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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과 산출물에 관한 연구*

김 문 성** / 박 성 철***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해 본 연구는 한국
공공조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유발하는 결정요인과 그 산출물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결정요인으로 본보기라는 변수와 내부결정요인인 성공적인 성취 경험이
라는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결정요인 변수인 공무원의 심리적 불안은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업무성과, 극복능력, 동기부여와 같
은 자기효능감의 산출물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스트레스와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_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 자기효능감의 산출물, 자기존중감, 기대감
*** 본 논문은 2010년도 경원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제1저자)
***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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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and Outcomes of Self-efficacy

Kim, Mun-sung* / Park, Sung-chul**

Self-efficacy is critical to perform a job successfully. This research focuses on empirical experiments
which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fficacy, causal attribution (determinants to self-efficacy),
and task performance (outcomes of self-efficacy) with public organization workers in Korea. I have
found that 'modeling', as an external determinant of self-efficacy, and 'successful previous experience'
as an internal determinant of self-efficacy,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n individual's selfefficacy. Meanwhile,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nxiety, which is a
internal determinant of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self-efficacy show that
'performance', 'ability to cope', and 'motivation' are influenced positively by the degree of self-efficacy.
However, 'Job-stress' which is also an outcome of self-efficac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selfefficacy. Lastly, I pointed out som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_ self-efficacy, determinants of self-efficacy, outcomes of self-efficacy, self-esteem, expectancy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won University(First Author)
** Senior Researcher,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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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다. 이러한 정부의 의무를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다. 비록 민간
조직의 구성원에 비하여 성과 측정이 상대적으로 곤란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효율
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규범적 의무를 지닌다. 그렇다면 조직업무를 성공
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지만, 특히 Mager(1992)는 기술, 성취기회,
지지적 환경(supportive environment), 그리고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필
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조직 구성원은 필요한 기술을 통해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시간, 장소 등과 같은 성취기회를 가짐으로 인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질책보다는 보상과 칭찬 같은 지지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
아질 것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조건 외에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 바로 자
기효능감이라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적절히 조직화할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특정의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적절히 조직화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낮은 공무원은 업무 소
홀, 처리 지연, 소신 결여, 책임 회피, 보신주의 등의 행태를 나타내게 되고 이는 결국 업무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공무원은 비록 그 조직의 목표가 복잡하고 성취하기
어렵더라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동기부여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성취기회, 지지적 환경, 지식이나 정신능력, 기술적 요인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
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교육 및 심리학 분야에서는 학습동기의 전조자(前兆者)로 많이 연구되어왔다.
또한 스포츠과학이나 경영학분야에서는 업무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자기효능감에 대해
주목하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변수들을 추출하고,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
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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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적은 실정이다. 교육, 경영, 스포츠분
야 뿐만 아니라 효능성 있는 조직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부조직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포스트모던사회에서의 행정
은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다양한 수준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공무원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
고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할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좌절이 생길 때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공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을 유발하는 주요 결정요인들
(determinants of self-efficacy)과 자기효능감이 가져오는 주요 산출물들(outcomes of selfefficacy)을 추출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결정짓는 요인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
화표출 방법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자기효능감 개념에 대한 정의 및 유사 개념과의 비교
자기효능감이란 특별한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 사람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연관된 개념이
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 개념을 창안하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어떤 종류의 수행(성과 창출에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행동의 실질적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Martoccio(1994)는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
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Eden과 Aviran(1993)은 성공에 필요
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라고 좀 더 광의적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 갖게
되는 일반화된 기대를 의미한다(Sheer, et al., 1982).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성취상황에서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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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동기적 신념으로서, 상이한 과제와 상황을 초월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이다(오인수, 2002).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 자원을 처리, 평가, 통합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태를 결정한다. 예컨대 자기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산적 능력을 가지고 목표성취
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역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Bandura, 1986; Klein, 1989;
Locke and Lathan, 1990; Mager, 1992, Stajkovic and Luthans, 199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은 낮은 사람에 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이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
이 더 높으며,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도 기꺼이 자신을 개입시키고 헌신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이에 비
하여, 자기 능력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어려운 과제를 항상 피하려 하고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몰입도가 낮을 것이다. 나아가, 극단적인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업무
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약화되고, 실패나 좌절로부터 자신감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힘든 일에
부딪치게 되면 쉽게 포기할 것이다.
요컨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
음이다. 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기술이기보다는 특정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소유
하고 있는 기술들을 통하여 무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측정함으로써 파악
할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론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유사 개념들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특히 자기존중감(self-esteem)과 기대감(expectancy)이 자기효능감과 혼동을 가장 많이 일
으키는 개념이다.
자기존중감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호감적 평가를 반영하는 하나의 특성이다(McKay and
Fanning, 2000). 예컨대, 자기가치 또는 자기를 좋아하는 감정 등이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들
이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업무능력에 관한 판단이다. 자기존중감이 자기가치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다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다. 성은현(2005)과 Judge and Bono(2001)는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
과 자신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또는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검
증하기는 어렵다. 가령, 특정 활동에 대한 자기가치를 높게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활동의 성과가 매우
낮다고 판단해도 자기존중감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서는 높은 자기존중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자기존중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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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높은 자기효능감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목표의 성취를 위해 힘든
훈련을 감수하거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한다.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설정한 목표
의 달성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자기존중감은 개인적 목표와 수행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Mone, Baker & Jeffries, 1995).
한편 기대감은 예상된 업무결과를 위해 개인이 선택한 행위 유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
능감과 유사개념이라 하겠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서
말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감의 개념화 및 이에 대한 경험
적 측정은 노력과 업무결과라는 매개변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Mitchell, 1974). 이러한 기대는
특정 행동을 성취하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인지 및 여기에 부여하는 주관적 확률로서
표시된다. 기대가치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어떤 행동이 구체적인 결과를 보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
고, 그러한 결과들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질수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를 더욱 높여준다는 것이
다(김의철·박영신·양계민, 1999).
기대이론에서의 기대개념은 하나의 할당된 수행목표에 대한 기대를 다루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다
양한 수행수준에 대한 기대를 다룬다(오인수, 2002). 이에 비해, 자기효능감은 기대감에 포함되지 않
는(예컨대 기분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미래 행동의 단순한 전조
도 아니다(Bandura, 1984). 이런 점에서, 자기효능감은 생산적인 능력과 연관된 개념이다. 자기효능
감은 사고방식, 감정적 반응, 기술, 재능, 자원 등을 능숙하게 사용함으로써 업무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통제능력으로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과업을 선택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투입하
는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Lent·Brown, and Larkin, 1987).

2.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지금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자기효능감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서 개념과 측정에 관한 것이다(오인수, 2002; Sheer 등,
1982).
둘째,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지적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다. 즉, 자기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보고 특정 종속변수와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다. 특히 자기효능감
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검증의 연구가 많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판매(Barling and
Beattie, 1983), 교수의 연구 생산성(Taylor·Locke·Lee·Gist, 1984), 난해한 직업관련 과제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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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Stumpf et al, 1987), 직업선택(Lent et al, 1987), 새로운 기술에 적응(Hill· Smith and Mann,
1987) 등을 들 수 있다. Eden과 Kinnar(1991)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군 입대 지원에서 높은 지
원율을 보인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박은실과 김의철(2008)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직무만
족도와 직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은 직무성취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
심적인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박주상과 하상군(2008)은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 이들은 선행변수로 개인특성(성장욕구와 자기효능감), 직무특성(직무자율성, 직무적합성) 그
리고 상황특성(조직후원의식, 직장-가정갈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장욕구가 강하고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경력몰입이 높
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이성수, 2008).
셋째,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보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변
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서혜석(2008)은 신세대 병사의 자기효능감이 군생활 적응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군 생활 적응 간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세대병사의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진로결정수준과 군생활 적응 간에 불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권성현(2008)
은 직무특성요인인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개인적 요인인 완벽주의를 독립변수인 직무욕구를 구성하
는 변수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매개변수로서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을 선정하였다. 이동수와 박희서(2008)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요인이 직무태도인 자기효능
감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들은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업무체계성, 업무절차의 효율성, 업무수행의 우수성
등과 자율적인 업무계획과 수행, 구성원들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나 배려, 업무의 자율적인 조절 및 업
무가 자신의 목표에 유익, 직무수행에 있어 역량, 업무수행방법이나 변경에 영향력 등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3.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
Bandura(1997)은 자기효능감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이고 정서적 상태를 들었다. 이 네
가지 요인들 중에서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다른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다. 반면에 과업성취에 실패한 사람은‘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
까’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이 큰 요인은 대리적 경험이다. 흔

12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2호

히 본보기(modeling)라 하는 대리적 경험은 비슷한 업무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과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는 것을 목격할 때 자기효능감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업무를 이룬 사람들을 관찰
함으로써 처음으로 대리적 경험이 얻어지고, 관찰한 것을 통해 학습하여‘자신의 업무수행을 증가할
수 있다’
고 관찰자의 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격려와 같은 언어적 설득 또한 자기효능감을 높
인다. 반면에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는 자기효능감과 부(否)의 상관관계가 있다.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이러한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
기효능감은 다양한 업무결정의 통합과 동화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능력 보다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생리적·감정적 상태는 특별한 과업에 관련하여 자기효능감 판단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한편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은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들을 추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기
효능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귀인이론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된다(Gist and
Mitchell, 1992).
하나는, 귀인이론을 통해 자기효능감 형성에 관련된 원인귀인과정(causal attribution process)을
설명할 수 있다. 노력, 능력, 행운, 업무의 난이도 등과 같은 귀인(歸因, attribution)이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귀인들은 자기효능감과 구별된다. 원인적 귀인이 과거 행위의 원인에
대한 평가인 반면, 자기효능감은 미래 업무 능력과 관계된다. 그러나 과거의 원인적 분석을 통해 이루
어진 귀인들은 미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귀인이론에 의해 선택된 요인들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을 변경함으로써 업무달성에 영향
을 주게 되며, 이는 다시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정보의 전달체로서의 역할을 한다(Bandura, 1988a:
38).
또 다른 하나는, Weiner(1985) 등에 의한 귀인요인의 분류(예, 내적/외적, 정체/비정체,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가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귀인요인들에 대한 분류는
자기효능감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류하는데 원용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외부적 과업요인(예, 집단 상호의존성, 소음과 같은 방해요인)과 내부적 요인(예, 건
강, 기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들 요인들 중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예, 주의 산만,
기분), 집단 상호의존성이나 건강과 같이 좀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또한 노력과 같이 사람의
통제 아래 있거나 업무자원과 같이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날씨나 갑작스러운 병과
같이 통제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귀인이론의 구조적 틀은 자기효능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서들을 조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내₩외부 요인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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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효능감의 외부 결정요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외부 결정요인들은 동기, 능력, 업무 전략과 같은 내부 변수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외부 결정요인으로 Gist와 Mitchell(1992)은
본보기, 업무환경, 외부의 언어적 설득, 과업자체를 들고 있다. 주요 외부결정요인들은 과업 그 자체
와 관련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개인의 이런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지금까지 연구된 자기효능감의 외부결정요인들 중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보기(modeling)
본보기란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 동료나 관리자에 의해
행해진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의 예들, 즉 대리적 경험들이 자기효능감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본보기는 도전적
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효과적인 대체방법(예를 들면, 지루함이나 불안감의 극복, 어려움에 대한 극복
과 같은 심리적 전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과업이 요구하는 동기유발적 요소(예, 노력, 지속
성)에 영향을 미친다(Kanfer & Ackerman, 1989). 즉 다른 사람의 효과적 업무행태를 경험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자기효능감 인지를 강화한다(Bandura, 1978).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관리자의 훌륭한 리더십에 의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본보기 정보
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본보기 정보의 원천으로 조직의 선임자 또는 같은 부서의 전문
적 지식을 가진 동료를 들 수 있다. 업무수행에 있어 그들로부터 많은 자문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업무와 관련된 외부전문가에 대한 정보(전문가 목록과 연락처 등)의 확충과 그들과의 긴밀한 관
계를 통해 대리적 경험을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이나 조언을 얻을 기회가 용이할수록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

(2) 작업여건
Gist와 Mitchell(1992)은 환경적 요인이 자기효능감의 평가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며, 작업 여건
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부정적
인 작업여건은 스스로의 업무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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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소음이 심하거나 산만한 작업여건은 분석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의 업무성과를 낮춘다.
작업여건의 산만함이나 위험성은 실패감, 스트레스의 표현을 통해 불안을 증대하고(Lazarus와
Folkman, 1984) 결국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즉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재원의 적절한
지원은 개인이 업무에 대해 느끼는 신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소음, 방해 등에 의해 야기되
는 산만한 작업여건은 부적절한 물리적 여건(예, 부적절한 사무기구나 공간)과 같이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형성하였다.

가설 2 : 긍정적 작업여건의 정도가 높을수록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

본보기, 작업여건 외에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과업의 속성, 환류정보를 들 수 있
다. Cervone(1985)는 과업의 양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행가능 할 만한 과업이 주어질
때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과업에 관련된 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는 과업의 복잡
성이 있다(Wood, 1986). 과업의 복잡성은 과업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한 타인을 설득함에 있어 진실성, 전문성, 신뢰성, 명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환류정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환류정보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andura와 Cervone, 1986).

2) 자기효능감의 내부 결정요인
업무 성과는 개인능력의 적절성(지식과 기술)과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업무수행전략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Earley, Connelly, & Ekegren, 1989). 여기서 업무수행전략이란 행동전략(예, 환류 추적
이나 개인 간 협상), 분석적 전략(예, 인지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과업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보통 전형적으로 고려되는 것보다 단순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심리적 전략
(예, 지루함이나 불안감의 극복,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 저항)을 포함한다. 즉 사람은 특정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그들이 가지는 부정적 느낌(두려움, 불안함) 또는 긍정적 느낌(예, 흥분, 열성적)을 근거로
예상되는 업무수행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된다(Bandura, 1988a, 1988b).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과업수준의 업무에 있어 자신의 능력이나 전략의 적절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
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능력과 전략들이 과업에 대해 고정적이고 불변하는(예, 타고난 재능)
것인지 또는 추가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해 증진되거나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믿음에
관련한다(Wood & Bandura, 1989). 즉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이러한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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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
자기효능감의 외부적 요인인 작업여건에 대한 가설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산만함 또는 위험한 작
업여건과 같은 외적 요인이 조직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업무수행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 상태에 따라 얻어진 정보는 자기효능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특히 업무에 대한 높은 불안감은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설 3 :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

(2) 경험
또 다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내부적 요인으로 과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경험을 들 수 있
다. 과거의 경험은 자신이 과거에 수행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개인의 내적 태도와 신념에 영향
을 미친다. 즉 지속적인 성과(subsequent performance)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Bandura(1997)는 성공의 경험을 자기효능감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요인으로 들고
있다. 반면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업무수행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며, 과업수행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자기위주적 성향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Brockner, 1979; Taylor et al, 1984). 계속 반복
되는 실패는 성공기대(mastery expectations)를 낮추는 반면, 전에 거둔 성공은 성공기대를 높인다
(Gist & Mitchell, 1992).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으로 경험이라는 변수를 긍정적 성공적 업무수행 경
험 또는 실패한 업무수행 경험으로 각각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사용하여 가설을 개
발하였다.

가설 4 : 과거 자기 업무에 있어 성공의 경험이 많을수록,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

4. 자기효능감의 산출물
업무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행위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인지적 메
커니즘이다(Holden et al, 1990; Zimmerman, 1995). 사회인지론에서 유래된 자기효능감은 과업에
서 요구하는 인지적 자원, 동기,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선택, 목적,
감정적 반응, 노력, 극복 능력, 저항 등에 영향을 미친다(Gist et al, 1991). 자기효능감은 사람의 느
낌, 생각(사고),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침울, 불안
감, 무기력과 결합된다. 또한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은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게 되며, 개인발전과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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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 반면에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효능감은 하나의 중요한 동기요인인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선택, 목표, 감정적 반응,
노력, 극복, 지속성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학습, 경험, 환류의 결과로서 그 영향의 정도
와 방향이 바뀐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요인들 중 공공조직이라는 특성과 공무원이라는 신
분을 고려하여 자기효능감의 성과로서 업무성과, 극복능력, 업무 스트레스,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1) 업무성과(performance)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Bandura,
1978, 1995; Gist & Mitchell, 1992). 특히 Stajkovic and Luthans(1998)는 자기효능감과 업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업무성과를 설명하는 여러 개인특성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긍정
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과업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할 경우 이러한 관
계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전할 만한 과업을 선택한다
(Bandura, 1995). 그들은 좀 더 높은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공무
원은 스스로 좀 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업무수행에 있어 효과적일 것
이다’
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가설 5 :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향상된다.

2) 극복능력(ability to cope)
Bandura(1997)은 자기효능감과 극복능력 사이에 서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비관적 또는 낙관적으로 행위를 한다. 높은 자기효
능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그들은 좌절의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목적에 매진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거나 새
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인내력을 보여줄 것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 인내력을 보여준다. 그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준
다. 그들은 실패를 최종적인 결과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 좌절로 인지한다 (Mager, 1992).
또한 그들이 가지는 긍정적 사고방식은 실패를 최종적인 결과로 보지 않고 일시적으로 겪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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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게 한다.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개발한 이론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그들 스스
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현재의 성공하지 못함을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하곤 한다. 그러
므로 이런 자기고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성공을 얘기하는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얘기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다양
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설 6 :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극복능력의 수준이 향상된다.

3) 업무스트레스(Job Stress)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도전할 만한 것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에 대한 자기의심을
가진 사람, 즉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업무수행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
에 스트레스에 좀 더 쉽게 노출된다(Jerusalem and Schwarzer, 1992). Mager(1992)는 자기효능
감,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낮은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업무수행에 실패할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에 좀 더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중연설
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손안에 땀을 흘리거나, 두근거림, 거친 숨 등의 모든
종류의 무대공포증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일
으킬 만한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며, 스스로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그
러므로 강하고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대한 취약함을 줄여준다. 이는 자기효능
감과 업무 스트레스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 또한 둘 사
이에 유효한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andura, 1997; Schwarzer and Hallum, 2008).

가설 7 :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진다.

4) 동기
인지와 관련한 자아는 동기과정의 주요 요소이다. 기대-가치이론에서 동기는 주어진 행위과정은 어
떤 결과를 생산할 것이고, 그 가치는 그 결과위에 놓인다는 기대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업
무결과에 대한 그들의 신념뿐 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결과기대
의 동기화 영향은 부분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의해 지배된다.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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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좀 더 도전적인 과업을 하려고 한다(Bandura, 1995). 즉 그들은 높은 목표를 갖고 계속 추구하려
는 경향이 있다.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좀 더 성공하려고 갈망하고
있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한다(Mager, 1992).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수준과 동기는 상관성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8 :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동기의 수준이 향상된다.

III. 연구설계
1. 조사대상, 설문방법 및 시기
본 연구는 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에 근무하는 공무원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에서 다시 3개의 기관을 추출하고, 각 기관에 소속된 공무
원들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다단계 층화표출방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
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병무청을,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송파구청, 경기도
성남시청과 안산시청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선정된 각 정부기관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설문조사 참여
를 부탁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문항을 보여주는 웹 페이지를 개발하고, 조사대상에게 설문의 기본설명과 설문 웹페
이지 주소를 제공하는 이메일을 보내 설문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설문요청 이메일은 각 정부의 담당자
에게 발송되었고, 각 정부부서의 담당자는 설문대상자에게 재발송 하였다. 중앙정부에게는 각 70명씩
을 지방정부에게는 50명씩 설문에 참여를 요구한 메일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선택한 설
문결과는 인터넷 자료 수집방법인 Formmail 기능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이메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였다. 총 16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이중 거의
모든 문항에 무응답한 3명의 응답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59명이 응답하였으며, 전체회수율은 약
54.8%이다(중앙정부: 약 59.4%, 지방정부: 49.3%).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특히 직급의 분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직급체계의 차이
때문에 중앙정부인 경우는 5급 이상을, 지방정부인 경우는 4급 이상을 상위직급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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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및 신뢰도
1)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에 관련한 변수들
자기효능감의 외부 결정요인으로서의‘본보기’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
였다.‘작업여건’변수를 위해서는 두 개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였고, 작업여건의 점수는 이 측정항목
응답의 산술적 평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s α=
0.078)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결정요인으로 선정된‘본보기’
,‘작업여건’
,‘불안’
,‘업무경험’
의변
수에 대해서는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근 무 처

성

연

별

령

중앙정부

82 (52.9%)

고

졸

11 (7.0%)

지방정부

73 (47.1%)

전문대졸

15 (9.5%)

남

126 (79.2%)

대

졸

88 (55.7%)

여

33 (20.8%)

석

사

37 (23.4%)

박

사

7 (4.4%)

상

위

50 (32.3%)

하

위

105 (67.7%)

20대

11 (6.9%)

30대

46 (28.9%)

40대

78 (49.1%)

50대

24 (15.1%)

학

직

력

급

*통계 처리상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자기효능감의 산출물에 관련한 변수들
위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 분석을 위한 개념적 준거 틀을 바탕으로 보면, 기존의 업무성취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의 평가에 투입으로 작용하며, 결국은 업무수행행태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구
성원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에 관한 전반적 인지 정도, 극복능력,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공무원의 동기부여에 대해 측정한다.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는 과업효과성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일반적 인지 정도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과업이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극복능력에 대해서는
House, Schuler and Levanoni(1983)가 개발한 역할의 모호성과 극복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를 기준
으로 2개의 항목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신뢰도(Cronbach’
sα
)는 0.469로 나타난다. 한편 업무스트레
스의 측정은 Rizzo et al,(1970)이 개발한 다섯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4개의 설문항목을 개발하였다.
신뢰도(Cronbach’
sα
)는 0.670이다. 공무원의 동기부여에 관한 것으로는 내재적 동기척도(intrinsic
motivation scale)를 중심으로 3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 항목들의 Cronbach’
s α계수는 0.755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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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두 개 이상의 측정항목을 이용한 변수들의 점수는 각 측정항목들의 산술적 평균을 가지고 구하
였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chwarzer와 Jerusalem(1993; 2000)이 개발한 일반
인지 자기효능감(general perceived self-efficacy)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의 자기효능
감 척도는 1981년 20개의 문항으로 처음 개발되었고, 후에 4점 척도 10개 문항으로 조절되었다. 이 척
도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안되어 많은 자기효능감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α=0.75와 0.90 사이에 이르고 있고, 신뢰성과 타당성(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연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기
효능감의 점수는 이 항목들의 산술적 평균으로 하여 얻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한다. 이 자기효능감의 측정항목들의 Cronbach’
sα
=0.752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내적일관
성은 수용할 만 것으로 여겨진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위해 자기효능감을 잠재변수로 다섯 개의 측정변수를 가지고 확인요
2
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
=5.134, df=5,
2
의 p값이 0.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다. 다른 적합
p=0.000로 나타났다. χ

도 지수인 RMSEA은 0.013로 나타나 기준치(≤0.05가 바람직)를 충족시켰으며, NFI도 0.970으로
나타나 기준치(≥0.9이 바람직)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부하량을 점검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표 2>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및 측정모형 적합도
측정변수 설명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를 경우에 나의 의견에 부합되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편이다.

