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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における地方行政體制改編論の爭点と課題*

李 貞 滿

この論文は/ 最近/ 韓國において主要な國政のイシュ:となっている地方行政體制の改編に關する多樣な議論の爭点
を檢討するとともに/ これからの課題を見出してみたものである0 韓國においては/ 2005年半ば以降/ 政界を中心
に提起された地方行政體制改編の議論をきっかけに自治階層の單層化と行政區域の廣域化の問題が國政の爭点となっ
てきた0 こうした地方行政體制改編論をめぐる贊否兩論の攻防が過熱されていく中で/ 政府は立法過程も踏まずに/
市·郡統合を推し進め/ 當該の自治體のみならず/ 關連學會や市民團體からも市·郡統合の妥當性について嚴しい批
判が出されてきた0 その結果/ 統合の申請が出された地域の大半が/ 統合推進對象から除かれたばかりか/ 四つの地
域に壓縮された統合推進地域においても議會や住民の反發などにより/ 統合の法案が通過された一つの地域を除いた
三つの地域は/ 未だに統合の見通しは不確實である0 にもかかわらず/ 政界では行政區域の廣域化を含めた地方行政
體制改編のための特別法の制定に/ 相變わらず强い意志を示しているので/ これからも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攻
防と對立が再現されると見える0 この論文では/ このような消耗的な論爭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は/ まず獨立的な調
査機構の設置を通じて/ 政治的な利害に左右されやすい政界主導の議論の構造を變えるべき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0
そして/ 地方行政體制は地方自治制度の根幹にかかわる問題であるので/ 改編の論據として政界や政府が强調してい
る行政的效率性のみならず/ 自治·分權の觀点が求められていることを强調している0

キ:ワ:ド _ 地方行政體制改編/ 自治階層構造/ 行政區域改編/ 行政的效率性/ 地方自治
* この論文は/ 2008年度の公州大學校學術硏究支援事業の硏究費支援によって硏究されたものであり(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08)/ 2009年11月/ 日本の靜岡大學で行われた韓國地方自治學會と日
本地方自治學會の韓日交流硏究會で發表された論文を修正·補完したもの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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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쟁점과 과제

이 정 만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주요 국정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쟁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2005년 중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계기로 자치계층의 단층화와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광역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지
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는 입법과정도 밟지 않은 채 시군 통합 작업
을 강행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로부터 통합의 논거와 절차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통합 신청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의 대부분이 통합추진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4개
지역으로 압축된 통합추진대상 지역에서도 의회나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통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경남 창원시1
개 지역을 제외한 3개의 지역에서는 통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변함 없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과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하
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적인 조사·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정치적 이해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 주도의 논
의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 직결된 사안이
므로 개편의 논거로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강조하는 행정적 효율성 못지 않게 자치·분권의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_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치계층구조, 행정구역 개편, 행정적 효율성,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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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に

この論文は/ 最近/ 韓國において主要な國政のイシュ:となっている地方行政體制の改編に關する
多樣な議論の主な內容と爭点を檢討したうえで/ これからの課題を考察してみるものである0
自治體1)の階層及び區域の改編に關する議論は/ 實は/ 韓國において地方自治の復活を控えていた
1980年代後半から繰り返されてきたアジェンダの一つである0 ところが/ 2000年代半ばから/ 政界
を中心に地方行政體制改編というタイトルで提起されてきた議論は/ 改編の範圍や度合いの强さの面
で從來の議論よりは/ かなり急進的な內容を盛り んでいるといえる2)0 そして/ 改編の論據として
自治と分權の觀点が部分的に考慮されていないわけではないが/ 全體的には行政の效率性に焦点が當
てられていることも否められない事實であろう0
こうした政界主導の改編議論に對して/ 改編の政治的な意圖を含めて/ 改編方向の妥當性について
/ 自治體の側を含めて關連した學會や市民團體からの嚴しい反論が出されてきた0 そうした中で/ 大
統領が改編への强い意志を示しており/ それを受けて政府が地方行政體制改編の一環として市·郡合
倂支援計畵をたて/ 自治體の統合を推し進めてきたので/ 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攻防が增幅され
てきたのである0
廣域自治體の廢止論が强力に打ち出されていた議論の初期においては/ 改編の直接的な當事者であっ
た廣域自治體が中心になって反對の論理を展開していた0 ところが/ 改編の議論が擴散しながら/ 政府
の市·郡合倂への動きが活發化されるにつれて/ 關連學會や市民團體が自治と分權の觀点から政界及び
政府の改編方案に對して積極的に批判的な反論を打ち出してきている0 このように/ 現在の地方行政體
制改編をめぐる對立構圖は/ 議論の初期における直接的な當事者の反發の次元を超え/ 效率性を重視す
る集中·統合論と自治を重視する分權·分散論の對立の形で展開される樣相を見せている0
こうした論爭や對立が續いていけば/ 政府の市·郡合倂の計畵を始め政界主導の地方行政體制改編
の作業は/ これから相當の難關に直面すると豫想される0 もし强引に/ 市·郡合倂を推進するとして
も/ 過去の市·郡合倂の例からもわかるように效率性の向上さえ/ 期待できず/ 自治の側面からも相
當な副作用が現れる恐れが大きい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韓國の法令上の地方自治團體は/ 日本においては地方公共團體に當たるものである0 ところが/ 日本の地方公共團體は/ 一般に(地方)
自治體と呼ばれている0 この論文においても/ 日本の一般の呼び方にしたがって/ 韓國の地方自治團體を自治體に略することにする0
2) 地方行政體制という用語は/ 地方自治階層と地方行政階層/ 地方自治區域と地方行政區域/ 及びそれらの關係を包括する槪念として使
われている0 主に/ 政界で/ このような意味合いとして使われ始め/ 2005年17代國會に構成された地方行政體制改編特別委員會の名
稱に使われてから/ 社會一般にも廣く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0 ところが/ こうした用語の使い方について/ 地方自治制度にかかわる問
題を單なる地方行政の仕組みとして扱っているという批判もある(許燻·姜仁皓/ 2009b: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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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たがって/ 現時点において求められるのは/ 市·郡合倂や地方行政體制改編を急ぐことではなく
/ 地方行政體制改編の基本目標や代案などについて幅廣い議論を通じて/ より合理的で妥當な改編方
案を見出すことによって/ 社會的合意を形成していくことであろう0 このような觀点から/ 政界や政
府から打ち出されている地方行政體制改編案の主な內容と爭点を檢討するとともに/ これからの課題
について考察していくことにする0

Ⅰ. 韓國における地方行政體制改編の推移と現況

最近/ 議論されている地方行政體制改編論を檢討する前に/ 簡略ながらも韓國における地方自治體
の階層構造および區域の歷史的變化過程とともに/ 現在の地方行政體制の現況と特徵を槪觀すること
にする0

1. 地方自治體の階層構造および區域の變化の推移
韓國の地方自治體の階層構造は/ 特別市·道:市·郡:邑·面·洞につながる自治2層制/ 行政3層
制の基本骨格を維持しながらも/ 幾つかの變化を經てきた0 1948年政府樹立以降/ 1961年5·16軍
事政府によって/ 地方自治制度が事實上中斷されるまで/ ソウル特別市は單層制で運營されており/
それ以外は2層制として廣域自治體である道と/ その管轄區域內の都市地域には市を/ そして農村地
域には邑(ウプ)·面を基礎自治體として置いていた0
一方/ ソウル特別市と釜山市のような大都市には/ 下部行政機關たる區と洞(ドン)を置き/ その他
の市には/ 洞を置いていたので/ 行政階層としては3~4階層で運營されていた0 農村地域である邑·
面には/ 道と邑·面の間に/ 中央政府と道の下部行政機關である郡を置いていたので/ 行政階層とし
ては3層の構造になっていた0
こうした構造は/ 1961年5·16軍事政府によって部分的に變化が生じた0 農村地域の基礎自治體で
あった邑·面が自治體の地位を失い/ 郡が新たな自治體の地位を得ることになった0 自治體の地位を
失った邑·面は/ 郡の下部行政機關に轉換された0 もちろん/ この當時は/ 地方議會も構成されず/
自治體の長も中央政府によって任命される官選體制であったので完全たる自治體とはいいがたく/ 法
令上/ 自治體の地位を持っていたに過ぎなかった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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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自治階層構造は/ 1988年まで大きな變化はなく/ 維持されていた0 但し/ 1963年釜山
市が/ 慶尙南道から分離され釜山直轄市となり/ それ以降/ 大邱市/ 仁川市/ 光州市など人口100万
以上の大都市は道から分離され/ 中央政府の直轄で運營されてきた0 それと同時に/ 都市化の進行に
よって人口が增えた邑は/ 幾つかの面を統合する形で/ 郡から分離され/ 市に昇格する區域改編が行
われてきた0 ところが/ 特別市と直轄市のような大都市地域には單層制/ そして道地域には2層制と
いう自治階層の基本構造は維持されていた0
その後/ 地方自治制度の復活の議論が/ 眞っ最中であった1988年に/ 區自治制が導入され/ ソウル
特別市と直轄市のような大都市においても2層制の自治階層構造に轉換されていった0 ソウル特別市
と直轄市內の下部行政機關であった區が/ 自治體に昇格したのである0
このような2層制の自治階層構造は/ 2006年7月/ 濟州特別自治道が發足するまで/ そのまま維持
されてきた0 その間/ 自治體の長の住民公選制の復活を前にして/ 1995年に都農統合式の市·郡合倂
が全國的に行われ/ 40あまりの統合市が/ 新たに誕生した0 また/ 直轄市の名稱を廣域市に改めると
同時に/ 周邊の農村地域の郡の一部を廣域市に編入する區域再編が行われた0
この都農統合式の區域改編は/ 都市部と農村部を分離し行政區域を設定してきた旣存の都農分型の
區域調整方式が/ 都市と農村の格差を廣げるとともに/ 廣域行政を困難にしているなどの問題点をも
たらしているとの批判によるものであった0 このような都農統合式の區域改編は行われたが/ 2層制
の自治階層構造には/ 變化がなかった0
そうした中で/ 濟州特別自治道の發足は/ 自治階層構造と關連して大きな意味があったといえよう
0 その時まで/ 濟州道の管轄內に存在していた4つの市·郡を2つの行政市に統合し/ 單層制に轉換し
た0 この行政市には/ 地方議會が構成されず/ 市長も濟州特別道知事によって任命される0 これによ
って/ 2層制で運營される他の地域と異なって/ 濟州特別自治道には/ 韓國において唯一/ 單層制が
導入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0 この濟州特別自治道は/ 人口や基礎自治體の數が/ 他の道より非
常に少ない特別なケ:スであるが/ 一種の單層制の實驗的なものである0 今後/ この濟州特別自治道
の成果に對する評價にによって/ 地方行政體制改編の議論にも影響を與えると見られる0

2. 地方行政體制の現況と特徵
現在/ 韓國は/ 濟州特別自治道を除き/ 特別市·廣域市·道の廣域自治體と市·郡·自治區の基礎
自治體を置き/ 自治2階層を基本としている0 そして/ 市と自治區の管轄區域內には洞を/ 郡の管轄
區域內には邑·面という行政組織を置いているので/ 行政階層を含め/ 3階層を基本構造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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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言えよう0 但し/ 人口50万以上の大都市には/ 特例措置として行政區を置くことができるので/ 全
體的には3~4層の構造となっている0
具體的には/ 2009年1月現在/ 廣域自治體として1特別市/ 6廣域市/ 8道及び1特別自治道を置いて
おり/ 基礎自治體としては/ 75市/ 86郡及び69自治區を置いている0 そして/ その下部行政機關と
して28行政區/ 2行政市/ 211邑/ 1/ 205面及び2/ 071洞が設置されている(<圖 1>參照)0

<圖 1> 韓國の地方行政體制の現況

資料:行政安全部(2009)/『地方自治團體行政區域及び人口現況』
.

このような地方行政體制の特徵/ あるいは/ 問題点として一般的に指摘されているものは/ 以下の
ように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金秉準/ 2009: 191~207)0
まず/ 自治體の階層構造に關するものとしては/ 第一に/ 異なる階層の自治體の間で/ 機能の獨立
性が低く/ 機能が重複されているという指摘が多い0 そのために/ 同一の事務を二重に處理すること
によって/ 行政的浪費が發生し/ また/ 廣域自治體の不必要な指揮·監督により/ 摩擦や葛藤を起こ
す要因になっている0
第二に/ 階層關係が/ 非常に嚴格な垂直的指揮·監督體制となっていると指摘される0 廣域自治體
と基礎自治體は/ 理論上/ 兩者とも獨立した自治體として對等な關係にあるが/ 行政の一體性を確保
するため/ 廣域自治體に/ その管轄內の基礎自治體に對する一定の指導·監督權を與えるのが一般的
である0 ところが/ 韓國においては/ 廣域自治體の指導·監督權限それ自體が/ 多少廣範である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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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委任事務が多く階層間の機能分擔が明確されていないこともあって/ 廣域自治體が/ 基礎自治
體を指導·監督する場合が多すぎるという指摘である0 このような階層間の嚴格な上下關係は/ 自治
體間の不必要な摩擦を起こすのみならず/ 基礎自治體の自治權を制約する要因になっていると言え
る0
第三に/ 多少/ 議論の余地がないわけではないが/ 階層の數が多いという批判がある0 そのために/
機能の重複や行政事務處理の遲延/ 情報の歪曲などにより/ 行政の非效率が發生するという指摘であ
る0 このような指摘は/ 後で見るように自治階層の單層化の主要な論據になっている0 ところが/ こ
れに對しては反論も少なくない0 まず/ 韓國の自治階層の數がほかの國と比べて多くないということ
である0 また/ 行政階層と關連して現れる行政の非效率性は/ 階層の數が多くて發生する問題点とい
うよりは/ 機能配分の問題や階層關係の非合理的な運營によって/ 招かれている問題点であるという
指摘である0
一方/ 自治體の區域に關して/ 一般的に指摘される問題点としては/ まず/ 自治區域に/ 社會經濟
的な變化が十分に反映されていないという点である0 つまり/ 100年も前に形成された地方行政區域
の基本骨格を維持しているが故に/ その間における急速な都市化及び/ 交通通信の發達による生活圈
や經濟圈の擴大と變化を受け容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0 このようなことから/ 生活圈と行政區
域の不一致による住民不便や廣域行政の困難などの問題が/ 生じ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0
次に/ 自治體の間で/ 人口および財政力の格差が/ かなり深刻であるという指摘が多い0 もちろん/
市場經濟システムにおいては/ ある程度の地域間不均衡は避けられがたい現象であるが/ 韓國の場合
/ 首都圈と非首都圈/ 都市部と農村部との不均衡の程度が大きく/ また/ より深化されていく樣相を
見せている0 このような地域間格差は/ 基本的に不均衡經濟成長戰略によるものであるが/ 都農分離
型の區域調整方式によって/ より加速化された側面がある0
ところで/ 地域間不均衡それ自體より問題なのは/ このような不均衡を補完できる補正システムが
/ 不十分であることであろう0 自治體の規模/ 財政力に合わせた事務配分/ そして適切な財政調整制
度が備えられていれば/ 不均衡からもたらされる問題は/ かなり緩和されるという指摘がある0 もち
ろん/ 韓國においても/ 事務配分において大都市の特例があり/ 地方交付稅のような財政調整制度が
運營されているが/ 不均衡の程度に比べて不十分であるという指摘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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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地方行政體制改編に關する議論の經過と主な內容

1. 地方行政體制改編に關する議論の經過
韓國において/ 自治體の階層および區域の改編に關する議論は/ 旣に1980年代後半から散發的であ
れ/ 續いてきた0 ところが/ 1990年代後半/ 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府のとき/ 行政階層の縮小の
ために/ 最下位の行政單位である邑·面·洞を廢止しようとした當初の計畵が/ 幾つかの要因によっ
て/ 邑·面·洞の維持のうえでの部分的な機能轉換に變わった以降/ 自治階層や區域改編に關する議
論は/ いったん水面下に潛んでいく樣相を見せた0
この問題が/ 再び政治的イシュ:として登場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 2005年盧武鉉(ノ·ムヒョン)
政府の半ば/ 當時の與野黨から廣域自治體の廢止と基礎自治體の廣域化を主要骨子とする地方行政體
制改編案が打ち出されてからである0 當時の與野黨は/ 2005年10月/ 國會に地方行政體制改編特別
委員會(17代國會特委)を構成し/ 2006年2月に與野黨合意で/ 地方行政體制改編案を發表した3)0
しかし/ こうした17代國會特委の改編案は/ 發表されてから改編の當事者たる道の集中的な批判を
受け/ それ以上の進展はできなかった0 だが/ 從來の地方行政體制改編の議論より/ 改編の對象が廣
範でありながら/ かなりの急進的な內容を盛り腐んだものであって/ 最近においても/ 政界から提起
される自治階層の單層制案のベ:スとなっている0
その後/ 再び新たに地方行政體制改編の議論が/ 政治爭点として浮上したのは/ 2008年8月/ 18代
國會の開院とともに野黨である民主黨が/ 17代國會特委で議論された改編案を元に道を廢止し/
60~70の廣域市に再編しようとする方案を提示し/ 地方行政體制改編に關する議論を公論化し始めて
からである0 これに對して/ 與黨であるハンナラ黨が/ 地方行政體制改編の必要性に原則的な同意を
示し/ また新たに發足した李明博政府も100大國政課題に取り入れて/ 2012年まで完了すると發表し
たのである(韓豹桓/ 2008: 44)0
こうして再び政界を中心に地方行政體制改編に關する議論が活發に行われ/ 2008年後半/ 與野黨か
ら地方行政體制改編と關連した法律案が續7國會に提出され始めた0 また/ 2009年3月/ 國會に/ 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その主な內容は/ 1)道を廢止し/ 2層制の自治階層を單層制に單純化すること/ 2)市·郡を統合し/ 203の基礎自治體を70あまりの廣
域市に改編すること/ 3)邑·面·洞の行政機能を廢止し/ 住民自治のための限定された自治權を與える準自治體に轉換すること/ 4)道
が處理してきた國家委任事務と特別地方行政機關(國の出先機關)の事務を總合的に處理できるよう/ 道の區域を越える大圈域別に國家
地方行政廳を設置することであった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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び地方行政體制改編特別委員會(18代國會特委)が構成され/ 活動する中で/ 2010年1月現在/ 8つの
關連法案が/ 國會に發議されている0
一方/ こうした與黨や國會の地方行政體制改編の動きに應じる形で地方行政體制改編の所管部署主
務部署である行政安全部では/ 2009年8月に市·郡自律統合を誘導するための支援特例方案を發表し
/ 9月に市·郡からの統合申請を受付け/ 18の地域で46の市·郡から統合の申し出が提出された0 そ
れらの自治體を對象に住民意見調査を行い/ 2009年11月/ 4つの地域の11の市·郡が統合推進地域と
して選定されることになった(http://www.mopas.go.kr/)0
しかしながら/ このような政界の地方行政體制改編案や政府の市·郡合倂の推進については/ 關連
學會や市民團體などの批判を始め/ 社會的な合意が形成されているとは/ 言えない狀況である0 しか
も/ 最近/ 發議された關連法案は/ 國會議員個7人による提出法案であって/ 與野黨の公式的な見解
は/ 未だに/ 定まっていない上/ 18代國會特委は特別な活動や成果もないまま/ 2回にわたって活動
時限を伸ばしているだけである0 今年2月までには/ 旣存の230の基礎自治體を50~60の廣域統合市に
再編する法律を制定すると公言していたが/ 實現できなかった0 これからも/ 世論の反對や最近の與
野黨の激しい對立を考えると/ 早いうちに關連法案が/ 通過する可能性は/ 薄い0
特に/ 住民の反對によって統合の申請が出された地域の大半が統合對象地域から除かれたばかりか
/ 住民意見調査によって4つに壓縮された最終的な統合對象地域においても/ 今年3月/ 國會で統合
法案が通過された一つの地域(慶尙南道の馬山市·昌原市·鎭海市)以外は/ 議會や住民の反發などに
よって/ 政府が目處にしている今年6月の地方選擧前までの統合は/ 事實上/ 可能性が少ないと見ら
れる0

2. 地方行政體制改編論の主要內容
政界を中心に/ 最近まで/ 議論されてきた地方行政體制改編論は/ 多種多樣な內容を含んでいる0
故に/ 一定の基準によって分類することは容易なことではない0 しかし/ 大まかに見れば/ 地方行政
體制改編に關する議論の焦点は/ 結局のところ/ 階層構造と區域改編の問題に壓縮される0 實際に/
贊否兩論の爭点となっていることも/ 主にこの2つの問題と關連したものである0
具體的には/ 現在の2層制の自治階層構造を單層化するか/ それとも現在の2層制の基本構造を維
持するかどうかの問題/ それから區域改編と關連して廣域自治體もしくは基礎自治體を統合し/ その
規模を現在より廣域化するかどうかが核心的な爭点となっている0 但し/ 現在/ 國會に提出されてい
る複數の法案は/ 自治階層の單純化をめぐっては立場が分かれているものの/ 區域改編に關して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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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の範圍や具體的な方式を別にすれば/ 基礎自治體の廣域化には/ ほぼ意見が一致していると言え
よう0
このように階層と區域という2つの觀点に基づいて/ 現在まで政界や政府から提起されている改編
方案をまとめてみると/ 1)自治單層制の下での基礎自治體の廣域化方案/ 2)自治2階層制の下での廣
域及び基礎自治體の廣域化方案/ 3)自治2階層制の下での基礎自治體の廣域化方案など/ 3つの方案に
類型化することができよう0

1) 自治單層制の下での基礎自治體の廣域化方案
この方案は/ 旣存の道を廢止し/ 自治階層を單層制とする一方/ 全國を適正規模の50~70の廣域市
に再編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0 前で觸れたように/ この方案の骨子は/ 旣に2006年2月/ 17代國會
特委において/ 與野黨の合意で提案された方案と類似している0 當時は/ 直接的な利害當事者たる廣
域市·道の反發と/ 學會や市民團體から單層制導入の根據が弱いとの批判に直面し/ いったん頓挫さ
れたものである0
それが18代國會の開院以降/ 再び地方行政體制改編の議論が活性化する中で/ 國會に法案として提
出されたのである0 現在/ ハンナラ黨の權炅錫議員案/ 民主黨の禹潤根議員案/ ハンナラ黨の許泰烈
議員案などが/ この方案として分類できよう4)0 これらの法案は/ 具體的な內容において/ 相違点が
多少あるものの/ 核心的な內容は道の廢止を通じた自治階層の單層化と基礎自治體の廣域化として要
約できる0 つまり/ 1)旣存の道を廢止し/ 道が遂行していた國家事務を處理する國家廣域行政機關を
設置すること/ 2)道の管轄內にあった市·郡は/ 近隣の自治體と統廢合して統合市に改編すること/
3)統合市には行政單位である行政區もしくは行政郡を設置し/ 行政機能を處理させること/ 4)邑·
面·洞は純粹の住民自治機構である準自治體に轉換すること/ 5)統合自治體には行財政的な支援を行
うということである0
このような地方行政體制改編の必要性としては/ 1)旣存の多段階の行政階層構造による行政の非效
率性の除去/ 2)社會經濟的變化による生活圈と行政區域の不一致による住民不便の解消/ 3)增大する
廣域行政需要に對する效果的な對應/ 4)自治體の分權收容力の增大/ 5)地域不均衡の解消などが揭げ
られる0 このように改編の論據として幾つかを提示しているが/ 何よりも階層構造の單純化と區域の
廣域化を通じた行政の效率性の强化に焦点を當てた改編方案であると言えよう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許泰烈議員案には/ 道廢止に對して具體的な言及はないが/ 多段階の行政階層構造による非效率性を指摘しており/ 全國的に市·郡·
區の2/3以上が統合される場合/ 道が遂行する機能を調査し/ その結果によって道の地位と機能を再調整するようにしているので/ 道
の廢止を念頭においた方案であるといえよう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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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治2階層制の下での廣域及び基礎自治體の廣域化方案
この方案は/ 旣存の2層制の自治階層構造を維持しながらも廣域自治體である廣域市と道を統合し/
更に一部の道と道を統合し廣域自治體を超廣域化する一方/ 基礎自治體も統合し廣域化しようとする
ものである0 そして/ 統合された基礎自治體には自治單層制案と同じく行政郡·區などを置くことに
している0 こうした方案に分類できる法案は/ 自由先進黨の李明洙議員案/ 民主黨の朴起春議員案/
ハンナラ黨の車明進議員案などである0
これらの法案の特徵は/ 廣域および基礎自治體の廣域化とともに/ 中央政府·廣域自治體·基礎自
治體間の適切な事務再配分と廣域自治體の機能强化を强調することにあると言えよう0 特に/ 自由先
進黨の李明洙議員案では/ 廣域自治體間の統合を通じて創られる超廣域自治體には/ 外交·國防·通
貨など國家存立事務を除いた敎育/ 文化/ 警察/ 環境/ 地域經濟及び産業などの事務を移讓し/ 廣域
自治體の機能と權限を大幅に擴大する方案が盛り腐まれている0 こうした理由で/ 準連邦制的な改編
案とも呼ばれている0

3) 自治2階層制の下での基礎自治體の廣域化方案
この方案は/ 2層制の自治構造と廣域自治體の區域は變更せず維持しながら/ 基礎自治團地の市·
郡の統合を促進し/ 支援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0 この方案を提示している法案としては/ 民主黨の
盧英敏議員案とハンナラ黨の李泛來議員案などである0
これらの法案は/ 市·郡の自律的統合を促進するための統合推進機構の設置と/ 自治體の長の申請
がなくても/ 統合推進機構が統合についての住民投票を中央政府に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
いる0 また/ 基礎自治體の自律的な統合を誘導するための支援措置として/ 自治體の規模による特例
的な事務配分/ 地方交付稅及び補助金など行財政的に樣7なインセンティブ措置を盛り腐んでいる0
市·郡統合の必要性については/ 他の方案で基礎自治體の統合を主張する論據とほぼ同じである0
地域競爭力の向上/ 地域間の格差の解消/ 生活圈と行政區域との一致による住民便益の增進/ 及び廣
域行政需要への適切な對應などが揭げられている0 但し/ 自治階層の單層制案においては/ 道の廢止
を前提にしたうえで/ 基礎自治體の統合を國家政策の次元で全面的に推進していくべきであるという
立場であれば/ これらの法案は/ 多樣な行財政的な特例支援を通じて自律的な統合を誘導していくと
いう立場であるのが異なる点といえよう0
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府は/ 大統領の發言や與黨であるハンナラ黨の主張などを總合して判斷
すれば/ 行政階層を縮小して自治體を廣域化する單層制の下での基礎自治體の廣域化方案を望んでい
るように見える0 ところが/ 階層構造に關する李明博政府の具體的な政策は/ 公式的にはまだ提示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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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ていない狀況である0 但し/ 現段階においては/ 自治2層制の下での基礎自治體の自律的統合方案
に基づき/ 部分的な市·郡統合に取り組んでいる0 こうした政府の選擇は/ 自治單層化に對する道の
反發と/ 批判的な世論など階層構造の全面的な改編に伴う現實的な難關を考慮したものであると判斷
される0

Ⅲ. 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爭点と課題 5)

以上のような政界および政府の地方行政體制改編案をめぐっては/ 地域社會を含めて學會や市民團
體などにおいて贊否兩論が分かれている0 しかしながら/ 反對論者も現在の地方行政體制が一定の問
題点を露呈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 ほぼ同意している0 結局/ 贊否兩論は旣存の地方行政體制の問
題点をもたらす要因と/ その解決代案/ そして地方行政體制改編の目標についての認識などを異にし
ていると言えよう0 また/ こうした立場の相違は/ 具體的には自治階層の單純化と區域の廣域化の效
果と/ 否定的な副作用をめぐる論爭に集約される0
勿論/ 公式的に提示される論據についてのみならず/ その裏面に存在する政治的意圖や動機をめぐ
っても論爭が交わされてきた0 道の廢止論は/ 廣域自治體の首長出身の政治指導者の登場を防ぐため
に/ また選擧區における自分の影響力や政治的位相を高めようとする國會議員たちの政治的動機から
繰り返されてきた側面が强いと言えよう(金秉準/ 2009: 213)0 また/ 基礎自治體の廣域化案にも/
潛在的な政治競爭者たる地方政治家の數を一擧に4分の1に減らそうとする國會議員たちの政治的思惑
が克いているという指摘もある(安成浩/ 2005:35~6)0 こうした認識からも/ 政界主導の議論の構造
は問題視されうる0
但し/ ここでは/ 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政治的動機の存在を念頭に置きながらも/ 公式的に提
示されてきた地方行政體制改編の論據を中心に/ 贊否兩論の爭点を檢討しようとする0 また/ 地方行
政體制改編をめぐる贊否兩論の論據と爭点の檢討に當たっては/ 階層構造と區域改編に分けて檢討し
/ これからの望ましい改編のために求められる課題について考えてみることにする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贊否兩論の爭点と課題については/ 主に曹成鎬(2009/ 2006)/ 許燻·姜仁皓(2009a/ 2009b)/ 李琦雨·
曹成鎬(2009)/ 沈翊燮(2008)/ 關連法案および政府の計畵案などを參考にした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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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議論の爭点
1) 階層構造をめぐる爭点
階層構造と關連しては/ 單層制案の主張のように韓國の自治階層の數が/ 果たして多すぎるのかど
うか/ 階層構造と關わる問題点の要因/ そして單層化改編の效果と副作用などについてが/ 贊否兩論
の主要爭点となっている0
廣域自治體の廢止を骨子とする多層制案の主たる論據は/ 韓國の自治(行政)階層が非常に複雜であ
って/ 重複による非效率性が招かれていることであるが/ まず/ この点について見解が分かれている
0 ある國の行政階層の數が多いか否かを判斷する絶對的な基準が存在するわけではないので/ 比較の
觀点が要求される0 單層制案に批判的な論者たちは/ 主要諸外國の自治階層は/ ほとんど2層制か3層
制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0 また/ 基礎自治體內には/ 一般的に地域別に事務所·出張所などの
ような下部行政機關を置いているので/ 韓國の自治2階層/ 行政3~4階層が決して多いのではないと主
張する0
特に/ 自治階層の單層化改革の代表的な事例として紹介されるイギリスにおいても/ 自治2層制を
基本としながら/ 地域の特性を考慮した上での部分的な單層化が行われている0 また/ 最下位の自治
體たるパリッシュ(parish)やコミュニティ(community)の存在をも勘案すれば/ 2~3層制の自治階層
となっていると言えよう0 また更に/ 1987年/ 大ロンドン市(Greater London Council)を廢止し/
自治區中心に單層化したが/ 各種の廣域行政の遂行に支障が生じ/ 2000年には再びロンドン廣域自
治體を設置し/ 2層制に復元した事實から階層構造の單層化は/ 愼重に考慮するべきであると主張し
ている0
次に/ 單層制案では/ 現在の階層構造の問題点として指摘される階層間の機能の重複/ 行政の非效
率性などが階層構造の多層制によるもの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が/ 反對論者たちは/ それに同意して
いない0 單層化に反對する側は/ 階層構造の問題点それ自體には同意するが/ これらの問題は階層構
造の多層制によるものというよりは/ 機能配分の不合理性などによるものであると認識している0
つまり/ 全體の行政事務の中で/ 國家事務が70％以上の壓倒的な比重を占めている上に/ 貧弱な地
方事務の中でも/ 國家委任事務が半分近くを占めているが故に/ 廣域自治體の役割が曖昧になってい
ると指摘している70 また/ 廣域自治體と基礎自治體の間では/ 事務區分が明確にされず機能の獨立性
が弱いことから重複行政の弊害と非效率性が發生しているという反論である0 故に/ 階層構造の改編
を議論する前に/ 中央政府と地方政府/ そして廣域自治體と基礎自治體との權限および機能の再調整
が先決されるべき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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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 單層制案では/ 階層構造の單層化が行政の非效率性や責任の問題などを改善するのに寄與す
ると主張する一方/ 反對論者たちは單層制は肯定的な效果より/ 中央集權化を加速化するとともに/
地域競爭力の强化にも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と指摘している0 まず/ 廣域自治體が廢止されると/ 中
央政府が基礎自治體間の調整と/ 基礎自治體が處理しがたい廣域行政を直接に擔うようになり/ また
/ 基礎自治體を廣域化しても中央政府の關與に對して自律性を守ることが難しくなると見ている0 つ
まり/ 地方分權ないし地方自治は弱まっていく一方/ 中央集權的な傾向は强まっていく恐れがあると
批判している0
そして/ 世界化·地方化時代に伴い地域競爭力の向上のために旣存の廣域自治體の區域を超廣域化
するのが世界的な趨勢にもかかわらず/ むしろ廣域自治體を廢止しようとすることは地域競爭力にも
逆行すること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0 旣存の基礎自治體を廣域化しても世界を競爭の相手にする大型
プロジェクトを遂行するのは/ 難しくなると見ている0
更に/ 單層制案は/ 廣域自治體の廢止により發生される行政機能の空白を國家廣域行政廳の新設と
地方行政機關の擴大などを通じて補完しようとする0 こうなると/ 自治階層は縮小されるとしても/
行政階層は以前よりもっと複雜になるため/ 單層制を通じて實現しようとした行政經費の節減も不可
能になると批判している0

2) 區域改編をめぐる爭点
區域改編と關連して/ 基礎自治體の統合を支持する政界や政府は/ 統合を通じて行政經費の節減/
生活圈と行政區域の一致/ 及び規模の經濟などを實現し/ 行政の效率性と住民の便益を向上できると
主張している0 これに對して/ 反對論者や愼重論者も社會經濟的變化に對應し/ 住民サ:ビスの向上
の上で必要であれば/ 部分的な統廢合など區域調整の必要性については/ ほぼ同意している0 しかし
ながら/ 全面的かつ畵一的な統合に對しては/ 統合の肯定的な效果は檢證されていない反面/ 否定的
な側面は明らかで大きいという理由で批判的である0 また/ 必要による部分的な統廢合も住民の自發
的な意思によって行われるべきであり/ 現在のような政府主導の一方的な統合は避けられるべきであ
ると主張する0 結局/ 基礎自治體の統合については/ 統合の效果と副作用/ 手續きの正當性などが主
な爭点となっている0
まず/ 統合の效果について反對論者たちは/ 統合による人員·組織の縮小を通じた經費節減の效果
は/ それほど大きくないと豫測している0 韓國の基礎自治體の規模が/ 旣に大きいので/ 區域の統合
が行われても/ 行政サ:ビスの傳達のために地域ごとの行政組織は縮小できないのみならず/ その行
政組織を調整するために新たな行政組織が必要になるからという反論である0 この点は/ 1995年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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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的に行われた市·郡統合や2006年の濟州特別自治道の市·郡統合の效果についての實證硏究の
結果からも立證されている0 つまり/ 市·郡統合によって地方自治體が一つ無くなった代わりに/ 區
域の擴大によって下部行政機關が增えたので/ 人員·組織の縮小を通じた行政經費の節減の效果は/
それほど大きいものではないと調査されている(朴鐘寬·趙錫柱/ 2001; 洪準賢/ 1997; 崔永出/
2009)0
こうした效率性の側面よりもっと深刻な問題は/ 自治と參加が萎縮され得るということである0 一
般に/ 基礎自治體は/ 生活·住民自治の據点として/ 住民參加が容易にできるよう至近距離にあるこ
とが望ましいと言われている0 ところが/ 韓國の基礎自治體は/ 現在においても面積が廣い上に/ 平
均人口が21万人を超えており/ 他のどの國よりもその規模が大きいほうであるので/ これ以上擴大さ
れると/ 住民自治の據点としての役割を擔うことが出來なくなると主張する(<表 1> 參照)0

<表 1> 主要國家の基礎自治體規模の比較
國家

人口(千人)

面積(㎢)

韓國

48,584

99,924

基礎自治體
數

平均人口(千人)

平均面積(㎢)

230

211.2

434.5

日本

127,347

377,835

1,800

70.7

209.9

アメリカ

280,563

9,384,677

19,429

14.4

483.0

イギリス

60,178

241,752

434

138.6

557.0

フランス

59,440

543,965

36,700

1.6

14.8

ドイツ

82,506

357,021

15,300

5.4

23.3

資料:林承彬, (2009:265)

また/ 自治區域は/ 單なる地理的境界ではなく/ 地域共同體の歷史的·文化的一體感と市民連帶の
空間的基盤となるものである0 そして/ このような共同體の一體感と連帶は/ 地域發展のための自治
と參加の基盤ともなる0 したがって/ 政界の一部から打ち出されている/ 3~4の基礎自治體を一つに
統合する案は/ このような歷史的·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無視した區域統合案であって/ 自治と
參加の基盤を弱める恐れがあると批判する0
もちろん/ 社會經濟的變化に對應して住民生活の不便を解消し/ 生活の便益を增進するために/ 部
分的な區域改編の必要性はあり得る0 したがって/ 基礎自治體の統廢合は/ こうした場合に限って最
小限にとどまるのが/ 望ましいと主張する0 また/ 區域調整の方法としては/ 統廢合のみならず/ 場
合によっては旣存區域の分離や分割なども考慮すべき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許燻·姜仁皓/ 2009b:
3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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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うした部分的な行政區域改編も中央政府の主導で行うのでなく/ 當該の地域住民たちの要望に從
い/ 充分な合意過程を經て行われるべき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0 何故なら/ 區域改編の結果は/ 地域
住民たちに/ 直接的かつ持續的な影響を及ぼすからということである0 したがって/ 現在のように中
央政府が主導する畵一的な行政區域改編は/ 避けられるべき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李琦雨/ 2006)0

2. 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議論の課題
以上で/ 見たように政界および政府から提案されている廣域自治體の廢止や基礎自治體の統合案に
對しては/ その論據はもちろん/ 推進プロセスについても批判的な議論が少なからず續いている0 そ
れだけでなく/ 元7議論を主導してきた與野黨の內部でも見解が一致していない0
にもかかわらず/ 政府は制限的な範圍とはいえ/ 市·郡統合の計畵を實行に移している0 前で見た
ように/ 韓國の基礎自治體は/ 他の國が目標として揭げている平均規模を現在/ 旣に大きく上回って
いる0 基礎自治體が住民生活サ:ビスの供給を主な機能と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 これ以上に基礎
自治體の區域が擴大されると/ 行政サ:ビス生産の單位費用の減少分よりサ:ビスの傳達費用の增加
分が上回ってしまう恐れがある0 このように/ 分權·自治の側面はともかく/ 效率性も期待し難い狀
況の中で/ 立法過程も踏まず/ 早急に市·郡統合を推し進める妥當性は見つけられないと言わざるを
得ない0
したがって/ 現時点において求めらるのは早急な市·郡統合ではなく/ 地方行政體制改編の方向や
代案についてのより十分な議論であると言える0 實は/ 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議論は/ 政界や一
部のマスメディアによって主導されてきただけで/ 改編の目的や方向/ 具體的な代案について深い社
會的な議論が行われてきたとは言いがたい0 それ故に/ 地方行政體制改編を主張する側も/ 反對する
側も客觀的な論據の提示は不十分であって/ 消耗的な論爭が繰り返されている樣相を見せている0
特に/ 政治的利害に左右されやすい政界が改編の議論を主導するような現在の議論構造は/ 望まし
くないと言えよう0 地方行政體制改編の重要性を勘案すると/ 政治的に拙速に決定されていくことを
避けるためにも/ 長期的な觀点から持續的かつ體系的な調査と協議を行う公式的な調査機構を設ける
必要があると言える0
こうした公式的な調査機構を通じて/ より合理的な改編の代案と手續きを設計していくべきである
と思われる0 それから/ 改編の議論過程で/ まず檢討すべきことは/ 中央政府と自治體/ 自治體相互
間の權限及び機能配分の問題である0 韓國の行政階層構造/ 竝びに區域と關連して現れる問題の多く
は/ 機能配分の集權性と獨立性の缺如からもたらされる側面が大きいからである0 こうした機能配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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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問題を放置したままで/ 階層や區域の改編が行われても/ 改編が目指す目標を達成するのは難しい
と言えよう0
という觀点から見れば/ 政界及び政府の地方行政體制改編案の最大の問題点は/ 機能配分の觀点が
缺けていることである0 區域が器であるとすれば/ 機能はその器に盛る內容物であるといえる0 盛る
內容物についての議論はなくて/ 器の形についての議論だけが走っている形である0 ところが/ 通常
/ 盛る內容物についての議論が行われてから/ 器の大きさを論じるのが順序であるといえよう0 他の
主要國家の例からもわかるように階層構造や區域改編は/ 機能の再調整とともに行われるべきである
(許燻·姜仁皓/ 2009b: 81)0
また/ 地方行政體制改編の目標と代案の選擇の基準は/ 改編案をめぐる贊否兩論の主たる論據とな
っている行政の效率性の側面とともに/ 自治·分權という民主性の觀点が/ 調和できる方向から見出
すべきである0 こうした效率性と民主性の均衡と調和は/ 階層構造や區域改編の議論全般に反映され
るべきの原則であるが/ 區域調整においては/ 階層別に差等的な適用をすることによって/ 全體的な
均衡と調和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も言えよう0 すなわち/ 廣域自治體と基礎自治體の役割と機能の相
違を考慮し/ 廣域自治體の場合は/ 廣域化を通じて世界化に對應した地域競爭力の强化に焦点を合わ
せる一方/ 基礎自治體の場合は/ 住民の接近性を重視する方向から代案を模索することも/ 兩立しが
たい效率性と民主性の調和をとることが出來る一つの方案になると思われる0

終わりに

以上で見たように/ 最近/ 韓國においては/ 行政階層構造の單層化と基礎自治體の廣域化を骨子と
する政界の地方行政體制改編の議論をきっかけに/ 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贊否兩論の攻防がいつ
もより/ 加熱されてきた0 という狀況の中で/ 政府は今年6月の地方選擧を時限とし/ 法律の制定も
しくは改正を要する特例的な支援をも約束しながら/ 市·郡統合を推し進めているので/ 地域社會の
葛藤やその後遺症が憂慮されている0 また/ 政界では新年に入って/ 新たな議論も行わずに/ 旣に發
議されている法案を基礎にして地方行政體制改編のための特別法を制定しようとする動きを見せてい
るので/ 地方行政體制改編をめぐる贊否兩論の攻防と對立が再現されうるのである0
周知しているように地方自治體の階層や區域の問題は/ 政府體系の仕組みに關わる地方自治制度の
根幹をなすものである0 したがって/ 地方行政體制改編を際しては/ 行政の 率性のみならず/ 中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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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と地方自治體間の權限及び機能の配分/ それから自治と參加の觀点が要求される0 また/ 地域住
民の暮らし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ものであるので/ 住民たちの自主的な意思を尊重する民主的なプロ
セスが求められるといえよう0
こうした觀点から見れば/ 階層構造や區域改編の目的と方向について/ まだ最小限の社會的合意す
ら形成されていない狀況で/ 政府が前面に出て市·郡統合を早急に推し進めるのは/ 拙速推進という
批判をまぬかれ難いと思われる0 というのは/ 階層構造の單層化や基礎自治體の廣域化に對する反對
の論據は/ 從前の市·郡統合地域と濟州特別自治道の單層化の效果についての實證硏究からも/ 立證
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0
實は/ 政界や政府が指摘している階層と區域の問題点の多くは/ 旣存の中央地方間の權限および機
能配分の集權性と重複性と深く關わっているものである0 ところが/ 政界や政府は/ そうした問題に
對しては關心を示せず/ 集中と統合の論理を繰り返している0
これまでは/ こうした政界や政府が地方行政體制改編の議論を主導してきた0 しかし/ これからは
/ このような議論の構造をまず變えるべきである0 地方自治體の代表と專門家などが參加できる獨立
的かつ公式的な調査機構を設けるのが優先的課題であると言えよう0 このような調査機構においての
體系的な議論を通じて現在の消耗的な論爭から拔け出て/ より合理的な代案を作り上げ/ 社會的な合
意を導いていくべきであると思われ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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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통합에 대한 주민의사 결정 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김 원 중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2009년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있어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
자치의 근본적인 요소는 주민, 단체, 지역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하여 구성되고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최
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즉 주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나온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법은 주
민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강제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임의적 조
항으로 두고 있어 통합을 할 경우 주민의 의사 없이 지방의회와 법률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는 지방자치를 기본인
주민의사결정권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현행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
으며, 통합시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없이 이루어질 경우 가지는 문제점을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의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주민투표권에 있다. 이러한 주민투표권에 의하
여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어 _ 지방자치, 주민의 의사결정,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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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mits of the Right on Decisionmaking of Residents about the Unifications of
Autonomous Communities

Kim, Won-jung

Since 2009 the unities among local communities, which govern a region without being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have been doing actively both by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But even
though the unification is still discussed, it is delayed. It is because making inhabitants involved in
decision making is excluded.
Fundamental factors of local autonomy are residents ,communities, and regions.
Local autonomy is composed and has its final right of decision by its residents. It means that every
power of local autonomy comes from its residents. In spite of the fact, Local Autonomy Law does not
have forceful regulations on decision-making of residents. It rather has temporary regulations on that,
so the integrations of autonomous communities are possible without decisions of residents only with
local congress and law. It brings about some problems hindering the right of decision-making of
residents on which local autonomy bases.
This study analyzed what does the residential decision-making on the unity of autonomous
communities mean in the present law, and it also reviewed Local Autonomous Law and Resident Vote
Law to analyze possible problems that could be caused when autonomous communities integrated
while not reflecting residential opinions. The final decision of local autonomy is placed on the right to
vote by resident. Only when autonomous communities are unified by the proper process above, it is
possible to get consitu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s which are needed to unify autonomous
communities.

Key words _ local autonomy, decision-making of residents, the right to vote by resident, local autonom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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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91년 지방의회가 설치된 이후 1995년 지방자치가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까지 주민
의 투표에 의해 자치행정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실시되어 오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약 2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찬반 여부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
자치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에 대한 봉사를 달성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에 재정의 낭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과 부정선거의 도출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을 넘
나드는 유동인구의 증가는 과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한 가에 대하여 새
로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학계와 중앙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
체간의 통폐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통폐합하는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
체 내에서도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선언하고 있다. 경기도의 성남·광주·하남은 현재 실질적인 통합
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마산·창원·진해는 통합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통합에 대한 시 명칭을 어
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세종인접시인 청주와 청원
간의 통합은 현재 많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1)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폐합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쟁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결정권에 의하여 주민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경우 그 통합에 대한 정신과 통합에 따른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통폐합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다.2) 지방자치법 제4
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폐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하였다 기 보다는 단순히 통폐합에 대한 기
본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불완전한 법률조항으로 볼 수 있다. 동조항은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어 통폐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정원(2009: 94-104)은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해석상의 검토로 주
민투표의 법적 성격과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한 논점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주민투표의 법적 성격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중앙일보, 청주·청원 통합, 2010. 2. 16일자.
2)“통합”
은 일반적인 개념이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폐치·분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또한 용어의 단순
화를 위하여“폐치·분합”
인 법적 용어를“통합”
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을 포괄
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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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있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신봉기(2004: 78)와 김중권(2004: 120-130)도 주민투표권의 법
적 효력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2002.4.26. 선고 2002추23)은 이를
단순히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주민투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계와 법원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폐치분합인
통합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가 결여될 경우 지방자치법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성의 이념에는 부합한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방자치
법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분석하여 논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조가 지방자치
법의 기본이념과 자치고권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와 주민투표권이 입법 목적과 국회의 일방적 법 제정
으로 주민의 의사 없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Ⅱ.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통합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자치행정의 효율성, 주민복리, 지역개발촉진 등을 위
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를 보장받은 상황에서 자치행정구역의 변경
을 가져오고 주민의 권리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자치고권과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통합을 자의적
으로 하는 것은 주민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홍정선, 2009: 110).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는 구역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3), 동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역의 경계변경과 폐치·분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방
자치단체간의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
한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합칠때…”의 의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
체로 구성되는 것으로 합병을 말한다. 이러한 합병에는 다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
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이하“지방의회”
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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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흡수되는 것이고, 신설합병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김철용, 2009: 76; 홍정선, 2010: 111).4) 신설합
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수한 신설합병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명칭을 살리면서
이루어지는 준신설합병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라는 것은 순수한 합병으로 보기 보다는 새로운 성격과 기존의 성격
이 병합된 준신설합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광의적인 의미의 합병을 일반
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준신설합병의 형태로 통합
을 논의하고 있다.

