집단마다 공산주의체제의 단계별 변화의 수준과
양태, 공산주의 이탈 경로, 탈공산주의 이후에 성립했던 사회체제 등에서의 차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박형중, 2001: 27-4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시장지향 개혁에 대한 준비가 그 어떤 체제보다도 결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일반적 결론 중 하나는 완전하고 철저한 사회
주의체제일수록 변화와 개혁이 어렵다는 것이다(Pei, 1994: 135). 더구나 북한의‘가능성의 한계’
를
돌파할만한‘정책적·전략적 현명함’
과 자원동원 능력이 북한 자체에는 결여되어 있다(박형중, 2002:
182).
〈표 10〉국가집단별 근대화 수준, 공산주의 지배, 공산주의 이후 체제의 상응성
동독, 체코

폴란드, 헝가리

높음

중간

근대화 수준

사회 및 개인의
자율성의 발전 정도

- 개인과 사회집단의 자유와

중간수준

전체주의적 지배는 사회적
발전수준과 충돌
- 강력한 억압을 통한 안정

공산주의 시기 국가와
사회 관계

공산주의 이후 체제
자료 : 박형중(2002: 170)

- 전통공동체는 구성원을 구속
- 개인과 사회집단의 자율성

중간수준

전체주의적 지배는 사회적 발전
수준과 크게 모순되지 않음

전체주의적 지배와 사회간의

전체주의적 지배와 사회구조의

끊임없는 갈등

상대적 조화

- 사회에 대해 비타협적

- 사회에 대해 타협과 양보

- 사회에 비타협적

- 탈전체주의 진행 도중 동결

- 탈전체주의 가장 진척

- 탈전체주의의 미발전

불안정한 시장경제+민주주의

마피아경제+권위주의체제 성립

- 시민적·개인적 권리의식이
잠재적으로 강함

공산당의 통치 방식

낮음

미발전

자율성 발전
공산주의 지배와의 상응성

알바니아 등

- 국가와 사회의 미분리

- 국가와 사회의 분리
- 전통공동체 해체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서방형 시장경제+민주주의체제
곧바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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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개방이 국토공간구조변화의 최대 내부 요인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자본주의 시장에 적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유무상통하던 사회주의 시장은 없어지고 고율이윤추구의 경제법칙이 작용하
는 자본주의 시장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품질이 낮고, 세
계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외자도입
과 직접투자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은 현재와 같은 자급자
족의 폐쇄적 입장에서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재기·서정익, 2007:
150, 164).
그러나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기술 도입의 경로가 엄격히 통제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유인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최신림, 2002: 242). 북한은 좀더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
나 그 개방은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느린 개방일 것이며, 북한이‘원하는 만큼’
이라는 식의‘북한식
개방’
일 것이다(조동호, 2000).

Ⅵ. 결 론
북한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국토공간구조를 연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
다. 그럼에도 북한의 국토공간구조의 형성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공간을 사회주의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선전도구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때로는 평양처럼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공간
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시를 자본주의의 병폐의 온상으로 보면서 제한한 반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전략을 추구하였다.
둘째, 공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을 유발하고 공간의 합리적 사용을 제한하였다. 나아가 공간구조를 왜곡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방적
토지이용으로 귀결되고 집적의 효과가 약화된다. 특히 군(郡)을 도₩농균형발전의 공간적 거점으로 육
성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는 자본주의국가와는 다른 국토공간구조를 만들어내었다. 또 이러한 국가전략
은 경제성의 원칙에 의하여 산업이 입지하지 못하게 하여,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국토공간구조를 형
성하게 한다. 또 경제성장정책에 있어서도 경공업에서부터 산업화를 시작하는 불균형성장론에 배치된
다. 이러한 중공업 중심의 자본축적 전략은 연계효과를 왜곡시켜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저해한다.
셋째, 공간에 대한 군사적 판단을 하였다.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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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경제성의 원칙에 따른 산업입지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산업의 인위적
분산은 집적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의 형성을 방해하였다.
넷째,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계획이 실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와 신격
화의 결과, 도시계획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토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내부의 요인으로는 첫째 개혁·
개방 전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개방 전략이 근본적으로는‘수출지향적’발전전략이 아
닌,‘수입대체전략’
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성의 원칙과 입지론에 기초한 국토공간구조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경제특구이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은 북한의 의지도 강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관
심도 큰 지역이다. 또 앞으로 타 지역에도 이러한 대외개방지역을 설립한다면, 공간구조의 변화가 예
상된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경제성의 원칙과 입지론에 기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국토공간구조변화의 패턴을 나타낼 것이다.
셋째, 선군정치이다. 이는 김정일이 위기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군의 독립적 행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실용주의 개혁 노선의 배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의 공간구조의 왜곡으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내부요인 개혁·개방 전략의 추구와 경제 특구는 시장경제를 토입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공간구조 형성 요인과는 배치된다. 반면 선군 정치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저해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는 기존의 북한의 사회주의식 국토공간구조 형성 요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북통일 이후에는 비무장지대의 개발, 경기도 북부의 개발, 그리고 2009년 12월에 발표예정
인‘초광역권 개발계획’등이 북한의 국토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초광역권 개발계획’
은지
금까지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된 남북접경지역을 집중 개발하겠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통일 이전
의 남북 접경지역의 개발은, 통일 이후의 통일한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배후지역의 육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따른 남북접경지역의 개발은 통일 이후 북한의 국토공간구조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한다.
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면, 첫째, 북한은 정치 논리에 따른
인위적 공간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경제성의 원칙과 입지론에 기초한 국토공
간구조개편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한 비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가 유지될 것이
다. 이는 결국 북한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셋째, 합리적 국토공간
구조로의 개편에 태생적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념적으로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라
는 점이 합리적 공간구조의 개편을 방해한다. 또 북한이 시장지향 개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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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민족경제의 추구라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점도 합리적 국토공간구조로의 개편을 방해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국토공간구조변화의 가장 큰 내부요인은 대외개방이고, 가장 큰 외부요인은 통일이다.
생활수준이나 정치적 자유 등에서 북한의 개선의 속도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
의 국토공간구조의 개편이 가변적일 수 있는 가장 큰 내부요인은 대외개방일 것이다. 한편 가장 큰 외
부요인은 통일 이후의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2009년 12월 발표예정인‘초광역권 개발계획’
은 결과에
따라서는 통일 이후 북한의 국토공간구조변화의 가장 큰 외부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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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model incorporating the techniques and processes with
various values and trust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from the lessons of watershed planning in US. This
paper carefully addresses the importance of appreciating social or group value, respecting diverse
individual values, building trust and shared goal to ensure better public participation in a watershed
planning process in US. Result shows the model for value and trust - a combined use of five techniques
and six steps. Five techniques are consensus conference, citizen jury, scenario workshop, regulatory
rule making, deliberative poll. Six steps are 1) analyze public contribution for underlying values issues,
2) identify clusters of publics, 3) write descriptions of the values for each cluster, 4) develop an
alternative for each values cluster, 5) identify implications of each alternative, 6) evaluate the
alternative. The use of the suggested model for value and trust to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will
be a very useful approach in a practical sense, particularly, for water management plans in Korea. In
addition, it will be desirable to specify how to practice public participation in a practical way by
addressing the proper techniques and steps in water manag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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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역계획 사례를 통해 본 공공참여에서의
가치와 신뢰

강 상 준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유역계획사례를 통해 국내 유역계획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공공의 가치와 신뢰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참여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미국 유역계획에서는 좀 더 바람직한 공공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개인 및 그룹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공참여에 있어 다양한 개
인 및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섯 가지 기법과 여섯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있
다. 다섯 가지 기법에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숍, 규제협상, 공론조사가 있으며 여섯 가지 절차는 1)
가치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 공공의 기여에 대한 분석, 2) 다양한 집합체의 성격분류, 3) 각각의 집단이 가진 가치
에 대한 기술, 4) 각각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집단을 위한 대안 개발, 5) 각각의 대안을 위한 적용방안 제시, 6)
대안의 평가 등 총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참여과정에 있어 가치와 신뢰를 위한
모델은 국내 물관리계획수립에 있어 다양한 공공의 가치와 구성원들 간의 신뢰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_ 가치, 공공참여, 신뢰, 유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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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atershed planning is a complex issue. In most cases, watershed boundaries cross
several municipalities with various community values. Community values might be
formed by the right public participation. The right participation can be defined as
sufficiently broad participation to ensure that the important, decision-relevant
information enters the process, that the important perspectives are considered, and that
the parties’legitimate concerns about inclusiveness and openness are met. Public
participation in watershed planning might occur when a working group requested by any
US environmental agency proposes a new Total Maximum Daily Load(TMDL)1) regulation
limiting pollutant discharges from private firms; when an environmental or stakeholder
group is assembled to propose or implement new methods for watershed management. In
this paper, the focus is placed in what factors are important to lead a good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and how the factors should be understood for better watershed
planning process through discreet literature review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model incorporating the techniques and processes with various values and
trust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from the lessons of watershed planning in US. it will be
meaningful to understand how to practice public participation in a practical way.

Ⅱ. Background of Watershed Planning
A watershed represents a physical unit within which water moves and is influenced by
natural processes and the impacts of human activities. As an ecological boundary,
watersheds have a long history as a medium of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Total Maximum Daily Load(TMDL): Under section 303(d) of the Clean Water Act, states, territories, and authorized
tribes are required to develop lists of impaired waters. These are waters that are too polluted or otherwise degraded to
meet the water quality standards set by states, territories, or authorized tribes. The law requires that these jurisdictions
establish priority rankings for waters on the lists and develop TMDLs for these waters. A Total Maximum Daily Load, or
TMDL, is a calculation of the maximum amount of a pollutant that a waterbody can receive and still safely meet water
qua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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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planning is planning for the good management of watersheds. It provides the
good opportunity to avoid flooding, drought, and water pollution problems with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public property, moral, and safety in the future by
making decisions in the present. It provides a means by which decisions are coordinated
among responsibl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and by which land use and resource
management conflicts and issues are resolved. It is not a simple set of linear process.
Watershed planning has, inherently, a dynamic process incorporating its changing
paradigms and it is not an end product as what Friedman(1987) noted to describe the
nature of planning.2)
Watershed planning has an integrated ecological approach towards managing human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within a watershed. The premise that“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places at the heart of watershed planning. The approach of
watershed planning implies that any single solu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contextual thinking because the properties of the parts are not intrinsic properties but
can be understood only within the context of the larger whole. The ecological thinking
emerged out of the organismic school of biology during the 19th Century, when biologists
began to study communities of organisms(Odum, 1997). In an ecological worldview, the
network concept was introduced along with living systems. There are three kinds of living
systems. These are organisms, parts of organism, and communities of organisms and all
of which are integrated wholes whose essential properties arise from the interactions and
interdependence of their parts without hierarchies among organisms. Four principles are
announced in ecology. These are interdependence, the cyclical flow of resources,
cooperation, and partnership. Under these behaviors, ecosystems organize themselves to
maximize sustainability(Capra, 1996). The network concept and the four principles have
been the key to the recent advances in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not only of
ecosystems but also of the field of planning. Interestingly, this network concept is found
in a planning literature, proposing a web of plan.
In an emergent web view, a plan is framed as ecosystem emphasizing a web of pl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Friedmann(1987) says that in the realm of planning, goal achievement is not an essential part of action. The action is a
dynamic process that requires adopting strategies f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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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a hierarchical plan appreciating the importance of different level of plans
without a specific anchor point. Not only the web view and watershed planning, many
other everyday planning activities resemble the ecological system, in parts, via the
adoption of feedback loop.
To explain any one of the larger whole, we need to understand all the others, which is
obviously impossible. However, what makes it possible is the discovery that there is
approximate knowledge. This insight becomes crucial to not only all of modern science
but also planning. The old paradigm is based on the Cartesian belief in the certainty of
scientific knowledge. In the new paradigm of ecology, it is recognized that all scientific
concepts and theories are limited and approximate(Capra, 1996). Science can never
provide any complete and definitive understanding. Rather than certainty, contemporary
science looks for approximate and tentative answers. Louis Pasteur noted that“science
advances through tentative answers to a series of more and more subtle questions, which
reach deeper and deeper into the essence of natural phenomena”
.

Ⅲ. Public Participation in Watershed Planning
In 1970,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U.S. increased the publics’access to
natural resource management through the public participation requiremen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rocess. In addition to seeking and responding to the
wishes of commodity and environmental interest groups, natural resource managers were
required to formally involve the rest of the public(Griffin, 1999). Despite the involvement
of interest groups in agency decision-making, the public remains dissatisfied with their
access to natural resource decision-making, and with the current direction of agency
managers.
Today, public participation in natural resource management means citizens want to be
directly involved in decision-making, or at least play a part in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involving individuals and local, state, and federal government(Cortner and Moote,
1994).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seems to be dependent on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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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nd consensus.

Ⅳ. What Makes Good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widely accept that members of the public should be
involved in watershed planning process. However, how to involve them remains
unclear(Webler and Tuler, 2002). Some literatures suggest that principles of good public
participation are universally accepted and not contentious(Renn, Webler and Wiedemann,
1995). However, the notion is hardly accepted universally because, in most cases, issues,
stakeholders, and other given conditions are diverse in time and space. There may be no
single definition of good process(Webler, Tuler, and Krueger, 2001). However, it would be
a worthy effort trying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leading a good public participation
and how the factors should be understood for a better watershed planning process. The
design of a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that integrates decision-making is based on high
quality information and meaningful involvement of interested and affected parties.
In some cases, simply providing opportunities to comment at public hearings, to vote in
referenda, or to participate as a member of an interest group or a social movement
satisfies people’
s needs to participate. In other instances, more elaborate forms of
involvement are necessary, including stakeholders’involvement in the design, conduct,
and evaluation of scientific studies. However, in any circumstance, clearly, different
people highlight different attributes of a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Different people
yield different amounts of power and influence. Some may reflect differences in deeply
held beliefs(Webler, Tuler, and Krueger, 2001). These phenomena certainly lead the
question of values.

1. Consideration of Value
In general, value in the world is plural and incommensurable. A good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depends primarily on the exercise of good judgment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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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leading decision-making and not primarily on the skills of making correct
calculations. Forester(1999) says that listening carefully enables not just better
communication but a far more important recognition of what others really value.
Arguments facilitate deliberation.
Values come from two spheres. Values are formed in an individual level, and they can
be formed in a society level. In contemporary democratic planning process, all of
participants including a planner, individuals, citizen group, and others, should recognize
the plural forms of values. Especially, a planner as a facilitator in the process should
make fair judgments of which level of value should get more attention in what
circumstance to achieve public welfare.

1) Individual Value
Arrow(1979) addressed that a value system would be simply the rule an individual uses
to choose which of the mutually exclusive actions he will undertake. At the same time,
every single act of individual decision involves the participation of a whole societ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t implies that all non-trivial actions are essentially the property
of society as a whole, not of individuals. However, in either case, the individual plays a
central role in social choice as the judge of alternative social actions according to his own
standards(Arrow, 1979).
We presume that each individual has some way of ranking social actions according to
his preferences for their consequences and these preferences constitute his value system
(Arrow, 1979). However, in this value system there is a critical assumption which the
validity of the system relies on. The system assumes that each individual’
s preferences
reflect full measure of altruistic or egoistic motivation. The question is that if this notion
is not valid, then, each individual value is no longer acceptable to achieve social welfare.
In addition, there is no logical way to distinguish a particular class of consequences
which pertain to each individual. For example, as Arrow shows that if someone feels that
his satisfaction is reduced by somebody else’
s poverty, then he will be injured in precisely
the same sense as if his purchasing power were reduced. It implies that the individual
value does not provide reliable, logical ground to lead socially desirable valu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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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have limited realms for the consequences of his value judgment.
The individual values conflict with the Pareto principle. If a planner takes the Pareto
principle, as economists do, to lead a consensus, he comes to break the significance of
incommensurable individual value. Although the Pareto principle has been viewed as an
exercise for individual liberty, it never satisfies the individual value in a real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The politics of equal dignity is based on the idea that all humans are equally worthy of
respect(Sen, 1979). The equal dignity gives a firm ground for the significance of each
incommensurable individual’
s value. However, equal attention to the individual value
wouldn’
t be a realistic approach in the planning process, as equal recognition is not just
the appropriate mode for a healthy democratic society(Taylor,1993). In the story of Luke’
s
Libertaria, individual value is the foremost crucial principle(Lukes, 1995). In Libertaria,
there is no social control or regulation. However, the society has a growing problem
which is an obsessive concern with private property. The syndrome is a distinctive form
of mental paralysis that resulted from an excess of insignificant choices - so called
Kleptophobia in this book ? which reflects the weakness of individual value system. This
extreme form of utopia shows the possibility of highlighting individual value in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that is, we must eliminate our wants and control ourselves. In other
words, individual value should be logical and altruistic which is the critical assumption of
the value system. Thus, it seems that if there is no reliable way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is assumption, a social or group value seems to be a desirable form of value to be
focused in the public participation.

2) Social or Group Value
The goal of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is to lead a consensus reflecting public values
participants can share. In here, all significant actions involve joint participation of many
individuals. In other words, a social or group value inherently is formed a collective value
from diverse values individuals have.
Formally, a social action is regarded to be the resultant of all individual actions. In
other words, any social action is thought of as being factored into a sequ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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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actions(Arrow, 1979). In this frame, appreciating social values would be a good
way of appreciating individual values. For example, watershed councils are local groups
that form collaboratively participates for the management of water and other public
natural resources at the scale of a watershed. These groups are consisted of interested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shareholders. Watershed councils attempt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local citizens in agency management of public natural resources and, in
many cases, they have been effective in doing so(Griffin,1999).
Along with the notion that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as Jeremy
Bentham said, Alexander Pope believes that happiness must be social, since all particular
happiness depends on the general(Lukes, 1995). Although this notion is not valid enough
to accept due to the extreme exaggeration of generalizing happiness, in a sense, it seems
to have a valid room supporting the notion that appreciating social values would be a
good way of appreciating individual values.
In a word, it seems that weighing a social or group value is a better approach than
individual values,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in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However, there seems to be a negative consequence. As individuals get together and
develop a group forming common values, they might become less tolerant at
disagreement with other groups or individuals. It leads to a practice of intolerance and,
eventually, that is incompatible with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because it has
less room for reasonable disagreement(Habermas, 1993). However, if we understand this
process as a scaling issue raising participated agents from individuals to a group and
from groups to a set of group, the notion of weighing social values would be still feasible
way to gain public values.

2. Consideration of Trus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terpersonal trust is an essential to collective action. In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ere is a need to break the undesirable cycle of
distrust and non-cooperative behavior and we should foster trust in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About the role of trust, Harper and Stein(1995) addressed the importance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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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society pointing that 1) trust is essential for community, social, political, familial,
and even linguistic relations, that 2) trus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ny kind of
communication, understanding, knowledge, or learning, that 3) trust is the more useful
concept for the purposes of effective liberal democratic planning and that 4) a pluralistic
society requires trust to incorporate new cultures in creating a multicultural society.
Practically, it is believed that one of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policy,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r protected natural area policy is that
there are no market drivers and often short histories of collaborative relations(Blauert,
2004). However, they are not limiting factors occurring only in these fields. The absence
of market driver would be solved by the way of framing issues, such as transforming
pollution issue to tradable market issue if necessary.
Leach and Sabatier(2003) addressed that trust building depends on education, general
trust, social networks, positive norms of consensus, and procedural fairness. First,
education is viewed as“the most important predictor”of civic engagement. Education can
foster generalized tolerance and trust through exposure to foreign ideas and
customs(Sullivan, Piereson, and Marcus 1982). In here, the goal of education is not a
comparative assessment of other foreign ideas or cultures(Wolf, 1993). The goal is to give
people opportunities to recognize multicultural communities and to respect the members
of other communities in all our diversit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education should
enable people to recognize the value of various cultures and teach them to appreciate
such diversity not for the reproduction of their culture. Second, generalized trust refers to
trust in people at large, whereas interpersonal trust refers to trust in specific individuals.
People who have a higher propensity to be trusting ought to be more likely to express
trust in any given set of specific individuals. Third, social networks build trust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ollective action and opportunities to build a reputation as
someone trustworthy. A good reput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gives others the
confidence to speak openly, it is suggested that trust learned in one social circle often
spills over to one’
s relationships beyond that circle. If so, stakeholders who participate in
a soccer team, sorority, and service club might be expected to express higher levels of
trust toward their policy adversaries. Fourth is the positive norms of consensus.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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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feel that consensus-building process is a legitimate means for settling public
policy disputes. Others view consensus as a prescription for decisions that are
substandard in terms of fairness, technical feasibility, or economic efficiency. To pursue a
consensus-based solution is an inherently trusting act, requiring faith in the willingness
of others to negotiate honestly. Therefore, each individual’
s level of interpersonal trust
should be correlated with their acceptance of consensus-based processes. A correlation
study showed that trust is correlated with consensus norms. Consensus norm is probably
very difficult to change over the short term(Leach and Sabatier, 2003). The last is
procedural fairness. One of effective ways which affirm procedural fairness is that
facilitators should periodically assess whether participants feel respected and perceive
themselves as having an appropriate degree of control over the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Trust building is not a simple procedure and trust will not be created through a few
meetings of the members made up of a diverse and conflictive set of people. Trust comes
in many forms and easily becomes illusive if there is not a tangible or shared goal
motivated by clear rules or values(Blauert, 2004). Idealistically, balancing empowerment
and establishing common goal among participants would promote a good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3. Consideration of Deliberation
Deliberation is the act of thinking about a complex or conflict subject. It is also
considered to be a form of conversation which individuals speak and listen each other to
share different reasons and to learn each other, then reach decisions or final viewpoints
or negotiate(Blauert, 2004). Deliberation is at the core of communicative planning.
Communicative public planning is an integral el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deliberative democracy. Thus, it is critical whether this process is simultaneously
consistent and fair(Sager, 2002).
Practically, deliberation is used to frame the analysis and to empower participants in
understanding analytic findings in the planning process. Thus, risk manage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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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decision-making is not solely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professional
analysts(Griffin, 1999). All interested and affected stakeholders decide what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nalysis, what approaches should be used to predict impacts,
and how to evaluate alternative impact management schemes. Non-technical
stakeholders also participate in framing the issues that are salient to the decision
problem. Such issues include deciding what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what
further studies should be performed to reduce uncertainty, what models should be used to
predict impacts and to evaluate alternatives, what assumptions and defaults should be
used in these models, and so on.