요인부하량

1.000

표준

측정모형

요인부하량

적합도 지수

0.588

2
=5.134, df=5,
*χ

어려운 일도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912**

0.529

p=0.000

마음먹은 일은 언제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1.115**

0.628

*NFI=0.970

1.214**

0.612

1.177**

0.775

뜻밖의 일이 발생해도 나는 언제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뜻밖의 결과를 접해도 나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p<0.05, **p<0.01

(기준치≥0.9)
*RMSEA=0.013
(기준치≤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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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각 변수별 기술적 통계량(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간단한 변수 설명은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근무처, 성별, 직급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령,
교육수준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PASW(SPSS)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결정요인들이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와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산출물들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AMOS 18.0을 사용하였다.
<표 3> 변수별 기술적 통계량과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외적
요인

본보기

변수명

3.42

0.85

작업여건

3.32

0.59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재원 등의 지원과 산만한 분위기의 정도

내적
요인

불안

3.13

0.95

새로운 업무에 성공적 수행에 대한 걱정의 정도

경험

3.85

0.53

과거 업무의 성공적 수행 정도에 관한 인식 정도

업무성과

3.71

0.66

효과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식 정도

극복능력

3.63

0.59

스트레스

3.12

0.68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

동기부여

4.05

0.57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 정도

자기효능감

3.69

0.48

공무원 개인이 느끼는 자기효능감의 정도

산
출
물

변수 설명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이나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도

업무수행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법 모색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 및
업무처리에 대한 확신 정도

V. 자기효능감에 관한 분석과 가설검증
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과 산출물로 선정된 변수들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
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기준으로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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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무처, 성별, 직급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t분석 결과
구 분
근무처

성

별

직

급

평균

표준편차

중앙정부

3.695

0.454

지방정부

3.674

0.504

남

3.723

0.469

여

3.568

0.504

상위직급

3.808

0.398

하위직급

3.640

0.507

t값
0.269

1.614

2.201*

*p<0.05, **p<0.01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에 직급별로는 자기효능감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상위직급 공무원의 자기효능감(평균 3.803)이 하위직급 공무원의 자
기효능감(평균 3.64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생산적 능력을 가
지고 있고 목표성취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 또한 역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반면에 자
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항상 피하려고 하며, 목적을 이루려는 열망과 몰입도가 적다.
힘든 일에 부딪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곤 한다(Bandura, 1986). 그러므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공
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상위직급의 공무원들에게 높은 자기효능감을 요구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무원의 연령과 학력의 차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령, 학력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변량분석 결과
구 분

연

령

평균
20대

3.800

0.456

30대

3.550

0.484

40대

3.775

0.477

50대

3.650

0.442

3.491

0.373

전문대졸

3.877

0.428

대

졸

3.622

0.479

석

사

3.891

0.410

박

사

3.640

0.507

고

학

력

*p<0.05, **p<0.01

표준편차

졸

F값

2.304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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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에 따
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자기효능감의 차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대졸의 공무원과 석사 학위를 가진 공무원 간에 자기효능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유의수준 0.05을 기준). 조사대상 대부분이 대졸 또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79.1%),
이 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석사 학위를 가진 공무원이 대졸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상위직급과 하위직급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즉 직급과 학력이 수평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상위직급 공무원들의 많은 경우 석사학위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직급의 경우 대부분 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직급에 의한 자기효능감 차이가 대졸과 석사 사이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과 산출물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1)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
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정요인 변수(본보기, 작
업여건, 불안, 경험)와 산출물 변수들(업무성과, 극복능력, 업무스트레스, 동기부여) 사이의 Pearson
의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표 6>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으로 선정된 본
보기(r=0.441), 작업여건(r=0.224), 경험(r=0.393)은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불안은 자기효능감과 부정적 관계를 보인다(r=-0.393). 자기효능감의 산출물로 선정된 4개
<표 6>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
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

.441**

작업여건

.224**

불안

-.393**

경험

.444**

업무성과
극복능력
업무스트레스
*p<0.05, **p<0.01

작업여건

불안

경험

업무수행

극복능력

업무
스트레스

동기부여

1.0

본보기

동기부여

본보기

1.0
.263**
-.111

1.0
-.058

1.0

.320**

.165*

-.177*

.636**

.299**

.243**

-.367**

.523**

.712**

.464**

.309**

-.317**

.560**

-.169*
.395**

-.148*
.187*

-.212**
.399**

.382**
-.148*

1.0

-.034
.197*

1.0
.703**
-.163*
.299**

1.0
-.162*
.447**

1.0
.05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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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업무수행(r=0.636), 극
복능력(r=0.721), 동기부여(r=0.395)와는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업무스트레스(r=-0.169)
와는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을 나타낸다.
이런 결과를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이나 조언기회의 용이성, 긍정적 작업여건의 정도,
업무수행의 성공경험은 긍정적으로, 불안의 정도는 부정적으로 공무원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은 공무원의 업무성과, 극복능력 수준,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업무스트레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에서 외부적 요인들인 본보기(r=0.299), 작업여건(r=0.243)들 보다는 내부적
요인인 불안(r=0.367), 경험(r=0.523)들이 통계적으로 업무성과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결과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중 어느 쪽이 더 업무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
의에 있어, 내적 요인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이고 효율
적인 업무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요인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 연구모형과 가설검증
기존 연구와 문헌 조사를 통해서 개념적 준거틀(conceptual framework)을 <그림 1>과 같이 설계
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 또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준거 틀을 크
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의 왼쪽 부분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결정요인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가 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들은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
그림 1>의 오른쪽 부분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에 관한 부분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독립
변수이고, 그 결과들이 종속변수가 된다. 이는 일종의 경로모형이 된다. 가설검증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의 값을 추정하였다. 그 경로계수의 값은 <그림 1>에

<그림 1> 자기효능감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과 경로계수(비표준화 경로계수)
본보기

업무성과
0.164**

작업여건

0.875**

0.079
-0.147**

0.891**

자기효능감

-0.323**

불안

업무스트레스
0.279**

경험
*p<0.05, **p<0.01

극복능력

0.447**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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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었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를 분석한 결과 절대적 적합지수인 Chi-squre(χ
2) 값은 140.9, 자유도 22, 유
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2) 또 다른
적합성의 지표인 TLI.은 0.442, NFI는 0.707, CFI은 0.727, RMSEA는 0.185으로, 본 모형은 필요
한 적합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3)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을 얻기 위하여 여러 절차를 거쳐 <그림 2>와 같은 수정모형을 얻었
다. 우선 공분산 관계가 나타난 오차항들을 연결하여 바람직한 적합도를 가진 수정모형을 얻으려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음 단계로 최초 모형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업무여건 변
수가 적절한 경로계수(0.079)와 유의확률(0.145)을 보이고 있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시켜 적합도 측정
을 한 결과 어느 정도의 적합도를 가진 수정모형을 얻게 되었다(χ
2=28.225, df=9, p=0.00;
TLI.=0.806, NFI=0.935, CFI=0.951, RMSEA=0.116)(김석용, 안성수, 2009).

<그림 2> 자기효능감 분석을 위한 수정모형과 경로계수(비표준화 경로계수)
본보기

업무성과
0.146**

1.330**
1.319**

불안

-0.143**

자기효능감

극복능력

-0.664**

업무스트레스
0.326**

0.456**

경험

동기부여

*p<0.05, **p<0.01

아래 <표 7>을 통해 가설검증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이나 조언을 얻을 기회가 용이할수록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향상
된다’
라고 한 <가설 1>은 경로계수 0.146, 유의 확률이 0.000으로 지지되었다. 그 경로계수가 양수이
므로 본보기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제외된 작업여건에 대한 <가설
2: 긍정적 작업여건의 정도가 높을수록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는 기각되었다. <가설 3: 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김계수(2007)에 의하면,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정을
말한다. 이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이용한다 하였다. 절대적합지수로는 카이제곱(Chi-squre: χ
2)의 통계
치를 사용하고, 증분적합지수로는 비표준적합지수(NNFI: Turker-Lewis Measure(TLI)이라고도 한다), 표준적합지수(NFI) 등을 사용
한다. 그 외에도 CFI , RMSEA의 지수 값을 사용한다.
3) TLI, NFI, CFI는0.9 이상일 때 RMSEA는 0.05이하 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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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모형의 추정결과
가설(방향)

추정치
(Estimate)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유의수준
(p)

가설판정

방향

본보기 → 자기효능감

0.146

0.030

4.867

0.000

지지

정(+)

불안 → 자기효능감

-0.143

0.026

-5.450

0.000

지지

부(-)

경험 → 자기효능감

0.326

0.051

6.385

0.000

지지

정(+)

자기효능감 → 업무성과

1.330

0.150

8.876

0.000

지지

정(+)

자기효능감 → 극복능력

1.319

0.123

10.684

0.000

지지

정(+)

자기효능감 → 업무스트레스

-0.664

0.182

-3.654

0.000

지지

부(-)

자기효능감 → 동기부여

0.456

0.090

5.080

0.000

지지

정(+)

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는 지지된다(-0.143, p=0.000). 그러나 불
안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자기 업무에 있어 성공의
경험이 많을수록, 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
고 한 <가설 4>은 0.326의 경로계수와 0.000의
유의확률로 지지되며,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은 정(+)의 방향을 나타낸다.
한편 자기효능감의 산출물들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가설 5>는 경로계수
1.330, 유의확률 0.000으로 지지되었고, 정(+)의 영향을 미친디.‘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극복능력의 수준이 향상 된다’
라고 한 <가설 6>은 지지되었다(경로계수 1.319, p=0.000). 이 결과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공무원은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공무원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
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공무원들은 목적에
매진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향이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를 쉽게 헤쳐 나가거나 새로운 환경
을 만들어 나가며, 좌절이 생길 때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경로
계수가 -0.664이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의 수준
이 낮아진다’
라고 한 <가설 7>도 지지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업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소속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동기의 수준이 향상 된다’
라고 한 <가설 8>도 지지되
고 있다(0.456, p=0.000). 정(+)의 관계, 즉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자
기효능감을 가진 공무원은 좀 더 도전적인 경향을 보이며, 좀 더 성공하려 갈망하는 경향이 있어 성공
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으로 선정된 변수들 중 외부적 결정요인으
로‘본보기’
와 내부적 결정요인‘경험’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고, 내부적 결정요인 변수인‘불안’
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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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형의 설명력과 인과 효과 분석결과
내생변수
자기효능감
(SMC=0.393)

업무성과
(SMC=0.293)

극복능력
(SMC=0.397)

업무스트레스
(SMC=0.014)

동기부여
(SMC=0.147)

외생변수

총(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본보기

0.146

0.146

-

불 안

-0.143

-0.146

-

경 험

0.326

0.326

-

자기효능감

1.330

1.330

-

본보기

0.194

-

0.194

불 안

-0.190

-

-0.190

경 험

0.433

-

0.433

자기효능감

1.319

1.319

-

본보기

0.192

-

0.192

불 안

-0.189

-

-0.189

경 험

0.430

-

0.430

자기효능감

-0.664

-0.664

-

본보기

-0.097

-

-0.097

불 안

0.095

-

0.095

경 험

-0.216

-

-0.216

자기효능감

0.456

0.456

-

본보기

0.067

-

0.067

불 안

-0.065

-

-0.065

경 험

0.149

-

0.149

*괄호 안 SMC은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말한다.

선정된 업무성과, 극복능력, 동기부여의 변수에게는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으로, 업무스트레스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실증모형의 설명력과 인과 효과를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외생변수인 본보기, 불안, 경
험이 자시효능감을 39.3%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의 산출물인 업무성과, 극복능력, 업무스
트레스, 동기부여는 선행변수인 자기효능감, 본보기, 불안, 경험에 의해 각 29.3%, 39.7%, 1.4%,
14.7%가 설명되고 있다. 결정요인 변수들 중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는‘경험’
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들이 자기효능감의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총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요인에 대해‘경험’변수가 가장 큰 영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기와 경험의 영향력은 모든 자기효능감의 산출물 변수에 대해 각
각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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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기술이기보다는 특정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의미의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업
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통하여 무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결정요인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내·외부적 결정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으로 인
하여 결과 되는 행태 변화를 자기효능감 산출물로 명명하였다. 내·외부적 결정요인, 자기효능감 그리
고 자기효능감 산출물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개념적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틀에 포함
된 외부적 결정요인으로는 본보기와 작업여건을, 내부적 결정요인으로는 불안과 경험 변수이다. 자기
효능감으로 인한 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산출물을 구성하는 변수로는 업무 수행, 극복능력, 업무스
트레스, 동기부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검정된 가설을 이론화 할 수 있다. 과학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론
들 중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 하거나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결정요인으로서 경험은 가장 큰 긍정적 영향요인이다. 이에
비해, 불안은 자기효능감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Bandura(1997)는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 생리적이고 정서적 상태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성공
경험으로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이는‘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업무수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기위주적 성향을 지니는 경향을 있다’
고 한 Taylor, Lee and Gist(1984)의 설
명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Gist와 Mitchell(1992)이‘계속 반복되는 실패는 성공기대를 낮추는 반
면, 전에 거둔 성공은 성공기대를 높인다’
라고 한 설명을 간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효과적 업무 행태를 경험하는 것, 즉 본보기라는 변수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
친다. 이는 Bandura(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작업여건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거의 미
치지 않지만, 환경적 요인은 자기효능감 평가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작업여건은 이런 환
경적 요인의 하나라고 한 Gist와 Mitchell(1992)의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tajkovic과 Luthans(1988)와 Judg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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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o(2001)도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보다 높은 업무성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직무성취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한 박은실과 김의철(2008)
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외의 많은 연구도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극복능력 사이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Bandura(1997)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업무스트레스와의 관계
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 박은영ㆍ김은주(2008) 그리고 Matsui와 Onglatco(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효능
감, 근무 스트레스, 심신의 소모(burnout)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Schwarzer와 Hallum(2008)의 연
구에서도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의 종속변수로 존재하며, 부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자기효
능감이라는 변수는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
기와 관련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효능감은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좀 더 성공하려고 갈망하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 Mager(1992)의 연구결과와‘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가진 사람
들이 좀 더 도전적인 과업을 하려고 한다’
고 한 Bandura(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정부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내·외적 요인들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태로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차원의 정책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이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업무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을 많이 쌓도록 과업조정 및 업무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인의 내적 요인이 외적 요인보다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당면
한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에를 들면, 공무
원의 능력에 맞는 적정한 과업을 부여함으로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나아가 동료나 관리자에 의해 행해지는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관찰하거나 동참하
게 하는 대리적 경험(외부적 요인)의 기회를 높이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상태가 안정되어야 한다. 이는
H. Simon(1947)이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속의 개인에 대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공무원들이 업무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목표달성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동기부여,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조성해야 한다.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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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안정은 성취경험을 쌓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첫 번째 제언과도 연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적
업무수행의 경험과 대리적 경험은 공무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극복하게 하며 결국 높은 자기효능감
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조직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오늘날 지
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집무실 크기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의 측면에서 보면 우
선순위가 낮다.
넷째, 조직구성원의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관리층의 노력
이 있어야 한다. 지나칠 정도의 자기효능감은 자칫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행태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는 동료들 간의 상호 신뢰감 또는 연대감의 붕괴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조직 내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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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의 한 부류는 환경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일종의 협동적 방식
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전과 같은 정부의 환경규제가 실패할 경우는 환경오염의 악화와 환경규제의 강화라
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환경관리의 비용을 무제한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안적 방식으로 공동체의
직접적인 환경관리가 제안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환경보호 체계의 핵심적 요소인 명령과 통제의 규제가 좀 더 융
통성 있고 협동적인 접근법으로 보완되어, 주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율적 환경 거버넌스의 방식이 모색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동체가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호의 기능을 공급과 생산의 관점에
서 논의하고, 정부와 공동체의 공동공급의 논리와 의의를 기초로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의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하
여 각 유형별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논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정부가 방관을 하든, 면허
를 발급하든, 실패를 하든, 규제를 강화하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동체 차원의 공
급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의 사례들은 모두 주민들의 공동
체 조직이 환경보호의 공급단위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민관 공동공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과 생산의 독점을 지양하고 더 많은 시민들을 환경보
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가 주민들의 공동체 조직을 기반으로
좀 더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공동공급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에는 공동체의 공동공급에 관한 좀 더 많은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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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ream of the recent studies on environmental policy is to build up a sort of collaborative
method based on community in the whole procedure of environmental policy. Since the environmental
cost is likely to greatly increase due to the vicious cycl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when government’s environmental regulations fail, the direct environmental management
by community is suggested. The regulation paradigms of command and control as the key element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are complemented by more flexible and collaborative
approaches so that self-governing environmental governance paradigms based on community are
pursued. This study discussed the functions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from the standpoint of provision and production. This study also classified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 into four types on the basis of government-community coprovision and discussed four Korean cases by type respectively. The case study showed that all the four
case communities reacted affirmatively to governmental actions and performed community-level
provisions in all the cases that government looked on, issued licenses, failed, and reinforced regul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cases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study are regarded as the co-provisions of government-community in which communities
successfully performed the functions as the provision un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bandon the monopoly of provision and production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ake efforts to get more citizens to particip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It is recommended, in particular,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be made to enable
more local communities to perform the functions of co-provision in more realms of public service.
Mor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mpirical studies on community-based co-provision are also expected
to b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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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5년 초 백악관은 Clinton 대통령과 Gore 부통령을 책임자로 하는 환경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였
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점을 두어 강조한 사항들 중의 하나는 환경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일종의 협동적 방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Clinton and Gore, 1995). 이 보고서가
발표되던 당시 미국정부의 환경정책은 매우 견고한 규제방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환경문
제의 외부효과로 인한 광역적인 특성을 강조하다보니 이에 대한 해결책의 전국적인 균일성을 우선적
으로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괄적인 환경관리 논의에는 흔히 환경규제의 대상이 갖는 개별적
인 특성에 관한 검토가 결여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보고서는 규제대상에 따른 좀 더 현실적인 방식
의 적용이 사실상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 공동체가 정부의 다양한 환경정책의 협동적 파트너로서의 지위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의
명령과 통제 위주의 환경규제가 지지를 받아온 논리는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집합적 행동
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도 지난 10여 년간 부단히 재검토됨으로써 연방환경정책에 관
한 철저한 재평가들도 행하여졌다(US EPA, 2003; Lane and McDonald, 2005). 이들의 공통된 결
론은 기존의 환경보호 체계의 핵심적 요소인 명령과 통제의 규제가 좀 더 융통성 있고 협동적인 접근
법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미국의 환경
정책 개혁가들은 좀 더 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율적 환경 거버넌스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이 과연 종전과 같이 규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며 규제가 아닌 대안적
방안은 공동체에서는 효과적일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중복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는 공동체가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호의 기능을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의 관점에서 논의하
고,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공동공급이라는 다소 생소한 공공서비스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동체가 정부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하는 공동공급의 논리와 의의를 논하며, 우
리나라의 몇몇 유형별 사례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공동체 기반의 환경보호가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
한 평가는 매우 복합적이다. 사실상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에 관한 충분한 경험적 근거가 아직은 부족
한 상황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식의 규범적인 평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도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
는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관한 이와 같은 대안적 접근을 통하여, 정부의 명령과 민간의 순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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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순한 기능적 분리가 아닌, 정부와 민간이 환경보호의 기본적 결정단계부터 협동적 파트너로서 제
도적 기반을 가지고 수행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다소간의 일조를 하고자 한다.

Ⅱ. 환경보호의 공동공급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집합적 서비스를 업무과정에 따라‘공급(provision)’
의 업무와‘생산(production)’
의 업무로 구분
하는 시도는 비교적 일찍부터 국내외 신제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Ostrom, Tiebout and Warren(1962)은 대도시 공공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공급과
생산의 구분 가능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주장하였으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공공관리를 연구해 온 일
부 학자들도 공공수요를 위한 공급과 공공생산의 관리를 구분하였거나(Musgrave, 1959), 공공재의
기획 및 조달의 기능과 생산 및 전달의 기능을 분리하고자 하였다(Downs, 1976). 2009년도 노벨경제
학상 수상자인 Elinor Ostrom(1999와 1992)도 공공서비스의 연구에서 관료제적 접근법을 탈피하여
공급과 생산을 구분하는 공공경제학적인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Oakerson(1999)은 이러한 분석방법
으로 대도시 지역의 공공서비스들을 분석하였으며, 최재송(2005)도 공공서비스의 대안적 접근법으로
서 공급과 생산의 구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구분이 공공서비스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수
거 서비스의 사례에서는 비교적 분명하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에 관한 일체의 업무
를 자체 조직에 의하여 직접 수행하였으나, 정부업무의 혁신 작업에 따라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의 전환은 쓰레기수거 업무가 물리적인 쓰레기수
거 업무와 이를 위한 기획, 예산 및 감독의 업무로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집합적 서비스의 공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는‘누가
공급하느냐’
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여, 외교나 국방과 같은 유형의 공공서비스는 정부1)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거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도적으로 정부만이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반면에 교육과 같은 유형의 공공서비스는 굳이 정부만 공
급을 독점하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주체도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합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본 논문에서‘정부’
는 광의의 보편적인 정부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협의의‘중앙정부’
를 의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와
병기함으로써 구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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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공급은‘어떠한 서비스는 공공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어떠한 것은 민간이 공급하느냐’
에관
한 가장 기본적인 결정을 비롯하여,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방식(세금, 사용자 부담, 가격 등), 서비스의
양과 질적 기준, 생산과의 연계 방식 등을 결정하는 집합적 선택이다.
반면 공공서비스 생산의 개념은 좀 더 단순하게 보이는데,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과 같
이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좀 더 기술적인 과정이다. 다시 말하여, 생산은 현장에서 트럭이나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동과 같이 서비스가 실제로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업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공급의 업무를 좀 더 세분하면, 계획의 수립, 서비스 해당구역의 지정, 관련 법규
의 정비 및 집행, 세입의 설정·부과 및 징수,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관리, 미래수요의 예측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반면 생산의 업무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기술적으로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서비스에 따라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공급과 생산이 구분되는 또 다른 관점은 업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에서도 찾을 수 있
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본질적으로 어느 특정 개인의 결정이 아니므로 정부와 같은 집합적인
(collective) 주체에 의한 집합적인 선택만이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쓰레기가 정부와 같
은 집합적인 주체에 의하여 수거되든 개인과 같은 개별적인(individual) 주체에 의하여 수거되든 근본
적인 차이가 없듯이, 생산 업무는 공급 업무와는 다르게 반드시 집합적인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주체
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외에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평가기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급은 좀 더
정치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의 선호를 기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
<표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공급
개념정의

생산

·공공서비스의 기획, 예산, 관리

·투입에서 산출로의 기술적 변환

·공공서비스의 법적 정비

·공공서비스의 전달

·종합계획 수립
·서비스 해당구역 지정
업무내용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집행
·세입의 설정, 부과 및 징수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가변적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관리
·미래수요의 예측
주체
평가기준
조직형태

·집합적 주체

·집합적 주체 혹은 개별적 주체

·소비자로서의 시민 선호

·규모의 경제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정당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가변적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따라 가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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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생산의 평가기준은 좀 더 관리적이고 기술적인데, 규모의 경제와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Oakerson, 1999). 따라서 공급조직의 형태는 정당성과 이
해관계에 따라 가변적이며, 생산조직의 형태는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다. 이상
에서 논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관한 구분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공동생산과 공동공급
공동생산이 소비자가 생산자와 공동으로 생산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공동공급도 소비자가
공급자와 공급업무를 공유함을 의미한다. 즉, 소비주체가 생산주체도 되느냐 혹은 공급주체도 되느냐
의 문제이다. 이미 공동생산의 개념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치안서비스에 있어서 경찰과 주민조직의 공동생산은 학문적 논의를 넘어서 실생활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보편적인 패러다임이다(박정민, 2008).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서비스
생산을 위한 공동노력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유정수·백현기, 2009), 사회적 기업에 관한 논의에
서는 역으로 정부가 생산주체인 기업의 공동생산자가 된다(장인봉·장원봉, 2008). 환경보호 분야에
서도 시민들이 하천정화 등에 나서는 것은 공동생산의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공동생산과 공동공급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생산과 공급의 차이에 기초한다. 즉, 생산이 반드시 집
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없듯이 공동생산도 개별적인 참여자들에 의한 개별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가능
한 반면, 공급은 집합적 선택행위이므로 공동공급도 집합적 주체에 의한 집합적 선택의 결과로서만 가
능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공동생산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공동공급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가 공동공급의 개념을
공동생산의 개념으로부터 구분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동공급 주체로서의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공동체 기반 환경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좀 더 분석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정부가 어떤 공공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생산에 관련된 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두고 공
급에만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집합적 주체가 아닌 개인들이 공공서비스의 주요 생산자
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착용은 개별적인 행동이지만 교통안전을 위한 공공통제의 대상임에
도 불구하고, 경찰의 효과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운전자들에게 공공통제의
생산이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이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규제 위주
의 영역에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생산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민간주체로서의 공동체가 단순히 생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공동체의 상황에 맞는 생산을 위하여 공동체가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공급을 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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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고자 한다.
한편 민간주체의 공급 참여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여, 정부와 민간주체가 동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본래 서비스 공급의 독점자인 정부가 공급의 업무를 고수하는 한 공동체가 공급을 공유하
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수거와 같은 공공서비스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법규 정비
와 같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업무가 민간업자의 쓰레기 수거와 같은 생산활동과 동시적으로
일체화되어 수행되는데, 이 경우 쓰레기수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업무를 공유하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규만 제정 해 놓고 이에 따른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순응(일종의 생산 참여)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이 사실상 수행되지 않는 비
공급(non-provision)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법규 제정 이후 다음 단계의 공급
업무를 민간주체가 수행한다 할지라도, 정부의 공급업무와 민간주체의 공급업무는 중복 및 경합을 피
하게 되어 공동체가 공급을 수행할 여지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은 경찰의 방범활동이 부족한
경우 혹은 좀 더 철저한 방범활동을 원하는 경우에 시민들이 조직적 혹은 개별적으로 방범활동을 기획
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시민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자체적인 방범대를 조직하든지, 혹은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신고 및 감시 등의 활동을 통하여 치안서비스의 생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육현장에서의 공동생산 역시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좀 더 나은 교육을 원하
는 경우에 학부모들이 조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영
역의 공동생산에서는 시민들의 공동생산이 부재한다고 해서 치안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공급되지 않
거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수준이 시민의 기준에서 불만족스러울 따름이다. 그 결과로
서 이러한 서비스가 최적 이하로 공급되거나 혹은 정부의 서비스 공급과는 독립적으로 민간의 자체적
인 서비스가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민간화(privatization)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민간주체의 공동생산이 정부의 공공활동을 보완하거나 향상시
키는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활용품 분리수
거 서비스 과정에서는 본래부터 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민간
주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서는 민간주체의 공급 및 생산이 부재할 경우 분
리수거 서비스 자체가 실행되기 곤란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주체의
단순한 공동생산 수행보다는 공동공급 수행의 여지가 더욱 크게 생기게 된다. 만약 민간주체의 실질적
인 공동공급과 공동생산이 부재하다면, 아마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명령과 통제로써 시민들의 행동
을 직접 규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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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주의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환경문제의 외부효과로 인한 광역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공급을 독점하므로, 민간 영역에는 생산의 책임만을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간주체가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는 것도 생산에의 참여, 즉 공동생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에 환경문제의 외부효과
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다수의 민간주체가 관련되어 있다면, 정부는 서비스 공급의 틀만 마련
하고 다수의 민간주체에 포괄적인 공급 책임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틀에서는 서비스 공급
의 자세한 내용이 주민의 선호와 형평성에 맞게 해당 민간주체에서 결정될 수 있다. 민간주체인 공동
체가 환경보호의 생산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공급주체로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환경보
호의 공급에 동참하는 것이 곧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의 공동공급이며, 이는 곧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
경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
1. 환경 거버넌스로서의 본질
환경보호의 패러다임은 본래 환경과 관련된 개별적인 행위자들의 행동들이 소위“공유재의 비극”
과
같은 환경파괴로 결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전제(Hardin, 1968)에 따라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설립
된 환경청과 같은 정부조직이 환경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환경보호의 패러
다임은 당연히 환경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제와 명령 위주의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70년대 연방환경입법의 대부분은 중앙집권적 정책
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bell, 2004). 하지만 환경문제가 보편적인 성격을 탈피
하여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됨에 따라, 명령과 통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지에 관한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빈번히 행해지게 되었다(Barrow,
2005; Kanie and Haas, 2004; Poncelet, 2004).
정부 주도의 환경보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인 환경보호 패러다임들이“환
경 거버넌스”
라는 틀 속에 포함되며 주장되어 오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의 거래, 환경세 및 환경 분담
금 등의 과세, 각종 보조금의 지급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환경감시 활동이나 오염물질 수거활동 등을 통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
호 활동에 동참하든지, 혹은 기업과 정부 간의 환경협약이나 지역 공동체에 의한 자발적 환경관리 같
은 활동들을 통하여 일정 부분의 환경보호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도 환경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널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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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명령과 통제 위주의 규제적 관리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
며, 그 결과로서 협동적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패러다임에 관하
여는 미국 환경청과 같은 정부기관들조차 이미 1990년대에 공식적인 제도로 채택하여 일련의 보고서
들을 생산하였다(NAPA, 1995; PCSD, 1996; US EPA, 1997; CSIS, 1998). 이 시기부터는 지방 차
원에서 발의된 문제의 중요성과 지방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민주적으로 더 정당화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
식되었다. 그 결과로서 기존의 규제적 접근방식이 유일한 최선의 방식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신에 다양
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개별적인 시민과 공동체의 의사결정 참여가 환경정책의 혁신에
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Fiorina, 2000).
하지만 미국에서도 모든 부류의 집단들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환경규제에 관한 논란은 상당히 대립적이었다. 연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업을 통제함으로써 전국적인 환경기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는 대안적 접근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주(state)의 권리를 옹호하
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거나 혹은 재산권을 강조하는 부류의 학자들에게서는 대안적 접근법이 적극적
인 지지를 받아 왔다(Press and Balch, 2002; Shutkin, 2001; Mazmanian and Kraft, 1999;
John and Mlay, 1999; Yandle, 1997; Dowie, 1996). 영국에서도 농촌공동체가 정부의 환경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종전과 같이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인 의미를 넘어 필수조건으로 공식
화되고 있다(Curry, 2001).
환경관리 및 보호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부터 귀착되는 대안적인 환경 거버넌
스 방식은 규제대상이 되는 지역의 환경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관련시켜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 기반(community-based)의 환경보호 방식이다(Hemmati, 2002; US
EPA, 1997). 정부의 환경규제가 실패할 경우는 환경오염의 악화와 환경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이 되
풀이되어 환경관리의 비용을 무제한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안적 방식으로는 공동
체가 직접적으로 환경관리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체 주민이 지불하는 비용은 환경규제로 인
한 사적 활동의 제한 등과 같은 비용이나 혹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등과 상쇄될 것이 전제
된다. 결국 공동체 기반의 환경보호가 의미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정부에 의해 외생
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합적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반
적으로 우선시 한다(Oppenheimer and Mercuro, 2005; Toboso, 2005).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 제공자의 하나는 실제로 환경에 관련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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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염 행위를 하는 환경소비자들인데, 이들의 행태와 의사결정이 환경문제에서 중요하므로 환경관리
의 성패는 이들의 행태를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Lubell, 2004).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도와 행태에 관한 무지는 곧 환경 거버넌스에 관한 공공
주체의 그릇된 판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 거버넌스에 있어서 공동체 기반 환경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환경소비자로서의 공동체가 매우 분산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다양성을 띄고 있는 경
우에는 정부에 의한 집권적 통제는 효과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소비자 스스로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환경관리의 주체를 지방화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Durant et al.,
2004)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의 공급 유형
환경 거버넌스로서의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는 공급의 기능을 포함하며, 이는 또한 공동체 환경보호
에 대한 정부의 행동 유형에 따라 몇 가지 유형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실제 환경정책의
운영상으로는 구분되기 어렵지만 분석상의 이유로, 환경보호 공급과 관련된 정부 개입의 유형(방관,
면허, 실패, 규제)에 대한 공동체의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가 법령 제정 이후에 시민 개개인의 순응을 기대하고 사실상 방관만 하는 경우에 공동
체도 또한 방관만 한다면, 그 결과로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동체 차원의 공공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정부의 방관자적 행동에 대하여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을
하고자 한다면, 공동체가 실질적인 공급주체로서 정부와 공급의 책임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직접 공동체의 환경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우선 공동체에 대하여 관련 서비스의 공
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는 면허가 부여되는데, 환경보호가 면허와 관련되어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가 환경보호의 공급 책임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든지 혹은 성공할 것이다.
셋째로, 정부가 공동체와 환경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정부
행동이 전제될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동체의 환경보호에 개입하여 사실상 실패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공동체가 대응을 하지 않든지 혹은 정부의 지원을 조건으로 공동체의 환경보호 공급을 내용으
로 하는 협약을 정부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공동체와 정부 간의 협약 체결의 전제가 정부의 실패가 아닌 강화된 환경규제인 경우에 공
동체는 피규제자가 되거나 혹은 정부의 환경규제 유예를 조건으로 공동체의 환경보호 공급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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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협약을 정부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과 이에 대한 공동체의 적극적 대응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과 공동체의 적극적 대응 유형
유형