2. 통합의 법적 근거
1) 헌법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
을 보장하고 있다(류지태·박종수, 2009: 825). 자치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유주의
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보장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는 현대 민주정치의 이념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 내 자치사무를 결정할 수 있
으며, 헌법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다(김원중, 2006: 228).
이러한 헌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권
을 가질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다.5)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통합은 양자
간의 동일한 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주민자치원리로 자치분권과 행정체제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박인수, 2007: 24-2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행정법학자들은 폐치·분합에 대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새로운 자치단체로 되는 경우를“분할”
이라 하고, 하나의 지방
자치단체구역의 일부를 새로운 자치단체로 구성하는 경우를“분립”
이라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되는
경우를“합병”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합병에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흡수되는 형식을“흡수합병”
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을“신설합병”
으로 보고 있다.
5) 헌재 1994.12.29, 96헌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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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의 공통된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지방행정을 말한다(김철용, 2009: 65). 지방행정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
치·분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동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1항과 2항은 통합 등에 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
률로써 정하되, 폐치분합 등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어, 지
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통합은 흡수합병인 준신설 합병의 형태를 가지며, 합병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
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6)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
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히 지방의회의견을 가지고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자치고권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제는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야 하며, 반드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
여야 한다.7)

3)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주민의 권리중 하나인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2항은“…법률로 정한다”
고 하여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20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헌재 2005.12.22, 2005헌라5: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
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이하“지방의회”
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적 근거는 김원중,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청의 변화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9
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9, 105-106쪽을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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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30일에 시행되고 있는‘주민투표법’
을 두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1조는 그 목적으로“…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
체의 폐치·분합 즉 통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8) 동조는 통합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투표에 대하여 임의
적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거 주민투
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타 법률
에서 정한다고 하여 입법상의 미비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시행에 대하여 주민투표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도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행
정기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지방
자치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사결정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
여 열기하지 않고 이를 해석에 맡기고 있어, 과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사항중 어디까지 주요 결정
사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또한 동법 제8조에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 투표권을 규정하고 있어도 이를 의무적으로 강
제조항으로 두는 것이 아닌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임의적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가 제
한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민자치와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리
로 보는 단체자치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단체자치를 기본으로 하여 주민자치는 단체자치
를 보완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박인수, 2007: 25).
단체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주민의 직접참여인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주민자치원리를
강화시키는 기본적인 요소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
여 지역주민에게 주어진 권리로 스스로 자치행정 등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
다. 이같은 이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주민투표법은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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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직접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투표법은 직접적인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재
량사항으로 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제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통합에 대한 주민참여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를 말하며,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이 지역적인 행정수요를 자기의 의
사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있다.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위하여 주민참여제도를 각 국가들은 마련하여 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방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세분화 하고 있다. 즉
발안단계부터 시작하여 심의단계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다(김
수진, 2002: 310-312). 주민의 직접 참여의 대상으로 지역경계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를 들
고 있다. 이는 주민신청에 의하여 주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
라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발의에 의한 통합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오로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의
회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통합인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대하여 200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와 제6조의 2에서 정하고 있다.9) 200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도₩부₩현의 통합
에 대하여 도₩도₩부₩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한 발의로 통합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통
합을 정하는 경우는 도₩도₩부₩현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나, 이러한 입법은 지방자치특별법으로
보고 있으며, 동법에서 주민투표를 통하여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에 의하는 경
우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宋本英昭, 2008: 96).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일본은 주민의 투표권이라는 의사결정에 의하여 통합을 결정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하고 있어 주민자치의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주민의 직접
참여사항으로 중요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중요사무에는 통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의
참여 즉 주민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수진, 2002: 325326).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와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하여 주민의 참여를 임의적 사항으로 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일본 지방자치법 제6조 ① 도도부현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6조의 2 전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폐지와 그 지역의 전체를 통해 하나의 도도부현의 설치 또는 도도부
현의 폐지 및 그 지역 전체의 다른 하나의 도도부현 지역에 편입은 관계 도도부현의 신청에 따라 내각이 국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결정
할 수있다(일본 지방자치법 참조).

자치단체통합에 대한 주민의사 결정 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 33

하고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법률은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단순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실시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주민투
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통합의 실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정부주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백30개의 시₩군₩자치구를 통합하여 60개 정도의 광역시 체제로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정계와 학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강병수·이찬원, 2005: 2). 지방자치단
체의 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은 정부가 주축이 되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던 현재의 기초지
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인 행정의 비효율화, 예산의 낭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권으로 통
합하려고 하고 있다.10)
현재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50개 지역 이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 의원입
법안으로 발의되어 2009년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11) 지방자치단체간의 통
합 논의는 지역간의 경쟁률 제고를 위하여 지역민들이 스스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운영이 최근의 통합논의에 불을 붙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 2009: 3). 첫째 인구과소로 지
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 약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노
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기반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행정
계층상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행정운영 비효율화의 문제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인구과밀 도
시지역은 생활권과의 원거리로 지역과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 약화이다. 도시과밀화로 주민생활
기반과 행정구역과 근접성이 멀어 타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광역적인 행정수요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중앙일보, 행정구역통합논의 기사, 2009. 9. 9일자.
11)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사이에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목포·무안·신안, 전남 여수·
순천·광양, 전북 무주·완주 등이다. 경남 통영·거제·사천·진주,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기 수원·화성·오산, 경기 성남·하
남·광주 등에서도 통합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현재 경남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통합을 결의한 상태로 자치단체 명칭을 어떻
게 정할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 청주·청원이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 투표를 벌였지만 청원
군민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으며, 2009년에도 최근 계속적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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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경영 저해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경쟁으로 인한 행사의 중복투자로 인하여 지역축
제 등에 대한 경비 등이 증가하며, 비선호시설의 부족 등을 초래하고 있다.12)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요구는 비선호시설의 부족과 상호 경쟁식으로 이루어지는 청
사의 건립과 지역축제 등에 의한 예산낭비 등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고,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억에서 50억으로 지원 하는 등 각 부처별
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가지고 통합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자치고권 중 자치행정권의 하나로 자치조직
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의한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13) 그러나 현행법체계에서는 자
주적인 의사결정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
조에서 정하고 있어 통합 등에 대한 엄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의 통합이 주민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잘못된 폐단으로 주민복리를 침해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를 정의
하고 동조 동호 가에서“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에 대하여 자치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동규정에서 통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단순한 행정구역의 명칭 및 변경
그리고 구역의 조정에 대하여는 자치사무로 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적인 결정권
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지역민의 동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주적인 결정권과 자치사무로 보아 주민의 결정에14) 따르게 하는 것
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자치사무의 권한에 부합한다.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1995년 재정이후 청사를 신축한 54개 시군구중 46개(85%)가 재정자립도 50%미만이며, 지역축제 및 행사경비가 2003년 3,731억원에
서 2008년 7,35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은 2001년 12월 기준으로 6,145개에서 2008년 12월 기준 12,342개로 6,197개
가 증가하였으나 화장률은 1998년 27.5%에서 2007년 70.2%로 42.7%의 증가율을 보이나 동일기간 화장장은 41개에서 47개로 6개가
증가하는데 그쳤다(행정안전부, 2009: 3).
1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치사무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
치법 제4조 제1항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홍정선, 2009:123). 동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는 것이 헌법상과 지방자치법상의 제
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4) 헌재 1994.12.29, 96헌마201.
15)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별도의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
을
마련하여 계류중에 있다.

자치단체통합에 대한 주민의사 결정 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 35

Ⅲ. 지방자치법 제4조의 주민의사 결정권의 효력
1. 주민의사 결정권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사 결정권은 주민투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는 통폐합과 관
련하여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 또한 주민투표법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17)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인 통합은 주민과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 주민의 기본권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은 당연히 주민과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치행정권에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 대법원은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단순히 행정에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8)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4조의 주민투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결정에 대한 행정절차상
의 한 방법으로 보았다. 이는 2004년에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단순히 지방자치법만
을 가지고 이를 해석하여 내린 판결이다. 그 이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에 대하여 동법은
제1조에서 주민이 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
조에서“주요결정사항”
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최종
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19)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는 주민투표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제14조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7)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8)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추23.
19)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
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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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인 헌법의 지방분권의 자치행정권에서 도
출되는 당연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으로 볼 수 있다. 주민투표권이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권으로서 효
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살고 있는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
되는 내용을 가지므로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통합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20)

2. 자치행정권 범위내에서의 효력
김철용(2009: 101)은 자치행정으로“스스로 담당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무를 스스로 수행하
는 권한”
이라고 하며, 홍정선(2009: 61)은“자치행정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단체에 의한 공적인 임무의 수행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행정”
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치행정은 국가
로부터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무를 정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태생적으로 고유한 권한에서 비롯된“고유권설”
이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전래설”
이냐를 불문하고 정의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3요소로서 주민, 지역, 인격(단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를 이루는
주요 요소로 주민을 들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자치가 지방자치인 것이다. 지방자치는 헌법상 보장되
는 자치행정으로 주민의 의사결정권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인 것이다. 자치행
정권으로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보고 있더라도 현재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
권으로 이해하고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1) 헌법재판소는 주
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
관적 공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상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제도적으로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의 자치행정
권에 의한 자주적인 결정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주요사항 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임의적인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으로 입법상의 불비라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서 통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대의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4헌마530.
21)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4헌마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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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제의 충실한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의 의사에 의해 대표성을 가진 지방의회의 의
견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이론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집단인 의회에 결정권을 부여할 경우 주민의 의견과 동떨어진 판
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4년에 한번씩 선출되는 것으로
선출된 이후는 당리당략에 의하여 결정을 좌우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22)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투표 없이 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자치단체 통합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가 아니면 주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가에 대하여 선택적 결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도₩도₩부₩현에 대한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을 할 경우 지방
자치특별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宋本英昭(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역)),
2005: 96-98).23)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순히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사무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지역의 의사
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이며, 국가의 의사결정이 국민에게 있듯이 지역의 의사결정도 또한
자치행정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있다.
이처럼 일본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새롭게 법률에서 신설 또는 보완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를 구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입법도 주민참여를 점점 더 보장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같
은 주민참여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에 대한 결정을 선택적 결정사항으로 할 것이 아닌 주민
의 의사결정에 의한 사항으로 기속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정신이 부합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2년단위로 과반수씩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일본 지방자치법 (第六 都道府 —の 置分合又は境界 更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
法律でこれを定める);그 외의 시정촌에 대한 폐치·
분합 또는 경계변경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일본지방자치법 제6조와 제6조의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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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권의 한계

1. 주민투표 없는 경우 위헌 여부
24)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주민투표대상”
과 동법 제8조 제1항“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이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의 기본
권으로 보지 않고 법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
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은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 그리고 그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그러므로 자치사무의 처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민투표권
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의하
나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감사청구
권(제13조의4)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의하여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
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고 하여 기본권의 침
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1994. 12. 29. 94헌
마201)는“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
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 정당한 청문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4) 제8조는 각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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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수급권 및 환경
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
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위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위 규
정에 의한 절차는 준수된 것이고 그 결과는 국회가 입법할 때 판단의 자료로 기능하는 데 불과하며, 주
민투표절차는 청문절차의 일환이고 그 결과에 구속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동 결정
례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은 청문절차의 하나이며, 또한 임의
적 규정에 의한 것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하지 않을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권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행정절차의 하나인 청문절차의 하나로만 이해하고 있지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위의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주민투표 없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하나의 행정상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법률에서의 주
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이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과 2항,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임의적 규정으로 주민투표 없이 이
루어지는 통합도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1994. 12. 29, 94헌마201)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의 문제는 자치행정권
의 한 범위로 보고 지역고권의 권한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통합의 문제는 지역민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헌법
재판소도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없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
고,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반대견해를 보면
주민투표라는 적법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25) 이러한 소수견해가 오히려 지방자
치의 제도적 보장과 민주적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종합하면 주민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입법이 주민의사결정권인 주
민투표에 대하여 입법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임의적 규정으로 주민의사결정을 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소수견해는 주민투표법 제정이전에 주민의 의사결정에 대하여“…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부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주민투표에 부쳤다면 그 투표결과를 확인한 후 주민의 의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찬반의결
내용을 참작하고, 그 의사나 의결내용이 상반하면 주민의사에 따라 입법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사나 의결이 동일하면 그 의사나 의결
대로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의사나 의결에 반하여 입법해야 할 정도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의사나 의결에
반하여 입법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하여 주민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보고 있다. 이러할 경우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94헌마201 소수견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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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이를 명백히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복리를 위하여 지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이
라는 중대한 사유인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이 스스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
권 보호취지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에 부합한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1조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취지를 실
현할 수 있다.

2. 주민투표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상의 입법목적 합치 여부
지방자치는 아래로 부터의 행정으로 위로부터의 중앙집권과는 구분된다. 이는 지방자치가 민주주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뜻
을 가지고 있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행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기본요소로 하여 실시되고
주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리행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민주성과 능률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여
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민주성과 능률성을 기본요소로 하여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기본요소인 민주성과 능률성은 상호 배치되는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민주
는 다수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능률성은 신속성 등을 바탕으로 경제의 기
본 법칙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주적인 발전을 기본목적으로 하
고 있는 동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민주성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우선적으
로 민주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여,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와 주민투표법 제8조는 통합에 대하여 정하고 있
다. 동조는 민주적 이라기보다는 능률성을 더욱 강조하다 보니 주민투표를 임의적 규정으로 정하여 능
률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바로 통합의 문제가 결정되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법도 임의규정으
로 주민투표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능률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
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목적인 민주성을 등한시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법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민주성이고 헌법에서도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률성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성이 저해될 경우 입법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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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을 저해하는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주민투표 없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입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과
지방자치단체에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입법에서 주민투표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을 정당시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상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 입법상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유보원칙에 의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주민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는 법치행정의 기본원칙인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법률
들은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하여야 하나, 우리 지방자치법은 각 조항들이 기본적인
이념인 민주성에 저해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성은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법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능률
성은 단순히 행정의 간편성과 편이성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민주성을 저해할 수 없다. 따라서 주
민의 의사결정 즉 주민투표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은 입법상의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3. 주민투표 없이 법률제정에 의한 통합의 한계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고하
여 통합에 대하여 주민투표 없이 입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주민투표권 즉 주민의 권리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최봉석(2009: 132)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정당성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며, 이러
한 정당성과 대표성은 모든 결정에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주민의 의사결정은 지방자치
단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원천인 것이다.
주민은 국민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권의 주체성으로 헌법에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즉 주민투표권
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최봉석, 2009: 132-133).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
치단체의 통합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법률상에서
주어진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개정이 가능하고,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통합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정부에서는
통합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지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통합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통합의 문제는 지역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정부는 법률로 통합을 강행하겠다는 시사를 하였다. 법률에서 주민
의 의사 없이 통합을 할 경우 그 효력이 정당한 가에 대하여 견해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뉠 수 있다.
긍정설의 논거는 헌법재판소는 통합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은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리이므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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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없이 통합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26) 즉 법률에 의하여 통합에 대하여 정하
고 있는 경우 이는 주민투표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통합의 의사결정은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인 부정설은 통합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선정원,
2009:100). 주민투표는 강력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정치적 행위로 주민투표의 결정이 중대한 하
자가 없는 한 입법자는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
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복리에 관하여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자치행정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헌법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에도 궁극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주민투표권에 대하여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하여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결정지을 경우 입법자는 주민의
권한이자 지역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에 주민의사
결정권 즉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국가정책사무로서 주민투표권의 한계
주민투표법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중앙행정기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다. 동조 동항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행정의 지역고권에 대한 사무를 중
앙행정기관이 일부 가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이 국가정책의 주된 사무가 되는 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주민투표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권
을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즉 자치고권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
지고 있다.
주민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은 다양한 참여권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헌법재판소 2005.12.22, 2005헌라5: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마735:헌법재판소 1994. 12. 29, 94헌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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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여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통합에 대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동적인 태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동법 동조에서 통합을 국가정책사무로 정하고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인 주민투표권은 제한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가 스스로 정하여 주민투표를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자치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
치법 그리고 주민투표법에서 실현하려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주민자치가 아
닌 단체자치와 중앙정부의 간섭에 의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 의사
결정에 따르는 수동적인 지방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Ⅴ. 맺는말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이제 지역민과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행정
의 능률성과 예산의 확보 등을 이유로 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
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복
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50-60여개 자치단체의 통합
이 거론되는 곳 중 유일하게 마산·창원·진해와 성남·광주·하남의 경우에만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같은 권역에 살고 있는 충청권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는 통합과 통합불가로 주
민들이 나뉘어 지역여론이 양분화 되는 격심한 지역간의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합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능률성과 예산의 절감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아주 좋은 결과
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통합은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지역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이를 크게 반발하는 양상을 성남·광주·하남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지방자치법에서 지역민의 의사 없이 지방의회의 의견만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역민의 의사 없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국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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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가장 필수 요소이며, 모든 의사결정권에 대하여 주민
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주권자인 것과 같이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에 의하여
지방자치를 이루는 구성요소이면서 주민에게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방자치법에서는 주민투표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대하여 임의적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
을 저해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민주성이다. 그러나 동법의 제4조는 이러한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성확보와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통합에 대한 입법에 대하여 주민투
표권을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의 소원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청문절차의 일환으로 보았고, 그 이후에는 법률이 보장하
는 권리로써 주관적 공권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도 이를 헌법의 심판대상으로 보았으며, 또한 선정원(2009: 94)은 이를 법률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민투표권은 당연히 주민의 중요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이다.
주민투표권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법상으로 법적인 권한을 가
지는 것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결정권
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과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통합에 대한 입법을 새로이 추진할 경우는 주민투표권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입법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조의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강제적 규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
하여는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의사결정에 대하여도 주민등록 주민 2/3이
상의 투표와 과반 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27)
둘째 통합에 대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경우 헌법의 민주성과 지방자치법의 민주성을 저해하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주민투표권자의 수를 주민등록주민 2/3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할 경우 자칫 지나치게 주민투표수를 과다하게 하
여 오히려 주민의 투표참여 저조와 실질적인 참여정치의 결여로 비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를 보장하려는 것이 역효과를 발
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인 통합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구
역에 대한 설정으로, 지역민은 스스로 어느 곳에 거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주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수를 엄격히 하여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도출하고, 지역민이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현대 입헌민주주
의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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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주민투표권을 강
행규정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체자치를 기본
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주민자치를 위하여 자치단체간의 통
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의 주요한 사항으로 이를 헌법에 주민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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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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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도출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는 사후적 통제장치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동시
에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기관
의 불만 등이 제기되면서 메타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메타평가결과 평가단의 규모, 지원조직의 규모, 평가도구, 평가예
산, 자료분석을 위한 명확한 지침의 제시와 충분한 자료의 적기 제공,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장치 등의 측면에서 부
족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실제 평가주체인 경기도 모두가 많은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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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Evaluation on the Business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Enterprise

Ra, Hui-mun / Choi, Duk-mook

The business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enterprise is a important means for detection
objective information necessary for uplifting the efficiency of business and securing accountability.
The business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enterprise is now settling as the post-control
tool, thus this system is contributing to uplifting the efficiency of business and securing accountability.
However, it has been suggested to improve the evaluation agency, evaluation indicator, etc.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meta-evaluation on
the business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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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은 이상희(1994), 김종희(1996), 유훈(2000), 안용식·원구환
(2001) 등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대체적으로 주
민의 복지증진, 지방주민 및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독점화의 방지, 지역차원의 종합적 경영 등으로 요
약가능하다.
지방공기업은 2009년 7월 1일 현재 369개가 설치되어 있다.2) 10여년 전인 2000년의 299개와 비교
할 때 크게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은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다(최용환, 2006: 2). 이러한 사실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1,784억원이 적자(직영기업
2,142억원 흑자, 공사·공단 △3,926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난다.3) 또한 자산규모 119조 5,030억원
(직영기업 58조9,803억원, 공사·공단 60조5,227억원) 중 부채가 47조 3,284억원(직영기업 14조
8,906억원, 공사·공단 32조 4,378억원)이고, 자본이 72조 1,746억원(직영기업 44조 897억원, 공
사·공단 28조 849억원)이다. 이는 부채비율이 65.6%(2007년도 62.5% 대비 3.1%p 증가)임을 의미
한다(행정안전부, 2009: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후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증대, 행정기관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
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공기업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경영평가제도의 정착은 지방공기업
에 관계된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들에게 주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신열, 2004: 137).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 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지방공사·공단(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기타공사·공단),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출연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등이 있다.
2) 지방직영기업이 238개(상수도 112, 하수도 75, 공영개발 35, 지역개발기금 16)이고, 지방공사·공단이 131개(공사 51, 공단 80)이다. 제
3섹터 37개는 제외한 수치이다. 이를 통합할 경우 406개에 이른다.
3) 흑자인 공기업이 211개(직영 116, 공사·공단 95)이고 적자인 공기업이 148개(직영 118, 공사·공단 30)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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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평가주체가 2008년도부
터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단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였고 이 과
정에서 다수의 지방공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는 2009년도에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2008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메타평가

1. 메타평가의 의의
메타평가에 대한 연구는 Chelimeky(1985), Cook and Gruder(1978), Dror(1971), Hartmann
and Georgios(2001), Larson and Berliner(1983), McKinley(1999), Nilson and Hogban(1983),
Orata(1940), Provus(1971), Stufflebeam(1974, 1981, 1999, 2000), 공병천(2005), 김명수(1993),
김용훈(2002), 김현구 외(2004), 문영세(1996, 2001, 2005), 박종수(2003), 이찬구(1997, 2003), 임
성옥(2003), 홍형득(2002), 황병상·강근복(2005)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학자들은
각자의 관점 하에서 메타평가에 대하여 정의내리고 있다. 이 중 일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메타평
가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helimeky(1985)는 메타평가를 평가결과의 종합을 의미하는 평
가종합(Evaluation synthesis)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Cook & Gruder(1978)는 경험적 총괄평가에
대한 평가만을 메타평가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Stufflebeam(1974)는 형성적 메타평가와 총괄메
타평가로 구분하면서 형성적 평가와 비경험적 평가까지도 메타평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Larson &
Berliner(1983)은 메타평가를 평가의 투입, 과정 및 결과 등 평가의 절차 및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평
가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살펴본 것처럼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메타평가에 대한 정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그들의 학문적 위치(locus)와 초점(focus)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보다 보편적인 메타평가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의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재구성하여야 한다. 각 학자
들의 개념을 종합하면 메타평가란 평가계획이나 진행 중인 평가, 이미 완료된 평가를 다른 평가자로
하여금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평가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evaluations)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메타평가를 정의하면 이미 완료한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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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평가일반론의 관점, 제도적인 관점 그리고 조직운영적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평가일반론의 관점에서 보면,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토대로 기업설립 이
후에 일어나는 제반과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해 기업이 가진 문제점의 진단과 처
방을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
는 노력이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평가의 한 유형으로, 공기업의 단기적 성과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량 및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까지를 포괄하는 평가이다(신열, 2004:
139). 마지막으로 조직운영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의 성과와 관련하여 우등한 것과 열
등한 것을 일정한 측정기준에 따라 선별해 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남찬기·김신곤, 1997:
171).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메타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점검하여 환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
도 전반을 대상으로 평가투입요소, 평가과정요소와 평가결과요소 등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환류시킴으
로써 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결과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메타평가의 기준
지방공기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메타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표 1>과 같이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기준들이 제시되
었다.
위에서 살펴본 학자들 중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는 연구로는 Larson &
Berliner(1983)의 메타평가 모형과 박종수(2003)의 메타평가 모형을 들 수 있다.
Larson & Berliner(1983)은 메타평가의 구성요소로 평가투입요소, 평가과정요소, 평가결과요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체제모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를 보
면 다음과 같다. 평가투입요소로는 평가예산, 충분한 평가시간, 평가시기의 적절성, 평가자의 특성,
사업실시자의 특성, 사업의 특성, 평가방법론 및 평가설계, 관련자와 평가목적, 기존자료의 정도와 한
계, 근저의 이론모형, 기대정책 예상결과 등 11개 요소, 평가과정요소로는 평가방법의 절차, 평가보고
서 양식, 평가자와 사업실시자 간의 상호관계의 유형 및 강도, 평가자에 대한 인식, 평가과정에서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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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메타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와 기준들
구분

기준

공병천(2005)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주체, 평가일정

김명수(1993)

평가투입, 평가실시, 평가효과

김용훈(2002)

평가틀, 성과지향성, 객관성, 비용효과성

김현구 외(2004)

평가환경, 평가기관, 대상기관, 평가목적,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결과

문영세(1996)

평가가치,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활용

문영세(2001)

대상선정, 담당인력, 평가설계, 평가결과, 사회지원, 법적근거

문영세(2005)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활용

박종수(2003)

평가상황,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결과활용

이찬구(2003)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

임성옥(2003)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결과활용

황병상 외(2005)

평가기획,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

홍형득(2002)

평가상황, 평가실행, 평가결과, 평가결과활용

Cook & Gruder(1978)

평가시점과 자료의 조작성 여부, 그리고 자료의 수

Larson & Berliner(1983)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Stufflebeam(1974, 1981,
1999, 2000)

기술적합성기준(내₩외적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유용성기준
(관련성, 중요성, 범주성, 신용성, 적시성, 보급성), 효율성기준(비용-효과성)

자료 : 라휘문(2007),“지방행정혁신평가결과의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지방행정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1권 제2호.

진 정보가 평가자원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정도, 사업계획상의 변화에 따른 평가 설계의 변화가능성,
평가관련자(평가자, 사업실시자, 평가결과이용자)의 변화가능성, 성과에 대한 의사소통 등 8개 요소,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요소로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 사업절차의 수정여부, 사업에의 참여양태에 대한
사업대상 집단에 의한 결정, 연구지속을 위한 연구원들의 결정, 유사한 사업의 시작, 수정 또는 종결에
관하여 해당 사업기관 또는 자금원에 대한 결정 등 5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메타평
가모형은 체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메타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인 평가체계, 결과환류 등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박종수(2003)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종합적인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그는 평가상황요소, 평가투입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
소, 평가활용요소 등 5개의 메타평가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Larson & Berliner(1983)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일정부분 보완한 모형이라 볼 수 있다. 박종수(2003)는 5개의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다시 세분
화하여 평가기조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명확성, 평가목적의 명료성과 합리성, 평가대상선정의 적절성,
평가모형의 적절성, 평가인력의 적정성, 평가조직의 적정성, 평가도구의 적정성, 평가예산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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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료의 적정성, 평가수행내용의 적정성, 평가수행절차의 합리성, 자료분석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평가결과보고 및 배포의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의 적정성, 평가결
과 활용성 등과 같은 18개의 메타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는 다시 평가동기의 명확성, 법적·제도적
근거의 명확성, 평가에 대한 관심과 저항의 정도, 평가주체와 객체의 명확성, 평가추진체계의 명확성,
추진체계간의 역할과 권한의 명확성, 평가목적의 명료성, 평가목적의 합리성, 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
의 적정성, 평가대상 사업선정의 적절성, 평가모형의 적절성, 평가지표 구성의 적절성, 평가자 선정기
준의 적정성, 평가자 전문성과 평가인원의 적정성, 평가조직의 제도화, 평가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
평가도구의 적절성, 평가도구 이해의 용이성, 평가예산확보의 적정성, 평가자 처우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공의 적절성, 자료접근의 용이성, 평가수행 방법의 적정성, 평가기준(항목)의 적정성, 평가절차의 적
합성, 평가절차 및 일정의 준수, 분석절차의 적절성, 자료분석의 적절성, 결론 도출의 적정성, 보고서
작성의 기준 및 양식의 적정성, 보고서 내용 및 체계의 적절성, 평가결과 보고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
배포의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기준의 적절성, 공개범위의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기준의 적절성, 평가결
과 활용정도 등과 같은 37개의 지표를 도출한 후 정보화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
에서 평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메타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4)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연구는 박
종수(2003)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박종수의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기준들이 적용 가능하거나 적용의 실익이 있을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평가상황요소에 대한 내용 중 일부는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평가상황요소에 제시되어 있는 대다수의 내용들이 이미 충족되었거나 불변의 값으로 주어
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투입요소 및 세부내용 중 평가자 처우의 적정성 등과 같이 지방공
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 이외에도 경기도의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경우 평가결과 보고 및 배포의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의
적정성 등은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경기도는 지방공기업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
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활용과 관련된 대다수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기준이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이
러한 점이 기존 메타평가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예를 들면 평가결과의 공개성이라는 메타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1.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 평가결과를 피평가기관에 공개한다. 3. 평가결과가 평가자간에 공유되고 있다. 4. 이해관계자들
의 요구시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5. 일반인들에게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6. 평가결과 공개시기가 적절하다 등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
은 박종수(2003).“정보화사업 메타평가를 위한 CIPOU 모형개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국정책학회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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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평가의 접근방법
메타평가 역시 평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책평가의 방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박종수(2003: 70)에 의하면 평가설계에 대한 평가를 행할 경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컨설팅전문가에게 재검토를 의뢰하거나, 또는 전문가 모임에서 발표를 하
거나, 다른 평가와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평가과정에 대한 평가 시에는 자료수집
과정에 대한 총체적 검토, 사실검증, 재분석, 모니터링, 관련자 인터뷰 및 회의청취 등의 방법이 활용
될 수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 및 결과활용에 대한 평가에는 체크리스트사용, 공식적 문서에 의한 비평,
현장조사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면 본 연구인 지방공
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한 접근방법 역시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근방법을 선택
하고자 할 경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 메타평가의 방법
범

주

방

법

평가설계에 대한 평가

①체크리스트 사용 ②컨설팅전문가 재검토 ③내부담당자의 재검토 ④회의, 의견청취, 패
널 등 ⑤전문가 모임에서의 발표 ⑥다른 평가와 비교

평가과정에 대한 평가

①자료수집과정 검토 ②사실검증 ③재분석 ④모니터 과정 ⑤자료수집 및 분석에 대한
점검 ⑥관련자 인터뷰 ⑦내부 담당자 인터뷰 ⑧문서분석

평가결과 및 결과활용에 대한 평가

①체크리스트 사용 ②공식적 문서에 의한 비평 ③컨설팅 전문가 재검토 ④내부직원 재
검토 ⑤현장조사 ⑥회의청취 ⑦전문가 모임에서 발표

자료 : 박종수(2003),“정보화사업 메타평가를 위한 CIPOU 모형개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국정책학회. p.70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활용이 다
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외 평가기관(주체), 평가인력, 평가기준·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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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기준이 추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추가되는 요소들은 큰 틀의 범주에서 볼 때 평
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활용 등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가결과의 경우 평가결과활용 등에
포함될 수 있고 담당인력 등은 평가투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메타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항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는 박종수(2003)에 의하여 제시된 내용 중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이 가능해질 것이다.

<표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기준: 연구모형
메타평가 기준

세부항목
평가인력의 적정성

평가투입

평가주체의 적정성
평가도구(지표)의 적정성
평가예산의 적정성

평가과정

평가절차의 합리성
자료분석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결과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성

자료 : 박종수(2003),“정보화사업 메타평가를 위한 CIPOU 모형개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국정책학회. p.70

2.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하여 평가투입, 평가과정 그리고 평가결
과와 같은 메타평가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각 메타평가기준들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인력
의 적정성, 평가주체의 적정성, 평가도구(지표 포함)의 적정성, 평가예산의 적정성, 평가절차의 합리
성, 자료분석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성 등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가능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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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투입
평가투입에는 평가인력의 적정성, 평가주체의 적정성, 평가도구(지표 포함)의 적정성, 평가예산의
적정성 등의 세부항목이 있다. 각각에 대한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인력의 적정성에서는 평가
자의 구성이 피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것인가(평가 또는 해당사업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평가자의 규모가 적정하게 배분되었는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는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주체의 적정성은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주체
가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는가? 평가지원조직이 존재하고 적정한 규모인가? 등이다. 평가도구의 적정
성은 평가도구를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도구는 피평가기관 및 평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
는가? 평가목적에 부합된 도구라고 볼 수 있는가? 피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가? 등이다. 평가
예산은 예산규모가 적정한 수준인가? 적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가? 예산확보가 지속될 수 있도
록 제도화 되어 있는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과정
평가과정에는 평가절차의 합리성, 자료분석의 적절성 등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절차의
합리성은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는가? 평가절차를 준수하였는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분석의 적절성은 자료분석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제
시되어 있는가? 평가자가 자료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 적절한 분석방
법을 활용하였는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결과
평가결과에는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성 등의 세부항목이 있
다. 평가결과의 신뢰성은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평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는가?
피평가자가 평가결과를 수용하는가? 등이다.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은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명
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가? 평가자들이 지침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피평가기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인가? 등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활용은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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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한 자료는 피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방공기
업 경영평가에 대한 인식도조사), 공식적 문서의 활용, 사실검증, 컨설팅전문가 재검토(전문가의 판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설계하여 2009년 12월에 실시된 기관워크숍에서 참석자에게 배포
한 후 작성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관워크숍에는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57개 기관별
로 1인 또는 2인이 참석하였다.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58부가 회수되어
58.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상수도 16명(27.6%), 하수도 10명(17.2%), 공단
22명(37.9%), 공사 10명 (17.2%)이다.
연구에 필요한 분석은 SPSS v.12.0을 활용하였고 주로 빈도분석결과가 활용되었다. 여타의 논거들
은 질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Ⅳ.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 평가투입요소에 대한 메타평가결과
1) 평가인력의 적정성
평가인력의 적정성에서는 평가자의 피평가기관 관련 전문성 보유여부, 평가단의 규모 그리고 객관
적인 평가의 수행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평가자의 전문성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내역을 보면 교수 10명, 연구원 3
명 그리고 회계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별로 보면 행정학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회계
학 4명, 경영학 2명, 환경공학 2명, 도시공학 및 도시계획이 2명, 지역사회개발 1명 등의 순이다.5) 전
문성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보면 리더십 및 전략, 경영효율화, 주요사업 활동 및 성
과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항목과 평가자를 연계하면 리더십 및 전략은 행정학전공, 경영효율화는 경영
학, 회계학,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는 경영학 또는 환경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평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1명은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평가단운영총괄은 직접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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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한다면 평가자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
다음은 평가단의 규모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은 17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17명이 4개 분과에 각각 편성되어 있다. 피평가기관의 규모에 따라 각 분과별로 4명에서 5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6) 직영기업의 경우 상수도가 18개 기관, 하수도가 10개 기관이기는 하나, 상대적
으로 지표가 단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평가대상기관이 다수인 공단과 주요사업성과지표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평가단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공단은 5명이 20개 기관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부 지표에서 과부하현상이 초래된다. 예를 들면 경영효율성과 중 공기업정책준수
지표는 형식상 하나의 지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10개의 하위지표가 있다. 한편, 공사는 기
관별로 사업성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요사업활동과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지표가 기관별
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를 1인이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는 평가단의 확충이 필요하다. 평가단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공단에 1명, 공사에 2명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새로 확충되는 평가단의 전공은 공단의 공기업정책준수 등의 경우 행정학, 공사
는 경영 또는 도시계획(도시공학) 전공자가 필요하다(<표 4> 참조).7)
<표 4>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및 피평가기관
구분

1분과직영(상수도)

2분과직영
(하수도)

3분과공단

4분과공사

평가항목

전공

피평가기관명

리더십 및 전략

행정학과 교수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경영효율화 A; 공기업 정책준수

행정학과 교수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

연구원(환경공학)

용인, 의정부, 평택, 남양주, 광명,
이천, 구리, 포천, 오산,양평, 동두천,

경영효율성과

회계사

리더십 및 전략; 공기업 정책준수

행정학과 교수

주요사업활동

연구원(환경공학)

경영효율화 A

경영학과 교수

경영효율화 B; 경영효율성과

회계사

리더십 및 전략; 경영효율화 A

행정학과 교수

경영효율화 B; 공기업 정책준수

행정학과 교수

주요사업성과

경영학과 교수

주요사업활동

도시공학과 교수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화 C

회계사

연천(18)

과천, 시흥, 여주, 군포, 의왕, 안성,
광주, 김포, 가평, 화성(10)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오산,
화성, 연천, 시흥, 양주, 부천, 고양,
김포, 과천, 파주, 용인, 안성, 가평,
의왕, 안산, 군포(20)

리더십 및 전략; 사업성과 A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경영효율화; 공기업 정책준수

행정학과 교수

구리농수산물시장, 광주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주요사업활동

연구원(도시계획)

김포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주요사업성과 B; 경영효율성과

회계사

자료 : 경기도(200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보고서.

평택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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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항목이다. 이는 피평가기관의 인식이
중요한 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응답자의 50%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6.9%에 지나지 않는다. 긍정적인 응답자가 절
반의 수준이지만 부정적인 응답자가 6.9%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
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평가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인식

(단위 : 기관수,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별로 그렇지 않다

4

6.9

6.9

6.9

보통이다

25

43.1

43.1

50.0

어느 정도 그렇다

28

48.3

48.3

98.3
100.0

매우 그렇다

1

1.7

1.7

합계

58

100.0

100.0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평가인력의 적정성에서는 평가단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2) 평가주체의 적정성
평가주체의 적정성에서는 평가를 위한 별도 조직의 구성여부, 평가주체의 중립성 보장여부 그리고
평가지원조직의 존재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평가주체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가단 관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는 현재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 공공기관평가팀에 평가를 위탁하면 경기개발연구
원에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개발연구원내 구성되어 있는 사무국(지원기능수행)과 협의하고 경기
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영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
하고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림 1> 참조).
위와 같은 현황을 토대로 메타평가를 실시하면 평가를 위한 별도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평가주체는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지
원조직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평가군별로 분과장이라 명명된 1인의 책임연구원을 배치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1분과는 상수도를 담당하는 분과로 4명, 2분과는 하수도를 담당하는 분과로 4명, 3분과는 공단을 담당하는 분과로 5명 그리고 4분과
는 공사를 담당하는 분과로 4명이 포함되어 있다.
7)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양평지방공사는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경영학 전공이 필요하고 기타는 개발 및 시설관리공사이기 때문에 도
시계획 및 도시공학 등의 전공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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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원조직은 현재 4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외에 평가단장, 평가단 운영총괄자 등 2
명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점을 토대로 한다면 평가주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위원회
결과확정 및 통보

경기도

위탁

평가결과제출 및
등급확정협의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

업무협의

경기개발연구원
도 협의 후 평가단
구성 및 평가단 지원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결과보고 및
평가결과협의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조직인 공공기관평가팀의 경우 2009년 7월 1일자로 신
설되었고 업무분장을 보면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관련 업무, 경기도 사업에 대한 성
과분석,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진단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경기개발연구원
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규모는 팀장 1인, 팀원 1인(비정규직)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현재와 같이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지원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
고 하면 4명의 인력이 필요한 바, 최소한 2명의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지원인력 역시 일정부분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때 바람직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평가팀의 인력을 확충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재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에 대한 기능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는 경기도내 경영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경기도 경영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한 결과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
기도 경영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평가도구의 적정성
평가도구의 적정성은 평가도구의 보유여부, 평가도구의 이해가능성, 평가목적과의 부합성, 피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61

기관의 특성 반영여부 등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평가편람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
고 있다. 따라서 평가도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평가도구의 이해가
능성, 평가목적과의 부합성, 피평가기관의 특성 반영여부 등은 피평가기관의 인식에 기인하는 바,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도구의 이해가능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36.2%
로 긍정적인 응답인 13.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평가기관이 평가지표를 이해하
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부족으로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8)
예를 들면 주요사업 성과 중 사업수입 부문의 경우 사업수입 실적에 이자수입을 제외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많은 기관에서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주차장 등의 급지 변경은
주차장 사업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바 이를 평가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기관이 혼란
을 일으켰으며, 공기업 정책 준수 중 인건비 인상률 준수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력증가분, 호봉승급분, 개인, 기관, 기타 성과금 등의 항목을 모두 작성하
여야 하며 이 계산과정이 매우 복잡하나 이에 대한 평가지표 산식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기관에서 직
제개편, 호봉상승분 등을 누락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영평가편람상에 일자리 창출 등의 지표는 인원수
를 처리하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관에 따라 이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인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경
영평가편람이 이것만으로 누구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 그렇
지 못한 부분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6> 평가도구의 이해가능성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인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단위 : 기관수, %)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3

5.2

5.2

5.2

별로 그렇지 않다

18

31.0

31.0

36.2

보통이다

29

50.0

50.0

86.2

어느 정도 그렇다

8

13.8

13.8

100.0

합계

58

100.0

1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이 부분은 평가지원조직 구성원과의 면담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더불어 2009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한 경기도외에 충남, 전
북, 경남 등의 평가담당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평가를 광역시·도에 위임했으므로 이에 대한 자
료협조 및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전반적 공유가 있어야 하나, 충분하게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이로 인해 평가진행에 어
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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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평가도구가 평가목적과 부합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25.9%로써 긍정적인 응답인 19.0%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영평가에 대해 지방공기업 및 관련 전문
가집단은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컨설팅이 주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평가제도 운영은 성과급배분 등을 위한 기관별 서열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고 있
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경영평가편람이 지방공기업입장에서는 스스로 성과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정보의 산출과 축적, 그리고 분석을 통해 경영개선과제의 도출과 대안이 제시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평가도구의 평가목적부합성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인식

(단위 : 기관수,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2

3.4

3.4

3.4

별로 그렇지 않다

13

22.4

22.4

25.9

보통이다

32

55.2

55.2

81.0
100.0

어느 정도 그렇다

11

19.0

19.0

합계

58

100.0

100.0

마지막으로 평가도구가 피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표 8>
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27.6%로 긍정적인 응답인 22.4%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가도구인 지표가 해당 기업의 구조나 운영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평가도구의 피평가기관 특성반영여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인식

(단위 : 기관수,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

1.7

1.7

별로 그렇지 않다

15

25.9

25.9

27.6

보통이다

29

50.0

50.0

77.6
100.0

어느 정도 그렇다

13

22.4

22.4

합계

58

100.0

100.0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평가도구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현재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
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목적과 부합된 지표를 설계하여야 하고 평가도구에는 피평가기관의
구조나 운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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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예산의 적정성
평가예산의 적정성에서는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적시성 그리고 예산확보의 지속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예산규모의 적정성은 현재 예산규모를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가단 규
모 확대, 지원인력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확충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집행의 적실성
의 경우 경기개발연구원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산확보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법에 의하면“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
다”
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2009년 경영평가시 지방공기업들에게 경영평가와 연계되어 평가 후 사후관리적 컨설팅을 실시하였
고,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경영평가(컨설팅 포함)비용을 보다 현실화하고
경영평가에 의해 파생되는 후속조치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재정상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평가예산의 적정성에서는 예산규모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평가과정
1) 평가절차의 합리성
평가절차의 합리성에서는 평가절차의 제시여부, 평가절차의 준수여부, 평가시행기간의 충분성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가절차의 제시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가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경영평가
위원회)가 경영평가실시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확정된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
의를 득한 후 지표별 경영평가편람을 수립하여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지방공기업은 경영실적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영평가기관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영평가 등급을 심의 결정하는 등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함으로써 종료된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개발연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단을 구성한다. 다

64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1호

음으로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경영실적보고서를 취합하고 취합된 보고서를 평가단에게 배포한 후 서
면평가를 시작한다. 서면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실사 관련 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 실사평가
를 실시한다. 실사결과를 토대로 평가결과를 최종보완한 후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배포하여 이의신청
을 받는다. 이의신청결과를 토대로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경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종료한다. 따
라서 평가절차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평가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평가시행기간 역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9) 특히, 2008년 이전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보다 평가결과의 환류까지
당해연도내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2009년의 경우 당초 제시한 시
간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계획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자료분석의 적절성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자는 자료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분석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평가자가 자료분석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분석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료분석의 적절성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자료분석을 위한 명확한 지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
대칭성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평가단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평가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경기도 평가단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정확한 자료분석방법에 대한 충분한 별도의 학습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료분석방법을
개발한 개발자와 평가자간 해석시 차이를 보일 수 있다.10) 예를 들면, 공기업 정책 준수 영역 중 일자
리 창출 부문의 경우 채용실적에 단기채용의 인정여부에 대한 혼란, 공기업 정책 준수 영역 중 통합경
영공시 운영 부문에서 통합경영공시 평가 내용의 조작적 정의에는 직인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하도록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 공시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후에 직인까지 포함하
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평가도구 및 자료분석방법을 개발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하여 충분한 시간동안 토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해
소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보다 구체화된 형
태로 자료분석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을 위한 자료의 충분한 제공문제는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즉, 평가자의 경우 보다 심도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반면 피평가기관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평가시행기간의 충분성과 관련해서는 평가지원조직 구성원과의 면담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10) 실제 이와 같은 예가 2008년과 2009년 모두 발생하였고, 평가진행과정 중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그리고 시도의 경영평
가단간에 수차례 편람상에 미비되었거나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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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급적 제출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다. 특히 해당 기관에게 불리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좀더 충분한 자료제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분석방법의
경우 현행 법령,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 등을 토대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단 면담
결과 나타난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하여 배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자료제출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평가결과
1)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결과의 신뢰성에서는 평가결과의 확정과정에서 피평가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와 피평가자
의 평가결과 수용정도를 살펴보았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를 배포한 후 이의신청
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평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평가자의 평
가결과 수용정도는 피평가기관의 인식에 기인하는 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 <표 9>
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0.0%로 부정적인 응답인 13.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9> 평가결과 수용성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인식

(단위 : 기관수,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별로 수용하기 어렵다

8

13.8

13.8

13.8

보통이다

21

36.2

36.2

50.0
100.0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29

50.0

50.0

합계

58

100.0

100.0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면 평가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2)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에서는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의 제시여부, 지침준수여부,
보고서 내용의 적실성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66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1호

먼저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1) 즉, 표준화된 보고서의 양식을
상세하게 배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지침의 준수여부 역시 대다수의 평가자
들이 지침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지원단에서 최종적으
로 정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마지막 항목인 보
고서 내용의 적실성과 관련해서는 경영평가결과가 기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
는 간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다.12) 응답결과를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긍정
적인 응답이 44.8%로 부정적인 응답인 15.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평가결과에 대
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 또는 만족도라는 점에서 이 결과는 고무적이고, 응답자들이 다년간 경영평가
를 담당하는 이해당사자들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경기개발연구원의 노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0> 경영평가결과와 기업의 성과변화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인식

(단위 : 기관수, %)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별로 그렇지 않다

9

15.5

15.5

15.5

보통이다

23

39.7

39.7

55.2

어느 정도 그렇다

26

44.8

44.8

100.0

합계

58

100.0

100.0

지금까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면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3) 평가결과 활용성
평가결과 활용성에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여부와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장치의 보유여부를 평가하였다.13)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긍정적인 측면은 평가결과가 임직원과 사장 인센티브 성과금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인
센티브 성과금의 지급기준으로 평가결과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지방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표준화된 보고서 양식 및 지침이 적정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
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12) 간접적인 질문이기는 하나 평가결과가 성과변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거로 활용하였다.
13) 평가결과를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고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가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67

기업법 제78조의 2의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5조를 보면 경영진단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평가결과 부진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장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은 익년도 평가에서 공기업정책준수 중 세부지표의 하나로 전기 지적사항
에 대한 이행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다. 과거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규정에 보다 상세한 내용
을 제시한 후 이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2008년 6월 5일 동 규정이 폐지되었다.
지금까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면 이행상황점검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 개선방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평가인력의 적정성에서는 평가자의 피평가기관 관련 전문성 보유여부, 평가단의 규모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의 수행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 피평가기관 관련 전문성 보유여부, 객관적
인 평가의 수행여부 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단의 규모 측면에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주체의 적정성에서는 평가를 위한 별도 조직의 구성여부, 평가주체의 중립성 보
장여부 그리고 평가지원조직의 존재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평가결과를 보면 평
가를 위한 별도 조직의 구성여부, 평가주체의 중립성 보장여부 그리고 평가지원조직의 존재여부 등의
측면에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원조직 규모의 적정성에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
었다. 동시에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의 기능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평가도구의 적정성은 평가도구의
보유여부, 평가도구의 이해가능성, 평가목적과의 부합성, 피평가기관의 특성 반영여부 등을 평가하였
다. 평가결과 평가도구의 보유여부를 제외한 평가도구의 이해가능성, 평가목적과의 부합성, 피평가기
관의 특성 반영여부 등 제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예산의 적정성에서는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적시성 그리고 예산확보의 지속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평가결과