Ⅴ. Model for Value and Trust to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2006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describes the importance of public participation in managing watersheds. With regard to
the effort focusing on the public participation, the plan addressees how to involve the
public in managing watershed. However, it is hardly find the specific strategies or
techniques useful to reflect individual or social values and trust in plan making processes.
Rather, the plan mentions a conceptual framework including“to activate a monitoring
group composed of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s”
,“to run virtual
reality websites”or“to keep frequent public hearing”
. It doesn’
t show us what would be
desirable participation techniques to reflect various value systems and trust among the
agents. In order to have better public participation processes, we need to find out
appropriate techniques which can enhance the magnitude of collected values and trust.
Lee and Park(2003) introduced most effective models to prevent conflicts among involving
agents. These are consensus conference, citizen jury, scenario workshop, regulatory rule
making, deliberative poll. Since these are, originally, known as conflict prevention
techniques designed for public participation, theses will be useful in increasing values and
trust in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through the mechanism each techniqu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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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 conference is a kind of citizen forum. It is practiced through the inputs from
experts following collecting individual values or ideas. Citizen jury developed by Jefferson
Center requires deliberation process for 4 to 5 days among the members of the public.
Scenario workshop involves more discussion oriented procedures. Regulatory rule making
is more like a deal among agents and the result of the deal becomes the ground of
institutional regulations. Deliberative poll introduced by James Fishinkn in 1988 is a more
sophisticated method. It is a research method for the public judgement. The point of the
deliberative poll is based on the hearing opinions from the representative individuals.
By adopting the five techniques, the value and trust could be implemented through the
following the six steps. The six steps have been practiced for several decades in the field
of water resources planning in US. The combined use of five techniques in the six steps
might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odel to reflect various values and to build trust in
the process of public participation.

<Figure 1> A Model for Value and Trust

5 Public Participation Techniques

6 Public Participation Steps

Consensus Conference

Analyze public contribution for underlying
values issues
▼

Citizen Jury

Identify clusters of publics
▼

Scenario Workshop

+

Write descriptions of the values for each cluster
▼

Regulatory Rule Making

Develop an alternative for each values cluster
▼

Deliberative Poll

Identify implications of each alternative
▼
Evaluate the alternative

A Model for Value 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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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Discussion
Appreciating social or group value seems to be a better approach for the good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However, it doesn’
t mean that appreciating individual values are
not necessary or valid to be ignored. Since individual values are transformed to group or
social values as a process of collective action, individual values are still valid and
appreciated under the notion of social value. Respecting diverse individual values would
be another good way. However, it doesn’
t mean that all of values should receive an equal
form or level of power. It should be noticed that diverse individuals have various
willingness,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in a given condition. Most of all, in any given
environment, a good process should be adaptive and responsive to the will of its
participants. Building trust is a ground condition for better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Building a shared goal is one of effective strategies to promote trust among participants.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e model for value and trust - a combined use of five
techniques and six steps. Five techniques are consensus conference, citizen jury, scenario
workshop, regulatory rule making, deliberative poll. The six steps are 1) analyze public
contribution for underlying values issues, 2) identify clusters of publics, 3) write
descriptions of the values for each cluster, 4) develop an alternative for each values
cluster, 5) identify implications of each alternative, 6) evaluate the alternative. The use of
the suggested model for value and trust to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will be very
useful approach in a practical sense, particularly, for water management plans in Korea.
In addition, it will be desirable to specify how to practice public participation in a practical
way by addressing the proper techniques and steps in water management plans.
To ensure better watershed planning process, stakeholders must note the importance of
appreciating social or group value, respecting diverse individual values, building trust and
shared goal to ensure better public participation in a watershed planning process. As
described in the story of Lukes(1995), a good society seems to have several points which
are social framework, social provision, and a rich and varied social context of different
practices and traditions valued. It seems that social framing would allow more chances for
a good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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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에 있어 한국의 전략

김 문 성

2012년까지 감축목표를 정한 쿄토체제에 이어, 2020년까지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감축 목표를 설정을 위
한 포스트 쿄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저탄소성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쿄토체제보다 더욱 강화된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2020년까지 2005
년도 대비 4%수준의 CO2 감축을 공약하였다.
협상이란 상호의존적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개인, 집단, 국가) 간에 미래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유도하기 위
한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원의 교환방법을 합의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역동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상에 대해 평가하였다. 기후변화협상은 참가국들의 관
계가 협력적이고 협력의 성과가 높은 협력적 전략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발전국들과 개발도
상국간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적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상황과 협상전략에 대해 설명
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획일적 부담원칙과 참여자의 다양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 EU 일
본 그리고 중국의 기후변화협상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상에
서 한국이 취할 협상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_ 기후변화협상, 협상전략, 획일적 부담원칙, 후기 쿄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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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rategy for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

Kim, Mun-sung

As in the Kyoto accord, whose emission reductions expire in 2012, many nations talk aim to
negotiate 2020 reduction targets for industrial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Unlike Kyoto,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sked to contribute by presenting detailed plans for shifting to low-carbon
growth, although it is unclear how that would be written into the accord and whether they would be
held to account for their promises. In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not obliged to accept a carbon
cap, pledged to cut emissions by 4 percent to 2020 from 2005 levels.
By definition, negotiation is dynamic process that take place between interdependent
participants(people, groups, or nations) or among more than three who have different interests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come to an agreement about actions for exchanging something, to guide or to
regulate. I present an framework for evaluating on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 taking into account
dynamic processes occurring during negotiation rounds.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 could be
effective in the compromising strategy which is a high priority for both the relationship and the
outcome. But there is a lot of gap between the developed nations and the developing nations. In this
respective, I explain negotiation context and negotiation strategies for the enlargement of a cooperative
agreement. I analyz the symmetric obligation principle which derived from UNFCCC and the diversity
of participants. I evaluate the strategies of USA, EU, Japan, and China in the course of a climate
change negotiation round. Lastly, I suggest some strategies of Korea for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
based on the evaluation.

Key words _ climate change negotiation, negotiation strategy, symmetric obligation principle, Post Kyot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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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문화가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국제협상은 국내협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상과정이 길고 불확
실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지역별, 의제별로 국제협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 핵시설과 관련한 육자회담, 미국 및 EU와의 자유무역협상, 각종 환경협상 등 한국이 참여
하는 국제협상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1)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상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
고 협상결과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기후변화협약이다.2)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은 지구적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변
화에 관한 UN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1992년에 발
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 총회(COP)에서는 GHG를 감축하
기 위해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할 규제체계 및 가능한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기후변화를 억제해
야 하는 시급성과 동시에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지구적 협력의 필요성 때문이다.
1997년에 합의한 쿄토의정서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GHG(Greenhouse Gas)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의 5.2%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의무는 부속서(Annex) Ⅰ국가
에 적용되는 차별적 의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GHG 감축을 위한 공동 집행
(joint implementation) 등의 융통성기제(flexibility mechanism)를 규정하였다(www.unfccc.int
/resource/docs/2009/).
쿄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상의 일차적 성과이었지만 기후 변화를 통제하기 불충분한 것이었다. 기후
온난화를 억제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려는 범지구적 목적을 위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기후변화협
상은 비영화게임(non zero-sum game) 또는 승-승 전략(win-win strategy)에 입각한 통합적 협상
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규제기준과 유인체계로 인해 각 국가의 국제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달랐기 때문에 영화게임 또는 승패(win-lose) 전략에
입각하는 배분적 협상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선진국들의 과감한
감축목표 설정 및 개발도상국에의 지원을 위한 포스트 코토체제 구축을 위한 발리로드가 제시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다자간 환경협약은 2007년 현재, 221개이다. 그 중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46개이다
(환경부. 2007).
2) 2009년 현재, 옵저버국인 Andorra, Holy See, Iraq, Somalla를 포함하여 19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http://unfccc.int/2860.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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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발리로드의 구체적 이행기제와 이행일정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
지만 기후변화협약이 각 국가에 미칠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구체적 실천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만약 2009년 12월에 개최될 코펜하겐회의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상에서 구
체적인 감축안을 도출하지 못하여 향후 몇 년간 지체될 시 기온상승 2℃ 목표달성에 결코 도달하지 못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3)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역사적 책임, 빈곤과 환경 파괴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감축의
무수준 확대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담 유예유지를 주장한다.4) 그러나 최근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자
발적으로 GHG 감축목표 채택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 그러나 여전히 남
북국가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정, 감축행동의 범위 등에 관
하여 협상이 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2009년 코펜하
겐에서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포스트 쿄토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발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다. 포스트 쿄토체계에서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저탄소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시하도록 강요하는 방향으로 협상상황이 전개될 것은 분명하다.
OECD 가입국이면서도 아직 남쪽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무가 없지만, 포스트 쿄토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내적 상황이나
국제적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후변화협상에 미온적이었던 한국정부는 최
근 다양한 국가별, 지역별 또는 의제별 협상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
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GHG 감
축범위의 최고 수준의 감축안을 결정하였다.6)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여 한국에 유리한 협상전
략 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7) 또한 기후변화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40% 가량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기준년도 1990년의 두 배인 40.1기가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증가량의 대부분이 OECD 비회원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
우 전체 방출량 증가의 3/4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독일 die Welt는 11.11, 환경부 2009, b e-newsletter 73에서 재인용).
4) 이디오피아, 알제리를 포함한 50여개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들은 2009년 12월 바로셀로나에서 개막될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회의를 일
제히 보이콧했다. 아프리카 대표들은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폭을 지나치게 적게 잡고 있으며, 가뭄과 해수면 상승 등
온난화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아프리카지역을 더 배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중앙일보, 2009.11.4; http://www.google.com/
hostednews/2009.11.4).
5) 브라질도 2020년까지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6.1%∼38.9% 감축하는 자발적 목표 발표하였다(환경부, 2009 b, enewsletter 73). 아르헨티나, 중국 등도 새로운 감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세계 주요 온실가스배출국인 인도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
등한 책임을 공유하는 패러다임을 동반하는 조건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일보, 2009. 11. 30).
6) 2009년 11월에 2020년 온실가스총량(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2005년 대비 4%를 감축하는 확정하였다(환경부, 2009 b,
e-newsletter 73). 2020년까지 2005년기준 일본이 30%, 미국이 20%, EU가 13% 줄이기로 한 수준에 비하여는 낮지만, 온실가스감
축의무가 없는 국가로서는 최대수준이다.
7)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치(정성춘 외, 2009), 각 종 기후변화협상에 발표한 한국대
표의 성명서(www:asiapacificpartnership. org/2009)) 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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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연구도 미진한 수준이다.8)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국제협상의 중요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약
의 협상에서 주요국들의 협상전략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당사국 총회에서의 주요 국가들
의 제안내용 및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국제협상이론 및 기후변화협상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기후변화협상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 EU, 일본, 그리고 중국으로 하였다. 이들 나라가 한국의 기후변화
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제는 감축목표와
일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는 자금에 관한 것이며, 기술 이전, 협력과 지원 등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감축목표와 일정과 관련된 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방법은 정부 간행물, 연구
보고서, 기후변화협약의 각종 보고서와 연설문, 기후변화관련 회의자료, 신문 등에 대한 문헌조사이
다.9)

Ⅱ.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국제협상의 특성
협상이란 상호의존적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개인, 집단, 국가) 간에 미래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원의 교환방법을 합의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또한 협상
은 협상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의 태도, 신념, 또는 행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협상의 주체에 따라 협상을 국내협상과 국제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협상은 다른 국가나 문화
권에 속하는 협상자간의 협상을 말한다(안세영, 2008). 국제협상을 두 나라간의 협상과 셋 이상의 다
자간 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특정한 공통 목표성취하거나 또는 갈등적
목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을 하거나 거래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제협상의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협상의 참여자는 국제의제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지금까지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김문성(1990), 김동수(1994), 이기춘(1998), 전형권(2002), 환경부
(2008), 김광구·윤인주(2009), 정성춘 외(2009), 12개 정부부처와 12개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2009)의「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
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 있다.
9) 분석자료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한국, 그리고 캐나다가 참여하는 the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의 2008년도 각 국 연설문,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발표문, 환경청 홈페이지, 관련 논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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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통의 이익이나 관심을 지닌 국가이다.
국제협상은 협상의 주체라는 면에서 국내협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Salacuse(2003, 2008)는 국제협상을 정치적·법률
적 다원성, 국제·경제적 요소, 외국 정부와 관료주의의 역할, 불안전성과 변화, 이데올로기의 차이,
문화 차이라는 여섯 가지 점에서 국내협상과 구별하였다. 또한 국제협상과정에는 국내의 사법부와 같
은 강제력을 지닌 조정기구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협상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제협상은 국제
적 게임과 국내적 게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두 수준이론, two level theory) 국제협상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국내정치적 과정을 거쳐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국내협상이 국제협상에 영향을 미치
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Evansr, Jacobson, Putnam, 1993).
국제협상은 참여국들이 협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거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
에 협상국은 각기 자신의 협상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각 국의 주장은 협상과
정을 통하여 조정되어 결국 특정의 협상성과를 도출하거나 협상이 결렬되기도 한다. 협상국이 협상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에 근접하는 최선 또는 차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 분석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다자간 협상에 있어 기본 전략은
언제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협상에 언제 종결시킬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Wall(1985)은 협상당사자들이 협상을 계속 또는 중지하느냐 여부는 그들이 각기 ① 협상을 할 경우
의 보상과 경비의 차이인 순성과(net outcome), ② 협상가의 목표나 희망의 비교수준(comparison
level), ③ 현재 협상을 종결시킬 경우의 대안 비교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Kahneman and Tversky(2000)는 협상자는 일반적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
문에 이익의 극대화전략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국제협상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상전략들이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데, 대체로
협상의 단계별 전략들을 제시되고 있다.

2. 동적 순환과정으로서의 협상단계
협상단계에 관한 이론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양하다. Zartman과 Berman(1982)은 협상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협상 이전단계인 진찰단계(diagnostic phase),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
하는 처방단계(formula phase), 합의를 만들어 내어 협상을 종결하는 구체화 단계(detail phase)이
다. 이에 비하여, Churchman(1995)은 분쟁요소 인식, 입장 수립,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수집, 협상팀
구성 등의 활동이 포함된 준비단계, 협상테이블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 제시 및 협상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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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활동이 포함되는 탐색단계, 협상안들이 교환되는 흥정단계, 그리고 협상을 종결하는 폐막단계라
는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안세영(2008)도 협상상황 분석과 협상전략 수립, 정보 교환, 본 협상, 마무
리 협상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비해, Cohen(1999)은 예비, 초기, 중간, 최종, 그리고 이
행의 다섯 단계를 제시하였다.
요컨대 협상은 갈등의 인식, 협상을 위한 준비, 사전 협상을 위한 활동 등 협상 당사국들이 각기 협
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으로, 협상대표들이 처음 만나 협상을 진행하며 상호
입장을 주장하며 합의를 모색하는 중반단계이다. 그리고 기본 합의를 도출하는 종결단계 및 합의사항
을 이행하는 실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협상과정은 각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선형적 과정이기 보다는 협상 결과와 협상정
보를 계속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후속 협상 또는 새로운 협상의 준비를 위해 환류해야 하는 동적
순환과정(the dynamic circular process)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협상은 협상상황이나
상대방의 협상전략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협상의 과정과 성과도 지속적으로 바뀌어 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협상자는 협협상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변화하는 상황(changing contextual circumstance)
에 따라 초기 요구(needs), 동기, 입장, 전략을 재평가해야만 한다(Phatak and Habib, 1996). 실제
의 국제협상은 일련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한 개별 단계들의 순서가 바뀌
거나 한꺼번에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협상과정 중 협상의 준
비와 진행에 국한하여 협상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 및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협상의 준비과정
국제협상의 테이블에 않기 전에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떤 의제를 논의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
다. 최종 기일 전에 실제적인 의제는 모두 제기 되어야 한다. 협상이 타결된 후 일방이 새로운 의제를
제기한다면 협상타결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김문성, 2007). 협상참가국은 협상준비를 위하여 논의
될 협상의제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고, 자국의 입장이나 주장을 정해야 한다. 이울러 공식적인 협상
권한을 지닌 사람이 참석하는지, 어느 직급의 사람이 참석하는지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
여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입장이 공정하다는 점을 협상과정에서 잘 나타내어야
한다.
이울러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올 것인가에 대하여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즉 협
상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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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NA)은 어떠한 것인지도 파악해야 한다(김문성, 2007 ; 안세영, 2008). 또한 협약가능 영역(zone
of possible agrement: ZOPA)을 파악해야 한다. ZOPA는 참가국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영
역(the area in which a deal that satisfy both parties can take place)을 의미한다(Richard
Luecke, 2003).
또한 국제협상의 준비과정에서 협상의 일정과 규칙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국
들이 동일한 규칙에 따라 협상과정에 참여할 것을 동의할 때에만 협상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다자간 국제협상에서는 협상규칙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자간 국
제협상의 경우 특히 중요한 것은 협상을 통해 도출될 결과를 모든 참여국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별로 범주화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협상의 중요 현안들
중 하나이다.
국제협상에서는 참여국의 다양한 이익을 모두 고려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다자간 국제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는
획일적 부담원칙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국제협상에의 참여의 시기와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협상에 참여하는 각 나라는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다른 나라들의 합리
적 결정을 분석하여 자국이 언제 어느 정도로 협상과장에 참여할 것인가를 정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협상의 진행과정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활동은 협상상황 분석과 협상전략 개발이다.
협상상황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자국과 상대국의 입장 분석과 협상의제 분석이 포함된다. 상대에 대
한 인식에 따라 강성입장 협상과 연성입장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안세영, 2008 ; Fisher & Ury,
1991). 강성입장에서는 협상상대국을 적대자(adversary)로 보고 불신한다. 이에 비해 연성입장에서는
상대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고 신뢰한다. 강성협상자는 초기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반면, 연성협
상자는 합의를 위해 자신의 입장을 쉽게 그리고 자주 바꾼다. 기후변화협상의 초기에서 중국, 인도 등
과 같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남국은 강경한 입장인 반면, EU, 일본 미국 등 북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에서 협상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점차 연성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반면 EU와 일본은 경성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협상진행과정에서 변화하는 협상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협상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데 협상에 있어 유일한 최선의 전략이란 있을 수 없으며, 협상상황에 적절한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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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의제들(issues), 협
상참여자들의 입장(position) 내지 명분, 그리고 협상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참가국들의 이익들
(interests)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마치 골프선수가 골프가방에서 스윙 때마다 적절한 골프채를 사용하듯이 협상국은 준
비한 협상전략들 중에서 협상상황과 입장의 변화에 따라 특정의 전략을 혹은 다양한 전략을 혼합적으
로 사용하는 것이다.
협상진행과정에서 협상국이 취하게 될 협상전략은 참여국의 입장 또는 실리에 입각한 입장위주 전
략(positional negotiation strategy)과 원칙 또는 명분에 입각하는 원칙위주 전략(principled
negotiation strategy)으로 구분할 수 있다(Lewicki, Him and Olander, 2007). 전자는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해관계를 제시하면서 상대국의 입장이나 이익과 상호 절충하며 한 걸음
씩 접근해 가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 또는 명분을 제시하고 그 원칙의
수락여부나 원칙에 입각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협상이다.
기후변화협약(FCCC)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남북국가간의 입장 및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른 갈등
이 노정되었다.10) 그 후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상에서 이러한 입장 차이는 지속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남쪽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지난 100년간 환경오염을 시킨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규제
와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제협상을 배분적(distributive) 협상과 통합적(integrative) 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Richard Luecke, 2003). 배분적 협상은 둘이상의 협상자들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정된 양
의 가치를 자국이 좀 더 가지기 위해 경쟁하는 협상이다. 영화게임(zero-sum game)처럼 한 쪽이 더
가지게 되면, 다른 쪽은 그만큼 잃게 되는 협상이다. 이러한 유형의 협상에서는 협상국의 목표는 상대
국과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가능한 자국이 더 많은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배분적 협상에 있어서는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대국에 대하여는 본국의 취약점과 실질적 목
표를 숨겨야 하지만, 협상력을 증대할 수 있는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할수록 협상과
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GHG 배출에 관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정확하며, 신뢰도가 높고, 지속성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
다. 그래서 1994년 쿄토의정서를 타결한 이후 당사국회의(COP)에서는 각국의 기후 변화에 관한 자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FCCC발족의 모체가 되는 IPCC의 활동 방향에 관하여 기후 변화, 산성 비, 오존층 파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지
구 온난화 문제만을 초점을 둔 협의체를 결성하자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또한 UNEP과 WMO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선
진국의 입장에 반대하여 IPCC 창설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개발도상국들은 UN General Assembly의 후원하에 협상이 진행되는 방안
을 선호하였다. 결국 개발도상국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UN General Assembly가 자신의 인력을 파견하여 정부간 협의위원회
(Intergover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를 발족시켰다(Zaelke & Cameron, 1990 ; 김문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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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그러나 비부속서Ⅰ국가들로부터 신
뢰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후변화협상의 진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배분적 협상에서는 첫 제안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협상국은 먼저 제안된 협
상안에 구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협상국들 중 먼저 제안하는 나라가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효과
를 닻 내리기효과(anchoring effect)라 한다. 그러나 첫 제안이 상대방이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
나치게 과도한 제안은 상대국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방적 종결을 하게 되어 협상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통합적 협상은 참여국들이 협력하여 가치를 창출하거나 최대한의 이익을 상호간에 얻을
수 있는 협상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협상에서는 협상자들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각 국의 핵심목
표를 충족시킬 수 있거나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한다. 참여국은 자
국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하지만, 이는 자국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게도 유리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
다. 소위 말해서 승-승 협상이지만, 이러한 협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국과 상대국의 핵심 이해관
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협상의 구분은 결국 협상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즉 협상상황에 따라 협상의 성격이 달라지며
또한 협상전략도 달라지는 것이다. Phatak and Habib(1996)는 국제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상황
을 환경적 상황(environmental context)과 직접적(immediate)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적 상황
은 국제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협상국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요인들이다. 이에는 정치체계
의 다양성, 법률체계의 다양성,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국들, 문화적 차
이, 이념적 차이, 불안정성과 변화, 외국정부의 통제와 관료제, 그리고 유동성 파동과 교역이다. 직접
적 상황은 협상당사국들이 통제가능한 환경적 요인을 의미한다. 이에는 협상자의 상대적 협상력과 상
호의존정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국, 협상의 바람직한 성과, 협산 전 및 협상기간동안 협상국들의 관계
성, 그리고 정치적 협상에 내재된 갈등의 정도이다.
한편 협상상황을 협상자간의 관계(relationship)와 협상의 성과(outcomes)라는 두 기준에 따라 구
분할 수 있다(Lewicki, Hiam and Olander, 2007 ; G. Richard Shell, 2006).
관계기준은 다른 참여국과의 과거와 미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참여국
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협상의 중단기적
이익을 어느 정도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이를 용인하게 된다. 협상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
는 협상성과이다. 협상을 통해 얻게 될 중단기적 성과가 중요하다면 협상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
라도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관계와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협상상황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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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Lewicki, Hiam and Olander, 2007).
상대국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지만 협상을 통해 얻게 될 성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협상상황을 관
계상황(relationship situation)이라 한다. 반면에 협상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큰 반
면 상대국과의 관계 형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을 거래적 상황(transactional situation) 혹은
피지 갈라먹기(pizza-cutting)라 한다.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협상성과도 별로 기대할 것
이 없는 상황은 무관심 상황(indifferent situation)이다. 한편 상대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기대되는
협상 성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은 승-승(win-win) 또는 피자 굽기(pizza-cooking) 상황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절충상황(compromise situation)은 관계와 성과의 중요도가 비슷한 상황을 의미
한다.
한편, 협상상황의 두 기준에 따라 협상전략을 <그림 1>과 같이 순응, 회피, 경쟁, 협력 그리고 타협
이라는 다섯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림 1> 국제협상전략
높음
수용