정부의 행동

공동체의 적극적 대응

I

방관

자발적 환경보호

II

면허

면허권 관련 환경보호

III

실패

환경협약(정부의 지원-공동체의 환경보호)

IV

규제

환경협약(정부의 규제유예-공동체의 환경보호)

1) 유형 I
이 유형은 정부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규제에 관한 시도를 하지만 사실상 규제를 포기하고 개별적
인 시민들의 행동을 방관하는 상황이 전제가 된다. 이 경우 공동체가 해당 법규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
들의 개별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맞게 조정하려는 의도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공급을
하는 유형이다. 이는 대체로 규제대상 공동체가 너무 많거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정부가 공동체
차원의 규제를 유보하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환경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환경규제를 위한 적극적인 공급의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2) 유형 II
이 유형은 정부의 환경규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
익을 추구하기 위한 환경보호 공급을 하는 유형이다. 환경오염이 공동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과 같
이 환경보호는 공동체에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왜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자율규
제를 선택하는가에 관한 대답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오염으
로 인하여 장래에 닥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염려가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Andrews(1998: 179)가“자기 이익의 인식(enlightened self-interest)”
이라고 명명
한 바와 같이,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추구 행위로서 환경관리를 수행한다.

3) 유형 III
이 유형은 정부가 환경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환경보호에 실패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환경
보호에 관한 공급을 위한 정부와의 협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협약은 정부의 실패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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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기 때문에, 협약의 조건이 통상적으로 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된다. 이 유형의
논리적 근거도 유형 II와 같이 공동체의 자기 이익의 인식에 따른 매우 자발적인 동기에서 찾을 수 있
다. 또한 유형 IV와는 다르게 협약 이행의 실패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결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약이 이행되지 않아도 정부는 종전과 같이 환경관리의 노력을 유보하거나 혹은 새로운 차원의 환경
규제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4) 유형 IV
이 유형은 정부가 환경규제를 유예하고 환경보호의 공급을 규제대상인 공동체의 책임에 맡기는 것
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맺는 것이다. 협약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환경규제가 향후에 예상되거나 혹은
현재 집행중이라는 것이며, 규제대상인 공동체는 자율적 환경관리라는 비용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편
익으로서 정부의 규제 유예 및 철회라는 차별적인 편익을 협상을 통해 제공받고자 한다. 주민의 자율
규제 노력과 정부의 규제유예에 관한 공동체와 정부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동체는 자율규제의 노력으
로 인한‘비용’
과 정부의 규제유예로 인한‘이익’간의 계산을 통해 정부와“환경협약”
이라는 자발적
계약을 체결한다.

IV.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의 공동공급 사례

앞서 시도한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 공급의 네 가지 유형별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급과는 구분
되는 공동체의 공급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현행 제도와 공동체의 현황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정부의 역할, 공급주체의 규명, 정부와 공동체의 관계, 공동체 이해관계의 구
조, 정부와의 공동생산 여부 및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유형 I: 서울시 무지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사례
1) 사례의 개요와 의의2): 정부의 방관에 대한 자발적 환경보호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는 쓰레기 종량제의 일환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쓰레기 종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본 사례의 개요 내용은 2010년 4월부터 5월에 수행된 서울시 서초구 무지개 아파트 단지의 현지관찰과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및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직원과의 현장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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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 환경부 훈령「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
한 지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규격화된 유료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일반쓰레기와 동사무
소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 음식물 수거용기에 공동으로 수거하든지 혹
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유료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종류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재활
용품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이다.
쓰레기 종량제의 비용구조는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쓰레기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것이고,
대형 폐기물의 경우도 각 개인에게 스티커 구입비용이 부담된다. 스티커 부착 위반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
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대문앞 등에 지정된 요일에 내놓도록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지정된 공동 음식물
통에 배출하며 비용은 각 가정에 월별로 일정 금액이 정액제로 부과된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음식
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서도 배출량만큼 비용이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는 주민 개개인에게 별도의 비용
이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개별적으로 빈병이나 폐지 등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수거업자와 공동체 차원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법령 정비 이상의 조치는 시
행하지 않는다. 더구나 수거업자도 공동체가 입찰 등을 통하여 직접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업체들
에 대한 감시감독 정도만 한다. 또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의 실적을 평가하고
는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인
주민이나 공동체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독려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
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자에 대하여 사실상 벌칙 등의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의 규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를 포함한 쓰레기 종량제는 정부가 기본적인 법규를 마련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집행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
로는 규제적인 환경보호 활동이다. 그런데 1995년 1월에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도 사실상 없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규제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광호 외, 2007).
본 사례의 대상인 무지개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도에 입주한 총
1,074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다. 본 공동체에서는 일반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각 주민들의 종
량제봉투 사용에 맡기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전용용기에 배출하는데, 서초구에서 가구
당 1,500원씩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하여는 본 공동체에서 입찰을 통해 지

48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2호

정된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주 1회 수거에 연 5,160만원(2010년도 현재)의 판매대금을 수거
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무지개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소규모의 보
수유지 작업을 위한 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고 있다.3)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된 공급업무와 생산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된 공급과 생산의 구분
공급
개념정의

업무내용

평가기준

조직형태

·분리수거의 기획, 예산 관리
·분리수거 관련 법적 정비

생산
·분리수거에 관한 기술적 과정

·분리수거 계획 수립

·분리배출 행위

·분리수거 방식 규정

·분리배출 관리

·법규의 정비 및 집행

·분리배출 감시

·예산의 편성, 세입 징수

·각종 공지

·주민과 분리수거업자 관리

·최종 분리 및 수거

·미래 분리수거의 기획

·재활용공장으로 배달

·분리수거의 합목적성

·전문성

·시민 선호

·경제성

·분리수거의 성격과 공동체의 이해관계

·분리수거의 기술적 난이도와 경제성의 수준에

범위에 따라 가변적

따라 가변적

2) 사례의 분석

(1) 정부의 역할
정부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가 주민들의
분리배출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 더구나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개별적인 시민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도 규정되어 있
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 감시활동은 실익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는 분리수거에 관
한 법령만 마련해 놓고 이의 시행을 위한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시민들의 자벌적인 순응이 없
다면 분리수거 제도는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재활용품의 수거횟수와 판매대금 등에 관한 수거업체와 공동체 간의 계약은 매우 다양하다. 본 사례대상인 무지개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257세대의 서초트라팰리스 공동체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아파트 청결유지를 위하여 주 1회가 아닌 주 5회 수거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을
할인하여 월 27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판매대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수거업체의 직원 1인이 주 5일 파트타임으로 재활
용품 및 쓰레기 수거장의 정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음. 또한 재활용품 판매수익의 관리가 아파트부녀회에서 주관되는 곳
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무지개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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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주체의 규명
본 사례에 있어서 분리수거를 위한 시민들 개개인의 행동을 유도하고 지시하는 주체는 무지개 아파
트 단지 관리사무소이다. 하지만 본 관리사무소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유일한 공급주체는 아니다. 관
리사무소는 업무상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무지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갱신 여부도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분리수거의 감
시활동을 관리사무소에 지시하고 분리수거와 관련된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정을 하는 무지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본 사례의 주요 공급주체가 된다.

(3) 정부와 공동체의 관계
본 사례에 있어서 정부 및 서초구와 무지개 아파트 공동체는 어떠한 지시-복종이나 규제-피규제의
관계에 있지 않다. 정부는 본 공동체와 관련해서 법령의 정비 이상의 행동은 유보하고 있으며, 서초구도
쓰레기 수거업자의 감시감독과 이에 관한 용역 계약 이상의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더구나 재활
용품 수거업자는 서초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체에서 입찰을 통하여 정한다. 따라서 본 공
동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정부나 서초구와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4) 공동체의 이해관계
무지개 아파트 공동체에서는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의 판매를 통하여 연 5,160만원의 공동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를 위해서는 아파트 공동체가 매월 가구당 1,500원씩을 서초구에
납부하고 있지만, 재활용품의 수거에 대해서는 수거량에 따른 판매대금을 받는다. 재활용품 판매에 따
른 공동체의 수입이 공동체로서는 분리수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유인이 될 수 있
지만, 오히려 (수거업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체에 강력히 요구하는)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계
약내용이 더욱 철저한 분리배출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더 큰 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의 규
율은 아파트 단지의 미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아파트 미화작업과 같은 차원에서 분리배출의
질서를 강제하기도 한다.
한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포함한 공동체의 잡수입 내역에 관하여는 주민들이 사실상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주민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유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
다.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경우 종량제 봉투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할 유인을 갖는 것이고, 이왕에 재활용품을 따로 배
출함에 있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감시활동이나 주민들 상호간의 감시 혹은 주민들 개개인의 환
경 시민의식의 영향을 받아 분리수거 규정을 준수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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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와의 공동생산
정부와 서초구는 각각 법령의 정비 및 재활용품 수거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이외의 재활용품 분리수
거를 위한 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아파트 단지에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주
민들 개개인과 관리사무소 및 재활용품 수거업자가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정부와 공동생
산을 한다고 볼 수 없다.

2. 유형 II: 충청남도 보령시 장고도의 연안어장 보호의 사례
1) 사례의 개요와 의의4): 정부가 발급한 면허 유지를 위한 환경보호
연안어장의 보호는 연안어장이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적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안어장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체
는 무엇보다도 정부로서「수산업법」
과「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등의 법령을 통하여 연안어
장의 관리에 개입하고 있다. 동 법령들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어촌계 등에 대한 연안어업
면허의 발급과 이에 따른 규제를 위주로 연안어장의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연
안수역에 대한 배타적인 어법권 면허를 취득한 어촌계의 자율적인 연안어장 관리의 성과에 따라서 정
부의 개입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어촌계 등의 연안어장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면허를 취소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혹은 더욱 강력한 규제 등을 통하여 해당 어촌계의
행동에 개입할 수 있다. 반면에 어촌계 등의 연안어장 관리가 공동체의 자율적인 집합적 행동으로 소
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어촌계 등의 공동체 행동에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수산업법」
제38조와 39조에 따르면 연안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는 연안어장 관리를 위한 어장관리
규약을 정하여야 하며, 공동체 어장관리규약에서는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와 어업권 행사료, 그 밖에 어
장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동체가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동체에 대하여 공
동체 어장관리규약의 제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공동
체에 관련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어촌계 등의 공동체가 공유재인 연안어장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장고도는 대천항에서 북서쪽으로 20여㎞ 떨어진 곳에 고립되어
위치하고 있는 총면적 1.5㎢, 총 해안선 길이 8.6㎞의 소규모 섬이다. 장고도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본 사례의 개요 내용의 일부는 최재송₩이명석₩배인명(2001)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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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외부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공동체의 자율적 노력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조
건이 될 수 있으며, 장고도가 비교적 소규모라는 조건도 공동체로서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신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장고도가 연안어장 보호에 관한 자율적인 공급을 위한 물
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장고도가 연안어장 환경보호의 공급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는 공급결정을 위한 집
합적 의사결정 조직과 공동체의 지역상황에 맞는 규칙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장고도
는 공급을 위한 집합적 선택장치를 잘 구성하였다. 장고도 어촌계는 선출직인 어촌계장, 간사, 선장,
위원장, 그리고 1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규칙의 신설이나 변화가 필요한 경우 회의
를 통해서 규칙을 제정한다. 총회는 예산·결산 총회를 포함하여 1년에 5회 열린다.
또한 장고도는 공동체의 지역상황에 적합한 규칙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과 장고도
특유의 상황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데, 제주도의 해녀를 고용하여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마을어업의 공동어장 면허로는 추진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최적
의 수확을 위해서 해녀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해녀를 감독하기 위한 선장과 어촌계 소유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추석 이후 해삼 전복 채취 금지, 7㎝ 이하 전복채취 금지, 불법 남획시 배당금 감
액, 공동작업 불참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공동어장의 유지·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규칙을 가지
고 있다.
장고도의 연안어장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급업무와 생산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연안어장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급과 생산의 구분
공급
개념정의

업무내용

평가기준

조직형태

·연안어장 환경관리의 기획과 예산
·연안어장 관련 법적 정비

생산
·연안어장 환경관리에 관한 기술적 과정

·친환경적 마을어업 계획 수립

·친환경적 어업 행위

·친환경적 마을어업 방식 규정

·폐기물 배출 관리

·법규의 정비 및 집행

·각종 공지

· 예산의 편성, 세입 징수

·어획량 및 행태 감시

·주민과 양식업자 관리

·친환경적 어장관리

·미래 친환경적 마을어업의 기획

·양식업 규제

·친환경적 마을어업의 합목적성

·전문성

·주민 선호

·경제성

·마을어업의 성격과 공동체의 이해관계 범위에

·마을어업의 기술적 난이도와 경제성의 수준에

따라 가변적

따라 가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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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의 분석

(1) 정부의 역할
연안어장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은 수산업법 제9조에서와 같이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
협동조합에 일정 범위의 배타적 어업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업권한은 동법 제
10조에서와 같이 어촌계 등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공급권한이 해당
어촌계 등에 위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어촌계 등이 마을어업 공급주체로서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마을어업권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제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행사되며, 정부의 역할은 이에 관한 법령의 정비
정도로 제한된다.

(2) 공급주체의 규명
본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고도 연안어장 환경보호의 공급주체는 장고도 어촌계이다. 공급주
체로서의 어촌계는 집합적 결정기구로서 어촌계장을 비롯한 장고도 주민들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장고도의 자율적인 연안어장 환경보호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 장고도의 마을어업과 관
련된 환경보호의 유일한 공급주체는 장고도 어촌계가 된다. 정부는 공급업무 중에서 법령의 정비까지
만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는 법령에 따라 장고도에 마을어업 공급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
하며 그 성과를 감시하는 것까지만 수행한다. 마을어업의 계획 수립, 마을어업 방식의 규정, 예산의 편
성, 세입 징수, 주민과 양식업자의 관리 및 미래 마을어업의 기획 등의 업무와 마을어업의 장기적인 유
지를 위한 환경보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장고도 어촌계이다.

(3) 정부와 공동체의 관계
연안어장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관련
법령의 정비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공급권한을 부여 혹은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마을어업의 공급주체는 사실상 마을공동체가 유일하므로 일상적인 공급결정에서는 정
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배제된다. 다만 마을공동체가 공급업무의 수행에 실패할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가 대체적인 공급주체로서 해당 마을어업권을 임시적으로 수행한다. 즉, 정부 및 보령시와
장고도 어촌계는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령시가 장고도를 대체하는
공급주체가 한시적으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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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의 이해관계
장고도는 주민소득의 주 수입원이 마을어업이므로, 연안어장 환경의 성공적인 보호와 관리는 곧 장
고도 공동체 주민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5) 다시 말하여, 장고도 공동연안어
장의 성공적 유지가 연안어장 환경보호의 성공적 수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은 곧 주민들의 개별적인 소득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장고도 공동체의 연안어
장 환경보호의 공급에는 집합적 행동의 문제가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정부와의 공동생산
정부와 보령시는 장고도 마을어업의 공급에는 법령 정비 및 어업면허 발급 정도로 개입하고 있는 한
편 마을어업의 생산에는 사실상 거의 개입하지 않으므로, 장고도 공동체는 부분적인 공동공급은 수행
하지만 사실상 생산은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유형 III: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천 가꾸기 사업의 사례
1) 사례의 개요와 의의6): 정부의 실패를 극복한 환경협약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지역에 위치한 유구천은 금강의 지류로서, 총 하천연장은 35.5㎞이고, 총
유역면적 은 445.72㎢이다. 유구천은 200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의 각종
오폐수로 수질오염이 심각해졌음에도 정부와 공주시는 이러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정부와 공주시가 유구천의 환경보호에 실패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
구읍 출신의 웅진그룹 회장이 애향활동으로서 2003년부터‘유구천 가꾸기’사업을 그룹 차원의 하천
정화 사업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마침내 정부는 웅진그룹의 기업적 환경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9월에 환경부, 웅진그룹, 공주시, 환경재단이 공동으로‘유구천 가꾸기 시
범사업 협약’
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에 따라 웅진그룹은 2008년까지 15억원, 환경부는 40억원, 공주
시는 17억원을 투입하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본 사업의 성과 중 하나로서 유구
천의 수질은 2005년도 보통(3급)에서 2008년도에는 좋음(1급b)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웅진그룹의 유구천 가꾸기 사업은 그룹 차원에서 환경사무국을 설치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 9월 유구천 가꾸기 시범사업 협약 이후에는 유구읍에 공장이 있는 웅진코웨이 회사가 주도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경지면적이 논 0.23㎢와 밭 0.05㎢(1997년 현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1980년대에는 반농반어 형태였으나, 1990년대 후반
부터는 어업 중심이다. 특히, 공동연안어장이 주 소득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1997년도에 이미 장고도 전체 소득 25억5
천만원(가구당 평균 3천7백만원)에 달하는 고소득 어촌이 되었다(최재송₩이명석₩배인명, 2001).
6) 본 사례의 개요 내용의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w.yugucheon.net“유구천 사랑”
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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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자정식물 식재, 하천변 정화활동, 환경교육, 친
환경 농산물 수매의 네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웅진코웨이는‘깨끗한 하천 가꾸기’
라는 취지의 본 사
업을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만족감 제고와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
와의 우의적 관계 유지라는 성과 외에 무엇보다도‘물’
을 소재로 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제
고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주시 유구천 가꾸기 환경사업과 관련된 공급업무와 생산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유구천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급과 생산의 구분
공급
개념정의

업무내용

·유구천 관리의 기획, 예산 관리
·유구천 시범사업 협약 체결

생산
·유구천 관리에 관한 기술적 과정

·유구천 관리 계획 수립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배출 관리

·유구천 관리 방식 규정

·배출 관련 각종 공지

·법규의 정비 및 집행

·배출 감시

·예산의 편성, 세입 징수

·최종 관리

·주민 조직 관리

·수질 유지

·미래 유구천 관리의 기획
평가기준

조직형태

·시범사업 협약 체결의 합목적성

·전문성

·주민 선호

·경제성

·유구천 관리의 성격과 공동체의 이해관계 범위에

·유구천 관리의 기술적 난이도와 경제성의 수준에

따라 가변적

따라 가변적

2) 사례의 분석

(1) 정부의 역할
정부와 공주시는 웅진그룹 및 환경재단과의 유구천 가꾸기 시범사업 협약 이전에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오염되기 시작한 유구천의 환경정화를 위한 공급과 생산에 있어서 사실상 실패를 하였다. 그
결과 유구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기업이 시민단
체인 환경재단의 후원 하에 유구천의 환경을 복원시키는 사업의 공급주체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본
협약 이후에는 웅진코웨이의 기획과 전반적인 책임 하에 환경부와 공주시가 웅진코웨이와 재정적인
부담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하천정화 운동 등의 시민운동의 전개도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웅진그룹이라는 기업의 개입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공동공급 주체가 되
었으며 생산에 있어서도 공동생산 주체가 되었다. 아마도 웅진그룹의 본 사업에 관한 주도적인 추진이
없었다면, 유구천 가꾸기 사업은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공주시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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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활동이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2) 공급주체의 규명
본 사례에서의 공급주체는 유구천 가꾸기 시범사업 협약의 당사자인 웅진그룹, 환경부, 공주시 및
환경재단이 공동으로 공동공급의 주체가 된다. 특히 본 사례에서는 환경부나 공주시가 주요 공급주체
이고 민간기업인 웅진그룹은 부수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구도라기보다는 민간주체인 웅진그룹이 사실
상의 주된 공급주체로서 민관의 공동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부와 공동체의 관계
본래 정부와 공주시는 유구천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하여 유구천 유역의 공동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제를 해오던 상황은 아니었으며, 본 협약 이후에는 정부 및 공주시와 유구천 유역 공동체 간의 직접
적인 관계는 다소 제한적이다. 반면에 정부 및 공주시와 공동체의 관계는 웅진코웨이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가 주를 이루며 탈규제적인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현재 정부 및 공주시와 공동체 간의 관계는
정부와 기업과의 공동공급 및 공동생산을 통한 건설적 노력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공동체의 이해관계
유구천 유역 공동체는 타 하천 유역의 공동체들과는 다르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보다는
정부, 공주시, 웅진그룹, 환경재단의 공동 노력에 의한 유구천 환경가꾸기 사업의 혜택을 별도의 비용
이 없이 수혜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공동체의 의무사항으로 친환경농업에 의한 쌀을 생산해야 하지
만, 오히려 웅진그룹의 전량 수매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정부와 공주시는 일정 금액의 예산을 협
약에 따라 갹출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공동공급과 공동생산으로 사실상 저비용의 환경보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웅진그룹으로서는 유구천 가꾸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업의 환경 이미지
제고로 상당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공동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모두가 상호간에 이익을 주는 구조에 있다.