68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1호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예산규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절차의 합리성
에서는 평가절차의 제시여부, 평가절차의 준수여부, 평가시행기간의 충분성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평
가결과 평가절차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의 적절성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한 명확한 지
침의 제시여부, 충분한 자료의 제공, 적절한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자료분석을
위한 명확한 지침의 제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의 신뢰성에서는 평가결과의 확정과
정에서 피평가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와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수용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에서는 평가보고서 작
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의 제시여부, 지침준수여부, 보고서 내용의 적실성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를 보면 평가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활용
성에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여부와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장치의 보유여부
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을 토대로 할 때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장치의 경우 익년도 평가에서 전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와 행정안전부(자치경영평가원) 모
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먼저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탁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공공기관평가팀의 전담인력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분과별로 1명씩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명은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
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 광역시도에 권한이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경영
평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대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의 인력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직영(상수도와 하수도)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20개의 공단과 비록 9개에 지나지 않지만 사업의 성
격이 각기 다른 기타공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공단에 12명, 공사에 1-2명의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평가단의 인력확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위탁예산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자치경영평가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평가도구
(평가편람 및 지표 등)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피평가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이로 표
현하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피평가기관이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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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편람 이외에 적용방법, 사례 등 다양한 책자를
발간하여 동시에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총괄 사무
국을 행정안전부내에 설치하여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안전부(자치경영평가원)와 시·도평가단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지표개발자(평가편람상
자료분석방법 포함)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평가도구의 개발과정에서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
가도구의 개발 후 평가도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가도구의 개발시에는 피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통지표와 기관별 특성화지표
로 구분하는 등 보다 개선된 형태의 도구개발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
료들을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평가기
관의 적극적인 자료제공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를 들
면, 일정부분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 등)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결과 나타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이행상황보고-점검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동 분석결과의 전부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연구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경우 일반화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의 사례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보다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면 각 시도
에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등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상의 문제,
표준화의 문제,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평가기관과 평가기관의 일치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 등 다양한 내
용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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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集權的な財政展開と開發財政の形成及び地
方財政制度整備

李 弦 祐

本稿は解放後から1960年代半ばを對象にし/ 中央集權的な財政構造や開發財政の形成過程とそれを支援するための
地方財政制度の整備について檢討することによって/ 韓國的な條件に規定されて形造られる韓國財政の中央集權的な
特質や地方財政制度の限界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目的であった0
まず/ 韓國は解放とともに南北に分斷され/ 米軍政下で政治/ 社會の不安から治安維持や敎育/ 衛生を中心に財政は
中央集中や集權化された0 その主要な財源は中央銀行の通貨發行による借入金であった0 そうした財政の中央集中は
韓國政府樹立後もそのまま續き/ 冷戰體制の影響下で軍事費への支出を中心に膨張した0 また韓國戰爭後の財政膨張
も軍事費と經濟復興費によるもので/ 國內での財源調達のため所得課稅の減稅と間接稅の增稅が實施されたものの/
十分な結果を出せなかった0 この原因は一方で援助收入の軍事費および經濟再建費支出からなる財政制約/ 他方では
財政安定化政策による他部門への支出抑制と海外援助依存による政策の選擇肢の制約のためである0
そして1961年に强力な開發意志をもった朴政權が成立し/ 財政の法的制度の整備/ 海外借款に基づき/ 特別會計の
擴大および基金制度を通じた公企業の擴大/ 財政投融資を活用した經濟開發への財源配分/ 國家主導による經濟開發
の推進という開發財政が形成された0 こうした結果/ 地方財政制度は中央財政をサポ:トする機能になり/ その後變
化はあるものの/ 韓國地方財政は中央財政に依存する構造になったのである0

キ:ワ:ド _ 援助財政/ 韓國戰爭/ 開發財政/ 地方財政/ 財政集中と財政膨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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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인 재정전개와 개발재정의 형성 및
지방재정제도의 정비

이 현 우

본 논문은 해방후부터 1960년대 중반을 대상으로 중앙집권적인 재정구조와 개발재정의 형성 및 이를 지원하는
지방재정제도의 정비를 분석하여 한국재정의 중앙집권적 특징과 지방재정제도의 한계를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미군정하에 정치 및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치안유지와 교육, 위
생을 중심으로 재정의 중앙집중 및 집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중앙은행의 통화증발을 통한
차입이었고, 이러한 재정의 중앙집중은 한국정부수립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냉전체제로 인해 군사비의 지출이 재정
팽창을 견인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군사비와 경제복구비을 중심으로 재정을 팽창시켰고, 그 대응은 소득과
세 감세와 간접세 증세를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미약하였다. 이는 원조수입이 군사비와 경제복구비로 지출되는 재
정제약, 재정안정화 정책기조로 인한 재정긴축, 재원의 해외원조 의존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1961년 강력한 개발의지를 가진 박정권의 성립으로 재정의 법제도 정비, 회외차관을 통한 특별회계 및
공기업확대,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경제개발에 자원 집중 및 배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추진 등 개발재정을 형성시
키게 된다.
이러한 결과 지방재정제도는 중앙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에 머물게 되었고, 이것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한국지방재
정은 중앙재정에 의존된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주제어 _ 원조재정, 한국전쟁, 개발재정, 지방재정, 재정집중과 재정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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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に

本稿では/ 1960年代半ばに形成された現代韓國財政/ すなわち/ 中央集權的な財政構造や開發財政
の形成過程とそれを支援するための地方財政制度の整備について檢討する0 その際/ 韓國的な條件に
規定されて形造られる韓國財政の中央集權的な特質や地方財政制度の限界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目的
である0
韓半島(日本であ朝鮮島という)は1945年8月15日に日本の殖民地統治から解放された0 しかし/ 韓
半島は/ 當時韓半島に駐屯していた日本軍の武裝解除のために/ アメリカ軍と舊ソ連軍が北緯38度線
を基準にして/ 南と北にそれぞれ占領し/ 韓國は南北に分斷された0 韓半島はそうした分斷體制下で
政府樹立までに/ 南側はアメリカの占領軍下/ 北側は舊ソ連軍下で統治されることになった(申相俊/
1997:1-34)0 韓國は1945年8月からこうした3年間の
「米軍占領期」
をへて1948年8月15日に政府が樹
立された0
しかし/ 韓半島は政治·經濟·社會的に混亂が續く狀況のもとで/ 1950年6月に韓國戰爭(日本で
は朝鮮戰爭という)が勃發し/ 3年間の戰爭の結果/ 「休戰線」
という新たな軍事境界線ができて分斷體
制が引き續くことになった0 分斷體制は以後の國際的狀況/ すなわち/ 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資本主
義陣營と舊ソ連を中心とする社會主義陣營という冷戰體制のはじまりであった0 また/ その分斷體制
は韓國における樣7な面で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0 そうした混亂が續くなかで/ 1960年代に入っ
てから軍事政權によって/ 經濟開發計畵に基づいた開發體制が整備されていくことになる0
本稿では/ 以上のような國際的背景を念頭に置きながら/ 戰後から現代韓國財政の形成過程につい
て/ 政治·社會·經濟的な背景を踏まえながら/ 1960年代半ば以前の韓國財政の展開に注目して追
跡していく0 次に現代韓國財政の形成過程について/ 開發財政という制度整備に着目し/ その實態を
檢討する0 分析の際には/ 米軍政下の財政期(1945.8.15~1948.8.15)/ 韓國政府樹立から1950年代の
財政(1948.8.15~1960)/ 開發財政の形成(1960年代半ば)というよう3つの時期に區分する0

1)

こうし

た時期區分の理由は/ 後述する內容から分かると思うけれども/ 社會·政治·經濟的に不安定であっ
たことから韓國の中央集權的な財政構造を形成する過程で急變が多かったとことに注目し/ 韓國戰爭
(1950.6.25~1953.7.27)を畵期として米軍政期/ 政府樹立から韓國戰爭以前/ 韓國戰爭以後から經濟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この時期についての先行硏究は次のようである0 李昌世(1965)/「韓國財政의 近代化過程」
/ 博英社/ 金明潤(1967)/「韓國財政의 構
造」
/ 高麗大學校出版部/ 金基臺·鄭載喆·李載殷編(1994)/「韓國財政論」
/ 法文社/ 71~117頁/ 裵永穆(2002)/「韓國金融史18761959」
/ 圖書出版開新/ 338~385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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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發以前と區分している0 しかし/ 本稿では/ 戰時財政構造による財政の膨張はあったが/ 韓國財政
の主要な畵期として變化がみえるのは1960年代半ばであるとしている0

Ⅰ. 米軍政下の財政
1. 社會經濟的狀況と占領體制
日本の敗戰後/ 韓半島は植民地統治からの解放と同時に南北に分斷され/ まず植民地時代の社會秩
序や經濟基盤が分斷されたことから混亂がはじまった0 解放と分斷は/ 從來の再生産メカニズムの崩
壞による經濟活動の破綻/ それに伴う物資不足/ 戰後のハイパ:インフレ/ 歸國國民による人口激增
と失業增大/ 共産主義と民族主義との政治的な理念對立など社會的/ 經濟的/ 政治的な全部門が不安
定であっ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0
當時の狀況について表1で確認できる0 まず/ 人口が激增したことがわかる0 それは約3年間(1945
年10月~1948年8月)で約216万6千人にのぼる急增であった0 その內譯は分斷による生活の嚴しさに
より北から南への
「越南民」
が約62万2千人/ 主に日本や中國などの海外で生活していた
「海外歸還」
が
約154万4千人であった0

2)

そうした人口の流入によって失業者も增えつつあるものの/ 1946年11月の失業者は110万人を上回
っている0 この失業者數の57.8％である63万7千人が人口流入によるものであった0 失業者が增えた
原因は/ 前述したように解放と同時の分斷による人口流入や經濟基盤の分割/ 會社の廢業や休業など
である0 そのうち後者の原因は原料不足であった0 すなわち/ 植民地時代に主な原料は日本や北側へ
依存していたものの/ 解放と分斷によってそのル:トは完全に斷ち切られたからである(李大根
(2002):141-147)0
こうした人口激增と失業/ 物資不足に加え/ 物價が急騰した0 殖民地時代の戰時經濟統制の崩壞と
社會經濟的な不安定の中で通貨增發によってインフレ:ジョンがもたらされたのである0 1945年12
月の物價はその3ヶ月前に比べ150％上がったが/ 1947年のそれは1218％まで急騰した0 當時の米軍
政當局は1946年5月
「中央物價行政處」
を設置するなど物價安定を試みたものの/ その成果はほとんど
出なかった0 むしろ米穀自由市場の開設や通貨增發によってインフレをさらに激化させた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當時の人口の推計は發表された推定で/ 非公式的な人口流入はそれを大幅に上回るといわれている0 さらにこの期間中引揚げの日本人
を含めると社會的な移動は多くなる0 申相俊(1997)/「前揭書」
/ 534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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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主要經濟指標(1945~1953)
人口

失業者

GNP

(單位 : 1万人/ 100万珤/ ％)

物價急騰

通貨發行高

1945

1587.9

1946

1936.9

150.1

49.8

477.7

117.1

1947

1986.6

1948

2004.1

4544

1218.3

333.9

6641

158.0

434.4

1949

2016.7

1950

2045.1

1951

2073.9

115.1

55431

2128.0

5579.3

1952

2103.2

126.5

184067

5243.0

10144.3

1953

2132.8

109.7

229726

7618.0

23132.0

110.2

88.9

8210

197.0

751.1

23524

532.0

2292.5

注 : 1. 1945年の人口は1944年5月の數である0
2. 物價は1945年＝100/ 1947年＝100基準である0
3. 通貨發行高は每年の12月末の發行高である0
資料 : 韓國産業銀行調査部(1955)/「韓國産業經濟10年史」
/ 446~458頁0

一方/ 社會的·政治的には分斷による左右の對立が激化した0 左派は解放と同時に1945年8月17日
に
「建國準備委員會」
を組織し/ 各地方組織として約145個の
「人民委員會」
を立ち上げ主導權を握ろう
とした0 同年9月8日から米軍の進駐に伴い/ 占領軍は左派の組織を認めず/ 後から歸還した右派の指
導者達には協力的な姿勢をとることになる0
他方/ 社會的な不安定をみると/ 約3年間でデモが602件起き/ その內譯は左右の對立は101件/ 米
軍政に對してのデモは298件/ 食糧不足について103件/ 日本人や親日派について71件/ その他で26
件であった0 すなわち/ 社會不滿の半分は米軍政に對してのものであり/ これと左右對立によるもの
を合わせて67％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0

3)

米軍政當局は左右について表面的には中立の姿勢を維持し

ながら/ 經濟的な安定より社會的な安定のための治安や司法を優先したことが推測できる0 つまり政
治的には民主化へ/ 社會的には安定化を目指したとみえる0
こうした米軍占領下の統治は
「駐韓米軍司令部(HQ USAFIK)」
の
「駐韓米軍政廳(USAMGIK)」
に
よってなされた0

4)

統治機構とそれへの人員はとりあえず朝鮮總督府の機構と職員をそのまま受け入

れたものの/ 頻繁に改編された0 その後1947年6月から米軍政廳を
「南朝鮮過渡政府」
へ改稱して機構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韓國精神文化硏究院編(1998)/「韓國現代史의 再認識 1. 解放政局과 美蘇軍政」
/ 오름/ 153頁0
4) 米軍政は1945年9月7日の太平洋米軍總司令部布告第1號により/ 翌日米軍第24軍團が韓國に上陸してはじまった0 最初は1945年8月
28日に
「駐韓米軍-軍政廳(USAFIK:United States of Army Forces in Korea-Military Government)」
を設置して準備をしてから
統治を行い/ その後1946年1月4日に
「駐韓米軍政廳(USAMGIK:United States of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へ改
變擴大され本格的な米軍政が行われる(G.H.Q., U.S. Army Forces, Pacific, Proclamation No.1 and No.2,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Yokohama, Japan, 7 September 1945, and HQ USAFIK, Appointment No.2, OMG, 28
September 1945, and HQ USAMGIK, Appointment No.71, OMG, 19 February 19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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擴大し/ 翌年8月の韓國政府樹立をまつことになる0
1945年10月の
「米軍政廳」
の統治機構は/ 朝鮮總督府の體制を若干修正しただけでほとんどを受け
入れた0

5)

豫算關係も財務局で擔當し/ 會計年度も同じく/ 每年4月から翌年3月までにした0 こうし

た軍政廳の政策決定過程は/ アメリカ本國の
「三省調整委員會」
で政策樹立·審議·決定後/ 國務省へ
送り/ また國務省は大統領に報告する0 大統領は國連軍太平洋總司令部に指示し/ それが駐韓米軍の
軍政廳まで下達する方式になるが/ 實際は太平洋總司令部や駐韓米軍司令部に多くの裁量權が與えら
れた0 1947年5月の過渡政府の樹立により/ 韓國人の參加で統治した0 もちろん當時權限や責任は軍
政廳にあった0

<表 2> 海外援助の推移
合計

GARIOA
(EROA)

1945

4934

4934

1946

49496

49496

1947

200279

200279

1948

179592

179592

1949

116509

92703

UNCACK
-CRIK

UNKRA

(單位 : 千ドル)

ECA
-SEC

FOA
-ICA

PL480

23806

1950

58706

9376

1951

106542

74448

1952

161327

1953

194170

1954

153925

50191

21297

82437

1955

249739

8711

22181

205815

1956

313673

331

22370

271049

19923

1957

382893

14103

323268

45522

1958

321272

7474

265629

47896

1959

222204

2471

208297

11436

1960

245393

244

225236

19913

1961

199245

合計

3159899

527004

49330
122

31972

155534

1969

3824

158787

29580

232

457378

121811

109164

13032

154319

44926

1736050

202648

注 : 1947年はOFLCの財政借款2492.8万ドルを含む0
資料 : 李大根(2002)/「前揭書」
/ 68頁と
「韓國統計年鑑1968」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米軍政期統治組織や行政體制については次の文獻を參照してほしい0 金錫俊(1996)/「美軍政時代의 國家와 行政」
/ 梨花女子大學校出
版部/ 申相俊(1997)/「前揭書」
/ 趙基安(2003)/「美軍政期의 政治/ 行政體制」
/ 아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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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うした米軍政廳の統治理念は/ 政治的民主主義/ 自由市場經濟/ 社會安定であった0 すなわち/
韓國にアメリカ式の民主主義を普及させようとした0 實際に韓國人による過渡政府や過渡議會を作っ
た0 そして米穀自由市場の設置/ 農地改革である自作農政策により資本主義に基づく經濟體制の構築
を圖った0 社會的な混亂や物資不足から膨大な援助提供と救護活動/ 衛生政策/ 食糧および物價の統
制を行った0
以上のような解放と同時に分斷された韓國における米軍占領というのは/ 韓半島の經濟基盤の分割
を意味し/ 殖民地的遺産の淸算問題の先送り/ 獨立國家や自立經濟の基盤構築においてアメリカへの
依存などの意味を持つものであった0

6)

では/ 以上のような混亂期の米軍政統治は財政の面でどのように反映されたのかについて/ まず當
時の韓國財政の外側に位置していた經濟援助から檢討していく0

2. 米軍政下の財政
米軍政の開始とともに/ アメリカからの經濟援助がはじまった0 具體的內容を表2でみると/ 當時の
經濟援助は3つに分けられる(李大根, 2002: 67-70)0 まず第1に/ 「占領地域行政救護援助」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である0 これは戰後植民地であった地域
の救護のための援助として/ 占領地域の食糧不足や疾病驅除のための緊急救護物資/ すなわち/ 食料
品/ 衣類/ 醫藥品/ 燃料/ 石油などが主な援助品である0 第2に/ 「占領地域經濟復興援助」
(EROA: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である0 これは救護援助に含まれているが
/ 緊急經濟復興のための援助として鐵鑛石/ 綿花/ 建築資材/ 化學藥品などの原資財が主な內容であ
る0 第3に財政借款として
「海外淸算委員會借款」
(OFLC: 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である0 アメリカの海外淸算委員會から1946年8月に/ 韓國および日本で米軍が保有
した施設の內2500万ドルを韓國へ/ 3000万ドルを日本へ配分したものだったが/ 韓國政府の成立ま
でに米軍政がそのまま引き受け/ 年利2.5％で20年間分割償還の借款である0 GARIOA-EROA援助
は1945年から1948年まで約409百万ドル/ OFLC借款が1947年に約25百万ドルであった0 援助の內
譯をみると/ 食料品が41.6％/ 農業用品が18.8％/ 被服類が10.2％/ 固體燃料が8.1％/ その他である
0 つまり/ 膨大な援助は米軍政期韓國財政の根幹を支えたにもかかわらず/ 財政とは別に運用され/
內容的には原材料も含まれていたが/ どちらかと言えば/ 消費財中心の援助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解放の經濟史的意義について/ 分斷による統一國民經濟建設の失敗/ 植民地期の南農北工體制による經濟基盤の分割/ 資本主義體制と
社會主義體制の周邊としての編入などが指摘されている0 李大根(2002)/「前揭書」
/ 34-41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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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では次に/ 政府財政はどのように運用されたのかについて觸れでみたい0 米軍政下の財政につ
いて/ まず豫算編成からみると/ 從前の
「朝鮮總督府特別會計」
を廢止して豫算編成をしたが/ 朝鮮總
督府の方式をそのまま維持した豫算編成および執行/ また會計年度も每年4月から翌年3月までの編成
であった(韓國産業銀行調査部, 1955: 359~360)0
その內容について/ まず歲入面からみると/ 表3によると/ 租稅收入が非常に低い割合にとどまっ
ていることがわかる0 すなわち/ 1946年の稅收は6.2％から1948年15.3％まで急增したものの/ 歲入
の2割にも到達していない0 また稅收の直間比率について/ 表1-4をみると/ 1945年後半は間接稅が

<表 3> 朝鮮總督府と米軍政下の財政の推移
1940

1943

(單位 : 100万珤/ ％)

1946

1947

1948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866

100.0

1671.9

100.0

11800

100.0

19445

100.0

35018

100.0

官業費

448

52.9

684.6

40.9

3991

33.8

7498

38.6

13823

39.5

治安費

55

6.2

55.7

3.3

2382

20.1

4020

20.6

8984

25.7

4

0.4

1356

11.5

2323

11.9

4014

11.5

1026

8.6

1697

8.7

4969

14.2

802

6.8

2527

12.8

2630

7.5

歲 出

司法警察
統衛部

51

5.8

文敎厚生費

26

3.0

文敎部

22

2.5

387

3.3

1660

8.5

1761

5.0

厚生部

5

0.5

415

3.5

867

4.3

869

2.5

産業行政費

193

22.3

343.2

20.5

1957

16.6

2871

14.8

3286

9.4

中央行政費

26

3.0

139.7

8.4

219

1.0

577

3.0

1154

3.2

地方行政費

43

5.0

-

-

1887

16.0

1399

7.2

1356

3.9

借入金

42

4.8

63.2

3.8

562

4.8

550

2.8

533

1.5

その他

48.0

2.9

33

3.8

337.5

20.2

-

-

-

-

3348

9.3

866

100.0

1878.7

100.0

11800

100.0

19445

100.0

35018

100.0

租稅·印紙

173

20.0

474.7

25.3

728

6.2

3750

19.3

5318

15.3

直接稅

80

9.2

228

1.9

1565

8.0

2104

6.0

間接稅

68

7.8

331

2.8

2034

10.4

2953

8.4

官 業

454

52.4

735.9

39.2

6870

58.2

11065

56.9

19712

56.3

雜收入

7

0.8

-

-

414

3.5

610

3.2

526

1.5

3786

32.1

4010

20.6

9

27.0

歲 入

借入金

-

-

-

-

公 債

199

22.9

366.5

19.5

繰越金

17

2.0

22.9

1.2

その他

14

1.8

278.7

14.8

注 : 1. 決算基準である0 2. 單位は現在の1ウォン＝10珤＝1000円である0
資料 : 大藏省(1961)/「昭和財政史·外地財政(下)」
/ 108-112頁0
資料 : 韓國産業銀行調査部(1955)/「韓國産業經濟10年史」
/ 359~360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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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米軍政下の稅收推移
1940

1943

(單位 : 100万珤/ ％)

1946

1947

1948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合計

375.2

100

1248.1

100

2988.7

100

2750.6

100

5112.0

100

所得稅

76.6

20.4

485.2

38.9

1272.1

42.6

919.0

33.4

1929.0

37.7

特別法人稅

0.7

0.2

0.3

0.0

0.1

0.0

法人資本稅

4.9

1.3

0.9

0.1

1.2

0.0

1.2

0.0

2.0

0.0

事業稅

11.1

3.0

28.5

2.3

132.2

4.4

96.4

3.5

211.0

4.1

資本利子稅

6.6

1.8

3.0

0.2

5.2

0.2

1.8

0.1

地稅

17.4

4.6

154.2

12.4

205.0

6.9

834.0

16.3

鑛稅

0.2

0.1

0.1

0.0

0.2

0.0

相續稅

2.2

0.6

6.3

0.5

32.6

1.1

11.3

0.4

44.0

0.9

臨時利得稅

35.0

9.3

103.2

8.3

92.5

3.1

24.3

0.9

29.0

0.6

利益配當稅

0.1

0.0

0.2

0.0

0.5

0.0

0.3

0.0

建築稅

0.4

0.1

0.5

0.0

0.3

0.0

0.1

0.0

朝銀券發行稅

40.3

10.7

28.2

2.3

馬券稅

2.4

0.6

7.4

0.6

18.9

0.6

22.0

0.8

20.0

0.4

0.3

0.0

9.1

2.4

0.9

0.1

1.3

0.0

0.7

0.0

18.4

815.4

29.6

トン稅
通行稅
廣告·取引稅

0.4

0.1

106.3

28.3

54.6

4.4

548.9

織物稅

2.5

0.7

31.9

2.6

70.2

2.3

46.6

1.7

39.0

0.8

物品稅

18.4

4.9

46.3

3.7

38.3

1.3

308.4

11.2

364.0

7.1

遊興飮食稅

27.9

7.4

205.6

16.5

331.8

11.1

146.5

5.3

281.0

5.5

電氣ガス稅

1.1

0.3

13.2

1.1

33.0

1.1

59.6

2.2

43.0

0.8

入場稅

9.2

2.5

56.8

4.6

131.9

4.4

123.5

4.5

254.0

5.0

關稅

0.1

0.0

10.2

0.8

48.3

1.6

166.0

6.0

淸祺飮料稅

0.2

0.1

0.8

0.1

1.3

0.0

特別行爲稅

2.0

0.5

9.8

0.8

23.0

0.8

酒稅

7.0

0.3

168.0

3.3

875.0

17.1

17.0

0.3

資料 : 韓國租稅硏究院編(1997)/「韓國租稅政策50年第2卷總括資料集」
/ 937~938頁0

多くの割合を占めていたのが/ 戰後米軍政期になってから變わったことも確認できる0 たとえば/
1945年後半期の直間比率は41.3％對58.7％であったのが/ 1946年のそれは62.7％對37.3％と急變さ
れた0 また/ 稅目は複雜であり/ 直接稅である所得稅/ 地稅/ 臨時利得稅等/ 間接稅である酒稅/ 遊
興飮食稅等が中心となっている0 引き續き表1-3から歲入の內譯をみると/ 從來と同じく最大の收入
源は官業および官有財産收入であり/ 歲入の5割をさらに上回り/ 1947年のそれは56.9％を占めてい
る0 また/ 借入金が多くの割合を占めており/ 1946年の32.1％から1948年27％までと約30％の水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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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なっている0
次に/ 歲出をみると/ 表3によると/ 官業費や治安費が多くの割合を占めており/ 他方/ 産業行政
費は1946年の16.6％から1948年のそれは9.4％まで急減している0 また中央行政費は增えつつある反
面/ 地方行政費は1946年の16％から1948年の3.9％までに激減している0 これに對して/ 文敎厚生費
の內譯をみると/ 文敎費の伸びが著しいことを確認できる0
以上のことから米軍政下の財政の特徵は/ 第1に/ 戰後人口と資産の急激な移動/ 經濟の混亂によ
る稅收の不足から/ 官業收入に依存する赤字豫算を編成したことが判明する0 その財政赤字の不足分
について/ 當時の經濟混亂とハイパ:インフレにより公債發行ができない狀況であり/ 朝鮮銀行から
の借入金/ すなわち/ 中央銀行による通貨增發によって解決される財政運用が行われたことが確認で
きる0 この背景には/ あくまでも占領地域でアメリカ側が財政負擔を負わないようにしたことがある
と考えられる0 第2に/ 産業行政費の減少である0 それは米軍政當局が人爲的な經濟介入および經濟
復興の道を選ばず/ 結果として自由放任的な政策となったものである0 第3に/ 治安費や文敎厚生費
の增加によって/ 民主主義體制を目指して政治的·社會的な混亂を抑制し安定させようとしたことが
確認できる0 最後に/ 財政には反映されていないものの/ 消費財を中心とした海外援助が米軍政下の
財政を裏で支えたのである0

Ⅱ. 政府樹立と援助財政
1. 政府樹立および財政の制度整備
ここでは韓國政府樹立から韓國戰爭以前までの獨立國家としての韓國財政の制度整備およびその展
開について歷史的な動きを檢討する0 分析の視点は/ 米軍政期の財政からどのような變化があったの
か/ またはどのような共通点や相違点があるのかを檢討することである0 まず憲法および財政制度の
整備/ 當時の社會經濟的狀況を踏まえながら/ 當該期における財政の展開をみていく0
1948年8月15日に韓國政府の樹立後/ 韓國は獨立國家としての地位をもつことになった0 それは當
時の韓半島の人7の意思とは關係なく/ 1947年11月14日第2次國連總會で/ 韓半島の分斷體制を認め
たままに韓國の獨立問題が決議された結果である0

7)

また翌年國連の決議(1948.12.12)では占領軍の

撤收が決められたので/ 駐韓米軍の戰鬪部隊は1949年6月30日までに韓國から撤退しなければならな
かった0 そこで/ 韓國政府とアメリカ政府の間では
「財政および財産に關する協定」
が1948年9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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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1950年1月17日に結ばれ/ 米軍政下から韓國政府へ財政および財産が移讓された0 また1948年12
月10日には
「韓米援助協定」
を結んだのである0
韓國は1948年5月10日に韓半島の38°
線以南/「南韓」
の單獨總選擧により人口比例(10万人に1人)で
198名を選出し/ 任期2年の單院制の國會が開設され/ 1948年7月17日の韓國
「制定憲法」
の公布から
はじまり/ 樣7な制度整備を行うことになる0 まず憲法に基づく財政規定は次のようである0

8)

第1

に/ 租稅法律主義(第90條)/ 第2に/ 豫算案の編成·審議·議決·決定(第41條/ 第91條①/ 第94
條)/ 國債の募集(第92條)/ 第3に/ 決算原則(第95條)/ 第4に/ 豫算の繼續費や豫算增額·豫備費(第
91條②③/ 第93條)などを規定し/ その他に財産權保障(第15條)/ 敎育および勤勞3權(第16條/ 第17
條/ 第18條)/ 生活無能力者保護(第19條)/ 地方自治制度(第96條/ 第97條)などの國民の基本權や地
方自治に關する規定が置かれた0 また同年10月2に制定された國會法では各常任委員會からの豫算案
の豫備審査を總合審査ができるように財政經濟委員會が設置されることになる0 これらの結果形式的
には財政民主主義の制度が整えられた0

9)

そうしたことによって韓國ではじめて豫算が國會に提出さ

れ/ 審議および議決される現代的な豫算制度が確立された0
しかし/ そうした憲法の財政規定をうけて具體的な制度や手續を定める
「財政法」
は/ 韓國戰爭中の/
1951年9月24日に制定·公布されることになった0 財政法は戰爭中の混亂のなかで戰時經費の調達と
いう要請から緊急に作成され/ 當時日本の財政法をモデルにしたものであった(李昌世, 1965: 224232)0
一方/ 1948年11月4日に政府行政機構の公布によって/ 米軍政下の過渡政府の13部6處は11部4處
へ再編された0

10)

從前の警務部は內務部の傘下に含まれ/ 運輸部は交通部へ/ 保健厚生部と勞克部は

社會部へ/ 統衛部は國防部へ變わるなど/ 名稱變更および統合/ 新設があった0 そのなかで財政と關
係するところは/ まず新設された企畵處の豫算局で豫算を擔當することになった0 すなわち/ 豫算編
成に關する事務が財務部から企畵處へ移管された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韓半島の獨立問題は/ 1945年12月21日の米·英·ソによる
「モスクワ3外相會議」
に基づき/ 當時の占領軍であった米·ソの間に1946
年1月16日~30日まで總8回の
「豫備會談」
/「第1次米·ソ共同委員會」
は同年3月20日~5月8日まで總16回の會議が決裂/「第2次米·ソ共
同委員會」
は1947年5月22日~10月18日までの會議も結論を出せなかったまま決裂/ 結局國連總が會議できめることになった0
8) 米軍政下で
「制憲國會」
後/ 約67日間で憲法を制定公布した0 そうした憲法は緊急に制定したものの/ 一般の法學者に依存し/ 緊急に作
ったので/ その後憲法改正が續くことになる0 大韓民國(1948)/「制定憲法」
/ 韓國精神文化硏究院編(1998)/「韓國現代史의 再認識
2. 政府樹立과 制憲國會」
/ 오름/ 241-288頁0
9) 財政民主主義の制度は憲法の財政規定や財政の法的規定に基づく4原則を指す0 すなわち/ 租稅法律主義/ 豫算の審議·承認の原則/
決算の審議·豫算執行監督の原則/ 下院優越の原則がそれである0 詳しいことは次を參照してほしい0 金澤史男編(2005)/「前揭書」
/
30-48頁0 林 健久(2002)/「財政學講義 第3版」
/ 東京大學出版會/ 9-17頁0
10) 米軍政下は1947年9月に13部6處の構成/ すなわち/ 文敎部/ 司法部/ 警務部/ 農務部/ 商務部/ 財務部/ 保健厚生部/ 公報部/ 統衛
部/ 遞信部/ 運輸部/ 土木部/ 勞克部/ 人事行政處/ 食糧行政處/ 物價行政處/ 庶務處/ 外務處/ 管財處などである0 韓國政府樹立直
後は11部4處の構成/ すなわち/ 內務部/ 文敎部/ 法務部/ 農林部/ 商工部/ 財務部/ 國防部/ 遞信部/ 交通部/ 社會部/ 外務部/ 總
務處/ 公報處/ 法制處/ 企劃處など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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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 1954年11月27日に第2次憲法改正によって/ 國務總理制の廢止に伴い豫算局は財務部へ戾
すことになった0 財務部は米軍政下の7局から縮小して5局を置くことになった0 すなわち/ 理財局/
司稅局/ 會計局/ 稅關局/ 專賣局がそれであり/ 豫算以外に稅制/ 會計/ 關稅/ 專賣なども主管した0
また/ 新設の內務部の地方局で地方行政を擔當し/ 地方行政區域は1市/ 9道/ 14府/ 133郡/ 1島/ 7
邑/ 1456面に區分されたのである0
こうした再編によっても樹立直後の韓國政府機構は從來の體制を引き續いたのが多くみられたのが
實態である0 また中央集權行財政も從來とあまり變わりがないまま/ 米軍政から韓國政府へと政權だ
けが變わり/ 縮小移管され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0 とはいえ韓國政府は米軍政期とは違い/ 新たに經
濟開發を圖ることになる0
次に當時の社會經濟的狀況を簡單に觸れてから財政の動向について檢討する0

2. 政府樹立直後の財政
韓國政府は1948年9月末に米軍政下の豫算を淸算し/ 10月から翌年3月末までの6ヶ月分の豫算編成
を行い/ 1949年から會計年度は同年4月1日から翌年3月31日までにして以後續くことになる0
韓國政府樹立と同時に直面した問題は/ 何よりも最優先的にハイパ:インフレを收め/ 經濟安定を
圖ることであった0 もちろんその安定によって經濟開發の前提が整うという考えである0 前述したよ
うに/ インフレの原因が赤字財政を埋めるための通貨增發に起因するものであったので/ 韓國政府が
財政面で歲出の抑制および歲入の增加させる一般會計の健全財政主義を取らざるを得なくなったので
ある0
これに加え/ 1948年12月10日の
「韓米援助協定」
は/ 援助の第1の原則を均衡豫算とした0 この協定
ではアメリカからの
「經濟復興援助」
(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として前文お
よび12個條の內容のなかに條件を付けている0

11)

すなわち/ 第1に/ 協定第2條では/ まず豫算均衡

を圖り/ 通貨發行および公私信用の統制/ 爲替取引および貿易の統制/ 韓國通貨に對する爲替を策定
/ 穀物の收集および配給制度の繼續·維持/ 韓國での外國人の投資促進および貿易活動の認定/ 韓國
の輸出産業育成/ 政府所有の生産施設および財産を運營または處理など8つの原則が義務付けられた0
第2に/ アメリカの援助關係者についての外交特權および免除の付與/ 援助計畵に關する記錄保存お
よび管理·運營機關設置(協定第3條)/ 輸出入計畵を進行させることとされた(協定第4條)0 第3に/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ECA援助はマ:シャルプランに伴う韓國への適用であった0 韓國開發硏究院編(1995)/「韓國經濟半世紀 政策資料集」
/ 86-91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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援助物資の販賣代金は特別勘定で韓國通貨に換算した金額を預金し/ 合議により支出するとされた
(協定第5條)0 そうした特別勘定は
「對充資金」
(いわゆる見返り資金)として財政收入の主な財源にな
った0
こうした健全財政を企圖したにもかかわらず/ 財政赤字による借入金への依存は續いた0 それには
社會的に米軍政下と變わらず/ 社會は不安定のまま樣7な面で混亂が續いたことも影響していた0 具
體的には/ 1948年4月3日から12月末までの
「濟州島の武裝暴動」
/ 同年10月19日から10月末までの
「麗水·順川武裝暴動」
などが起こり/ 約104億円の借入金による支出があった(韓國産業銀行調査部,
1955: 364~366)0
一方で/ 米軍政の下で成果を上げなかった農地改革が1950年3月から韓國政府により實行に移され
た0 しかし/ まもなく同年6月の韓國戰爭の勃發で中斷し/ 戰時中および戰後にも農地改革は繼續さ
れ/ 地主小作農制度から自作農制度への轉換が圖られたが/ あまり效果はなかった0 それでも/ 財政
面では農地改革特別會計が新設されて財政收入源の1つとして運用され/ 1950年から1960年まで100
億円の收入を收めた0
他方で/ 1950年3月4日/ 韓米の合議による
「經濟安定15原則」
に基づいた財政安定化が圖られるこ
とになった0 その內容は/ 第1に財政および金融の健全化/ 第2に緊縮財政/ 稅制改革/ 政府收入の增
大/ 第3に地方行政の健全化/ 生活必需品への物價統制およびその他であった(韓國開發硏究院編,
1995: 115-116)0
では/ そうした健全財政や財政安定化政策への試みは實際どのように具體化されたのかについて/
表5をみていく0 まず歲入を見ると/ 第1に/ 米軍占領下の最大の收入は官業收入であったが/ 政府樹
立後/ 借入金が從前3割前後(表3)から1949年49.6％/ 1950年61.5％と急增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る0
それには財政赤字の解消手段として中央銀行からの借入金であったので/ インフレを余儀なくされた
のである0
第2に/ 一般會計と特別會計に分け/ 一般會計を中心とした豫算編成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0 米
軍占領下の官業は特別會計(交通·通信·管財廳·放送·專賣·外資など)で扱われたが/ 純收入は特
別會計轉入の1つとして一般會計に入れて編成された0 その規模は官有財産と合わせると/ 1949年に
21.8％の割合を占めており/ 主な財政收入源となっている0
第3に/ 稅收および印紙收入は稅制改革委員會が1948年9月28に發足し/ インフレや消費の抑制/
課稅對象の擴大/ 高所得者への重課/ 稅制の簡素化という目標を擧げながら/ 稅制の全面的な改革を
推進した0 にもかかわらず稅收および印紙收入の歲入に占める比率は從來とほぼ同じ15.8％の水準に
とどまっている0 稅收の直·間比率の場合/ 表1-6によると/ 1949年のそれは直接稅43.4％に對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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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接稅は56.6％を占め/ 以前と比べ間接稅中心の稅制への傾向がみられる0
第4に/ 1949年からわずかではあるが/ 援助資金を財政へ反映させたことも從來とは異なる点であ
り/ 財政の安定を試みていることがわかる0
歲入面の變化に對して歲出面をみると/ 表5によると/ まず第1に/ 財政の膨張が著しい0 1949年
度の財政規模は約9億1千万珤であるが/ 前年度と比べ2.6倍も增加している0

12)

米軍政期から膨張傾

向がみえる0 第2に/ そうした財政膨張は防衛費/ 司法·警察費/ 産業經濟費によることが確認でき

<表 5> 韓國政府樹立後の財政
1949

歲 出
行政費

1950

(單位 : 100万珤/ ％)

1951

1952

1953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911.1

100.0

2429.5

100.0

6178.5

100.0

21507.7

100.0

63272.1

100.0

46.5

5.1

241.5

10.0

621.5

10.1

3006.1

14.1

2604.3

4.2

司法·警察費

122.0

13.4

162.3

6.7

634.0

10.3

1246.9

5.8

5322.5

8.6

防衛費

239.5

26.3

1324.3

54.5

3298.5

53.4

9527.4

44.3

37386.4

59.1

敎育·保健費

99.3

10.8

291.5

11.6

351.9

5.8

1071.5

5.0

4025.5

6.4

産業經濟費

173.5

19.1

97.1

3.9

535.3

8.7

382.2

1.7

4651.1

7.3

地方財政費

44.1

4.8

62.0

2.6

395.7

6.4

1370.3

6.4

2815.9

4.6

公債費

28.8

3.2

143.9

6.0

249.7

4.0

4040.1

18.8

1822.9

2.8

135.2

14.8

74.1

3.1

55.2

0.9

812.4

3.8

1403.9

2.2

22.2

2.4

40.9

1.7

36.9

0.6

50.9

0.2

543.4

0.9

911.6

100.0

2485.3

100.0

6533.2

100.0

22118.0

100.0

63272.2

100.0

135.5

14.8

427.7

17.2

3924.3

60.1

9660.0

43.2

23763.3

37.5

他會計轉入
その他
歲 入
租稅收入
印紙收入

9.2

1.0

6.6

0.3

28.5

0.4

118.3

0.5

164.5

0.3

官有財産

6.0

0.7

32.7

1.3

312.9

4.8

666.0

3.1

895.9

1.4

23.0

2.5

16.5

0.6

221.2

3.4

287.0

1.3

507.0

0.8

雜收入
繰越金

-

-

-

-

-

-

323.3

1.5

-

-

193.5

21.1

344.5

13.8

1646.3

25.2

6791.0

30.7

8305.1

13.1

經濟援助

2.2

0.3

131.5

5.3

-

-

-

-

-

-

對充資金

-

-

-

-

-

-

-

-

5138.2

8.2

-

400.0

6.1

1202.9

5.5

2000.0

3.16

61.5

-

-

-

-

22468.1

35.5

特別會計轉入

國 債

90.9

1.0

借入金

451.3

49.6

1525.7

注 : 1. 決算基準であり/ 單位は現在の1ウォン＝10珤0
2. 敎育·保健費:敎育費/ 社會保健費/ 軍警援護費0
3. 産業經濟費:農林業費/ 商工業費/ 農土改革事業費/ 公共事業費0
4. 公債費:徵稅費/ 出資および投資金/ 國債費0
5. その他:豫備費およびその他0
6. 官有財産收入:1950/ 1951に農地代價を含む0
7. 特別會計轉入:管財廳/ 專賣事業/ 1949-1951の農地改革を/ 1950-1951の糧穀管理を/ 1952-1953の經濟調整0
資料 : 韓國産業銀行調査部(1955)/「韓國産業經濟10年史」
/ 400~403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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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政府樹立から戰時中の稅收推移
1949

1950

(單位 : 100万珤/ ％)

1951

1952

1953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合計

135.5

100

427.7

100

3924.3

100

9660.0

100

23763.3

100

所得稅

36.4

26.8

48.8

11.4

562.0

14.3

1131.1

11.7

3554.3

15.0

法人稅

3.6

2.7

36.9

8.6

195.8

5.0

342.7

3.5

582.7

2.5

營業稅

6.7

4.9

42.2

9.9

491.4

12.5

1277.2

13.2

3276.0

13.8

事業稅

1.3

1.0

0.3

0.1

0.2

0.0

臨時利得稅

1.5

1.1

1.3

0.3

0.5

0.0

相續·贈與稅

0.8

0.6

0.3

0.1

5.2

0.1

15.7

0.2

16.9

0.1

地稅

8.5

6.3

162.9

38.1

土地收得稅

139.6

3.6

3.8

0.0

844.4

21.5

2939.8

30.4

6177.6

26.0

1.3

169.1

0.7

通行稅

2.3

0.5

35.8

0.9

122.4

免許稅

0.8

0.2

8.1

0.2

14.3

0.1

79.0

0.3

0.3

0.0

3.4

0.0

鑛稅
酒稅

29.6

21.8

31.8

7.4

428.5

10.9

951.7

9.9

3077.3

12.9

織物稅

2.9

2.1

23.1

5.4

124.9

3.2

252.8

2.6

798.1

3.4

物品稅

15.7

11.6

29.6

6.9

404.0

10.3

765.9

7.9

1488.7

6.3

遊興飮食稅

7.9

5.8

7.1

1.7

159.6

4.1

140.4

1.5

663.1

2.8

電氣ガス稅

1.1

0.8

2.9

0.7

33.2

0.8

93.1

1.0

94.9

0.4

入場稅

3.8

2.8

2.1

0.5

39.6

1.0

65.0

0.7

173.0

0.7

關稅

14.3

10.5

34.1

8.0

451.3

11.5

1468.4

15.2

3608.0

15.2

馬券稅

1.3

1.0

0.6

0.1
0.4

0.0

1.3

0.0

1.1

0.0

74.3

0.8

トン稅
淸祺飮料稅
その他

0.3
0.2

0.1

0.1

注 : その他は特別行爲稅/ 過年度收入0
資料 : 韓國産業銀行調査部(1955)/「前揭書」
/ 1014頁0

る0 左右兩派の對立や暴動によって社會的不安が續いているので/ 米軍政期の同じく治安維持關係/
特に防衛費が最大の支出項目になっている0 防衛費の增加は韓國の政府樹立後まもなく駐韓米軍の撤
收が決まられたので/ 防衛費の增加をもたらしたと考えられる0
このように韓國政府は/ インフレを抑制して經濟安定という問題とともに/ 外壓からの健全財政/
內壓からの經濟開發への要求について/ 一般會計と特別會計に分けて財政を運用した0 一般會計の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各表の貨幣單位は円/ 珤/ ウォンで異なるが/ 韓國戰爭中の1953年2月15日に第1次通貨改革によるものである0 それは從前の100円
に對して新通貨單位1珤に交換/ すなわち/ 1珤＝100円の額面切下げした0 その後軍事政權の下で/ 1962年6月10日に第2次通貨改革
が行い/ 1원(ウォン)＝10珤の額面切下げして現在まで至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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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財政を試み/ 支出を抑制し/ 間接稅の增稅や援助收入の特別會計による管理運營などの歲入增加を
圖ったのである0
しかし/ 財政緊縮によって安定への成果をかなりの程度あげたにもかかわらず/ 1950年6月25日韓國
戰爭の勃發により財政は戰時財政へ轉換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0 次に戰時財政について觸れてみる0

3. 韓國戰爭下の戰時財政
韓國戰爭は1950年6月25日に勃發してから/ 1953年7月27日の休戰成立まで3年1ヶ月間續いた0
その結果/ 韓國政府樹立後健全財政を目標とした財政安定化への努力はその基盤を全て失い/ 挫折せ
ざるを得なくなった0 それはこれまでの安定化の步みを逆戾りさせることになった0
韓國戰爭によって/ 國土および産業施設の破壞/ 死亡者や行方不明者などによる經濟社會的な混亂
は想像を超えるものであった0 具體的に表7をみると/ 約3年間の産業部門別の被害額は4106億珤に
なり/ その額は戰時財政で膨張した1953年の財政規模633億珤の6.5倍/ 同年GNP規模2297.3億珤の
1.8倍になる膨大な被害であった0 その內譯のみると/ 住宅の被害が39.3％として最大の割合を占め
ており/ 敎育施設や民間産業部門がそれぞれ2割を占めている0
また/ 人命被害も民間人や軍人·警官を合わせて199万人の死傷者が出た0 その內戰爭による負傷
者の數が約95万人で被害者の47.7％を占めており/ 戰死および死亡者が約48万人で23.8％/ 行方不
明者も17.7％を占める膨大なものであった0 一方/ 戰費調達のための通貨增發で再び物價急騰が始ま
った0 表1によると/ 政府樹立後安定化の傾向が再びハイパ:インフレにな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0
そうした戰爭によって韓國財政はどのように戰時財政および戰時稅制へ轉換したのかを表5をみな
がら檢討する0 まず第1に/ 財政規模の莫大な膨張であり/ それは當然のことながら戰費調達による
防衛費の規模や割合の擴大によるものであった0 財政規模は1950年度から前年度比で每年約3倍も增
加した0 4年間を比較すると/ 1949年の財政規模は9.1億珤だったのに對して/ 1953年には632.7億珤
となり/ 70倍に至る莫大な膨張であ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0 防衛費は/ 戰時中歲出の5割をさらに上
回り/ その規模は1950年度で前年度比が5倍を上回っている0 戰爭勃發直後/ 「6.25事變收拾緊急豫
算」
が編成され/ 主には軍事費へ充當され/ 救護や治安費として支出された0 その後も7回に至る追加
更正豫算が編成され軍事費や戰災復舊費として支出が續けられた0 それらの財源は借入金によるもの
で/ 通貨增發が行われ/ インフレとの惡循環を引き起こすことになった0 これに對處するため戰時中
にもかかわらず一方で財政緊縮が試みられた0 防衛費以外の支出は極力抑制されたの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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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7> 韓國戰爭の被害(1950.6.25~1953.7.27)
産業部門·施設

民間産業

社會資本

公共機關

敎育施設

(單位 : 10億円/ ％/ 千人)

社會醫療施設

住宅

410.6

81.5

39.5

38.0

82.6

7.7

161.3

(100.0)

(19.8)

(9.6)

(9.3)

(20.1)

(1.9)

(39.3)

人命被害

戰死·死亡

虐殺

負傷

行方不明

拉致

1999千人

476.5

128.9

954.2

354.2

85.2

(100.0)

(23.8)

(6.4)

(47.7)

(17.7)

(4.3)

民間人

244.7

128.9

229.6

303.2

84.5

991(49.6)

(12.2)

(6.4)

(11.5)

(15.2)

(4.2)

軍人·警察官

231.8

-

724.6

51.0

0.6

1008(50.4)

(11.6)

(36.2)

(2.5)

(0.1)

注 : 1. 民間産業:農林水産·鑛業·製造·建設·電氣·商業·その他/
2. 社會資本:金融機關·道路·港灣·鐵道·その他/
3. 公共機關:中央廳および直轄·市道邑面および直轄·警察署/
4. 敎育施設:小學校·中等學校·大學·その他/
5. 社會醫療施設:醫療機關·宗敎機關·公共および厚生施設
資料 : 李大根(2002)/「前揭書」
/ 254~258頁0