협력
타협

관계의 중요도
회피

낮음

낮 음

경쟁

성 과 의

중 요 도

높 음

수용전략(accommodating strategy)이란 패-승(lose to win)전략이다. 즉 관계의 중요성이 높은
반면 성과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취하는 전략이다. 비록 협상성과가 낮더라도 상대방
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회피전략(avoiding strategy)은 관계와 성과가 모두 낮은 패-패(lose-lose) 상황, 즉 무관심 상황
에서 취하는 전략이다. 갈등을 겪으면서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협력적 전략(collaborative strategy)는 관계와 성과가 모두 높은 승-승(win-win) 상황에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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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이다. 서로 정보와 의중(bottom line)을 공개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에서 협상하는 전략이다(안
세영, 2008)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협상 참여국 모두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쟁적 전략(competitive strategy) 협상의 성과가 중요하지만 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
서 취하는 승-패(win-lose) 전략이다. Fisher와 Ury(1991)는 이를 강성입장(hard position) 협상이
라 하였고, Lewiki 등(2007)은 투쟁적 협상이라 하였다. 미래의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
라도 기대하는 협상성과를 얻고자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 경쟁적 협상전략을 사용하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정보 수집, 기밀 유지 등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용되며, 상대방
도 경쟁적 협상전략을 사용하면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패-패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타협전략(compromise strategy)은 만족전략이라고도 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접근법이다. 예컨대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지만 성과를 포기하기도 어렵고 관계 악화도 원
치 않을 경우 타협전략이 효과적이다(Lewicki, Hiam and Olander, 2007). 타협전략은 상호 공평하
다고 느끼게 되고, 간편하면서도 빠르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
고 있다.

3. 분석틀
앞에서 설명한 협상의 준비과정에서의 협상원칙과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사용되는 협상전략이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성립과정에서 채택된 협상규칙과 협상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국의 협
상안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림 2>는 기후변화협상의 협상원칙과 협상전략에 대함 분석과 이들이 협
상당사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협상전략을 도출하는 분석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분석틀
협상 원칙 : 획일적 부담원칙

협상당사국의 다양한 이해관계

협상전략 : 주요국의 협상전략

한국에의 영향

한국의 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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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획일적 부담원칙과 다양한 이해관계
1. 획일적 부담원칙
기후변화협상에 있어서도 협상 초기에 채택되었던 기본 원칙은 GHG 감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
었다. 즉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참가국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특정 행동을 규제하는 획일적 의무
(symmetric obligation) 부담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동일한 비율의 감축
을 요구하기보다는 매우 제한적인 국가군(國家群)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해 차별적 부담을 허용하고
있다.11)
기후환경협상에서 획일적 부담원칙에 융통성을 두기 위한 차별적 부담을 인정한 것은 기후변화협상
의 참여국들의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고려치 못한다면 국제협상을 통해 도출된 목표가 국내적으로 이
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쿄의정서에서 획일적 부담원칙을 채택하였던 이유
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획일적 부담원칙에 따른 공동의 비젼과 표준화된 일정표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닻 내리기
(anchoring)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획일적 부담수준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협상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또한 보다 신속하게 타결할 수 있다.
둘째, 국제환경협상에서는 국내의 중앙정부와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참여국의 이해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기구가 없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들의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차별적 부담을 인정하면 협상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극단적으로는 각 회원국이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
다 보면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높다(Grubb, 1989: 14).
셋째, 기후변화협상에의 참여국 수가 많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이 증가되며,
협상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다. 이런 점에서, 획일적 부담원칙은 회원국에게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 전략에 대한 정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넷째,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회원국을 제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부담은 과대하게 그리고 자국에 돌아올 수익은 과소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획일적 부담원칙
에 따른 협상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Parson & Zeckhauser, 1994).
획일적 부담원칙은 이상과 같은 이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참가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받는 OECD국가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미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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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별 관심, 재정부담 의지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
한다. 즉 기후 변화로 인한 비용과 이산화탄소의 감축으로 인한 편익은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로 인해 기후변화협상에 있어서 핵심 협상의제는 국가별 구체적
감축목표와 이의 이행 시간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협상당사국의 다양한 이해관계
1) 기후변화협상으로 인한 국제경쟁력과 국가취약성
기후변화협상은 대단히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가별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환경기술이 발
전된 선진국이나 3차 산업위주의 선진국들은 GHG 감축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가 개발도상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상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개발도상국들은 환경위해적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바꾸거나 일정수준의 환경보존이나 개선을 위한 비용이 발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또한 개
발도상국간에도 자본량, 부존자원, 기술발전수준 등에 따라 환경개선비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별 취약성(vulnerability)도 다양하다.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의 적응이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별 취약성은 지형, 경제구조, 국가정책, 국가
기술수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지형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받기 쉬운 도서국가연합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가장 높다.12) 또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
은 나라는 3차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에 비해 취약성이 높으며, 화석연료에 의존율이 높은 나라는 높은
기술력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 비하여 취약성이 높다.
이처럼 기후변화협상에 따른 국제적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및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
별 취약성은 나라마다 다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참여국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완화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
던 통합적 협상상황이 상호 불신하는 거래적 협상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상상황이 바뀌
게 되면 연성입장에서 협력적 협상전략을 취하던 국가들 중 상상 수가 경성입장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도서국가연합(AOSIS : 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은 해수면이 낮은 섬나라의 연합체이다. 42개국가와 옵저버로는
American Samo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Cape Verde, Comors, Cook Island, Cuba, Cyprus,
Dminica,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Grenada, Guam, Guinea-Bissau, Guyana, Jamaica, Kiribati, Maldives,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Nauru, Netherlands Antilles, Niue, Palau, Papua New Guinea, Samoa, Sao Tome
and Principle, Seychelles, Singapore, Solomon Islands, St. Kitts &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S Virgin Islands and Vanuatu 등 이 있 다 (
http://www.unfccc.int/2860.php, 20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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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협상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의 틀 속에서 당사
국들을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몇 개의 국가군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해야할“공통의 의무”
가 무엇인
가에 대해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부속서 Ⅰ에
속한 국가들 간에는 자발적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집단화에 따른 자발적 접근법은 다른 집단들과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집단에 속한 국가들이 부담할 의무와 이행일정에 자발적 협상을 한다면 이질적인
많은 수의 참가국들에 의한 협상 보다 능률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집단화에 대하여는 부속서Ⅰ국가간에도 많
은 입장 차이가 노정되고 있다.

2) 미국의 새로운 국가분류에 대한 입장
미국은 오바마정부에서도 획일적 부담원칙에 대하여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
진국의 1990년 대비 25~40%의 일률적 감축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부속서Ⅰ국가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개발도상국가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중 상당한
책임과 능력이 있는 개도국들은 구체적인 감축의 목표와 시한을 포함한 감축계획을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정성춘 외, 2009). 여기서 상당한 책임과 능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에는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기후변화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2009년에 미국은 2005년
대비 17% 감축안을 하원에서 통과하였고, 상원에는 20%를 줄이는 방안이 게류 중에 있다(중앙일보,
2009. 11. 6)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4% 감축한다고 감축목표를 수정하였고, 적응분야에 있어서
는 재원 확보와 적응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
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기술 이전에 있어서는
정부 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자금은 반드시 기후변
화협약상의 자금기제에 국한하기 보다는 다양한 자금 확보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성춘
외, 2009).

3) EU의 새로운 국가분류에 대한 입장
EU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선진개발도상국 지위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가장 발전된(the most advanced) 개발도상국은 공통의 차별화 원
칙에 의거하여 각 국의 역량에 따라 BAU 대비 15~30%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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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가의 측량, 보고, 검증가능한 감축목표는 국가와 산업부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문별 접근도 개발도상국가가 감축수단
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상당히 유연한 주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빈국을 제외한 모든 개발도상
국들은 2011년까지 주요 온실가스 배출부문을 포괄하는 저탄소발전전략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성춘 외, 2009). 이러한 EU의 주장은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포스트
코토체제에서는 GHG의 감축의무를 선진국들만이 부담해서는 안되며, 부담국가의 범위를 개발도상
국들 중 일부 국가들에도 확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국가들의 적극적인 반대 등을 고
려하여 현재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92개국이 모두 수락할 만한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후 변화협상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전이 실제에 있어 어려운 협상상황에 따른 것
으로 볼 수 있다.

4) 일본의 새로운 국가분류에 대한 입장
일본은 포스트 교토체제에 선진국 이외에 개발도상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체제를 구
축하되, 참가국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감축목표 설정(fair and equitable emission target)을 주장
하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이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대량배출국에도 감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본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현재의 차별적 부담의무를 지고 있는 개발
도상국들에 대해 새로운 분류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통의 의부부담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국가분류와 의무부담방식을 구체적으로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日本 外務省, 2008). 일
본은 주요 선진국들이 쿄토체제에서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던 국가들을 OECD 회원국, 상당한 경제
발전국, 자발적 참여국을 선진국으로 묶어서 국별 총량목표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리고 선진국에서 분류한 기타 개발도상국을 주요 개발도상국, 취약 개발도상국, 그리고 기타 개발도상
<표 1> 일본의 새로운 국가분류와 의부부담 방식
쿄토체제

포스트 교토체제

의무부담방식

선진국
OECD 회원국
상당한 경제발전국
개발도상국

국별 총량목표
약속(commitment)

자발적 참여국

기타 개발도상국
자료 : 정성춘 외(2009: 154).

선진국

주요 개발도상국

국별, 산업별 에너지 효율목표 약속

취약 개발도상국

지원 대상

기타 개발도상국

국가행동계획 실시 및 정기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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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세분화하고 의무부담방식도 달리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의 협상전략은 자국의 감축잠재
력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들에 추가적 감축의무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 집단별 의무부담방식의 문제점
2008년에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14차 당사국회의에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선발개발도상국과
기타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획일적 의무부과 대상국으로 전환시키려는 주장은 개
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13) 새로운 국가 분류에 의한 집단화원칙을 타결
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등은 기후변화 참여국들을 개발도상국
들의 차별적 부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감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바르셀로
나 준비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미국의 협상대표는 자국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중국에 대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
상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더 큰 폭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자발적 감축이
아닌 집단별 감축의무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EU와 일본에 의해 제기 되고 있는 새로운 국가분류에 따른 집단별 의부부담방식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아무리 동질적으로 분류된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집단 내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현재로는 경
제수준별로 국가군을 분류하려는 것인데, 이외의 국가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획일적 부담원칙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수준과 더불어
인구밀도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국가들을 분류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취약성과 국제경쟁력 측면
에서 본다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수준별 국가분류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조
합하여 국가들을 잡단화 하는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설령 협상을 통
해 집단화를 도출한다고 해도 집단간 그리고 집단내의 이질성은 여전히 있기 마련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에 있어 집단화를 위한 분류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감축의 범위와 의무를 차별
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성, 개선에 대한 기여 정도, 감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협상참여국은 자국에 유리하게 집단화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의 기준에 대한 협
상에 과도한 시간이 소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획일적 부담원칙을 대체할 규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지나친 갈등으로 인
하여 협상상황이 배분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각국의 BATNA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브라질도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 Ⅰ국의 구분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은 당사국들은 재그룹화
를 위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부속서Ⅰ국에서 부속서 Ⅰ국으로의 이행을 위한 객관적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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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의 획일적 부담원칙을 보완할 새로운 규칙에 의해 현재 보다 더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는
범위에서 획일적 부담을 대치할 집단화원칙을 타결해야 할 것이다.

Ⅳ. 주요국의 협상전략 및 한국의 대응전략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발리로드맵의 핵심 쟁점은 공유비전, 감축, 적응, 기술,
그리고 자금이었다(http://www. Decision -/CP.13, Bali Action Plan, 2007)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각 국의 협상전략도 이러한 핵심쟁점에 대한 것이 될 전망이다. 본 연구서는 쟁점별 대응전략보
다는 주요국들의 기후변화협상에서의 주장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미국의 협상전략 및 한국의 대응전략
부시정부에서는 협상상황과 상대국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타협전략(compromise
strategy)에 입각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가는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미국이 기후변화협상의 성과를 포기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타협전략을 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정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
을 강화한다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협력전략(collaborative strategy)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상에서 미국이 적극적 의지 표명이 없으며, 국내적으로도 탄소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관
련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개발도상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미국의 타협적 전략으로의 방향 전환 움직임에 동조하되 협상전략의
변화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과감한 감축 약속과 개발도상국가에
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면서도, 미국과 연대하여 보조를 맞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또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감축전략을 입안하여야 한다.

2. EU의 협상전략 및 한국의 대응전략
기후변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EU는 타협전략에 입각하고 있다. EU는 일본과 공동으
로 2008년 5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Inter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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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권고안인 선진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
스 배출량을 25%~40%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나아가 모든 선진국에 대하여서는
EU에 상응한 목표를 제시할 것을 촉구였다. 그러나 EU의 주요 나라들은 측량, 보고, 검증 가능한 목
표는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부문별 접근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 협력, 기술, 재정 등에 있어 최빈국 및 군소 도시국가
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European Commission, 2008).
2009년 당사국회의인 코펜하겐에서의 당사국회의에서의 협상관련 EU 입장을 보면, 지구온난화는
산업화 이전보다 2℃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 기후협약체계가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늦어도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해야 하며,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에서 40%까지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까지 현 추세대비 15%에서 3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2020
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하며, 다른 산업화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이 상응할 만한 조
치를 취할 경우 30% 감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2050년까지 지구전체의 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기감축 목표를 반영하는 협약을 코펜하겐
회의에서 도출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는 연간 220억에서
500억 유로 수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재정지원 액 중 EU가 공평한 몫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였
다(환경부, 2009 b).
한국은 EU의 부속서 Ⅰ국가의 추가적인 감축의무 부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공조하면서,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차별적 부담에 대해서는 협력전략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기여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국이 검증가능한 목표, 산업별·지역별 CO2 배출 동향 및 전망, GHG 감축정책 및
집행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기후변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나타낼 필
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제2차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제출하고 있는데(http://
unfccc.int/ search/2009. 11. 20), 자료의 질을 더욱 높여 신뢰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EU
가 다른 나라가 상응할만한 조치를 취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목표치를 제시하듯이 한국
도 보다 전략적 시나리오에 입각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일본의 협상전략 및 한국의 대응전략
일본도 EU와 유사하게 협력전략에 입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적응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148 |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3호