(5) 정부와의 공동생산
유구천 가꾸기 사업은 유구천 유역을 정부와 웅진그룹 간에 할당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정
부와 기업이 공동생산하고 있다. 본 사례의 공동생산 방식은 같은 지점의 유역에서 정부와 웅진코웨이
가 공동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공급의 경우와 같이 유역별로 할당된 지점에서 각각의
주체가 별도의 생산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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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 IV: 경상남도 김해시 대포천 살리기 운동의 사례
1) 사례의 개요와 의의7): 정부의 규제를 유예한 환경협약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총 하천연장길이 8.9㎞의 대포천은 1990년대 말까지도 상동면 6개리
1,300여 가구 4,200여명 주민들의 생활하수, 300여 개의 공장과 식당의 오폐수, 축산농가 70여 곳의
폐수 등으로 수질이 4-5급인 오염된 하천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집합적 노력으로 1997년 말에
BOD 6.3ppm에서 2000년 11월에는 0.3ppm으로 향상됨으로써 1급수가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노력
은 1997년 2월에 대포천변 상동면 일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낙동강
특별법’
이 입법 예고되면서 시작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 땅값 하락, 건물 신축 제한 등 주
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권상의 불이익이 컸기 때문이었다.
대포천은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장의 약 300m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낙동
강변 5개 읍면지역 주민들은‘상수도보호구역지정반대대책위원회’
를 결성해 2개월여 동안 반대운동
을 벌여왔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전개한 반대운동이 대다수 시민들과 정부로부터 외면당하자,
대포천 주민들은 같은 해 4월 반대대책위원회를‘대포천수질개선대책위원회’
로 바꾸고 대대적인 하
천정화 운동에 나섰다. 4개월간 노력의 결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유보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그해 9월부터 정기적인 하천 청소, 생활하수 줄이기, 오염업소 감시 등과 같은 노력들
을 통하여 본격적인 하천 살리기에 나섰다. 그 결과 1998년 3월에 대포천 수질이 1급수로 향상되었다.
그 다음의 공동체 노력은 1급 수질의 유지였다. 마을 주민들은‘마을세금’
으로 가구당 월 2,000원 내
지 3,000원씩을 징수하여 약 3,000만원의‘수질개선기금’
을 조성하였고, 이 기금으로 유급 감시원 2
명을 대포천에 배치하고 수계별 하천감시단 3개 반(18명)을 구성하여 축산오물과 공장폐수의 무단 방
류 감시에 들어갔다.
이 같은 공동체 노력의 결과로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
고, 200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와 지역주민단체 간의 하천수질에 관한 자발적 계약인‘김해 대
포천의 수질 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
를 체결하였다. 대포천 주민들의 성공은 김해지역 낙
동강변 5개 읍면으로 확대되어 1998년에는 대포천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김해시수질개선대책협의
회’
로 확대 개편되어 해당 지역의 하천수질이 1급수에 육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포천의 문제는 다른 공유재 문제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형 II의 보령시 장고도 연
안어장 주민들은 연안어장이라는 공유재의 최적 유지에 주민들의 생업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반면,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본 사례의 개요 내용의 일부는 홍성만₩주재복(2003)을 참조하였음.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의 공동공급 | 57

포천 주민들의 생업은 대포천의 상태에 의존적이 아니다. 즉, 대포천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은 대포천
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포천 주민들은 장고도 주민들보다 공유재의 최적 유지를 위한 집합적 행동
뿐만 아니라 최적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집합적 행동에도 더 적은 유인을 갖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포천의 사례에서는 정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외부적 작용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그 오염의 원인제공자에게
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오염행위가 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오염의 외부불경제가
막대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그 오염원에게 비용(손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환경정책에서 상당히
전형적인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의 행위제한이 이에 해당한다.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정
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해당주민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오염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오염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선택은 정부의 조치를 무
효화시키기 위하여 저항하거나 혹은 정부의 조치에 순응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포천 주민들의 선택은 이러한 두 가지 대안이 아닌, 정부와의‘집합적’계약방식이었다.
즉,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대포천 수질이 유지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치가 유예되는 것이다. 대포천의
수질 유지를 위한 대포천 주민들의 집합적 노력의 비용이 정부의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보다는 작
다고 판단될 경우, 대포천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대포천 수질의 최적유지에 의존적이 되며, 그 결과 대
포천은 마치 연안어장과 같은 매우 의존적인 공유재로 되는 것이다.
김해시 대포천 살리기 환경운동과 관련된 공급업무와 생산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표 6>와
같다.
<표 6> 대포천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급과 생산의 구분
공급
개념정의

업무내용

·대포천 관리의 기획, 예산 관리
·대포천 자발적 협약서 체결

생산
·대포천 관리에 관한 기술적 과정

·대포천 관리 계획 수립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배출 관리

·대포천 관리 방식 규정

·배출 관련 각종 공지

·법규의 정비 및 집행

·배출 감시

·예산의 편성, 세입 징수

·최종 관리

·주민 조직 관리

·수질 유지

·미래 대포천 관리의 기획
평가기준
조직형태
따라 가변적

·자발적 협약서 체결의 합목적성

·전문성

·주민 선호

·경제성

·대포천 관리의 성격과 공동체의 이해관계 범위에

·대포천 관리의 기술적 난이도와 경제성의 수준에

따라 가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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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의 분석

(1) 정부의 역할
대포천에 관한 정부의 본래 역할은 대포천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혹은 최소한 더 이상의 수질
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포천 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 역할은 대포천의 수질오염 상태에 관한 판단과 상수원보호구
역 지정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포천 유역의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주체인 상동
면수질개선대책협의회와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는 대포천의 환경보호에 관한 공급과 생산의
책임을 사실상 전적으로 본 협의회에 일임하였다. 협약서 체결에 따른 정부의 역할은 협약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협약서 내용의 이행 수준이 정
부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정부가 다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시행하고 직접 개입하여 규제하게
될 것이다.

(2) 공급주체의 규명
대포천 살리기 운동의 공급주체는 본 협약서에 따라 상동면 일대 마을 공동체들의 대표기구인 상동
면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된다. 본 협의회는 상동면과 관련된 사회단체대표, 이장단, 부녀회장단, 새
마을지도자,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정부와 공동체의 관계
정부와 공동체의 관계는 본 협약서 체결 이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자와 피규제자
의 관계였다. 하지만 본 협약서 체결 이후에는 협약서 체결의 파트너로서 협약서 내용의 이행을 책임
지는 사실상의 공급주체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동면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되고, 정부는 다만 본 협
약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는 공동공급주체로서의 역할 하에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유
지한다.

(4) 공동체의 이해관계
정부의 환경규제에는 이로 인한 사적 활동의 제한이라는 공동체의 비용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
고자 하는 공동체 차원의 집합적 유인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결국 이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개인적
차원 유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은 주민의 환경보호 공급에 의한 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는 정부의
규제유예이다. 즉, 대포천 자발적 협약서의 체결과 대포천 주민 공동체의 자율적 실행에 따라 대포천
주민들은 비록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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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낙동강 특별법에 의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외에도, 오히려 정부로부터 각종의 규제
대신에 수질보호의 노력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에서도 상수원보호
구역내 하천의 1급수 수질 유지라는 소기의 목표를 별도의 규제비용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상호이익
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5) 정부와의 공동생산
대포천 자발적 협약서에 따르면 대포천 환경보호에 관련된 사실상 일체의 생산활동을 대포천 유역
공동체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정부는 본 협약서 이행의 감시 및 판단이라는 최소한의 공급
활동 외의 생산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포천 살리기 환경보호에서는 대포천 공동체가 부
분적인 공동공급은 수행하지만 사실상 생산은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의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소개하
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에 관련하여 정부가 방관을 하든, 면허를
발급하든, 실패를 하든, 규제를 강화하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동체
차원의 공급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의 구분이 전제된다면, 공동
체도 공급단위로서의 기능이 가능함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에서 소개된 공동체
기반 환경보호의 사례들은 모두 주민들의 공동체 조직이 환경보호의 공급단위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
로 수행한 민관 공동공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환경보호는 본래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규제와 명령 위주의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기반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환경보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완적, 대체적 환경보호 정책을 주장해
온 것을 통칭하여 일종의 환경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의 한 부류는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환경감시 활동이나 정화 활동 등을 통하여 정부의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든지, 혹은 기업
과 정부 간의 환경협약이나 지역 공동체에 의한 자발적 환경관리 같은 활동들을 통하여 일정 부분의
환경보호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론적으로 정부의 공공활동을 공급과 생산으로 분리해 볼 때, 이러한 관행들은 환경보호에 관한 민
관의 공동생산 및 공동공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급과 생산의 구분이 다분히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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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동생산과 공동공급도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즉, 환경보호 활동
의 어떤 분야에서 공동생산이 바람직하고, 어떤 분야에서 공동공급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정확한 해
답이 어렵다. 대체로 환경협약이나 자발적 환경관리가 수행되는 분야는 공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종전
의 규제 위주의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피규제자인 시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곧 공동생산
이라고 볼 수 있다. 경험적으로는 현재 많은 분야의 공공서비스에서 공동생산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동생산의 개념이 사실상 공동생산의 수준뿐만 아니라 공동공급의 수준까지
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환경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환경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실증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본다. 다만
향후 환경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리에
관한 공급과 생산의 독점을 지양하고, 더 많은 시민들을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에 있어서는 지역공동체가 주민들의 공동
체 조직을 기반으로 좀 더 많은 환경정책 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공동생산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공급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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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政府の社會保障改革の評價をめぐって

兪

和*

本硏究の目的は/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の內容を檢討し/ その改革の歷史的意義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であ
る0 東アジア諸國では/ 1990年代に社會保障制度の構築と再編する動きが活發になり/ 韓國も1997年にアジア通
貨危機によって顯在化した雇用システムの脆弱性と貧困問題という事態の深刻さのなかで/ 社會統合の必要性によ
る失業·貧困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社會政策プログラムの强化が喫緊の課題として浮上した0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は/ 第1に/ 雇用保險が失業者に對する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の機能を果たし
たことと/ 第2に/ 國民の基礎生活保障を單なる恩惠ではなく/ 國民の權利としてそれを保護する國家の責任を明確
にしたことは特筆すべき出來事である0 第3に/ 社會保障支出と財政の關係でみたように/ この間の財政支出の擴大
は通貨危機發生後の大量の失業者と貧困問題に對して社會保障制度が機能不全であったこと/ それに對應するための
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の整備によるものである0 さらに/ 第4に/ IMFの管理下で社會保障プログラムの擴
充をともなう改革の余地は狹められていた事を無視できない0 こうした狀況の中で/ 金大中政權は
^現實的福祉_
政策
を實踐したといえる0 最後に/ 金泳三政權下で國民の基礎生活保障に關する制度改革が議論されながらその導入に躊
躇せざるをえなかったのは/ 金泳三大統領が北朝鮮の
^早期崩壞_
論に傾斜していたためではないだろうか0 それに對
して/ 金大中大統領の
^三段階統一論_
に基づく對北政策は/ 當面する第1段階では/ 2國/ 2體制/ 2獨立政府のもと
で/ 分斷狀況を平和的に管理することが中心的課題となり/ それによって/ 韓國內における政策選擇の幅を廣げるこ
とが可能となったのである0

キ:ワ:ド _ 福祉國家/ 社會保障制度/ 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 社會統合/ アジア通貨危機
* 茨城大縯 人文縯部 社繇科縯科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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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に

本稿の課題は/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の內容を檢討し/ その改革の歷史的意義について考察
することである0 東アジア諸國では/ 1990年代に社會保障制度の構築と再編する動きが活發になっ
ている1)0 韓國においてもそれは例外ではなかった0 とりわけ/ 1997年にアジア諸國をおそった通貨
危機は韓國にも波及し/ それを引き金とする大量失業者の發生と深刻な貧困問題が社會問題を惹起し
유 유 화*

た0 こうした中で誕生した金大中政權(1998-2003年)は/「生産的福祉」
の理念を揭げて社會保障制度
の改革に着手した0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では/ 醫療保險改革では長年にわたる論爭に終止符
をうち分立する保險組合を一つに統合し/ 國民年金改革では都市自營業者への擴大適用によって

본연구의 목적은 김대중정부하의 사회보장개혁을 검토하고, 그 역사적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각국들은 1990년대에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및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한국도 1997년 IMF위기에 의

1989年の國民年金導入から10年にして國民皆年金が實現した0 そして貧困層の基礎生活を保障する
公的扶助の導入によって最低生活の保障が國民の權利として確立することになった0
こうした社會保障改革は日本においても注目されている0 上村(2003)は/ 金大中の著書
『生産的福

한 고용제도의 취약성과 빈곤문제의 심각성으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사회정책프로그램의 강화가 주된 현안과제로 부상되었다.
김대중정부하의 사회보장개혁은 첫째, 고용보험을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으로 구축한 점, 둘째 국민의

祉への道』
(2002)に
「第3の道」
の影響が濃厚に感じとれると指摘する0「第3の道」
とは/ 周知のように/
アンソニ:·ギデンズに代表される新しい思想潮流である0 先進諸國では旣に福祉國家はネガティブ
な意味で論じられることが多くなっている0 1980年代以降の新自由主義からの攻擊に加えて/ 1990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단순한 은혜적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책임을

年代の新しい社會民主主義からも批判されるようになった0 「古い」
福祉國家に代わって/ 「新しい」
市

명확히 한 점이다. 셋째, 사회보장지출과 재정 관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지출의 확대는 IMF위기발생으로 인

民社會ないし福祉社會に期待をかける思想潮流が東アジアの政治空間にも波及してきたというもので

한 대량실업자와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한 점이다. 넷째, IMF관리하에서 사회보장프로

ある0 同じ文脈から金早雪(2004)は韓國の社會保障改革を
「殘余型/自由主義的な
「恩惠」
の供與から/

그램의 확충을 위한 개혁조치의 선택폭이 많지 않은 상황속에서 김대중정부는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는

普遍型·社會民主主義的な國民の
「權利」
への一大轉換」
と評價する0

점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삼정부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제도개혁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他方/ 寺西(2003)はアジア通貨危機のなかで行われた社會保障改革はIMFと世銀が進める新自由

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의‘조기붕괴’
론의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비해 김대중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현실

主義的構造改革の一部をなす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の整備であると指摘する0 つまり/ アジ

적인 2국, 2체제, 2독립정부를 취하며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내부에서 정책선택의 다

ア通貨危機によって顯在化した雇用システムの脆弱性と貧困問題という事態の深刻さのなかで失業·

양성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貧困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社會政策プログラムの强化が喫緊の課題として浮上した0 社會政策プログ
ラムとしては小さな政府と市場主義を基本的立場とする國際機關のロジックからは/ 政府活動の擴大
をともなうプログラムの導入は選擇肢とはなりえず/ それに代わる安價な社會施策プログラムとして
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の導入が選ばれたというのである0
以下では/ 金大中政權下で行われた社會保障改革の內容とその評價をめぐる韓國での議論を踏ま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어 _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사회통합, IMF위기
* 일본 이바라키(茨城)대학 인문학부 사회과학과 교수

1) 東アジアの社會保障改革に關する硏究の代表的な成果をあげると/ 大澤(2004)/ 寺西(2003)/ 上村·末廣(2003)/ 宇佐美(2003)/ 廣
井·駒村(2003)など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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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량실업자와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한 점이다. 넷째, IMF관리하에서 사회보장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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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惠」
の供與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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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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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삼정부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제도개혁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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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어 _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사회통합, IMF위기
* 일본 이바라키(茨城)대학 인문학부 사회과학과 교수

1) 東アジアの社會保障改革に關する硏究の代表的な成果をあげると/ 大澤(2004)/ 寺西(2003)/ 上村·末廣(2003)/ 宇佐美(2003)/ 廣
井·駒村(2003)などである0

68 | GRI연구논총

金大中政府の社會保障改革の評價をめぐって | 69

2010년 제12권 제2호

に關する課題について檢討する0
て/「韓國福祉國家論」

平均所得を基準に均等部分と加入者の平均所得に比例する所得比例部分によって構成されており/ 所
得階層間の再分配效果を內包している0 例えば/ 40年加入基準で最低所得階層の場合は100%の給付

1. 社會保障改革の內容

率に對して/ 最高所得階層では40.8%の給付率となる0
年金受給年齡は現在60歲であるが/ 98年の法改正によって13年より5年ごとに1歲ずつ引き上げ33

金大中政權下で韓國の社會保障は大きな變貌を遂げた0 その變貌は國民年金/ 醫療保險などの社會
保險分野と失業對策を含む公的扶助の改革に現れている0 以下では/ これらの社會保障改革の內容に
ついて表1を參照しながらそれぞれの部門別に檢討する0

年には65歲となる0 國民年金の管理運營は保健福祉部參加の國民年金管理公團によって年金保險料の
徵收/ 年金支給と基金の運用の業務を擔當している0
金泳三政權下では/ 現行の國民年金制度を世銀方式による賦課方式の基礎年金と確定給付の完全積
立方式による所得比例年金の二階建ての年金改革案が提示されていた3)0 この改革案は98年の國民年

(1) 國民年金

金改正の國會審議まで有力な改革案であったが/ 金大中政權はこれを拒否して/ 基礎年金と所得比例

韓國の年金制度は/ 第1に/ 公務員/ 私立學校敎職員/ 軍人などの一部特定職域を除いて/ サラ

年金を分離しない所得比例單一年金制度を導入した0 そして/ 金大中政權下の國民年金改正によって/

リ:マンの事業所加入者と農漁民/ そして自營業者の地域加入者が一つの國民年金制度に統合されて

旣存の公的年金制度の基本的舒組みを都市自營業者に擴大適用することによって全國民の皆年金を實

いることである0 國民年金制度は/ 1973年に
^國民福祉年金法_
として制定されたが/ その施行が無期

現するとともに/ 都市自營業者の國民年金に所得比例方式を採用したところに特徵がある0

延期となり86年
「國民年金法_
に名稱が變更され/ 88年に10人以上の事業所を對象として導入された0
その後/ 92年に5人以上事業所/ 95年農漁村地域自營業者/ そして/ 99年4月に都市地域自營業者に
適用されることになり/^國民皆年金_
が實現することになった2)0

(2) 醫療保險
醫療保險は/ 1963年12月に
「醫療保險法」
が制定され300人以上の事業所勤勞者と農漁民を對象に任

第2に/ 基礎年金と所得比例年金が分離されていない單一の所得比例年金制度が導入されることに

意加入の形式で導入されたが實際には施行されずにいた0 76年12月の
［醫療保險法］
の全文改正によっ

なった0 日本の年金制度では自營業者に對しては
「定額據出」
「定額給付」
方式を採用しているが/ 韓國

て/ 77年7月から500人以上事業所を對象に醫療保險制度が施行されるようになった0 その後/ 醫療

では自營業者にもサラリ:マンと同樣に所得比例方式を採用している0

保險の適用範圍が擴大され/ 79年には公務員及び私立學校敎職員/ 同年7月に300人以上事業所勤勞

國民年金の保險料率は/ 制度導入時では事業所加入者に對して勤勞者と事業主の勞使折半で3%か

者に職場醫療保險が擴大された0 81年1月100人以上事業所に擴大された0 そして/ 88年1月には農漁

ら出發し/ その後5年ごとに3%ずつ引き上げられ/ 93年6%/ 98年9%へと引き上げ調整された0 他

村地域自營業者を對象とする地域醫療保險が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0 同年7月には5人以上事業所勤

方/ 地域加入者の場合/ 95年の制度導入時から3%の水準を維持していたが/ 99年に
^國民皆年金_
の

勞者にも擴大され/ 翌年の89年7月に都市地域自營業者に對して醫療保險を適用することによって醫

實現にともなって地域加入者の保險料を每年1%ずつ引き上げ03年末現在では7%の保險料を支拂っ

療保險制度實施から12年にして全國民に醫療保險が實施されることになった0

ている0 また/ 05年には地域加入者の保險料も事業所加入者と同樣に9%となっている0

韓國の醫療保險は/ 發足當初/ 職域と地域によって健康組合保險を構成し/ 組合ごとに保險料の水

國民年金の給與には老齡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があり/ その他に最少加入期間に滿たなかった

準を定め/ また財政を獨立に運營する獨立採算方式を採用していた0 金大中政權發足直前の97年12

り/ 海外移住などによる場合に支給される返還一時金がある0 老齡年金の給付は/ 88年の制度導入時

月に從來の
「醫療保險法」
から227地域醫療保險組合と公務員·私立學校敎職員の醫療保險を統合する

では平均所得者の場合/ 40年加入で70%の給付率が保障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たが/ 98年の改正に

「國民醫療保險法」
に改正された0 それを基礎に98年10月には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
が發足し/ その

よって99年以降60%へと引き下げられた0 完全老齡年金の支給は加入期間20年/ 60歲に到達する場

後99年1月には/ 職場醫療保險組合を含む醫療保險を完全統合する
「國民健康保險法」
が制定された0

合であるが/ 55歲で早期老齡年金を受給することもできる0 國民年金給付支給の算式は/ 全加入者の

それに基づいて00年7月に
「國民健康保險公團」
が發足し/ 03年7月より職場及び地域の醫療保險財政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2003年7月/ 事業所加入者の擴大措置により/ 5人未滿事業所および1ヶ月以上臨時·日雇い/ 月80時間以上のパ:トタイム勞克者を
地域加入者から事業所加入者に3段階で轉換する措置が講じられることになった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國民年金制度改革企畵團(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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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統合して保險料の徵收と給與及び管理運營が統合されることになった0
國民健康保險の財源は保險料收入であるが/ 保險料は職場加入者の場合には所得比例定率制が適用
され/ 01年1月から3.4%に一元化され勞使折半で負擔する0 その後保險料は02年3.63%/ 03年
3.94%へと引き上げられている0 他方/ 農漁民と都市自營業者の場合/ 所得形態が多樣で所得補足が
困難との理由で等級別定額制を實施している0 地域加入者の場合には保險料の負擔輕減のために保險
料の一部と保險者の管理運營を國庫で負擔している0
保險給付は現物給付を基本とするが/ 給付種類は加入者及び被扶養者の疾病/ 傷病に對して療養給
與/ 療養費/ 分娩給與/ 分娩費/ 葬祭費などがある0 保險加入者及び被扶養者は診療費用の一部を自
己負擔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 入院では診療費總額の20%/ 外來では療養機關別に30-50%の差等適
用となる0

<表 1> 社會保險と公的扶助の槪觀

(3) 雇用保險と産業災害補償保險
韓國の雇用保險制度は3つの部分から構成される0 第1に/ 雇用安定事業として再就職の促進/ 勞克
市場における脆弱階層の雇用促進を圖る0 第2に/ 職能開發事業として勞克者の職業能力開發を支援
する事業を行う0 第3に/ 失職者に對する生計支援のための失業給付である0
雇用保險制度は/ 95年7月に30人以上の事業所を對象として初めて實施された0 その後/ 經濟危機
による大量失業の發生による失職者の生計支援と雇用安定のために98年1月に10人以上事業所/ 同年
3月には5人以上事業所へと適用範圍を擴大した0 さらに/ 雇用狀況の惡化は改善されず/ 同年10月に
は1人以上の事業所に擴大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0
保險料は失業給付の場合は勞使折半で負擔し/ 雇用安定事業と職業能力開發事業の保險料は事業主
が全額負擔する0 失業給付の保險料は賃金總額の0.9%/ 雇用安定事業は0.15%/ 職業能力開發事業
は事業所規模にしたがって0.1-0.7%を負擔する0 これによって全體として勞克者は賃金總額の
0.45%を負擔し/ 事業主は事業所規模によって0.7-1.3%を負擔する0 雇用保險の管理運營は勞克部
傘下の勤勞福祉公團によって行われる0

出所 : 白和宗(2003)0 より作成

失業給付は/ 韓國では求職給付と稱され最長240日支給される0 具體的には/ 雇用保險加入事業所
で失職前18ヶ月のうち180日以上勤務した會社が廢業/ 倒産/ 人員削減などの本人の意思によらず退
職した場合に休職給付を受給することができる0 ただし/ 自發的退職者には支給されない0 給付額は/
退職時の年齡と保險加入機關によって90-240日間の失職前平均賃金の50%が支給される0
産業災害補償保險(以下/ 産災保險)は/ 63年1月に醫療保險法と同時に制定され/ 64年7月から施行
された0 導入時の適用範圍は500人以上の鑛業及び製造業とされ/ それ以外の事業は勤勞基準法に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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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統合して保險料の徵收と給與及び管理運營が統合されることになった0
國民健康保險の財源は保險料收入であるが/ 保險料は職場加入者の場合には所得比例定率制が適用
され/ 01年1月から3.4%に一元化され勞使折半で負擔する0 その後保險料は02年3.63%/ 03年
3.94%へと引き上げられている0 他方/ 農漁民と都市自營業者の場合/ 所得形態が多樣で所得補足が
困難との理由で等級別定額制を實施している0 地域加入者の場合には保險料の負擔輕減のために保險
料の一部と保險者の管理運營を國庫で負擔している0
保險給付は現物給付を基本とするが/ 給付種類は加入者及び被扶養者の疾病/ 傷病に對して療養給
與/ 療養費/ 分娩給與/ 分娩費/ 葬祭費などがある0 保險加入者及び被扶養者は診療費用の一部を自
己負擔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 入院では診療費總額の20%/ 外來では療養機關別に30-50%の差等適
用となる0

<表 1> 社會保險と公的扶助の槪觀

(3) 雇用保險と産業災害補償保險
韓國の雇用保險制度は3つの部分から構成される0 第1に/ 雇用安定事業として再就職の促進/ 勞克
市場における脆弱階層の雇用促進を圖る0 第2に/ 職能開發事業として勞克者の職業能力開發を支援
する事業を行う0 第3に/ 失職者に對する生計支援のための失業給付である0
雇用保險制度は/ 95年7月に30人以上の事業所を對象として初めて實施された0 その後/ 經濟危機
による大量失業の發生による失職者の生計支援と雇用安定のために98年1月に10人以上事業所/ 同年
3月には5人以上事業所へと適用範圍を擴大した0 さらに/ 雇用狀況の惡化は改善されず/ 同年10月に
は1人以上の事業所に擴大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0
保險料は失業給付の場合は勞使折半で負擔し/ 雇用安定事業と職業能力開發事業の保險料は事業主
が全額負擔する0 失業給付の保險料は賃金總額の0.9%/ 雇用安定事業は0.15%/ 職業能力開發事業
は事業所規模にしたがって0.1-0.7%を負擔する0 これによって全體として勞克者は賃金總額の
0.45%を負擔し/ 事業主は事業所規模によって0.7-1.3%を負擔する0 雇用保險の管理運營は勞克部
傘下の勤勞福祉公團によって行われる0