第2に注目されるのは/ 1951年度からは軍事費を一般會計から分離し/ 「6.25事變收拾費特別會計」
が新設されたことである0 1951年度には24.5億珤が支出され/ 1952年度と1953年度には7827.5億珤
/ 452.5億珤が支出された(韓國産業銀行調査部, 1955: 376-392)0 その財源としては借入金をやめ/
戰時中のインフレ抑制のために國債發行や一般會計からの轉入金で賄うことになる0 國債は1951年
に4億珤/ 1952年に12億珤/ 1953年に20億珤で總計36億珤が發行され戰費財源になった0
第3に/ 戰時中に稅收の增加が著しいことである0 1951年の稅收は/ 前年度の歲入に對する稅收の
割合17％をはるかに超え/ 歲入の約6割を占めており/ その後も4割前後を占める急ぶりだったのが
わかる0 そうした稅收の急增は戰費調達のための緊急稅制改革によるものであった0 政府は戰爭勃發
から5ヶ月後/ 1950年11月30日に
「租稅臨時增徵法」
や
「地稅法」
を制定公布した0 まず
「租稅臨時增徵
法」
は當時の10種の租稅に對してその稅率を4~100％を臨時增徵したのである0

13)

また
「地稅法」
は戰

爭の被害が都市に比べ少ない地域/ すなわち/ 農林水産地域で徵稅するために從來の賃貸價格から土
地收益を課稅標準としたことである0
また1951年1月1日には
「租稅特例法」
による改革や同年9月25日には地稅を廢止して
「臨時土地收得
稅法」
を公布して戰時增稅へ拍車をかけた0 租稅特例法は所得稅率の分類所得課稅し/ 累進稅率を適
用して40~75％に引上げ/ 法人稅も累進課稅して15~75％に引上げるとともに/ 認定課稅制度を適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增徵の對象の稅は所得稅率の5％を引上げ/ 地稅率の50％を引上げ/ 營業稅率·通行稅率·物品稅率·遊興飮食稅率の100％を引上げ
/ 酒稅は元の本稅とは別に酒代の15％を付加/ 入場稅率·鑛稅率·電氣ガス稅率の50％を引上げる增稅であった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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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た0 間接稅である營業稅·物品稅·遊興飮食稅·酒稅·入場稅にも認定課稅制度を採用した0 他方
「臨時土地收得稅法」
による措置は糧穀關係支出によるインフレ抑制/ 戰時中の軍糧米および官需穀物
の確保のために導入された0 具體的內容は/ 土地について農家土地と非農家土地に分け/ 農家土地の
うち田んぼは收穫量を課稅標準にして15~28％の累進課稅/ 畑は土地所得を課稅標準にして25~70％
の累進課稅をする一方/ 非農家土地は賃貸價格を課稅標準にして12％の比例課稅を適用した0 こうし
た土地收得稅收入は/ 表6によると/ 1951年に8.4億珤/ 1952年に29.4億珤/ 1953年に61.8億珤に上
がり/ 戰時中總稅收の年平均26％割合を占めた0 これに對して/ 所得稅收の割合は1951年に14.2％/
1952年に11.6％/ 1953年に13.9％にとどまっていた0 このように土地收得稅は戰時中の最大の稅收
源として成果を上げており/ 所得稅收を大幅に超えながら稅收增大に寄與したのである0
第4に/ 戰時中の1951年9月24日に財政の具體的な制度や手續を定める
「財政法」
が制定·公布され/
さらに同年4月には
「臨時地方分與稅法」
が公布されたことである0 財政法は戰時財政の戰費を調達す
るために制定されたものではあったが/ 韓國政府樹立から3年を經て憲法に基づく財政民主主義の具
體的な制度ができたと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0
また
「臨時地方分與稅法」
は戰時中の地方財政を調整する目的で導入され/ 翌年9月12日には
「地方分
與稅法」
が公布されることになった0 地方分與稅は/ 戰費調達のために國家財政へ財源を集中するこ
とによって/ 生じる地方の財源減少および地方間財政の格差を調整する制度として導入された0 臨時
地方分與稅は普通分與稅と特別分與稅があり/ 地稅營業稅の13.39~34.68％を普通地方分與稅の財源
として地方へ分與する0 その分與の26％の額が特別分與稅である0 地方分與稅は非農家地へ土地收得
稅および營業稅の15％を普通分與稅とし/ 普通分與稅額の40％を特別分與稅とした0
以上のような戰時財政においては/ 防衛費が急增して歲出の50％を大幅に上回り/ 結局韓國財政全
體の膨張を導くことになった0 反面/ 戰費調達のために戰時中に稅制改革が實行され/ 朝鮮銀行から
の借入れが停止され/ 公債發行の手段がとられるようになった0 また/ 通貨膨張およびハイパ:イン
フレを抑制するため防衛費以外の財政緊縮が圖られた0 戰時財政を支える租稅の增徵/ 內政面の壓縮
のもとで地方財政の最小限の行政サ:ビス水準の確保という特有の必要性を背景として財政法や地方
調整制度が整備されること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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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戰後經濟復舊下の援助財政
以上のような韓國戰爭後/ 1953年12月1日韓米合同經濟委員會によって/ 「經濟再建と財政安定計
畵に關する合同經濟委員會協約」
が結ばれ/ 經濟再建および財政安定政策が實施された0

14)

その主な

內容をみると/ 産業の復興再建/ インフレ抑制/ 財政安定の維持を目的にあげながら/ 第1に/ 經濟
復舊のための再建投資は財政安定計畵に合致させ/ 財政支出の調節や歲入の增大/ およびインフレ抑
制を圖る0 第2に/ 援助物資は爲替を1ドル對180珤に決め/ 「對充資金」
(見返り資金)を積立てて特別
會計で管理し/ 再建投資や戰亂收拾費/ 同委員會と合意された目的に支出する0

15)

第3に/ 對充資金

の貸付以外には政府や民間金融機關の融資增加限度額を50億珤へ制限する0 このように/ 戰後韓國經
濟や財政で最優先されたのは戰災復舊/ 經濟復舊および安定/ 財政安定であった0
上記のような計畵の資金源である援助について/ 表2をみると/ 米軍占領の下で剩余農産物および
消費財を中心とした
「占領地域救護援助」
(GARIOA-EROA)が中心となり/ さらに政府樹立後の經
濟安定のための
「アメリカの經濟協調處」
(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からの經
濟復興援助が加わり/ この期間中に合計約55.1億ドルが援助された0 ところが韓國經濟や財政の安定
化へ入る寸前に韓國戰爭が勃發し/ ECA-SEC(Supplies for Economic Cooperation)援助は引き
續くことになり/ 國連から
「國連救護援助」
(UNCACK-CRIK: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Civil Relief in Korea)/ 「國連韓國再建團」
(UNKRA: 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の援助も加わって/ 1950年から1953年まで4年間に52.1億ドルの
援助があった0 休戰後も經濟再建や安定を目的として/「國連韓國再建團」
(UNKRA)援助が引き續き
/ 前述した
「韓米合同經濟委員會」
の協約によって/ 「アメリカの對外活動處」
(後で1955年から國際協
調處/ FOA-IC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の援助/ アメリカからの
「剩余農産物援助」
(PL480: Public Law 480)で1954年か
ら8年間に渡り208.8億ドルの援助を受けた0 こうした17年間の援助は約316億ドルに至る0 こうした
膨大な援助の內容をみると/ 施設財で19％/ 消費財で81％を占める0
また單年度を基準に比べると/ 1954年度の援助資金15.4億ドルは對GDP比で4.2％を占める一方/
歲入の18.8％を占めるような收入であったことから16)/ 當時の韓國としてはなくてはならない主な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休戰直前の1953年4月アメリカのタスカ(Henry J. Tasca)使節團による援助計畵/ すなわち/ 軍事援助/ 救護援助/ 經濟再建援助を
內容にして/ 翌年から3年間883百万ドルの援助計畵を報告した0 また休戰直後の同年10月12日ワルド(H.P. Wald)使節團による韓
國稅制に關する勸告案が出され/ その後經濟再建や負擔の公平性を目的とした稅制改革を行った0
15) 援助物資は當初1ドル＝180珤だったのが/ 1955年8月から1ドル＝500珤になる0
16) 1954年の爲替は1ドル＝180珤であり/ 1962年6月10日の通貨改革の額面切下げで10珤＝1ウォンになったので/ 單純計算で1ドル＝
180珤＝18ウォンに換算したもの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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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0
財政の制度では1953年に
「對充資金特別會計」
が新設され/ 翌年度から經濟再建および産業育成の事
業費は一般會計とは別に策定され/ その財源は對充資金で調達して經濟復興豫算として編成された0
1954年には會計年度も援助資金の主な出口であるアメリカの會計年度に合わせて/ 從來每年4月から
翌年3月までの會計年度から7月から翌年6月までに變更された0
しかし/ その資金受け入れから豫算編成が遲くなったため/ 再び變更して每年1月から12月になっ
て現在に至る0 その結果/ 1953年度までの會計年度は12ヶ月間(每年4月~翌年3月)/ 1954年度は15
ヶ月間(1954.4~1955.6)/ 1955年度は18ヶ月間(1955.7~1956.12)/ 1957年以降は12ヶ月(每年1月
~12月)になり/ 韓國財政史の中で1956年度は存在しないことになった0
以上のような援助は/ 莫大な資金でありながら/ 援助の內容としては米軍政期と變わらぬ消費財中
心の援助であった0 特に消費財中心の援助の背景はアメリカの剩余農産物の放出という目的があった
0 また/ その援助資金は
「對充資金」
として管理されることになり/ その運營は韓米の合意によるもの
とされ/ アメリカ側から韓國財政について規制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る0
一方/ 戰時中にインフレ抑制と戰費調達のために國債發行がはじまった0 1953年度からは産業復興
國債を發行し/ それで對充資金や産業復興國債を財源とした財政投融資が活發になった0 他方/ 戰後
當然のことだが/ 國防の重要性が再認識されて軍事費の膨張が續いた0
援助と共に主な收入源となったのは稅收である0 戰時中の戰費調達のために行った租稅の增徵の結
果/ 稅收は著しく擴大したが/ 經濟再建の財源調達や稅負擔の不公平性を是正するために1954年4月
に稅制改革が實施され/ 戰時稅制から平時稅制への轉換が圖られた0 この稅制改革は休戰直後/ 國連
の租稅專門家である
「ワルド(H.P. Wald)使節團」
が韓國に1953年10月12日に出した
「韓國稅制に關す
る勸告案」
に基づいている(韓國開發硏究院編, 1995: 142-145)0
この勸告の內容は/ 第1に國稅の課稅率を當時の先進國水準であるGNPの20％水準まで引上げるこ
と/ 第2に投資促進のために企業課稅を優遇すること/ 第3に稅負擔の不公平性の是正/ 第4に租稅體系
の簡素化および稅務行政改善/ 第5に個別稅目について/ 個人および法人所得稅率の引下げ/ 資産再評
價措置/ 消費課稅や專賣收入の增稅/ 地方稅の簡素化/ などであった0 要するに/ 稅收入の擴大と資本
蓄積の促進を狙い/ 所得課稅を含む直接稅への減稅と間接稅への增稅を中心とした內容であった0
こうした
「ワルド勸告」
を參考して1954年4月と10月に2回の稅制改革がおこなわれた0 まず戰時中
の
「租稅特例法」
や
「租稅臨時增徵法」
が廢止された0 所得稅は2つに分けられ/ 分離所得稅は單一比例
稅率で/ 總合所得稅は基礎控除や扶養家族控除を認めて累進稅率を用いた0 法人稅は累進稅率を單一
稅率へ變更し/ 自己申告納付は35％で/ 政府强制決定は45％になった0 また土地收得稅率の引下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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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稅率の50％引上げ/ 酒稅の2倍引上げ/ 物品稅や遊興飮食稅の課稅對象を擴大したのである0
しかし/ 間接稅の稅率引上げは消費を減少させ/ 逆に稅收減少を引起こしたので/ 10月に分類所得
稅を段階比例稅へ變更し/ また/ 總合所得稅の控除制度を廢止した0 これに續き間接稅も稅率の引下
げや課稅對象の調整がなされた0
このような海外援助の受け入れとそれに合わせた經濟復舊や財政安定への努力で韓國經濟は徐7に
再建され/ 財政安定化へと進んでいった0 これを支えたのが海外援助であり/ この時期のシステムを
「援助體制」
と呼ぶことがある0 ところが表2で確認したように1957年を頂点にして/ 援助は減少する
ことになり/ 經濟の不安定やインフレ/ 財政收入の減少によって韓國政府は危機感を感じ/ それへの
對應を圖ることになった0 その對策は財政緊縮として具體化された0 それは1957年4月26日に
「財政
金融安定計畵」
の實施に始まった0 この計畵は財政緊縮や通貨增發を抑制してイフレを抑制し/ 經濟
安定を圖ろうとしたものである0 その根據は戰時中に結ばれた韓米合同經濟委員會の協定であり/ ア
メリカ援助局の壓力が克き/ 經濟成長から安定政策へ轉換せざるを得なかった0 その後每年同計畵が
實施されることになった0 財政支出の抑制として公共事業費である
「對充資金」
の支出抑制/ 秋穀買上
げの縮小する反面/ 歲入の增大策として增稅/ 援助物資代金の增收/ 糧穀代金の回收を行った0
では/ 以上のような戰後の動きが具體的に歲入および歲出でどのように反映されたのかについて檢
討してみる0 まず第1に/ 表8によると/ 財政規模の膨張が著しいことがわかる0 財政支出の對GNP
比でみると/ 韓國戰爭以前のそれは1割を下回っていたのが/ 戰時中に膨張して1952年度のそれは
29.3％となった0 休戰後も戰災復舊や經濟再建の支出が增え續き/ 1957年度の財政支出の對GNP比
は4割臺をさらに上回ったのである0 財政學では總力戰を契機に支出が不連續的に膨張する現象を轉
位效果(displacement effect)と呼ぶが/ 韓國では韓國戰爭を畵期に一種の
「轉移效果」
が觀察される
のである0

17)

第2に/ 韓國戰爭を契機に防衛費や經濟再建費が急增したことである0 注目すべきなのは/ 戰時中
だけではなく/ 戰後も1950年代に一貫して支出の3割を大幅に上回る水準で推移していることである
0 この点で戰後に軍事費の比率が下がり/ 逆に社會保障關係費の比率が上がる先進國の
「轉位效果」
と
は異なっている0 また/ 他の支出がほとんど伸びなかったのは/ インフレの恐れによる經濟財政安定
化への傾向/ すなわち/ 援助のための樣7な韓米合同委員會の協定による壓力で/ 防衛や經濟復興以
外の支出は必要最低限に抑制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からである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轉位效果や集中化過程は/ ピ:コックとワイズマンの所說であり/ 詳しいことは以下を參照してほしい0 A. T. Peacock and J.
Wiseman(1961)/「The Growth of Public Expenditure in the United Kingdom」
, Priceton University Press, pp.93~94/
林健久編(2003)/「地方財政讀本(第5版)」
/ 東洋經濟新報社/ 24~28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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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中央一般會計歲出の推移(1951~1970)
對GNP比
一般

歲出

一般行政

防衛費

敎育費

社會開發

(單位 : 10億ウォン/ ％)

經濟開發

地方交付

その他

中央

金額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1951 28.0 26.2

0.6

0.1

9.7

0.4

61.5

0.0

6.5

—

—

0.1

8.1

0.0

6.5

0.0

7.8

1952 29.3 27.7

2.2

0.3

13.9

1.1

49.7

0.1

4.6

—

—

0.0

1.4

0.1

4.6

0.6

25.6

1953 26.6 25.1

6.1

0.3

4.3

3.7

61.0

0.1

2.1

0.2

3.1

1.1

18.0

0.1

2.1

0.6

9.4

1954 36.8 33.0 14.2

0.7

4.9

7.2

50.7

0.6

4.5

0.5

3.2

4.0

27.8

0.3

2.0

1.0

6.9

1955 46.8 40.1 28.1

1.0

3.5

10.6 37.7

2.5

8.7

1.0

3.6

8.4

29.7

—

—

4.7

16.8

1957 41.7 36.2 35.0

2.8

8.0

11.2 32.1

3.2

9.2

1.9

5.3

11.5 32.9

1.4

3.9

3.0

8.6

1958 34.4 29.5 41.1

3.9

9.5

12.7 31.0

4.0

9.8

1.8

4.5

14.5 35.3

1.8

4.4

2.3

5.6

1959 32.7 27.1 40.0

3.8

9.5

13.9 34.8

6.0

15.1

2.1

5.1

9.9

24.8

2.4

6.1

1.8

4.5

1960 34.8 29.4 42.0

4.2

10.0 14.7 35.0

6.4

15.2

2.5

5.9

9.0

21.5

2.2

5.2

3.0

7.2

1961 32.5 27.4 57.2

3.3

5.7

16.6 29.0

7.4

12.9

4.2

7.3

17.7 30.9

2.0

3.5

6.0

10.6

1962 37.6 34.0 88.4

8.0

9.0

20.5 23.2 10.2 11.6

6.5

7.3

19.2 21.7

1.8

2.1

22.3 25.2

1963 25.7 22.2 72.8

4.4

6.0

20.5 28.1 10.7 14.7

7.7

10.6 20.5 28.2

2.2

3.0

6.8

9.4

1964 19.8 17.0 75.2

4.4

5.9

24.9 33.2 12.1 16.1

6.6

8.8

17.0 22.6

2.2

2.9

8.0

10.6

1965 22.7 19.3 93.5

2.2

2.3

29.9 31.9 15.3 16.4

6.7

7.2

21.9 23.4

3.2

3.4

14.4 15.4

1966 26.8 22.6 140.9 7.8

5.5

40.5 28.8 25.2 17.9

9.9

7.0

35.5 25.2

8.3

5.9

13.7

1967 27.9 23.1 180.9 9.4

5.2

49.6 27.4 31.8 17.6 12.6

6.9

38.1 21.1 18.9 10.5 20.6 11.4

1968 28.2 24.8 262.1 12.3

4.7

64.7 24.7 42.8 16.3 20.9

8.0

67.8 25.9 27.6 10.5 25.9

9.9

1969 31.1 27.2 370.5 24.9

6.7

84.4 22.8 56.4 15.2 24.4

6.6 112.7 30.4 42.2 11.4 25.6

6.9

1970 25.6 22.0 441.3 19.2

4.3 102.3 23.2 78.2 17.7 23.0

5.2 126.1 28.6 54.1 12.3 38.3

8.7

9.7

注 : 1. 1951-1953の統計の內/ 防衛費には司法警察費を含み/ 敎育費は敎育·保健費である0
2. 經濟開發費は産業經濟費であり/ 地方交付は地方財政費である0
3. その他は公債費·他會計轉入·その他である0
資料 : 統計廳/「韓國統計年鑑」
/ 各年度0 企畵豫算處/「豫算槪要參考資料」
/ 各年度0

第3に/ 歲入について/ 表9をみると/ 戰時中からの援助が最大の收入源になったことである0 稅收
は戰時中に想像を超えて急增したものの/ 戰後の經濟再建や負擔の公平是正のための改革が每年のよ
うに行なわれた0 改革は所得課稅の減稅/ 間接稅の增稅を中心になされた0 にもかかわらず稅收は歲
入の半分にも屆かない30％臺となっている0 それは稅務行政制度の未整備に加え/ 稅目の複雜および
所得課稅である個人所得稅と法人稅の不完全性などによるものであったと考える0
第4に/ 戰時中に導入された公債は/ 戰後經濟財政安定化協定に基づき/ インフレの原因である借
入金と代わって新しい收入源の1つになったことである0 特に産業復興國債の發行は經濟再建の財源
の1つとして用いられた0
以上のように戰後から1950年代までの韓國財政は/ 常に社會經濟的な混亂が續くなかで/ 財政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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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中央一般會計歲入の推移(1951~1970)
歲入
規模

租稅
金額
(C)

割合

專賣納付
金額

割合

援助借款

公債

金額

割合

金額

(單位 : 10億ウォン/ ％)

借入金

割合

金額

割合

對充資金
金額

割合

その他
金額

割合

1951

0.7

0.4

60.5

0.1

13.5

0.0

6.1

—

—

—

—

0.1

19.9

1952

2.2

1.0

44.2

0.3

13.2

0.3

13.9

0.1

5.4

—

—

—

—

0.5

23.2

1953

6.7

2.1

31.4

0.4

6.0

0.8

11.9

0.7

10.5

2.0

30.2

—

—

0.7

10.0

1954

14.9

5.2

34.9

0.6

3.9

4.5

30.0

1.6

10.9

2.3

15.5

—

—

0.7

4.9

1955

32.4

11.1

34.3

1.0

3.1

15.1

46.5

3.3

10.3

0.0

—

—

1.9

5.9

1957

42.5

11.7

27.6

1.6

3.8

22.5

52.9

4.5

10.6

1.0

2.2

—

—

1.3

3.0

1958

47.7

14.7

30.8

2.1

4.4

24.6

51.5

2.6

5.5

2.2

4.7

—

—

1.4

3.0

1959

45.5

22.1

48.5

2.3

5.0

18.9

41.5

0.7

1.6

0.6

1.4

—

—

0.9

2.0

1960

48.5

25.0

51.6

2.3

4.7

16.8

34.6

1.2

2.5

0.8

1.7

—

—

2.4

5.0

1961

61.4

23.2

37.8

2.6

4.3

—

—

3.7

6.0

0.6

1.0

24.1

39.2

7.2

11.7

1962

93.2

28.2

30.3

4.2

4.5

—

—

18.1

19.4

2.5

2.6

28.7

30.8

11.5

12.3

1963

75.9

31.1

41.0

4.8

6.4

—

—

2.7

3.6

0.5

0.6

26.3

34.7

10.5

13.8

1964

79.4

37.4

47.1

4.5

5.7

—

—

—

—

—

—

28.0

35.3

9.4

11.9

1965 105.5

54.6

51.8

3.6

3.4

—

—

—

—

—

—

36.1

34.2

11.2

10.6

1966 153.8

87.6

57.0

7.5

4.9

3.1

2.0

—

—

—

—

38.4

25.0

17.1

11.1

1967 199.0 129.2

64.9

10.0

5.0

5.0

2.5

—

—

—

—

35.2

17.7

19.6

9.8

1968 275.7 194.3

70.5

16.4

5.9

5.0

1.8

—

—

—

—

30.7

11.1

29.4

10.6

1969 376.0 262.8

69.9

24.3

6.4

32.6

8.7

—

—

—

—

21.9

5.8

34.6

9.2

1970 445.9 334.7

75.1

30.1

6.8

28.6

6.4

—

—

—

—

17.7

4.0

34.8

7.8

注 : 1. 援助·借款:援助は1952-1960/ 財政借款は1966-1970である0
2. その他:稅外收入/ 預託金および利子收入/ 派越經費支援(1967年以降)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編(1991)/「韓國財政40年史 第4卷」
/ 63-66頁0

の確保という問題に對處せざるをえなかった0 すなわち/ 稅收の確保ができなかったので/ それを海
外援助に依存したのである0 また財政支出面でも韓國戰爭によって防衛費や經濟復興費への支出が莫
大になり/ その財源も稅收の不足によって援助收入に依存せざるを得なかった0 そうした援助は財政
の安定化という壓力によって他の支出を抑制させた0 要するに韓國財政は
「援助財政」
に支えられなが
ら/ それが逆に軍事費や財政緊縮という2重の財政制限をもたらし/ その後も韓國財政を制約してい
く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0
このような狀況の中で1961年5月16日の軍事ク:デタ:によって政權が變り/ 政治社會的不安はさ
らに高まる反面/ 經濟開發體制が構築されることになる0 以下/ 經濟開發中心の下で開發財政および
開發稅制の展開について檢討す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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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開發財政の形成
1. 經濟開發計畵の實施
1961年5月にク:デタ:によって政權を握った朴正熙らは翌年から第1次經濟開發5ヵ年計畵を實施
した0

18)

この計畵終了後にも引き續き經濟5ヵ年計畵が策定され/ 韓國の高度成長を導くなど經濟發

展を成しとげた0 こうした韓國經濟發展についての硏究は數多く蓄積がなされている0

19)

ここではそ

れらを踏まえつつ/ 第1次經濟開發計畵を中心にして開發體制の整備および開發財政の形成について
檢討する0
まず朴正熙政權は/ 韓國政府が總合的獨自的に作成した最初の經濟開發計畵といわれている1958
年
「經濟開發7ヵ年計畵(1960-1966)」
の前半である
「經濟開發3ヵ年計畵(1960-1963)」
に基づき20)/ 第
1次經濟開發5ヵ年計畵を修正作成した0 經濟開發3ヵ年計畵について簡單に見ると21)/ 援助減少によ
る自立經濟を目標にして/ 均衡成長理論に基づいて農業生産向上/ 輸入代替産業および輸出産業の育
成/ 資本調達/ 社會資本整備などを基本方向として擧げた0 具體的には/ 經濟安定と擴大の調和/ 財
政投融資の促進/ 民營化による民間役割擴大/ 財政の中央集中/ 海外資本の積極的調達を主な內容と
していたが/ 計畵に留まるものが多かった0 それでも朴政權の政策形成に影響を及ぼし/ その多くは
1962年から始まる第1次經濟開發計畵に反映されることになる0
朴政權は行政機構の改革を行い/ 經濟企畵院を創設し/ それを經濟開發推進の中心として位置づけ
/ 關係省廳との總合的調整の役割も與えた0 こうした經濟開發計畵は經濟企畵院の主導により1961
年後半に作成されて翌年から實行された0 作成に當たっては/ 時間的な余裕もなく/ また各種統計資
料や經驗がある經濟計畵專門家も不足な狀況であり/ 前述の
「經濟開發3ヵ年計畵」
を實質的に引續く
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0
さて
「經濟開發5ヵ年計畵」
についてその內容を要約すれば/ 表10になる0 まず計畵目標は社會經濟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1961年5月16日の軍事ク:デタ:で政權を握った朴正熙らは自ら
「革命政府」
と呼び軍政を經て/ 1963年に民正移管して正式的に大統
領になった0 しかし/ ク:デタ:によって3權を握り/ 實際に强力なリ:ダ:シップを發揮して樣7な制度および政策を展開してい
ったので/ 1961年5月から朴政權期として扱っている0
19) 瀧澤秀樹(1992)/ 金宗炫·大西健夫編(1995)/ 小林謙一·川上忠雄編(1991)/ 谷浦孝雄編(1989/ 1991/ 2000)/ 富岡倍雄編
(1984)/ 服部民夫(1987/ 1996)/ 深川由起子(1997)/ 松本厚治·服部民夫編(2001)/ 渡邊利夫(1982/ 1990)などを參照してほしい
0
20) 韓國經濟においての經濟開發計畵は/ 1953年に外國の學者が計畵したものとしてネイサン報告の韓國經濟再建計畵とタスカ報告の對
韓援助計畵などがあり/ 韓國政府が計畵したのは經濟開發7ヵ年計畵が最初のものである0 谷浦孝雄(1989)/「韓國の工業化と開發體
制」
/ アジア經濟硏究所/ 4-27頁0
21) 韓國開發硏究院編(1995)/「前揭書」
/ 188-91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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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な惡循環の是正と自立經濟達成のための基盤の構築であって/ このような基本目標を實現するため
の重要政策課題として具體的にはエネルギ:の供給源の擴充/ 國民經濟の構造的不均衡の是正/ 基幹
産業とインフラの擴充/ 遊休資源の活用/ 國際收支の改善/ 技術の振興等を設定した0 目標成長率は
7.1％であったが/ 實際の成長率は目標値を超える7.9％であった0
第1次經濟開發計畵の特徵は/ エネルギ:供給源の擴充と農家所得上昇を最優先政策として置き/
輸出增大政策はその後に位置づけられていたことである0 これは經濟開發計畵の間には政府/ 特に當
時の大統領が輸出·工業化と同時に農業發展によって/ 經濟成長と資本蓄積が可能であると判斷した
ことによると考えられる0

<表 10> 韓國の經濟開發5ヵ年計畵(第1次~第2次)
計畵

期間

第1次

1962~

計

1966

畵

第2次

1967~

計

1971

畵

計畵目標

工業化戰略

1. 社會經濟的な惡循環 工業化基盤構築
の是正

1. 基礎産業育成

2. 自立經濟基盤の構築 2. 社會資本の整備

1. 産業構造の近代化

對外志向工業化

2. 自立經濟の確立をも 1. 資本財の輸入代替化
っと强めに推進

2. 輕工業製品の輸出

重要政策課題
① エネルギ:の供給源の擴充 ② 農業生産力の增大による
農家所得の上昇と國民經濟の構造的不均衡の是正

③ 基幹

産業と社會資本の擴充 ④ 遊休資源の活用 ⑤ 輸出增大を
通じる國際收支の改善 ⑥ 技術の振興
① 食糧自給/ 山林綠化及び水産資源の開發 ② 高度の工業
化基盤の創成

③ 國際收支の改善(輸出增大·輸入代替促

進) ④ 雇用增大/ 家族計畵の推進及び人口膨張の抑制 ⑤
營農の多角化と農家所得の向上

資料 : 大韓民國政府/「第1·2次經濟開發5ヵ年計畵」
/ 各年度0

そうした農業中心の經濟開發計畵であったものが/ 輸出實績の急增や1964年の爲替自由化によっ
て對外指向的な工業化への轉換が圖られることになった0 これについて/ 表11をみると/ 成長率では
インフラの目標値の5.4％をさらに上回る8.9％の成長をした0 經濟成長を産業構造別の割合でみると
/ 農林水産業部門が37.9％に比べ/ 鑛工業やインフラ部門のそれは目標を下回っていることが確認で
きる0 工業構造別では輕工業部門が約7割を占めているのがわかる0 他方/ 投資財源は海外貯蓄/ す
なわち/ 援助や借款による資金調達が8.7％にも達しており/ 國內貯蓄の6.9％を上回っている0 また/
その資金は65.4％を社會資本整備に配分されている0 このように/ 第1次計畵は高實績を見せて基幹
工業の開發による自立經濟成長の環境を構築するのに貢獻したのである0 その後/ 韓國の政府および
一般國民は將來に對する希望と經濟計畵の實踐能力について
「成せばなる」
という自信を持ち得ること
にもなった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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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第1次經濟開發計畵とその實績
1962

1963

1964

(單位 : 100万ドル/ ％)

1965

1966

年平均値

計畵

實績

計畵

實績

計畵

實績

計畵

實績

計畵

實績

計畵

實績

經濟成長率

5.7

4.1

6.4

9.3

7.3

8.9

7.8

8.1

8.3

11.9

7.1

8.3

農林水産業

36.3

33.3

36.0

32.5

35.4

35.1

34.7

32.3

34.0

31.7

35.3

33.0

鑛工業

20.3

21.7

21.6

23.0

23.4

22.3

25.1

24.8

27.2

25.7

23.5

23.5

社會資本

43.4

44.9

42.4

44.5

41.2

42.6

40.2

42.9

38.8

42.6

41.2

43.5

投資率

20.1

12.4

23.0

18.1

24.1

13.5

23.3

13.2

22.7

18.2

22.6

15.1

國民貯蓄率

3.7

0.8

7.3

7.0

10.3

6.5

12.0

5.8

12.9

10.5

9.2

6.1

海外貯蓄率

16.4

11.2

15.7

11.1

13.8

7.4

11.3

6.9

9.8

7.2

13.4

8.8

輸出額

65.9

54.8

79.7

86.8

96.0

119.1

121.6

175.1

137.5

253.7

100.1

137.9

輸入額

456.7

421.8

483.9

560.3

486.9

404.4

485.0

450.0

492.3

673.2

481.0

501.9

資料 : 全國經濟人連合會編(1987)/「韓國經濟開發槪觀」
/ 756~757頁0

このような第1次經濟開發計畵の推進過程からみられる基本的政策手段の特徵をまとめると/ 第1に
政府の介入と指導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こと/ 第2に國民生活水準の全般的な上昇よりは産業生産
力の强化による企業資本蓄積の促進に重点を置く
「先成長後分配」
の原則が適用されたこと/ 第3に技術
向上のような成長の內的要因よりは資本および單純勞克力の量的投入增加による外的要因に依存する
成長であったこと/ 最後に對內指向的工業化というよりは對外指向的工業化であったことである0

23)

こうした實績から1960年代半ば頃にかけて韓國經濟は第1次産業から第2次産業中心へと轉換が圖
られ/ 經濟開發の基盤である社會資本整備へ力が入れられることになった0 それは政府介入により/
民間企業への强力な指導/ 國家による財政·金融·爲替の統制および支援を行った
「政府主導型經濟
開發」
としていわれているが/ 當時の韓國經濟の歷史的課題は/ 經濟自立の基盤を整備することであ
った0 その意味は經濟政策を支える財源を海外依存から自立すること/ すなわち/ 財政の自立を達成
することであった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韓國の經濟的成果について/ 第1次計畵はロストウ(W.W.Rostow)の成長段階論の離陸の先行條件を充足させる準備段階から要求さ
れた開發戰略であったという見解がある0 李海珠(1996)/「韓國經濟發展論」
/ 釜山大學校出版部/ 140頁0 ロストウは/ 經濟成長の
諸段階を傳統的社會(traditional society)/ 先行條件期(preconditions for take-off)/ 離陸期(take-off)/ 成熟期(drive to
maturity)/ 高度大衆消費社會(age of high mass-consumption)の5段階に分けている0 より詳しいことは/ 新田滋(1998)/「段階
論の硏究」
/ 御茶の水書房/ 191~200頁0
23) 經濟企劃院(1982)/「開發年代經濟政策(經濟企劃院30年史)」
/ 未來社/ 63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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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開發財政の形成と地方財政制度の整備
1) 開發財政の形成
韓國政府は經濟開發計畵を實施する際に/ 財政制度の整備もともに推進していた0 すなわち/ 韓國
經濟開發の財源調達の海外依存から脫皮して財政の自立を圖ることを最優先課題にした0 そうした財
政の自立を目指しながら/ 開發財政がどのように形成されたのかをみていく0
第1に/ 前述のように行政機構の改編により1961年7月
「經濟企畵院」
が設置されたことである0 そ
の長官は副總理の地位にあり/ 經濟關連省廳の各長官を指揮する權限を與えられた0 その內部組織は
建設部から總合計畵局や物動計畵局を/ 財務部から豫算局を/ 內務部から統計局を移管した0 そうし
た經濟企畵院に大統領から經濟政策への全權を委任することによって/ すべての經濟政策に對する總
合調整が可能になると同時に/ 關係省廳への指示および調整もできる强力な開發體制の中心として位
置づけられた0 この機構は官僚による
「中央調整制」
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0

24)

第2に/ 國家財政に關連する法的制度の再整備である0 まず1962年12月に憲法改正で豫算の審議決
が1961年12月17日に
定を審議確定にしたことをはじめ/ 從來の財政法を廢止して25_/ 「豫算會計法」
制定され/ 翌年から施行された0 從來の財政法と異なるのは/ 豫算會計法で豫算外の政府管理による
特別基金制度を置く一方/ 從來の
「審計院法」
を
「監査院法」
に代替させ/ 歲入·歲出の決算檢査等を强
化し/ また/ 豫算配分と資金供給との一元化が圖られた0 さらに公共料金の決定について/ 國會審議
による決定から公共料金審査委員會と國務會議の審議後大統領の承認による決定に變更された0 さら
に豫算編成指針制度と事業別豫算制度が導入された0 同年12月31日には
「企業豫算會計法」
が公布され
た0 そこでは一般會計豫算で扱われた政府企業である鐵道·通信·專賣·糧穀管理および調達が企業
特別會計となり/ 豫算の計畵性や資金の效率的利用が試みられたのである0

26)

第3は經濟開發を支援する稅制改革である0 1962年から始まる第1次經濟開發5ヵ年計畵を支援する
ための財源調達ということで/ 1961年末に稅制改革が行われた0 その改革方向および內容は/ 第1に
「自進納稅主義」
と
「根據課稅主義」
によって稅務行政の合理化を圖ること/ 第2に低い國民所得水準に
對應して勤勞所得への減稅と間接稅への增稅を通じる彈力的稅制を構築すること/ 第3に法人稅の減
稅や公開法人についての各種の優遇措置による貯蓄や投資を促進させる稅制とすること/ 第4に生活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經濟企畵院を中心に强力な政府主導の經濟成長を官僚による
「中央調整制」
とよぶ0 大西裕(1991)/“韓國官僚制と經濟成長”
/「法學論
叢」
第130卷第1·4號/ 京都大學0
25) 財政法は韓國戰爭中の1951年9月24日に制定公布され/ 約10年間2回の改正をしながら/ 韓國の國家財政と會計の具體的な制度を定
めた0
26) 韓國開發硏究院編(1991)/「韓國財政40年史第6卷」
/ 213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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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需品の非課稅や贅澤品の增稅など公平な稅制を作ること/ 第5に國稅と地方稅の調整による稅目の
簡素化と地方稅源の確保を圖ることであった(財務部, 1979:340-345)0 こうした目標に沿って國稅
と地方稅の體系の再整備が行われた0 表12と表13によると/ 從來國稅20稅目/ 地方稅18稅目であっ
たものが/ 13稅目の廢止/ 4稅目の新設/ 4稅目の移讓によって/ 結局國稅15稅目/ 地方稅13稅目に
簡素化された0
その後每年部分的な稅制改革が行われることになった0 1966年3月には從來稅制や稅務行政を擔當
してきた財務部の司稅局を稅制局へ改編して租稅制度全般を擔當するようになり/ さらに國稅廳が新
設された0 その結果/ 稅務行政の效率化/ 稅源および脫稅防止のための調査機能が强化された0 また
/ この間の稅制改革によって/ 稅收が前年對比で6割近く急增することになった0 表9をみると/
1968年の一般會計歲入の內/ 稅收は7割を上回り/ その後も增加傾向にあり/ 韓國內で基本的に稅收
の確保ができる狀況になった0
また/ 1967年稅制改革は/ 次のような特徵をもっていた0 すなわち/ 以前1961年末の稅制改革は
課稅の便利性に基づき/ 國稅の地方稅への移讓および開發稅制の準備であったのに對して/ 經濟開發
のための支援稅制への强化を目的とする全面的な稅制改革であった0 それは經濟開發計畵の豫想を超
えた實績に自信を持ち/ 第2次經濟開發5ヵ年計畵の推進に伴う財政需要の增大に應じ得る稅收の確保
が最大の目的であった0 財政の自立は經濟自立を支える最も重要な基準であり/ それが目標とされた
のである0
1967年稅制改革による開發支援稅制の强化の內容は稅務行政の合理化/ 部分的な總合所得稅の導
入/ 土地資本利得課稅の導入/ 投資促進誘引/ 經濟安定への寄與などであった0 その內容についてや
や詳しく見ると27)/ まず第1に所得稅について/ 分類所得2つ以上の合計所得が年間500万ウォンを超
える高所得者について15-55％の累進稅率を適用する總合所得稅を導入した0 それは總合所得稅制へ
の轉換する前段階的な導入であった0 そして/ 勤勞所得稅や不動産所得稅/ 事業所得稅の最高限界稅
理を50-55％水準まで引き上げた0 第2に法人稅の場合/ 公開法人について非公開法人より5-10％低
い稅率を適用した0 第3に不動産投機抑制稅を新設して土地の資本利得についての課稅制度が導入さ
れた0 第4に間接稅の增稅である0 すなわち/ 物品稅の課稅對象を2倍に擴大させ/ 酒稅の從價稅への
轉換/ 石油類稅の課稅對象の擴大/ 相續·贈與稅の稅率を30％から70％に引上げることになった0 結
局そうした稅制改革や稅務行政制度整備によって/ 1964年以降赤字財政から黑字財政への轉換し/
政府貯蓄の增加/ 財政自立の達成をもたらした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崔洸·玄鎭權編(1997)/「韓國租稅政策50年第1卷」
/ 韓國租稅硏究院/ 116-119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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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れに/ この時期/ 稅制だけでなく/ 財政制度全般にかかる再編·整備が進められた0 まず第1に/
財政投融資制度の整備である0 韓國の財政投融資制度は/ 第3節で檢討したように/ 1954年の對充資
金特別會計や經濟復興特別會計/ 援助資金の管理運營からはじまり/ 當時は援助資金と産業復興國債
がその財源になって戰後/ 主に經濟再建のための社會資本整備に配分された0 しかし/ その財源につ
いて制約があった0 すなわち/ 援助の遲延と減少/ 國債發行によるインフレという制約によって定着
できなかった0
そうしたところで1961年末の
「財政資金運用法」
および
「財政資金運用特別會計法」
に基づき/ 翌年
「財政資金運用特別會計」
が設置されて財政融資を擔當し/ 1962年11月末の
「經濟開發特別會計法」
に
より/ 翌年
「經濟開發特別會計」
が設置されて財政投資を擔當することになる0 その財源は/ まず財政
資金運用特別會計は他會計から轉入された資金をその投資財源として/ 經濟開發特別會計は一般會計
<表 12> 國稅體系の變化(1945~1967)
1945.11

1948

1950.4

1954-1957

所得稅/ 法人資本稅/
特別法人稅/ 地稅/
事業稅/ 資本利子稅/
取引所特別稅/ 鑛稅/
相續稅/ 臨時利得稅/
利益配當稅/ 公私債
利子稅/ 爲替債特別

所得稅/ 地稅/
法人資本稅/ 事
業稅/ 鑛稅/ 相
續稅/ 臨時利得
稅

所得稅/ 法人稅/ 所得稅/ 法人稅/
地稅/ 營業稅/ 臨時土地取得稅/
鑛稅/ 銀行券發 營業稅/ 鑛稅/
行稅/ 相續稅

相續稅/ 贈與稅

稅

1958-1960

1962

1967

所得稅/ 法人稅/

所得稅

相續稅/ 鑛稅/ 所得稅

法人稅

登錄稅/ 敎育稅/ 法人稅

相續稅

自動車稅/ 資産 相續稅

登錄稅

再評價稅/ 臨時 登錄稅

資産再評價稅

爲替特別稅/ 臨 資産再評價稅

不動産投機抑制

時土地收得稅

稅

銀行券發行稅通 通行稅
行稅

遊興飮食稅

銀行券發行稅/ 建築 遊興飮食稅

入場稅

稅/ 通行稅/ 遊興飮 入場稅

酒稅

食稅/ 入場稅/ 酒稅/ 酒稅/ 織物稅

織物稅

織物稅/ 物品稅/ 電 物品稅

物品稅

氣ガス稅/ 馬券稅/ 電氣ガス稅

電氣ガス稅

關稅/ 骨牌稅/ トン 馬券稅

馬券稅

稅/ 出航稅/ 印紙稅/ 關稅/ 骨牌稅

關稅

淸祺飮料稅/ 登錄稅/ トン稅

骨牌稅

特別行爲稅/ 廣告稅/ 印紙稅

トン稅

取引稅/ 砂糖消費稅

淸祺飮料稅

印紙稅

登錄稅

淸祺飮料稅

特別行爲稅

免許稅

通行稅
遊興飮食稅
入場稅
酒稅
物品稅
電氣ガス稅
馬券稅
印紙稅
登錄稅
關稅
トン稅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編(1991)/「韓國財政40年史 第4卷」
/ 63~66頁0

營業稅

營業稅

通行稅

通行稅

遊興飮食稅

入場稅

入場稅

酒稅

酒稅

物品稅

物品稅

電氣ガス稅

電氣ガス稅

石油類稅

馬券稅

印紙稅

關稅

關稅

トン稅

トン稅

營業稅
通行稅
入場稅
酒稅
物品稅
電氣ガス稅
石油類稅
印紙稅
證券取引稅
關稅
トン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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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3> 地方稅體系の變化(1949~1961)
1949.12

1952.9

國稅付加稅: 地稅/ 營 國稅付加稅：鑛稅

1958.2

1961.12

國稅付加稅 : 營業稅/ 國稅付加稅 : 營業稅/ 國稅付加稅: 營業稅/ 所

獨立稅: 戶別稅/ 家屋 鑛稅

業稅/ 鑛稅
特
別
市
道
稅

1957.2

鑛稅/ 自動車稅

得稅/ 法人稅

獨立稅: 戶別稅/ 家屋 稅/ 林野稅/ 屠畜稅/ 獨立稅: 戶別稅/ 家屋 獨立稅: 戶別稅/ 家屋 獨立稅: 自動車稅/ 取得
稅/ 戶別稅/ 家屋稅/ 漁業稅/ 車兩稅/ 免稅 稅/ 林野稅/ 屠畜稅/ 稅/ 林野稅/ 屠畜稅/ 稅/ 馬券稅/ 免許稅/
林野稅/ 屠畜稅/ 漁業 地特別地稅/ 動力稅/ 漁業稅/ 取得稅/ 車兩 漁業稅/ 取得稅/ 車兩 遊興飮食稅
稅/ 車兩稅/ 不動産取 船舶稅/ 金庫稅/ 廣告 稅/ 特別行爲稅/ 動力 稅/ 特別行爲稅/ 動力
得稅/ 免稅地特別地稅/ 稅/ 電話稅/ 狩獵稅

稅/ 免許稅

稅/ 免許稅/ 船稅

人亭稅

市
邑
面
稅

國稅付加稅: 地稅/ 營 國稅付加稅: 鑛稅

國稅付加稅 : 營業稅/ 國稅付加稅 : 營業稅/ 國稅付加稅: 營業稅/ 所

業稅/ 鑛稅

鑛稅

鑛稅/ 自動車稅

得稅

道稅付加稅 : 不動産取 道稅付加稅 : 道の獨立 道稅付加稅 : 道の獨立 道稅付加稅 : 道の獨立 道稅付加稅：道の獨立
得稅/ 戶別稅/ 免稅地 稅に付加稅

稅に付加稅

稅に付加稅

特別地稅/ 家屋稅

稅に付加稅(馬券稅敍
外)

獨立稅 : 特別營業稅/ 獨立稅: 交通稅

獨立稅: 伐木稅/ 交通 獨立稅: 交通稅

船舶稅/ 車兩稅畜犬稅/

稅

獨立稅: 財産稅農地稅

交通稅
目
的
稅

初等敎育稅 : 戶別稅付 初等敎育稅 : 戶別稅付 敎育稅: 戶別稅付加稅

洞/ 里稅/ 都市計畵稅/ 都市計畵稅

加稅/ 特別賦課金/ そ 加稅/ 特別賦課金/ そ その他: 洞·里稅/ 都 共同施設稅/ 地方敎育 共同施設稅
の他

の他

市計畵稅/ 共同施設稅

稅

資料 : 內務部(1987)/「韓國地方行政史 上」
/ 819~826頁0

や特別會計の余裕資金を融資財源として使用したのでる0 財政投融資の資金配分について/ 表11をみ
ると/ 社會資本への配分が目立つことがわかる0 第1次經濟開發計畵期には4割を上回る實績となって
おり/ 産業投資配分と比較すると/ 社會資本のほぼ半分を上回りながら/ 財政投融資によって配分さ
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0
第2に/ 公企業の擴大である0 1962年8月13日に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を公布し28)/ その範圍は
政府出資資本金が5割以上/ 歸屬財産の5割以上が政府歸屬された企業體を政府投資機關とした0
1960年末の公企業は19社であり/ そのうち3社を除いて16社が植民地時代からあった企業を土臺に
したものである0

2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韓國開發硏究院編(1991)
『前揭書第3卷』
/ 134~135頁0
29) 植民地時代の歸屬企業をそのまま公企業にした16社は/ 韓國銀行·韓國産業銀行·韓國造幣公社·大韓石炭公社·大韓海運公社·大
韓造船公社·韓國運輸株式會社·大韓重石株式會社·大韓重工業公社·大韓鐵鑛株式會社·朝鮮電業株式會社·京城電氣株式會社·
南鮮電氣株式會社·朝鮮機械製作所·三成鑛業會社/ 朝鮮住宅營團であり/ 新設した3社は/ 國定敎科書株式會社(1952)/ 大韓文敎
書籍(1952)/ 忠州肥料株式會社(1958)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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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うした公企業は1960年代になると/ 重化學部門30)/ 金融部門31)/ エネルギ:部門32)/ 運輸部門33)/
農漁村部門34)を中心にして次7新設された0 そうした公企業部門の付加價値の對GNP比は/ 1963年
に6.7％/ 1970年のそれは9.2％を占めている0 また公企業の總固定資本形成に對する割合をみると/
1963年に31.8％を占め/ 政府のそれ(9.5％)を3倍も上回り/ 民間企業(32％)とほぼ同じ割合を占め
ている0 こうした大きな比重は1962年からの經濟開發計畵の實施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0 經濟開發
を通じる國家發展を目指す場合/ 資本不足や民間企業の經驗不足という經濟狀況から出發せざるを得
ず/ 開發手段として
「政府主導型開發戰略」
を採用し/ 公企業を通じたインフラ部門へ政府の直接參加
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のである0