되, 감축과 동시에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와 공동으로 일본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저
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자국에 맞는 액션플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www.me.go.kr/ 2009. 11. 4). 자금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엔 차관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로 에너지 효율향상분야에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부문별
접근방식을 선호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 부문에서의 감축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는 일본이 과도한 감축의무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성춘 외, 2009).
일본은 한국, 멕시코 등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개발도상국가의 재분류의 문제점을 제시하되, 획일적 부담원칙에 대한 대안적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 부담원칙으로 인한 기후변화협상의 한계를 부각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대안적 전
략을 개발하여 이것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기후 변
화를 야기시킨 역사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경제적 취약성을 강조하며 중국, 인
도 등과 경제수준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가분류방식을 협의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4. 중국의 협상전략 및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은 지금까지 경쟁적 전략에 입각하여 승-패적 접근을 하였지만 최근 협력전략에 의해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감축의무가 없지만 2020년까지 GHG 감축을 주목할만한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
다(http://www.reuters.com/article/environmentNews /2009. 11. 26; 中國國家發展化改革委員
會, 2007).
지금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규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여 왔던 중국이 조건부 동참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한 것은 선진국들이 중국은 더 큰 폭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잇따라 연성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개발도상
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교토 체제에서 개발도
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시키기 전에 선진국으로부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다(www.me.go.kr/ 2009. 11. 4).
중국은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과 자금 지원의 필요성,
지속가능개발과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GHG 감축의무에 대한 자발적 결정 등을 주장하는 점에서 한
국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중국은 GHG 감축을 위한 국내제도 변화에 미온적이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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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 접근에 반대하는 점 등에 있어서는 한국의 정책방향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수
준과 기후변화협상의 취약성 등 공통적 측면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정성춘 외,
2009). 나아가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한 선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국가 분류 및 획
일적 부담원칙에 대응하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Ⅴ. 결론: 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의 전략 제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한국으로서는 협상참여국들의 전략을 분석
하고, 우리의 경제구조와 국가적 특성에 유리한 원칙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협상과정에 따른 협
상상황과 협상전략을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획일적 부담원칙의
불가피성과 문제점 및 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집단별 의부부담방식에 대한 설명하였다. 기후변화
협상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국가분류방식의 문제점을 부각하였
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 그리고 중국의 기후변화협상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나라에 대한 한국의 대
응전략을 모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획일적 부담원칙을 대체할 규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지나친 갈등으로 인하
여 협상상황이 배분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BATNA가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과감한 감축 약속과 개발도상국가에 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촉
구하면서도, 미국과 미국의 타협적 전략으로의 방향 전환 움직임에 동조하여 보조를 맞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은 EU의 협력전략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기여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국이
검증가능한 목표, GHG 감축정책 및 집행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기후변화협
상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신뢰성을 인정받도록 자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EU가 다른 나라가 상응할만한 조치를 취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목표치를
제시하듯이 한국도 보다 전략적 시나리오에 입각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재
분류의 문제점을 적시하되, 획일적 부담원칙에 대한 대안적 원칙을 개발해야 한다. 즉 획일적 부담원
칙으로 인한 기후변화협상의 한계를 부각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대안적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기후 변화를 야기시킨 역사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경제적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인도 등과 경제수준만이 아니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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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가분류방식을 협의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과는 경제수준과 기후변화협상의 취약성 등 공통적 측면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
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선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국가 분류 및 획일적
부담원칙에 대응하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앞에서 분석틀에 따른 설명으로 인해 제외되었지만,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정부의 협상전략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좋은 협상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BATNA를 가져야한다(Fisher
and Ury, 1991). 좋은 BATNA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협상
력, 시간, 그리고 정보라는 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Bingham, 1996). 협상력이란 경제적인 측면에
서 경쟁력, 최종안에 집착하가 협상을 실패할 위험부담정도, 난관 돌파력, 경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 또한 시간은 협상에 있어 중요 자산이다. 협상은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협상기일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언제 타결을 도출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정보가 좋은 BATNA를 가지기 위한 중요 변수이다. 상대방의 자원, 역사, 전략, 협상이 성공했
을 경우와 실패했을 경우의 부담량 등에 대한 정보를 협상 전에 가능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둘째, 국제협상의 결과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상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에의 의존
율이 높은 경제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도록 바꾸어 기되, 그 과정에서 부분별·산업별 감축
에 있어 균형적 성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의 속도와 평가하며 이에 맞추어 협상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국제협상의 국가간 협상과 국내적 협상이 결합되어 있는 두 차원 트랙(two level track)이다.
GHG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안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 산업계, 정치계 등에 대한 협상과정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
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협상결과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상대표자는 협상과정과 협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국내적 협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넷째, 협상의 상황적 요인들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dynamically) 변화는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하는 협상상황에 협상자는 선도적으로 협상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역동적인 협상과정을 분석하고 적절한 협상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상자 또는
협상조직은 유연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전문적인 국제협상가 양육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 또한 협상조직은 정부관료와 민간전문가의 혼합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제법,
국제경제 그리고 국제협상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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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체계와 인적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협상에 참여함에 있어 협상을 통한 국가적 이익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국가로서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상에서 얻게 될 이익
이나 입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더 큰 국가적 가치를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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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사, 한국정책포럼 부회장 등으로 학계에 봉사하였고, 현재 치안정책제도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병무행정론」
(법문사, 1988),「행정학. Net」
(박영사, 2004).「병무정책론」
(계명사, 2005) 등이 있으
며, 주요 논문으로는“물관리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 탐색”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1), 2006),“병역자
원 확충을 위한 선병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보 7(2), 2007),“신재생에너지정책의 방향”
(사화과학
연구 15,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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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자력산업 현황 및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방 민 석

원자력은 최근 다양한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
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운영·관리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동력으로서 원전사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
으며, 원전플랜트는 새로운 수출아이템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원전 운영기술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원자력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산업으로서 원전 플랜트 수출이 부진한 상
태인데, 그 이유로는 해외 사업네트워크의 부족, 원자력 산업계의 부문별 파편화로 인한 대외 경쟁력 약화, 핵심시
설에 대한 설계 및 기기제작 원천기술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차별화와 집중화
전략의 구사, 정부 차원의 상대국에 대한 지속적 외교 노력, 원전건설과 원전 운영기술의 패키지화와 홍보강화, 민
관공동협의체와 같은 정책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구 마련 등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주제어 _ 원자력, 원전산업, 수출경쟁력, 원자력 정책
* 본 연구는 2008년 정책학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일부를 수정, 재구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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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uclear Industry Status and Export
Competitiveness Improvements

Bang, Min-seok

Recently nuclear energy is being discussed in many fields and it has been becoming more
significant. Especially, based on the safety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nuclear energy, the
nuclear plant enterprise is increasing as next generation energy. And the nuclear plant is considered as a
new export item. Since 2000, based on the developed management technology of nuclear plant, Korea
could appeared to be developed as other nuclear advanced countries. However, Korea is making a little
progress on exporting nuclear plant because of lack of international enterprise network system,
weakening of foreign competitive power caused by divided industry system, lack of plan of core
facility and original technology.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s, international differentiation and
focused strategy, governmental effort on international diplomacy, integration of construction of nuclear
plants and original technology, increased public relations, organization such as Public-Private
Cooperation which raises the efficiency and coherence are required.

Key words _ nuclear energy, nuclear power plant, export competitiveness, nuclea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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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자력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군사적 기술적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위
험관리 측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국제적인 다자간 협력 등 다양한 시각에
서 조명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산업은 IT 및 BT 등의 타 산업과의 융합 등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
으며, 차세대 에너지동력으로서 녹색기술산업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 및 고유가
상황의 지속에 따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원자력의 위상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 IPCC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2030년까지 2.5배가 증가하여 총 전력 생산의 27%를 차지하게
되고 2050년까지는 현재보다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새로
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산업은 1978년 고리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원전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관련 기술 축적과 연관 산업기반을 구축해왔으며, 세계적으로 원자력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국내 총발전량의 약 40%를 감당하고 있으며,
원전 20기를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량 기준 세계 6위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원자력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저탄소 녹색성
장의 핵심축으로서 원자력의 역할 증대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원전플랜트에 주목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정책과 계획을 통해서 원자력산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
만 오늘날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에서 일관적이면
서도 통일적인 정책추진체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원전 플랜트 수출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다양한 참여 주체들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총력전 양상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나눠져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구조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
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원자력 수출의
장애요인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살펴보고, 법제와 조직현황을 종합적으로 병행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에 따라서 세계 원자력 시장 역시 원전 메이저 회사들을 중심으로 합종연횡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원전시장 선점 노력에 전력을 다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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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보고서와 민간 기업, 관련 학회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Ⅱ. 원자력 수출 관련 선행연구 및 분석틀
1.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 관련 선행연구
원자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원자력의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 원자력과 관련한 국내·외 규
제와 제도에 관한 연구, 원자력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 그리고 원자력 수출을 위한 양국 간
혹은 다자간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유형과 연구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력 산업에 관한 동향과 관련하여 국제 원자력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로는 양맹호·윤성
원의 연구(2008)를 들 수 있는데,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력의 르네상스 시대가 재도래 되면서 원자력
이용 현황과 이슈들을 검토하고 변화된 국제 여건 변화에 대한 한국 원자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법으로는 원전사업 경쟁력 확
보, 개도국의 원전시장 진출 노력 강화, 전략적인 협력관계 강화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이용관(2007)
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개발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확대 개발하여 수출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원자력을 전략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주로 한 연구로 박창호 외(2008)는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서 수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용석 외(2004)는 원자력 발전 산업
내의 각종변수(이용율, 국산화율, 수출액) 등의 상호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원자력 발전 산업의 전략 수립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진흥시키
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것이 향후 성과를 제고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원자력을 수출하기 위한 국내·외의 원자력 관련 규제정비와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고 논의
한 연구가 있다. 석광훈(2008)은 원자력이 기술적 특성상 안전상의 문제, 사후처리 책임성문제, 사용
후핵연료의 재처리 문제,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질서 교란문제 등 4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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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류재수 외(2004)는 원자력의
수출 통제의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지침을 적
시에 반영한 국내 수출통제체제의 확립과 효과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의 기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 체제 구축을 주요 대상으로 논의한
연구들을 제시할 수 있다. 윤영미(2008)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상외교와 패키지 전략에 중
점을 둔 에너지·자원 외교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국가 전력적 차원에서 자원개도국에 대한 인프
라 구축,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의 증액 및 한국의 경험과 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강조하였다. 한
편, 박한규(2000)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안보를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원자력 활동들을 둘러
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 원자력협력체 설립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우리나라가 역
내 국가들 사이에 원자력 지역협력을 위한 상호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원자력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계 원자력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원자력 시장 성장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현황검토와
함께 원자력 출연연 등 분야별 전문기관, 기타 유관기관을 비롯한 원자력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
정 구조와 정책적 체계를 점검해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2. 분석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원자력 수출의 장애요인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원자력산업은 원자력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과 규
제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내·해외의 환경 변화는 원전 산업
전체에 큰 환경 변화로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문별 정비 여부와 지원네트워크를 보는
산업체계 측면, 원전관린 기업들의 속성과 활동을 보는 재원조달 측면, 국가별 전략 수입과 정부차원
의 네트워크를 관찰하고 법제를 살펴보는 마케팅 측면, 그동안 한국형 원전이라는 명제하에 중요시되
어 왔던 원천기술의 확보와 협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원천기술 측면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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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전산업 수출 경쟁력강화에 대한 분석틀

재원조달 측면
- 기업속성
- 공동기금조성

국내 환경
변화

산업체계 측면
- 부분별 정비
- 지원네트워크

원자력
발전산업
경쟁력 강화

마케팅 측면
- 국가별 전략
- 정부차원의
네트워크

해외 환경
변화

원천기술 측면
- 한국형모델개발
- 제휴 및 협력

Ⅲ. 세계 원전시장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수출현황
1. 세계 원전시장의 변화와 경쟁 구도
세계 에너지 수요와 관련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전 세계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이 2005
년에 비해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추적인 1차 에너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가용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대폭적인 증대도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제고 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근본
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 세계 원전시장은 196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1차 원전건설 붐 이후 제 2의 르네상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말 현재 전
세계 31개국에서 445기, 발전용량 3억 9,389만kW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에 있으며, 이 중 85%
가량이 OECD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1차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발전량은 2조 7,420억kWh로 전체 발전전력량의 약 15%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IAEA는 전 세계 전
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6%에서 2030년에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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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IAEA, 2006).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기존 화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 생산국들이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수급에 불균형으로
인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제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으나 에너지원으로서의
안정성과 공급신뢰성 측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본격
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면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원자력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한국전력연구원, 2007).
<표 1> 신규 원전건설 고려 국가들
지 역
유럽지역

국

가

명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아일랜드, 폴란드, 벨라루시, 터키

아시아지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구소련연방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그루지아

중동지역
아프리카지역
남미지역

이란, UA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가나
칠레, 베네수엘라

이를 반영하듯 세계 각국에서는 앞 다투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World Nuclear Associ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0여개 국가들이 새롭게 원전도입
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원전 건설에 매우 구체적인 단계까지
이르렀으며, 또 다른 국가들은 경제·에너지 환경을 고려할 때 신규원전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 원전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거대 원전 시장이 형성되
고 기존 원전 보유국들이 원자력 발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나이지리아, 터
키 등 신흥국들의 원전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에너지
다원화 차원에서 원전을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이용을 확대 추진하고 선진 원전 사
업자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사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전시장의 환경변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존의 원전 보유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세계 원전시장의 변화에 따라 원전의 공급자 경쟁구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현재 원전 수출이 가능
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 한국 등 6개국이며 실제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모두
실제 원전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WEC(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와 GE를 중
심으로 세계 최대의 공급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가 국영기업 Areva를 앞세워 유럽

162 | GRI연구논총

2009년 제11권 제3호

시장 및 중국, 남아공 등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체제에 일본 업체들이 가세함
으로써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세계 원전시장의 변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원
전 공급자간 인수합병 및 전략 제휴가 활발한 것이다. 이는 원전시장개방이 활발해지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와 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절감과 위험 최소화, 단기간의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원자력 산업의 수출현황과 전망
국내 전력 수요 증가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 요구되며, 원전 시장이 거의 한
계에 도달하고 있고 첨단 원전기술, 경험 인력 및 인프라가 사장 위기에 직면하여 원자력 해외 수출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해외 시장에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실현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는 원전산
업 및 연관 산업의 수출 및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며 원자력 발전 기술의 완전 자립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외교적 측면에서는 수출 대상국과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국가로서의 위
상을 제고하는 등 범국가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원자력 분야의 수출은 크게 비발전 분야와 발전 분야로 나뉘는데, 비발전 분야는 발전 분야에 비해
서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방사선 분야는 암 진단에 사용하는 RI 선원과 PET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사이클로트론을 비롯하여 환경방사능 감시기, 비파괴거사 등이 고부가가치 수출 주력상품으로 떠오르
고 있다.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와 비파괴 검사 등 비발전 분야의 2006년도 수출액은 2005년에 비해
3배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동남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 지역,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에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발전 분야의 수출은 원자력 기기 및 원전부품은 물론 컨설팅, 시설 유지보수, 운전원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자재 및
기술 용역 등은 2009년까지 약 18억불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두산중공업, 한국 전력기술
등을 필두로 기자재 및 기술용역 등 해외진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분야 역시 기자재
중심에서 설계용역, 연료, 유지보수, 운영자문으로 다양한 편이다. 다음 <표 2>은 우리나라 원전산업
체, 원전기자재 및 용역의 수출 실적을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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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원전산업체, 원전 기자재 및 용역 수출실적(1993~2009년 9월 누계)
업체명

건 수

금액(백만달러)

주요내용

한수원

33

28

중국 양장 원전 3,4호기 건설 기술지원 등

KOPEC

30

55

타이완 룽먼 원전 종합 설계분야 기술지원 용역 등

한전연료

30

10

미국 WEC사에 대한 원전연료 부품 공급 및 기술 지원 등

한전 기공

122

9

미국 보글(Vogtle) 원전 연료 교체 용역 등

두산중공업

32

1.644

대우건설

6

27

중국 친산원전 2단계 기자재 납품 등
중국 친산원전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해석지원 등

원자력연구원

135

15

합계

388

1,788

중국 친산 원전 3단계 1,2호기 핵심기기 공급계약 등

최근 국제 원전 시장의 신규 건설 붐에 따라 주요 부품들의 주문들이 증가되면서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 단조 부품 및 주요 핵심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제한적이며 생산규모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원전 부품 공급 능력이 신규 원전 건설의 제약사항(bottle neck)이 될 수 있는 조짐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원전건설 시장은 기기 공급자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두산중공업 등의 민간업체의 해외사업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다.

Ⅳ.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체제의 검토
1. 원자력 정책 및 관련 계획 현황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은 원자력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법을 근거로 원자력 진흥종
합계획을 비롯한 각 부문별 계획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집행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 원자력 정책으로 여타 원자력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계획을 포함하게 되며, 본 계
획의 유관부처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
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책의 경우, 원자력 안전헌장과
원자력안전정책성명(10년 단위로 개정)을 통해 안전규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연결되며, 연도별 안전규제 정책방향은 원자력진흥종합
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으로 입안되고 집행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2007년 이후 원자력정책은 6개의 정책목표와 20개의 중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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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원자력 핵심원천기술과 고유 강점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기
술의 해외 수출은 물론 방사선 기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창출되고, 국제적으로도 원자력 안
전규제기술을 선도하는 원자력 선진 5개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정책 체계
원자력법

원자력안전헌장

제8조의 2

안전 철학/이념에 대한 선언적 규정
(’
01.9.6 공표)

[10년 단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안전정책성명

방사선이용진흥계획

방사선진흥법
제3조

<부속정책>

[5년 단위]

제8조의 3

안전규제 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제8조의 3

안전원칙과 헌장 이행 정책방향
(’
94.9.10 공표, 10년 단위 개정 예정)

중대사고정책(’
01.8.29)
리스크정보활용정책(계획 중)
중장기 발전방향/실천계획
(5년 단위 개정 예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연도별 안전규제 정책방향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방향
(매년 초 안전위원회 의결)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교과서 및 안전기술원 업무계획)

자료 : 교과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8: 18).

특히 원자력의 수출 산업화를 위하여 2003년 9월 유관기관간‘해외 원자력 발전시장 공동개발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하고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원자력 발전 수출
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 핵심기기 국산화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 수출의 장애요인
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 중에 있다. 정부는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 관
리를 위해 1997년부터 5년 주기로「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은 원자력 이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원자력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을 제시하고 국가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최상위 국가 원자력 정책으로 원자력법 제 8
조의 2항 및 3항2)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다.
중장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계획, 원자력 발전기술 2015(NUTech2015) 등 각 원자력분야별 세부계획 등을 통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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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추진방향 변화
제1차 계획(’
97-’
01)

제2차 계획(’
02-’
06)

제3차 계획(’
07-’
11)

○ 원자력발전 기술 자립

○ 원자력발전 기술고도화

○ 원자력 원천기술 확보

○ 국내 원자력 발전 건설

○ 원자력 수출기반 구축

○ 원자력상품 개발/수출

○ 규제 기반 구축

○ 규제 선진화

○ 규제 기술 국제 선도

○ 원자력 발전 중심

○ 원자력/방사선 기술균형 발전

○ 방사선기술 고부가 신산업 창출

정부는 제 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핵심·원천기반기술 및 방사선 융
합·의학기술 개발과제 중점지원, 세계 원자력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 고유강점기술 및 3N 연구자 육
성 등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 개발 및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강화, 연구개발 역량 및 성과제고를
위한 공개경쟁체제 확립 및 평가결과 반영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2008년에 공포된「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
은 전체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
중을 41%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및 차세대 원전
조기개발을 추진할 것과“에너지 저소비사회”
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10∼13기의 신규원전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하므로, 원전건설 물량 증가에 따
른 원자력발전사업체와 원자력 공급 산업체의 매출액과 투자액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원자력 관련 법제 및 행정조직
원자력관계 법령에는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원자력법」
을 비롯하여3)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법령으로 확산방지조약, 원자력 안전협약, 방사성 폐기물 안전 협약, 원
자력 사고 시 조기 통보 및 지원 협약,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교육과
학기술부·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 기관 직제 규정 등 행정 조직 관련 법령, 전기 사업법 등의 에너지
관련 법령, 건축법 등 건설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및 폐기물 관련 법령 등 40여개 법률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원자력법 제 8조의 2항에서는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은 (1)원자력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부문별 과
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및 (5)기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8조 3항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부처는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계획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등 원자력 이용·안전 관리에 관한 법과「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민
사책임에 관한 법 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 원자력 관련 기관 설립 근거법 등이 존재한다(배성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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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한편 원자력법령의 종적 체계는 원자력법, 원자력시행령, 원자력법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
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의 이용·개발과 안전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의 본격적 추진·성장과 함께 국내외 환경의
변화 및 원자력이용 분야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방대해졌다. 현재 원자력법
은 그 체계가 주로 사업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준용조항이 많기 때문에 전체 원자력법을 살펴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는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도록 원자력법 일부를 분리하여 개별 법
률로 제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고시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고시 정비의 목적은 규제 제도 및 정책 등의 규제환경 변화와 적용의 시
급성을 고려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의 공백과 원자력 관계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한편,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던 원자력 관련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어 국가의 원자력 연구개발 및 안전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제시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자력 연구
개발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 도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이용등에 대한 안전규
제 행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
력 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방재 등에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지휘센터에 각각 주재관을 두
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이 존재하며 이들 기관은 원자력 이요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
항, 원자력 통제에 관한 사항,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연구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담당하고, 기본정책 수립·추진을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용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관리하며, 외교통상부는 군축·원자력 관련 분야 활동에 대한 외
교정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를 위원장
으로 하고 산하에 전문적으로 조사·심의를 실시하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 둔「원자력위원
회」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원자력안
전위원회」
를 비롯하여 현재 약 10개의 원자력 관련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2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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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2007년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을 정식발족하여 비발전 분야
를 5개 분과로 나누어 수출지원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민간의 유기적 협조체
계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발전 분야는 기존 정부간 협력 채널을 보다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 원자력 조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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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소(www.kaeri.re.kr).