出所 : 白和宗(2003)0 より作成

失業給付は/ 韓國では求職給付と稱され最長240日支給される0 具體的には/ 雇用保險加入事業所
で失職前18ヶ月のうち180日以上勤務した會社が廢業/ 倒産/ 人員削減などの本人の意思によらず退
職した場合に休職給付を受給することができる0 ただし/ 自發的退職者には支給されない0 給付額は/
退職時の年齡と保險加入機關によって90-240日間の失職前平均賃金の50%が支給される0
産業災害補償保險(以下/ 産災保險)は/ 63年1月に醫療保險法と同時に制定され/ 64年7月から施行
された0 導入時の適用範圍は500人以上の鑛業及び製造業とされ/ それ以外の事業は勤勞基準法に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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って補償されるものとされた0 その後/ 適用範圍は漸次擴大され00年7月から1人以上事業所はすべ

マ:ケット·バスケット方式によって算定される5)0 99年の最低生計費は/ 4人家族世帶を基準として

て産災保險が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0

大都市では95万7641ウォン/ 中小都市90万1357ウォン/ 農村では77万5885ウォンとなっている0

保險料は全額事業主の負擔で事業所別に1年間の賃金總額に該當保險料率をかけて算定して/ 自己
申告によって保險料が納付される0 保險料率は災害率の類似する事業種別に過去3年間の災害率と保

2. 社會保障改革の評價

險給付に必要な金額を基礎に勞 部長官が決定して告示する0 保險給付は療養/ 休業/ 障害/ 遺族給
付の他に傷病保障年金が支給される0 療養によって就業できない場合は平均賃金の70%が支給され

韓國では/ 金大中政權下で實施された社會保障改革をどのように特徵づけるかということをめぐっ

る0 産災保險も雇用保險と同樣に勞克部の主管のもとで勤勞福祉公團が保險料の徵收と給與の支給/

て論爭が繰り廣げられた0 1997年の通貨危機によって/ 韓國政府は/ IMFからの緊急融資を見返り

そして基金の管理を擔當する0

に大幅な構造改革/ 緊縮政策の採用を余儀なくされた0 こうした狀況下では/ 通常であれば/ 社會保
障に關する公共支出は大幅に削減されところである0 ところが韓國の場合/ 深刻な經濟危機にもかか

(4) 公的扶助

わらず/ 從來の社會保障制度の大幅な改革が實施され/ 社會保障支出も急激に擴大していった0 こう

公的扶助制度は/ 1961年以降施行されてきた生活保護制度から00年10月から國民基礎生活保障制

した事態に對して/ 韓國の社會保障改革の特徵をめぐって/ 正反對の評價が登場したのである0 一つ

度として新たに施行されることになった0 それまでの生活保護制度は低所得者及び脆弱階層に對する

は/ 國家責任强化說であり/ もう一つは新自由主義貫徹說である0 以下では/ 韓國の上記の社會保障

國家による施惠的な措置であった0 當初/ 政府は財政的負擔から對象世帶の生計保護の給付のみにと

改革の內容を踏まえて/ 論爭の論点を整理することにする0

どまっていた0 政府は直接的な救貧政策よりも經濟成長による貧困層の自然解消を企圖していた0 だ
が/ 97年末の經濟危機を契機に失業による家族の解體/ 野宿者や缺食兒童の增加など/ 深刻な社會問
題を惹起した0 これに對して從來の生活保護は勤勞能力のないものに限定されたものであるため/ 深
刻な失業や貧困問題にはまったく對應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0
こうした狀況のなかで旣存の生活保護制度に代わって新たに國民の基礎的生活を保障する制度の必
要性が民間及び學界から提起された0 そして28の市民團體による
「國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推進連帶

(1) 國家責任强化說
國家責任强化說は/ 韓國が經濟危機という狀況下で社會保障支出が積極的に擴大したことを根據に/
これを
「韓國福祉國家の超高速擴大」
(イ·ヘギョン)と形容し/ こうした事態に對して/ キム·ヨンミ
ョンは
「國民の福祉に對する國家責任の强化」
が進んでいると主張した0
國家責任强化說の主張は/ 先進國において新自由主義的政策が進行するなかで社會保障分野の公共

會議」
が結成され/ 政府は99年9月に/ 生活保護法を全面的に見直して/ 新たに
「國民基礎生活保障法」

支出が削減され/ 「基本的に國家より市場による福祉供給を選好するため/ 國家の役割が縮小する傾

を制定し00年10月から施行されることになった 0

向が强い」
し/ 同時に/ 國家の役割は/ 「殘余的で最小限のサ:ビスを提供する」
ことに限定される6)0

4)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以下/ 基礎保障制度)は/ 生活保護制度の居宅·自活保護區分と受給權者の

だが/ 韓國の社會保障改革は/ まず/ 國民基礎生活保障法によって
「貧困に對する國家の責任を强調」

勤勞能力/ 年齡/ 障害などの基準を廢止し/ 本人の所得及び財産の
「所得認定額」
を基準として/ それ

したこと/ つぎに/ 「社會保險制度を全體賃金勞克者に擴大し/ 給付水準も寬大な方向へと移動する

を下回り/ かつ扶養義務者範圍內のものの扶養能力と實際に扶養しているかによって選定されること

など國家責任の强化がみられる」
0

になった0 從來の生活保護制度は所得基準と財産基準を同時に滿たさないと保護對象とならなかった
が/ 基礎保障制度は兩者を合算した所得認定基準が採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0 給付額は本人の所得と
最低生計費の差額であり/ 住居がない場合は施設で保護される0 最低生計費は全國的な家計支出調査

國家責任强化說の代表的論者であるキム·ヨンミョンの主張から/ その內容についていま少し立ち
入って檢討しよう0
第1に/ 韓國の年金制度は/ 公務員·軍人年金制度が分離されているが/ サラリ:マンと自營業者

に基づいて下位30%の低所得世帶の調査を基礎にして/ 大都市/ 中小都市/ 農村の標準世帶に對する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國民基礎生活保障法の制定過程については/ 金早雪(2003)を參照0

5) 朴年厚他(2002: 230)0
6) キム·ヨンミョン(20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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って補償されるものとされた0 その後/ 適用範圍は漸次擴大され00年7月から1人以上事業所はすべ

マ:ケット·バスケット方式によって算定される5)0 99年の最低生計費は/ 4人家族世帶を基準として

て産災保險が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0

大都市では95万7641ウォン/ 中小都市90万1357ウォン/ 農村では77万5885ウォンとなっている0

保險料は全額事業主の負擔で事業所別に1年間の賃金總額に該當保險料率をかけて算定して/ 自己
申告によって保險料が納付される0 保險料率は災害率の類似する事業種別に過去3年間の災害率と保

2. 社會保障改革の評價

險給付に必要な金額を基礎に勞 部長官が決定して告示する0 保險給付は療養/ 休業/ 障害/ 遺族給
付の他に傷病保障年金が支給される0 療養によって就業できない場合は平均賃金の70%が支給され

韓國では/ 金大中政權下で實施された社會保障改革をどのように特徵づけるかということをめぐっ

る0 産災保險も雇用保險と同樣に勞克部の主管のもとで勤勞福祉公團が保險料の徵收と給與の支給/

て論爭が繰り廣げられた0 1997年の通貨危機によって/ 韓國政府は/ IMFからの緊急融資を見返り

そして基金の管理を擔當する0

に大幅な構造改革/ 緊縮政策の採用を余儀なくされた0 こうした狀況下では/ 通常であれば/ 社會保
障に關する公共支出は大幅に削減されところである0 ところが韓國の場合/ 深刻な經濟危機にもかか

(4) 公的扶助

わらず/ 從來の社會保障制度の大幅な改革が實施され/ 社會保障支出も急激に擴大していった0 こう

公的扶助制度は/ 1961年以降施行されてきた生活保護制度から00年10月から國民基礎生活保障制

した事態に對して/ 韓國の社會保障改革の特徵をめぐって/ 正反對の評價が登場したのである0 一つ

度として新たに施行されることになった0 それまでの生活保護制度は低所得者及び脆弱階層に對する

は/ 國家責任强化說であり/ もう一つは新自由主義貫徹說である0 以下では/ 韓國の上記の社會保障

國家による施惠的な措置であった0 當初/ 政府は財政的負擔から對象世帶の生計保護の給付のみにと

改革の內容を踏まえて/ 論爭の論点を整理することにする0

どまっていた0 政府は直接的な救貧政策よりも經濟成長による貧困層の自然解消を企圖していた0 だ
が/ 97年末の經濟危機を契機に失業による家族の解體/ 野宿者や缺食兒童の增加など/ 深刻な社會問
題を惹起した0 これに對して從來の生活保護は勤勞能力のないものに限定されたものであるため/ 深
刻な失業や貧困問題にはまったく對應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0
こうした狀況のなかで旣存の生活保護制度に代わって新たに國民の基礎的生活を保障する制度の必
要性が民間及び學界から提起された0 そして28の市民團體による
「國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推進連帶

(1) 國家責任强化說
國家責任强化說は/ 韓國が經濟危機という狀況下で社會保障支出が積極的に擴大したことを根據に/
これを
「韓國福祉國家の超高速擴大」
(イ·ヘギョン)と形容し/ こうした事態に對して/ キム·ヨンミ
ョンは
「國民の福祉に對する國家責任の强化」
が進んでいると主張した0
國家責任强化說の主張は/ 先進國において新自由主義的政策が進行するなかで社會保障分野の公共

會議」
が結成され/ 政府は99年9月に/ 生活保護法を全面的に見直して/ 新たに
「國民基礎生活保障法」

支出が削減され/ 「基本的に國家より市場による福祉供給を選好するため/ 國家の役割が縮小する傾

を制定し00年10月から施行されることになった 0

向が强い」
し/ 同時に/ 國家の役割は/ 「殘余的で最小限のサ:ビスを提供する」
ことに限定される6)0

4)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以下/ 基礎保障制度)は/ 生活保護制度の居宅·自活保護區分と受給權者の

だが/ 韓國の社會保障改革は/ まず/ 國民基礎生活保障法によって
「貧困に對する國家の責任を强調」

勤勞能力/ 年齡/ 障害などの基準を廢止し/ 本人の所得及び財産の
「所得認定額」
を基準として/ それ

したこと/ つぎに/ 「社會保險制度を全體賃金勞克者に擴大し/ 給付水準も寬大な方向へと移動する

を下回り/ かつ扶養義務者範圍內のものの扶養能力と實際に扶養しているかによって選定されること

など國家責任の强化がみられる」
0

になった0 從來の生活保護制度は所得基準と財産基準を同時に滿たさないと保護對象とならなかった
が/ 基礎保障制度は兩者を合算した所得認定基準が採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0 給付額は本人の所得と
最低生計費の差額であり/ 住居がない場合は施設で保護される0 最低生計費は全國的な家計支出調査

國家責任强化說の代表的論者であるキム·ヨンミョンの主張から/ その內容についていま少し立ち
入って檢討しよう0
第1に/ 韓國の年金制度は/ 公務員·軍人年金制度が分離されているが/ サラリ:マンと自營業者

に基づいて下位30%の低所得世帶の調査を基礎にして/ 大都市/ 中小都市/ 農村の標準世帶に對する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國民基礎生活保障法の制定過程については/ 金早雪(2003)を參照0

5) 朴年厚他(2002: 230)0
6) キム·ヨンミョン(20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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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一つの制度に統合されており/ また所得比例方式の年金を自營業者にも擴大した点において/ 老後

さ/ ワ:クフェア的要素の導入/ 民間依存の福祉多元主義といった社會保障制度の特徵から/ 國家責

所得に對する
「國家責任の原則」
を强く保持している0 たとえば/ 日本の年金制度が自營業者に對して

任强化說を批判し/ 新自由主義的再編が主張された0

「定額據出」
「定額給付」
方式を採用してが/ 韓國の國民年金は自營業者にも所得比例方式を採用してい

第1に/ 國家責任强化說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 韓國の社會保障費支出は增加していない10)0 例え

ることから/ 「老後生活における公的年金への依存度を高め/ 國家責任の役割を擴大したものである」

ば/ 基礎法による低所得者の最低生活保障の場合/ 資産調査に基づいて生計費の水準が決定するので

と評價する0 さらに/ 「韓國は國民年金のモデルであった日本の年金制度とは異なる点である」
と指摘

對象者は限定され/ また/ 對象者として選定されても自らの所得と現物給付分(醫療·敎育サ:ビス)

し/ 日本とは異なる韓國獨自の年金制度が構築された7)ということを强調する0

が差し引かれるので/ 實際の現金給付額はそれほど增えない11)0 社會保險においては/ 保險加入者と

第2に/ 醫療保險においては/ ①すべての國民が一つの醫療保險制度に包攝され/ ②醫療保險の統

事業主の保險料負擔は增加しているが/ 政府の國庫負擔は增加していない0 雇用保險では受給期間の

合によって單一の保險者である公共機關が保險財政を管理することによって/ 醫療問題に對する國家

延長や給付額の引き上げなどの措置が行われたが/ 國庫負擔はほとんどなく/ いずれも保險料の引き

の責任が强化された0 そして/ ③統合方式への轉換は韓國の醫療保險のモデルであった日本の組合方

上げによるものであった0

式の醫療保險と決別し/ 韓國獨自のモデルを構築したことを意味する / と述べている0
8)

第2に/ 社會保險の制度は皆年金·皆保險が構築され/ 雇用保險も整備されたが/ 國民年金や雇用

第3に/ 雇用保險と産災保險においては/ ①金泳三政權下の民營化の試みを排し/ 社會保險制度の

保險の適用除外者は40%にのぼり/ 産業災害保險の場合は60%の勞克者が適用されていない0 また/

舒組みを維持した0 と同時に/ ②雇用保險から排除されていた日雇勞克者にも適用擴大したこと/ 産

保險料構造が定率制となっているため/ 一部の貧困層を除けば/ 所得再分配の效果は限定的となって

災保險も5人未滿の事業者にも適用擴大することによって/ 全賃金勞克者を包攝した0 こうした改革

いる0

內容から/ 「全體的にみると/ 民營化など市場の役割を强調する役割はまったく發見できない/ むし

第3に/ 國民に最低生活を保障する基礎法は/ 低所得者に最低生活を保障するが/「生計給付の條件

ろ國家責任を前提とする社會保險制度を全賃金勞克者にまで擴大し/ 保險給付水準を引き上げるな

として勤勞や職業訓練を强制している」
とし/ これは/ 「國民の生活をより市場に依存させ」
るもので

ど/ 國家責任が强化された」0

あり/ 「新自由主義政策と一致している」
と指摘する12)0 社會保障政策の核心が勞克の脫商品化にある

9)

第4に/ 公的扶助の改革は/ 金大中政府の社會保障改革の中でも最も代表的な改革であり/ 核心的

ならば/ 新自由主義の核心は勞克の(再)商品化にある0 社會保障政策が勞克の商品化を志向している

內容を含んでいると指摘し/ その特徵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0 ①貧困の責任を個人に轉嫁す

のか/ あるいは國民生活において市場の役割を强化しているのか/ という判斷に基づくならば/ 金大

るのではなく國家に歸しており/ 受給資格を緩和することによって貧困に對する社會的責任を擴大し

中政府の社會保障政策は/ 「勞克の脫商品化ではなく商品化を/ そして國民生活における國家責任の

た0 ②從來の公的扶助制度は貧困層に對する國家的恩惠という性格が含まれていたが/ 基礎法では公

13)
强化ではなく市場の役割の强化を志向している点において
「明らかに」
新自由主義的である」
とし/ 國

的扶助に對する貧困層の權利と國家の義務が明示的に示された0

家責任强化說を批判する0

韓國は通貨危機後の社會保障改革によって/ 公的扶助と社會保險による所得保障が慈善ではなく國
民の權利として認められたという事實を强調することによって/ 韓國の社會保障制度の一つの畵期と

では/ こうした相反する評價の內容について檢討する前に/ いま少し/ 事實の確認をしておこう0
ここでは/ 社會保障改革が政府支出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確認する0

なる0

(3) 社會保障支出14)
(2) 新自由主義貫徹說
新自由主義貫徹說は/ 社會保障への財政支出の最小國家/ 社會保障制度による所得再分配效果の低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キム·ヨンミョン(2006: 74)0
8) 同上(2006: 75)0
9) 同上(2006: 76)0

韓國における社會保障支出に關する硏究は/ 主として/ 社會保障支出を推計して/ 主要先進國との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チョ·ヨンフン(2006: 51)0
11) パク·ヌンフ(2000: 21)0
12) チョ·ヨンフン(2006: 198)0
13) 同上(2006: 199)0
14) 社會保障關連支出を指す用語は硏究者によって多樣な用語が使用されている0 例えば/ 社會保障財政/ 社會保障費/ 社會福祉豫算/
社會福祉支出/ 福祉支出などが代表的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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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一つの制度に統合されており/ また所得比例方式の年金を自營業者にも擴大した点において/ 老後

さ/ ワ:クフェア的要素の導入/ 民間依存の福祉多元主義といった社會保障制度の特徵から/ 國家責

所得に對する
「國家責任の原則」
を强く保持している0 たとえば/ 日本の年金制度が自營業者に對して

任强化說を批判し/ 新自由主義的再編が主張された0

「定額據出」
「定額給付」
方式を採用してが/ 韓國の國民年金は自營業者にも所得比例方式を採用してい

第1に/ 國家責任强化說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 韓國の社會保障費支出は增加していない10)0 例え

ることから/ 「老後生活における公的年金への依存度を高め/ 國家責任の役割を擴大したものである」

ば/ 基礎法による低所得者の最低生活保障の場合/ 資産調査に基づいて生計費の水準が決定するので

と評價する0 さらに/ 「韓國は國民年金のモデルであった日本の年金制度とは異なる点である」
と指摘

對象者は限定され/ また/ 對象者として選定されても自らの所得と現物給付分(醫療·敎育サ:ビス)

し/ 日本とは異なる韓國獨自の年金制度が構築された7)ということを强調する0

が差し引かれるので/ 實際の現金給付額はそれほど增えない11)0 社會保險においては/ 保險加入者と

第2に/ 醫療保險においては/ ①すべての國民が一つの醫療保險制度に包攝され/ ②醫療保險の統

事業主の保險料負擔は增加しているが/ 政府の國庫負擔は增加していない0 雇用保險では受給期間の

合によって單一の保險者である公共機關が保險財政を管理することによって/ 醫療問題に對する國家

延長や給付額の引き上げなどの措置が行われたが/ 國庫負擔はほとんどなく/ いずれも保險料の引き

の責任が强化された0 そして/ ③統合方式への轉換は韓國の醫療保險のモデルであった日本の組合方

上げによるものであった0

式の醫療保險と決別し/ 韓國獨自のモデルを構築したことを意味する / と述べている0
8)

第2に/ 社會保險の制度は皆年金·皆保險が構築され/ 雇用保險も整備されたが/ 國民年金や雇用

第3に/ 雇用保險と産災保險においては/ ①金泳三政權下の民營化の試みを排し/ 社會保險制度の

保險の適用除外者は40%にのぼり/ 産業災害保險の場合は60%の勞克者が適用されていない0 また/

舒組みを維持した0 と同時に/ ②雇用保險から排除されていた日雇勞克者にも適用擴大したこと/ 産

保險料構造が定率制となっているため/ 一部の貧困層を除けば/ 所得再分配の效果は限定的となって

災保險も5人未滿の事業者にも適用擴大することによって/ 全賃金勞克者を包攝した0 こうした改革

いる0

內容から/ 「全體的にみると/ 民營化など市場の役割を强調する役割はまったく發見できない/ むし

第3に/ 國民に最低生活を保障する基礎法は/ 低所得者に最低生活を保障するが/「生計給付の條件

ろ國家責任を前提とする社會保險制度を全賃金勞克者にまで擴大し/ 保險給付水準を引き上げるな

として勤勞や職業訓練を强制している」
とし/ これは/ 「國民の生活をより市場に依存させ」
るもので

ど/ 國家責任が强化された」0

あり/ 「新自由主義政策と一致している」
と指摘する12)0 社會保障政策の核心が勞克の脫商品化にある

9)

第4に/ 公的扶助の改革は/ 金大中政府の社會保障改革の中でも最も代表的な改革であり/ 核心的

ならば/ 新自由主義の核心は勞克の(再)商品化にある0 社會保障政策が勞克の商品化を志向している

內容を含んでいると指摘し/ その特徵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0 ①貧困の責任を個人に轉嫁す

のか/ あるいは國民生活において市場の役割を强化しているのか/ という判斷に基づくならば/ 金大

るのではなく國家に歸しており/ 受給資格を緩和することによって貧困に對する社會的責任を擴大し

中政府の社會保障政策は/ 「勞克の脫商品化ではなく商品化を/ そして國民生活における國家責任の

た0 ②從來の公的扶助制度は貧困層に對する國家的恩惠という性格が含まれていたが/ 基礎法では公

13)
强化ではなく市場の役割の强化を志向している点において
「明らかに」
新自由主義的である」
とし/ 國

的扶助に對する貧困層の權利と國家の義務が明示的に示された0

家責任强化說を批判する0

韓國は通貨危機後の社會保障改革によって/ 公的扶助と社會保險による所得保障が慈善ではなく國
民の權利として認められたという事實を强調することによって/ 韓國の社會保障制度の一つの畵期と

では/ こうした相反する評價の內容について檢討する前に/ いま少し/ 事實の確認をしておこう0
ここでは/ 社會保障改革が政府支出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確認する0

なる0

(3) 社會保障支出14)
(2) 新自由主義貫徹說
新自由主義貫徹說は/ 社會保障への財政支出の最小國家/ 社會保障制度による所得再分配效果の低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キム·ヨンミョン(2006: 74)0
8) 同上(2006: 75)0
9) 同上(2006: 76)0

韓國における社會保障支出に關する硏究は/ 主として/ 社會保障支出を推計して/ 主要先進國との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チョ·ヨンフン(2006: 51)0
11) パク·ヌンフ(2000: 21)0
12) チョ·ヨンフン(2006: 198)0
13) 同上(2006: 199)0
14) 社會保障關連支出を指す用語は硏究者によって多樣な用語が使用されている0 例えば/ 社會保障財政/ 社會保障費/ 社會福祉豫算/
社會福祉支出/ 福祉支出などが代表的であ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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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韓國の社會保障支出の推移

比較によって韓國の社會保障制度の位相を檢討し/ 今後の社會保障支出の適正規模を推定するという
ものである0 高敬煥(2000)は韓國の社會保障支出について/ 韓國の所得水準や社會經濟的條件に比し
てきわめて低い0 したがって/ 社會經濟的諸條件に適合した制度改革とともに社會保障支出を適正な
規模にまで引き上げる必要がある0 他方/ 文亨杓(2000)は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が社會保障支

(單位 : 10億ウォン/ ％)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1. 老齡現金

1,113

4,195

5,126

8,518

12,590

7,074

6,049

2. 障害現金

147

360

460

499

518

612

680

3. 産業災害補償

366

854

1,159

1,071

916

1,031

1,208

出を急速に增加させ/ この趨勢を維持した場合/ 2020年にはOECD諸國の平均水準に到達する水準

4. 傷病手當

143

235

343

397

451

506

571

にあり決して社會保障支出の規模は小さくないと評價する0

5. 高齡者·障害者現物

102

482

831

969

985

1,222

1,552

6. 遺族

288

602

773

831

855

993

1,122

韓國では/ 韓國社會保障硏究院においてOECDE基準による社會保障支出の推計作業が行われた15)0

7. 家族現金

2

11

99

109

168

231

329

この推計作業は/ 韓國のOECD加入に伴ってOECD基準による社會保障支出を作成するということ

8. 家族現物

58

251

414

349

346

441

545

のほかに/ 旣存の韓國における統計基準とOECD統計基準の違いを明らかにして/ OECD基準によ

9. 積極的勞克政策

113

267

る場合の韓國の社會保障支出がどのように構成されるのかに關する硏究である0 この推計作業は/
OECDのカテゴリ:を基準に韓國の社會保障支出を分類して/ 韓國の社會保障統計を新しく作成し
た0
OECD基準による社會保障支出の包括範圍は總社會保障支出(Gross Social Expenditure)/ 社會

10. 失業
失業
退職金
11. 保健醫療
12. その他
計(退職金除く)

567

2,160

3,307

2,440

1,646

9,436

21,930

13,968

17,842

13,838

79

799

936

471

845

1,797

4,922

9,358

21,131

13,032

17,371

12,993

3,127

6,428

9,331

10,566

11,624

13,616

17,874

335

451

729

871

1,452

1,640

2,581

5,794

14,136

19,912

27,139

34,148

30,277

35,002

保障支出(Social Expenditure)/ そして純社會保障支出(Net Social Expenditure)に分類される0

對GDP比

3.24

3.75

4.39

6.11

7.07

5.80

6.34

社會保障支出は/ 公的社會保障支出に法定民間社會保障支出含むものであり/ 總社會保障支出は社會

計(退職金含む)

7,591

19,059

29,270

48,269

47,179

47,648

47,995

對GDP比

4.25

5.05

6.46

10.86

9.77

9.13

8.70

保障支出に自發的民間部門の支出が含まれる0 純社會保障支出は所得稅/ 間接稅のような租稅支出を

出所:高敬煥(2000)0

總社會保障支出から控除し/ 租稅支出を加えたものである0 以下では/ 社會保障支出を基準に檢討す
る0
表2は/ OECD基準による社會保障支出の推移である0 韓國の社會保障支出(法定退職金を含む)は/
1990年では7.6兆ウォンで對GDP比では4.25％であったが/ 2001年では48兆ウォンで/ 對GDP比は
8.70％となっている0 經濟成長率がマイナスを記錄した1998年には對GDP比の社會保障支出は二桁
臺を記錄したが/ その後再び一桁臺へと減少している0

ている0 これに次いで/ その他給與2.6兆ウォン(5.4％)/ 積極的勞克市場プログラム1.6兆ウォン(3.4
％)/ 老人/ 障害者の社會福祉サ:ビス1.5兆ウォン(3.2％)/ 産業災害補償費1.2兆ウォン(2.5％)とな
っている0
1990年代後半に社會保障費支出が增大するなかで顯著な伸びを示している項目をみると/ 積極的
勞克市場プログラム/ 失業給付及び法定退職金/ 老齡年金/ そしてその他給付である0 金額はわずか