2) 地方財政制度の整備
以上のように開發計畵·開發政策を支える財政制度は强化の方向で整備されたが/ 福祉や地方に關
しては複雜な過程をたどることになった0 まず第1に/ 社會福祉制度の整備である0 1950年代までは
援助物資による國家の救護が福祉制度の全部だった0 政府樹立時/ 憲法に弱者の公的保護を規定した
が具體的な法的制度のないまま/ 韓國戰爭が勃發し/ 休戰後は經濟復興や安定に力を入れたので/ 社
會福祉は援助に依存するしかなかった0 また軍事費や經濟再建への支出と財政安定化政策による財政
緊縮のための財政的な制約から社會福祉は先送りになるしかなかったのである0 1961年に成立した
軍事政權は憲法改正を行い/ その際生存權を規定し/ それに基づいて社會福祉關連諸法も制定した0
35)

また/ 社會保險や公的扶助/ 社會福祉など社會保障制度に關する諸法を制定した0 しかし/ そのう

ち實際に實施したのは公務員年金制度/ 軍人年金制度/ 産業災害保險制度のみであった0 そうした導
入は軍人や公務員を動員して軍事政權の經濟開發計畵の推進を支える基盤を形成するものであった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重化學部門の新設は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68新設)·韓國機械工業株式會社(63改稱: 朝鮮機會製作所)·仁川重工業株式會社(62改
稱:大韓重工業公社)湖南肥料株式會社(63新設)·忠州肥料·韓國肥料(63)·大韓造船公社である0
31) 金融部門の新設は中小企業銀行(62改稱: 農業銀行)/ 國民銀行(63統合改稱: 韓國無盡·中央無盡·大丘無盡·振興無盡株式會社)/
韓國再保險公社(63新設)/ 韓國證券取引所(63改稱:大韓證券取引所)/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65新設)/ 韓國住宅銀行(67新設)/ 韓
國外換銀行(67新設)/ 韓國信託銀行(68新設)/ 韓國産業銀行(69國家持株會社)/ 韓國銀行(62年無資本特殊法人)/ 韓國投資公社(68
新設)である0
32) エネルギ:部門の新設は大韓石炭公社(50)/ 韓國電力株式會社(61統合改稱:南鮮電氣·京城電氣·朝鮮電業株式會社)/ 大韓石油公
社(62新設)/ 大韓鑛業振興公社(67新設)/ 大韓重石公社(61年改稱)/ 大韓製鍊公社(61改稱:三成鑛業會社)/ 大韓鐵鑛開發株式會社
(61)
33) 鐵道廳/ 大韓航空公社(62新設)/ 大韓海運公社(50)/ 大韓通運株式會社(61統合改稱:韓國運輸·韓國米穀倉庫株式會社)である0
34) 農漁村部門の新設は農魚村開發公社(67新設)/ 韓國水産開發公社(63新設)/ 農業振興公社(70統合改稱:地下水開發公社·土地改良組
合)である0 その他は大韓貿易振興公社(62新設)/ 國際觀光公社(62統合改稱:大韓旅行社·鐵道ホテル)/ 韓國鑑定院(69新設)を新設
した0
35) 1961年に淪落行爲等防止法/ 更生救護法/ 生活保護法/ 兒童福利法の制定/ 1962年に船員保險法/ 軍人保險法/ 災害救護法/ 公務員
年金法/ 國家有功者特別法の設定/ 1963年は軍人年金法/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社會保障に關する法律/ 勞克組合法/ 醫療保險法/
1967年は職業安定法などを制定した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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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4> 地方財政規模の推移(1951~1970)

(單位 : 億ウォン/ ％)

年度

中央財政
對GNP比

地方財政
對GNP比

地方財政

一般會計

特別會計

敎育特別會計

合計

金額

割合

金額

割合

金額(D)

1951

—

—

1

0.96

100.0

-

-

—

1952

—

—

3

3.2

100.0

-

-

—

1953

25.1

1.6

7

7.5

100.0

-

-

—

1954

33.0

3.9

25

25

100.0

-

-

1955

40.1

6.5

74

74

100.0

-

-

1957

36.2

6.3

95

83

87.4

12

12.6

28

1958

29.5

5.7

115

100

87.0

15

13.0

39

1959

27.1

6.6

142

121

85.2

21

14.8

54

1960

29.4

6.3

153

132

86.3

21

13.7

58

1961

27.4

5.8

168

151

89.9

17

10.1

21

1962

34.0

4.4

155

127

81.9

28

18.1

119

1963

22.2

4.1

207

175

84.5

32

15.5

123

1964

17.0

3.3

235

199

84.7

36

15.3

133

1965

19.3

4.0

323

269

83.3

54

16.7

163

1966

22.6

5.2

535

438

81.9

97

18.1

265

1967

23.1

5.9

741

599

80.8

142

19.2

335

1968

24.8

6.7

1093

736

67.3

357

32.7

457

1969

27.2

7.7

1631

1192

73.1

439

26.9

617

1970

22.0

6.9

1883

1412

75.0

471

25.0

810

注 : 1. 中央財政は歲出決算純計/ 地方財政は歲出決算總計である0
2. 地方財政は一般會計と特別會計の合計である0
3. 特別會計は公企業特別會計とその他特別會計の合計である0
4. 敎育費特別會計は/ 敎育區敎育委員會の規模である0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1991)/「前揭書 第4卷」
/ 內務部(1987)/「前揭書 上」
/ 行政自治部/「地方財政年鑑」
/ 各年度/ 敎育人的資源部/
「敎育統計年報」
/ 各年度0

第2に/ 地方財政制度の整備である0 1949年7月4日
「地方自治法」
が制定·公布されて韓國戰爭中の
1952年4月に地方選擧により地方議會ができた0 ところが/ 1961年のク:デタ:により地方議會は强
制解散された0 以後地方議會の復活まで30年間の時間が掛かることになる0 一方/ 1958年3月11日に
は從來の
「地方分與稅法」
が廢止され/ 「地方財政調整交付金法」
が制定·公布された0 それは地方財政
の調整によって最小限の行政費を保障するという目的を持ち/ いわゆる國による住民への最低限の行
政サ:ビスの提供という意味を持つものである0 そうした地方財政調整交付金制度は1964年12月31
日に再編され/ 新たに
「地方交付稅法」
が制定·公布された0 1963年11月11日に
「地方財政法」
が公布
され地方財政に關する具體的な法的規定が置かれることになる0 こうして一應整備された地方財政は
/ 一般會計と特別會計/ 敎育費特別會計から構成され/ さらに1969年には
「地方公企業法」
も制定さ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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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0
では/ 地方財政について/ 表14をみると/ 地方財政規模が增加傾向にあるが/ その規模が小さく/
中央財政の2割前後を占める程度であるが/ 敎育費は含まれていない0 また地方財政は/ 一方歲入で
地方稅收の割合が低く/ 中央からのは交付金や補助金などに4割以上を依存している0 他方歲出は
1960年代に入ってから經濟開發費が急增する0 經濟開發計畵の實施によって/ 開發財政の一環とし
て地方財政も動員されているとみられる0 それに敎育費特別會計の財源も8割近くを國庫負擔に依存
しているので/ 地方において中央への財政依存はさらに多くなる0
最後/ 以上の財政制度の再編後歲出內譯がどのように變化したか確認しておこう0 表1-8を見ると/
從來と同じく防衛費や經濟開發費の支出が最大の支出を占めているが/ 防衛費は減少傾向がみられる
反面/ 他の部門の支出が增えつつあることがわかる0 特に第1次經濟開發計畵以降/ 1960年代半ばを
畵期にして財政自立が達成され/ 他の部門への支出を增加させる余裕ができつつあることを示してい
る0 實際/ 敎育費/ 社會開發關係費/ 經濟開發關係費/ 地方交付金が增加傾向にあることから確認で
きる0 しかし/ 從來と變わらず/ 防衛費や經濟開發費は多くの割合を占めているので/ いぜんとして
財政政策上の選擇肢において財政制約になっていると言えよう0

おわりに

以上のような檢討を簡單にまとめると/ 韓國は解放とともに南北に分斷され/ 南では米軍政の下で
財政の中央集中や集權化され/ 韓國政府樹立後も財政集中が繼續した0 對外的な冷戰體制の影響下で
軍事費への支出が膨張し/ 國家體制を整えようとした矢先に韓國戰爭が勃發して戰時體制に突入した
のである0 財政面では/ 米軍政下の赤字財政問題を解決しようと財政緊縮を圖り/ 安定化する直前に
戰時財政への轉換を余儀なくされることになった0 戰時財政下で稅收の擴大や公債發行による戰費調
達を試みたものの/ 戰後救護および經濟復興のための財源不足は解決できなかった0
韓國戰爭後も財政膨張は軍事費と經濟復興費によるもので/ 國內での財源調達のため所得課稅の減
稅と間接稅の增稅を行ったが/ 十分な成果を出せず/ 結局/ 財源は海外援助に依存することになった
0 それが經濟財政の安定化という財政緊縮という條件付きだったので/ 一方では援助收入の軍事費お
よび經濟再建費支出の膨大さからくる財政制約/ 他方では財政安定化政策による他部門への支出抑制
と海外援助依存による政策の選擇肢の制約があった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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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年に成立した朴政權は强力な開發意志をもって經濟開發の總合管理機構を設置し經濟開發計
畵を推進した0 1960年代の稅制改革を通じて/ 稅收基盤が强化され財政の自立が基本的に達成され
た0 獨立後/ この時点で租稅國家としての體制が整ったのである0 その過程で財政や稅制は開發財政
と開發稅制としての性格を具備することになった0 すなわち/ 稅制改革や稅務行政の强化により稅收
は7割を占めるようになり/ 他方/ 企業の投資促進および優遇措置が創設·擴充された0
また財政投融資を利用して政府が社會資本整備に直接參加する公企業政策を展開し/ 資本や企業の
經驗不足からくるリスクを政府主導で乘り越える方策がとられた0
社會保障制度の整備についても軍人年金/ 公務員年金/ 産業災害補償保險など特定職域を中心にし
た一部の社會保險制度の整備が優先され開發財政の一環に位置づくことになった0 また地方自治制停
止のもとで經濟開發關係費を中心とする地方財政を支える財政調整制度が定着し/ 敎育費を特別會計
にし國家が直接管理する體制が形成された0
こうした韓國財政は財政の法的制度の整備/ 海外借款に基づき/ 特別會計の擴大および基金制度を
通じた公企業の擴大/ 財政投融資を活用した經濟開發への財源配分/ 國家主導による經濟開發と地方
財政調整制度によるサポ:トなどの
「開發財政」
を形成したのである0 韓國經濟は/ 1960年代半ばを
畵期に高度成長に入り/ 開發財政や稅制が本格的に展開し/ また新たな課題に對處していくことにな
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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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복구비만도 연평균 4
조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중 대다수는 태풍과 홍수에 의한 풍수해 피해로서 반복되
는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R&D 정책의 중점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
는 부문에 치우치는 결과를 낳아 방재연구를 위한 R&D 지원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반면에 방재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예방사업 위주의 재정투자로 인해 복구비지출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피해의 경감을 위한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먼저 선진국 가운데 방재행정에 있어 우리보다
앞선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
히 일본의 방재 연구개발(R&D) 체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방재행정의 개선을 위한 재난관리체제 및 방
재 연구개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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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eatures of Flood
Management and R&D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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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year human and property damages are extremely huge due to lots of different disasters in this
country so that it is urgent to prepare some measures of preventing disaster damages especially derived
from typhoons and floods. Both Japan and USA have put more emphasis on preventive measures in
handling disasters through more investm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article trie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wo countries. It compares them in terms
of laws and institutions, operation, and R&D investment and suggests some future directions to
impro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untry.

Key words _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D, law and regulations, operations, budg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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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언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복구비만
도 연평균 4조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1) 특히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중 대다수는 태풍과 홍수에 의한
풍수해 피해로서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26조)에서는‘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16개 분
야의 대책을 정하고 있는 바,3) 이 가운데 부처별, 사업별로 재정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풍수
해대책, 설해대책, 가뭄재난대책, 지진재난대책, 해일대책의 5개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풍수해대책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다. 1996-2005년 사이의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 가운데 87.8% 이상이 태풍과 호
우 등 풍수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풍수해 대책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제1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에 포함된 재정투자계획에 의하면 풍수해대책의 경우 총 11개 부처
27개 사업에 2005-2009년간 약 37조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재난관리 재정 가운데
특히 중요한“재난예방”
과 관련하여 개념정의나 범위설정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4)
사전적 재난예방에 필요한 방재 연구개발((R&D) 재정이 매우 미흡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초기부터 연구개발(R&D) 시책이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개입이 당연시되었다. 한국도 제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모든 정
권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의 육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R&D정책의 특징은 ’
70년대
발전국가 시절 이후 정책금융과 조세지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특정산업에 지원하던 방식이 ’
90년대 들
어 WTO에서 금지된 이후 첨단산업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정보인
프라 건설과 경쟁유인 체계를 만드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으로 전환되었다(임혜란, 2005: 75).
즉 한국의 R&D 정책의 중점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문에 치우치는 결과를 낳아 방재연구를 위
한 R&D지원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방재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예방사업 위주의 재정투
자로 인해 복구비지출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
01-’
06년의 6년간 일본은 예방투자에 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01-2006년간 연평균 4조 2천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291).
2) 본 연구에서는 재난 가운데 특히 홍수에 의한 재난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연구제목을 홍수관리행정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연구내용에 있어
선 홍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의 관리를 다루고 있다.
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은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서 2004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책임 하에
제1차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5년 단위의 중기 국가재난관리정책이다.
4)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한‘국가방재사업유형분류(안)’
에 따르면 국가방재사업은 크게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후복구로 나뉘며, 전자는 다
시 방재연구, 재해경감 및 국토보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히 방재연구는 비구조적 대책에 해당하는 바 이에는 연구개발(R&D)사
업, 일반연구용역, 그리고 기타 방재연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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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엔, 피해복구에 7조엔을 지출한 반면, 한국은 예방투자에 3조원, 피해복구에 7조원을 지출하였
다. 전체 방재예산에서 차지하는 예방투자 예산의 비율이 일본은 평균 78.8%에 달하는 데 반해 우리
는 41.9%에 머물고 있다. 한편 방재관리에 있어 예방투자는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미국의 경우 1달러를 재해예방에 투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4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305).
미국은 재난관리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부여와 전문인력 구성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초연구부터 실무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총무
성 소방청에 소방대학교와 소방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방정부인 도₩도₩부₩현별로 소방학교와 소방
연구소가 있어 방재교육 및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관련 부서가 전문인력으
로 충원되어 있지도 못하며 특히 소방분야의 경우 제대로 된 연구소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문연
구가 이루어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상대, 2004: 65).
본 논문에서는 재난피해의 경감을 위한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먼저 선진국 가운데 방재행정
에 있어 우리보다 앞선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체제(중앙 및 지방)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방재 연구개발(R&D) 체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방재행정의 개선을 위한 재난관리체제 및 방재 연구개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II.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체제5) : 비교분석 및 시사점

재난관리체제(Disaster Management System)는 재난(災難)6)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
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남궁근,
1995: 959). 재난관리체제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체제이며,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호 관련된 기관들끼리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
려는 체제이다(Comfort, 1988: 344-349; May, 1985: 40-4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방재선진국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로서 미국과 일본을 선택하였으며, 특히 재난유형으로서 미국은 태풍
피해를, 일본을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6)‘재난’
은 영어로는 disaster, hazard, catastrophe, crisis 등으로 표현되고, 우리말로는 재해, 재난, 위기, 위험, 위난이란 용어가 혼용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난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방재(防災)와 재난관리(災難管
理)를 서로 혼용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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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재난관리는‘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니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
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가능한 빠르게 정
상상태로의 복귀를 돕는 것’
을 의미한다(Pickett & Block, 1991: 263). 실무적으로는‘수해, 풍해, 지
진, 화재, 폭발사고 등의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조치하는 활동이나 재난 발생 시 이를 극
복하고 수습하는 제반활동’
으로 정의된다(김영수, 1998: 11; 양기근 외, 2006: 2). 법적으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것처럼‘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재난을 관리(예방, 대응, 복구)하는 데 필요한 법령과 제도, 행
정체제 및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 방식은 크게 분산형 관리와 통합형 관리로 구분된다(유충, 1999: 40). 분산형 관리는 다양
한 기준에 의하여 재난을 유형화하고 재난유형별로 각각 재난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하나 재난 시 유
사기관간의 중복대응, 과잉대응 혹은 무대응의 문제를 야기하며, 다수기관간의 조정곤란, 반복통제라
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것이 통합형 관리로서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
응자원 및 대응방식에 있어서 유사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하나의 관리주체
가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관련기관들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 미, 일간의 재난관리체제를 분석하는 틀로서는 기본적으로 3개국의 법령과 제도, 방재관련 조직
과 기구를 비교하되 특히 재난관리방식(분산형과 통합형)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아울러 방
재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목표, 연구방향과 과제를 비교 고찰하고 있다.

1. 미국의 재난관리체제
1) 기본 구조
미국의 재난관리체제는 기본적으로 집권적이 아니라 분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연방재난관리청
(FEMA)외에 다른 연방기관들도 자신들과 관련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상위정
부의 지원 없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관리에 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다른 연방기관들도 자신들의 영역에서 중요한 재난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열대성예보센터(TPC)를 포함하여 미전역에 121개 기상예보사
무소(WFO)를 갖고 있는 국립기상서비스(NWS)는 상무부(DOC)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
통부(DOT)는 위험물질 수송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고정시설물에 담긴 위험물질에 관해서는 국가화
재보호협회(NFPA)가 규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FEMA, 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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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아메리칸 인디안, 비정부기관과의 사이에서 조정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재난관리체제(IEMS)에서는 네트워킹과 동반자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FEMA, 2006-2). 또한 미국의 재난관리체제는 모든 부문에서 매우 강력한 조정(coordination)을 요
구하고 있다. 정부기관들 간의 조정을 위한 다중기관조정체제(MACs)가 존재하고 있는 바, 다중기관
조정체제는 조정을 목표로 하여 인적자원, 장비, 시설물, 통신체제, 기타 절차를 포함한 재난네트워크
의 모든 요소를 결합시키고 있다(FEMA, 2006-3).

2) 정부조직과 기능
미국의 재난관리 정부조직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나누어지는 바, 이 같은 재난관리체
계에서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녀왔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은 연방재난관리
청을 신설하고 1974년의
「재난구호법」
에 의거 대통령에게 부여된 대부분의 권한을 연방재난관리청장
에게 위임했다. 1992년 클린턴 행정부는 새로운 비상관리정책을 펴기 시작했는 데 이는 민방위 중심
의 연방재난관리청을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에 대해 포괄적인 대응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연방기관으
로 개혁하는 것이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는 미국의 안전과 방재에 관련된 부서를 통
합하여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였다.
미국의 방재관리 조직으로는 연방정부 수준에서 국토안보부(DHS),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있으
며, 주정부 수준에서 위기관리본부(OES), 작전센터(SOC), 조정센터(SCC)가 있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위기관리국(EMA)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은 어떠한 종류의 위난이나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 기능
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정부업무연속성확보(COOP)”
라 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기
관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 정부기능을 12시간 이내에 재가동시켜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30일 동안 지속
시켜야 한다. 동시에 정부기관은 대체시설물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업무연속성확보가 특정한
연방부처에 적용될 때 이를“정부연속성확보(COG)”
라 한다(FEMA, 2005-2; FEMA, 2005-3).

(1)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미국의 재난관리 중앙조직 체제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2001년 이전까지 미국의 국가방재시스템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에 따라 자연·인위재
난에 대해 전문기술이 필요한 하드웨어 시설부분의 계획과 대응활동, 복구사업은 각 행정부처가 담당
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구조활동과 소방, 재해정보의 수집, 재해보험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활동만을 전담하여 상호간 분명한 업무구분이 있었다. 하지만 9₩11테러로 인해 정보통신시설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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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보호, 국경강화와 미국내 외국인활동 통제, 방재관련 첨단기술의 개발, 재해의료 강화가
가능하도록 22개 국내기관들을 통합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를
창설하였다.
2003년 이후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새로 생긴 국토안보부 아래 위치하게 되었으며, 주정부는
재난관리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연락처 역할을 한다. 주정부 아래 지방정부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관리에 관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
해 및 재난,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기획, 대비훈련, 피해경감, 대응 및 복구지원 등과 같은 업무를 관장
하고,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재해 및 재난발생시 기술지원과 교육, 연방재난계획(FRP:
Federal Response Plan)을 통한 연방차원의 지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출
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여전히 기관의 위계와 전문성에 기반을 둔 견제와 균형이
념에 기초하고 있다(하규만·안지영, 2006: 725-39).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창설시 FEMA가 흡수되면서 연방소방청(USFA)은 독립청의 지위를 강
화하게 되어 강력한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연방소방청은 형식상 국토안보부내 비상
준비대응(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조직으로 있으나 실제론 독립적인 지휘계통을
갖고 있는 국토안보부 외청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연방소방청 산하에는 국가비상훈련센터(NETC)와
비상관리연수원(EMI), 국립소방학교(NFA)가 소속기관으로 있으며,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등 재난유
형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조정업무와 대응업무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이병기·김건
위, 2008: 116-22).

(2) 주정부의 재난관리
재난관리는 원칙적으로 주(州)정부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어떤 재난상황에서는 연방정부의
개입 및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미국 전역을 10개의 광역구역(section)으
로 구분하고,7) 각 구역에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FEMA는 지역사무
소를 통해 지역요구를 수렴하고 각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재난규모에 관계없이 구난활동은 발생지역의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이는 국가차원의
재난관리가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난관리에 의해서 그 효과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10개 광역구역은 ① 보스톤 ② 뉴욕 ③ 필라델피아 ④ 애틀란타 ⑤ 시카고 ⑥ 덴튼 ⑦ 캔사스 ⑧ 덴버 ⑨ 샌프란시스코 ⑩ 보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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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모든 재난을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다
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는 자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구난활동을 펴며 피해상
황을 주정부의 위기관리본부(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통보한다. 이어서 지방정부는 재난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 위기관리본부에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이 지원요
청에 의하여 주정부는 공식적으로 긴급 대응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재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기관
리본부장은 주지사에게‘위기상황’
(State of Emergency)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으로 구분하여 재난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전자에는 각종
재난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교육, 지역재난관리계획의 수립, 사전 재난위험성 검토 등이 해당
되고, 후자에는 재난 발생시 피해경감, 대응,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 및 대응시스템이 해당된다.
예컨대 시(市)정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재난관리국(Emergency Operation
Division: EOD) 혹은 재난대비국(Emergency Preparedness Division: EPD)으로 직제 상 명시되
고 있으나, 통상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재난운영기구(Emergency Operation Organization: EOO)를
설치·운영한다. 재난운영기구는 지방정부 내 다면조직으로서 다양한 부서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재
해대비와 재난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재난운영센터(Emergency Operation
Center: EOC)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운영기구는 재난대비, 대응 및 복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직
으로 지방정부의 모든 부처에 걸쳐 구성된 이른바 벽이 없는 전담조직이다. 특히 확고한 지휘명령 체
제로 재난발생 시 지방정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단일의 통합조직이다. 이
러한 재난운영기구의 업무수행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으로 재난운영위원회(Emergency
Operation Board: EOB)를 따로 두고 있다.

3) 미 재난관리의 특징
첫째, 재난관리 관련조직의 통합과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
부(DHS)를 설치하였던 바, 조직통합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재난발생 이후의 대응으로부터 재난예
방으로의 정책중심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9₩11 이전의 재난관리 정책은 재난발생 이후의 효율
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나, 국토안보부 신설이후 사전예방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미국의 재난관
리 관련조직의 통합은 기관별 인사 및 재정 등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단지 정책방향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일기관이 모든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기관별 재난업무를 조정·통합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기존 업무를 인
정하여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한 예이다(이병기·김건위, 2008: 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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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공식 재난관리체제의 보완이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자원봉사단
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연락기구(Voluntary Agency Liaison: VAL)를 설립하
였다. 동 기구는 연방재난관리청의 10개 지역사무소와 자원봉사단체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에 관한 안내사항을 지역사무소에 배포하고 있다(FEMA,
1999).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재난발생 시 경찰, 소방 등의 지역 비상대응기관들
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지역 긴급대응팀(CERT)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CERT에 소속된 자원봉
사자들은 재난발생 시 개인이 휴가를 내어 지원하는 형태의 운영을 취하고 있으며(FEMA, 2006-1),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 재난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업과 시민 등 사회부문이 재난관리에 있어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하규만·안지영,
2006: 725-39). 미국 기업들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사업연속성확보계획(BCP)을 수립하여 왔는데 이
는 전통적으로 회사 컴퓨터체제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백
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 국립표준협회는 국가화재보호협회(NFPA)1600을 기업의 재난준비규
정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 이는 재해관리의 실습에 관한 규정으로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업연
속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재난준비에서 파생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Moore & Curtis, 2004: 12). 미국 시민들은 여러 방법으로 재난을 대비하는 데 우선 재난대비 보험을 구입할 수 있고,8) 재난물
품 세트를 집과 사무실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양호한 재난준비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의 긴급대응팀
(CERT)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재난에 처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바, 지
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봉사단체(CBO)에 가입하여 활동을 미리 점검할 수가 있으며
(FEMA, 2006-1), 재난관리 전문가들과 일반시민들은 함께 재난훈련과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FEMA, 2003-2).

2. 일본의 재난관리체제
1) 기본구조
일본의 재해관리체제는 방재 법령과 계획, 그리고 재해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
직으로 구성된다. 방재관련 기본 법령으로는「재해대책기본법」및「재해구조법」
을 들 수 있고, 방재계
획은 방재기본계획과 지역방재계획으로 나뉘며 재해예방계획과 재해응급대책계획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익식·임승빈, 2008: 5-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미국에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재난보험이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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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법령, 계획 및 정부조직

(1) 방재법령
일본의 방재행정의 토대가 되는 법령으로는「재해대책기본법」및「재해구조법」
이 있으며, 이 두 법
이 재해대비와 재해발생시 긴급대책의 대강을 결정한다. 물론 방재대책은 여러 조직과 기관이 관여하
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은 이들 두 법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해대책에서는 소방이나
경찰이 담당하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소방조직법, 경찰법 등도 중요한 관련법령이 된다. 또 재해대책
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소방법, 하천법, 도로법 등의 사회기반정비에 관한 법
령과의 연계도 강하다. 나아가 방재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재해대책기본법」
은 방재에 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 필요한 체제를 확립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및 그밖에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제정한다(동법 1조). 동 법은 방재에 관한
행·재정의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여러 방재계획도 이 법에 의거하여 수립되고 있다. 동 법은 국가, 도
도부현, 시정촌, 그 외의 공공기관의 권한이나 책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재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나 재해발생 직후 가장 혼란이 극심할 단계에서의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정촌에 보다
큰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은 먼저 시정촌장이 지사에 보고하며, 재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정촌장은 방재기관에 출동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
서 지시를 하달한다. 재해발생으로 인해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시정촌장은 경계구역
을 설정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해구조법」
은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재해구조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조로는 수용시설(응급 가설주택 등)의 공여, 식료 및 음료수 공급, 침구 등의 생활필수품 대여,
의료 및 조산(助産), 피해자 구출, 피해주택의 응급수리, 생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구 등의 급여 또는 대
여, 학용품 급여 등이 있다. 동 법에서는 이러한 재해구조를 펼치기 위해서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서 필
요한 계획의 수립, 구조조직 확립, 노무, 시설, 설비, 물자, 자금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지사는 필요
하다면 의료 및 토목건축공사 관계자를 구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도 있다. 동 법에서는 재
해구조의 실시주체를 원칙적으로 도도부현 지사로 하고 있으며, 구조에 드는 비용도 도도부현이 지불
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비용지불을 위해 도도부현은 재해구조기금을 적립해야하는 데 일정이상 지
출한 경우에는 국고부담(50-9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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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계획
방재법령은 방재의 큰 틀을 정하고 있을 뿐 실제 방재행정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재해대책
기본법」
에 의거 수립된 각종 방재계획인 바, 이는 방재기본계획과 지역방재계획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일본의 방재관리는“방재기본계획”
이 중심이 된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지만 대지
진은 그렇게 빈발하는 편은 아니며 오히려 매년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태풍이나 호우에 따른 풍수
해이다. 또한 방재기본계획의 근거법인「재해대책기본법」
이 태풍의 교훈에 의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
에 풍수해 중심의 방재계획이 중심이 되고 지진대책은 비교적 허술하였다. 그러나 고베 대지진을 계기
로 대규모 지진대책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재평가가 이뤄져 현행 방재기본계획은 대지진이 일어난 후
인 1995년 7월 수립되었다. 방재기본계획은 지역방재계획, 방재업무계획 등 보다 구체적인 방재계획
의 기본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기본계획에서 지진대책을 강조한 것은 방재관계의 모든 계획에서
지진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역방재계획”
이란 자연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재해를 상정하여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진재해의 경우, 지역방재계획은
통상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수립된다. 즉 총칙이 있고, 계획의 목적, 기본방침, 용어정의, 관계기관의
범위나 책임분담의 틀이 정해진다. 총칙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세(地勢)나
과거 재해에 대한 분석, 분석에 입각한 재해발생 가능성과 피해예측이다. 재해발생 가능성과 피해예측
이야말로 재해예방계획과 재해응급대책계획의 양과 질을 규정하게 된다.
먼저‘재해예방계획’
은 도시계획, 전화·가스·수도·통신 등의 모든 생활라인, 도로, 하천 등 대책
을 강구해야할 항목마다 관련 행정기관이나 사업자에 의한 계획으로 되어있다. 또한 피난, 정보연락체
제정비, 방재훈련, 관측, 방재지식 보급, 방재조직정비, 재해원조기금 등의 관련 계획이 수립된다. 다
음으로‘재해응급대책계획’
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대책활동 체제를 정하여 각각의 활동
주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활동주체별 계획은 소위 덧붙이는 방
식으로 수립되고 있어 전체적인 조정이 취해지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3)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일본은 지진과 풍수해 등에 노출되기 쉬운 지리·기상조건으로 1995년 고베시에서 발생했던 한신아와지 대지진참사의 경험 등 수많은 재해를 겪어 오면서 각종 재난관리의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소방
중심으로 구축해 왔다(이병기·김건위, 2008: 125-26). 일본은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
여 1961년에 제정된「재해대책기본법」
을 근간으로
「지진대책특별조치법」
,「수방법」
,「치산·치수긴급
조치법」등의 법령에 따라 방재대책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방재조직으로는 내각부에 특명담당 대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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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담당대신과 방재담당정책총괄관을 두어 국가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재관련정책을 심의
하기 위하여 총리 직속 중앙방재회의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내각부에 중앙방재회의를 두어 국가방재기본계획의 작성 등 방재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주요역할은
① 방재기본계획 및 지진방재계획의 작성 및 추진, ②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추
진, ③ 내각총리대신 . 방재담당 대신의 자문에 따른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방재의 기본방침,
방재에 관한 시책의 종합 조정, 재해긴급사태의 선포 등), ④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계되어 내각총
리대신 및 방재담당대신에 의견의 진언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 재해관리체계를 살펴보면 국토교통성이 자연재난과 교통안전을, 후생노동성이 산업재
해와 보건재해를, 환경성이 환경오염재해를, 경제통산성이 산업시설재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총
무성 소방청은 소방과 방재정보, 지진재해대책, 특수대책, 구급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재난의 대
규모 및 다양화에 따라 이에 대비 . 대응하는 기능도 광역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소방청을 설치하여 일본의 특성에 맞는 재난의 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게 된 건 ’
01년 정부조직 개편에서였던 바, 행정개혁위원회의 중간보고
에서 소방행정은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등 일반행정과 성격이 다르고 100만 명이 넘는 소방단원의 사
기고양을 위해선 소방청장관을 정점으로 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재난정책 통합조정권을
발휘하기 위해 총리산하 내각부에 중앙방재회의 및 방재담당정책통괄관을 설치하였다. 중앙방재회의
는 재난발생시 비상재해대책본부로 전환되어 운영된다.
일본의 재난관리체계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9) 소방청은 중앙방재회의 운영에 있어 재
해정보 집약창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상적 정책입안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한
편 대규모 재난 시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공공단체와 국가 간 연락조정 및 광역응원조
치 요구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방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소방방재정책 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재해유형 중 비중이 높은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추진한 결과 1988년
이후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지방정부에서는 각급 지방방재회의를 두어 방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이병기·김건위, 2008:
128-129). 그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지정행정기관과 지정공공기관에서 재해 및 재난관련 업무를 분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소방청은 소방청장관, 차장, 심의관 등 18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연구소, 소방대학교, 소방심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은 세부
적으로 총무과, 소방과, 예방과, 방재과, 구급구조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는 세부 실 및 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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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행하게 된다. 일본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같은 방재전담조직은 없고 관계 성₩청
에서 소관 분야의 재난재해대책을 시행하는데 정책면에서는 내각부가, 집행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예
방·복구를 맡고 있다. 또한 재해대응에 있어서는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응급대책에 대한 종
합적 대응과 긴급조치계획의 실시를 담당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는 방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실질적인 현장 활동은 소방, 경찰, 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지방 방재회의(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지사를 중심으로 시정촌의 장, 소방기관 대표, 자위대 및 경찰기관 대표, 지정 지방행정기
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역방재계획의 작성과 실시, 재난정보수집, 재난 시 관계기관의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정촌 방재회의는 시정촌 방재계획의 작성과 실시를 담당하는데, 시정촌은
공동으로 시정촌 방재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조직이나 소관업무는 도도부현 방재회의와 유사하다. 각
도도부현이 수립한 지역방재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소방청이 검토를 하고 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수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방재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다.
② 지방 재해대책본부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어 재해대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 시정촌장은 지방방재회의의 의견을 듣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해대책본부는 지
사 또는 시정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 방재회의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 및 재재응급대책을 실시한다. 중앙정부의 비상재해대책본부는 재해발생 후 필요에 의
거 설치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는 재해 및 재난예방 측면에서 재해 및 재난발생 전에
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③ 재해발생 시 정보의 흐름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시정촌은 피해상황, 재해발생 상황 등을 도도부현에 연락을 하게 되며, 통신
두절 등에 의해 도도부현에 연락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청으로 직접 연락을 하게 된다. 도도부현은 시
정촌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을 소방청에 통보하게 되며, 소방청은 내각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재해
발생 시 각종 재해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재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는 소방
청을 통해서 하도록 일원화되었다.

3) 일본 재난관리의 특징
일본의 재난관리는「재해대책기본법」
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재계획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는 바, 계
획 및 집행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 내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김익식·임승빈, 2008: 20).
첫째, 재난예방은 언젠가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 둠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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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이려는 것인 바, 이는 재난예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일반행정 분야와의 조정이 필요하
며 따라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은 사회의 넓은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
에 재난예방계획은 종합계획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다른 계획이나 시책, 사업 등과 대립 내지 충
돌하기 쉽다.
둘째, 재난복구계획은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적용되는 계획으로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지만 일단 집행의 필요성이 생기면 거의 모든 행정조직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조직은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수립 조직으로서 집행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일본의 재난관리에 있어 재난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조직 없이
계획조직이 집행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재해대책기본법」
에는 재난대책 활동의 중심이 시정촌장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재난발생지
인 시정촌에서 보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든 시정촌의 능력이 법에 정해
진 의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인데 시정촌도 대도시에서부터 인구 수천명의 작은
마을까지 있어 모두 비슷한 재난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정촌이 행
하는 재난대책은 오로지 방재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방재계획이 적절하지 않으면 대책자체도 제
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 즉 방재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촌장이 법적근거를 갖
고 행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III. 일본의 방재 연구개발(R&D) 체제 : 특성 및 시사점

일본은「과학기술기본법」
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토대로 종합과학기술회와 관계 행정기관이 각각의
맡은 일에 바탕을 두고, 국립시험연구기관,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 대학 등에서의 연구실시, 각종
연구제도에 의한 연구추진과 연구개발 환경의 정비 등을 하고 있다(김익식·임승빈, 2008: 23-29).
2001년 중앙부처 조직재편에 따라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통합되어 문부과학성이 설치되었으며,
종합과학기술회의가 발족되고, 문부과학성내에 과학기술학술심의회가 구성되었다. 종합과학기술회의
는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으로써 관계 부처의 과학기술시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정을 하고 있고, 문
부과학성은 개별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개발 계획의 작성, 연구기관의 경비 등에 대한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학술심의회는 문부과
학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를 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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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문부과학대신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5년 주기의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부처 심의회 등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입국을 향한 정책에 대해 조사와 검토를 하고 있다.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1993년의“방재에 관한 연구개발 기본계획”
에 의거 진행되어져
왔으나,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을 계기로 연구개발계획이 재검토 되어“한신·아와지 대지
진에 근거한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에 관하여”
가 완성되었다. 2001년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각 분야에서 해당 영역의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방향을 결정한 분야별 추진전략을 발표했던 바, 이 중
방재분야에 있어서는 이상자연현상 발생매커니즘, 과밀도시권에서의 거대재해피해경감대책, 중추기
능 및 문화재 등의 방호시스템, 초고도방재지원시스템 등이 연구개발 목표로 설정되었다.
일본의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R&D)의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개발에 있어 고려사
항 등은 다음과 같다(科 技術 術審議Ø£, 平成15年).

1. 방재 연구개발 목표
일본은 방재연구개발의 목표로서 사회방재력 향상에 기여, 분야 간 연계에 의한 종합과학기술로서
의 추진, 관계 기관과의 연계강화와 성과보급, 지진재해로의 중점화, 자금확충 등 연구개발의 기반강
화, 국제협력 증대 등 모두 6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방재 연구개발은 사회방재력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은 사회의 필
요와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방재력 향상에 기여하
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의 성과 역시 실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내용이자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
운 것이어야 한다. 연구성과의 사회환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로서 넓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방재연구는 다양한 분야 간 연계에 의한 종합과학기술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재해의 방지 내
지 경감을 위해서는 자연현상의 설명과 예측에서부터 재해매커니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구의 융
합이 요구된다. 복수의 자연재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연구 없이는 대책의 고도화가 곤란한 경우도
많다. 재해매커니즘의 설명이나 대응기술 등 자연과학적인 연구개발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방재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책, 법령, 행정조직, 금융, 보험, 교육,
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접근도 불가결하다.
셋째, 관계 기관과의 연계강화와 성과보급이 필요하다. 방재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사회로의 적용 및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목표와 용도를 명확히 한 후 중앙이나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해 가는 것이 유용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독립법인, 시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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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 자치단체,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 단체의 종류를 넘어서는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지진재해로의 연구개발의 중점화가 요구된다. 일본은 환태평양대에 위치하고 있고 지각구조
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예측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발생 후 인명, 재산,
경제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심대하다. 지진재해의 방지 및 경감에는 중점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해야할
과제가 많다.
다섯째, 자금확충 등 연구개발의 기반강화가 중요하다. 방재분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자연현상
으로서의 재해를 가능한 한 충실하게 재현한 실험 등 대규모의 시설·설비를 이용한 연구나 광범위한
관측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연구도 많고 더욱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험·관측의 고성능화가
중요하다. 이들 시설·설비나 데이터베이스의 유지·운용은 많은 인원과 비싼 경비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연구비의 확충 등이 중요하다. 특히 방재분야는 기존 학문분야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
문에 방재분야로서 고유의 연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방재분야의 연구개발에 있어 국제협력의 증대가 바람직하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인류
공통의 문제이다. 일본은 특히 방재분야의 선진국으로서 세계 각국과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
한 자연재해 방지·와 경감에 적극적으로 힘쓸 필요가 있다. 선진국과의 연구협력이나 발전도상국으
로의 연구성과 보급은 일본의 방재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재해방지 대책에도 환원될 수 있어 일본에
도 도움이 된다.

2. 방재 연구개발 시 고려사항
일본은 방재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있어 기초연구의 중시, 지역특성에 맞춘 연구개발, 인재의 육성
및 확보, 연구개발 성과보급 및 일반 계발활동 강화, 방재계획과의 연계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文部科·省, 平成18年).
첫째, 정부부처에서 방재 기초연구를 위한 경비를 확보하여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초연구
에 대해서는 기반적인 연구비와 경쟁적인 자금 등을 통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
결하다. 하지만 기초연구에 대해서도 연구평가를 엄정히 행할 수 있도록 연구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기상이변은 지역특수성을 갖고 있고, 재해를 입는 지역도 지형,
토지이용형태, 인구, 도시규모, 재해경험 유무 등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방재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입각하여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대학, 정부기관,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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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실무자와 긴밀히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방재력 향상과 관련하여 반복해 일어나는 지역특유의 재해체험에 대한 전승 등을 비롯 해당 지
역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방재방식에 대한 지혜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개발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확보하는 것이 빠질 수 없다.
방재분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특히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계의 인재가 부족하다. 때문에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방재 연구과제의 채택과 예산배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재분야의 인재육성과 함
께 방재 연구개발의 성과를 원활히 활용하여 실제 방재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 방재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방재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는 일반 주민이 그 중요한 사용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대학이
나 연구기관은 기업 등에 연구성과를 이전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재분야에서는 연구활동 자체에 일반인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행정기관과 자치단
체와의 밀접한 연계하에 일반인을 위한 계발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해를 일으키는 자연현상의 설명은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현상의 해명에 관한 주로 이공학적인 연구와 방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 및 시
책들이 따로 행해져도 좋다는 것은 아니고 밀접하게 연계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방재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재해대책기본법」
에 기초한 방재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방재계획들과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한국의 방재행정 개선방향

2007년 참여정부에서 발간한「신국가방재시스템백서」
는 새로운 국가방재시스템의 핵심으로서 2대
목표 6개 추진전략 13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통합·자율형 방재행정시스템 구축”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관리체제 개편, 자율·책임형 방재역량 증강이라는 2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예방·과학형 국토방재구조 재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재시설관리시스템
선진화, 반복재해차단 예방복구제도화, 계획예방투자 확대, 과학방재체제 강화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07: 14). 이는 미, 일 등 방재선진국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 즉 방재행정시스템의 통합화와 예방방재시스템의 강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특히 방재 연구개
발(R&D) 투자확충은 예방방재시스템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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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관리체제 발전방향
미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상의 유사점으로서는 재난에 직접 대처하는 기관이 지방정부라는 것이
다. 미국은 연방제(federal system) 국가로서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는 많은 자치권을 행사하
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단방제(unitary system) 정부형태 하에서 지방정부는 많은 자치권
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재난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형태와 관계없이 재난관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난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재난관리의 1차적 정부단위는
지방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지방정부가 재난문제를 직접 처리
하고 있다(하규만·안지영, 2008).
하지만 양국 간 차이는 미국의 재난관리체제는 분권적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집권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DHS) 산하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재난관리에서 종합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다른 연방기관들도 여전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대부
분의 경우 상급정부의 지원 없이 재난관리에 관해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무부처로서 그 산하의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에 관한 유일한 종합기관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고는 있지만
자치권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국토안보
부(DHS)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난관리체제는 모든 부문에서 매우 강력한 조정(coordination)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재난
관리 관련조직의 통합은 기관별 인사 및 재정 등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단지 정책방향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일기관이 모든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기관별 재난업무를 조정·통합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재난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 매우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민간부
문에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해 온 반면, 한국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까지 지배해 왔
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은 국가화재보호협회(NFPA)1600 재난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고, 자원봉사단
체는 오랜 동안 재난관리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시민들도 높은 재난의식에 기초하여
재난에 대응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정부 영역들이 재난관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체는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연속성 확보를 준수할 준비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는 역사는 오래지 않지만 전국적 통신망에 기초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KDSN)를 구축
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 각종 인적재난과 자연재해를 겪은 시민들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점차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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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하규만·안지영, 2008). 재난은 국경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발생하며 재난
관리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재난관리 경험이 부
족한 국가들은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활용해 온 정부-비정부 영역관계를 재난관리에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방재 연구개발(R&D) 발전방향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기술중심의 성장전략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가 연 평균 15.2% 증
가하여 10년 전에 비해 3.5배 증가하였다. 2005년 정부와 민간의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 원
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99%로 0.14% 증가했다. 재원부담은 정
부 및 공공부문이 5조 8,77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8% 증가하여 전체 연구개발비의 24.3%를 부담하
였고, 민간부문이 18조 1068억 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여 75%를, 외국이 1,714억 원으로 0.7%
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연감, 2000-05).
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를 보면 기초연구가 15.3%, 응용연구가 21.2%, 개발연구가 63.5%로 기초연
구와 응용연구는 전년대비 각각 0.8%, 0.4% 증가하였으며, 개발연구는 1.2%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 연구개발비 지원내용을 보면 특정분야에 집중
되고 있는 바,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 투자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가 30.9%, 생명 및 보건의료 분야가
10.5%로 연구개발투자가 소수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과기부, 2005).
정부는 2004년에야 비로소 소방방재청을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출범시키고, 예산투입에 관한 중
기계획으로서“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을 수립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36조 8000억원을 투자한
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충분한 예방정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에 이제 먹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국가재난관리 재정투자계획 가운데 예방사업과 관련한 예산계획을 보면 11개 부처 및 시도
의 27개 사업 가운데 12개 재난예방 대책사업에 총 사업비의 49.5%인 18조 1,781억 원을 배정함으로
써 예방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5). 하지만 대
부분의 사업이 시설 개·보수에 치중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예방사
업 범주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방재 연구개발(R&D)의 촉진, 방재에 관한 지식의 보급
과 시민의 방재의식 제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재선진국인 일본은 예방투자 중심의 예산배분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2005년 기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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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총생산(GDP)은 4조 5,000억 달러이고, 한국은 7,800억 달러로 일본이 한국보다 약 5.8배 크
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재난관련 예산투자도 원화로 환산할 때 약 6배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경제규모
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즉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재난에 관한 예방투자는 약 25.8
억 달러(달러당 1천원)로 본다면 전체 총GDP대비 약 0.3%, 일본은 달러기준으로 0.5%를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규모는 크지만 일본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경제규모 대비 전체 재난관련 예산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 관점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이유는 일본은 재난
예방과 관련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국가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하위로 쳐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
다 중요한 것은 예방과 복구비용의 비율로서 ’
01-’
06년 6년간 일본은 전체 재난투자 예산의 87%를 재
난예방에 쏟아 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63%를 피해복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작은 재난에도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데 재난예방이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감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재난관련 예산체계는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방재예산 수립에 있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재관련
R&D사업의 각 부처별 분산추진으로 연구비 집행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뿐 아니라 연구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방재관련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방
재예산 운영을 조정하는 체제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방재관련 R&D 종합계획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중복투자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부처간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
다. 이와 아울러 부처별 방재관련 R&D 투자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바, 국가방재 핵심영역의 하나로서
과학방재프로젝트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부처별 방재관련 R&D 투자비규모를 매년 증액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2007: 22-23).
다음으로 방재예산 활용상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비와 기
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범위를 융통
성 있게 준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도 총액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련 복구사업과
예방사업 등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의무화해야 한다. 결
국 문제는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바 방재관련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분야를 먼저 다루어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에 대
한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
고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낭비적 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위평량, 2007).
방재분야의 연구개발에 있어 기초연구는 매우 중요한 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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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한 경비를 확보하여 배분하는 등 연구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기
반적인 연구비와 경쟁적인 자금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시야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결하다. 방재
관련 과학기술은 기존의 학문분야의 틀을 넘어 융합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학부, 학과를 초월
한 이학과 공학, 공학과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의 횡단적인 대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대하, 독립행정
법인, 자치단체 등 기관의 틀을 벗어난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끝으로 지역특성에 맞춘 방재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기상
등 천재지변은 지역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재해 피해지역도 지형, 토지이용형태, 인구, 도시규모, 재
해경험 유무 등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방재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 특성에 입각하여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대학, 정부기관, 연구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방
재실무자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반복해 일어나는 지역특유
의 재난체험에 대한 전승 등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방재기술에 대한 지혜도 충분
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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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어바니즘은 전통적인 도시개발방식을 변환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뉴어바니즘
에는 도시구조적 또는 도시사회적 관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상이한 관점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중심의 뉴어바니즘의 목적은 혼합용도개발, 개발밀도의 상향, 보행도로 및 대중교통시설, 그리고 잘 연결된 도
로 등을 통한 빈번한 사회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통합이다. 혹자는 뉴어바니즘이 전통적인 개발패턴을 대
체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단지 뉴어바니즘의 물리적, 경제적 관점에 치
우쳐 있으며, 뉴어바니즘이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들의 혼합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이러한 갭을 메우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에 있어 도시공간의 변형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뉴어바니즘적 계획의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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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thropocentric Planning Principles of
the New Urb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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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urbanism is a kind of new movement to reform the pattern of conventional urban development.
Although there are urban structural and sociological aspects of new urbanism, integration of the two
different views is most important. The purpose of human-centered new urbanism will be social mix
through frequent social interaction which can be made using mixed land use, increase in development
density, supplements of pedestrian road, public transit facilities, and well connected road. Some of
scholars criticize that new urbanism is not a viable option to replace the traditional development
pattern. However, this kind of view passes over substantial effects of new urbanism by only focussing
on the physical and economic aspects of new urbanism. New urbanism makes it possible to raise sense
of community and cause social mix of different social classes. This study seeks to bridge the gap of the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various examples of new urbanism through case
studies of several American cities including Portland, and also of several Korean cities, which provide
fruitful implication to urban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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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 2차 세계대전 전후, Perry(1929), Stein (1957), Rouse(1978) 등에 의해 도시에 적용된 대표적
인 개념인 모더니즘(modernism)과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이론은 엄격한 보차분리와 풍부한
녹지확보를 위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이상은 현대이전의 도시형태에 대한 동경과 인간의 본질을 구체
화하려는 시도로 현재까지도 많은 도시들에서 주요한 도시개발기법으로 적용되어왔다(Calthorpe,
1989; Katz, 1994; Talen, 1999).
그러나 모더니즘과 근린주구 이론의 적용은 교외단지 위주의 편중개발과 용도지역지구제(Zoning)
에 의한 엄격한 토지이용의 분리로 인해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과 자동차 중심의 도로체계에 의한 환경
훼손, 도심의 쇠퇴, 전통적 도시성(urbanity)의 상실 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Morris et.
al. 1998).‘뉴 어버니즘(New Urbanism: 이하 NU)’
은 이러한 배경 하에 자동차 중심의 전형적인 교
외단지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전통적 도시성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운동으로‘신 전통주의적 개발방식
(Neo-Traditional Development)’
으로 도 불리고 있다.
NU의 공식적인 시작은 1993년 10월 미국‘뉴 어버니즘 협회(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의 첫 번째 전국대회로부터 비롯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북미의 도시개발원칙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
는 것으로, 현대 도시교외지역의 장소성의 상실, 중심지 쇠퇴, 계층의 분리현상, 경제활동으로 인한
육아문제, 자동차 의존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였다(Song and Knaap, 2003).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파생된 도시 및 지역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도시
구조 및 도시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도시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교외화에
따른 도시의 평면적 확산(urban sprawl) 및 이에 따른 자연환경 침해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도시사
회학적 측면의 문제점은 사회계층간 분리(social segregation), 저밀도에 따른 인간중심적 생활환경
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경제력, 인종, 민족간의 분리 및 격리로 인한 사회적 소외 등으로 인해 초기
도시확산 현상을 자각했을 때부터 이미 교외화로 인한 도시의 삶에 있어서 인간가치의 문제가 언급되
어 왔다.
인간중심적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본 NU의 기본 목표는 밀도향상, 용도혼합 및 대중교통지향적
개발 등을 통한 주민간의 물리적 접촉 증대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사회적 통합(social mix)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Talen,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시구조적인 측면과 도시사
회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은 서로 분리하여 다뤄지기 보다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견지에서 도시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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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존논문에서는 도시구조적 측면이나 도시사회학적 측면을 분리해서 다루었고, NU의 개념을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이나 경제적 활성화의 관점에 치우쳐 이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중심적 계획,
커뮤니티의식의 함양, 사회적 통합 등의 본질적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U의 도시구조적 측면과 도시사회적 측면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서 조명하고, NU이 가지는 인간중
심적 개념이 적용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국내에서 NU을 통한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의 적용가
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첫째, NU와 관련된 이슈 및 선행논문들을 비교 검토하여 NU적 계획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현대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둘째, NU가 적
용된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앞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
로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NU의 개념을 도입할 때 필요한 원칙들을 도시설계와 교
통의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계획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New Urbanism적 계획이념 도입의 필요성 및 적용가능성