Ⅴ. 원자력 산업의 수출 문제점 및 경쟁력 제고방안
1. 원자력 수출의 문제점
원자력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조직·인적자원, 재원조달, 마케팅,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적 차원에서 원자력발전 시장 경쟁구도는 독자적인 수출능력을 확보한 메이저
기업들간의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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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계는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한전의 발전 부문이 지난 2001
년에 분리되어 한수원이 원전 발주와 건설·운영을 독점하며 기술력을 쌓아왔지만 대외 교섭력 부문
은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케팅이나 협상을 주도할 우수 인력은 본사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규
모의 자본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사업의 특성상 규제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면
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분산은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인사권과 재무권을 가지지 못한 공기업 체제에서 설계와 핵연료부문이 각각
KOPEC과 한전원자력연료로 분권화 되어 있는 지배구조는 기업역량의 분산을 의미하게 되었다. 해
외 원전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며 공격적인
투자와 시의적절할 의사결정이 핵심적이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경영전략의 입안과 일관적인 사업 추
진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원자력 해외사업은 수출기반 조성, 수출계약에 성공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공기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특성상 잦은 경영진
및 담당부서장의 인사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짧은 경영진 임기 및 책임자
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진의지, 전문성 및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원자력 수출의 중요한 장애요인으
로 판단된다.
둘째, 재원조달 측면에서 원자력 수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투자의 한계이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원전수출은 재원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삼는 나라들은 자금조달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원전사
업의 소유구조 변화는 재원조달 방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부의 차관이나
보증 등 정부 중심의 재원조달에서 전략회사의 자체 신용 또는 전력 구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가 이루어지는 등 원자력산업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공기업으로서 국내 전력 안정 공급을 위해 국내 설비투자에 우선해야 한다는 투자재원에 한계가 있
으며 사업의 위험수용성 측면에서 매우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마케팅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수출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독특한 시장구조에 수요층이 매우
제한적이며 구매 의사결정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구매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얼
마나 많은 교류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을 수출해 본 경험이 전무하며, 해외사업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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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하나로 작용되고 있다.
사업 네트워크의 부족은 수입국의 중요 의사결정권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경쟁기업
에 비해 뒤질 수밖에 없으며 상품을 홍보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에도 한계에 부
딪치게 된다. 해외 판매망이 부족하다면 곧 잠재 수요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고
의사결정집단과의 접촉 기회 상실로 이어져 수주활동에서 경쟁자에 비해 열위에 놓이게 된다. 또한 원
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해외시장에서 수주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상수요 및 경쟁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실패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
력 산업 수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한전은 프랑스의 Areva, 미국의 WEC의 해외 판매망보다 해외
사업 네트워크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림 5> 주요 원전 경쟁사별 해외 판매망 현황

자료 : 한국전력연구원(2007).

마지막으로 국내 원전산업 해외수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설계 및 기기제작부문의 원천기술이 부
재하다는 것이다. 발주국들이 원천기술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천기술을 보
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출이 좌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원전산업이 중국 시장
진출을 야심차게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부터 거론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
을 위한 국책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국제정치학적인 여건상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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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주기부분의 사업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한전원자력 연료를 통해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
출에 직접적인 제약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선·후행핵주기부문의 사업진출은 원전 수주시 문제점
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원자력 수출 경쟁력 향상 제고방안
1) 수출 산업체계의 정비
원자력 발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는 현재
각각 흩어져 있는 산업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원자력 수출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순환보직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출을
위해서 의사결정권자를 중심으로 빈번한 접촉을 위해 해외사무소의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 무역회사 또는 국내 원전산업 관련 기업들의 해외지
사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에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는 원자력 관련 대기업 혹은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수출입 업무 등을 담당했던 인력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창구가 형성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조직된 국제 협력 전
문가 pool은 사업성 평가 및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적시적소에 투입하는 방식의 실질
적인 자문역할을 제공하고, 중소형 연구용원자로를 수출하는데 겪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
문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2) 원자력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대상 국가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국가들임을
고려한다면 국내 원전 수출 전략은 일반 제품에서 요구하는 요소와는 다른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이 요구된다. 원전 해외사업의 성공요인은 대상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원전산업의 특수성
을 반영하여 수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재정조달 지원능력, 수입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공급자의 브
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최초 원전도입국의 대부분은 막대한 재원조달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는 만큼,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제시여부가 원전 수출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 및 전문기관과 수
요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획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상설 조직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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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의 지원은 재정적인 부분 뿐 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형의
선정이 소수의 정부 고위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국 유력인사와의 인
적 네트워크와 공급자의 소속구가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원자력 산업 수출 마케팅의 고도화
원자력 수출상품의 공급자인 산업부문은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 서비스 경쟁력을 확충함과 동시
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산업부문이 원전수출에서 그 역
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입찰, 제조지의 국제화, 다국적 기업형태의 경영, 국제적 기업동맹,
사업의 재구축, 업계의 재편성, 경영체질 강화 등을 달성해야 한다. 대상국에게 원전산업의 운영에 대
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선호체계에 맞는 제품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
은 해외 기업과 협력하면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별 차별화 및 집중화 전략을 구사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사장의 수요 및 경쟁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역량을 분석하여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우선된다 할 것
이다. 잠재대상국이 요구하는 노형, 재원조달 방안, 전력 및 원전에 대한 수요, 원자력에 대한 국가적
정책, 사업형태,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수주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목표시장 선정 시 해당 국
가의 시장 환경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가 요구된다.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국내
원전운영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원전과 운영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수주
활로를 개척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이
이미 고도의 전력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경제성장기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원천기술의 자립보다는 경제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국가들
이기 때문에, 국내 전략산업체들의 동반 진출을 통해 우수한 국내 기술 이전과 수입 국 내 전력 관련
산업 육성방안 등을 제시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사업만으로 성
과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천기술의 개발이나 원자력 수요 창출 등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연
계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원천기술 확보와 운영기술 홍보
원천기술의 확보는 원자력산업의 수출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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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큰 원전을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경쟁노형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노형 선정 및 원천기술을 포함한 체계적인 기
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진도와 진행성과를 평가시점마다 객관적이고 정확하
게 평가하여 보완 및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연구기관도
연구 성과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여 향후 원자력 산업 수출에 있어서 원천기술 문제
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천기술에 대한 확보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운영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원전과 관련된 기술은 크게 설계 및 제작과 관련된 원천기술
과 운영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원천기술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기술에 더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운영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운전과 운영
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주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Ⅵ. 결론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고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증대 및 원자력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원자력 산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원전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자력
부흥에 대비하고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운영 국가로서의 위치와 원전 운영 측면에서의 높은 실적을 고
려한다면,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 가능성은 큰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해외 시장의 확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발전 과정 및 기술현황을 비롯하여 원자력 관련 정책·계획과 행정조직들을 검토하고 원전 수출의 문
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부문과 신원전 기술부문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이 부재하는데다가 정부를 비롯한 유관 산업 분야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 수출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이끄는 주요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유
용성과 위험성을 가지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산·학·민·관의 이해
와 협력채널을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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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원자력 발전시장의 변화, 국제역학관계 고려 등 다층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은 원자력 기술의 우위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자력 인력 개발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 투자 및 재정의 안정성, 제도적 측면에서의 기반 구축이 거시적 차원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력 정책 수행이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소관 부처 간
의 역할 재검토와 위상 정립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기술
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산업을 해외수출 산업으로 육성하여 할 것이며, 이러한 신 성장동력의 창출
을 통해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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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대출제도와 장기주택채권도입
필요성에 관한 비교연구

표 순 례 / 임 재 만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래 노인 인구 비중은 급격히 상승
하여 2018년 고령사회(14.3%), 2026년 초 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하지만 공적
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해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에 처해 있는‘빈곤의 고령화’
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정경희 외2005) 이러한 맥락에서 모기지(mortgage) 제도가 주택구입시 주택구입
자금을 장기간 대출받고 대출 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 하는 것이라면, 주택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소유주
택을 담보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동안 사망, 이주시 까지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하여 대출하는 금융상
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역모기지 상품은 장수, 금리변동, 노후된 주택에 유지보수,
관리문제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보증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국. 공채, 장기주
택채권(가칭)을 발행하여 년. 월당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_ 주택역모기지대출, 보증위험, 장기주택채권, 국·공유지확충,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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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the Reverse Mortgage and
Long-term Housing Bonds

Pyo, Soon-rye / Lim, Jae-man

Ever since Korea has set into an aging society in 2000 as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reaching 7.2%,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of the aged has risen sharply, and it is forecasted that
Korea will reach an aged society by 2018, (14.3%) and a super-aged society by 2026 (20.8%).
(KoreaNationalStatisticalOffice)Housing Reverse mortgage is a financial product that converts
living expenses for the aged into a pension for man loans out the pension every month or for acertain
period of time until death or moving. However,reverse mortgage products sold in Korea s financial
institutions haven t been vitalized due to inadequate guarantees on various risks such as long life, the
change in interest rate, maintenance on aged housing, management, etc. This study is to suggest a
scheme in which the government expands state and public lands for supplying low-priced small houses
through gradual cycle development that is combined with residing and welfare policies by issuing
long-term housing bonds, purchasing aged detached houses, and paying yearly and monthly interests.

Key words _ Housing Reverse Mortgage, security risk. Long-tem Housing Bonds, national and public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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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비중 증가로 사회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사회보장기능은 여전
히 취약하다. 국내의 역모기지 대출상품은 1995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2005년 말 현재 이용률은 411건
에 계약금액도 523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 금융기관도 계약자 장수, 부동산 가격 폭
락 등 불확실성이 커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다. 또한 주택연금대출 이용자(수요)측면인 노인주택소유자
는 주택의 노후도와 유지.보수.관리 비용 등으로 실제 필요생활비로 전액사용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택연금대출제도 역시 활성화되지 못해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택연금대출은 자기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요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각종 위험(리스크)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이
대출이자율 변동 예상치 연 7.12%를 부담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방안으로 부족한 주거와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만족해 보고자하는 의도이다. 현재 공공용지 토지수용보상시에 1억 원 이상 부
재지주에게 지불하는 용지보상용 채권을 활용해 피수용자 중 단독주택소유자에게 장기주택채권으로
보상하고, 이주지역에 소형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수용지역내 노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다.
장기주택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동주택소유자 보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되었던 노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주택소유자에게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대
안이며 이용도(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기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모델을 개발할 경우 에 필요한 기
초적인 연구의 시발점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연구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채권 제도를 도입해야하는 필요성은 첫째, 노인소유자들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이자소득
을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능력에 맞추어 거주함으로써 지출되는 관리.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안정된 노후생활을 주택연금대출을 활용할 경우보다 7년여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넷째,
정부측에서는 국·공유지 비축과 재고주택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다섯째, 확보된 재고주택을
저가로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여섯째,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리노베이션함으로써 노
동력 창출과 건설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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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통계청)에서 조사한 주거실태조사와 기계조사 같은 문헌을 먼저 검토한다. 주택연금 대
출제도의 선행연구를 문헌검토와 주택연금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먼저 장기주택채권을 활용
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석지역으로 경기도의 <그림 1>지역과 <그림 2>지역을
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년 6%이율의 주택연금대출과 장기주택채권의
년 3.8%이율의 실효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
에서는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유동화 시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1985년 이후에 건설된 신도
시지역의 (20년)된 노후화 과정에 있는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취락개선해제지역, 지구
단위계획지구, 또는 산지 30도 미만의 야산을 장기주택채권으로 매입하여 국·공유지를 확충한다. 둘
째, 정부에서 매수한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리노베이션, 리모델링하여 재고주택으로 관리한
다. 셋째, 현재 SH 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SHIFT주택이나 또는 국민주택을 시장가
격 70%선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임대료.관리비 등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저소득층은 전국에
약 34.6%(건설교통부·한국도시연구소 2005)의 최저주거기준미달 임차인에게 재고주택을 저렴한 임
대료로 장기전세, 보증부 임대주택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택계급별 상태와 처지에 맞는 주거상향 이
동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지원책으로 순환 시킨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국내 민간 역모기지 현황1)
국내 역모기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로는 임경수·조덕호(1999), 김진태(2003), 강종·이석호
(2006), 김갑태(2006), 유선종(2006), 김진(2006), 김갑태(2007), 감안나(2007) 등이 있다. 2007년 7
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미국의 대표적 공적자금 역모기지인 HECM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우리의 실정
에 맞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공적보증 주택연금 대출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3.5%로, 연금산정 변동 예상치 연 7.12%로 설계
되어 있으며 통계청의 2005년 국민생명표(여자)를 기초로 사망률을 이용하여 월 지급액을 다음 <표
1>과 같이 산출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미국의 역모기지의 종류는 소득차층에 따라, 각각 다른 모기지 상품으로 HECM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Home Keeper 는
중간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Financial Freedom는 고액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Financial Freedom Plan은 리스크헷지보험이 없
고 일괄상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종신연금보험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HECM 역모기지는 HUD가 승인한 상담기관이 상담을 의
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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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택연금 수급자의 소유주택가 및 연령별 월 수급액 추이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단위 : 천원)

연령

1억 원

6억 원

65세

288

576

864

1,152

1,441

1,729

70세

354

709

1,064

1,419

1,774

2,013

75세

443

886

1,330

1,773

2,128

2,128

80세

562

1,125

1,688

2,251

2,310

2,310

85세

727

1,455

2,182

2,626

2,626

2,626

90세

971

1,943

2,914

3,267

3,267

3,26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7. 재구성.

김안나(2007)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현재 시판
되고 있는 주택연금 기본계리모형을 기초로 월 수급액을 시뮬레이션한 뒤 2005년 최저 생계비 이하
인 가구의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주택연금 수급 이전의 빈곤율이 65세에서 75세 까지는 큰 차이가 없
다가 75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주택연금 수급 이후의 빈곤율은 75세 이후에도 두드러지게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소득기준인 2천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최저소득 가구주의 빈
곤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1억 원 이하 가구주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수급 이후는 수급 이전에 비해
빈곤율이 7~10%p 가량 감소하였고, 2천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의 빈곤율은 23%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산을 활용한 공적보증 역모기제
도가 실질적인 노인빈곤 완화 지원책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실질적 빈곤 완화 방안으로는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와 공적부조제도
의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시가 5억원인 33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변동 예상치 연 7.12% 금리로 매달 100만원씩 15년간 대출받을 경우 15년 후에는 원금(1억
8000만원)과 이자(1억1000만원)를 합쳐 총 2억9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김갑태, 2007)2).
한편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2008) 결과“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인식, 이용 의향 및 이용 이유”
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30.9%가 역모기지제도를 알고 있으며, 13.8%는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노인의 59.4%는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
해, 26.4%는 여생을 풍족하고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매달 일정액만 지급되도록 하는‘종신지급
방식’
에서 수시 인출도 가능한‘종신혼합방식’
을 선택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2007년에는 종신지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주택연금의 대상연령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나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공되어 어 배우자에 대
한 고려가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선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
여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가구주의 연령과 주택가격만을 기초로 주택연금 대상을 추계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과대추정의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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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81.4%, 종신혼합방식이 18.4% 이었지만 2009년 2월에는 39.7%와 60.3%로
역전됐다. 하지만 여전히 역모기지 주택대출이율이 높고 담보주택의 노후화와 안전성의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위험 등으로 역모기지 대출제도는 노인빈곤층의 탈 빈곤을 위한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김근용, 2007)에서 조사한 주택실태조사에서는 장년가구 자가점유율은 전국62.8% 노
인가구 자가점유율은 전국 72.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으로 생
활비를 충당하는 62%의 중·장년가구주, 노인가구주들은 안정된 노후가 경제적으로 위협 받기 시작
하여,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2018년 고령사회(14.3%), 2026년 초고령사회(20.8%)로 도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는 노인중산층이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생활자금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여, 이에 정부는 가입연령 완화, 대출한도 확대 등 주택연
금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표 2> 국내 역모기지(주택연금) 관련제도 현황
구분

주요제도현황

시행일

2007. 7. 11

수시인출금 용도제한

주택 구입,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만 아니면 모두 허용
[선순위대출금 상환도 가능]

2008.3.6

매년 3% 증가옵션 도입

2008.5.13

매년 3% 감소옵션 도입

2008.10.1

9억원 이하

2008.10.7

월지급금 지급방식
가입대상 주택가격

시 행 일

대출한도

5억원

2009.3.2

초기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농특세 전액 면제

2009.3.18

가입연령

60세 (부부 모두 충족)

2009.4.6

수시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최대 2억5천만원 이내)

2009.4.6

보증공급규모(누적)

2조4,633억

연금지급액(누적)

550억2천3백만

2007.7.12~200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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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 다른 점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노
인층의 빈곤율을 저감시키고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종신혼합방식으로 역모기지대출을 활
용할 경우 주택가격 5억원에 담보비율 60%로 3억을 대출받는다면 매월 864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부족한 생활비 월 100만원을 차입하여 생활한다면 65세부터 10년 3개월이면 자금이 필요소득
이 고갈상태에 이르러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해야 하며, 부동산의 유지·보수 관리에 문제점과 저
성장시대에 주택노후도와 가격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할 대책이 미흡하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2007)과 본 연구의 설문(1)에서 장년가구주와 노인가구주들의 필요소득의 적
정금액은 월 150~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주택채권을 활용할 경우에는 17년 간 안정적으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고, 부동산의 유지·보수와 임대관리 리스크와 부동산의 노후라는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다.
따라서 역모기지대출을 활용할 경우보다 이용자(수요)측면에서는 7년 간 필요소득(생계비)을 연장
할 수단이 된다는 점과 소득계층에 맞는 주거환경으로 옮겨서 안착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관리비와 유
지비가 저감되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4. 국₩공채 활용대안과 국₩공유지 매입대안
국토해양부 추산에 따르면 2005년 초 기준 전체 주택에 딸린 택지(부속 토지)가격은 605조 원이다.
따라서 20%에 해당하는 택지를 사들이는 비용은 121조원이다. 이 가격이 시세보다 적게 추산될 가능
성을 감안한다 해도 약 150~200조원이면 충분하다.3) 만약 5년 안에 집 부자들의 3주택 이상 주택 택
지를 국유화한다면 매년 30~40조원씩 택지보상을 위한 영구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10년에 걸쳐 국
유화를 한다면 매년 15~20조원을 발행하면 충분하다. 2006년 기준 전체 발행액은 381조원(잔액 총
액 779조원)이므로, 적게는 연 15~20조원 많게는 30~40조원의 택지보상 영구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
권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잠재적인 채권 수요를 고려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심상정, 2007a).
그 근거로는 첫째, 2006년 국고채 발행액이 61조원인데 2005년 국고채 평균 응찰률(응찰액/낙찰
액)이 160%에 달할 정도로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수요가 크다. 둘째, 강력한 채권 수요자로서 국민연
금기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4월 200조원을 넘었고, 2010년 300조원, 2012년 400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손낙구(2008),「부동산 계급사회」
, pp.2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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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어 5년 내 200조원의 추가 자산 운용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7년 현재 4
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200조원 중 채권 투자가 152조원(76%)이며, 향후 증가하는 기금 역시 안정적
채권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지보상 영구채권의 이자율을 시장금리에 근접하게 지급할 경우
충분히 현실성 있는 유동화 상품이 될 것이며, 택지나 건설자금으로 투자되는 채권은 매몰되지 않는다
(심상정, 2007a).
장기주택채권으로 택지를 국유화할 지역은 전국적으로 2004년 8월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은 약 543개소이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약 332개소이다. 제1종의 경우 약250여 개소가 법상의
의무지정 대상인 택지개발 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지구에 지정된
곳이 약 200개소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계획이 마무리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
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되는 지역이다. 취락해제지역은 대부분이 도시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도권 인근에 있는 임야 중 30도 이하의 야산을 맞춤형 혼합주택으로 개발하
여 장기주택채권으로 택지국유화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으로 건설
하여 분양 또는 임대주택으로 주거계층에 맞추어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역모기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장기영구채권
금액으로 평가된 금액 중 주거계층에 맞추어 입주하고, 남은 금액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계약조건에
맞추어 이율을 지불하는 방안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주거와 복지정책을 결합시킬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1>과 <그림 2> 지역은 장기주택채권으로 매입, 유동화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취락해제 마을로 지구단위계획지구인 <그림 1> 지역은 2006.11.16
일 취락해제 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110.649m²
(약 3347평)이며 대지, 전, 답이 혼합된 지형에 경관
이 수려한 지역이다. <그림 2> 지역은 장기주택채권으로 매입하여 국유화가 될 지역이다.
<그림 1> 맞춤형주택 순환개발 활용지역

<그림 2> 리모델링후 저가임대주택활용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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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은 1987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시에 원주민들에게 이주택지로 분양한 택지
약 348필지 정도 되며 한 필지 당 53평 정도에 도시용지인 공원, 도로 등을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지역
이다. 건축년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는 20년 정도 되는 노후화 과정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들
이다. 보통 한 필지당 90평~120평 정도로 건축된 적게는 6가구에서 많게는 9가구 정도의 저가임대주
택을 보급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단독주택 매입 예상금액은 실거래가 5억3천 만원~7억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기
주택채권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택지국유화로 전환하는 예상금액은 대략 2,15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주택채권으로 매입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보증금을 제외한 금
액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월 3.8%선에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유동화로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가칭)주거복지관리청을 설립하여 재정적으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택지국유화가 된 지역은 62% 정도의 중·장년 노인가구주들이 대부분 월 100~200만원의 소득으
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형편이기에 주택소유자들의 선호에 따라 순환개발을 통한 <그림 1> 지역
에 토지 임대부 공동주택, 또는 맞춤형 혼합공동주택을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 입주하고, 남은 금액
은 장기주택채권으로 장기주택채권의 이율로 매월, 분기별 3, 6, 9, 12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불한다면
생활비도 충족하고 건물이 노후함으로 인한 유지, 보수, 위험관리에 대한 고충을 덜고 주거와 복지정
책이 결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는 급격하게 도래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주거와 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결합개발방식이
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울러 택지개발의 면적이 클수록 늘어나는 저소득계층에게 장기주택채
권의 제도적 도입은 주거의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지원책의 일부분이 되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 연구인은 기대한다.
또한 정부에서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리노베이션 또는 리폼하여 임
대할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전세, 보증부월세로 임대할 수 있는 장점과 투입된 장기주택채권
이 매몰되지 않고 일부 금액은 유동화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전 재산을 부동산임대 수익에만 의존하
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의 한계와 설득력 있는 장·단기 대책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접
근과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역모기지대출과 장기주택채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 다음 <표 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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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역모기지대출과 장기주택채권의 장점과 단점
특징

구분

장점

경제적측면

역모기지주택연금제도의 특징

(가칭)장기주택채권도입의 특징

주택소유자가 사망할 때 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장기주택채권의 자금을 유동화 하여 국₩공유지를 확

보장.