2001年現在の主要支出項目の構成比を大きい順にみると/ 保健が17.8兆ウォンで全體の37.2％/

であるが家族現金給與が大きく伸びているが/ それは1997年から産前産後休暇給與が集計されたこ

次いで/ 失業が13.8兆ウォンで28.8％となっており/ そして/ 老齡年金6.7兆ウォンで14.0％となっ

とによるものである0 老齡年金の急激な增大は/ 1997年以降に公務員及び私立學校敎職員の退職者

ており/ これら3部門の支出が社會保障支出の80.1％を占めている0 「保健」
は/ 健康保險/ 醫療給付

の急增と老齡年金の取得よりも退職一時金を選好したことによる0 積極的勞克市場プログラム/ 失業

および産業災害保險による現物給付が大部分を占める0「老齡」
は/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職員の

給與及び法定退職金の急增は/ 經濟危機後の大量に發生した失業對策費と大規模な雇用調整による退

年金給付である0 第2位の地位を占める
「失業」
には/ 雇用保險による失業給付(8451億ウォン/ 1.8％)

職金の急增によるものである0 その他給與の增大は/ 經濟危機によって增大した生活保護費がその他

と企業による法定退職金16)(13兆ウォン/ 27.1％)で構成されるが/ 法定退職金がそのほとんどを占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高敬煥(1998/ 1999/ 2003)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韓國の退職金制度は/ 1953年の
「勤勞基準法」
第28條によって法制化され/ 61年の改正により强制條項となった0 當初の適用對象は從
業員30人以上の事業體について/ 勤續勤勞年數1年以上の勤勞者に對し/ 1年に付き30日分以上の平均賃金を退職一時金として支給す
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0 その後適用範圍は擴大して1989年からは5人以上の事業所に適用されてい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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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韓國の社會保障支出の推移

比較によって韓國の社會保障制度の位相を檢討し/ 今後の社會保障支出の適正規模を推定するという
ものである0 高敬煥(2000)は韓國の社會保障支出について/ 韓國の所得水準や社會經濟的條件に比し
てきわめて低い0 したがって/ 社會經濟的諸條件に適合した制度改革とともに社會保障支出を適正な
規模にまで引き上げる必要がある0 他方/ 文亨杓(2000)は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が社會保障支

(單位 : 10億ウォン/ ％)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1. 老齡現金

1,113

4,195

5,126

8,518

12,590

7,074

6,049

2. 障害現金

147

360

460

499

518

612

680

3. 産業災害補償

366

854

1,159

1,071

916

1,031

1,208

出を急速に增加させ/ この趨勢を維持した場合/ 2020年にはOECD諸國の平均水準に到達する水準

4. 傷病手當

143

235

343

397

451

506

571

にあり決して社會保障支出の規模は小さくないと評價する0

5. 高齡者·障害者現物

102

482

831

969

985

1,222

1,552

6. 遺族

288

602

773

831

855

993

1,122

韓國では/ 韓國社會保障硏究院においてOECDE基準による社會保障支出の推計作業が行われた15)0

7. 家族現金

2

11

99

109

168

231

329

この推計作業は/ 韓國のOECD加入に伴ってOECD基準による社會保障支出を作成するということ

8. 家族現物

58

251

414

349

346

441

545

のほかに/ 旣存の韓國における統計基準とOECD統計基準の違いを明らかにして/ OECD基準によ

9. 積極的勞克政策

113

267

る場合の韓國の社會保障支出がどのように構成されるのかに關する硏究である0 この推計作業は/
OECDのカテゴリ:を基準に韓國の社會保障支出を分類して/ 韓國の社會保障統計を新しく作成し
た0
OECD基準による社會保障支出の包括範圍は總社會保障支出(Gross Social Expenditure)/ 社會

10. 失業
失業
退職金
11. 保健醫療
12. その他
計(退職金除く)

567

2,160

3,307

2,440

1,646

9,436

21,930

13,968

17,842

13,838

79

799

936

471

845

1,797

4,922

9,358

21,131

13,032

17,371

12,993

3,127

6,428

9,331

10,566

11,624

13,616

17,874

335

451

729

871

1,452

1,640

2,581

5,794

14,136

19,912

27,139

34,148

30,277

35,002

保障支出(Social Expenditure)/ そして純社會保障支出(Net Social Expenditure)に分類される0

對GDP比

3.24

3.75

4.39

6.11

7.07

5.80

6.34

社會保障支出は/ 公的社會保障支出に法定民間社會保障支出含むものであり/ 總社會保障支出は社會

計(退職金含む)

7,591

19,059

29,270

48,269

47,179

47,648

47,995

對GDP比

4.25

5.05

6.46

10.86

9.77

9.13

8.70

保障支出に自發的民間部門の支出が含まれる0 純社會保障支出は所得稅/ 間接稅のような租稅支出を

出所:高敬煥(2000)0

總社會保障支出から控除し/ 租稅支出を加えたものである0 以下では/ 社會保障支出を基準に檢討す
る0
表2は/ OECD基準による社會保障支出の推移である0 韓國の社會保障支出(法定退職金を含む)は/
1990年では7.6兆ウォンで對GDP比では4.25％であったが/ 2001年では48兆ウォンで/ 對GDP比は
8.70％となっている0 經濟成長率がマイナスを記錄した1998年には對GDP比の社會保障支出は二桁
臺を記錄したが/ その後再び一桁臺へと減少している0

ている0 これに次いで/ その他給與2.6兆ウォン(5.4％)/ 積極的勞克市場プログラム1.6兆ウォン(3.4
％)/ 老人/ 障害者の社會福祉サ:ビス1.5兆ウォン(3.2％)/ 産業災害補償費1.2兆ウォン(2.5％)とな
っている0
1990年代後半に社會保障費支出が增大するなかで顯著な伸びを示している項目をみると/ 積極的
勞克市場プログラム/ 失業給付及び法定退職金/ 老齡年金/ そしてその他給付である0 金額はわずか

2001年現在の主要支出項目の構成比を大きい順にみると/ 保健が17.8兆ウォンで全體の37.2％/

であるが家族現金給與が大きく伸びているが/ それは1997年から産前産後休暇給與が集計されたこ

次いで/ 失業が13.8兆ウォンで28.8％となっており/ そして/ 老齡年金6.7兆ウォンで14.0％となっ

とによるものである0 老齡年金の急激な增大は/ 1997年以降に公務員及び私立學校敎職員の退職者

ており/ これら3部門の支出が社會保障支出の80.1％を占めている0 「保健」
は/ 健康保險/ 醫療給付

の急增と老齡年金の取得よりも退職一時金を選好したことによる0 積極的勞克市場プログラム/ 失業

および産業災害保險による現物給付が大部分を占める0「老齡」
は/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職員の

給與及び法定退職金の急增は/ 經濟危機後の大量に發生した失業對策費と大規模な雇用調整による退

年金給付である0 第2位の地位を占める
「失業」
には/ 雇用保險による失業給付(8451億ウォン/ 1.8％)

職金の急增によるものである0 その他給與の增大は/ 經濟危機によって增大した生活保護費がその他

と企業による法定退職金16)(13兆ウォン/ 27.1％)で構成されるが/ 法定退職金がそのほとんどを占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高敬煥(1998/ 1999/ 2003)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韓國の退職金制度は/ 1953年の
「勤勞基準法」
第28條によって法制化され/ 61年の改正により强制條項となった0 當初の適用對象は從
業員30人以上の事業體について/ 勤續勤勞年數1年以上の勤勞者に對し/ 1年に付き30日分以上の平均賃金を退職一時金として支給す
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0 その後適用範圍は擴大して1989年からは5人以上の事業所に適用されてい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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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與に分類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0
つまり/ 1990年代の社會保障支出の變化は/ 勞克市場の變化にともなう社會保障支出の增加が主因
である0 そして/ そのなかで民間企業による退職金の割合が大きいということは無視できない0 社會
保障支出の3割弱を民間企業の退職金制度に依存しており/ なお/ 法定退職金を支給されるのは主と
して大企業の高賃金長期勤續者に適用されるものである

全面的に改定され/ 受給者の規模も擴大してこの部門の支出割合が增加したことによるものである0
だが/ スウェ:デンを初めとするヨ:ロッパ諸國の福祉その他の支出水準が高いのに比べて/ 低所得
者/ 老人/ 障害者を對象とする社會保障制度面における立ち遲れが目立つ0
これまでみてきたように/ 韓國における社會保障支出は/ 主要先進國に比べて低い水準にあるが/
1990年代/ とりわけ1997年の經濟危機後に急激に增加している0 しかし/ この增加要因は/ 經濟危

圖1は/ OECDによる社會保障給付費の三區分を對GDP比で示したものである0 韓國の對GDP比

機による大量失業者の發生にともなう退職一時金支拂いの急增/ 失業對策費/ 低所得層の生活保護費

社會保障給付費は1998年では5.9％/ 2001年でも6.1％と主要先進國に比べてきわめて低い水準にあ

の增大による費用增大が主たる要因であった0 先進國における社會保障支出增大を牽引した年金支出

る0 スウェ:デンの5分の1/ 主要先進國のなかでは相對的に低い支出水準にあるアメリカ/ 日本の3

の水準は/ 韓國ではまだ未成熟であるがゆえに當面して社會保障支出の構造的な增大要因とはならな

分の1程度に過ぎない0 ちなみに/ OECD諸國のうち社會保障支出水準が低いといわれるメキシコ

い0 他方/ 1990年代末に增大した社會保障支出は/ 失業率の低下と經濟狀況の安定によって退職金支

(8.8％/ 1998年)/ トルコ(11.1％/ 同)に比べても低いことがわかる0

出は減少し/ 失業對策費および積極的勞克市場プログラム費の支出も縮小することによって社會保障

韓國の社會保障支出は主要先進國に比べて低いのは國民年金/ 醫療保險/ 産業災害保險/ 雇用保險

支出は減少している0

などの社會保險の適用對象がこれまで限定的であり/ 本格的に擴大したのが1980年代末以降からで
あることから社會保險制度が未成熟であることが大きい0 他方/ 福祉その他の支出が1998年の1.0％

3. 社會保障改革の意義

から2001年の1.2％へとほんの少し增加しているが/ 旣存の生活保護制度が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に

(1) 1988/ 1989年改革
<圖 1> OECDによる社會保障給付費の對GDP比

韓國の社會保障制度は1980年代末に一つの轉換点があった17)0 韓國政府は/ それまで公務員/ 軍
人/ 敎員/ そして大規模事業所從業員に限定して實施してきた醫療保險を農漁村自營業者と都市自營
業者に擴大する醫療保險改革と/ 公務員/ 軍人/ 敎員に限定してきた年金制度を10人以上の事業所
從業員にも適用する國民年金制度を導入する年金改革を行った0
1980年代末の社會保障制度改革の背景と要因について簡單に振り返っておくと/ 第1に/ 韓國は
1960年代半ばから1980年代末までの4半世紀の間に驚異的な經濟成長を記錄した0 經濟成長は結果
的に/ 韓國の一人當たりGNPを1965年のわずか150ドルから85年には2,000ドルを超え/ 89年には
4,000ドルに到達する水準にまで伸ばした0
第2に/ 急激な經濟成長は/ 韓國經濟の産業構造を大きく變化させた0 全體としての特徵は/ 第1
次産業の比重低下と第2次産業の比重の增大/ そして第3次産業の成長であった0 この産業構造の變
化は就業人口構成比も大きく變化させた0 第1次産業の大部分を占める農業部門從事者の構成比を急
激に低下させながら/ 第2/ 3次産業の就業人口の絶對數と構成比を擴大していった0 就業構成の變
化は/ 工場勞克者を中心とする生産職勞克者の比重を增大させながら/ と同時に/ 生産職と竝んで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1988/ 89年改革については/ 拙稿(1992)を參照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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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與に分類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0
つまり/ 1990年代の社會保障支出の變化は/ 勞克市場の變化にともなう社會保障支出の增加が主因
である0 そして/ そのなかで民間企業による退職金の割合が大きいということは無視できない0 社會
保障支出の3割弱を民間企業の退職金制度に依存しており/ なお/ 法定退職金を支給されるのは主と
して大企業の高賃金長期勤續者に適用されるものである

全面的に改定され/ 受給者の規模も擴大してこの部門の支出割合が增加したことによるものである0
だが/ スウェ:デンを初めとするヨ:ロッパ諸國の福祉その他の支出水準が高いのに比べて/ 低所得
者/ 老人/ 障害者を對象とする社會保障制度面における立ち遲れが目立つ0
これまでみてきたように/ 韓國における社會保障支出は/ 主要先進國に比べて低い水準にあるが/
1990年代/ とりわけ1997年の經濟危機後に急激に增加している0 しかし/ この增加要因は/ 經濟危

圖1は/ OECDによる社會保障給付費の三區分を對GDP比で示したものである0 韓國の對GDP比

機による大量失業者の發生にともなう退職一時金支拂いの急增/ 失業對策費/ 低所得層の生活保護費

社會保障給付費は1998年では5.9％/ 2001年でも6.1％と主要先進國に比べてきわめて低い水準にあ

の增大による費用增大が主たる要因であった0 先進國における社會保障支出增大を牽引した年金支出

る0 スウェ:デンの5分の1/ 主要先進國のなかでは相對的に低い支出水準にあるアメリカ/ 日本の3

の水準は/ 韓國ではまだ未成熟であるがゆえに當面して社會保障支出の構造的な增大要因とはならな

分の1程度に過ぎない0 ちなみに/ OECD諸國のうち社會保障支出水準が低いといわれるメキシコ

い0 他方/ 1990年代末に增大した社會保障支出は/ 失業率の低下と經濟狀況の安定によって退職金支

(8.8％/ 1998年)/ トルコ(11.1％/ 同)に比べても低いことがわかる0

出は減少し/ 失業對策費および積極的勞克市場プログラム費の支出も縮小することによって社會保障

韓國の社會保障支出は主要先進國に比べて低いのは國民年金/ 醫療保險/ 産業災害保險/ 雇用保險

支出は減少している0

などの社會保險の適用對象がこれまで限定的であり/ 本格的に擴大したのが1980年代末以降からで
あることから社會保險制度が未成熟であることが大きい0 他方/ 福祉その他の支出が1998年の1.0％

3. 社會保障改革の意義

から2001年の1.2％へとほんの少し增加しているが/ 旣存の生活保護制度が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に

(1) 1988/ 1989年改革
<圖 1> OECDによる社會保障給付費の對GDP比

韓國の社會保障制度は1980年代末に一つの轉換点があった17)0 韓國政府は/ それまで公務員/ 軍
人/ 敎員/ そして大規模事業所從業員に限定して實施してきた醫療保險を農漁村自營業者と都市自營
業者に擴大する醫療保險改革と/ 公務員/ 軍人/ 敎員に限定してきた年金制度を10人以上の事業所
從業員にも適用する國民年金制度を導入する年金改革を行った0
1980年代末の社會保障制度改革の背景と要因について簡單に振り返っておくと/ 第1に/ 韓國は
1960年代半ばから1980年代末までの4半世紀の間に驚異的な經濟成長を記錄した0 經濟成長は結果
的に/ 韓國の一人當たりGNPを1965年のわずか150ドルから85年には2,000ドルを超え/ 89年には
4,000ドルに到達する水準にまで伸ばした0
第2に/ 急激な經濟成長は/ 韓國經濟の産業構造を大きく變化させた0 全體としての特徵は/ 第1
次産業の比重低下と第2次産業の比重の增大/ そして第3次産業の成長であった0 この産業構造の變
化は就業人口構成比も大きく變化させた0 第1次産業の大部分を占める農業部門從事者の構成比を急
激に低下させながら/ 第2/ 3次産業の就業人口の絶對數と構成比を擴大していった0 就業構成の變
化は/ 工場勞克者を中心とする生産職勞克者の比重を增大させながら/ と同時に/ 生産職と竝んで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1988/ 89年改革については/ 拙稿(1992)を參照0

80 | GRI연구논총

金大中政府の社會保障改革の評價をめぐって | 81

2010년 제12권 제2호

門技術/ 行政管理職と事務職といったホワイト·カラ:の比重も增大した0 傳統的な農業國から/ 經
濟成長の結果/ 都市型産業社會へとその姿を大きく變貌させることによって/ 經濟社會各部門の分化
と自律性を伸長させる契機となった0

用擴大/ 雇用保險の導入問題/ そして貧困層の生活保護の問題であった0
1995年3月/ コペンハ:ゲンで開催された
「社會開發サミット」
に參加した金泳三大統領(1993-97
年)は/ 歸國後に
「生活の質の世界化」
を宣言し/ その具體化のために國民福祉企畵團(以下/ 企畵團)

第3に/ 地域·産業間の人口移動/ 賃勞克者の增加による核家族化の急激な增大が韓國の傳統的な

を組織した0 企畵團は學界/ 硏究機關/ 言論界/ 政府の專門家22名による財政/ 社會保險/ 福祉プロ

家族類型に變化をもたらし/ 高齡化の進展とともに社會的な老後所得保障の問題が浮上することによ

グラムの三つの分科委員會が設置され社會保障改革について審議された後に/ 最終報告書が提出さ

って/ 韓國において社會保障制度の導入を促す經濟社會的要因が成熟させたのである0

れた0

産業化とそれに伴う社會變動がおのずから福祉國家を生み出すというウィレンスキ:の假說に從え

企畵團による21世紀國民福祉ビジョンは/ 「韓國の福祉モデルの定立:均衡した福祉國家」
の理念の

ば/ 資本主義の一定の段階に達した韓國において福祉國家が成立したということになる0 もちろん/

もとに
「成長と福祉の調和」
/「世界的普遍性と韓國的傳統の融合」
/「生産的豫防的福祉の追及」
「公と民

産業化と福祉國家成立の間になんらかの相關關係が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0 だが/ この假說では/ 韓

の補完關係の構築」
を目標に/ 受給者中心の社會保險制度の構築/ ナショナル·ミニマムの保障/ 福

國の社會保障制度改革が1980年代末であったのかを十分に說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0 この点ついて

祉共同體の構築を課題とした0

筆者は/ 資本の機能的必要性と勞克者の政治的要求から想定的に自律性をもつ社會保障政策推進者と

部門別の推進課題としては/ 第1に/ 受給者中心の社會保險制度の構築では/ (1)社會保險の全國民

しての官僚エリ:トの役割と/ 安保次元から北朝鮮に對する壓倒的な優位な地位の確保という問題に

への適用を目標に/ 國民年金は1998年/ そして産業災害補償保險1999年/ 雇用保險は2000年までに

焦点を當てた 0

5人未滿事業所にも適用(2)情報の共有體系を構築することによって保險料の徵收を一元化(3)公的年

18)

經濟成長の成果を背景に/ 先進國への仲間入りを果たすことを目標とする韓國政府は/ 民主化 に

金の通算制度を導入し/ 女性の受給權確保のために年金分割制度を導入(4)醫療保險の給付期間を現

よって新た19)に政治的アリ:ナに登場した新中間層と勞克者の社會的統合を圖り/ 阻害された階層の

行の240日から段階的に擴大し/ 老人醫療費の輕減と障害者の保險給付の範圍を擴大(5)産業災害の豫

最低生活保障を確保するための社會保障制度の導入が緊急な課題として提起された0 だが0 社會保障

防活動の强化と/ 職業のセ:フティネットの構築を目標とする0

制度の改革は/ 第1に/ 福祉增進による勞克者の士氣と能率の向上/ 第2に/ 社會保障給付による不完

第2に/ ナショナル·ミニマムの保障では/ (1)最低生計費の100％保障と付加給付制度の導入(2)醫

全雇用狀態にある階層の需要增大/ 第3に/ 貧困階層の生活向上と公平な所得分配は/ 經濟的效率に

療保護給付水準を漸次擴大し/ 敎育保護の內實化(3)低所得層の自活を支援する
「自活支援センタ:」

逆效果を及ぼす社會的緊張を緩和させる生産性向上に效果があるが/ あくまでも中長期的な成長潛在

の設置と運營である0

力を阻害しない 率的な制度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强調された20)0 だが/ 效率的な社會保障制度

第3に/ 社會福祉サ:ビスの擴充のために/ (1)在宅福祉サ:ビスの擴充のために在宅福祉センタ:

を目指す韓國政府は/ 生活保護者に對する手厚い保護政策と失業保險の導入は勤勞意欲を阻害するも

を社會福祉會館/ 老人福祉會館に擴大し/ 老父母や障害者を扶養する家族に所得控除の擴大と住宅分

のとして戒められると同時に/ 財政負擔の增大をもたらす社會保障制度の改革には愼重であった0

讓の優先(2)地域社會を中心とする
「老人總合福祉センタ:」
の設立(3)老人の所得保障として/ 70歲以
上生活保護老人の手當ての擴大と
「老人總合福祉センタ:」
の試驗的運營(4)老人醫療施設の擴充/ 高

(2) 1990年代の改革
1990年代の社會保障制度の改革は/ 80年代末の社會保障改革が先送りした課題にどのように對應
するかという問題に直面した0 それは/ 醫療保險の
「皆保險」
は實現したが/ 國民年金の全國民への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兪和(1992)0
19) 1987年6月29日/ 與黨·民生黨代表の盧泰愚は/ 大統領の直接選擧を求める全國的なレベルに廣がった民主化抗爭の事態を收拾する
ために/ 民主化運動側の要求內容を多く含む8項目の體制內穩健派の妥協案を發表した0 當時の全斗煥大統領がこれを受諾したことに
より統治ル:ルの變更方針が示された0
20) 延河淸(1988)0

齡者適合職種の開發と義務雇用負擔金の適正水準の維持による就業機會の擴大(5)
「障害者便宜施設設
置法」
の制定(6)社會福祉收容施設に對する財政支援と開放化(7)
「保險福祉事務所」
のモデル開發と運
營の擴大/ 福祉サ:ビス擔當者の專門化/ が揭げられた0
最後に/ 福祉共同體の構築のために/ 社會保障制度の國と地方の機能擴充のために/ (1)社會保障
支出の擴大/ (2)租稅制度の改正による財源の調達/ (3)地方社會保障費擴充のために地方の役割の向
上にために努力するとした0 さらに/ 民間との社會保障の連携を强化するために/ (4)民間の福祉支
出に對する免稅範圍の擴大および共同基金の設置/ (5)全國の社會福祉センタ:にボランティアセ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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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技術/ 行政管理職と事務職といったホワイト·カラ:の比重も增大した0 傳統的な農業國から/ 經
濟成長の結果/ 都市型産業社會へとその姿を大きく變貌させることによって/ 經濟社會各部門の分化
と自律性を伸長させる契機となった0

用擴大/ 雇用保險の導入問題/ そして貧困層の生活保護の問題であった0
1995年3月/ コペンハ:ゲンで開催された
「社會開發サミット」
に參加した金泳三大統領(1993-97
年)は/ 歸國後に
「生活の質の世界化」
を宣言し/ その具體化のために國民福祉企畵團(以下/ 企畵團)

第3に/ 地域·産業間の人口移動/ 賃勞克者の增加による核家族化の急激な增大が韓國の傳統的な

を組織した0 企畵團は學界/ 硏究機關/ 言論界/ 政府の專門家22名による財政/ 社會保險/ 福祉プロ

家族類型に變化をもたらし/ 高齡化の進展とともに社會的な老後所得保障の問題が浮上することによ

グラムの三つの分科委員會が設置され社會保障改革について審議された後に/ 最終報告書が提出さ

って/ 韓國において社會保障制度の導入を促す經濟社會的要因が成熟させたのである0

れた0

産業化とそれに伴う社會變動がおのずから福祉國家を生み出すというウィレンスキ:の假說に從え

企畵團による21世紀國民福祉ビジョンは/ 「韓國の福祉モデルの定立:均衡した福祉國家」
の理念の

ば/ 資本主義の一定の段階に達した韓國において福祉國家が成立したということになる0 もちろん/

もとに
「成長と福祉の調和」
/「世界的普遍性と韓國的傳統の融合」
/「生産的豫防的福祉の追及」
「公と民

産業化と福祉國家成立の間になんらかの相關關係が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0 だが/ この假說では/ 韓

の補完關係の構築」
を目標に/ 受給者中心の社會保險制度の構築/ ナショナル·ミニマムの保障/ 福

國の社會保障制度改革が1980年代末であったのかを十分に說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0 この点ついて

祉共同體の構築を課題とした0

筆者は/ 資本の機能的必要性と勞克者の政治的要求から想定的に自律性をもつ社會保障政策推進者と

部門別の推進課題としては/ 第1に/ 受給者中心の社會保險制度の構築では/ (1)社會保險の全國民

しての官僚エリ:トの役割と/ 安保次元から北朝鮮に對する壓倒的な優位な地位の確保という問題に

への適用を目標に/ 國民年金は1998年/ そして産業災害補償保險1999年/ 雇用保險は2000年までに

焦点を當てた 0

5人未滿事業所にも適用(2)情報の共有體系を構築することによって保險料の徵收を一元化(3)公的年

18)

經濟成長の成果を背景に/ 先進國への仲間入りを果たすことを目標とする韓國政府は/ 民主化 に

金の通算制度を導入し/ 女性の受給權確保のために年金分割制度を導入(4)醫療保險の給付期間を現

よって新た19)に政治的アリ:ナに登場した新中間層と勞克者の社會的統合を圖り/ 阻害された階層の

行の240日から段階的に擴大し/ 老人醫療費の輕減と障害者の保險給付の範圍を擴大(5)産業災害の豫

最低生活保障を確保するための社會保障制度の導入が緊急な課題として提起された0 だが0 社會保障

防活動の强化と/ 職業のセ:フティネットの構築を目標とする0

制度の改革は/ 第1に/ 福祉增進による勞克者の士氣と能率の向上/ 第2に/ 社會保障給付による不完

第2に/ ナショナル·ミニマムの保障では/ (1)最低生計費の100％保障と付加給付制度の導入(2)醫

全雇用狀態にある階層の需要增大/ 第3に/ 貧困階層の生活向上と公平な所得分配は/ 經濟的效率に

療保護給付水準を漸次擴大し/ 敎育保護の內實化(3)低所得層の自活を支援する
「自活支援センタ:」

逆效果を及ぼす社會的緊張を緩和させる生産性向上に效果があるが/ あくまでも中長期的な成長潛在

の設置と運營である0

力を阻害しない 率的な制度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强調された20)0 だが/ 效率的な社會保障制度