NU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반대론자들은“지금까
지 NU을 적용하여 개발한 도시들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념적으로나 전통적으로 현재까지 진
행해온 개발패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고 반박한다(Ellis, 2002). Berry(1976)와 Audirac et.
al.(1992) 등은 NU이 첫째, 직관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상이 아니고; 둘
째, 과거에 물리적으로 커뮤니티 의식을 조성하려던 시도들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해
그 처방이 실패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극도의 개인사유화(gated community)와 증가하는 사회
적 분절이 실제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현상이며 NU은 현대사회의 자연스런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Audirac et. al.(1990)은“만약 NU이 추구하는 공간패턴이 이상적이라면 왜 시장에서 이미 오래전
에 성공하지 못했는가?”
라고 의문을 던진다. 이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극도로 소비자의 선택에 민감
하기 때문에 영리한 개발업자들은 그 수요에 맞추어 커뮤니티를 설계하고 공급해왔다. 이러한 관점에
서 NU은 소비자가 원하는 설계양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Wheeler(2003)는 20세기 후반의 NU은 작고 경제적인 도시구성과 거미줄처럼 연결된 도로를 중심
으로 한 개발패턴을 제안하여 철학이 담긴 성장관리 노력을 전개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에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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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설계의 변화가 어렵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개발의 주요흐름을 변화시키
지는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 개발 되어있는 단지보다 빈 땅의 농경지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
로 유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개발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지지도는 그리 크지 않으며, 경직되어있
는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토지이용의 엄격한 규제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Bookout (1992)과 Winstanley et. al.(2003)은 탑-다운 계획의 형태에서 NU은 사회적 응집력 함양
을 통한 이상이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한 것이 아닌 작은 땅을 더욱 포장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개발
업자들의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비판론자들의 논리는 NU의 개념을 물리적 도시환경개선이나 경제적 활성화의 관점에 치우
쳐 그 이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중심적 계획, 커뮤니티 의식의 함양, 사회적 통합 등의 본질적 효
과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뉴 어버니스트’
들의 원칙, 실행과
정, 효과 등의 일련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투른 풍자와 부적합한 예시 등을
통해 NU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Ellis, 2002).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틀에 박힌 교외화의 상황에서는 전통적 커뮤니티의 삶은
존재하지 않고 이웃간의 사회적 교류는 전화나 인터넷에 의해 치환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는 인간성
을 상실했으며 안정성과 쾌적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들은 보다 인간적이고 NU에
기초한 세부적인 도시설계 원칙(Dixon and Dupis, 2003)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속적
인 도로네트워크에 의해 긴밀히 결합된 도시, 걸을만한 거리, 좋은 대중교통서비스, 용도혼합, 밀도조
정 등을 통해 도시내부에서 주민간의 접촉이 활발해지는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Jacobs, 1961).
NU은 단지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이 아닌 실용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도시설계 뿐만 아니라 성장
관리, 환경보존, 도심재개발 등의 많은 중요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범위의 공간패턴을 재창조
한다. 또한 인구통계, 경제적·기술적 변화간의 연계를 고려한 경제·사회적 실상은 NU의 주요 관심
사이다. NU은 세계구조변화, 사회적 변형, 자본주의에 의한 토지개발과정의 역동성을 인지하고, 싼
값에 대량생산되는 자동차, 컴퓨터와 통신 등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건축기술의 진화, 다국적 협력체
제 구축, 세계화된 시장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진화하고 있다(Ellis, 2002). NU의 상업적 요인
들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지만 과거에 경험을 통해 배우고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를 끊임없
이 변화시키고 있다(New Urban News, 2000).
개인적인 사유화에 대한 선호와 계층간의 분리를 원하는 사회적 통념은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거리상점의 조성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사유공간보다 더 편리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가를 조성하여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체계를 구성한다면 이
러한 장소는 계층간의 사회적 교류를 일으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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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어버니스트’
들의 설계는 높은 밀도의 미국 뉴욕 Manhattan에서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까지 모
든 규모의 도시에 적용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는 과거의 도시계획에 대한 향수가 아닌“전통적 도시
계획과 도시생활에 대한 경의”
로 표현될 수 있다(Ellis, 2002).
Talen(1999)은“NU은 전통적 설계방식에 대한 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이 커뮤니티 의
식을 생성시킨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전통의 개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
라
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뉴 어버니스트’
들은 물리적 설계에 의한 커뮤니티 의식생성의 의미를 파악해
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물리적환경이 경제적,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커뮤니티 의식을 생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집 주변이 공공공간으로 변모하여 길에 근접한다는 것은 사유공간의 축소를 의미하고 집의 마당과 셋백
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공간의 희생을 의미하는 반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상호관계가 증가
하여 친밀, 교류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거리에서의 활발한 일상을 통해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공
간에 대한 의식이 향상된다. 거리는 안전한 장소로 변화할 것이고 보행자는 보도에서의 잦은 만남을 통해
사회적 교류가 향상된다. 공공공간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이나 광장은 시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
다. 적절하게 설계된 공공공간은 공간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하고 장소에 대한 의식을 부여한다. 혼합토지
이용은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사람들을 더 걷고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주거의 장소는
일, 쇼핑, 사회적계층의 결합을 위한 장소가 되며 커뮤니티의 결속력은 강화된다.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의
결합은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생성시키고 만남의 기회를 증가시켜,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주거
형태의 혼합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만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커뮤니티 의식이 단지 물리적
설계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은 모호한 점이 있다. 물리적 설계는 커뮤니티 의식을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Talen, 1999).

NU은 인간성 회복의 지역사회 건설과 도시환경설계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사적으로 전원도시운동과 도시미화운동과 더불어 큰 의미를 지닌다(박영춘·임경
수, 2000). 그러나‘뉴 어버니스트
‘들의 신념은 기존 정책의 관성에 따른 정치적 의지의 부족, 틀에 박
힌 건축양식,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토지이용혼합의 규제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llis,
2002). 따라서‘뉴 어버니스트’
들은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다양한 주거의 선택성을 부여할
필요성을 정책결정자나 개발업자들에게 인식시키고 회유할 의무가 있으며, NU이 도시의 환경적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함의를 가지는 것임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Dixon and
Dupi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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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종합하여 현대사회에서 NU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도시환경개선이나 경제적활성화의 관점에 치우치기 보다는 인간중심적인 계획측면에서 커뮤
니티 의식의 함양, 사회적통합 등의 본질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이론적 또는 학문적인
개념이 아닌 실용에 바탕을 두고 조그만 규모의 마을 정비에서 대도시 성장관리에까지 적용이 가능하
도록 함으로써 모든 범위의 공간패턴을 재창조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성 회복의 지
역사회 건설과 도시환경설계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NU의 Advocacy Planning적
의미를 정책결정자나 개발업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참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NU
는 인간중심의 도시를 재창조하는 작업이며, 그 범위가 전체적인 공간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이의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NU의 사회적기능을 홍보하여 정책결정가들
과 개발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제시한 NU의 적용가능성을 우리나라에 접목해보자. 사유화되고 분절된 현대의 도시민들
은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벽 사이를 두고 이웃 간의 교류도 없이 살고 있으며 친목하기 보다는 서로 경
계하면서 사유화된 공간을 고집하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며, 함
께 공유할 공간이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이 교류 없이 사는 경우가
많 바로 옆집 또는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과도 교류가 없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계층격리현상
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NU을 도시설계 및 지역의 개
발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대도시지역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공간분리 현
상(ex. 임대주택)은 우리의 도시공간 설계에 있어서 뉴어바니즘의 유용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의 대도시 지역이 수용능력 포화로 인해 시작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자족기능을 가지지 못하
고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고, 도심은 노후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NU의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
에 맞춰 적용하기 위한 원칙을 정해보고 적용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시기적절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III. New Urbanism적 계획사례분석

분석의 대상지로는 도시계획가인 Peter Calthope을 중심으로 NU의 계획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가
장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틀랜드 지역과, 그 외 미국에서 NU적 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대
상들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TOD와 공공공간의 계획 등 NU적 설계요소들을 지녔다고 판단
되는 지역들을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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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포틀랜드 사례
포틀랜드 대도시권은 미국 내에서도 독특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적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도시계획·교통의 통합관리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광역계획기구인 메트로(Metro)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계획이 관광상품화 될
정도여서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및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있다 (Oregonian, 2004. 3. 25).
이 지역 광역도시계획의 특징은 도시성장경계선 도입에 의한 도시성장관리, 대중교통을 중심의 광
역교통계획, 대중교통지향적 개발방식, 그리고 교통·성장관리의 통합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배경 하에 1990년대에는 50년 장기계획으로서‘The 2040 Growth Concept’
을 제시
하였다. 이 장기계획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도시설계의 개념(TOD)을 도입하여
인간중심적·자연친화적 도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림 1> 포틀랜드 도시성장관리의 영향

<그림 2> The 2040 Growth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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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지역에는 신 도시주의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Peter Calthope을 중심으로 NU을 실현하
려는 시도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Sunnyside Village, Fairview Village, Orenco Station
Area 등의 주거단지가 주요 사례이며, 도심 재활성화, 중심가로계획 등도 인간중심적 계획의 예이다.
Sunnyside Village는 포틀랜드 지역에 NU, 특히 TOD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의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된 최초의 주거단지이다. 도심을 중심으로 남동쪽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계획세대수
1,610 세대(단독 1,349, 타운하우스 130, 아파트 131), 상업용지 3,340평, 커뮤니티 센터 280평, 녹지
3,000평과 초등학교 등을 계획하였다.
주요 설계특징은 가로망 형태를 방사형 및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성하였으며, 1/4 mile 이내의 거리
에 중심지를 계획하였다. 또한 주민간 접촉 증대에 의한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 건물의 전면, 현관,
상점 전면 등이 가로로 향하게 하고, 보행자, 자전거 통행을 위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설계를 채택
하였다. 중심부에는 커뮤니티 센터와 교통광장을 설치하였다.
<그림 3> 써니사이드 빌리지 토지이용도

Fairview Village는 포틀랜드 도심에서 동쪽 약 10km 떨어진 지역에 건설된 주거단지로서 전통적
인 소도시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갖춘 단지이다. 이 단지 역시 대중교통이나 보행자 중심의 설계, 중심
지의 쇼핑센터, 공공건물 주변으로 개별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 가로의 활성화를 위한
가로 전면으로의 현관(porch) 배치 등, NU의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 개발사례이다. 부지면적 약 11만6
천평에 약 600 세대의 가구를 수용하고, 상업용도 4,200평, 업무용도 2,000평을 확보하였다.
주요 설계 특징으로는 시청사,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보행거리내 중심가로변에 집중적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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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행,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의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로설계를 채택하였다. 또한 주변
부도심지까지의 버스운행 및 경전철(LRT)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1940년대의 주거지 스타
일의 설계요소들을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서 커뮤니티의 장소성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포틀랜드의 경전철(West Line)역 중의 하나인 Orenco Station 주변의 24만4천평 부지에 대중교
통과 보행자 중심의 TOD 개념으로 개발한 대표적 사례이다. 중심상업지역은 주거, 상업, 업무의 복합
용도건물로 건설되었고, 주변지역에 1,800여 가구의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을 배치하였으며,
도심부나 주거단지의 가로 환경을 보행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특히, 주위에 인텔 등이 입주
한‘실리콘 포리스트’근무자를 위한 신개발지로 첨단산업 종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성향을 고
려한 개발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거단지개발 외에도, NU의 인간중심적 개념은 도시 전체차원에도 적용되어 기존도심의 재
개발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도입으로 인한 도심의 재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을 우회하는 주(州)간 고속도로(I-5)는 원래 도심의 강변구간을 통과하여 이로 인한 주
변지역의 안전성 및 쾌적성의 저하를 야기하였다. 교외화 현상으로 쇠퇴해 가는 도심지역을 재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물은 큰 장애물이 되었다. 도시를 통과하는 지역간 교통에 주민들의 휴식공간
이 점령당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 시장 Neil Goldschmidt는 다양한 방면에서 도시를 개조하기 시작하였다. 재활성화로
쾌적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포틀랜드의 도심으로 변모하기까지는 그의 리더쉽이 결정적이었다. 도심을
통과했던 대규모 고속도로는 강 건너로 우회되었으며, 고속도로가 지나가던 지역은 강변공원으로 조
성되어 도시의 축제가 빈번히 개최되는 장소로 변하였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파이오니아 광장은 도
시 전체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의 중요한 행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그리 크지 않은 규
모여서 시민들이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교외지역으로 나가는 경전철이
광장과 접해 있어 하루종일 붐비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공급은 경전철 외에도 다양하게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의 남쪽에 위치한
포틀랜드 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과 도심의 중심, 그리고 도심 북서부의 주거지역을 연결
하기 위한 전차가 2001년 개통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전차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개조한 것으로 도심
내에서 활동하는 시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의 미적인 측면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도심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광전차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의 다른
대도시권과는 달리 교외지역과 비교하여 도심의 경쟁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acobs(1961)는 도시 내에서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실천방법으로 가로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전
통적인 형태의 소매점, 밀도의 향상, 용도의 혼합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접촉을 증대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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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포틀랜드의 광역계획기구인 메트로(Metro)는 1996년에 중심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서(Main
Street Handbook)을 발간하였으며, 이는 각종 도시설계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50년
장기계획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 안내서는 도로 자체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인간의 심미
적인 감각을 통한 만족을 고려하여 건물의 facade, 창문의 형태, 간판, 조경 등에 관련된 시각적이 요
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어, 정성적 계획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포틀랜드의 도시특성과 NU 적용사례를 근거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중심의 계획 실천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강력한 계획기구의 리더쉽에 의해 효
과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탑-다운방식이 아닌, 포틀랜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도 지적되었듯이, 지자체간의 합의 유도와 주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정(consensus building
process)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인간중심적 계획이란 실체가 없는 막연한 개념이 아닌 실
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임을 개발사례와 각종 지침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2. 포틀랜드 이외의 미국사례
포틀랜드 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플로리다 월튼 카운티에 건설되고 있는 해변의 휴양도시인
Seaside는 부지면적 약 10만평에 인구 2,0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주 책임 설계는 듀아
니와 플래이터-자이버그가 맡았는데, 주요 설계 특징은 격자형 가로체계를 기본으로 채택하였고, 다
양한 주택유형을 수용하여 계층간의 혼합을 유도하였으며, 보행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시청, 학교, 중
심광장 등의 공공공간을 계획하였다.
Laguna West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남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개발된 NU의 대표적인 프로
젝트로서, 약 128만평 정도의 부지에 인구 약 1만3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처음으로
TOD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거주자들은 경전철을 이용하여 통근하도록 하였다. 단지 내에는
가급적 도로폭을 줄여 자동차 이용을 감소시키고 자전거 및 보행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Nicollet Mall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미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대중교통전용지구이다. 도심
을 재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버스, 미니버스, 택시로만 접근할 수 있
도록 계획하였다. 보행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전용도로를 S자형 굴곡으로 설계하여 주
행속도를 조절하였으며, 보행공간의 폭원을 다양하게 하였다. 또한 가로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분수, 조형물, 시계탑, 조명시설, 버스Shelter, 교통신호등, 벤치 등 다양한 가로설치물(street
furniture)에 대한 세밀한 배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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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네아폴리스의 Nicollet Mall

3. 국내사례
마지막으로 국내사례를 살펴보면, 남해군은 차를 위한 도로가 아닌, 사람을 위한 도로를 만들자는
표어 아래 생태도시(Eco City)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태도시는 자연환경의 보존을 중시하면서 NU
의 개념인 인간중심의 계획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남해군은 사람을 생각하는 도로, 공원 같은 도로
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는 공원 개념으로 설계하기로 하고 구 남해여고 구간을 도시계획도로 생
태공원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 1999년 준공했다. 도로는 블록포장을 했으며 옹벽을 식물이 살 수 있
는 그린스톤으로 시공했고, 후박나무 가로수를 인도 가운데 설치하여 보행자들을 위한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좌측 인도는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우측 인도는 생태공원과 산책로로 만
든다는 개념으로 설계한 도로다.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회색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어 도심 숲을 실현하자는 목적으로
1999년 초 첫발을 내디딘 이래 지금가지 부천시 전체 가로수의 96%에 이르는 약 2만 4천여본의 나무
를 심었다. 또한 시 소유 땅이나 국공유지 짜투리땅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48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밖에 중동신시가지 미분양 아파트 상업용지 9개소 1만 5천여 평에 유채, 코
스모스, 메밀 등 관상작물을 심어 말 그대로 도심 속 자연을 실현했다.
또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민의 강을 조성하였으며, 4만5천여 평 규모의 중앙공원에 물길을
내고 수초를 심으며, 소금쟁이, 거북이, 각종 어류 등을 풀어놓아 오가는 시민들에게 옛 시골마을의 정
취를 제공하고 있다. 1백30여 미터 총연장의 낙차가 있는 수로를 조성해 물을 흐르게 하며, 중앙공원
석교 주변에 설치되어 형형색색의 물터널 장관을 연출할 점핑분수, 멜로디 분수, 볼라드분수 등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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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형 분수, 광섬유를 이용해 오색빛깔로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야간경관 조명 등 중앙공원은 테마공원
으로서 시민들이 공적공간에서 많은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공원은 일산 신도시 삭막한 아파트 숲 한 쪽에
조성된 도심 속의 파라다이스로, 지난 1996년 개장됐다. 30만여 평의 공원에 수만 그루의 야생수목과
수만 평의 공원 잔디광장, 9만여 평(잠실 석촌호수의 4배)의 인공호수가 있으며, 수변광장, 인공섬, 약
초섬, 자연학습원, 팔각정, 야외무대, 보트장, 자전거 전용도로, 야외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 인공폭
포, 광장, 다목적 운동장, 조류사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1997~2001년에 조성된 서울의 8개소「차 없는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이용자설문조사(2003) 결
과, 시행 전 상인들은 찬성 55%, 반대 10.6%였으며,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도 찬성 60%, 반대 9.3%
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 명물거리의 경우도 보행환경개선 이후 거리 이용객이 80% 증가하
였으며, 매출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New Urbanism의 인간중심적 계획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적용원칙

NU이 추구하는 설계의 기본원칙들을 도시설계와 교통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NU이 인간
적 정주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도시설계에서 NU의 인간중심적
계획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요소들은 크게 용도복합(Mixed Land Use), 주요시설로의 접근성
(Accessibility), 안전성(Safety), 공공공간(Public Openspace) 조성, 도심 재활성화(downtown
revitalization) 등을 들 수 있다.
산업화 초기에 주거환경과 비 환경친화적인 공업을 분리하기 위해 시행했던 단일용도지구제는 현재
는 비교적 환경친화적인 상업활동으로 대체되었으므로 대부분의 곳에서 해제되고 줄여져야한다. 현재
비교적 환경친화적인 상업활동은 과거 용도지구제로 인한 불필요한 주상 분리를 낳았고 결국 지금과
같은 근린주구내 슬럼화를 낳게 되었다. 또한 용도분리로 인한 자동차 의존 및 커뮤너티 상실 등의 결
과를 초래하였다.
주거지역내에서 중심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공서, 기관, 상업활동이 지구 내
깊숙이 자리잡아야 하며, 외딴곳에 있는 단일용도의 단지에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커뮤니티의 정체성
과 민주주의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의 공공건물과 공공공간은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
주거지역의 인간중심적 설계 중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안전이다. 학교는 크기를 줄여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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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아야 하며, 보행자에게 가로와 광장은 안
전하고 편안하며 재미있어야 한다. 잘 짜여진 가로와 광장은 사람들을 즐겨 걷게 하고, 이웃끼리 알게
하며, 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보호한다.
NU의 도시설계 개념은 주거지역의 적용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보다 넓은 스케일에서 보면
쇠퇴해가는 기존 도심부재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다. 교외화로 인한 전통적 도심의 쇠퇴는 미국의 대도
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험하고 있다. 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부로의 차량진입을 융통성
있게 제한, 도심부의 일부를 대규모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변형시켜 인간적인 거리문화를 회복할 필요
가 있다. 자동차교통의 유입 억제책과 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 대중교통몰(transit mall) 등을 복합
화 시켜, 자동차에 의지하지 않는 도심환경을 실현시켜야 한다.
특정지역의 물리적 구조는 다양한 교통수단들로 엮인 하나의 틀(Network)에 의해 지탱된다. 대중
교통, 보행, 그리고 자전거 등 소위‘녹색교통
‘체계는 지역 전체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최대화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많은 일상 활동들이 개인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
들,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독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행권 내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NU의 교통계획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은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이다. TOD는 중
심지나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복합용도의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개념으로 주요한 원
칙으로는 고밀도,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상업, 주거, 업무,
공공시설 등 혼합배치, 지역내 목적지간의 보행친화적인 가로망 구축, 다양한 주거유형, 밀도, 가격
제공,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호한 공지의 보존 등이다.
전통적 교외개발은 용도가 분리되어 자동차 이용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주거지내 커드삭(cul-desac) 형태의 도로체계 등으로 인해 주 간선도로에 통행이 집중하므로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단점이 있다. TOD의 경우는 대중교통 결절점(전철역, 버스환승센터 등)주변을 집중 개발하고, 대중교
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의 이용을 감안한 개념이다.
<그림 5> 전통적 교외도시개발 및 TOD의 동선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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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1999)이 주장한대로 New Urbanism의 기본목표가 민간의 물리적 접촉 증대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인간중심적 계획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와 이념
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원칙들은 III장의 각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New Urbanism의 목표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사례의 특징 및 적용원칙
특징
대도시권

Sunnyside Village
포
틀
랜
드

Fairview Village
Orenco Station

·광역도시계획에 있어 TOD개념의
도입을 통한 도시계획ㆍ교통의 통합

적용원칙
대중교통중심(TOD),
도심재활성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친화적 마을구조
·단절형 도로망의 배제(소통형 도로체계)

주요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물리적시설 및 공공장소의 배치를 통한 대인접촉 증대

녹색교통중심(TOD), 용도복합,

·주변 중심도시/부도심까지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성

안전성 제고, 공공공간의 조성

·주거, 상업, 업무의 복합용도개발
·지역간 도로의 우회를 통한 주민들의

도시 내

휴식 및 행사(축제)공간 확보

도심 재활성화, 공공공간의 조성

·전통적 전차를 활용한 도시미관 증진 및 관광수요 증대
·단절형 도로망의 배제(소통형 도로체계)
플로리다 Seaside

·다양한 주택유형 혼합을 통한 계층간의 혼합 유도

용도복합, 주요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공공공간의 조성

·공공공간으로의 보행접근성 제고
캘리포니아 Laguna West

·경전철 통근

대중교통중심(TOD), 안전성 제고

·단지 내 도로폭 축소 및 자전거/보행위주의 통행 장려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
(버스, 미니버스, 택시로만 접근가능)

미네소타 Nicollet Mall

·대중교통전용도로의 S자형 설계
·보행공간 폭원의 다양화

대중교통중심(TOD),
도심 재활성화, 안전성 제고

·다양한 가로설치물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가로환경의 활성화
남해군 생태도시
국
내
사
례

부천시 시가지
고양시 호수공원
서울시 차 없는 거리
서대문구 명물거리

·공원개념의 도로설계
·가로식재, 공원조성 등의 공공공간의
조성을 통한 대인접촉 유도
·보행중심의 거리조성

공공공간의 조성, 보행중심,
안전성 제고

·가로시설물의 다양한 배치

앞에서 정리된 대부분의 사례들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이나 경제적활성화의
관점을 넘어 NU의 중심목표인 다양한 사회·소득계층간의 통합을 이루어 인간중심적 계획이념을 달
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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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과거 도심이 슬럼화되고 인종·소득간의 갈등을 피해 많은 인구가 도시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갔지만, 교통혼잡, 환경오염, 에너지과소비 등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으로 인해 도심
으로의 회귀를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층간의 혼합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념이 필요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에서 NU의 인간중심적 계획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설계원칙은 도심재활성
화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으며, 도심 내 주민간의 물리적 접촉증가를 위한 TOD방식의 활용 및 용도
의 혼합 등이 두드러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아파트문화’
라는 독특한 정주환경 속에서 사유화되고 분절된 사회·소득
계층간의 벽을 공공공간, 보행중심의 공간설계를 통해 깨뜨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NU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통합의 이념 또는 인간중심적 계획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NU 자체가 인간중심적 계획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에 대한 설계의 변형을 통해 NU
이 추구하는 목표인 사회적통합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그 변형된 공간(space)을 통해 주민간의 물리
적 접촉이 증대됨으로서 과거의 사유화되고 단절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림 6> New Urbanism의 목표, 계획요소, 추구 이념

앞으로도 도시의 구조 또는 물리적인 요소들의 변형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NU의 시도
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공간’
에 대한 효율성보다는‘인간’
에 초점을 맞춘 계획요소들에 대한 재
인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 도시의 구조적측면이 사회
적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NU이 가지고 있
는 인간중심적 계획이념과 계획요소들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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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연구들이 NU의 물리적 도시환경개선이나 경제적활성화의 관점에 치우쳐
NU의 도시구조적 측면과 도시사회적 측면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NU이 추구하는 인간중심적 계획이념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어왔고, 어떠한 적용원칙
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NU이 물리적 계획을 통해 주민간의 물리적 접촉을 증대시켜 사회적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
였으며, 이를 통해 사유화되고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인간중심적 계획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NU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하는 도시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획
이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욕구, 또는 도시환
경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표출된다. NU이 출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이러한 점차 다양해져 가
는 가치를 실제 살고 있는 장소가 실현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NU 출현 이전의 도시확
산과 같은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수요를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서비스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대의 계획가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인간중심의 계획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계획에 대
한 평가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경실련 도시
개혁센터,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중앙일보가 공동주관하고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후원하여
7년 동안 실시해온「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의 평가부문은 최초에는 친환경, 참여, 자족, 정보화, 녹색
교통, 문화 등 6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이후 도시관리 등의 부문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들 부문별 평
가항목 및 평가지표에는 인간중심의 계획과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에는「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을 새롭게 정리하고「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으로 지금까지 그 취지를 이어가고
있으며, 활력, 문화, 환경, 녹색교통, 안전건강, 교육과학 등으로 평가부문이 변화되었지만 그 세부 항
목과 지표들에도‘인간중심’
의 계획목표는 변함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기조가 계획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존과 인간중심성 증대
에 관하여도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제외시킨 도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도시 지속가능성”
의
측면에서는 환경보존과 인간중심의 전략이 조화롭게 공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NU의
출현은 위 두 가지 전략을 모두 포함하는 대안으로 판단되며, 전 세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택지개발의 수요가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 하
에 NU의 실천을 위한 기회는 우리에게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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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정부의 도시개발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소 진 광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도시개발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한계를 설명하
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은 도시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전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도시개발의 근간이 토지사용에 있다고 전제하고
토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각 계층별 지방정부에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이양한 바 있다. 도시개발 관련 지
방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 수준 및 도시계획 유형에 따라 다르다. 베트남의 도시계획 유형은 기본계획에 속하는
일반계획과 관리를 목적을 수립되는 상세계획으로 구분된다. 베트남의 지방행정체제는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중앙 대도시권 수준, 일반시 수준, 그리고 지방 및 지역사회 수준이 그것이다.
베트남에는 전국을 모두 포괄하는 국토계획이 없는데, 이는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건설부와 토지관련 권한을 다
루는 자원환경부가 국토이용에 관한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이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건설부는
종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점(point)의 패러다임과 도시와 도시를 잇는 선(line)의 패러다임에 추가하여 도시계층을
관리하기 위한 계층 패러다임, 지역(중심 도시와 주변 농촌을 포함)을 활성화하기 위한 패러다임, 정주체계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와 도시의 상호작용 관계를 조정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점(도시)과 일정 범위 안에서 선(교통망)의 패러다임은 지방정부의 권한만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지방정부 관
할구역을 넘는 도시계층, 지역차원, 정주체계개발과 관련한 공간개발 패러다임은 상위 정부의 지원과 조정을 필요
로 한다. 한편 도시개발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과 토지용도 지정은 자원환경부의 권한에 속하여 전체적
인 국토관리 분야에서 건설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베트남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집행과 관련하
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실천논리 부재, 지방공무원 역량 부족, 경제력을 고려하지 못
한 개발사업 남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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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Development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Vietnam

So, Jin-kwang

This study aims to explain urban development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Vietnam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Urban
development policy in Vietnam, affected by the Soviet Union experiences from the 1950s, has begun
to introduce the capitalist model from the early of 1990s to cope with globalization and to manage
emerging market in the context of, so-called “Doi Moi”. Urbanization rate in Vietnam showed about
22% in 2000, and around 30% in 2009. And it is expected to be over than 45% in 2020. This growing
urbanization rate in Vietnam has changed the paradigm in urban policy from the centralized system to
the decentralized system. Vietnam government has begun to devolve the powers and authorities
regarding urban development to local governments since the late 1990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levels such as the central cities(Hanoi and Ho Chi Minh), I, II, III, IV, and V-class cit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Vietnam,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MRE) is
responsible for land use allocation, whereas the Ministry of Construction(MOC) for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practice.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urban development of Vietnam shows ‘triangle structure’ and local governments.
But local governments in Vietnam can be said to have some limitation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as such: inconsistency of practice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ori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apacity of local public personnels to follow up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and over-authoriz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beyond each city’s economic
capacity.

Key words _ Vietnam,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urban development,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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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베트남 중앙정부의 도시개발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한
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가나 지역끼리의 비교연구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비교연구를 통해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으
리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정체성은 상대적인 것으로 대상 자체에 고
유한 존재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항목을 정하고 비교의 기준이 될 만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문화나 신념체계 혹은 생활방식이 동일한 국가 안에서 지역끼리의 비교라
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경우 비교항목과 기준 자체가 현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신념체계는 물리적 현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고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비교대상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인식과 행태의 연결고리를 제한한다. 즉, 비교연구는 자기의 인식틀
을 비교대상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가간 비교연구를 하지 않고 베트남 중앙정부의 도시개발정책변화를 검
토하고, 지방정부의 도시개발사업 계획 및 시행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현상의 인식도 주체의 선호도
나 고유 색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하지만 특정 현상을 단순 설명함으로써 최소한 비교차원
을 통일하고 비교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이
분석의 틀이나 현상의 계량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특정 집단의 유희물
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은 그 과학적 속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대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함
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있는 그대로”
가 가장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 글은
도시개발 분야에서 베트남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름을 탐색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잣대로 베트남의 현상을 마름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은 우선 베트남의 국토공간구조와 도시발달을 살펴보고, 베
트남의 지방행정체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우리와 다른 베트남 고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베트남의 도시개발현황과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는 자
연스럽게 베트남의 지방행정체제와 도시개발 관련 권한집행 절차를 연결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이러한
베트남 도시개발정책과 실천의 검토와 분석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지방정부 차원
에서의 한계를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존재는 현상에 우선하고 현상은 해석에 우선한다는 입장
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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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트남의 공간구조와 지방행정체제

1. 베트남의 공간구조와 도시발달
2000년 베트남 전체 인구는 8,200만-8,500만 정도로 이 중에서 1,900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
여 22%의 도시화율을 보여주었다.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2010년 33%, 2020년 45%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베트남은 크게 6개 경제지역으로 구분되는데, 1998년과 2007년 이들 지역별 도시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1998년과 2007년의 지역별 도시분포
6개 지역

면적(㎢)

1998년
도시(개)

1998년 도시간
평균거리(㎞)

2007년
도시(개)

1998-2007년
도시수 증가율(%)

2007년 도시간
평균거리(㎞)

북부 중산간지역

95460.0

140

28

홍강 유역

20961.5

123

14

166

18.57

26

138

12.20

13

중앙북부 및 해안지역

95918.1

157

27

177

12.74

25

중부 고원지대

54659.6

52

35

남동부 지역

23607.7

44

25

59

13.46

33

53

20.45

23

메콩강 유역지역

40604.7

117

20

138

17.95

18

국가 전체

331211.6

633

25

731

15.48

23

자료 : 베트남 통계국(2006)

<표 1>에서와 같이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남동부 지역으로 10년간 도시수가
무려 20.45%나 늘어났다. 그리고 북부 중산간지역과 메콩강 유역지역에서 비교적 도시수가 상대적으
로 많이 늘어났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국
가발전을 이끌기 위한 도시개발이 국가의 중요정책과제다. 도시개발은 공간상에서 점(point)과 선
(line)을 잇는 국토관리의 중요 정책수단에 속한다. 베트남의 도시체계는 남북을 연결하고 동-서를 잇
는 자연조건, 정치, 사회-경제적 특성의 공간표현방식이다.
베트남의 6개 경제지역 구분은 다시 도시관리 관점에서 10개의 도시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6개
경제지역 중에서 북부 중산간지역과 중앙북부 및 해안지역을 각각 3개 지역으로 세분한 것이다. 2004
년 일부 성(province)의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정은 새로 성으로 분리된 라이차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빙푹(Vinh Phuc), 그리고 박닝(Bac Ninh)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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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베트남의 6개 경제지역 구분

자료 : NGUYEN To Lang(2009).

2. 베트남의 지방행정체제
1998년 승인된 베트남 도시개발전략은 3층제를 이루고 있는데, 즉, 첫째는 국가차원의 도시개발전
략, 둘째는 지역차원의 도시개발전략, 그리고 셋째는 각 성(省, province)별로 중요한 중심도시의 개
발전략이 그것이다. 국가차원의 도시는 2009년 승격된 컨터(Can Tho)를 포함하여 하노이(Hanoi),
호지민(Ho Chi Minh),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및 후예(Hue) 등 6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차원의 도시로는 비엔 호아(Bien Hoa), 붕따우(Vung Tau), 냐짱(Nha Trang), 부언마투
엇(Buon Ma Thuot), 빙(Vinh), 남딩(Nam Dinh), 하롱(Ha Long), 비엣찌(Viet Tri), 타이웅엔
(Thai Nguyen), 호아빙(Hoa Binh) 등이 있다. 다른 도시는 모두 성 차원의 도시에 속한다.
베트남의 도시관리 등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 방식이다. 2007년 초까지
베트남은 2개의 특별시, 3개의 I 등급 도시, 14개의 II 등급 도시, 42개의 III 등급 도시, 33개의 I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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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도시, 635개의 V 등급 도시, 160개의 산업배후도시, 10개의 신도시지역, 27개의 해안 및 국경지역
경제지역이 있었다. 여기서 특별시와 I 등급 도시, 그리고 II 등급 도시의 일부는 국가가 직접 관할하
는 곳이고, II 등급 도시의 일부와 III 등급, IV 등급 도시들은 각 성(省, province)이 관할하는 도시이
며, V 등급 도시는 기타 지방도시에 속한다.

<표 2> 베트남 도시관리 등급 분류체계(Decree 42/2009/ND-CP, 2009년 5월 7일 결정)
등급

관리 주체

도시 수
(2009년 기준)

인구규모*
(10,000per)

평균인구밀도
(per sq.㎞)

비농업노동력
비율(%)

특별시

중앙정부

2 (Hanoi와 Ho Chi Minh)

≥ 500

≥ 15,000

90

≥ 50-100

≥ 10,000-12,000

85

6 (Hai phong,
Danang, Can Tho,

I 등급

중앙정부

II 등급

중앙정부 혹은
성(省) 정부

13

≥ 80

≥ 8,000

80

III 등급

성(省) 정부

45

≥ 15

≥ 6,000

75

Dalat, Nha Trang,
Vinh, Qui Nhon)

IV 등급

성(省) 정부

42

≥5

≥ 4,000

70

V 등급

기타 지방정부

639

≥ 0.4

≥ 65

60

747

≥

≥

≥

총계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인구를 합산한 것임.

이후 지속적인 도시성장으로 도시등급의 변화가 있었는데, <표 2>는 2009년 5월 7일 베트남 정부
가 결정한 도시관리 등급별 도시인구, 인구밀도 및 비농업인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2>는
도시승급 요건이기도 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불과 2년 사이 I 등급 도시 수가 2배로 늘어났
고, II 등급도시는 I 등급도시로의 승격으로 인해 1개가 줄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지방행정체제는 경제적인 관점과 도시관리적인 관점을 혼합하여 구성되어 있
다. 베트남의 지방행정체제는 3층제로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는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
(province)과 대도시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 계층 지방행정단위는 각 성에 속하는 일반시와 농촌 중심
의 소도읍, 그리고 중앙 대도시에 속하는 농촌 구(區)와 도시 구(區)로 이루어졌으며, 최하위 지방행정
단위는 도시화율이 높은 동(ward)과 대도시에서의 농촌중심 소도시, 전형적인 농촌 기초공동체
(commune)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베트남의 지방행정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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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트남의 지방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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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province)과 중앙 대도시(central city)는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일정 권한에 대해
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중앙 도시 아래에는 도시화가 이루어진 도시 구(district)와 농촌적
성격이 강한 농촌 구(district)가 있고, 각 성(省) 아래에는 도시화가 이루어진 성급 도시와 도시화가
미진한 성급 소도읍(township)이 있다. 다만 성급 도시와 성급 소도읍에는 인민위원회(people
committee)와 인민상임위원회(people commission)가 설치되어 있으나 중앙 대도시에 속하는 농촌
구와 도시 구에는 인민상임위원회만 설치되어 있다.
성급 도시와 소도읍 아래에는 최하위 지방행정 단위인 기초공동체(commune)와 동(ward)이 있는
데, 기초공동체에는 인민위원회와 인민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에는 대도시의 도시 구와 마
찬가지로 인민상임위원회만 설치되어 있다. 이들 지방행정체제의 역할과 권한은 분야별 별도의 문서
로 명시되어 있으나 각 계층별 지방행정체제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는 지방행정체제의 재원이 중앙집권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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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트남의 도시개발 현황과 관련제도

1. 베트남 도시개발 현황
베트남에서의 도시개발계획은 1954년 이후부터 도입되었다. 초기 구 소련의 도시계획 경험은 베트
남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어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경험이 베트남 도시개발과정에 접목되었다
(NGUYEN To Lang, 2009). 1990년대 이후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도시개발경험
이 호치민과 하노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 정부2)는 1998년 10월 23일 결정(Decision No 10/1998/QD-TTg)에 의거“2020년 목표 도
시종합개발계획 방향”
을 승인 한 바 있다. 이“방향”
은 베트남 10개 주요 도시권의 지리 및 토지조건
에 부합하는 도시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방향”
은 다면적인 접근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즉, 지리적 조건, 자연조건,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 및 여건, 전통적, 문화적 정체
성 과 특성, 그리고 생태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정립되었다.
“2020년 목표 도시종합개발계획 방향”
에 의거, 전국의 지방정부는 각 지역별로 도시체계 및 농촌정
주권의 도시화지역에 대한 일반플랜과 상세계획을 마련하였고, 도시지역, 산업단지, 경제보세권역 및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투자 및 산업촉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베트남 도시개발은
1998년“방향”
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인구성장, 토지이용수요, 기반시설개발에 대한 당시 예측이 크
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2050년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도시개발방향 및 전략(2009년 4월 7일)”
을수
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2050년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도시개발방향 및 전략”
의 관점은 첫째, 도시개
발과 노동력 배분, 둘째, 도시개발과 농촌 도시화, 셋째,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넷째, 도
시개발과 국방, 다섯째, 도시개발과 개발통제, 여섯째, 도시개발과 개발자원, 일곱째, 도시개발에 있
어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여덟째, 도시개발과 지역사회 참여, 아홉째, 도시개발과 기술기반시설
확충, 열째, 도시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전 및 부가가치 향상, 열한 번째, 도시개발과 에너지 절약, 열두
번째, 도시개발과 과학 및 기술 등으로 요약된다.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도시개발방향 및 전략”
의 개발목표는 2009년 4월 7일 총리실 결정
(Decision No. 445/QD-TTg)에 의해 승인되었고,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베트남의 도시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베트남에서 정부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상실(Prime Minister)을 의미한다.

베트남 중앙정부의 도시개발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 163

계를 점차 도시연결모형(urban network model)으로 발전시키고, 둘째, 현대화된 기술 및 사회기반
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환경을 창출하며, 국가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화된 도
시건축을 개발하고, 셋째, 국가차원, 지역 및 국제수준에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사회
주의 발전과 국방”
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도시개발은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사고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
산되고 있다. 특히 환경보전과 생태요소를 지역개발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의
공간계획은 3개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즉, 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농촌정주권 건설계획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3개 유형의 공간계획 모두는 도시화된 구역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베트남의
지역계획은 도시화된 중심지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일반적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베트남의 지
역개발의 핵심은 지역의 중심 도시인 셈이다. 따라서 지역분류체계가 도시개발 이론 및 실제와 관련하
여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의 도시개발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는 다음과 같다. 즉, 도시계획의 위상, 역할, 의미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도시계획 방법론 및
연구가 미진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질이 제한적이다. 도시개발관련 제도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하여 도시개발 정당성이 빈약하다. 도시개발정책, 구조, 투자자본이 빈약하고 적절한 관리모형이 구축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의 도시개발은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맥락, 현
재 상황 및 지역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하며, 비젼과 목표, 전략 및 개발예측을 정확히 하고, 지역공간체
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확립되어야 하며, 지역의 기술기반조직을 활성화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실시
해야 하며,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개발관리, 정책, 구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실시해야 하고, 마지막
으로 도시간 연계개발을 위한 행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베트남의 도시개발제도
1) 베트남 공간운영체계
베트남의 토지는 중요한 국가의 자연자원에 속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토지와 관련된 제도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1975년과 1985년은 베트남 정부가 토지정책기조를 전환한 중요한 시기였다. 베트남
에서는 토지사용이 자연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토지사용 및 용도지역배분과 관련한 업
무를 자연자원 환경부(M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가 다루고 있다.
최근, 베트남의 도시화 과정은‘Doi moi’
정책이 나오고 나서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Doi
moi’정책은 중앙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부터 사회주의 방향과 다양한 분야의 시장 경제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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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경제 변화를 촉진했다. 도시의 숫자 또한 급속히 증가해왔다. 1985년 500개 이하의 도시와 읍
(소도시)들이 1995년 546개로 증가했고 또한 2004년에 678개로 증가되었으며 2008년 9월에는 743
개로 늘어났다. 이들 도시 중 IV 등급 이상 되는 도시들이 99개에 달한다. 그러므로, 도시 토지문제는
현재 베트남의 도시발전정책 중에서 큰 문제에 속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도시 토지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975년에서 1985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토지정책에 관한 많은 법령을 만들었는데, 토지조정, 생산
개발 장려책과 비어있는 토지개간들을 이행 했었다. 토지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였고 토지관리는 미리
계획된 운영체계, 행정 특성을 따라 이루어졌지만 그 효과성을 따지지는 않았다. 1986년 이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1986), 제7차 전당대회(1991), 제8차 전당대회(1996), 제9차 전당대회(2001)를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혁신방향이 제시되었다. 토지관리는 경제구조 혁신에 필요한 요건
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이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공간운영체계는 당
과 정부의 장기 전략과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혼재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다.3)
베트남의 공간운용체계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
획에 해당하는 전국차원의 공간계획은 없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부문계획
과 점(도시) 위주의 도시개발전략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최상위 공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계획
(regional planning)이 수립된다. 이러한 지역계획은 일종의 광역도시권계획으로 점(특정 도시)과 선
(교통망), 그리고 중심도시로부터 영향 받는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수립된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도시
영향권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되고 관리된다. 지역계획은 두 개 이상의 성(省)에 걸쳐 수
립되기도 하고, 하나의 성을 대상으로 수립되기도 하며,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수립되기도 한다.
지역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별 도시차원에서 수립되는 계획에는 일반계획(master plan)과 상세
계획(detailed plan)이 있는데, 이는 내용의 구체성, 제도적 구속력, 지도 표기방법의 차이로 구분된
다. 예를 들어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지역계획, 도시 일반계획 및 도시 상세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계획
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지역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수자원 수급, 쓰레기 처리장, 공동
묘지, 위험물 매립장, 환경보호, 휴식, 생태보전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교통망체계, 기반시설, 위험지
역 보호,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 농촌 정주권 연결과 관련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환경분야에서 도시 일반계획은 지하수 개발, 수질관리, 공원 등 도시내 녹지공간, 지연재해로부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즉, 베트남의 공간개발은 점(도시)과 선(교통망)을 연결하는 패러다임(lines-points paradigm), Christaller(1933)의 중심지 이론에
근거한 계층(영향면) 패러다임(hierarchy paradigm), 생활권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정주권 패러다임(chain paradigm), 그리고 국가차
원에서 지역별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광역도시권 패러다임(urbanized regional paradigm)을 혼합하여 접근되고 있다(Pha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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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 보호에 관한 사항, 소음, 매연,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도시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또
한 환경과 관련하여 상세계획은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의 녹지공간, 산업지역 및 교통체계로부터의 소
음, 쓰레기 수집 및 처리, 경관관리를 위한 도시설계 등을 다룬다.