충. 주거복지정책을 결합. 턱없이 부족한 매입임대수

주택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주택을 이전(매각)전

요자를 흡수함.

까지는 대출금상환유예보장.

정부의 유연한 자금관리로 장기적인 계획적으로 재

담보로 제공한 해당 주택으로만 대출채무변제에 충

고주택을 보유할 수 있음.

당₩상환청구권 제한보장.

주택의 관리 리스크에서 해방. 주거 계층별 처지에

주택재산세25%감면과 근저당 설정시 국민채권매

맞는 주택을 선택으로 쾌적한 생활을 유지. 매도자

입 의무면제·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대출

는 시장금리의 변동. 연동금리의 위험을 벗고. 매수

이자 소득공제 연200만원 한도공제.

자는 국₩공유지 확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이자소득
으로 본인의 자금을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음.

역모기지 대출은 복지적인 관점도 요구. 낮은 금리

단점

(가칭)장기 주택채권을 유동화한 시장 접근적 연구

이면서 안정적이어야 하나,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가 필요함.

금리 높아질 위험.

(가칭)장기 주택채권으로 매도할 주택소유자의 인식

부동산가격에 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여 전체

변화가 필요.

상환액의 부족. 주택의 유지₩보수₩관리리스크에 대

주택시장가격의 불균형적 상태의 주거선택행동에 담

응방안 이 전무.

겨있는 확률론적 이론과 불확실한 형태를 다룰 수
있는 기존모형개발 전무.

장점
사회적측면

노후생활에 불안감이 팽배한 실정에서, 고령자의

저 출산₩고령화 시대에는 가구원수가 줄고 독신가구

보유주택을 효과적으로 월 소득화하여 고령가구의

가 증가하기 때문에 큰 주택에서 이자를 부담할 필

일반소비지출 이외에 의료비 등 추가적으로 지출되

요성이 없음.

는 부분들이 예상되는 만큼 소유한 거주용 자산을

계층에 맞는 맞춤형주택으로 유지₩보수₩관리비용을

담보로 정기적인 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가 고령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자들에게 중요한 소득보장원의 일부분이 됨으로 노

저소득층에게 저가주택을 제공, 주거복지정책을 함

인들이 절대빈곤층으로 타락되지 않을 완충적 요건

께 연계할 계기를 마련.

이 됨.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을 연계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으로 우선 순위를 조절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장기시장변화에 대응책을 마련됨.

단점

주택연금이 노령빈곤층의 탈 빈곤을 위한 절대적인

선진국에 사회적복지기금과 연계한 재정지원의 유연

대안이 될 수 없음.

성이 미흡함.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급하한선을 설정하여 가구의 최저생계
제도적측면

국가의 재정과 장기채권 발행기관과 운영관리 조직

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 하는 등 저소득 고령가구주에

체계를 제도적의 도입.

대한 주택연금과 공공부조제도 간의 연계가 제도적 측면에

경기도 및 시₩군의 (가칭)장기주택 채권 투입을 위한

서 연계되어야 함.

초기자금 마련. 주택복지 관리청(가칭)설립. 적정한
전문 인력과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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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역모기지제도와 장기주택채권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1. 주택 장기채권 도입을 위한 방안
1) 시뮬레이션 결과
상당수의 노인가구주들이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억원 이상 주택 보유비중은
18%, 3억원 이하는 약7%로 나타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노인 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95%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종
신 혼합방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장기주택채권이율 년 3.8%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택연금대출이율 변동 예상치 연 7.12%를 비교한 차이를 <표 1>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차
이를 나타낸다.

<표 4>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보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매매하여 소형주택으로 옮기고, 장
기주택채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관리비와 주택의 노후도의 유지·보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나이에 따라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5>는 장기주택채권으로 대략적으로 5억 원 정도 재산을 매도한 후에 2억원 정도의 소형
주택으로 옮기고, 3억원은 장기주택채권으로 종신혼방방식을 선택한 경우의 생활비 부족분 충당금 월
생활비 150만원~200만원을 사용하는 노인가구주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다.

<표 5>에서 보듯이 5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정부의 국. 공유지에 건축된 맞춤 혼합형주택
순환개발을 통하여 2억원짜리 이내의 저가주택으로 이주하고, 남은 장기 주택채권을 활용할 경우에는
역모기지제도와는 달리 82세까지 생활비 부족분을 매월 충당하면서 유지·보수관리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원금 3억 원 + 이자 1억 1131만= 4억 11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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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칭)장기주택채권과 주택연금대출비교 도표
연 령 개월

65세 300개월

구분

1억원

연금
채권
차이

원금

70세 240개월

576

864

1,152

1,441

1,729

317

634

951

1,268

1,585

1,902

+29

+58

+87

+116

+144

+173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 8,700

+17,400

+26,100

+34,800

+43,200

+51,900

108,700

217,400

326,100

434,800

543,200

651,900

709

1,064

1,419

1,774

2,013

634

951

1,268

1,585

1,902

차이

-37

-75

-113

-151

-189

-111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8,880

-18,000

-27,120

-36,240

-45,360

-26,640

91,120

182,000

272,880

363,760

454,640

573,360

443

886

1,330

1,773

2,128

2,128

채권

317

634

951

1,268

1,585

1,902

차이

-126

-252

-379

-505

-643

-226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2,680

-45,360

-68,220

-90,900

-115,740

-40,680

77,320

154,640

231,780

309,100

384,260

559,320

562

1,125

1,688

2,251

2,310

2,310

채권

317

634

951

1,268

1,585

1,902

차이

-245

-491

-731

-983

-725

-408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9,400

-58,920

-87,720

-117,960

-87,000

-48,960

70,600

141,080

212,280

282,040

413,000

551,040

연금

727

1,455

2,182

2,626

2,626

2,626

채권

317

634

951

1,268

1,585

1,902

원금

차이

-410

-821

-1,831

-1,358

-1,031

-724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4,600

-49,260

-109,860

-81,480

-61,860

-43,440

75,400

150,740

190,140

318,520

438,140

556,560

연금

971

1,943

2,914

3,267

3,267

3,267

채권

317

634

951

1,268

1,585

1,902

차이

-654

-1,309

-1,963

-999

-1,682

-1,355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39,240

-78,540

-117,780

-59,940

-100,920

-81,300

60,760

121,460

182,220

340,060

399,080

518,700

원금

95세

288

317

연금

90세 60개월

6억원

354

원금

85세 60개월

5억원

채권

연금

80세 120개월

3억원

연금

원금

75세 180개월

4억원

(단위 : 천원)

2억원

원금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2007년)의 5년 단위로 정리 약정된 금액의 역모기지대출을 이용할 경우와 (가칭)장기주택채권이율 연3.8% 적용, 역모기지대출 변
동예상치 연 7.12%를 적용한 계산한 금를 아미로 한 누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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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기주택채권 및 주택연금대출비교 도표
장기주택채권 (채권이율: 3.8% : 천원)
연령

(부족분 년간 : 생활비충당)

역모기지대출(년: 6%)

(년)
부족금 충당

월생활비

9,99

-12,000

1,999

11,980

22,368

1,342

9,12

-12,000

1,912

10,940

46,078

2,764

원금

이자수익

65세

300,000

66세

288,000

년이자 소득

년, 생활비

년. 이자지출
(단위 :천원)

67세

276,000

8,74

-12,000

1,874

10,480

71,210

4,272

68세

264,000

8,36

-12,000

1,836

10,030

97,851

5,871

69세

252,000

7,98

-12,000

1,798

9,570

126,090

7,565

70세

240,000

7,60

-12,000

1,760

9,120

156,024

9,361

71세

228,000

6,65

-18,000

2,165

7,980

187,753

11,265

72세

212,000

6,14

-18,000

2,114

7,368

221,386

13,283

73세

194,000

5,57

-18,000

2,057

6,680

257,047

15,423

74세

176,000

5,00

-18,000

2,000

6,600

294,838

75세

158,000

4,43

-18,000

1,943

5,310

76세

140,000

3,80

-20,000

2,040

4,560

77세

120,000

3,16

-20,000

1,976

3,790

78세

100,000

2,53

-20,000

1,913

3,030

79세

80,000

1,90

-20,000

1,850

2,280

80세

60,000

1,20

-20,000

1,780

1,440

81세

40,000

63

-20,000

1,723

756

82세

20,000

0

-20,000

1,660

0

비교차이

5,170

종신혼합방식으로 역모기지대출신청 :
부족분 생활비
(년 1200만원 X 10년 = 1억2000만원)
총누계
(1억368만원 + 1억2000만원 + 7천115만원
(이자) = 2억 9483만원) + 517만원 = 3억.
결과적으로생활비로 184만원씩 123개월을
사용하면 역모기지대출 3억원이 고갈된다는
결론임.

장기주택채권(가칭)을 활용한 3억원의 총수익이자는 1억1131만원임. 연금보험저축으로 80세까지 30만원씩 불입의 경우
(원금5400만원 + 이자 1436만원 = 6836만원)과 재해로 인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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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주택채권 도입의 필요성
①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실제 받게 되는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안을 해소.
② 노후주택의 유지(도배, 수도누수, 창문의 흔들림, 배관마모)등 위험에서 벗어남.
③ 지역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마련.
④ 공공의 관리의 경우 ⇨ 지자체, 주민이 공동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관리 원칙.
⑤ 민간의 관리 ⇨ 선진국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주택매입, 임대과정에서 주택관리사와 함께 철저한
체크리스크를 작성 건물의 준공에서 소멸시까지 생후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민간관리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인테리어기술사, 또는 설비기술, 도배사 등 직종 33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저가주택을 필요로한 차가가구는 1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주택 수요가 연간 18.4천호로 86.9%를 차
지하고 있지만,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멸실주택을 신규주택 수요로 합산할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
가 가격대별로 매년 1만호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가의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수요가 압
도적이고,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30.9천호,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56.6천 호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타운사업지구의 멸실주택을 합산할 경우 4천만원 이하 주택의 수요는 2007년 55.1천호, 2008년
46,9천호 2009년34.1천호 2010년 이후 34.0천호이고, 이 중 신규주택은 2.0%~8.3%, 기존주택은
91.7%~97.1%로 기존주택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85.7천호, 2008년 77.5천호, 2009년 64.7천호 2010년 이후 64.6천호, 이 중 신규주택은
9.1%~11.0%, 기존주택은 89.0%~90.9%로 마찬가지로 기존주택에 대한 수요가 거의 90%를 차지하
고 있다.

3. 설문조사 및 개요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표순례·임재만(2008)의 설문조사 결과와 본 연구에서 가상적으로 선택한 택지지역에서 장기간 거
주한 노령자 및 지역 공인중개사 31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다. 노인가구주의 자산규모 3억
원 미만 가구는 월 생활비 100만원 미만이, 자산규모 3억원 ~ 5억원 가구는 월생활비 100만원 ~ 200
만원이 가장 많다. 자산규모 5억원 이상 가구는 월 생활비 200만원 이상이 가장 많다.
2) 자산규모와 생활비, 임대소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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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산규모가 생활비나 임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자산규모가 클수록 생활비 지출과
임대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산규모 3억원 미만 가구는 월생활비 100만원 미만이, 자산
규모 3억원~5억원 가구는 월생활비 100만원 ~ 200만원이 가장 많다. 자산규모 5억원 이상 가구는
월생활비 2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이 전혀 없는 79 가구는 전체 자산규
모 구간에서 골고루 나타나는데, 이는 소유주택을 전세 형태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적인 임대소
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도 생활비는 지출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자산, 예를 들면 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임대소득이 없는 가
구는 생활비 규모가 대체로 크다. 자산이 많은 가구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많이 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
념과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저가·소형 주택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층 중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노후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임대소득이 있는 가구는 생활비 지출 규모
가 상대적으로 작아 조사대상 가구 중 저소득층으로서 저가·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임대
소득이 주된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3)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정책제언
부동산 매매하여 현금화하여 현금증여 또는 채권증여로 할 경우에는 증여세율을 대폭완화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유는 현금 증여시에 증여세율이 높은 것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 부
동산으로 증여·상속으로 매몰시킴으로써,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금으로 증여시에는 누진 적용하여 증여세율 인는 일몰제를 적용
시키는 방안이다. 부동산침체로 인해 자금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것을 누진 적용한 금액만큼 만
인는하고 매매함으로서 부동산가격하락과 동시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로 예상한다. 따라서 정부
는 택지여세(가칭)장기·영구채권으로 매매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현금증여세율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의 혜택과, 무주택자중 약 100만 가구로 추산되는 내집 매련가능 계층에게 택지국유화로 내 집 매련
비용 인는와 세제 혜택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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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설문의 결과
문항

1

유

형

님께서는 단독주택을 몇 년 거주 하셨습니까?

택지지역 거주민 의사형태
①

②

③

④

10

7

9

5

2

단독주택을소유하고수선,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필요하시나요?

13

14

3

1

3

00님의 단독주택은 한달 평균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0

7

16

8

4

귀하님의 단독주택은 방은 몇개 보증금 얼마이고 월 임대료 총수익은?

4

16

11

0

5

귀하의 주택은 방 형태와 방의 숫자는 몇 개이며, 몇 가구가 거주하십니까?

9

5

8

9

0

8

22

1

6

님께서는 주택역모기지제도에 대해 잘 아시고 계십니까?

7

임대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은 있으십니까?.

2

11

14

4

8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주택은 담보로 대출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6

18

7

0

9

주택이나 토지수용시 장기주택채권으로 수용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14

10

1

10

장기주택채권활용을 해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12

6

1

12

설문조사 결과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은 5억~6억 만원이고, 주택상가는 7억만원~ 8억만원 이며, 보
통 노후화 되는 주택(도배, 창틀, 보일러 배관부식, 수도, 누수, 전기)등을 보수·관리하고 임대하기 위
한 중개수수료, 각종 세금 등으로 매년 약 5백만원 이상 씩 지불 13명, 1천만원을 14명이 지불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또한 평균 생활비는 150만원 이상을 사용한다가 16명, 200만원 이상 사용이 8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대 보증금 1억 만원 월세 150만원 또는 임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합하면 중년층 이후부터 노인층까지 가구주 중 거의 90%가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역모기지제도를 알지 못하는 계층도 8명, 알고 있으나 이용할 의사가 없다 22명으로 거
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의 경우에도 토지수용 보상처럼 가능할 수 있다는 답은 14명, 임대수익이 보장된다면 가능
하다 10명, 전혀 가능하지 않다 6명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장기채권 활용할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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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응답에서도 안전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12명, 전혀 없다 12명, 잘 알고 있다 6명으로 역모기
지제도보다는 장기주택채권 도입안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과 노인층
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고, 또는 저가소형주택을 확보로 저소득계층에게 약 3000여 주택을 제공
하는 지름길이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Ⅵ. 요약 및 결론
2008년도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순례·임재만(2008)의 설문조사 결
과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비교할 때 주택
장기채권방식을 활용할 경우 원금을 더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7년 3개월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되어진 구시가지 등에 노후주택소유자에 이주자택지
조성 및 소형주택건설을 통해 장기주택채권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가칭)주택복지관리청을 설립하여 장기주택채권의 안정적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도입
하고 활성화를 꾀한다. 노인의 자산을 장기주택채권으로 매입하여 국·공유지를 확보한 다음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을 리노베이션, 리모델링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기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다양한 정책수단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자금으로 부담되는 거액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도에서 필요한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을 할 경우 약 1조 225억원
을 부담해야 하며, 매년 약 930억원이 필요한데4), 장기주택채권을 도입하여 유동화한다면 이 자금조
달이 더 원활해질 것이다.
셋째, 장기주택채권 도입의 유동화전략은 국유택지화를 확보하는 계기로 인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경기도가 임대주택 매입에 필요한 총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주택기금 융자를 받을 경우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매입비용
(17,672억 원)과 증가된 용적률에 의한 임재주택 매입비용(2,777억원)을 합하여 2조 449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경기도와 100% 부담
할 비용은 총 1조 8,376억 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나눠서 분담할 경우에는 약 1조 22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2012
년부터 2022년까지 필요한 임대주택 매입비용으로 매년 필요한 재원은 약 9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봉인식 외 3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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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사업으로 뉴타운사업이 건설되기 시작하면 기존 소유주택의 소멸로 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들의 임대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전·월세임대료가 상승할 것에 대비한 순환개발
임대주택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면적이 늘어날수록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기주택채권의 발행이 가능한 이유로는 국.공채이율은 채권이율 연 3.8%. 한국금융공사 주택
역모기지대출 변동 예상치 연 7.12%.이므로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만 잘 유동화해도 연간 3.32%라는
금리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SHIFT나 주택, 국민임
대주택이 시장가격 임대가격에 70%선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실현될 경우에 장기 주택채권으로 매입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리모델
링, 리노베이션하여 임대할 경우에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월 3.8%로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유동화 되어 순환적으로 환원됨으로써 장기주택채권 이자율 월3.8% 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불한다면, 사회보장기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필요생활비를 조달하고, 능력에
맞는 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주거와 복지를 결합하는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적 상
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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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의 판정도구 및 케어매니지먼트
: 일본 및 미국의 경험을 통하여