第3に/ 社會福祉サ:ビスの擴充のために/ (1)在宅福祉サ:ビスの擴充のために在宅福祉センタ:

を目指す韓國政府は/ 生活保護者に對する手厚い保護政策と失業保險の導入は勤勞意欲を阻害するも

を社會福祉會館/ 老人福祉會館に擴大し/ 老父母や障害者を扶養する家族に所得控除の擴大と住宅分

のとして戒められると同時に/ 財政負擔の增大をもたらす社會保障制度の改革には愼重であった0

讓の優先(2)地域社會を中心とする
「老人總合福祉センタ:」
の設立(3)老人の所得保障として/ 70歲以
上生活保護老人の手當ての擴大と
「老人總合福祉センタ:」
の試驗的運營(4)老人醫療施設の擴充/ 高

(2) 1990年代の改革
1990年代の社會保障制度の改革は/ 80年代末の社會保障改革が先送りした課題にどのように對應
するかという問題に直面した0 それは/ 醫療保險の
「皆保險」
は實現したが/ 國民年金の全國民への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兪和(1992)0
19) 1987年6月29日/ 與黨·民生黨代表の盧泰愚は/ 大統領の直接選擧を求める全國的なレベルに廣がった民主化抗爭の事態を收拾する
ために/ 民主化運動側の要求內容を多く含む8項目の體制內穩健派の妥協案を發表した0 當時の全斗煥大統領がこれを受諾したことに
より統治ル:ルの變更方針が示された0
20) 延河淸(1988)0

齡者適合職種の開發と義務雇用負擔金の適正水準の維持による就業機會の擴大(5)
「障害者便宜施設設
置法」
の制定(6)社會福祉收容施設に對する財政支援と開放化(7)
「保險福祉事務所」
のモデル開發と運
營の擴大/ 福祉サ:ビス擔當者の專門化/ が揭げられた0
最後に/ 福祉共同體の構築のために/ 社會保障制度の國と地方の機能擴充のために/ (1)社會保障
支出の擴大/ (2)租稅制度の改正による財源の調達/ (3)地方社會保障費擴充のために地方の役割の向
上にために努力するとした0 さらに/ 民間との社會保障の連携を强化するために/ (4)民間の福祉支
出に對する免稅範圍の擴大および共同基金の設置/ (5)全國の社會福祉センタ:にボランティアセ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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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を新設して/ 民間福祉の據点する一方/ 學校敎育課程にボランティア科目を導入するとした0

による農漁民の生活不安解消のために實施が決定されたのである0

金泳三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の背景には/ 第1に/ 87年の民主化以降/ 權威主義的政權下で抑壓さ
れてきた國民の欲求が噴出していた0 經濟成長優先と成長による貧困解消を企圖してきたことによ

(3)「生産的福祉」
と社會保障改革

って無視され續けてきた
「生活の質」
の向上と
「最低生活保障」
の要求は社會問題として登場した 0 第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は/ 基本的に金泳三政權下で構想された改革を實現したものである0

2に/ 金泳三政權が推進した
「世界化」
戰略は/ 經濟社會各部門の改革を促進する機制となったが1995

では/ なぜ金泳三政權下で實現しなかった社會保障改革が金大中政權下で實現したのだろうか0 株本

年3月の
「生活の質世界化のための福祉構想」
もその一つである0 とりわけ/ OECDの加入など國際舞

(2003)は/ 金大中政權が韓國の過去の政權とは違って/ 積極的に福祉政策を實踐するという强い意思

0 第3に/

をもっていたと指摘する0 金大中政權は
「生産的福祉」
という理念を揭げただけではなく/ それによる

21)

臺への進出において最も立ち遲れている分野である社會保障部門の改革は不可避であった

22)

民主化後の激化した勞克者大鬪爭にみられる勞使紛爭と/ その後の著しい賃金上昇は韓國製品の價格

實質的な成果を擧げている0

競爭力を低下させていた0 他方/ ウルグアイ·ラウンド以降に豫想される農村の下降分解と都市と農

それでは/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を導いた
「生産的福祉」
理念24)について次のように定義され

村間の不均衡の深化/ グロ:バリゼ:ションに伴う勞克市場の流動化への對應がもとめられるのに對

ている0 「生産的福祉は/ あらゆる國民が人間的尊嚴性と自矜心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基礎的

して/ 勞使間の
「合意」
は容易でなかった0

な生活を保障すると同時に自立的かつ主體的に經濟·社會活動に參與しうる機會を擴大し/ 分配の公

金泳三政權が標榜する
「世界化」
は/ 基本的に市場メカニズムの活性化であり/ 一貫して廣範圍に及
ぶ規制緩和を經濟政策の中心に据えた 0 金泳三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も基本的にこの路線に沿うも
23)

平性を高めることで生活の質を向上させて/ 社會發展を追求する國政理念である」
(生活の質向上企畵
團/ 1999)0

のであった0 「生活の質世界化」
宣言以降/ 國民福祉企畵團が示した
「國民福祉基本構想」
の內容も國家

この定義では/ まず/ 國民の基礎的な生活を保障し/ 分配の公平性を高めるという点において/ 從

の責任を强調するよりも/ 社會保障制度の主體を多元がすることによって/ 「國家責任の最小化」
と

來/ 國民の基礎生活保障の國家責任が明確にされると同時に/ 社會保障制度の充實に取り組む姿勢が

「市場メカニズムの極大化」
を目指すものであり/ 60年代以降の成長主義理念の繼承に他ならない0 國

示されている0 と同時に/ 「自律的かつ主體的に經濟·社會活動に參與する機會を擴大」
するというの

家競爭力の强化を重視する世界化戰略は/ 勞克者の生活の質の問題というよりも經濟的であり現實的

は/ 福祉受給者の自助努力を重視するという点において/ 「第3の道」
に共通する問題意識が反映され

な要因によって規定されている0 つまり/ 世界化戰略を推進する企業は競爭力の向上のために雇用調

ている0 さらに/ 「生産的福祉は公正競爭の原理に立脚した經濟成長と道德的連帶の原理に立脚した

整の必要性を提起し/ 他方/ 生活の質の向上を要求する勞克者は雇用安定を求める0

分配の正義が均衡をなした社會志向する」
とし/ 敎育·訓練など/ 人的資本への投資を重視している0

金泳三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で最も注目されるのは/ 雇用保險の實施と國民年金の農漁村地域への
擴大である0 とりわけ/ 雇用保險の實施によって疾病/ 老齡/ 失業などの社會的リスクに對する生活

そこに/「生産的福祉」
の持つ多義性が反映されている0 つまり/ 市場原理重視の方向性と福祉充實を
ミックスした性格が同時に含まれている25)0

保障を可能にする社會保險體系が整備されたことを意味する0 だが/ 雇用保險の場合/ 勞克力需給と

株本が指摘するように/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は大統領のイニシアティブが重要な要因であ

雇用構造の調整/ 勞克者の能力開發といった勞 力管理の側面が强く/ つまり勞 市場の流動化への

ったことに違いない0 それは
「企畵團」
による次のような指摘にも表れている0「生産的福祉は/ 過去の

對應という勞 市場政策の性格を內包している0 したがって失業救濟という社會保障の性格は後退せ

成長主義が招いた人權輕視と福祉最小化の弊害を是正し/ 成長と分配の間の均衡を追及する新しい發

ざるを得ない0 農漁民の國民年金制度への擴大適用は/ ウルグアイ·ラウンド以降の農産物市場開放

展戰略を意味する0 同時に生産的福祉は/ 半世紀にもわたる權威主義の政治體制を淸算し/ 參加型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主主義に基づき/ 社會的市民權を實現しようとする積極的な社會政策である」
0 つまり/ 權威主義體

21) 1994年2月/ 高齡者夫婦が生活保護水準に關して違憲確認を求めて提訴した0 それは憲法の生存權期待(第10條の幸福件追求と/ 第
34條の社會保障に謳われた人間らしい生活をする權利)が具體的權利化抽象的權利かを最大の爭點として爭われた0 1997年5月の案
決は全員一致で棄却され/ 抽象的權利·プログラム說が採用されたが/ 生活保護水準が著しく低いことは是認され/ 政府に5年以內
(2002年)に最低生活を保障する水準に引き上げるよう命じられた(金早雪/ 2001)0
22) 韓國の國民所得水準や世界經濟における位置に對して社會保障制度の立ち遲れは顯著であり/ 國際經營開發硏究所(IMD)は世界經濟
フォ:ラムで發表した
「1995年度國家競爭力報告書」
において韓國の生活の質は世界32位と評價した0
23) 深川由紀子(1998)0

制のもとで成長優先戰略によって生じた弊害を克服し/ 參加と連帶による新しい理念を提示するこ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生産的福祉」
という槪念を最初の提唱したのは韓國開發硏究院の權純源である0 金泳三政權下で國際機關による
「貧困削減」
が重視さ
れる中で/ 從來の保護型の社會保障から生産的な福祉への
「新しい視角」
の導入を提唱した(五石2001/ 12)0
25)「生産的福祉」
は三つの軸で構成されている0 それは/ 市場を通じて構成になされる一次的な分配/ 國家を通じた再分配/ そして國家
と市場の相互重複領域でなされる自活のための社會的投資である(石崎2003/ 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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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を新設して/ 民間福祉の據点する一方/ 學校敎育課程にボランティア科目を導入するとした0

による農漁民の生活不安解消のために實施が決定されたのである0

金泳三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の背景には/ 第1に/ 87年の民主化以降/ 權威主義的政權下で抑壓さ
れてきた國民の欲求が噴出していた0 經濟成長優先と成長による貧困解消を企圖してきたことによ

(3)「生産的福祉」
と社會保障改革

って無視され續けてきた
「生活の質」
の向上と
「最低生活保障」
の要求は社會問題として登場した 0 第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は/ 基本的に金泳三政權下で構想された改革を實現したものである0

2に/ 金泳三政權が推進した
「世界化」
戰略は/ 經濟社會各部門の改革を促進する機制となったが1995

では/ なぜ金泳三政權下で實現しなかった社會保障改革が金大中政權下で實現したのだろうか0 株本

年3月の
「生活の質世界化のための福祉構想」
もその一つである0 とりわけ/ OECDの加入など國際舞

(2003)は/ 金大中政權が韓國の過去の政權とは違って/ 積極的に福祉政策を實踐するという强い意思

0 第3に/

をもっていたと指摘する0 金大中政權は
「生産的福祉」
という理念を揭げただけではなく/ それによる

21)

臺への進出において最も立ち遲れている分野である社會保障部門の改革は不可避であった

22)

民主化後の激化した勞克者大鬪爭にみられる勞使紛爭と/ その後の著しい賃金上昇は韓國製品の價格

實質的な成果を擧げている0

競爭力を低下させていた0 他方/ ウルグアイ·ラウンド以降に豫想される農村の下降分解と都市と農

それでは/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を導いた
「生産的福祉」
理念24)について次のように定義され

村間の不均衡の深化/ グロ:バリゼ:ションに伴う勞克市場の流動化への對應がもとめられるのに對

ている0 「生産的福祉は/ あらゆる國民が人間的尊嚴性と自矜心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基礎的

して/ 勞使間の
「合意」
は容易でなかった0

な生活を保障すると同時に自立的かつ主體的に經濟·社會活動に參與しうる機會を擴大し/ 分配の公

金泳三政權が標榜する
「世界化」
は/ 基本的に市場メカニズムの活性化であり/ 一貫して廣範圍に及
ぶ規制緩和を經濟政策の中心に据えた 0 金泳三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も基本的にこの路線に沿うも
23)

平性を高めることで生活の質を向上させて/ 社會發展を追求する國政理念である」
(生活の質向上企畵
團/ 1999)0

のであった0 「生活の質世界化」
宣言以降/ 國民福祉企畵團が示した
「國民福祉基本構想」
の內容も國家

この定義では/ まず/ 國民の基礎的な生活を保障し/ 分配の公平性を高めるという点において/ 從

の責任を强調するよりも/ 社會保障制度の主體を多元がすることによって/ 「國家責任の最小化」
と

來/ 國民の基礎生活保障の國家責任が明確にされると同時に/ 社會保障制度の充實に取り組む姿勢が

「市場メカニズムの極大化」
を目指すものであり/ 60年代以降の成長主義理念の繼承に他ならない0 國

示されている0 と同時に/ 「自律的かつ主體的に經濟·社會活動に參與する機會を擴大」
するというの

家競爭力の强化を重視する世界化戰略は/ 勞克者の生活の質の問題というよりも經濟的であり現實的

は/ 福祉受給者の自助努力を重視するという点において/ 「第3の道」
に共通する問題意識が反映され

な要因によって規定されている0 つまり/ 世界化戰略を推進する企業は競爭力の向上のために雇用調

ている0 さらに/ 「生産的福祉は公正競爭の原理に立脚した經濟成長と道德的連帶の原理に立脚した

整の必要性を提起し/ 他方/ 生活の質の向上を要求する勞克者は雇用安定を求める0

分配の正義が均衡をなした社會志向する」
とし/ 敎育·訓練など/ 人的資本への投資を重視している0

金泳三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で最も注目されるのは/ 雇用保險の實施と國民年金の農漁村地域への
擴大である0 とりわけ/ 雇用保險の實施によって疾病/ 老齡/ 失業などの社會的リスクに對する生活

そこに/「生産的福祉」
の持つ多義性が反映されている0 つまり/ 市場原理重視の方向性と福祉充實を
ミックスした性格が同時に含まれている25)0

保障を可能にする社會保險體系が整備されたことを意味する0 だが/ 雇用保險の場合/ 勞克力需給と

株本が指摘するように/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は大統領のイニシアティブが重要な要因であ

雇用構造の調整/ 勞克者の能力開發といった勞 力管理の側面が强く/ つまり勞 市場の流動化への

ったことに違いない0 それは
「企畵團」
による次のような指摘にも表れている0「生産的福祉は/ 過去の

對應という勞 市場政策の性格を內包している0 したがって失業救濟という社會保障の性格は後退せ

成長主義が招いた人權輕視と福祉最小化の弊害を是正し/ 成長と分配の間の均衡を追及する新しい發

ざるを得ない0 農漁民の國民年金制度への擴大適用は/ ウルグアイ·ラウンド以降の農産物市場開放

展戰略を意味する0 同時に生産的福祉は/ 半世紀にもわたる權威主義の政治體制を淸算し/ 參加型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主主義に基づき/ 社會的市民權を實現しようとする積極的な社會政策である」
0 つまり/ 權威主義體

21) 1994年2月/ 高齡者夫婦が生活保護水準に關して違憲確認を求めて提訴した0 それは憲法の生存權期待(第10條の幸福件追求と/ 第
34條の社會保障に謳われた人間らしい生活をする權利)が具體的權利化抽象的權利かを最大の爭點として爭われた0 1997年5月の案
決は全員一致で棄却され/ 抽象的權利·プログラム說が採用されたが/ 生活保護水準が著しく低いことは是認され/ 政府に5年以內
(2002年)に最低生活を保障する水準に引き上げるよう命じられた(金早雪/ 2001)0
22) 韓國の國民所得水準や世界經濟における位置に對して社會保障制度の立ち遲れは顯著であり/ 國際經營開發硏究所(IMD)は世界經濟
フォ:ラムで發表した
「1995年度國家競爭力報告書」
において韓國の生活の質は世界32位と評價した0
23) 深川由紀子(1998)0

制のもとで成長優先戰略によって生じた弊害を克服し/ 參加と連帶による新しい理念を提示するこ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生産的福祉」
という槪念を最初の提唱したのは韓國開發硏究院の權純源である0 金泳三政權下で國際機關による
「貧困削減」
が重視さ
れる中で/ 從來の保護型の社會保障から生産的な福祉への
「新しい視角」
の導入を提唱した(五石2001/ 12)0
25)「生産的福祉」
は三つの軸で構成されている0 それは/ 市場を通じて構成になされる一次的な分配/ 國家を通じた再分配/ そして國家
と市場の相互重複領域でなされる自活のための社會的投資である(石崎2003/ 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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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よって前政權との差別化をする强い意思が含まれている0

は社會保險中心の制度であること/ つぎに/ 金大中政權下で社會費が增大したがその增加要因は/ 大

他方/ 「生産的福祉」
の理念を實現しようとする强い意思とは別に/ 當時の韓國經濟社會の客觀的條

量失業の發生による退職一時金の急增と失業對策費/ 低所得層の生活保護費の增大によるものであっ

件を檢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0 それは/ 1997年にアジア諸國を襲った通貨危機が韓國にも波及し/ 韓

た0 IMFは韓國經濟の豫想外の惡化に伴い/ 赤字財政による積極的な景氣刺激策を容認し/ 98年代3

國は/ 同年12月に/ IMFに對して緊急融資の供與を要請した0 IMFは韓國への緊急融資の供與を約

四半期の協議では統合財政收支の赤字規模を對GDP比4％水準までの擴大に合意している26)0

束すると同時に/ コンディショナリティの遵守を要求した0 金大中は大統領當選の翌日12月21日の

金大中政權下の畵期的な社會保障改革のひとつとして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の導入があるが/ その

記者會見で
「IMFとの合意を忠實に守り/ 積極的に協力する」
ことを言明し/ 同月23日には/ リプトン

豫算規模は2002年では3兆3819億ウォンで對GDPでは0.3％である0 もちろん/ これによって貧困層

米財務次官にIMFのコンディショナリティの整理解雇制の原則的受入れを表明した0

をカバ:できるのであれば問題はない0 だが/ その適用範圍は韓國の絶對貧困層が全人口の8％と推

韓國は/ IMFとのスタンドバイ·クレジット支援合意に含まれている勞克市場改革を推進するため

定されるなかで/ 基礎生活保障受給者は151万人(全人口の3.2％)/ 基礎生活保障の非受給貧困層は約

に/ 政勞使間の合意の上で/ 雇用主が經營上の理由から被用者を解雇できる
「整理解雇制」
が導入され

184万人(同3.9％)にのぼり/ 所得が最低生計費の100-120％範圍にある潛在的貧困層が216万人で全

た0 IMFは勞克市場の流動化/ 具體的には整理解雇制と勤勞者派遣制を法制化することをコンディシ

人口の約4.6％と推定されている27)0

ョナリティとした0 韓國政府は1998年初めにはIMFの韓國を受け入れることを決定し/ その協議の

國民年金制度のガバナンスの問題点としては/ 據出と給付の關係が保健數理的に見合わないことで

ために設置した勞使政委員會に勞 側の代表が加わらなくとも上記の法制化を進める方針を明らかに

ある0 現行制度では40年加入で賃金代替率が60％となっているが/ この代替率を達成するために必

していた0 同年2月に整理解雇制と勤勞者派遣制は法制化され/ その反對給付として/ 解雇亂用防止

要な保險料率は20.56％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 現行では料率9％の保險料しか徵收していない0 早

策/ 派遣亂用防止策/ 勞組の政治活動の許容/ 社會保障制度の擴充などが約束された0 つまり/ IMF

晩/ 保險料の引き上げ問題が俎上に上ることになるが/ これらの問題については先送りされたままで

のコンディショナリティを遵守するために/ 整理解雇制をはじめとする勞 市場流動化への對應とし

あった0

て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の整備が喫緊の課題として浮上したのである0
アジア通貨危機によって顯在化した雇用システムの脆弱性と貧困問題という事態の深刻さは/ 緊急
的マクロ安定プログラムを援助し/ ミクロ企業金融システムの構造改革を主張するだけでは不十分

おわりに

で/ 失業と貧困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社會保障プログラムの强化が重要な課題として浮上したので
ある0 社會保障プログラムとしてはベヴァリッジ以來の西歐諸國のプログラムが代表的であるが/ 小
さな政府と市場主義を基本的立場とする國際機關のロジックからは政府活動の擴大を伴うプログラ

金大中政權下の社會保障改革は/ 韓國における社會保障制度の大きな畵期であった0 とりわけ/ 雇

ムの導入は選擇肢とはなりえず/ それに代わる安價な社會政策プログラムとしてソ:シャル·セ:

用保險が失業者に對する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の機能を果たしたことと同時に/ 國民基礎生

フティネットの導入が選ばれた0

活保障法によって151万人の貧困層を生活保護對象者として認定し救濟した0 金大中政權は/ 國民の

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は/ は個人や家計の豫想できないリスクへの對應のための社會政策

基礎生活保障を單なる恩惠ではなく/ 國民の權利としてそれを保護する國家の責任を明確にしたこと

プログラムで/ 代表的なのは雇用リスクに對する雇用保險や健康上のリスクにかかわる疾病·勞災保

は特筆すべき出來事である0 他方/ 社會保障支出と財政の關係でみたように/ この間の財政支出の擴

險である0 そして/ 社會保險型は政府部門を肥大化する恐れはなく/ 市場主義にコンシステントなプ

大は通貨危機發生後の大量の失業者と貧困問題に對して社會保障制度が機能不全であったこと/ それ

ログラムである0 社會保障プログラムが長期構造的な生活水準の低下に對應するものであるのに對し

に對應するための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の整備という側面を無視できない0 さらに/ IMFの

て/ ソ:シャル·セ:フティネットはナショナル·ミニマム以下への一時的な低下に對應するもので

管理下で社會保障プログラムの擴充をともなう改革の余地は狹められていた事を無視できない0 こう

ある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先に/ 社會保障改革と社會保障支出の關係において確認したように/ 一つは/ 韓國の社會保障制度

26) 韓國財政當局とIMFとの協議內容については企畵豫算委員會·豫算廳(1999)を參照0
27) 朴年厚(2002: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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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よって前政權との差別化をする强い意思が含まれている0

は社會保險中心の制度であること/ つぎに/ 金大中政權下で社會費が增大したがその增加要因は/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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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に/ 社會保障改革と社會保障支出の關係において確認したように/ 一つは/ 韓國の社會保障制度

26) 韓國財政當局とIMFとの協議內容については企畵豫算委員會·豫算廳(1999)を參照0
27) 朴年厚(2002: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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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實的福祉_
政策を實踐した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0
した狀況の中で/ 金大中政權は
最後に/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の導入と關連して付言しておく0 1988.89年改革/ そして金泳三政
權下の社會保障改革においても國民の基礎生活保障が議論の俎上に上るもののそれを實現するまでに
は至らなかった0 その原因として南北關係がその背景にあるものと推測される0 一般會計歲出に占め
る國防費が最大の費目を占めていたことに示されるように/ 韓國政府にとって對北關係は最優先事項
に他ならない0 東歐·ソ連の解體後/ 北朝鮮の體制の行方に關心が注がれた0 韓國では1990年代に東

武川正吾/ キム·ヨンミョン編(2005).『韓國の福祉國家·日本の福祉國家』
, 東信堂0
廣井良典·駒村康平編(2003).『アジアの社會保障』
, 東京大學出版會0
深川由紀子(1998). 「金泳三政權下の規制緩和: 危機への禍根を殘した政策推進」
, 『民主化以降の韓
國』
, 財團法人國際問題硏究所0
兪和(1994).“韓國の社會保障制度と財政”
, 林健久·加藤榮一編,『福祉國家財政の國際比較』
, 東京大
學出版會0