<그림 2> 베트남의 공간계획 체계
국가 생태-사회개발계획

부문별 개발계획

도시개발전략

지역계획

일반계획

부문별 개발계획

지역계획

일반계획

일반계획

개별 도시에서의 상세계획
자료 : LE Hong Ke(2009a)

2) 베트남의 도시개발관련 제도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은 토지에 관한 최상위법으로“토지는 모든 인민의 재산이다
(제17조)”
로 규정하고 있다. 1993년, 1998년, 그리고 2001년의 [토지법]은 토지정책을 제도화하고, 토
지에 관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토지 정책을 산업화와 연계하려 했고, 토지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였다. [토지법]은 토지이용에 관한 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법]에 의하면 토지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토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호되어
야 한다. 토지 영구사용권 발행, 토지의 교환, 이전, 임대, 하청 임대, 상속, 기부에 관한 권리, 저당,
담보, 토지사용권 형태로 자본을 기부하는 행위 등과 같은 모든 토지사용권은 법률로 정하고, 토지를
목적에 맞게 엄격히 사용하며, 토지를 보호하고, 토지세 및 토지사용료와 같은 재정부담을 명시하는
등 토지사용자의 의무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근간이 되는 토지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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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까지 유효한 1992년 [헌법]은 토지국유의 원칙과 함께 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해“국가는
계획과 법에 의거하여 모든 토지에 일률적인 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토지사용권이 이용목적에 맞게 그
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사용을
위해 토지를 배분한다(조항 18)”
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1992년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1993년 [토지법]은 이후 1998년, 2001년, 2003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3년 제정되고 1998년과 2001에 수정된 이 [토지법]은 또한
베트남 공산당의 토지정책을 제도화했고 토지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 했다. 1993, 1998, 과
2001 [토지법]의 실행 결과는 긍정적이라서 경제발전과 사회-정치적 안정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
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에 직면하여, [토지법]과 기타 토지에 관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토지에 관한 종래 제도는 정부가 일률적인 관리를 수행하지만
모든 인민들의 토지사용권체계의 핵심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토지소유주체에
관한 명확한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 못했다. 토지에 관한 종래 제도는 토지 관련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있지 않았고 또한 시장경제의 변화과정을 따라가지 못했다. 또한 토지에 관
한 종래 제도는 토지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종래 제도는 그냥 원칙이나 관점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법률해석이나 시행에 있어
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부처간 혹은 부문간 혼선을 초래하였다. 토지에 관한 법적 체계가 너
무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지나치게 중첩되어 있고 비효율적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제9기 제7차 중앙위원회(2003년 3월 12일)에서 결정된 지침에 따라 부동산시장과
토지재정정책 운영에 관한 개선을 시사하는 칙령(Decree No. 26/NQ-TU, 2003년 3월 12일)을 마련
하였다. 즉, 이 칙령은“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며 도심지역과 소도읍 계획의 토
지사용권에 세밀한 관심을 갖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지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정
부는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른 경제분야를 부동산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조건들을 마련해야 하고, 부동산과 거래의 가치안정화를 위해 공공경제(재
정운용 등)의 중요한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급등하는 지가를 규제하기 위한 재정적인 정책들
을 조만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동산시장 발전에 적합
하도록 가격 관리체계, 지가체계, 지가확인체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토지를 환수할 때는 일자리 기회와 재정착에 따른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로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칙령을 이행하기 위해 같은 해 즉, 2003년 [토지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2003년 [토지법]은 베트남 도시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실정법이다. 새로운 [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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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개 장, 1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히 토
지소유자(국가기관)와 토지사용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자의 책임
을 강화하였다. 1993년 [토지법]은 토지를 6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2003년 [토지법]은 농지,
비농지, 미활용토지 등 3개로 구분하고 있다. 2003년 [토지법]에 따르면 각 성과 중앙 대도시의 인민
위원회만이 토지영구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토지에 관한 분쟁조정 및 불만처리는 2단계로 이
루어지는데, 1차는 구(district), 소도시(town), 성급 도시의 인민위원회에서, 2차는 차 상위 인민위원
회와 자연자원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3년 대폭 개정된 [토지법]을 이전 [토지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새로운 [토지법]은 토
지 소유권과 관련한 국가조직(공공기관 포함), 토지 사용자들에 대한 보장, 토지분류, 토지에 관한 정
부의 관리기능, 토지사용 제도,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토지사용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와 관리기
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 [토지법]은“정부는 토지 종류별로 토지사용권 이전에 따른 세금을 평
가하고, 토지양도, 임대차가 발생할 경우 세금을 거두며,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토지사용권을 환수할
경우 피해를 보상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처음의 토지가격과 권리이전 시점에서의 토지가격 확인은
법률로 정한 정부업무의 하나이고 정부의 토지행정 내용이다. 토지세의 부과는 토지의 잠재력보다 낮
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관한 재정정책과 방법은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을
발전시키기에는 미약한 보조금 정책이 있을 정도였다.
셋째, 베트남 도시개발에 [토지법]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2009년 6월 17일 제정된 [도
시계획법]이다. [도시계획법]은 다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1부는 일반적인 규제사항, 제2
부는 소도읍계획, 제3부는 도시계획의 승인 및 재가, 제4부는 도시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제5부는
소도읍 발전에 관한 조직과 관리, 제6부는 집행기간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이 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①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의 통일된 행정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 건설부는 도시계획의 행정관리에 관해 정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주요한 임무를 정하고,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정부기관과 협의하며, 그리고 도시계획의 행정관리를 담당한다.
③ 내각들과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관들은 정부조직과 관련하여 할당된 업무와 권한 범위 안에서 도
시계획의 정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건설부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④ 모든 수준의 인민 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지방에 이양된 도시계획관련 권한을 집행해야 한다.
넷째, 이 밖에 베트남의 도시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로는 [건설법], [공민법], [주택령], [토지행정
에 관한 칙령] 등이 있다. [건설법]은 도시기본계획과 상세계획에 관한 문제, 용도지역, 토지사용 효율
성과 각 기능지역 혹은 소도읍의 기술, 경제적 요인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공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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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베트남 도시개발 관련 제도
일련번호

법령이름 및 번호

주요 내용

공포일

1

Decision No. 445/2009/QD-TTg

도시개발 일반계획 승인

2009. 4. 7

2

Decree No. 42/2009/ND-CP

도시분류와 도시관리수준

2009. 5. 7

3

Vietnam Construction Norms according
to Decision No. 04/2008/QD-BXD

도시건설계획에 대한 절차,
항목, 승인 등

2008. 4. 7

4

Circular No. 07/2008/TT-BXD &
Decision No. 03/2008/QD-BXD

건설계획 준비, 평가,
승인에 관한 지침

2008

5

Decree No. 29/2007/ND-CP

도시건축관리에 관한 사항

2007

6

Decree No. 08/2005/ND-CP

건설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 규정

2005 1. 24

7

16/2003/QH11

건설법(Law of Construction)

2003. 11. 26

8

Instruction 19/2003/CT-TTg

도시계획에 의한 건설계획의 준비 및
건설관리에 관한 규정

2003. 9. 11

9

Instruction 09/2003/CT-TTg

도시설계

2003. 4. 7

10

Decision No. 112/2002/QD-TTg

2020년까지 베트남 건축개발지침

2002. 9. 3

11

National Standard on Construction
Planning specified in TCVN 4494:1987

Decision No. 84/UBXD 에 의한
도시건설계획 및 설계표준 규정

1987. 7. 17

자료 : LA Thi Kim Ngan(2009).

은 토지 소유권, 토지사용권 이전과 집 계약의 문제들을 규정한다. 1991년 제정된 [주택령]은 집 소유
자들의 소유권, 관리와 책임들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정부는 2003년 이후 토지행정에
관련된 12개의 법령들을 발표해왔다. 대부분의 것들은 토지사용권, 집 소유권, 토지가격과 보상에 관
련된 규정들이다. 현재 베트남 도시개발과 관련한 제도는 <표 3>과 같이 요약된다.

IV. 도시개발계획 관련 베트남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

1.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1970년대까지 베트남의 공간계획과정은 과거 소련의 제도를 본떠서 실천되었다. 1986년 소위‘개
혁(Doi Moi) 정책’이후 공간계획과정에 관한 새로운 논리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실제 새로운 공간계
획과정이 제도화되기 까지는 6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1992년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가 채
택되고, 이전의 다섯 단계를 두 단계로 단순화하여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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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법률에 의한 두 단계 공간계획체계란 1993년 제322호 결정과 1994년 8월 17일 공포된 법령
91/CP에 의한 일반계획과 상세계획을 말한다.
일반계획은 통상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의미한다. 도시건설 기본계획은 I, II, III,
IV 및 V 등급의 도시, 중앙 대도시, 신시가지, V 등급 도시와 비슷한 인구가 거주하는 새로운 도시지
역들을 대상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 도시건설 기본계획의 설계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은 도시지역의
특성, 도시인구, 앞으로 5년에서 20년간의 도시공간 발전방향 및 도시 기술-사회 기반시설을 확인하
는 것 등이다. 즉, 자연상태와 사회 및 경제발전의 현 상태를 분석, 평가하고, 토지사용, 건설, 사회 및
기술기반시설과 도시 환경위생 도시발전, 특징, 인구, 노동자 등의 미래를 파악하며 각 건설주기에 따
른 주요 기술경제 목표 정립. 도시 토지사용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다. 도시건설 기본계획은 도시내부
및 주위의 도시공간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일반계획은 도시 중심지체계를 확인하는데 여기에는 위치, 범위, 기능지역의 규모, 안정된 개발을
지닌 지역들, 발전에 필요한 지역들, 아끼고 보존되어야 할 지역들, 변화하는 기능을 지닌 지역들, 새
로운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지역들, 건설이 금지된 지역과 미래 도시발전지역, 도시 지하철 건설이 예
정된 지역들을 포함한다.
상세계획은 도시 기능지역, 산업지역, 첨단기술지역, 문화재 보존지역, 관광지역 및 이와 달리 특별
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지역 등을 위하여 수립된다. 상세계획은 1/2000축도로 세분화된 계획과 1/500
축도로 세분화된 계획으로 구분된다. 우선 1/2000축도로 세분화된 계획은 개발전략에 따라 더 구체적
인 도시개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교통망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교통망은 관련 기술기반시
설 의 다층 구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한다(지방도를 포함). 또 상세계획은 도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지표를 확인하고 투자사업을 분명하게 통제하며 서로 다른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
련한다. 이 계획에서는 각 토지구성의 경계선과 도로가 확실시 되지 않아도 된다.
1/500축도로 세분화된 계획은 범위, 위치, 각 도시기능지역의 형태, 수요충족 및 각 지역을 위한 투
자정책 등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각 토지구성의 경계선과 도로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야 한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각 지역의 다른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포
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세계획을 통해 도시개발의 효과성, 유연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기능지역은 적절한 위치, 환경보존, 토지보존, 산불조심 등과 관련하여 접근되어야 한
다. 또한 이 상세계획은 적절한 운송수단으로 각 지역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도시
기능지역은 도시공간과 기술 기반시설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자연, 사회 및 경제 상황과 건설업무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지상 및 지하 도시공간구조들은 적절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기능지역의 토지 이용계
획은 각 지역의 특정 조건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발지역의 수요 및 도시 기능지역은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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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변지역 사람들의 수요와도 일치되어야 한다.
베트남 도시계획의 역할과 기능은 2003년 공포된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건설법]에 의해 개선되었
는데, 이에 근거하여 건설계획의 준비,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2003년 [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주로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기능, 비농업 노동자 비율, 기반
시설체계,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가 그것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747개 소도읍 이상의 도시가 1,77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도시화율 증대로 베트남 정부는 2003년 국민총생산의 35-40%가 도시에
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였는데, 이 비율이 2010년엔 50%를 상회하고 2020년엔 55-60%에 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와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에서의 도시개발은 국토 및 지역수준, 중앙 대도시
권 수준, 일반시 수준, 그리고 지방 및 지역사회 수준으로 나누어 접근되고 있다. 국토 및 지역 수준에
서의 도시개발은 국가도시 개발전략 유형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중앙정부의 결정사항, 전략
방향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도시 개발전략은 건설부가 수립하고 건설부 자체 검토를 거쳐
수상실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중앙 대도시권 수준, 일반시 수준, 그리고 지방 및 지역사회 수준의 도시개발은 일반계획과 상세계
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 대도시권에서의 일반계획은 건설부와 중앙 대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하
고 건설부 검토를 거쳐 수상실의 승인을 얻어 집행된다. 중앙 대도시권에서의 상세계획은 대도시 정부
에 속한 건축 및 도시계획 부서가 수립하고 검토하여 중앙 대도시 정부가 승인한다. 일반시 수준에서
의 일반계획은 건설부가 수립하고 검토하여 수상실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다. 반면 상세계획은 도시정
부의 건설담당 부서가 수립하고 역시 도시정부의 건설담당 부서가 검토하여 도시정부의 승인을 받는
다. 지방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일반계획과 상세계획은 모두 지방정부에게 수립권한이 있고, 지방정
<표 4> 도시개발 분야에서의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수준

계획유형

국토 및 지역수준

국가도시 개발전략

건설부

건설부

수상실

중앙 대도시권

일반계획

건설부와

건설부

수상실

(하노이, 호치민)

상세계획

중앙 대도시 인민위원회
중앙 대도시 정부의
건축 및 도시계획부서

중앙 대도시정부의
건축 및 도시계획부서

중앙 대도시정부

일반시 수준
지방 및 지역사회 수준

수립권한

검토책임

승인권

일반계획

건설부

건설부

수상실

상세계획

시 건설부서

시 건설부서

시정부

일반 및 상세계획

지방정부

지방정부 건설부서

광역정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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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건설담당 부서가 검토하여 광역정부(성에 해당)의 승인을 얻어 집행된다.

2. 베트남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한계
2003년 [토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도시 즉, 랑손(Lang Son), 하이즈엉(Hai Duong), 호
아빙(Hoa Binh), 박닝(Bac Ninh), 후에(Hue), 호지민(Ho Chi Minh)과 까머우(Ca Mau) 시에서의
사례연구 결과는 아직도 도시개발과 관련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문제점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토지사용권 발행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
을 지닌 토지문서가 없는 가구에 토지사용 권리증을 발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둘째, 토지사용료 및 지가의 책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토지사용목적이 바뀔 때 토지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토지가
격 책정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점, 토지사용권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과 토지사용 목적 변경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높다는 점, 토지사용료를 책정하는 지가평가가 일관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셋째, 보상문제와 부지 정리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어떤 가구들은 그들의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별로 보상가격의 차이가 커서 부지정리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으
며, 투자자들은 정부에 의해 책정된 토지가격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 시장경
제체제에서 흔히 나타남직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상가에 대한 많은 불평들, 부지정
리에 따른 시간 소비, 재정착을 지원하는 금융혜택, 주택기금, 토지기금의 부족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는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간 관계에 대한 문제점인데, 즉, 토지이용계획과 건설계획과의 관계
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토지분류의 기준체계가 다르며, 토지이용계획에 앞서 부문계획이 수립되
곤 한다는 점, 그리고 건설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별도로 운영되어 사업시행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중인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토지법]을 개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상세 도시계획, 토지 대
장의 파일들과 토지사용권 등기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토지거래 및 토지와 관련한 법적 권
리가 법률로 보호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가를 등록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중 은행들이 부
동산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 져야하고, 주택기금 및 투자기금을 마련하여 저소
득층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기업 시스템을 재
조직하고 새로 설립된 부동산회사들을 위해 투자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
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한편 베트남은 1998년 이후 중앙정부 도시개발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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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개발사업 계획 및 집행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방정부의 한계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된 도시개발관련 정책방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마다 여건이 달라 중앙정부의 정책의도를 획일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도시개발정책 방향은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4) 이를 위해 향후 베트남 지방정부는 도시개발
관련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 결정 혹은 의결권한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개발관련 지방정부의 공무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1990년대 이후 경제성
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간개발정책을 중요시 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아
직도 관련 분야 지방공무원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흔
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5) 현재 베트남 지방정부는 각자
도시개발 분야 공무원 연수를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개발관련 지방공무
원의 체계적인 연수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관련 권한이 지방정부로 과도하게 이양되어 도
시마다 경쟁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 호지민 등 대도시는 기존 시
가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심재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미래 경제성장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변에 많
은 신도시를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수요를 초과한 것이어서 사업진척이 계획에 크게 미달하
고 있다.6) 특히 베트남의 지방행정은 인허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모든 과
정을 관리하는 인력과 정책수단이 부족하다. 따라서 도시의 경제력에 알맞은 도시개발수요를 예측하
고 이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책임행정이 요구된다. 이는 베트남
전반적인 행정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하는 도시개발 관련 법령과 결정(decision), 칙령(decree) 등은 모든 도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
어 있다. 물론 베트남 정부는 1998년 10월 23일 발한 결정(Decision No. 10/1998/QD-TTg)에서 각도시의 지리조건, 토지조건에 부합
하는 공간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모든 도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공간계획 내용의 다양성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5) 외국 자본이 베트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가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의 해석 차이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추가,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6) 하노이는 2010년 정도(定都) 1,000년을 맞아 도심 내부의 불량주거지역(구 소련체제에서 건설된 5층 이하의 소형 집단주택 밀집지역)을
2010년까지 정비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주민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거나, 사업비가 마
련되지 못해 2009년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지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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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는 말

베트남은 도시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도시개발의 근간이 토지사용에 있다고 전제하
고 토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각 계층별 지방정부에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이양한 바 있다. 도시
개발 관련 지방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 수준 및 도시계획 유형에 따라 다르다. 베트남의 도시계획 유
형은 기본계획에 속하는 일반계획과 관리를 목적을 수립되는 상세계획으로 구분된다. 베트남의 지방
행정체제는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 대도시권 수준, 일반시 수준, 그리고 지방 및 지역사회
수준이 그것이다.
베트남에는 전국을 모두 포괄하는 국토계획이 없는데, 이는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건설부와 토지관
련 권한을 다루는 자원환경부가 국토이용에 관한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이의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 건설부는 주로 도시와 교통망의 개발을 다루고 있고, 자원환경부는 주로 면적인 토
지용도배분, 토지소유권 등을 다루고 있다. 최근 베트남 건설부는 점(도시)과 선(교통망) 위주의 도시
개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주변 지역과 중심도시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지역계획(일종의 광역
도시권 계획) 및 개발과 정주체계 개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간개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개방체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정책입안
및 집행권한을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정부와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을 정비하
고, 도시화를 촉진하며 이들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의 역할과 지원을 필
요로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 건설부는 지방정부의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여 건설부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즉, 베트남의 건설부는 종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점(point)의 패러다임
과 도시와 도시를 잇는 선(line)의 패러다임에 추가하여 도시계층을 관리하기 위한 계층 패러다임, 지
역(중심 도시와 주변 농촌을 포함)을 활성화하기 위한 패러다임, 정주체계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와 도시의 상호작용 관계를 조정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점(도시)과 일정 범위 안에서의 선(교통망)의 패러다임은 지방정부의 권한만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만, 지방정부 관할구역을 넘는 도시계층, 지역차원, 정주체계개발과 관련한 공간개발 패러다임은 상위
공공기관의 지원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과 토지용
도 지정은 자원환경부의 권한에 속하여 전체적인 국토관리 분야에서 건설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베트남 중앙정부의 도시개발정책방향은 외견상 건설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도시개발정책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토지용도지정 및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자원환경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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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베트남 도시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은 우선 법적 효력을 지닌 토지문서가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토지사용료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 토지사용권 보상과 도시개발에 따른 부지정리
가 어렵다는 점, 건설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도시개발사
업의 계획, 집행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지방정부는 일관성 있는 실천논리의 부재, 지방공무원 역량 부
족, 경제력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사업 남발 등의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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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이 주 영 / 김 동 근 / 忌部正博 / 한 무 영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은 도시 물순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투수면적의 증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대
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치수위주의 하천정비 등은 도시화의 산물이며 물순환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물순환 악화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 중에서 도시 건천화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건천화는 도시지역 중
소규모 하천에서 흔히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는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와 대규모 하
수처리장 건설 위주의 수질개선대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이상기후현상과 도시화 확대로 인해 현재의 수
자원 관리 정책으로는 하천 건천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개발연구
원에서 발간한“경기도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연구(2003)”보고서와 일본빗물저류침투학회에 출간된 자료
를 바탕으로 일본 건천화 해결방안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하천의 유량감소의 원인을 물순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천화 방지대책을 제
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_ 도시화, 건천화, 기후변화
* 본 연구자료에서 일부는 일본 빗물저류침투 기술협회(忌部正博)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번역하여 재작성한 논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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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Stream Maintenance and Security
for Prevention of Urban Stream Depletion

Lee, Ju-young / Kim, Dong-keun / Imbe Masahiro / Han, Moo-young

As urban grow and develop and climate change, urban areas are paved over and made impervious.
The urban phenomena dehydrates landscapes, increases downstream scarcity, and degrades water
quality. The prevention of urban stream depletion, one of phenomena of urbanization, is shown in this
study. Until now, water plan management in the government have focused on the flood control and
centralization system. However, it has a limitation to protect river water quantity and quality.
Therefore, with the construction of harvesting and infiltration of rainwater, we can move towards a
sustainable hierarchy in household and community water management based on Japan cases.

Key words _ urbanization, stream depleti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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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도시 하천의 평시 유출이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도시하천의 유량감소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문정수외, 2007). 건천화는 하천이 건
천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건천화를 구체적으로 정량하기는 어려우나, 이론적으로
건천화 하천을 정의한다면 수문학적 요소를 기준으로 갈수량 기준 이하이고 하천으로부터 필요수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하천을 건천이라고 할 수 있다(정관수 외, 2003).
수문학적 정의 : 수문학적인 요소로서 최소 유출량에 대한 기준(갈수량 기준)
하천수 활용측면 정의 : 이수활용기준(하천으로부터 가용할 유량 부족의 심화 정도 기준)
이기영(2003)은 경기도의 498개 지방 2급 하천 중 53개 하천이 건천화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는 자연적인 물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과 같이 아스팔트와 콘
크리트가 지표를 덮음으로써 빗물은 더 이상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되고, 녹지와 자연지반의 훼손
으로 인하여 증발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흐르던 빗물이 고여 있을 웅덩이가 감소하고, 구불구불한 하
천도 반듯한 수로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되던 물의 흐름이 막히게 된 것이다 (한영애 외, 2007).
<그림 1> 개발 전과 개발 후 물순환

<그림 2>는 도시화와 지하수, 하천수 문제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도시의 모든 기반기술
은 지하화 되고 있으며 이는 지하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인한 불투수 포장면의 증
가는 토지 피복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결국 지하 침투량을 저하시켜 하천의 건천화를 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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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천화된 하천의 증가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전원도시를 꿈꾸는 도시인들의 휴식 공간을
잃게 만든다.
<그림 2> 도시화에 따른 지하수, 하천수 문제의 인과관계 모식도
지하공간의 고도이용

토지의 부족·상승

지하구조물에 의한 수맥 절단

지형개변

지하수흐름의 개변

택지개발

성토와 진압

물수요의 증대

범람원 개발

자연지의 감소

생활용수·산업용수의 증가

도로등의 포장면과
지붕면적의 증가

불침투역의 확대

우수 지하 침투량의 감소

지하수 함양량의 감소

지하수 함양량의 감소

지하수위의 저하
용수의 고갈

지하수 취수 규제

평상시 유량의 확보

II. 하천 건천화 현황

2003년 기준, 경기도내 지방 2급 하천 498개 중 건천화된 하천은 총 53개소로 파악되었다(이기영,
2003). 이는 건천화률이 10.6%로 경상북도 21.8%, 전라남도 16.0%, 충청남도 15.6%, 경상남도
12.3%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그림 3>. <표 1>와 같이 경기도내 지역별 하천 건천화 조사결과 화성
시가 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평군(13개소), 남양주시(7개소), 성남시(5개소) 순으로 나타
났다(이기영, 2003).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천화 하천의 개소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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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행정구역별 건천화 현황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방2급하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건천화된 지방 2급하천

자료 : 건설교통부(2000),「한국하천일람」
; 과학기술부(2003),「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 지속
가능한 하천수 개발기술」
.

<표 1> 경기도내 하천의 건천화 현황
시·군

개소수

과천시

3

하천명

수계

막계천, 양재천

양재천

갈현천

안양천

남양주시

7

엄현천, 오남천, 용정천, 진건천, 진벌천, 덕송천, 용암천

왕숙천

성남시

5

금토천, 동막천, 상적천, 운중천, 탄천

탄천

안성시

2

신흥천, 화곡천

청미천

안양시

2

양평군

13

삼막천, 삼성천

안양천

도곡천, 성덕천, 세월천, 영동천, 용담천, 항금천, 향리천

한강

고송천, 부안천

흑천

계정천, 단석천, 매월천, 석곡천

섬강

여주군

1

하정천

한강

하남시

2

감이천, 덕풍천

한강

화성시

계

18

신리천, 원천리천, 장지천, 치동천

오산천

갈천, 관리천, 반정천

황구지천

구포천, 동화천, 무봉천, 반월천, 발안천, 송라천,
신남천, 어은천, 어천, 요곡천, 하가동천

서해안

53

자료 : 과학기술부(2003),「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 지속가능한 하천수 개발기술(부록)」
; 이기
영(2003),「경기도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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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물순환계 재생의 개념

<그림 4>는 일본에서의 자연지역과 도시지역의 물순환계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지역에서는
빗물의 침투가 용이하여 토양층의 우수저류, 지하수 충전의 증가, 증발산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
로 도시지역에서는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해 표면유출이 증가하여 빗물침투 및 지하수 충전량의 감소,
증발산 감소 현상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일본에서는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과거 자연 상태로 되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림 5>와 같이 저류·침투시설
의 설치를 통하여 직접 유출을 완화하고 빗물이나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유효이용을 촉진하는 방법 등
이 고려되고 있다. 평상시 하천 수량을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빗물 침투의 촉진에 의한 지하
수 함량증가로 하천의 용출수를 되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자연지역과 도시지역의 물순환계 모식도

자료 : 忌部正博, 2007.

<그림 5> 물순환계 재생의 모식도

자료 : 忌部正博,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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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량 개선 정책

도시개발에 따른 물순환 문제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다. 일본에서는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침투시설 보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 침투시설 설치 예
일본 도쿄 근교에 있는 사이타마현(埼玉縣) 쇼자와시(所澤市)를 흐르는 히가시카와(東川)강은 야나
세가와(柳 川) 유역에 포함된 강이다. 유역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이곳은 하천 유지용수로 하수처
리장의 처리수를 이용하고 있었다. 쇼자와시(所澤市)에 있는 쇼자와(所澤)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발생되
는 처리수 35,000 톤/일(0.4㎥/sec)을 하천으로 방류하여 히가시카와(東川)의 유량을 0.5㎥/sec로 유
지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역 하수도의 접속을 바꾸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하천 방류를
금지하게 되자 하천의 유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가시카와(東川) 유
역의 사이타마현(埼玉縣) 쇼자와시(所澤市)에서는 주택의 신축·개축 시 침투시설 설계 자료를 추천해
주는 등 지자체가 앞장서서 침투시설의 설치를 장려하였다. 또한 기존 주택에 침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전액을 보조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많은 침투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 하천 유지용수로써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사용을 하지 않고 빗물 침투에 의하여 자연적으
로 발생된 용출수만으로 하천의 유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측정 자료 결과, 갈수기시 하천 유량은
0.3-0.6 ㎥/sec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야나세가와(柳 川) 유역
면적·연장 등

비율

유역면적

18.2 ㎢

-

유로연장

14.2 ㎞

-

일급수질

○

-

시가화 구역

11.0 ㎢

60.7 %

시가지 (1994년)

11.3 ㎢

62.0 %

저층주택

4.6 ㎢

40.5 %

시가지 (장래 상정)

13.5 ㎢

74.0 %

침투적지

16.0 ㎢

88.0 %

자료 : 忌部正博,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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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쇼자와시(所澤市)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토사례 분류 일람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쇼자와시(所澤市) 검토사례 일람표
대책

대책의 내용

현 대책 시설

일반 주택의 40%가 목표(저장 침투 시설)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

Case 1

새롭게 일반 주택의 약 10%가 목표(침투 시설 설치)를 달성해, 전체의 50%가 목표 달성한 상태

Case 2

새롭게 일반 주택의 약 20%가 목표(침투 시설 설치)를 달성해, 전체의 60%가 목표 달성한 상태

Case 3

새롭게 일반 주택의 약 30%가 목표(침투 시설 설치)를 달성해, 전체의 70%가 목표 달성한 상태

Case 4

일반 주택의 모두(100%)가 목표 달성한 상태

자료 : 忌部正博, 2007.

<그림 6>은 쇼자와시(所澤市) 일반 주택에 설치된 표준적인 침투시설의 설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쇼자와시(所澤市)에 설치된 침투시설에 의해 평균 지하수위 회복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Case 1-Case 3의 침투시설 보급 장려정책으로 지하수위가 25%-75% 까지 회복되었다.

<그림 6> 쇼자와시(所澤市) 일반주택의 표준적인 침투시설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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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쇼자와시(所澤市) 지하수위 회복량

자료 : 忌部正博, 2007.

2. 저장시설 설치 예 (若山淸海, 2003)
효고현(兵庫縣) 코베시(神ß´市)에서 북쪽으로 약 20㎞ 떨어진 록코(六甲)산의 구릉지에는 면적 603
㏊의 미타(三田) 웃디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히라야강(平谷川)은 미타 웃디의 2급 하천인 무코강의
지류로 도시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그림 8>.
<그림 8> 미타(三田)시와 히라야강(平谷川) 위치도

자료 : 若山淸海,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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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야강(平谷川)은 유역 면적 2.78㎢, 유로연장 2.5㎞의 소하천으로 유역의 70%가 도시지역이다.
인공하천인 히라야강(平谷川)은 여름철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 유지 용수확보, 강우 시 수위 급상승
에 의한 이용자의 안전대책 등에 주위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1992년 미타(三田)시는 일본정부의 지
원을 받아 유역에서의 빗물 저장, 침투사업을 실시하여 1995년에 준공하였다. 본 사업에 사용된 저장
시설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5>. 빗물저장시설 설치에 의한 첨두 유출량 저감은 크지 않지만, 초기
강우의 50㎜를 저장하므로, 그 만큼 유출의 지연이 기대되어 이용자의 피난 대책으로서 좋은 활용예
로 평가받고 있다.

<표 4> 쇄석 공극 저장 시설

자료 : 若山淸海, 2003.

<표 5> 둔덕에 의한 저장시설

자료 : 若山淸海, 2003.

빗물 저장 시설에 의한 히라야강(平谷川)의 환경 용수 보급량은 현지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20~30ℓ/s, 보급 기간은 20일으로 설정되었다. 하천의 건천화 기간은 연간 50 일 정도였지
만, 빗물 저장 시설로부터의 보급수에 의해 건천화 기간이 10일 이하가 되었다. 덧붙여 빗물 저장 시
설로부터의 보급수는 저장 수위에 관계없이 일정량의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플로트식 정량 방류 장치
<그림 9>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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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하의 쇄석 저장과 플로트식 정량 방류장치

자료 : 三宅紀治, 2005.

히라야강(平谷川)의 1996년 관측 유황과 빗물 저장 시설 설치전의 추정유량을 비교해보면 <표 6>과
같다. 빗물 저장 시설 설치 후의 유황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6> 히라야강(平谷川)의 유황 (1996년 1월~12월) (단위 : ℓ/s)

3. 지하철, 지하 터널로부터의 침출수 활용사례
도쿄도와 코쿠분지시(國分寺市)에 있는 노가와(野川) 하천은 건천화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도시하천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건천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도는 근처 JR무사시(武藏野)노선의 중앙선에
서 지하로 들어가는 터널로부터 발생되는 지하수를 건천화 해결을 위하여 활용할 대책을 세우고 있었
다. 도쿄도는 1993년도에 서쪽 고이가쿠보(戀ヶ窪) 1가 부근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매입하고 수
로를 정비해서 양수를 통해 노가와(野川) 하천 환경용수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2000년에 완성하였다.
<그림 10>은 양수 경로를 보여주며, <그림 11>은 양수 계획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노가와(野川)에는
하루 약 2,000 m3 (≒23ℓ/s)의 물을 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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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하의 쇄석 저장과 정량 방류장치

자료 : 淸水滿, 2004.

<그림 11> 도수 계획 개요

자료 : 淸水滿, 2004.

도시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서울·경기도내 총 86개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량은 9만 6000
여 톤이며 이중 현재 잡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4개역의 2500여 톤에 불과하다(http://www.
donga.com/fbin/news_plus?d=news89&f= p089ff0 10.html). 지하터널에서 발생된 지하수를 하
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 및 기술적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
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터널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하천 유지용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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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본 사례를 통한 대책 및 정책적 시사점

앞서 설명한 일본의 빗물관리기술을 통해서 현재 치수·방재, 이수 및 환경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빗물관리 방법들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빗물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빗물관리와 관련하여 상당히 미비한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천화 방지를 위한 빗물이
용시설, 저류시설, 침투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대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빗물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경기도내 성남 등 22개 시,
군 (미 제정 9개 시, 군)에서는 빗물이용 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마련된 조례에는 지붕
면에 떨어지는 빗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건천화 방지를 위한 대규모 빗물 침투시설 설치 등
에 관한 별도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세제감
면 등에 관한 세심한 조례 및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 7>에서와 같이 수도법, 자연대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서 빗물관리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빗물 유출저감을 위한 빗물관리 목표
량을 건물별, 지역별, 유역별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법령을 제함으로써 대체수자원의 확
보뿐 만 아니라 홍수방지, 지하수 충전 및 건천화 방지 등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
목적 빗물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빗물이용관련 기준
구분

빗물이용시설

우수유출 저장시설

적용 대상
용도

·운동장 및 체육관

·지붕면적 : 2,400㎡
·관람석수 : 1,400석

·일반건축물(공공)

·대지면적 : 2,000㎡
·연 면 적 : 3,000㎡

·공동주택
저감시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규모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단지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

관계법령
·수도법 제 16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 13조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 16조

·사업승인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 64조(’
0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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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물 순환계 단절로 발생되는 지하수 고갈과 도시하천의 건천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침투시설,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등을 활용하여 건천화
를 극복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기술적인 개발을 통한 하천 건천
화 극복뿐만 아니라 빗물관리에 있어 현재 치수, 이수, 환경 등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빗물관리방
법을 서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빗물관리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와 지침 제정이 선행되고 이를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하천 건천화와 도시홍수에 민감한 경기도의 경우 파주시를 포함한 22개
시군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구체적
인 시설설치기준이나 세제감면, 인센티브 부여 등의 조례, 지침 및 지원제도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빗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나 부서는 없으며, 단지 빗물과 관련하여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상호 업무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빗물의 저장 및 침
투에 의한 하천유지용수확보 등의 자연적인 물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본의 사례는 경
기도 내 53개소 건천화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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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를 수상하였으며, 2010년에 녹색기술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관심분야는 빗물이용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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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 입지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관한 연구*

류 지 수

본 논문은 병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병원의 입지여건에 달려있다고 보고 대구경북지역 병원들이 어떠한 요
인에 의해서 종합병원입지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이변수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의 병원종류선택과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 또한 의료기관의 경영과 의료산업정책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변수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시행하였다. 이변수 로짓모형 추
정결과에서는 인구적 변수인 인구밀도와 가구수가 종합병원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변수 로짓모형에 의한 병원종류선택과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성별계수는 음(-)의 부
호로 추정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을 수로,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량적인 분석이어서 정성적인 요인을 고려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지만, 연구의 결과는 병원경영자와 의료
산업 정책자에게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_ 의료서비스, 이변수 로짓모형, 다변수 로짓모형, 종합병원입지, 병원종류선택
* 이 연구는 2009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들의 세밀한 조언과 지적이 본 연구의 내용의 개선
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 남아 있는 오류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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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ospitals Location and the
Consumer’
s Choice on the Medical Service in
Deagu-Gyeongbuk Province

Yoo, Ji-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location of general hospitals in DeaguGyeongbuk province by employing binary logit model.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population density
and the numbers of households significantly effect the location of general hospitals. I also analyze the
consumer s choice on hospitals and medical service by employing multinomial logit model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the gender, inome, education ar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consumer s choice on the hospitals and medical service. These results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hospitals managers and decision makers of hospitals industry.

Key words _ medical service, binary logit model, multinomial logit model, location of general hospitals, choice

o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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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펼칠 수 있는 정책은 첫째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책적인 목표가 있고, 둘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일자
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적인 목표가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이들 목표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목표를 인식하고 최근에 들어서 의료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
로 모색되고 있다. 첫째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와 같이 비용을 억제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줄기세포 연구 등 생명공학과 결합시킨 의료기술이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
과 더불어, 성형 등 일부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
기 때문이다.
둘째로, 산업화로 인한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왔던 서비스 산업을 효율화시키는 한편, 단일한
서비스 질로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질적인 스펙
트럼을 창출하여야겠다는 인식이다.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진료수혜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아울러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WTO의 도하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와 함께 거세질 개방 압력 앞에서 국내
의료서비스 영역이 경쟁력에 취약하므로 이 분야의 체질을 개선시켜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는 인식이다.
넷째로, 지방에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연개 하여 의료기
술의 연구역량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 경북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을
연결시키는 협력연구와 협력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들 간
의 네트워크 형성은 병원들의 입지여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
역 종합병원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종합병원입지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소
비자의 병원종류선택과 의료서비스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도 의료기관의 경영성과와 의료산업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도 아울러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분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희연과 김미영(2000)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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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지한 대형할인매장의 입지요인을 인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류지수(2007)는 시계열자료
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택점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다변수 로짓 모
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이태정·조성형(2007)은 대형할인점의 입지요인을 프로빗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병원입지와 관련된 분석이나 의료서비스 선택에 관한 논문은 아직
나오기 않고 있다.
본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분석모형인 이변수 로짓모형과 다변수 로짓모형
에 관한여 논한다. Ⅲ장에서는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종합병원입지, 병원종류선택, 유형별 의
료서비스선택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행한다. 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분석모형

경제주체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분석은 주로 계랑모형인 로짓분석이나 프로빗모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다변수 로짓모형은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에 근거를 두고 있다. yij를 소비자 i가 선택하는 대상 j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정의하고, xil을
소비자 i의 속성을 나타내는 벡터로 정의한다. 여기서 소비자 i의 속성은 소득, 가족 수, 학력, 나이,
성별 등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벡터를 묶어서 벡터 zji=zij(yij,xil)로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 i가 대상
j(j=1,....J )를 선택할 때 소비자 i의 효용수준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ui = u(zji) = V (zji) + ε(zji)

(1)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간접효용함수로서, 평균 V 부분과 랜덤항 ε으로 나누어진다. 이 소비자의
간접효용함수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만약 u(zji ) ＞ u(zki ) (k≠j )
이 성립하거나 또는 ε(zki )-ε(zji )＜V (zji )-V (zki ) (k≠j )이 성립하면 소비자 i는 모든 선택대상 J 중
에서 대상 j를 선택하게 된다.
소비자 i가 대상 j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ji = Pr[ε(zki )-ε(zji )＜Vj - Vk] (k≠j )
여기서 Vj = V( zji )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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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비자의 선택대상이 두 개인 경우(j=2)를 살펴보자. G를 ε(z2i )-ε(z1i )의 누적확률분포함수라
고 정의하면 소비자가 대상 1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1 = Pr[ε(z2i )-ε(z1i )＜V ( z1i )-V ( z2i )]=G[V ( z1i )-V ( z2i )]

(3)

여기서 V는 다음과 같이 zji의 선형함수라고 가정한다.

V ( zji ) = β
、
zji

(4)

또한 ε(zji )=εj는 zji 의 함수가 아니고 ε1과 ε2는 확률적으로 서로 독립이다고 가정한다. 만약 ε1와 ε2
가 서로 독립적인 Weibull 확률분포를 한다면 이 분포를 이용하여 이변수 로짓모형(binary logit)모
형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이변수 로짓모형에서 소비자 i가 대상 1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1 = 1/{1+exp[-[β
、
、
z1i -β
z2i )]}

(5)

Weibull 확률분포에는 단지 하나의 모수 α
가 등장한다. εj대한 누적 Weibull 확률분포함수는 다음
과 같이 표시된다.
-(ε+αj )

Pr(εj＜ε) = exp(-e

)

(6)

Weibull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ε+αj )

pdf (ε) = e

-(ε+αj )

exp(-e

)

(7)

만약 εj(j=1,2,3…J )가 서로 독립적인 Weibull 확률분포를 한다면(모수는 αj임), εj는 모수가 -log
J

Σe

-αj

인 Weibull 확률분포를 한다. 따라서 Vj가 주어진다면 다음 식을 유도할 수 있다.

j=1

V1-α1

Pr(V1+ε1＞V2+ε2) = e

V1-α1

/ (e

V2-α2

+e

)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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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Vk= β、
zki+αk이 성립하면, (2)식과 (9)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변수로짓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10)

종합병원의 입지요인은 다음과 같은 다변수 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할 수 있다.

(11)

yi는 종속변수로서 다음과 같다.
yi = 1 지자체에 종합병원(대학병원포함)이 입지하는 경우
yi = 0 지자체에 종합병원이 입지하지 않는 경우

xij는 설명변수로서 자치단체의 인구, 인구밀도, 가구 수, 1인당 지방세수 등을 나타낸다.
이 이변수 로짓모형에서 어떤 지역에 종합병원이 입지할 확률 p1는 다음과 같다.

(12)

또한 종합병원이 입지하지 않을 확률은 다음과 같다.

(13)

병원종류선택과 유형별 의료서비스의 선택에 대한 분석은 다변수 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 다변수 로짓모형은 병원이용자 개인의 효율극대화 과정에서 유도된
다. 개인 i가 j개의 병원 중에서 하나의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ui (선택 0) =

(14)

ui (선택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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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i (선택 j ) =

(16)

여기서 ui는 효용함수이고 오차항 εj는 서로 독립적이고 각각 동등한 분포를 한다.(i,i,d) ui(선택 j)가
ui(선택 k)보다 큰 경우 개인 i는 j를 선택하게 된다.
개인 i가 j를 선택한 확률은 다음과 같다.

(17)

여기서 i는 관측치, j와 k는 선택을 나타낸다. 이 병원종류 선택모형의 종속변수 yi는 다음과 같다.
개인 i가 병원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yi = 0

개인 i가 개인병원을 선택하는 경우

yi = 1

개인 i가 종합병원(대학병원포함)을 선택하는 경우

yi = 2

또한 설명변수 xyi는 성별(남=1, 여=0), 연령, 취업유무(직업있음=1, 직업없음=0), 소득, 학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유형별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모형에서 종속변수 yi는 다음과 같다.
개인 i가 병원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yi = 0

개인 i가 내과서비스를 받는 경우

yi = 1

개인 i가 외과서비스를 받는 경우

yi = 2

개인 i가 이비인후과서비스를 받는 경우

yi = 3

개인 i가 산부인과서비스를 받는 경우

yi = 4

개인 i가 피부비뇨기과 서비스를 받는 경우

yi = 5

개인 i가 기타 서비스를 받는 경우

yi = 6

또한 설명변수 xyi는 성별(남=1, 여=0), 연령, 취업유무(직업있음=1, 직업없음=0), 소득, 학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소비자가 여러 서비스 증에서 1 개 서비스만을 선택하는 모형임. 소비자가 여러 서비스 중에서 복수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이용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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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료와 실증분석 결과

1. 대구경북지역 병원 현황과 설문조사자료
본 연구의 이변수 로짓모형 분석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병원현황과 각 지자제의 인구, 인구밀도, 가구
수, 1인당 지방세수, 최근접 타 종합병원과의 거리 등이 사용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병원분포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영주시 한 군데만을 제외하고 모든 시 지역에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군 지역
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 지자제의 인구, 인구밀도, 가구수, 1인당 지방세수, 최근접 타 종합병원
과의 거리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1> 대구경북지역 병원 분포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포항시

477

경주시

228

구분

4

14

233

청도군

2

10

110

고령군

(단위 : 개소)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41

-

2

20

23

-

1

10

김천시

116

2

1

59

성주군

35

-

1

17

안동시

150

3

4

70

칠곡군

91

-

3

48

구미시

377

3

2

184

예천군

33

-

1

18

영주시

85

-

4

58

봉화군

15

-

1

6

영천시

111

1

4

59

울진군

36

-

2

16

상주시

82

1

1

45

울릉군

2

-

-

-

문경시

68

1

2

39

중 구

351

3

5

183

경산시

227

1

3

113

동 구

337

1

7

173

군위군

13

-

1

7

서 구

245

1

9

121

의성군

48

-

5

18

남 구

230

2

7

109

청송군

23

-

1

8

북 구

478

1

14

235

영양군

7

-

1

2

영덕군

34

-

3

17

수성구

570

-

13

257

달서구

612

3

23

307

달성군

114

-

4

51

주 : 병원합계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을 의미하며, 보건의료원 이
하는 제외.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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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
단위 및 통계량/변수

단위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인구

천명

168.5

10.2

598.0

인구밀도

명/㎞

1,984.5

23.2

13,691.1

가구 수

천 가구

62.6

4.6

198.5

1인당 지방세수

천원(년

584.5

294.1

1,347.4

최근접 타 종합병원과의 거리

㎞

2.7

2.4

5.7

주 : 2008년 기준통계.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 데이터 베이스.