손 용 진

본 논문은 우리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판정도구 및 케어매니지먼트제도에 관하여 문헌고찰에 의거한 탐색
적 연구이다. 일본과 미국의 장기요양실시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개선 방
향, 케어매니지먼트의 역사, 역할, 기능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공적 사회프로그램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제5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였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작과 함께 전문인력의 부재, 평가판정의 객관성, 시설의 다양성에 관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양보호사제도의 신설 등 관련 직종과 시설의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지만, 명확한 평가체제를 위한 객관적 도구의
개발에 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MDS는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단순한 평가판정과 권고
사항에 불과한 장기이용계획서 작성에 그치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대조가 된다. 요양시설을 둘러싼 서비스 질의
개선, 객관적 질 지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등급판정도구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항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객관적으로 수
치화할 수 있는 항목은 불과 몇 개 되지 않으므로 정확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에 대한 경험적인 검토와 조사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둘째, 케어매니지먼트를 담
당 할 노인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심리사회적 욕구까지도 고려하여 명확한 케어플랜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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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examines both instrument and care management by reviewing foreign long-term
care systems particularily focusing on Japan and the USA. Despite a short history of public social
insurance system, South Korea launched a fifth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2008 which is primarily
modeled on the Japan’s long-term care insurance. Since its inception, several problems are emerged
such as lack of professional care workers, inappropriatedness of instrument, and poor facilities.
Although much progess has been made about the creation of home helper and increas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instrument designed for eligibility still needs to be
improved. America’s MDS(Minimum Data Set) has been served as multi-facet purposes. MDS has not
only used for determining eligibility, but also improving qualities of care and developing indicators of
quality of each long-term care facilities. Two suggestions have been made. First, More research about
instrument tool needs to be done to make an accurate decision about eligibility. Second, Geriatric care
manager might be trained to plan cares and advocate the elderly clients’ unmet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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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21세기 화두는 인구고령화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의한 사회적 대응책이다. 2005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 고령화율은 7%가 되어 전
세계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2010년부터 2030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세 나타
내고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마지막 코호트가 65세에 도달하게 되는 2030년이 그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Masanobu, 2008). 세계 최초의 사회정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서
생겨났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독일의 일련의 사회입법은 산업화의 여파로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노동자의 빈곤, 건강, 산업재해, 실업 등이었다. 17세기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노출된 노동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연대 방식에 의한 사회보험제도가 시작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장기요양보험의 탄생은 인구 고령화에 의한 노령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사회
연대 의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17세기 산업화의 시작에서 비롯된 피용자 계급의 산업재해
등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 것과 대조가 된다. 노인인구의 요양보호 문제는 개인, 정부 및 시장의 세
가지 부분이 책임의 주체이다. 시장의 실패에 의해 개인 스스로가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개
입하여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국가 책임하에
서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장기요양보험은 1994년에 독일에서 생겨났다. 2000년 일본이
독일의 모델을 참고로 공공정책으로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 우리나라도 제5대 사회보험으로 공적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지금 세계의 노인보호정책의 상황
은 그리 녹록치가 못하다. 시설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서비스 공
급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장기요양보험의 평가판정도구와 케어매니지먼트제도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개호보험의 여러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평가판
정도구와 케어매니지먼트의 내용 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미국의 요양시설 평가
판정도구인 최소정보군(Minimum Data Set)3.0의 발전 동향과 사적 보험체제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의 운영방안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응용될 수 있는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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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케어매니지먼트 및 우리의 장기요양제도 고찰
1. 케어매니지먼트의 이념
케어매니지먼트의 역사는 1917년 Mary Richmon여사의 사회적 진단(Social Diagnosis)이라는 저
서와, 뉴욕과 시카고의 인보관의 설립 활동, 빈자와 허약자를 위한 메사추세스 주에서 1883에 설립한
구빈원의 케이스 조정의 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Mary Richmond는 케이스워크(Case Work)를
“개별적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의식적 조정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발달을 도모하는 제반 과정”
이라
고 정의하였다(Morano & Morano, 2006).
케어매니지먼트는 욕구의 다양화, 삶의 질 향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최저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였지만, 존엄한 생활(ROL:Respect of Living)을 지켜야 하는 케어모델에 의한 전문성이 요구
된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야 하며,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
적 지지망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효과
적 치료, 선택/결정의 자유의 권리가 실천되며, 잠재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케어매니지먼트를 이해하기 위해 WHO가 주창한 건강, 상태변화 및 질병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WHO 국제장애분류(ICIDH)는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
리(handicap)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장애를 개념화하고 있다. 이 국제장애분류는 2001년에 새롭게 국
제생활기능분류(ICF)로 수정되었다. ICF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심신기능과 구조(body function &
structure), 활동(activity), 참가(participation)의 3가지 차원으로 보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건강상태가 변화한다고 하였다. ICF는 단순한 건강 및 건강관련 분류를 할 뿐이지만, 케어매니지먼트
를 통한 대상자의 기능과 장애 측면, 배경 요인측면을 용이하게 구성하는 데 기본 틀을 제공하기 때문
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김영숙, 2008).
이에 비해, 미국의 노인케어매니저(GCM:Geriatirc Care Management) 역사는 비교적 최근의 일
이며, 80년대 초 사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몇 명의 사회사업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Moran &
Moran, 2006). 공적 보험인 Medicare 및 Medicaid의 지극히 제한적인 장기요양급여 체계와 베이비
부머의 인구 고령화,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 보험 하에서의 노인케어매니지먼트의 역할과
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케어매니지먼트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과 분절성
에 대한 대응책이다(Austin & McClelland, 2002).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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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련의 서비스들을 정리하고, 조정하며, 모니터링하여, 평가 및 옹호활동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케어매니지먼트는 본질적으로 거시적 및 미시적이고, 클라이언트와 체계 수준 모두에서 일어나는 개
입을 말한다(NASW, 1992). 노인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하여 자원을 색인화(indexing)작업, 서비스
간의 연락조정, 실천결과에 대한 자료수집 등은 노인전문 케어매니저의 중추적인 업무이다.

2.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일본의 의료보험을 답습하였듯이, 장기요양제도 또한 일본모델을 기본 틀로
하여 탄생하였다(원석조, 2006). 그러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영역은 미국의 최소정
보군(MDS)에 기초하여 지표를 사용하여 문제도출(trigger)방식을 취하고 있고, 현금급여 등은 독일
의 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정책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장기요양제도는
국제적 모방과정에 입각한 확산이론에 부합되며 최근 일본의 치매예방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
본이 봉착하였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1) 관련 법률
우리나라 노인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 대책 수립이 의무화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
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이 법률은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마
련되었으며 노인 관련 제도를 아우러는 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에 노인복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07년 제12차 노인복지법의 개
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에 따른 유형분류 삭제,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확대, 요양보호
사 자격인정제 도입 등이 있었다. 개정 노인복지법으로 인해 과거 노인복지 서비스가 저소득층에 국한
되었던 한정적 요보호정책에서 전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과거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오갈곳 없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제공되었으며 신체적
의존이 있는 중산층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유료시설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잔여적 개
념에서 보편적 개념으로 일취월장하였다고 보여진다. 요양시설의 급여 청구의 경우,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와는 달리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 하게 되었고, 건보공단은 장기요
양급여 및 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수가산정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2차 노인복지법 개정 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
다. 이 때부터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케어매니지
먼트도 중요한 실천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재가사업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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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유료 서비스 산업으로 실버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유망산업으로 등
장하였다. 1995년 탄생한 정신보건법에서도 정신 장애인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를 지역사회 정신보
건 사업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여 실천현장에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김영숙, 2006).

2) 우리의 케어매니지먼트 및 평가판정 도구
우리나라는 케어매니저라는 공식 명칭에 의한 사례관리자가 별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신청을 받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
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
에 따라 52개의 항목을 작성하게 되어있다. 장기
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
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케어매니지먼트의 법적 근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 3항에 의하면,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 범위 안에
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 법률 시행규
칙 제6조 2항에는 법 제17조 제4항의 장기요양인정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표 1>를 보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는 기본사항, 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욕구, 그리고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총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계획서의 2번째 차원에 해당되는 장기요양필요영
역 및 욕구는 (9)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기능상태, (10)장기요양목표 (11)장기요양필요내용, (12)수
급자 희망급여 (13)유의사항으로 세분화되어 작성되어져 있다. 이 중 (9)장기요양필요 영역 및 주요기
능상태가 케어매니저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미국 요양시설 입소자의
평가를 위한 최소정보군(MDS)의 문제항목(trigger)에 의한 케어영역 도출부분에 해당된다. 미국의
케어 플랜은 최소정보군(MDS)를 사용하여 재가 일 경우 30영역이, 시설일 경우 18영역을 도출하여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3영역을 도출하여 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항목(trigger)방식에 의한 장기요양필요영역은 다음의 13개 영역을 포함한
다. 즉, 신체기능, 재활욕구, 사회생활기능, 의사소통, 시각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대변조절, 요실
금, 지지체계와 마지막으로 환경평가로 구성된다. 물론 모든 영역이 다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각 영역
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도출관련 항목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관리공단전문요
원이 13가지 영역 중에서 해당되는 영역에 국한하여, 급여대상자의 기능상태를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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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구성
구

분
성격*

기본사항

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욕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기타

항

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권고사항으로 본인(가족)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
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1)장기요양인정번호 (2)성명 (3)주민등록번호 (4)장기요양등급 (5)발급일 (6)재가급여(월한
도액) (7)재가 및 시설급여 (8)본인일부부담률
(9)장기요양필요영역 및 주요기능상태 (10)장기요양목표 (11)장기요양필요내용 (12)수급자
희망급여 (13)유의사항
(14)급여종류 (15)횟수 (16)장기요양급여비용 (17)본인부담금 (18)복지용구
발행기관, 담당자

* 실제 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 김영숙(2009)에서 재구성.

표준 장기이용계획서의 주요 기능상태 부분이 앞으로 케어매니지먼트제도가 정착될 경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작성되어져야 할 부분인데,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통하여 파악한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질
병, 기능 저하의 원인 등을 장기요양필요영역별로 기술하게 된다. (10)번과 (11)번의 장기요양목표와
장기요양필요내용 영역 또한 서비스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케어매니지먼트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본다. (10)번의 장기요양목표는 장기요양필요영역별로 예시되어 있는 목표를 수급자의 주요
기능상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번의 장기요양필요내용은 장기요양필요영역, 주요 기능상
태, 장기요양목표를 고려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재가 계획 수립 시에는 급여내용으로,
시설 계획 수립 시에는 급여구분으로 작성하는데 숙련된 케어매니저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III. 외국의 장기요양 동향
1968년 네덜란드에서 비록 국가 책임하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였지만 제한된 대상자
를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어, 80년대부터 본격적인 장기보호시스템이 각 나라에서 생겨나
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 덴마크에서 고령자 보건,의료,복지 3원칙이 천명되었고, 1985년에는 호주
에서 시설에서 재가서비스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재택 및 지역사회프로그램(HACC: 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법률이 통과되었다.
스웨덴의 에델개혁(1992),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개혁(1993) 그리고 프랑스의 특정장기요양급여
(PSD)의 폐지(1997) 등은 모두 모두 인구고령화에 의한 노인의료비 상승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영국은 재가서비스의 추진과 적절한 케어매니지먼트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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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개혁을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임병우, 2008). 지방자치제의 서비스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지자체 별 케어매니지먼트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의 구축이다. 프랑
스는 1997년 특정장기요양급여(PSD)를 창설하여 방문조사에 의한 요개호 상태와 개별적 니즈의 판정
에 의해 자격여부가 판정하였다. 요개호 상태의 판정을 위해 특정 도구판정용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6
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요개호도 GIR1(최중도)에서 GIR6(자립)의 6 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GIR1~3단계가 특정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2002년에 개별화자율수당(APA)가 창설되
어 1997년부터 운영되었던 특정장기요양급여(PSD)가 폐지되었다(Masanobu, 2008).

1. 미국의 장기요양제도
미국의 장기요양정책은 정치적인 타협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점증적으로 첨가되어 왔기 때문에 일
관성이 없다. 즉, 서비스와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지 못한 갭 현상이 발생하여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단
점이 있다(Chen, 2006). 노인요양의 책임주체는 개인이며 사적 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구매를 원칙
으로 한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급여(Medicaid)는 예외적인 조치이며, 이에 따라 많은 노인가
구가 빈곤을 전제로 하여 정부보조의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원리에 의해 노인요양의
서비스가 결정된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는 소비자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불충분한 재원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 문제로 인해 노양시설의 입소 비용이 상당히 높으며 요양보호
의 사회적 책임 인식이 발달되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Mukamel. et al., 2009). 이러한 민간보험
체계 하에서 케어매니저가 자원통제에 의한 효율적인 전달체계와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옹호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철저한 질관리(Quality Improvement)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판매되는 요양
보험 상품이므로 시장원리에 의해 생존가능성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의 발달에 유
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70~80년대에 의료재정의 확보와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관리의료
(managed care)체계에 들어갔다. 1983년 환자의 진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의료비를 일정하게 지불
하는 선불제를 도입하였으며, 선불제 방식에 의해 진단 관련 그룹제도가 탄생하였고 입원기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며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는 비용삭감정책에 불과한 단편적인 조치라는 끊임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대구한의
대 양성사업단, 2008).
관리의료체제 하에서 케어매니지먼트(사례관리)는 의료비의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되어 왔다. 케어
매니지먼트가 의료비 억제를 위해 자원통제기능을 담당하여 선불제(prospective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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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방식이후에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어 적용되고 있다.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한 개념
이기도 하면서 케어매니지먼트는 관리의료 체계 내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전달체계의 한 과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자기결정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족을 케어 매니지먼트 과정에 포함시키는 서비스 계획의 수립
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자의 욕구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옹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노인케어에
있어서 서비스의 분절화, 파편화에 의해 대다수의 노인과 그 가족들은 서비스의 스펙트럼에 대해 인식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연결, 조정, 관리해 줄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이 케어매니지먼트이다(Austin & McClelland, 2002).

1) 최소정보군(MDS:Minimum Data Set)
1991년 취해진 요양시설개혁과 함께 모든 요양시설은 최소정보군(MDS)라는 평가도구를 작성하여
야 한다. MDS는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이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인가를 받은 시설은 최소정보군(MDS)과 RAPs(Resident
Assessment Protocols)방식에 의하여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되어 있
다. 108개 항목으로 구성된 최소정보군(MDS)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단순한 인정조사 기능
외에도 최소정보군(MDS)은 자원 이용자 그룹(Resource Utilization Group)을 도출하여 수가 산정
과 기능별 상태 평가를 18항목의 문제 항목을 도출하여 RAPs를 만들어서 케어플랜에 기초가 되고 있
다(전경자 외, 2004).
최소정보군(MDS)은 1987년 비영리 독립기관인 Institute of Medicine의 요양시설 질에 관한 보고
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미국 요양시설의 질 관리 개선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최소
정보군(MDS)은 단순한 평가 판정도구 그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도입이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작년 2008년 1월에 요양시설의 규제와 관련된 기관인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Centers
for Medicare &Medicaid Services)에서 제3판 최소정보군(MDS)3.0의 마지막 초안이 발행되었고,
내년 2010년 10월부터 모든 요양시설에 도입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표 2>는 최소정보군(MDS)의 발
달과정과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최소정보군(MDS)의 중요성이 매우 광범위함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케어의 질
(Quality of Care)을 넘어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지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CMS는 권고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CMS가 2002년 Nursing Home Compare 웹싸이트를 개설하여 모든 요양
시설의 평가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케어플랜 작성과 입소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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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표하며, 요양시설 평가와 개선을 위한 가이드가 되는 질 지표를 만들기 위해 그 쓰임새가 크다,
또한, 요양시설급여체제 계산을 위한 자료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하게 드러난 원래 의
도한 기능도 있는 반면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나오고 있어 최소정보군(MDS)에 대한 계속적인 개발
전략은 진행 중이다. 최소정보군(MDS)의 점수를 통하여 요양시설은 보다 많은 비용청구를 위해 거주
자들의 상태를 과대평가over-estimation)하여 상태를 좋지 않게 나오게 하려는 단점과, 요양시설의
미충족 결핍상황을 감추기 위해 거주자의 상태를 과소평가(under-estimation)하여 좋은 상태로 기
록하고자 하는 단점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질문 문항에 대해 쉽게 긍
정적인 동조현상(paper compliance)이 드러나기도 한다(Rahman & Applebaum, 2009).
미국은 혼합사례상환(case-mix reimbursement)1)방식으로 요양시설에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정보군(MDS)에 의한 기능상태 판정은 매우 중요하다. 요양시설의 수가산정방식은 우리나
라와는 다르게 최소정보군(MDS)에 기초하여 자원이용군이라고 불리우는 Resource Utilization
Group(RUG-III) 분류체계에 의해 계산된다.

<표 2> MDS 발달 및 주요 내용
연도

주

1990

첫 MDS 판 출시 됨.

1991

전국적으로 첫 MDS판이 사용됨.

요

내

용

1991

MDS 기능이 향상되어 MDS+가 됨. 자원이용그룹과 질 지표개발 프로잭트를 위해 사용됨.

1995

MDS2.0 이 출시되어 전국적으로 사용됨.

1995

MDS에 근거하여 24개의 질 지표가 발표됨.

1998

Medicare 선불제 지불방식이 되어 숙련된 요양시설(skilled nursing home)에 전국적으로 제도가 실행됨.

1998

모든 요양시설은 CMS에 MDS 자료를 전자메일로 송부하는 것이 의무화 됨.

1998

자원이용그룹별로 분류하여 Medicare에 적용받는 선불제 지불방식의 요양시설의 숫가산정에 기초자료가 됨.

1999

주에서 파견된 요양시설 감독관이 요양시설 평가작업을 위해 질 지표(Quality Indicator) 사용이 의무화 됨.

2002

Medicare가 제공하는 Nursing Home Compare 웹싸이트가 개시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시작 함.

2005

질 지표 설문지 개발이 시작 됨.

2006

요양시설의 Pay-for-Performance라는 시범사업이 개시됨.

2008

MDS 3,0 마지막 초안이 발행 됨.

2010

전국적인 MDS3.0의 사용이 10월부터 적용 예정 임.

주 : Rahman & Applebaum(2009)에서 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정부나 제3자의 조직이 특정 기간에 대상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원이나 병원과 같은 기관에 예산을 투여하는 체계. 보
통 기관에 지급되는 양은 개인의 특수한 보건 요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는 집단이 요구하는(보호대상 집단에 필요한)
서비스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진단 관련집단 diagnostic related groups(DRGs)의 제도는 혼합사례 상환의 한 형태이다(복지넷 자료
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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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정보군(MDS)은 간호욕구, ADL장애, 인지상태, 행동문제 및 의료적 진단에 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가장 크게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적게 필요
로 하는 자원 순서대로 위계적으로 열거되며 자원이용군(RUG-III)의 그룹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 거주자가 상당한 전문적 간호케어를 필요로 하고, 면허를 갖춘 요법사가 있어야
하며, 높은 정도의 ADL 의존상태일 경우 자원이용군(RUG-III)위계에서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되며,
환자케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높은 수준의 급여로 상환된다. 8개 주요 자원이용군(RUG-III)의
분류체계는 가장 심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낮은 상태로 위계적으로 열거되며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최소정보군(MDS)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입소시설의 종류가 케어의 연속선(continuum of
care) 선상에서 노인을 위한 지역시설(senior communities), 그룹 홈(group homes), 보조생활시설
(assisted living facilities), 숙련된 생활시설(skilled care facilities), 장기요양케어시설(longterm care facilities) 등으로 기능장애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선택하게 된다.
<표 3> 8개 주요 RUG-III 분류 그룹
주요 RUG-III 그룹

주요한 RUG-III 그룹과 관련한 특징

재활 및 집중 서비스
(rehabilitation plus extensive services)

요법치료(육체, 언어, 작업)을 받으며 동시에 IV를 통한 음식습취 혹은 약물투여, 흡

재활(rehabilitation)

요법치료(육체, 언어, 작업)를 받는 거주자

인, 기관절개술 간호 또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거주자

다음과 같은 복잡한 임상적 케어나 욕구를 가진 거주자. IV 식사 혹은 약물투여, 흡
집중 서비스(extensive services)

인, 기관절개술 케어, 인공호흡기, 다른 RUG 항목을 갖게 되는 동시-장애를 가진 거

특별 케어(special care)

다발성 경화증,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적 상태를 가진 거주자

주자

임상적으로 복합체(clinically complex)

인지 손상(impaired cognition)

행동 문제(behavior problems)
육체적 기능 감소
(reduced physical function)

숙련된 간호적인 매니지먼트와 화상, 혼수상태, 패혈증, 폐렴 등과 같은 상태와 치료
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거주자
의사결정, 회상 및 단기간 기억에 인지장애를 가진 거주자(MDS2.0의 인지 수행척도
점수가 3과 같거나 적을 경우)
배회, 언어적 혹은 육체적 학대 혹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거나, 환각 혹
은 망상 등을 경험하는 거주자
일상생활활동과 일반적인 감독을 필요로 하는 거주자

자료 : CMS’
s RAI Version 2.0 manual(2008)