<표 3> 설문조사 자료의 요약
구분

병원

유형별 의료서비스

연령

성별

소득

학력

직업유무

응답자 수(명)

비율(%)

병원 이용하지 않음

16

14.7

개인병원 이용

65

59.6

종합병원 이용

28

25.7

의료서비스 이용하지 않음

19

17.5

내과

35

32.1

외과

18

16.5

이비인후과

20

18.3

산부인과

3

2.8

피부과, 비뇨기과

8

7.3

소아과, 정신과, 안과

6

5.5

20대

45

41.3

30대

29

26.6

40대

7

6.4

50대

28

25.7

남성

64

58.7

여성

45

41.3

100만원 이하(월)

5

4.6

100만원~200만원

13

11.9

200만원~300만원

28

25.7

300만원~400만원

27

24.8

400만원~500만원

13

11.9

500만원~600만원

11

10.1

600만원 이상

12

11.0

고졸 이하

54

49.5

대졸 이상

55

55.0

직업 없음

12

0.12

직업 있음

97.0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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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수 로짓모형분석을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병원종류이용실태와 유형별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수는 109명이었
고 조사자료 통계는 <표 3>에 요약되어 있고 설문지는 부록에 기록되어 있다.
종합병원 입지에 대한 인구적 설명변수로서는 지자체의 인구, 인구밀도, 가구수 등을 이용하였다.
공간적인 변수로는 최근접 타 종합병원과의 거리가 설정되었고, 경제적 변수로는 1인당 소득이나 자
산이 적합한 설명변수로 간주되지만 이 변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1인당 지방세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2. 종합병원입지
종합병원입지에 대한 이변수 로짓모형 추정결과는 <표 4>에 기록되어 있다. 추정계수 중 인구, 인구
밀도, 최근접 타종합병원과의 거리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수, 1인당 지방세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나났다. 인구, 인구밀도, 가구수, 최근접 타 종합병원과의
거리등의 계수는 양(+) 의 부호를 나타냈으나, 1인당 지방세수는 음(-) 의 부호를 추정되고 있어 기대
한 바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구, 인구밀도. 가구수가 종합병원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종합병원이 입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
면에 경제적변수인 1인당 지방세수가 음(-) 으로 나타난 것은 이 변수가 1인당 소득이나 자산의 대리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접 타병원과의 거리가 (+) 로 추정된 것은 종합병
원간의 경쟁적 요인이 종합병원입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4> 종합병원입지에 대한 이변수 로짓모형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 ( |Z|≥ z )

인구

0.3452

0.1476

2.338

0.042

인구밀도

0.1467

0.0527

2.7836

0.0102

가구수

0.8762

0.5230

1.6752

0.1137

1인당지방세수

-0.1476

0.11849

1.2456

0.1479

최근접 타종합병원과의 거리

0.7562

0.3705

2.0401

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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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종류선택
소비자의 병원종류선택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다. 추정계수는 종합병원의
경우 연령변수의 계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병원종류선택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로는 성별, 연령, 직업유무, 소득, 학력변수가 선정되었다.
소비자의 질병보유여부도 중요한 설명변수로 상정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질병보유여부에 대한 설문
에 대하서 솔직히 응답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변수를 감안하지 않았
다. 추정결과를 보면 개인병원 선택의 경우 성별 계수는 음(-)으 부호로 추정되었고, 나머지 연령, 직
업, 소득, 학력 계수는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성별, 연령계수는 음(-) 의 부
호로 추정되었고, 직업, 소득, 학력계수는 양(+) 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개인병원이
나 종합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이 산부인과 서비스 등과 같은 남
성이 이용하지 않는 병원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직업이
있는 사람이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
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Prob(y=1) 일 경우(개인병원)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 ( |Z|≥ z )

성별
연령

-1.5636

0.7243

-2.159

0.0309

0.0519

0.2303

2.209

0.0272

직업유무

2.1163

0.8800

2.405

0.0162

소득

0.0456

0.1779

2.256

0.0051

학력

0.3211

0.5815

2.552

0.0102

<표 6> Prob(y=2) 일 경우(종합병원)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 ( |Z|≥ z )

성별

-1.3627

0.7730

-2.763

0.0085

연령

-0.1671

0.2561

-0.653

0.5139

직업유무

0.9632

0.9349

2.030

0.0412

소득

0.2347

0.1910

3.234

0.0014

학력

0.1528

0.6408

4.238

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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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서비스 선택
소비자의 유형별 의료별서비스 선택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7>에서 <표 12>까지 6가지로 나타나 있
다.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에도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변수가 선정되
었다. 추정계수는 30개 변수 중 8개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나머지 22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의 경우 연령, 학력, 외과의 경우 성별, 이비인후과의 경우
연령, 산부인과의 경우 직업, 피부. 비뇨기과의 경우 성별, 기타의 경우 성별과 직업의 계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추정에서 기대되는 계수의 부호는 성별은 음(-), 직업, 소득, 학력은
양(+) 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내과의 경우 소득계수, 이비인후과의 경우 소득계수, 산부인과의 경우
직업계수, 기타의 경우 직업계수가 음(-) 로 추정되어 기대한 바와 상이하게 추정되었다. 성별계수의
추정치는 음(-)으로 추정되었고 또한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 이 3
종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수는 1개는 양(+)으로 나머지는 모두
음(-) 으로 추정되었고, 외과, 산부인과, 피부비뇨기과, 기타 서비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추정되었다. 직업의 경우는 2 개 변수만을 제외하고 양(+) 으로 추정되어 직업이 있는 사람이 실업
자 보다 유형별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수는 1개만 제외하고 모
두 양(+) 으로 추정되었고, 학력변수는 모드 양(+)으로 추정되어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유형별 의료
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 Prob(y=1)일 경우(내과)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 ( |Z|≥ z )

성별

-1.9096

0.7757

-2.462

0.0152

연령

-0.1159

0.2395

-0.484

0.6285

직업유무

2,7215

0.8634

3.152

0.0016

소득

-0.1020

0.1775

-2.275

0.0128

학력

0.1987

0.5870

0.332

0.5734

<표 8>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 Prob(y=2)일 경우(외과)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 ( |Z|≥ z )

성별

-1.3382

0.8717

-1.535

0.1247

연령

-0.1405

0.2639

-2.125

0.0412

직업유무

0.5691

1.0304

2.507

0.0193

소득

0.1072

0.1996

2.537

0.0162

학력

0.7070

0.6683

4.058

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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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 Prob(y=3)일 경우(이비인후과)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 ( |Z|≥ z )

성별

-1.9033

0.8335

-2.283

0.0224

연령

-0.1259

0.2960

-0.426

0.6704

직업유무

1.8989

1.0922

4.739

0.0024

소득

-0.0558

0.2140

-2.251

0.0276

학력

0.3056

0.6657

4.459

0.0029

<표 10>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 Prob(y=4)일 경우(산부인과)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 ( |Z|≥ z )

성별

-31.0559

0.9282

-3.455

0.0012

연령

0.1100

0.3007

4.0366

0.0042

직업유무

-1.2365

1.2589

-0.982

0.3236

소득

0.1204

0.2719

4.443

0.0037

학력

0.8422

1.3696

2.615

0.0195

<표 11>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 Prob(y=5)일 경우(피부·비뇨기과)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 ( |Z|≥ z )

성별

-1.2976

1.0332

-1.256

0.2092

연령

-1.0566

0.4538

-2.328

0.0199

직업유무

1.3606

1.2566

3.083

0.0024

소득

0.1004

0.2690

3.373

0.0022

학력

0.5606

1.0517

4.533

0.0024

<표 12>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 Prob(y=6)일 경우(기타)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 ( |Z|≥ z )

성별

-1.9709033

1.1981

-1.427

0.5833

연령

-0.6811

0.3524

-2.933

0.0032

직업유무

-0.8448

1.4851

-0.569

0.5695

소득

0.6617

0.2289

2.891

0.0072

학력

2.1400

1,2937

4.275

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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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료기기산업, 제약 산업과 함께 의료산업을 구성하는데, 이들 의료산업은 생명
공학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하여 첨
단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의료 시스템간에 네트워크를 구
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병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병원의 입지여건에 달려있다고 보고 대
구경북지역 종합병원들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종합병원입지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계량분석을 통
하여 연구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의 병원종류선택과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도 의료
기관의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도 아울러 시행하였다.
이변수 로짓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인구적인 변수인 인구, 인구밀도, 가구수, 경쟁적 요인변수인 최
근접 타 종합병원과의 거리가 종합병원입지에 양의 효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인당 지방세수는 종합병원입지에 음(-)의 효과로 추정되어 기대한 바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종
합병원이 공공종합병원이 아닌 사립종합병원 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경쟁적 요인이 병원입지에 중
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공공종합병원과 사립종합병원을 운영하
는 병원경영자에게 병원경영상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다변수 로짓모형에 의한 병원종류선택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성별계수는 음(-)의 부호로 추정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업유무, 소득, 학력계수는 양(+)
부호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 수로, 학력이 높을 수로, 직업이 있는 사람이 직업이 없는 사람
보다,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자의 유형별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한 추
정결과를 보면 앞의 병원종류선택의 추정결과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
록, 학력이 높을 수롤, 직업이 있는 사람이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유형별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각 유형별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추정결과는 여성들이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남성보다 더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량적인 분석이어서 정성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
람들이 질병보유여부가 의료서비스선택 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
기기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결과의 제약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병원경영자와 의료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당국자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 입지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관한 연구 | 209

■ 참고문헌 ■
구세주·유승훈·곽승준(2008),“로빗모형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산업
경제연구」
, 21(3).
김현숙(2009),“우리나라 가구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재정학 연구」
, 2(2), 한국재정학회.
대구·경북지역 경제연보(2003),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
류지수(2007),“주택가격 결정요인과 주택점유 선택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 9(1), 한국응용경제
학회.
박광태·김남철(1999),“서비스 업종에 있어서 생산성 특정방안: 운송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생산
성논집」
, 제22권, 한국생산성학회.
성낙일, 홍성우(2008),“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
10(3), 한국응용경제학회.
송일호(1997),“남녀구성비에 의한 직업 간의 임금격차 분석, BPS 기법에 의한 실증분석”
,「계량경제
확보」
, 제7권, 한국계량경제학회.
유김록(2003),“공공부문의 생산서 및 서비스 질 측정방법: 비모수적 맘귀스트지수 접근법”
,「정책분
석평가학회보」
, 13(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선경·최창곤(2005),“성 차별과 성별차이의 사후적 동등성과 그 식별”
,「경제연구」
, 23(1), 한국경
제통상학회.
이인실(2005),“금융겸업화와 금융조직 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 7(3), 한국응용경제학회.
이충기·이주석(2008),“주거환경이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선택에 미치는 영향분석: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경제학연구」
, 56(3), 한국경제학회.
이태정·조성현(2007),“대형할인점의 매출과 입지요인분석
‘,「응용경제」
, 9(1), 한국응용경제학회.
이희연·김미정(2000),“대형할인점의 입지적 특성과 상권분석에 괸한 연구”
,「국토계획」
, 35(6).
임용택·최동오(2007),“금융기관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 20(6), 한국
산업경제학회.
정진욱(2003),“도로 건설의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 5(1), 한국응용경제학회.
최기창(1991),“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분석
“,「대학원학술논문집」
,제33권, 건국대학교 대학원.
최문경(1989),“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 제1권, 한양대학교 산업경
영연구소.
한동근(2007),“강남 아파트 가격변동의 파급효과”
,「경제연구」
, 25(1), 한국경제통상학회.

210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1호

황진영·권병욱(2005),“우리나라 대학 재학률 결정요인 분석”
,「공공경제」
, 10(1), 한국재정·공공경
제학회.
Cosslett. S. R.(1981),“Maximum Likelihood Estimator for Choice-based Samples”
,

Econometrica, 49(5).
Lee. L. F., and R. P. Trost(1978),“Estimation of Some Limited Dependent Variable Models
with Applications to Housing Demand”
, Journal of Econometrics, 8.
Maddala, G.S.(1988),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Maddala. G.S.(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keshi Ammiya(1985), Advanceel Econonometrics, Basil Blackwill Ltd.
Theil. H.(1969),“A Multinomial Extention of the Linear Logit Model”
,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0.
Trost. R. P.(1977),“Demand for Housing: A Model Based on Inter-related Choices between
Owing and Renting”
,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원 고 접 수 일 | 2010년 3월 16일
1차심사완료일 | 2010년 4월 1일
2차심사완료일 | 2010년 4월 12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0년 4월 15일

류지수 jsyoo@ynu.ac.kr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Florid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남대학
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무고시 2차 시험위원,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학의 이해(2008)」
(공저,
홍문사)가 있고, 논문으로는“Risk Premium and Price Volatility in Futures Markets(1991)”
,“기대모형에 의
한 채소의 수요공급함수의 추정(1995)”
,“한국의 분양주택시장에 관한 연구(1999)”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 입지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관한 연구 | 211

<부록>

「대구 경북 지역 병원 입지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
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구경북지역은 성장동력산업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경북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구경북 소
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개인 자료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
니다.

2009년 12월
▶ 조사기관 :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조사책임자 : 류 지 수 교수 (☎053-810-3212)

※ 다음은 통계분석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 성별

A3. 직업

A4. 월평균
가구소득

A5. 거주지역

A6. 학력

① 남자

② 여자

① 20대

A2. 연령

① 농₩임₩축산업

② 자영업

⑥ 일용노무직

⑦ 전문직(종교인 포함)

② 30대

③ 회사원(사무·관리직)
⑧ 주부

④ 공무원
⑨ 학생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② 경북 : (

⑤ 기술직

⑩ 무직

① 100만원 미만

① 대구

⑪ 기타

⑦ 600만원 이상

)시/군

③ 부산울산경남권 ④ 수도권 ⑤ 광주호남권 ⑥ 대전충청권 ⑦ 강원도 ⑧ 기타 (
① 고졸 이하

③ 40대

④ 50대 이상

② 대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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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까지는 병원 이용 유형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병원을 이용하십니까?
① 이용하지 않는다

② 개인병원

③ 종합병원

2.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개인병원

③ 종합병원

3. 귀하께서는 어떤 유형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십니까? (받은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1개만 답할 것)
① 병원서비스를 받지 않음
⑤ 산부인과

② 내과

⑥ 피부비뇨기과

③ 외과

④ 이비인후과

⑦ 정신과, 안과, 소아과

4. 귀하께서는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① 월 2회 미만

② 월 2-3회

③ 월 3-4회

④ 월 5회 이상

⑤ 이용하지 않는다

5. 귀하께서 받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6~8번까지는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구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7. 의료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기술

② 치료방법

③ 제약기술

④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⑤ 의사의 수준

8. 동일한 유형의 의료서비스에서 귀하께서는 어떤 이유로 병원을 선택하십니까?
① 의사의 의료기술(인지도) ② 의료원의 서비스 ③ 병원의 규모 ④ 병의원의 접근성 ⑤ 관계없다

9.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의료기술개발을 위한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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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 수 정 / 조 용 준

현대는 여가의 사회이다.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대중화는 인간생활의 삶의 내용과 질에 일대변혁을 가져왔다. 국
가의 경제가 부유해지고 사회가 안정될수록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과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욱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만이 국가의 주된 정책목표가 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여가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 및 가치
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 및 컴퓨터의 대중화로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이 국민들의 여가생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여가의식은 낮은 편이고 여가의 내용과 공간 또한 매우 부족하고 제한적이다. 소득 차이에
의한 여가활동의 편차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여가(향유)권이 침해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적절한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개념을 재조명하여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여가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가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여가정
책의 시행일 것이다. 여가시설의 확충, 국민의 여가 행동능력의 배양과 여가기술습득을 위한 여가교육, 여가교육을
통한 여가전문가양성, 소외계층의 여가복지 정책, 여가행정기구의 정비 등을 통하여 미래의 여가대중화 현상에 능
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_ 여가, 여가활동 변화, 여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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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ure Policy Directions according to the Changing
Leisure Activity

Han, Su-jung / Cho, Yong-jun

Today our society is a leisure-centered society. Popularization of leisure has brought about a
revolution in the quality of human life. The more national affluence and stability are fulfilled, the more
public awareness and needs are increasing. This trend is accelerating further.
The age that economic growth is the only national policy goal has passed. Now leisure is the key
point of national compatibility. As Korea enters the stage of advanced country over twenty thousand
dollar per capita national income, the public awareness and values on leisure are changing. New type
of leisure activities with the advent of various media and the spread of computers increases the demand
of public leisure activity.
The public awareness of leisure, however, is rather poor and leisure contents and spaces are too
insufficient and restricted.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proper leisure policy direction in that the
leisure activity variations by income disparity intensify the sociocultural conflicts and violate the public
rights to enjoy their leisure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means to rethink the concept of leisure in modern society and to suggest a
leisure policy direction according to the changing leisure activity trend.
At this present, the best way to approach the leisure problems is to carry out the concrete and
systematic leisure policy. It requires to meet the popularization of leisure positively in future through
expansion of leisure facilities, education for developing the public ability to enjoy leisure, training
leisure experts, leisure welfare policy for the neglected, and alignment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ing leisure.
Key words _ leisure, the changing leisure activity, leisu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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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는 여가의 사회이다.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대중화는 인간생활의 삶의 내용과 질에 일대변혁을
가져왔다. 국가의 경제가 부유해지고 사회가 안정될수록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과 욕구는 더욱 커
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주5일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
니라 사회전반에 커다란 변화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복지수 가치판단 이외에 기업의 생산력 향상과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단기적으로 노동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쟁력 감소로 해석될 수 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생활만족도의 향상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여가활용’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
장하고 있으며, 주40시간 근무제를 통하여 국민 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여
가가 이렇듯 중요한 사회적인 매체로 등장하다 보니 이전에는 일과 여가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영위키위한 차원에서 WLB1) 추구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인간의 창의력에 의한 잠재된 능력 발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여가의 의미가 더욱더 강
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여가가 사회현상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가가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정착
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자리 잡고 있다. 논다는 의식,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 마땅한 공간의 부족,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의식개혁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에 걸 맞는 변화된 여가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여가정책의 필요는 여가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여가 인식의 변화, 여가와 사회적 정체성과의 연관
성, 그리고 급속한 여가의 상업화가 되는 변화에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전한 여가 향
유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여가를 통하여 사회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며, 여가의 상품화와 상
업화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소득과 여가참여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여가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가정책의 시행은 여가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WLB(Work and Life Balance)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모두 잘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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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격을 완화하고, 여가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사용하며, 또한 여가를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
상을 위한 사회 제도로 사용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개념을 재조명하여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Ⅱ. 여가정책의 개념

1.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개념
여가는 학자들마다 서로가 상이한 정의와 개념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한 주관
적인 관점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총체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한국 여가학의 발전은 현대사회 일반의 사회적 변동과 관련된 여가연구,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
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집중적 관심으로서 여가학의 등장으로 인한 흐름이 결
합되면서 2000년 이후 여가연구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신종화, 2007: 200), 이러한 한국 여가학의
발전 속에서 여가는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해왔다. 현재도 사회체제와 사
회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여가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뜻도 일정하지 않다. 여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각 학자간의 견해는 다양하다. 예컨대 어떤 학자는 여가는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학자는 자유 시간에 행하는 자발적 활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학자의 경
우, 여가는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마음의 상태, 또는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라고도 한
다(김오중, 2000: 18).
산업사회로 진행되면서 여가는 대중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여가
행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여가는 자기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지
표는 누가 여가를 필요로 하는가, 사람에게 필요한 여가는 어느 정도인가, 여가가 인간의 성격발달에
는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어 광범위하게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류경희, 2009: 71-72).
여가는 전형적인 현대사회적 현상 중 하나이다. 노동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여가의 개념은 이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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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시대부터 정립되어 있었으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양자가 뚜렷이 구분되어 별개의 영역으로 자리 잡
은 것은 산업사회가 성립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는 일터와 가정,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
누고 양자에 별도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일부 특권계층을 넘어 여가가 널리 일반화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이로부터 여가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소비적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된 여가의 개념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뒤섞여 있다. 먼저 고통
스러운 노동과정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휴식시간으로서 여가, 두 번째는 보상으로서의 여가로, 공적 영
역에서의 노동이 사회를 위한 개인의 기여를 함축하는 것이라면 여가는 이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좀 더 새롭고 적극적인 의미가 여가에 포함되기 시
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여가이다. 여가는 일상적 틀에 매몰되어 있는 노동과 달
리 이 일상적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제 여가가 단지 노동
에 대한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 활동 자체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청되어져 가는 가운데 여가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
다. 여가시간의 유용한 활용은 현대인의 지친 피로를 풀어줄 활력소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절대적인 필요요소로써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Naver 오픈백과, http://kin.naver.com/
open100/list.nhn). 또한 사람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여가가 활용되
어질 수 있기에 조화로운 인관관계를 맺는 가운데 따스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기반을 제공한
다. 그러므로 여가란 지친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자신의 일에 있어 추진력의 신장뿐만 아
니라 창조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가 개념의 변화는 단지 여가 개념에 대한 이론적 차원에서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사회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여가 개념의 변화 또는 확장은 당대의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의미를 여가 개념에 부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이다(박영정, 2005 재인용).
이에 논자는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개념을 노동과정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휴식시간으로서 노동(일)
에서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창조적인 활동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
고, 나아가서 자기실현을 경험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2. 여가정책의 개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가생활의 영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여가정책은 여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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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계획, 조직 그리고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행 목적은 거시적으로 국민 전체와 미시적으로
는 지역 사회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의 여가 참여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정
책을 말한다. 또한 정부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가 차원에
서의 결정 및 수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가정책은 상당히 선진국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인 의식주 문제를 초월한 생활의 질적인 차원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공공정책이다(이철원,
2005: 236). 그러나 시대와 국가에 따라 정책이 여가분야에 개입하는 범위와 수단은 다양하며, 이러
한 여가와 관련된 행정을 하는 조직체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가정책의 영역을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올바른 여가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연관이 있다(이
철원, 2005: 238). 또한 여가정책은 문화, 관광, 체육, 미디어, 도시환경, 사회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되어 있고, 청소년, 가족, 사회복지, 정보통신 노인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기존의 여
가정책은 단지 국민의 사회체육 활동율을 높이고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어 국민의 여가라는 전체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가정
책을 기존의 체육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의 표현의 하나로 이들과 병렬의 개념이 아닌, 기존의 체
육, 문화, 관광, 교육, 복지정책의 부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노용구, 2007 재인용).
또한 여가정책은 국민의 여가발전을 위한 여가행정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업무범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책이다. 즉, 여가정책은 여가행정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및 내용
을 가리킨다. 정부가 국민의 여가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하는 한, 거기에는 자연히 여가에 관
한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가정책이란 정부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차원에
서 결정하고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국민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형평
성 구현, 여가기회 확대, 여가환경 개선, 여가정보 서비스의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조택구,
2007: 97-98).
이러한 여가 문제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른 정책적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가활동이 개인의 욕구 및 취향, 시간적 여유 등의 요인보다 경제적 역량에 따라 지나치게 불평등하
게 이루어 질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여가 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여가 행정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가는 상황에서, 여가 정책
이 향후 새로운 국민 행복 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여가를 정책의 대상으로 과
감하게 인정하고 기존의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청소년 등 관련 정책과의 관계를 재정립 할 필요
(www.dreamkorea.org)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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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가활동의 변화

경제성장만이 국가의 주된 목표가 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여가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 및 컴퓨터의 대중화로 새로운 형태의 여
가활동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여가생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사회에서
의 여가활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1. 여가의식의 변화
최근 세계 각국은 단순한 성장논리에서 벗어나‘국민행복’
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행복’
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에 따라 물가도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지속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시간의 증대를 꾀한 주5일 근무제는 한국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생존권, 재산권 보장이외에 삶의 질을 높이려는
행복추구권, 여가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World Leisure Recreation Association)의 여가헌장 (Leisure
Charter)의 제 1조에서‘모든 인간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부합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인권을 지닌다. 모든 정부는 시민의 여가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www.worldleisure.org). 또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는‘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
동시간의 제한과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중요성
을 말하고 있다(노용구, 2007).
지금까지의 우리사회는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여가문화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여가는 인간이 가지는 특권이며 권리라는 생각이 서서히 확산되어 갈 것이고, 또
한 단순 노동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중심, 여가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확산되면서 여가는
이제 문화의 핵심 코드로 자리 잡아 여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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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시간확대의 변화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으로 한국 사회는 획기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켜왔고, 이것은
여가능력 확보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진전시켰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된 2006년 기준의 노
동시간 또한 조사 자료가 확보된 54개 나라 가운데 방글라데시·스리랑카·홍콩·말레이시아·타이
등과 함께 한 해 동안 2200시간 이상 노동하는 나라로 꼽혔으며, 이 가운데 선두로 나타났다. 벨기
에·덴마크·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서유럽 나라들은 연간 1600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보다 조금 많은 1804시간, 일본은 1784.4시간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07년 6월 경제활
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54시간 이상인 취업자가 838만 3천
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53시간인 취업자도 642만 2천명으로 전체
27%를 차지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취업자가 무려 62%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의 장시간 노동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11-18).
또한 지난 2004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5시간 32
분으로 나타났으며, 200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4시간 49분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비교적 이전연도에 조사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의 여가시간 보다도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가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 레가툼 연구소의 보고서(2007)2)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2가지 추가
요소는 다양한 공동체 생활과 충분한 여가시간이었다. 한국은 괄목할 만한 물질적 부로 점수를 얻었지
만 높은 이혼율과 여가시간부족 등이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상쇄되어 전체 50개 국가 순
위 중 22위를 차지하였다. 물질적인 부의 순위에서는 12위를 차지하였지만, 삶의 만족도 순위에서는
36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물질적 부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노동시간에 따른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 요소 중 여가시간 지수에 의한 수
준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시간적 요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의‘일 중심적’
인 생활을 단적으로 보
여주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여가·레저기회를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는 노동과 고용문제, 임금문제를 포함한 한국 사회 시스템의 큰 변화 중의 하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글로벌 발전을 위한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 for Global Developmental: LIGD)’
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인
2007 레가툼 번영 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 LPI)를 2007년 도입하여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국민들의 물질적 부와 삶의 만족
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 국가의 균형을 갖춘 번영 정도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삶의 만족도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총 11개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기회균등, 선택의 자유, 여가시간, 고소득, 좋은 건강, 저실업률, 우호적 기후, 저이혼률, 공동체 생활, 종교적 믿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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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삶의 주기와 방식 그리고 가치관까지도 전환시킬 수 있는 외적 환경의 변화이다. 특히 인간의 일
상생활에 대한 영향에서도 여가영역에 대한 변화와 영향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
이다. 그동안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주로 휴식에 집중되었던 레저 활동이 관광을 통한 참여형태의 여
가 활동으로 변화될 것이다.

3. 여가활동의 질적 변화
초고속화 시대의 발 빠른 변화가 여가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대인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장소를 경험하고, 다양한 욕
구들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여가활동에
서 눈을 돌려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
생활이 주단위로 점차 변화면서 여가시간을 적극 디자인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여가 라이프스타일(leisure life-style)이 등장 하면서 일에만 파묻혔던 라이프스타일이 가족과 여가
를 중시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여가 선용이 중요한 생활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의 주
말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더불어 주말 여가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이 국민여
가생활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는 기존‘단체여행 중심’
의 관광패턴에서‘가족·
동호인중심’
의 관광패턴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건주, 2006). 따라서 가족단위 및 특정 관심
영역 중심의 소규모 동호인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며, 여가시간에 대한 활용도 다양해져 가족중심의
문화·학습형 여가활동이 부각될 것이다.

4. 여가활동 계층의 변화
여가 활동의 내용과 방법은 사람들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
요한 정책 환경으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평균 수명
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고령화이다.
특히 전체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오훈성, 2007), 이와 같은 증
가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건강 및 여가활용 문제를 수반하면서 국내 실버시장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의 건강 및 여가활용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년기 건강을 유지토록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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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관리가 요구된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젊을 때부터 여가활동에 참가하도록 함
으로써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생활을 준비하도록 하며, 노년기에 이른 후에도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여가활동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강성일, 2006 재인용). 또한 이에 비례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핵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가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해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5. 여가활동의 정보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의 여가생활은 인간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 주었
으며, 거리공간을 극복하는데 기여해 주었다. 즉, 인간의 노동시간은 줄었고, 자유시간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정보화기술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인터넷(Internet)’
은 일상적 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황선환, 2008).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
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여가활동은 단순한 정보서핑에서부터 넷 쇼핑, 커뮤니티, 카페, 인터넷 게임,
채팅 등 다양한 양식으로 사이버형 여가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여가활동의 증가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이 자유로우며 콘텐츠의 제공이 매우 폭 넓고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문화
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또한 모바일 시장의 성장으로 우리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
스를 경험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의 대중화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바쁜 일상 속에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자투리시간을
활용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되었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여가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
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여가 활동도 특정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나 야외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인 면
도 가지고 있어 사이버 여가를 보다 긍정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의식 확립과 시간조절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새로운 여가활동의 등장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었다.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최근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여가스타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국내의 여가활동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다양성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고, 여건의 성숙으로 민간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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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으로 발생한 경우들도 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주40시간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일부 여유층을 중심으로 영
위되던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일상화·보편화 되어 여유활동의 고급화, 다양화, 대중화 및 광역화가 빠
르게 진전될 것이다. 그리고 여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비용이 저렴한 저비용 여가시설이 각광받
을 것이며, 민박, 자연휴양림 및 펜션 등 저비용 여가시설이 활성화되고, 가족과 함께 체제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여행 상품 등이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또한 야외 여가활동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 녹색관광 상품이 각광을 받는 새로운 경향이 될 것이며, 전통제조업, 1차 산업 등
은 타격을 받고, 여가 및 레저관련 산업, 교육산업 특히 관광산업이 더욱더 각광받을 것이다(박건주,
2006: 4-5). 다시 말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산업, 이틀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직종은 급속히
성장할 것이며, 특히 스포츠, 여가 및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해 관광과 호텔, 항공운송, 자동차, 스포츠
및 레저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Ⅳ. 여가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도 여가시간의 증대로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
의 여가의식은 낮은 편이고 여가의 내용과 공간 또한 매우 부족하고 제한적이다. 소득 차이에 의한 여
가활동의 편차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국민이 누
려야할 여가(향유)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적절한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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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여가정책방향

1. 여가시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지 주변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가
시설 중에서도 가족중심여가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가족이 여가활동의 단위로서 재정립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가족이 함께 하는 여
가활동이 증가하면 부모와 자녀의 공감대 폭이 넓어지며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 증가는 가족 내 세대 간 차이 극복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가활동의 역할모델을 수행함으로써 자녀들의 여가활동 습득과 함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 중심형 여가활동의 증가는 사회화 기제로서 여가활동이 가지는 의미가 커지며 사회
재생산에 여가활동이 기여하는 바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긍정적 의의가 더 확대되기 위해
서는 가족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다양해져야 한다.
그런데 여가활동은 생애주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
라서 즐겨 취하는 여가활동이 다르며 여가활동의 의미도 달라진다. 특히 오늘날 여가활동들의 상당수
가 세대별로 분화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의 폭이 넓지 않다. 따라서 가족 중
심형 여가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취향을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생
긴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때 여가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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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가족과 함께
주말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족과 함께 주말여가를 보낼
계획인 사람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가족과 따로 주말여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주휴 2일제 시행 전과 후, 그리고 향후 계획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박영대, 2004 재
인용).
이런 상황에서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부족한 계층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가족간 부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노동시간단축이 주는 좌절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즉, 주5일제는 가족
해체의 위기와 가족 통합의 기회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집단이 여가시간활용을 위해서 가족여가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확충과 프로
그램 등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이한숙·노용구, 2004), 또한 가족여가활성화를 위하여 가족
들이 함께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여가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

2. 여가교육의 추진
여가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는 여가교육의 추진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전여가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
요로 할 것이다. 또한 여가경험을 위해서는 여가기술습득과 함께 여가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가치 인
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가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며, 국민 개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그 선별된 여가기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여가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무리 훌륭한 여가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거나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여가 전문인력이 없다면 그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여가의 선택과 더불어 여가기술습득, 여가정보 습득을 통하여 여가향유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재
인용).
국민들의 여가선용 문제는 결국 국민 삶의 질 제고의 핵심요소이자 국가경쟁력의 주요변수이다. 건
전하고 생산적인 여가는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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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노인, 가족, 청소년 여가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제고함으로써 건
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오훈성, 2007). 또한 어디서, 어
떠한 여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3. 소외계층의 여가 복지정책
여가 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전체국민 또는 일부계층의 여가생활의 질이 만족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행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조직적인 시설의 제공을 일컫는 것으로, 즉,
개인과 집단이 만족할 만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제도의 개념적 복지
정책이다.
그런데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대두된 사회문제 중 하나는 바로 여가의 양극화 현
상이라고 볼 수 있다(조택구, 2007). 여가양극화 해소방안 모색으로 특히, 소외계층의 여가활동 여건
개선을 통한 여가격차 시정과 함께 여가지원제도의 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등 복지적 차원의 정책 과
제들의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복지차원에서 여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에 의한 계층구분은 타 계층의 소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온다는 점에서 더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특히 하위계층의 경제여건 개선 이후에도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은 만성적인 불황에 직면하여 이에 따른 소비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등 여가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소외계층
의 자율적 여가활동여건과 여가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여가행정기구의 정비
여가와 관련하여 정부의 행정기구는 여가서비스와 시설의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형태를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여가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부처가 없어 여가행정
의 유기적 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단지 여가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부서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 여가정책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결국 우리나라 여가행정은 여가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상호보완
적 또는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부처에서 각기 개별 영역을 구축하며 추진되고 있다(문
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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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외국의 선진 여가행정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여가관련행
정부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공원과 레크
리에이션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여가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공공부문 여가행정조직
은 도시공원운동, 놀이터운동, 레크리에이션운동 등과 같은 자원부문의 사회운동과 해당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독특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원부문과 공공부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식으로 여가행정
부서가 신설되어서 운영(최석호, 2006 재인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다수의 여가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무부처는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여가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국 문화여가정책과에서 여가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가 갖고 있는 다변적 속성을 핵심으로 분산된 여가관련 행정 행위를 총체적으로 심의하
고 조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구조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하여 여가행정 종합조정 기구를 설치 추진하
고, 관련부처 여가정책 협의제를 구성 운영하여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조택구,
2007 재구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여가활동별 프로그램
노년층 여가활동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인생의 종말기’
라기 보다는‘ 또 다
른 인생의 시작’
이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년층을 위한 여가시간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노년층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노년층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40~50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이 상황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노년층의 여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프로
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는 사회양극화현상
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층을 위한 여가정책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지속적인 저 출산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급격히 핵가족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핵가
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간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가족단위의 여가를 향유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여가관련 전문 인력이나 교육기관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저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여가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져 이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확대로의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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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활동과 야외여가활동의 상승
여가활동 공간에 따른 주요한 변화 중 하나가 사이버·모바일공간을 이용한 여가활동의 활성화이
다. 젊은 세대들의 주요 여가활동 공간으로 사이버·모바일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주로 하
는 여가활동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주요 여가활동으로 등장한 게임, 인터넷
서핑·채팅, 미니홈피·블로그 관리 등은 공간으로서 집, 실외, 실내 등 전통적인 여가활동 공간이 아
닌 사이버·모바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여가활동이다.
사이버 여가활동은 게임 산업과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산업 성장에 기여한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게임백서(2006)」
에 따르면, 게임 산업 매출액 규모가 2002
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4년 4조 3천억 원 정도에서 2005년 8조 6천억
원대로 두 배 가량 급증하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의 바탕에는 이들 젊은 세대들의 사이버여가활동이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
지 않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은 사이버 여가활동에 극단적으로 치중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여서 이에 대한 정부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주요 연령대별 여가활동 공간을 보면 사이버·모바일공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젊은층에서 야외
여가 활동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활동력 강한 젊은 층의 야외여가활동 비율이 노년층보다 훨
씬 낮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의 효과로서 실내 중심
의 정적인 여가활동보다 야외중심의 동적인 여가 여가활동 증가가 예측되어 왔다. 하지만 10대와 20
대의 여가활동 공간 유형을 보면 아직 이러한 예측에 부합하는 현상을 찾기 어렵다.
젊은 층의 사이버 여가활동 증가와 야외여가활동 감소는 10대 청소년의 시간 사용 구조와도 연관된
다. 10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방과 후 학원학습 등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전체적으로 짧거나 자
투리 시간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외여가활동을 할 여유가 없기에 짧은 시
간에도 즐길 수 있는 사이버 여가활동을 즐기게 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자기 시간 조절의 개연성이 커지는 20대에도 여전히 사이
버여가활동이 야외여가활동을 압도하는 것은 젊은 층의 여가취향이 이미 사이버여가활동 중심으로 형
성된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의 여가활동은 또래와의 어울림을 통해서 사회화를 돕고 신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 발
달에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여가활동의 긍정적인 의의들은 대체로 스포츠와 같은 야외여가활동에서
두드러지는 반면 사이버 여가활동에서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게임의 경우 개인 활동의 성격을 가지거
나 도중에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가 익명의 일시적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박영정, 2005).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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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사이버여가활동 위주가 되고 야외여가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가
활동이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수행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사이버여가활
동 증가와 야외여가활동 위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이버여가활동과 야
외여가활동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를 계기로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이 늘어나며 고령
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과거 일 중심에서 점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여가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여가가 인간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 성별,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충분한 여가가 제공되어
야 참다운 사회정책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사회
도 여가시간의 증대로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여가의
식은 낮은 편이고 여가의 내용과 공간 또한 매우 부족하고 제한적이다. 또한 소득 차이에 의한 여가활
동의 편차로 사회문화적 갈등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여가
(향유)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적절한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은‘산업화시대’
와‘지식·정보화시대’
를 넘어서 개인이나 사회, 국가가 시간 자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가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가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여
가정책의 시행일 것이다. 특히 여가시설의 확충, 국민의 여가 행동능력의 배양과 여가기술 습득을 위
한 여가교육, 여가교육을 통한 여가전문가양성, 소외계층의 여가복지 정책, 여가행정기구의 정비 등을
통하여 미래의 여가대중화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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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 및 발간규칙
2009년 3월 2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경기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한다)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GRI연구논총(GRI Review)”
이라 칭하며 본 규칙을 준수하
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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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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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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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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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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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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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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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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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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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고논문의 기본요건 및 게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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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모양

좌₩우 여백 0
줄간격 160%
도표안 150%

글자모양
글꼴 : 신명조
크기 : 제 목 16(진하게)
소제목 12(진하게)
본 문 10(도표안 10)
각 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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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page(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2page(영문제목-영문저자
국문논문의 구성은「
명-영문초록-영문키워드-저자약력)-3`~20page(본문-참고문헌-부록)」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단, 영문논문일 경우 1page와 2page 순서를 바꿔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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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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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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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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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한글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인터넷 사이트 순으로 배열한다.
2)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처 및 페이지를 밝히고,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하고, 서명
은「 」
로 표시한다. 영서의 서명은 이텔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2),“경기지역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논집」
, 30: 35-106.
Dryfoos, j.G.(1991),“School-based social and health services for at-risk students”
,

Urban Education, 26: 118-137.
3)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서명 및 출판자의 순으로 기록하고,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헌일
경우)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일 경우)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2),「과학기술정책」
, 대교출판사.
Hilpert. Ulrich(1991), Regional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High tech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published by Routledge.
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Journal은 약어 대신 풀어서 쓴다.

242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1호

5) 인터넷 자료일 경우, 영문 주소명과 한글 주소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 http://www.gri.re.kr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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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기 본 2008-07

주요선진국 대도시와 경기도의 문화경쟁력

기 본 2009-01

기 본 2008-08

일본 삼위일체 개혁의 적용가능성과 한계에

비교분석
통합수자원관리의 경기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11,000원

관한 연구

11,000원

11,000원
11,000원

기 본 2009-02

경기도의 대중국 관광마케팅전략 연구

기 본 2009-03

한강하구 개발에 따른 흐름 및 하상 변동 고찰 9,000원

기 본 2008-09

웹기반 교통정보검색과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11,000원

기 본 2009-04

녹지훼손에 대한 대체녹지의 합리적

기 본 2008-10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 방안 연구 15,000원

조성방안(Ⅱ)

13,000원

기 본 2008-11

신도시 계획과 개발의 특성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9-05

경기도형 도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8-12

보행환경 만족도 연구

9,000원

기 본 2009-06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거점화 전략 연구

기 본 2008-13

주택 소유기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9,000원

9,000원

기 본 2008-14

경기도 R&D사업 투자 전략

9,000원

기 본 2009-07

지방의원선거제도와 지방자치역량에 관한 연구 11,000원

기 본 2008-15

경기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방안 11,000원

기 본 2009-08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연구 11,000원

기 본 2008-16

버스운송사업의 회계기준 정립 및 활용에 관한

기 본 2009-09

도시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및

: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연구

11,000원

흡수효과 증진 방안

11,000원

기 본 2008-17

경기도 시가지확산에 따른 공간적 영향 연구 9,000원

기 본 2009-10

신개발지역의 지역제 운영방안

11,000원

기 본 2008-18

개방화시대의 지역경제정책 확립 방안

9,000원

기 본 2009-11

가구소득을 반영한 가구통행발생모형 개발

9,000원

기 본 2008-19

노인요양인력 욕구 및 특성 비교연구

11,000원

기 본 2009-12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9,000원

기 본 2008-20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9,000원

기 본 2009-13

북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

11,000원

기 본 2008-21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

기 본 2009-14

기종점 통행량을 활용한 수도권 공간구조

입지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11,000원

변화 분석

9,000원

기 본 2008-22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구축방향

11,000원

기 본 2009-15

지역 거시계량경제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9-16

경기도 BIS(Bus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한

2007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관광 레저통행의 대중교통활성화 방안

9,000원

기 본 2009-17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공간구성 방안

9,000원

기 본 2009-18

지방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연구

9,000원

방안연구

25,000원

기 본 2009-19

경기도 아파트형공장 활성화 및 제도개선방안 9,000원

기 본 2007-02

물순환을 고려한 도시녹지 기능 제고 방안

11,000원

기 본 2009-20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기 본 2007-03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방안

8,000원

기 본 2009-21

도시계획의 도시디자인적 제어요소와

기 본 2007-04

환경거버넌스 평가에 관한 연구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기 본 2009-22

도심형 산업의 집적특성과 육성전략 연구

11,000원

기 본 2007-01

: 평가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11,000원

기 본 2007-05

경기도 관광인프라 민간유치 활성화방안

9,000원

기 본 2007-06

경기도 기성시가지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9,000원
13,000원

모델구축

2008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기 본 2008-01

경기도의 개발사업 유형별 환경친화적 개발

팔당호 수질사고 예경보 시스템 개발에 관한

9,000원

기 본 2007-07

폐기물통계조사 개선방안

9,000원

기 본 2007-08

경기도 빈곤아동 특성분석 연구

8,000원

기 본 2007-09

수도권 제2기 신도시지역의 인구유입특성에

기초연구

9,000원

기 본 2008-02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9,000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8-03

경기도 경기관련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7-10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규제 개선방안

8,000원

기 본 2008-04

산업집적 외부성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7-11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 연구

8,000원

기 본 2008-05

녹지훼손에 대한 대체녹지의 합리적 조성방안

기 본 2007-12

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8,000원

기 본 2007-13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제도의 연계 및 통합

: 관련세제를 중심으로
기 본 2008-06

9,000원

도시 유역의 노출토양 실태와 표토보전 방안 9,000원

방안에 관한 연구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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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간행물 연회원에 가입하시면 경기도에 관한 연구자료를 저렴
한 가격에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웹뉴스 발송 및 세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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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2007-14

웹 기반 가구통행조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8,000원

기 본 2006-16

경기도 R&D 지원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기 본 2007-15

수도권 산업집적 특성 연구

9,000원

기 본 2006-17

경기도 지역경제 관측 및 전망 시스템 개발에

기 본 2007-16

일본 경제정책 및 국토정책의 전개과정과

관한 연구

8,000원

11,000원

기 본 2006-18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8,000원

기 본 2006-19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설정실태와 관리방안에

성과에 관한 연구
기 본 2007-17

한미동맹 재조정과 주한미군
- 경기도의 입장과 정책방향 연구

기 본 2007-18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6-20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운영방안

9,000원

8,000원

도시브랜드 정체성 개발방법론 연구

9,000원

- 경기도 주요 도시 사례

11,000원

기 본 2006-21

경기도내 구도심상권 위축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7-19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8,000원

기 본 2006-22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기 본 2007-20

경기도 시가지확산 지표와 도시계획 시사점

: 국민임대주택의 공간적 입지선택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8,000원

기 본 2007-21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6-23

장소브랜딩 모형 구축 연구

기 본 2007-22

환경유해 보조금 조정에 관한 연구

8,000원

기 본 2006-24

정부규제에서 규제 거버넌스로 : 뉴욕 상수원 수질

기 본 2007-23

경관계획의 효율적 작성과 관리방안

8,000원

기 본 2007-24

계획적 도시개발 정비를 위한 도시마스터플랜
제도 연구

기 본 2007-25

관리제도 심층분석과 한강상수원관리에의 함의

9,000원
16,000원
8,000원

9,000원

2005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9,000원

기 본 2005-01

오존경보제 운영 개선방안

기 본 2005-02

신도시(및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기존

기 본 2005-03

경기도 가구산업육성 마스터플랜

8,000원
11,000원

대도시권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시가지와의 연계, 균형을 위한 정책 연구

2006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8,000원
8,000원

기 본 2006-01

수도권 미세먼지 모델링 연구

8,000원

기 본 2005-04

경기도 MICE산업 활성화 방안

기 본 2006-02

마을버스 운영개선 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5-05

경기도 교통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에

기 본 2006-03

경기도 관광부문의 고용창출 효과

8,000원

기 본 2006-04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9,000원

기 본 2005-06

기 본 2006-05

경기도 직주근접 실태분석과 토지이용전략 연구 8,000원

기 본 2005-07

경기도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 본 2006-06

중국 동북3성의 발전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9,000원

기 본 2005-08

경기도내 주차장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6-07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8,000원

기 본 2005-09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기 본 2006-08

다기준의사결정모형(MCDM)을 이용한 경기도

영향에 관한 연구

9,000원

8,000원

기 본 2005-10

경기북부지역 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11,000원

주택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기 본 2006-09
기 본 2006-10
기 본 2006-11

경기도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5-12

경기도의 환경 갈등, 분쟁문제 해결방안에

8,000원

기 본 2005-13

주5일수업제 대비 사회적 교육인프라 구축방안

11,000원

기 본 2005-14

관한 연구
연구

경기도의 유비쿼터스 지자체화를 통한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11,000원

기 본 2005-11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친화지표 및 기준의
적용방안 연구

9,000원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효율화 방안 9,000원

8,000원

지능형교통정보 수집체계를 활용한 버스 우선
신호 도입방안

관한 연구

11,000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처리설비 도입타당성 조사

기 본 2006-12

북한의 특구개발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9,000원

기 본 2006-13

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안

9,000원

기 본 2005-1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 본 2006-14

하천 생물상 모니터링 기법 적용 방안

9,000원

기 본 2005-17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

기 본 2006-15

경기도 기종점자료의 신뢰도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8,000원

연구
기 본 2005-15

11,000원

11,000원

경기북부 주요 하천 및 지천의 수질오염 조사 11,000원

방안 연구

9,000원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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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2005-18

경기도 융합기술육성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위 탁 2009-08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기 본 2005-19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및 관리기준 수립

위 탁 2009-10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위 탁 2009-12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 장기유출모형

8,000원

연구
기 본 2005-20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9,000원

기 본 2005-21

도시·지역정책을 위한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기초연구

기 본 2005-22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기 본 2005-23

경기도 주거지개발시 빗물관리 및 도입방안에

운영방안

적용방안

9,000원

9,000원

8,000원

2008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11,000원

위 탁 2008-01

경관도로의 평가기법 개발방안

11,000원

위 탁 2008-02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방안

11,000원

9,000원

관한 연구

2004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2007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기 본 2004-01

수도권 대기질의 지역간 영향분석

9,000원

위 탁 2007-01

경기도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8,000원

기 본 2004-02

경기도 하천 모니터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11,000원

위 탁 2007-0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기 본 2004-03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방안

전환전략

11,000원

기 본 2004-04

경기도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11,000원

11,000원
위 탁 2007-03

팔당수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25,000원

기 본 2004-05

경기도 자연공원 지정확대 및 관리방안

11,000원

위 탁 2007-04

경기도의 지역금융시스템 확립방안 연구

기 본 2004-06

경기북부 농업가뭄현황 감시기법 연구

9,000원

위 탁 2007-05

경기도 범도민 건전사회 시민문화운동 추진에

기 본 2004-07

경기도 버스노선의 비수익성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기 본 2004-08

경기도 주택유형 다양화를 위한 주택건설시스템

위 탁 2007-06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 본 2004-09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

기 본 2004-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9,000원

연구

8,000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위 탁 2007-08

한중 FTA 체결과 경기도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위 탁 2007-09

하천의 자연도 및 생태건강성 평가를 통한

체계 구축방안

8,000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8,000원

위 탁 2007-07
9,000원

운영방안
기 본 2004-11

관한 연구

9,000원

파급효과분석

11,000원

경기도 하천복원 전략

11,000원
9,000원
9,000원

기 본 2004-12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연구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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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2004-13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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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2004-14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9,000원

위 탁 2007-11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전략

기 본 2004-15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및 사업평가에 관한

위 탁 2007-12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연구

9,000원

대응방안

25,000원

기 본 2004-16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9,000원

위 탁 2007-13

경기도 교통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17,000원

기 본 2004-17

지방의회의 감시권에 관한 연구

9,000원

위 탁 2007-14

테마형 도시개발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11,000원

기 본 2004-18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19

경기도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

기 본 2004-20

경기도 대중교통관리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9,000원

기 본 2004-21

9,000원

위한 해외사례 및 지침수립 연구

25,000원

11,000원

위 탁 2007-15

수도권 주요 산업별 국내외 공급사슬망
(Supply Chain) 분석 연구

13,000원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 9,000원

위 탁 2007-16

물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11,000원

기 본 2004-22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 11,000원

위 탁 2007-17

서해안권 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기 본 2004-23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의 정책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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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2009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9-01

도시의 재생

위 탁 2009-03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위 탁 2009-04

9,000원
11,000원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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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략적 홍보활동 구축을 위한

효과 분석

9,000원

미디어 보도 분석연구

9,000원

위 탁 2009-05

경기도 내 소수력발전 도입방안

9,000원

2006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9-06

경기도브랜드 및 경기도정 홍보전략 수립을
9,000원

위 탁 2006-01

노숙인 Re-start 시책 개발 연구용역

8,000원

13,000원

위 탁 2006-02

경기도 과학인재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8,000원

위한 연구
위 탁 2009-07

도시공원의 불균형 배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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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2006-03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9,000원

위 탁 2006-04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방안 연구

위 탁 2005-08

11,000원

위 탁 2005-09

민선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9,000원

경기도의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연구

11,000원

위 탁 2006-05

지방의회의 쟁점 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 11,000원

위 탁 2005-10

광교산 일원의 녹지 보전대책

8,000원

위 탁 2006-06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위 탁 2005-13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 방안

11,000원

위 탁 2006-07

한₩미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위 탁 2005-14

경기북부 주요하천 생태계 조사

8,000원

위 탁 2005-15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연구

9,000원

위 탁 2005-16

BRICs의 등장과 한국사회의 대응

16,000원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위 탁 2006-08

9,000원

경기도-북한 접경지역 협력 및 공동개발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위 탁 2006-10

8,000원

한₩미 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위 탁 2006-09

11,000원

2004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9,000원
위 탁 2004-01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
동북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9,000원

위 탁 2006-1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방안

9,000원

위 탁 2006-12

경기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실태 파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위 탁 2006-13

-대경기만 개발구상 및 전략위 탁 2006-14

방향 연구

11,000원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위 탁 2004-03

경기지역 기업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실태에 관한 연구

9,000원

위 탁 2004-04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와 발전전략 비교

9,000원

위 탁 2004-05

경기지역 문화유산를 활용한 테마관광 활성화

지식경제시대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발전의
전망과 과제

22,000원

위 탁 2004-02

8,000원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의 발전전략

경기도내 2~30대의 의식분석과 도정의 연계
9,000원

기초연구

11,000원

지역연구 16

동두천 지역연구

7,000원

지역연구 17

오산 지역연구

7,000원

지역연구 18

화성 지역연구

7,000원

지역연구 19

여주 지역연구

7,000원
7,000원

9,000원

지역연구 보고서
2005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위 탁 2005-01

산동성 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위 탁 2005-02

11,000원

지역균형정책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8,000원

지역연구 20

의정부 지역연구

위 탁 2005-0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전략

11,000원

지역연구 21

과천 지역연구

7,000원

위 탁 2005-04

도시숲 이용의 극대화 방안 연구

9,000원

지역연구 22

하남 지역연구

9,000원

위 탁 2005-07

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 편익추정의 검증 8,000원

지역연구 23

광명 지역연구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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