2) 미국의 케어매니지먼트제도
미국은 1980년대 시설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충하였는데 Medicaid가 지역연
계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based Sevice) 실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였고, 노인전문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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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매니지먼트의 발전을 가져왔다. 지난 30여년간 검증되고 평가된 개입모델은 서비스 제공자 주도
(service privider-initiated)의 모델과 시범사업(demonstration)모델로 구분된다(Naleppa, 2006).
서비스 제공자 주도모델의 예로써 HMO케이스매니지먼트, 지역기반 장기요양케어(communitybased long-term care), 외래환자 노인병학 평가 및 매니지먼트(outpatient geriatric evaluation
& management), 사후급성기 케이스매니지먼트(postacute case management) 및 내과의사 실무
케이스 매니지먼트(physician practice case management)가 있다. 시범사업모델은 구조적인 분절
화, 서비스의 중복과 단편성 및 통합된 매커니즘의 부재 등의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실시되었다. 총괄예산조정법(1981년)의 시행과 함께 면제(waiver)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건케어, 개
인적 케어 및 케이스매니지먼트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면제시범사업의 예로써 샌프
란시스코의 온락(On Lok) 및 PACE사업, S/HMO, 캘리포니아 Multi-purpose Senior Services
Project(MSSP) 및 뉴욕의 벽없는 요양시설(Nursing Home Without Walls)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케어매니지먼트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서비스 접근과 조
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PACE사업은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에 의해
Medicare와 Medicaid로부터 재정지원 되고있다. 최근 25개의 인정된 PACE사업이 의료 및 요양 통
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Chen, 2006).
미국의 사례관리협회(Case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는 매년 의료 업계, 보험업에 종사
하는 인력을 위한 네트워킹, 정보교환, 최신 의료시설 등을 위해 학회를 개최하며 21세기 새로운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적 요양보험 프로그램
의 제공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케어매니지먼트 직업의 전망을 밝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공인 노
인전문 케어매니저(Certified Geriatric Care Manager)가 되기 위해서는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riatric Care Managers(NAPGCM)라는 협회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엄격한 회원관리를 통해 수준높은 케어매니지먼트를 보장하고 있다. NAPGCM소속 케어매니저
의 약 2/3이상이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가장 큰 전문직업은 사회사업가(37%)와 간호사(30%)로 구성
되어 있다. 노인전문 케어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협회나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
매니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즉, National Academy of Certified Care
Managers(NACCM)협회에서 발급한 Care Manager Certified(CMC), Commission for Case
Manager Certification(CCMC)의 기관에서 인증한 Certified Case Manager(CCM),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협회에서 발급한 Certified Advanced Social Worker in Case
Management(C-ASWCM) 혹은 Certified Social Work Case Manager(C-SWCM)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이 가능하다(Morano & Moran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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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CM의 등장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체, 정서, 재정 및 사회심리적 욕구를 가진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급변하는 요양시설의 환경적 요인과 복잡해진 노인서비스 체계
를 사용할 시간, 지식이 결여된 환자 및 가족을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노인케어매니저제도는 다
분히 수요자 중심(consumer-driven)의 보건의료 현장을 대변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철학
이야말로 노인케어매니지먼트를 지탱하고 있는 지주가 되고 있다. 현재 사적 보험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의 급여와 전문가 수준 및 급여 내용이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의 정책에 의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실시되고 있어서 다양한 욕구
를 가진 노인인구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적응성을 어렵게 한다. 현재 GCM사무소는 비교
적 적은 숫자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시간당 75불에서 150불까지의 임금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 4> 케어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 장기요양보험회사의 급여 내용
보험회사

급여의 종류

공인된 전문가

급여
일일 급여는 10번까지 됨. 일년에 월급여의

존 헨콕

선택적 서비스이며, 케어와 치료계획을 결정하
는 서비스임.

제시되어 있지 않음.

1/3 수준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혜
택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최대급여액수가 줄
어들지 않음.

선택적 서비스에 속함. privileged care
GE 캐피탈

coordinator가 욕구 사정, 케어선택과 모니터
링을 도와줌. care coordinator가 개입할 경
우 혜택이 높아짐.

메사추세츠
뮤츄얼

선택적 서비스임. 보험회사를 통해 급여혜택이
나 적절한 요양시설수준을 찾기 위해
personal care advisor를 활용할 수 있음.
공인간호사가 care coordinator역할을 하며,

위와 같음

적절한 케어를 평가하고 조정하며, 청구서 문
서화작업을 도와 줌.

Privileged care
coordinator가 한다
고 되어 있고 구체
적으로는 제시되지
않음.
Personal

케어매니저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이 줄어 들지 않음. 그대
신 elimination기간(저자주:deductible에 해당
됨)이 줄어듬.

care

advisor
Care coordinator elimination기간이 줄어들게 됨.
로서전문간호사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보없음.

욕구조사를 하고 있음. 한 번의 무료 욕구조사
메드 라이프

가 제공되는데 독립된 케어매니지먼트 조직를 회사나 피보험자가 생애최대혜택은 205$까지 임. 일일급여가 줄
갖고 있는 보험회사에 의해 선택된 케어매니저 선택권을 갖고 있음. 어들 수 있음.
가 담당 함.
선택적임. 무료전화 의뢰 및 절차서비스 가능 프루덴셜과 상관없 일일급여 혜택이 줄어들지 않음. 20번의 요양

프루덴셜

함. elimination기간안에도 사용가능 함. 가정 는 공인 private 시설 일일급여혜택이 emlimination기간동안에
방문, 케어조정, 옵션에 관한 조언

자료 : Morano & Morano(2006)에서 인용.

care consultant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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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중상위 및 부유한 전문직의 자녀를 둔 노인들에게만 국한되어있다. 연령 코호트 관점에서 현재
노인세대는 사회서비스를 찾는 경향이 낮다. 그러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허약 인구군으로 진입
하게 될 경우에 GCM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2. 일본의 장기요양제도
일본은 2008년기준으로 고령화율은 22%에 도달하였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고령화율은 계속 상승하여 2050년경에는 40%나 될 것으로 예견된다(Masanobu, 2008). 일
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에 의해 예방급여가 신설되었고, 예방중심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예방급여 대상자는 요지원 1,2등급 판정자에게 국한된다. 지역
밀착형 개호서비스의 내용은 야간대응형방문개호,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인지증고령자 구룹홈), 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소자 생활개호, 지역밀착형
생활개호의 7 종류의 서비스가 있다. 다음의 <표 5>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요양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1)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및 판정도구
일본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개호/요지원인정 신청이 필요하다. 컴퓨터에 의한 1차
판정과 시/정/촌의 개호인정심사회에서 2차 판정의 두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 케어매
니저는 개호보험에서 개호지원전문원으로 불리운다. 요개호 인정을 신청하면 사전 연락 후에 개호지
원전문원의 방문을 받게 된다. 서비스 사업자에 고용된 개호지원전문원이 현황 조사, 기본 조사 및 특
기 사항으로 구성된 질문을 작성한다. 일본의 개호지원서비스는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니즈를 파
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지원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개호서비스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개호서비스계획은 (1) 서비스를 활용하여 생활하기
위한 것이여야 한다. (2) 자립생활을 위한 목표와 정보의 공유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3) 서비스이 중
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야 한다. (4) 서비스의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야 한다.
개호지원전문원은 요개호인정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할 뿐아니라, 요지원
인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개호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권진희 외, 2008). 서비스계획에는 재가에
서 생활하는 요개호자를 위한 거택서비스계획, 개호보험시설에 입소해 있는 요개호자를 위한 시설서
비스계획 및 요지원자를 위한 개호예방서비스계획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또한, 시설, 재가서비스 및
지역밀착형 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하는 핵심적인 인력이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보건사
도 개호예방서비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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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과 일본의 요양제도 비교
구분
명칭

한국

일본

장기요양보험법

개호보험법

법제정일

2007년 4월(시행: 2008년 7월)

1997년 12월(시행: 2000년 4월)

판정체계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케어매니지먼트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영역
판정기관
조사영역 및
항목수
영역(항목숫자)

요개호 인정조사표
서비스계획(케어플랜)

등급판정위원회

개호인정심사회

5개영역(52개항목)조사 및 특기사항조사

7개 영역(85개 항목, 특별의료 12개 항목 포함)

신체기능(12), 인지기능(7), 행동변화(14), 간호처치(9),

7개 영역 : 마비/수축, 이동, 복잡한 동작, 특별한 개호,

재활(10)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문제행동

일본과 같은 케어매니지먼트제도는 없음. 건강보험공단 개호지원전문원이 개호계획을 작성하여 케어매니지먼
서비스 이용방법 소속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필요 영역 및 주요기능상 트를 함. 재가 및 시설급여를 선택하게 함. 케어플랜작
태를 기록함.

성은 무료 임.

52개 항목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 73개의 조사항목, 7개의 중간평가항목,‘특별한 의료’12
등급판정 과정

분석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합계하여 개 항목을 고려하여 9개의 수형분석과‘특별한 의료’
의
1~3등급으로 구분 하여 판정 함.

재가
급여
구분

시설

시간을 가산하여 요지원에서 요개호5등급으로 판정 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개호자를 위해 재가급여(방문요양, 주택개선 등 13가
기타복재가급여(복지용구)의 6가지

지), 지역밀착형개호서비스가 있음.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할가정, 노인요양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특별현금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없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자료를 사용하여 재구성.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에 근거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지
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촌, 거택개호지원사업자 등이 폭넓게 개호서비스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권진희 외, 2008). 케어매니저는 서비스 담당자 회의에 참석하여 케어
플랜(서비스계획)에서부터 서비스 사업자와 연락 및 중개 업무를 하며 욕구가 바뀔 때마다 서비스 프
로그램을 변경하기도 한다. 개호서비스는 모두 케어플랜에 기초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개호지원전문원
이 총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프로세스인 것이다(박성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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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한국의 요양보호제도에 주는 시사점
후기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노인인구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선택은 심리사
회 및 보건케어의 선상에서 가장 마지막 결정이다. 우리의 장기요양제도의 실시가 불과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의 도출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열악한 요양시설환경, 부족한 전문 인력,
적절한 평가 판정도구 등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과 함께 요양시설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실질적으로 재가 급여의 사용 빈도율은 매우 저조하
여 원래 요양제도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시설과 재가의 균형 잡힌 요양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래 목적인 재가사업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요양시설에서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일본의 개호예방사업, 지역밀착형 서비스와 같은 재가 사업 범위의 확충이나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면제(waiver)사업에 의한 시설과 지역복지 통합사업의 PACE나 S/HMO 등과 같은 시설에서 재
가로 이전 사업은 수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급성기 치료에 해당되는 요양병원이나 수용시설을 연
상케하는 요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과 미국의 요양제도 문헌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등급판정도구의 개선과 케어
매니지먼트의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판정도구의 개발
과 향상시키는 문제이다.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일본의 요개호 인정조사표에
근거한 것이다.
<표 6> 조사 방법의 분류
항목 분류

(단위 : ㎢)

관련 항목 숫자

실제 능력을 확인한다.

2

신체의 상황을 확인한다.

13

판단하기 힘들고 위험 요소가 없다면 재현해 본다.

10

조사 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16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얘기를 듣는다.

23

대상자와 가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1

합계

85

자료 : 선현규 외(2005)에서 인용

일본의 85개 항목의 평가판정도구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실제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과
두 항목뿐이다. <표 6>에서 제시되었듯이, 신체 상황의 확인 또는 재현할 수 있는 항목은 가장 많다 하
더라도 23항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60항목은 이야기를 듣어서 기록할 뿐이다. 실제 조사시간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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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알려져 있고, 더구나 조사원이 첫 대면일 경우에는 평소의 상태를 알수없기 때문에 주로 생활
을 같이해온 가족, 간병인, 이웃 등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정도이다. 그 날짜 그 시간에 국한하여 듣는
것 중심의 조사이기 때문에 본인 혹은 가족의 응답에 의존하며 그 당시 몸 상태나 조건에 국한될 뿐 여
러 날에 걸친 평균적인 일반적인 행동이나 상태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선현규 외, 2005). 이것은 우
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항목이 일본보다 적기 때문에 여러 문항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도 되
기가 어렵다.
미국의 경우 최소정보군(MDS)에 의한 평가판정과 이용자 그룹별로 자원의 배분을 하고 있어 우리
가 많이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CMS가 각 요양시설을 현장방문한 평가자(surveyor)의
관찰 내용과 함께 최소정보군(MDS)의 지표점수를 웹싸이트를 통해 볼 수 있게 한 Nursing Home
Compare Web Site 운영은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도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는 입장에서 수비자 권
리의식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최소정보군(MDS)3.0 버전의 초안작업을 마치고 이미 공
포하였으며, 내년부터 전국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CMS는 지속
적인 항목 개선을 통해 거주자의 케어의 질(Quality of Care)을 넘어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보장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요원이 인정조사표를 기
록하게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장기요
양요원에 의한 인정조사표의 명확한 기재와 서비스 플랜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판정등급에 따라 구
분 지급한도액이 달라지며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요개호 인정의
급수에 따라 보수금액이 결정되므로 개호지원전문원은 중요한 전문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요양시설은 가장 덜 선호되는 최후의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하며(Bornstein &
Languirand, 2009), 요양시설의 질 향상에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케어
환경의 미비로 인해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자주 뉴스와 헤드라인 기사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우리의 경우 요양 시설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지표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가 기능장애 위주의 판정평가이기 때문에 거짓 양성(false positive)의
가능성이 어느 판정도구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
다. 저위험 군의 대상자가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다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
된다. 상당히 진지한 노력에 의해 고위험군 대상자로 평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낮은 요양시설
입소율, 낮은 수준의 기능장애로 나타나거나, 적은 전문요양병원 사용 등으로 나타나서 거짓 양성
(false positive)판정이 미국의 사례에서도 지적되었다(Weissert, et. al., 2003). 저위험군의 노인인
구가 재가 및 시설급여를 수혜함으로서 잘못 판단에 의한 위험요소(즉, 낙상, 기능저하 등)를 상쇄하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들로부터의 혜택이 거의 없을뿐더러 고위험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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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되므로 사회적 기회비용은 크다. 이것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표적인구를 제대로 선택하여 사회적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되지 못함을 뜻한다.
우리의 등급판정 항목 중 인지/행동 문제 측정 문항이 정신질환 관련 치료대상자를 장기요양대상자
로 잘못 판정하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기관별 입원/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요양대상자가 아니라 치료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 판정체계의 문제점이 있음을 나
타내었다(김현실 외, 2009). 이것은 향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조사 항목에서 이들 문항을 수정/보
완하든지 아니면 현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이 이들의 건강문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설문조사양식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은 평가도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험적 검토와 조사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제도 하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이들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
을 수 있도록 하는 케어매니지먼트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조사 및 욕구를 조사한다. 케어 욕구 평가 및 판정도구를 활용한 방문조사 시
에, 대상자 및 가족 등과의 상담 및 조언을 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의거하여 어
느 케어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해 줄 수 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영역에서 제시된
주요 기능장애는 단지 현재 상태 만을 급여대상자와 가족에게 알려 줄 뿐 실질적인 사례관리라고 보기
가 어렵다. 어떤 상태에 따라 어느 시설을 선택할 것인지는 케어매니저와 같은 전문인력의 소관이다.
재가 및 시설 서비스의 결정은 케어매니저의 판단을 요구한다. 케어욕구에 따른 케어플랜을 작성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자원을 활용하여 적합한 케어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추적관리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지 않다.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스스로 제공주체와 서비스 공급을 계약하고 이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케어매니저에 관한 미국의 경험은 이들은 자원 통제자로서 문지기(gate keeper)역할을 할 뿐 아니
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있다. 미국에서 케어매니저는
보건의료 수혜자로서 환자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며,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약속한 케어매니저가 방문 시에 환자 및 가족이 충분한 질문을 하며, 질병치료, 약물투여,
요양기관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한다. 환자와 가족은 그들의 치료가 적절한지 의문을 품기도 하고, 스스
로를 대변하여 항변하기도 하고, 약물요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Bornstein
& Languirand, 2009). 우리의 경우 사보험체제로 보건의료시장이 구매되는 것이 아니어서 서비스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케어매니지먼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전문 사례관리자는 사
보험체계에서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고, 선택적 부과 서비스이다. 이들의 고객(client)도 중산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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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가 많아, 우리처럼 케어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 지금 당장 실효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케어매니저의 기능과 역할은 복잡해지고 중요해
질 것이다. 요양시설은 케어전문인력이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관점이나 숙련된
기술을 펼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가 되어야 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간단한 수
준의 사회심리치료요법의 개발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시설에의 입
소는 주요한 생애 주기에서 커다란 전환의 시기이며 많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내려졌기 때문에 스트
레스가 높고 대처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욕구를 평가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개입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등급판정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재가 서비스의 유형만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요양보호 하에서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전문인력의 교
육,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케어매니저 교육에는 간단한 문제, 수많은 케이
스의 쇄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개입 방안 모델 등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요양시설에의 입소과정은 매우 복잡한 인지적 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 가
족들은 매우 지치게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여 심각한 분쟁에 직면하기도 한다. 케어플랜은 자
격을 갖춘 케어매니저에 의해 작성되야 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가정환경, 본인 및 가족의
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방문조사를 하여 평가판정조사표 작성,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케어플랜 작성 및 요양정보제공 및 장기요양급여 사업자와의 연락, 서비스 담당자 회의 개최, 모니터
링, 평가 등의 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가 전문적 영역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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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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안내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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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타난다(조선일보, 200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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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고, 서양문헌일 경우 논문제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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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문헌)
서양문헌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2),「과학기술정책」
, 대교출판사.
Hilpert. Ulrich(1991), Regional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High tech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published by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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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Journal은 약어 대신 풀어서 쓴다.
5) 인터넷 자료일 경우, 영문 주소명과 한글 주소명을 함께 표시한다(신문자료일 경우 발행일을 표시한다).
예) http://www.gri.re.kr 경기개발연구원
조선일보(200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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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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6-04

위 탁 2009-01
위 탁 2009-03

위 탁 2006-05
위 탁 2006-06
위 탁 2006-07

위 탁 2009-04

도시의 재생
9,000원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11,000원
경기도의회 전략적 홍보활동 구축을 위한 미디어
보도 분석연구
9,000원

위 탁 2006-09

2008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2008-01
2008-02
2008-07
2008-08
2008-09
2008-10

경관도로의 평가기법 개발방안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방안
용적률에 따른 주거환경 및 가치비교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택지 철도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법제연구
경기뉴타운 문화마케팅 전략 및 디자인 특화방안

11,000원
11,000원
9,000원
25,000원
11,000원
9,000원

2007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7-01
위 탁 2007-02

경기도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8,000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전략
11,000원
위 탁 2007-03 팔당수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25,000원
위 탁 2007-04 경기도의 지역금융시스템 확립방안 연구
9,000원
위 탁 2007-05 경기도 범도민 건전사회 시민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연구
8,000원
위 탁 2007-06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8,000원
위 탁 2007-07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체계 구축방안
11,000원
위 탁 2007-08 한중 FTA 체결과 경기도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분석
9,000원
위 탁 2007-09 하천의 자연도 및 생태건강성 평가를 통한
경기도 하천복원 전략
9,000원
위 탁 2007-10-1 경기도 지속가능개발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Ⅰ) 25,000원
위 탁 2007-10-2 경기도 지속가능개발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Ⅱ) 25,000원
위 탁 2007-11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전략
25,000원
위 탁 2007-12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25,000원
위 탁 2007-13
경기도 교통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17,000원
위 탁 2007-14
테마형 도시개발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해외사례 및 지침수립 연구
11,000원
위 탁 2007-15
수도권 주요 산업별 국내외 공급사슬망
(Supply Chain) 분석 연구
13,000원
위 탁 2007-16
물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11,000원
위 탁 2007-17
서해안권 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위 탁 2007-18
독일타운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13,000원
위 탁 2007-19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13,000원
위 탁 2007-20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연구
9,000원
위 탁 2007-21
경기도 지역에너지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9,000원
위 탁 2007-22
한강하구 습지 및 수변 생태자원에 관한 연구 13,000원
위 탁 2007-23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9,000원

2006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6-01
위 탁 2006-02
위 탁 2006-03

위 탁 2006-08

노숙인 Re-start 시책 개발 연구용역
8,000원
경기도 과학인재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8,000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9,000원

위 탁 2006-10
위 탁 2006-11
위 탁 2006-12
위 탁 2006-13
위 탁 2006-14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방안 연구
11,000원
지방의회의 쟁점 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 11,000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11,000원
한₩미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8,000원
한₩미 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9,000원
경기도-북한 접경지역 협력 및 공동개발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9,000원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
동북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9,000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방안
9,000원
경기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실태 파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8,000원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의 발전전략
-대경기만 개발구상 및 전략11,000원
지식경제시대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발전의
전망과 과제
9,000원

2005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5-01
위 탁 2005-02
위탁
위탁
위탁
위탁

2005-03
2005-04
2005-07
2005-08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2005-09
2005-10
2005-13
2005-14
2005-15
2005-16

산동성 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1,000원
지역균형정책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8,000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전략 11,000원
도시숲 이용의 극대화 방안 연구
9,000원
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 편익추정의 검증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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