西ドイツ統一にともなう西ドイツの財政負擔に關する硏究が活發に行われた0 當然/ 北朝鮮の體制崩

兪和(2001).「危機の韓國經濟」
,『世界』
, 3月號0

壞にともなう韓國の財政負擔を試算するためである0 假に/ そのような事態に至ったならば/ さまざ

國民年金制度改革企畵團(1997).『全國民年金擴大適用のための國民年金制度改革』
0

まな財政負擔が豫想されるが/ 北から發生した大量難民にかかわる經費負擔が增大することが容易に

高敬煥他(1998).『OECD基準に基づく韓國の社會保障費算出に關する硏究』
, 政策報告書98-1, 韓國

想像される0
金泳三政權下で國民の基礎生活保障に關する制度改革が議論されながらその導入に躊躇せざるをえ

保健社會硏究院0
高敬煥他(2000).『韓國の社會福祉支出推計:1990-2001』
, 政策報告書03-36, 韓國社會保障硏究院0

なかったのは/ 金泳三大統領が北朝鮮の
^早期崩壞_
論に傾斜していたためではないだろうか28)0 それ

高英先(2002).『韓國の財政統計』
, 硏究報告02-01, 韓國開發硏究院0

に對して/ 金大中大統領の
^三段階統一論_
に基づく對北政策は/ 當面する第一段階では/ ニ國家/ ニ

企畵豫算委員會·豫算廳(1999).『韓國の財政1999』
, 每日經濟新聞社0

體制/ ニ獨立政府のもとで/ 分斷狀況を平和的に管理することが中心的課題となり/ それによって/

金淵明編(2002).『韓國福祉國家性格論爭Ⅰ』
, 人間と福祉0

韓國內における政策選擇の幅を廣げることが可能となったのである0

文亨杓(2000).『財政運用の懸案問題と改善方向』
, 比峰出版社0
朴年厚(2000).“社會統合のための社會安全網構築”
,『保健福祉フォ:ラム』
, 第40號0
朴年厚他(2000).『基礎保障體系比較硏究』
, 硏究報告書02-11, 韓國保健社會硏究院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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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은 부동산시장에서 공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도구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토지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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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비축은 단기목적과 장기목적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둘째, 대상토지를 결
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준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셋째, 토지비축시스템에 있어 바람직한 조직 및 관리운영체계는
무엇인가? 넷째, 토지의 매입과 관리에 있어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토지비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토지비축제도에 있어 중앙정부
와 경기도의 역할 및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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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As the embryonic period of land banking system in Korea, many hurdles that must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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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2009년은 우리나라에서 토지비축사업이 시작된 원년으로, 정부에서는 토지은행(Land Bank)을 설
립하고, 토지비축을 실행해나가기 위한 관련제반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으나, 비축대상토지, 재원조
달,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공적개발수요의 충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
는 토지비축의 근본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토지비축제도의 운용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토지비축은 당면
한 사업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토지비축을 시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토지수급조절의 목적으로 장기적
으로 토지비축을 시행해야 하는가? 둘째, 어떠한 기준에 의해 비축대상토지가 결정되어야 하는가? 셋
째, 토지비축을 위해 바람직한 조직 및 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넷째, 토지를 매수하
는 방식과 비축된 토지를 관리하는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등이 토지비축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제시된 모든 문제들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집행하고 관리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토지비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차원에서 토지비축의 목표를 정하고 국토전반에 관한 토지
비축의 메인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만, 각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광역도
시계획 등에서 설정한 토지계획 및 장래수요를 무시하고 토지비축의 대상을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물론 지역의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적 정책집행을 위한 토지의 비축은 중
앙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지역에 국한된 토지수요까지 관여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며, 재정소요 및 관리상의 부담이 따라오게 된다. 이제는 토지비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2007년 기준 경기도 전체면적 10,183.9㎢에서 경기도의 공유재산 면적은 3.67% (374.6㎢), 활용가
치가 높은 잡종재산의 면적은 0.028%(2.9㎢)에 불과하다. 2007년 기준 잡종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전체 필지수는 2,908개이고, 면적은 288만㎡이다. 지목별로는 답 26%, 임야 17%, 전 16%, 대지
6%, 기타 35% 분포를 보인다. 경기도의 잡종재산은 2007년 현재 필지수가 2,908개로 2006년 대비
239개 필지가 늘어났지만, 면적은 2006년 대비 8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잡종재산 평가액 역시 2006년 대비 252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수익사용
이 가능한 잡종재산이 적극적으로 개발·활용되기보다는 매각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비축의
시급성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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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정부가 토지비축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 및 논리를 제공하고, 현행 토지비축제도에서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방향정립과, 경기도의 자체적인 토지비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타 연구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토지비축제도가 시행되
기 전의 이론적 탐구에 그친 경향이 있고, 토지비축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다면적인 각도에서 분석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에서는 토지비용의 지속적 상승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공익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
비축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법률 제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비축토지”
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로,“토지은행”
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충원(2008)은 토지비축이란 토지를 매입·관리·공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
며, 김상용(1992)은 이를 확대 정의하여, 장래의 공공사업,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토지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적으로 소유하였다가 필요할 때
이를 활용하는 제도이며, 이는 공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시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신탁하는 등 활
용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토지비축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왔는데, 용지보상비 절감을 통한
공적 개발수요의 충족,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 제거,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를 통한 토지 부의 형평적 분배(서순탁, 2008; 서충원, 2008) 등을 토지비축의 기본적 목적 및 필
요성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유도를 통한 도시성장패턴규제(서충원, 2008),
통일을 대비한 토지관리수단의 확보(허재완, 1996), 지식기반산업화에 따른 토지공급의 원활화(정수
연, 2005) 등이 언급되고 있다. 송미령·박시현(1999)은 우량농지 보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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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정전(2006)과 박헌주(1998)는 토지비축 시행에 있어 문제시될 수 있는 사항들로 막대한
토지매입비 부담, 관리문제, 개인의 불법점유 문제, 지가상승 등을 지적하였다.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토지비축은 비축의 목적에 따라 장기적 목적의 일반토지비축과 단기적 목적의
특별토지비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토지비축이란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의 성장관리,
지가조절, 자본이득환수, 토지이용규제 같은 포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개발지 및
미개발지를 매입·보유·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토지비축은 도시 재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주
택·녹지공간, 산업단지 개발, 공공시설을 위한 사전매입 등 특정목적을 위해 토지를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순탁(2007)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목적의 시장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는 사실상 전무하여, 토지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극히 제한
적이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토지이용규제 등의 계
획권한과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과 등의 과세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혼합(policy mix)
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에서는 토지비축 재원조달 방안의 다양화, 비축토지 관리방안
의 확보, 선매제도의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김현수, 2005; 허재완, 2005; 이삼수 외,
2007 참조).
선행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토지비축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문제점, 활성화방안 등 다양
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토지비축제도의 각 구성요소들을 연계한 종합적인 분석이 시행되
지 않았다는 점과, 지자체 차원의 토지비축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
점과 대안들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토지비축방안에 대해서
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
체차원의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한 5개의 과제들을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해보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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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지비축제도의 이슈분석
1. 토지비축 기간
김해룡(2008)은 토지비축의 시점을 구분하여, 첫째, 당해 토지가 지리, 경제적 위치, 특성 내지 면
적 등에 비추어 향후 공공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구상되지 아니한 토지
를 매입하는 것, 둘째, 어떤 사업의 단순한 구상단계를 넘어서 최소한 입지선정을 위한 정도의 구체적
인 토지활용계획이 제시될 수 있는 시점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셋째, 특정한 사업계획이 사업시행
자에 의해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을 받은 시점에서의 토지매입 등으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의 경우는 계획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실제적 진행을 위한 토지매입으로써 토지비축이라고
칭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앞의 두 경우를 토지매입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비축은 시
점에 따라 장₩단기적 관점의 토지비축으로 분류된다.
장기적 목적의 토지비축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는 지역을 선정하여 충분한 양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적기에 저렴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토지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토지가 비축될 수 있다면, 정부의 정책이 의도한대로 토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하지도 않을 토지를 선 매입함으로
써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손실이 예상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수요에 대한 비용을 일부 할애하
여 토지를 비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단기적목적의 토지비축은 확정된 당면사업에 대해 대상토지를 매입한다는 점에서 토지비축
및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재정집행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며, 도로 등 인프라의
경우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해야하므로 기존의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매입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토지비축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된다는 신호로 간
주될 수 있어, 실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SOC용지 및 산업용지 등 입지선정을 위한 정도의 구체적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의 비축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상은 도로(국도, 민자도로), 철도 등 정부가 시행하는 SOC사업과 저가의 장기임
대산단용지 등이며, 지가상승이 예정되고, 일정기간 내 토지수요가 가시화되는 용지 등이며, 비축시기
와 관련해서 SOC용지는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시기에 비축하고, 산단용지는 개발예정지 및 개발가능
지까지 비축하도록 하였다(서충원, 2008).
국토해양부는 토지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사업별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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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사업부터 탄력적으로 비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축대상토지 2조7천억을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개발이 예정된 토지나 공람공고, 지구지정이 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매입이 얼마나 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 어떤 면에서 토지비축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주변 시세를 자극하여 투기적인 움직임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상적으로는 이삼수 외(200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충분한 양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 발생 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토지수급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
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당면한 사업들에 소요되는 예산운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비축의 본질적 목표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단기적 목적의 토지비축을 병
행해야한다고 판단되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 목적의 토지비축은, 첫째,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입지선정을 위한 단계에서의 정보의
유출을 최소화해야하며, 보상비 상승을 노린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
로,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
획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하도록 규정하여, 투기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15
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의 공고를 모든 공익사업에 예외 없이 하도록 하여
행위제한의 기산점으로 삼고자 하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유일한 기준이 되야 한다.
둘째,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매수를 통한 토지의 선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용방식은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협의매수방식은 민주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현 시대에 걸맞은 매수방식이
다(허재완, 2005; 이삼수 외, 2007). 일률적으로 수용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더 들
겠지만, 과거 일정기간 동안(ex. 1년) 토지가격 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으로 협상을 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김용창, 2008).
마지막으로, 단기목적의 토지비축만을 시행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토지비축은 개발이
다’
라는 신호를 주게 되므로, 장기목적의 토지비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꼭
단기적인 개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적 목적의 토지비축은, 첫째, 비축한 토지에 대한 임시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매각과 임대 등 수익요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토지비축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며, 한정된 정부의 예산에서 토지비축을 위해 많은 재원을 할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출자금이나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 외에 금융기관 융자, 채권발행, 부동산금융(ABS,
REITs 등),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토지비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서, 매도 및 매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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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해 실제 토지 거래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
요하며, 매입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등의 감면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대상 및 선정기준
토지비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토지를 비축하느냐이다. 비축대상토
지로는 매입이 용이한 토지와 장래에 개발수요에 대비한 토지로 나눌 수 있다.
매입이 용이한 토지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미군반환공여지, 도시 내 철도 차량기지 및 철도부지,
고속도로 인근부지 및 고가도로 상부, 한미FTA 등 농업부문의 개방과 관련한 농지 등을 들 수 있다
(김태경 외, 2008). 권원용(1997)은 개발압력이 있는 보존지역을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국유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김일태(1986)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모든 토지를 국₩공유화하여 사적 재산권 제한의 문
제를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발잠재력이 높은 매립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입이 용이한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요가 집
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선매입하여 토지의 수급을 조절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장래 수요에 대한 예측은 광역적개발이 진행되는 중심축과 방향, 지역별 또는 시₩군별로 향후 시가
지의 확장 강도나 방향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인구특성 및 주택가격 등 사회·경제학
적 변수들, 사업의 규모에 따른 대규모 가용지의 필요여부, 통근통행량, 주거유형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토지비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집행을 위한 토지비축 역시 필요하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소득수준 등도 토지비축의 기준
이 될 수 있으며, 도시의 재정적 자립도를 통한 개발의 용량(capacity) 파악도 중요하다.
낙후지역에 대한 토지비축 역시 필요하다. 특히, 낙후지역의 경우, 저비용으로 많은 양의 토지를 매
입할 수 있으므로, 20~30년 정도의 장기계획수립을 통해 토지를 선매입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기도에서 포천, 연천, 동두천 등 현재는 낙후되었지만, 통일이후 개발압력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은 그 활용가능성이나 효과가 클 것이다(허재완,
2005).
엄수원 외(2003)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토지비축 또한 필요하다. 특히,
시₩군 또는 시₩도 경계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광역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행정구역 개편안이 대두
되는 시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토지비축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토지를 비축하느냐는 토지비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허재완(2005)은 토지비
축 추진 시 어느 정도 규모까지 비축량을 확보해야 비축제도가 추구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인지는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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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스웨덴의 경우는 개발후보지의 60%, 싱가포르는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토지비축 규모의 문제는 재원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삼수 외(2007)는 장기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전체규모 추산이 가능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매입
가능한 최소한의 비축규모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장기적으로 충분한 양의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의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유발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발후보지로 선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입지별 수요와 가용토지공급량 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축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절한 양을 비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토지비축 우선순위를 결
정하기 위한 요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하며, 수요발생에 따라 필요한 토지공
급량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3. 조직 및 관리체계
토지비축제도의 운영조직은 10년 종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등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비축
심의위원회, 취득·관리·공급 실행계획 등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국토해양부, 토지비축의 취득·
관리·공급 등을 담당하는 토지은행으로 나누어진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의 차관, 산림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시₩도지사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계획수립에 있어 시₩도지사나 기초지자체장 등이
참여하지 못하는 체계이다. 다시 말해,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정부 내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기
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을 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하
여 계획수립에 참여시키거나, 서충원(2008)이 주장한대로, 토지비축심의위원회와 운영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토지비축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수급조사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모든 국회에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위임을 통해 보다 투
명한 절차를 거쳐 토지비축이 관리·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사업시행자 등의 신청 및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토지비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토지비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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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단기적인 사업보다 중장기적인 사업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삼수 외,
2007).
토지은행은 비축대상토지에 관한 조사, 비축대상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매매에 응하니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절차의 진행, 비축토지의 관리 그리고 향후 적절한 공적 이용자에
게 비축토지를 양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토지확보 및 개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행정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한국토
지주택공사가 토지개발업무만 전담하고, 토지비축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공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지
만, 토지정보의 획득, 보전, 개발대상토지의 취득 등은 토지주택공사의 고유한 사업으로 공적개발을
요구하는 토지에 대한 비축사업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토지주택공사가 두 가지 업무를 모
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해룡, 2008). 기본적으로 토지의 비축은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
다. 토지를 비축하는 목적이 현재의 수요는 불분명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요에 대비한 장기적 토지비
축만이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의 분리가 가능하지만, 중·단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개발과 토지비축이
상호 연동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관계로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비축활동은 각 지자체의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비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해당 지자체에 위치해 있으며, 각 지자체 나
름대로의 지역의 장기적 성장관리에 대한 계획과 구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비축은 가급적이면 지
자체의 장기적 계획실현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연계되어야한다.

4. 매수 및 관리운영방안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비축은 선매제도보다 훨씬 수월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
체적인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정부 또는 개발사업행위 자
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상승에 대해 원주민에게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에 따른 편익을 원
주민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시될 수 있다(Garnett, 2006). 보상에서 삼는 가치는 공정시장가치로
서 피수용자가 입는 실질적이지만 주관적인 침해에 대해서 배제하기 때문에 피수용자 입장에서 공정
시장가치는 불충분한 보상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김용창, 2008).
허재완(2005)은 일반인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국가 및 공공단체가 조금씩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전제하며, 토지비축에 있어 선매제도의 적절성을 주장하였다. 김현수(2005)는
선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투기요인을 배제한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투기적인 수
익권을 제한하며, 공공이 선매권 행사를 통해 공적토지보유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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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에 의한 개발이익환수기능의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서충원(2008)은 협의매수방식으로는 토지의 취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토지은행의 수용권 확
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의매수는 토지보상법 및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매입에 제약이
있고, 이전비, 이농비 등의 간접보상 및 재결신청 등 권리구제 적용도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수용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인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해룡(2008)은 토지비축사업단계에서 대
상토지에 대한 구체적 공공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제안되지 않은 경우,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칙 및
공용수용의 요건에 관한 법리에 따라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고 설명하였다.
이삼수 외(2007)는 특정한 공공목적 없이 장래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추상적 목적을 가지고 토
지를 비축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절차법상 요구되는 상세한 개발계획 작성의 어려움으로 개발계획에
근거한 보편적인 수용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실거래가 기준의 선매협의제도와 당사가 간의 계약에
의한 협의매수, 토지비축기관에 대한 국₩공유지 이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수용보
상제도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 및 제도개선을 통해 엄격히 시행된다면, 선매 및 협의
매수에 의한 토지취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열거한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입 의뢰를 유도하는 선매에 대한 매도·매입자의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의 세
금감면을 통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목적의 토지비축의 경우, 당면한 개발사업에 용이
한 면적규모, 형태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비축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경우, 선매 및 협의매수에 의한 토
지취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용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인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불가피한 수용보상의 경우, 개별법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보상기준과 행위제한 등을 통일적으
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상대상기준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상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로 보상평가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정희남 외, 2008). 또
한, SOC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지방식의 활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
토지비축의 소요재원규모는 시기별, 소유유형별로 산출될 수 있으며, 토지선매의 경우, 기존 공시지
가 기준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협의가 가능하므로 가장 현실적인 매입가격이 된다. 그러나 현 단계에
서는 매입가격을 산정하기엔 구체적인 매입대상 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자료를 이용
하여 재원규모를 산정하면 될 것이다(이삼수 외, 2007).
비축된 토지를 공공정책 용도로 개발하거나 재매각할 때까지의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토지비
축제도는 공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거나 신탁하는 등 취득토지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내용까지
를 포함하는 것으로(허재완, 2005), 토지비축에 소요된 막대한 재원을 상쇄하기 위해 비축토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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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활용방안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서충원(2008)은 산단 가용지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제공하거나 토지공사에서
임대산단 중심의 개발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농지의 경우는 실제 개발에 착수할 때까지 농촌
공사에 위탁하여 영농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비축제도의 선진국인 스웨덴과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공공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비축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에 있어서 공적영역으로
제한하고 주택과 건축물의 사용권만 분양하는 구분지상권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토지의 매각을 통해 얻는 수익과 지대수입 등 부대수입의 합이 투입된 재원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원집행과 조달, 회계에 있어 장기적인 토지 및 자금수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토지거래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비축토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5.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자체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지방세법」제 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받은 부동산 수익,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익, 토지채권의 발행금 등이 있다(이삼수 외, 2007).
사업초기에는 정부 재정지원과 토지비축기금 등의 자체조달수단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부출자금 증액, 정부재원인 국민주택기금,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의 투₩융자로 구성
되며, 자체재원조달수단으로서는 금융기관 융자, 채권발행, 부동산금융, 해외자금 차입 등 자본금융
시장의 활용방안과 비축토지의 임대 및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주현, 1999; 김현수, 2005).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또한 토지비축의 재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회계의 설치목
적은 토지의 비축·개발과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으며, 주요재원은 개발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은 토
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50%가 전입되고 나머지 50%는 토지가 속하는 자치단체에 귀속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부채납된 토지매각대금 및 임대료, 토지개발채권의 발행 등으로 재원이 마련
되고 있다. 허재완(2005)은 이 회계에 전입되는 자금의 원천이나 성격으로 보아 이들 자금은 국₩공유
지의 비축 및 관리자금으로 과감하게 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허재완(2005)은 재원조달의 다양화를 위한 민간자금 활용의 필요성을 전제하며, 비축토지의 적극적
인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담보로 민간자본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주현(1999)와 이삼수 외(2007)는 효율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자본·금융시장을 통한 사업방
식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조주현(1999)은 선진 외국에서 보편화된 Mortgage의 유동화 및 Pool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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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MBB, MBS, CMO)1)의 발행을 통한 부동산 자금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
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출처와 돈의 흐름이 불분명한 파생상품의 역기능
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공공목적의 토지비축을 위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삼수 외(2007)는 토지비축 주체의 자체조달방안으로서 자본·금융시장을 통한 사업방식으로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 PFV(Project Finance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
자회사), 금융협약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들의 경우,「간접투자자산운용
법」
상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나눌 수 있으며,「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REITs 등이 있다.

IV.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방안

앞의 분석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의 수요를 고려한 토지비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수요에 따른 단기적 목적의 토지를 비축할 것인가 하는“토지비축의 목적에 관한 문제”
, 비축의 목적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토지를 비축하느냐 하는“토지비축의 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문제”
, 토지비축은 어떠한 조직에서 어떠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실행하는가하는
“조직 및 관리체계의 문제”
, 토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저렴하게 매입하고 비축된 토지에서 수익을 창출
할 것인가를 다루는“매수방식 관리운영방안에 관한 문제”
, 마지막으로, 토지비축과 관련된 재원을 창
출하고 관리하는“재원조달방안”등을 다루고 있다.
앞의 다섯 개의 이슈들은 토지비축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이며, 본 연구에서 목적하
는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들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MBS(Mortgage-Backed Securities)는 저당담보증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Mortgage-Backed
Bond), 원리금자동이체증권(MPTS: Mortgage Pass-Through Security), 지불이체채권(MPTB: Mortgage Pay-Through Bond),
다계층증권(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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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기도 토지비축시스템 구축의 구성요인

토지비축
목적

대상 및
선정기준

조직 및
관리체계

매수 및
관리운영

재원조달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

그러나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방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왜 우리나라의 토지비축제도가 중앙정부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논해볼 필요가 있다. 토지비축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적 개발
수요의 충족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 시장조절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한 토
지부의 형평적 분배 등 대부분 국가적인 어젠다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토지비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인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세대간 토지부(富)의 분배라는 측면은 당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지역차원에서 고려하기 힘든 요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차원의 토지비축을 논의하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한 토지비축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와의 연계된 정책집행이 필
요하다. 지금까지의 국가계획은 다양한 공적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대표적
인 사례로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공사업들의 목적은 타당하며 일견 필
요한 정책의 실행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실행이 과연 지역의 계획과 성장에 관한 구상과 부합되
느냐의 여부다. 중앙정부의 계획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완신·김태경(2009)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국민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과 수요가 괴
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오직 가용지가 있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고 정책을 실행해왔다
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짚고넘어가야할 문제는 정부의 재정 및 운영상의 부담을 분담해야할 필요성이다. 최근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재정적 적자 문제만을 보더라도 지자체의 계획유무를 떠나서 신도시개발 등 지역의
공공개발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벌이면서 초래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정책의 집행은 그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쉽게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사사키 마사
유키(2002)가 언급했듯이 개발이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내발적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
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토지수급을 해당 지자체가 계획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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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비축은 전반적인 토지정책의 틀을 물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도 연
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나름의 토지이용계획과 장래에 대한 성
장관리구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토지비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복투
자 및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며, 국토전반에 걸친 광역적 토지이용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비축을 시
행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이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 현재 경기도의 공유재산면적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3.67%에 불과하여, 자체적인 토지수급조절
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택·산업관련정책을 펼쳐나가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기도가 주체
가 되는 토지비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 하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뒤따라가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반면, 장기적 토지비축계획을 통해 경기도 주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성격의 토지이
용구상을 마련한다면, 경기도의 주체적인 공공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 중
앙정부가 각종 특별법을 통해 지역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토지에 대한 대규모개발 등을 수행해왔
다는 점에서 경기도 자체적인 토지비축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행 토지은행과 관련된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모든 공익사업은 각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시행
되고 있지만, 모든 공익사업이 토지공사의 간섭을 받아야하며, 공공개발사업 시행자보다 토지주택공
사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도, 토지주택공사가 비축
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법 제8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장과 다른 공공기관 장이 빠져있는 것은 지
역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관리의 책임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다. 그러나 민선시대에 있어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포함될 경우, 토지비축이 정치
적 목적에 활용될 여지가 존재하고 지역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참여보
다는 도지사의 위촉으로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 위원회와 도
지사간의 협의 절차 및 토지비축계획수립시 경기도 의견 청취절차 확보, 시₩군의 비축요청자료가 경
기도를 거치는 단계에서의 의견개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경기도가 직접 토지비축을 수행할 경우,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는 수도권정
비계획법에 의한 대학·공장 등의 총량규제를 받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
용한 용도분석과 함께 정확한 수요의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로 인해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민원해소차원의 토지비
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축된 토지에 대해 향후 경기도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규제해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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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대지로만 국한되고 있는 매수청구를 장기적인 계획하
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수
도권 규제완화와 개발여건이 완화될 시 비축된 토지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비용을 할애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물론 국₩공유지 자체를 토지비축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장래에 전혀 활
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토지비축의 재원을 쏟아 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토지비축을 시행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매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비축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허재완(2005)은 국₩공유지
의 비축을 위한 재원으로 지방채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유지비축에 따른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일본의 경우, 모든 자치단체들이 공유지 취득재원의 40%이상을
지방채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토지가 아닌 장래의 수요에 대비한
토지비축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자본·금융시장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해보면, 손실발생시 사업부지의 현물배당이 가능
하며, 토지수용에 유리한 금융협약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고려할 때, 재무적
투자자들이 다원화되고 지역사회에 좋은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점에서 SPC방식이나 PFV방식
이 보다 적합하며, 이 중에서는 PFV방식이 법인세, 취₩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유
리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이삼수 외, 2007)를 참조하여, 재원조달의 규모에 따른 경기도의 토지은행
설립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과 같이 자금규모에 따라 토지은행의 설립방안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토지은행을 설립하는데
있어 세 번째 이슈인 조직 및 관리체계 이슈에서 언급했듯이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
해 토지비축 및 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출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토지비축은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수행하여 중·단기적 개발과 토지비축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비축 규모에 있어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막대한 채무규모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아직 사업규모나 능력면에서 가용성이 크지 않은 경기도시공사임을 고려할 때, 500억이
하의 소규모 토지비축을 기본으로 단기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민자도로 등의 토지비축을 우선적으
로 시행하고, 잉여자금을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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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기도의 토지은행 설립방안(예)
재원조달

설립방안

특성

장점

단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은 일정부분 자금을 출자하
여 상법상 토지은행을 설립
·설립된 토지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비축자금을
대규모
(2000억
이상)

상법상
토지은행

융자 후 각각의 비축토지에 투자
·PFV사업방식으로 하며, 투자자금은 자산운용사에 위
탁하거나 설립하여 운용
·토지비축 운용수익은 토지은행으로 귀속되며, 운용수
익 중 일부를 재무적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자금

·체계적 비축사업
운영 가능
·지속적인 사업이

·설립기간이 오래
걸림

가능하며, 효율

·경영리스크 존재

적·전문적 운영

·고비용 문제

가능

은 주주들에게 배분
·경기도는 토지비축운용을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운용
사항에 대한 약정을 맺음
중규모

금융기관

(500억~

토지은행

2000억)

위탁

·토지은행의 토지비축사업부는 재무적투자자들로부터
재원조달을 받으며, 토지비축사업을 직접 수행
·사업방식은 규모에 따라 선택가능
·토지비축 운용수익은 토지은행으로 귀속되며, 토지은

·지속가능한 조직
·전 문 적 · 효 율 적
운영가능
·사업리스크 적음

이 아니므로 사업
의 장기간 영속성
이 끊길 수 있음
·고비용 문제

행은 운용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남
은 금액은 약정에 의해 관리
·경기도 또는 경기도시공사 내 토지비축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하나의 사업부를 조직 구성
소규모
(500억
이하)

·토지은행의 토지은행사업처는 예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매년 토지비축 특별예산을 할당받거나 채권발행을 통

토지은행

해 토지비축사업을 직접 수행함
·사업방식은 규모에 따라 선택가능

·짧은 시간에 운영
가능
·조직의 연동성
·저비용

·토지비축 운용수익은 경기도로 귀속되며, 토지은행 사
업처는 운용수익 광특회계2)에서 관리됨

효율성 적음
·비축사업이 장기
적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이라 수익성 악화
우려

자료 : 이삼수 외(2007),“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164-169 재정리.

달과 관리적 측면에서 경기도의 토지비축은 단기적 목적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토지비
축의 형태는 장기목적의 시장 수급조절용 토지를 비축하는데 분명 한계가 존재하고, 환경적 측면이나
세대간 토지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토지비축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
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비축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시장의 높은 토지가격이 걸림돌이 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이처럼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토지비축을 본격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을 정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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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야하는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 경기도의 주체적인 공공정책수립에 있어 토지는 가장 필요한 정
책집행의 수단이며, 토지비축은 향후 도시의 성장관리에 대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는 것이다. 또한, 국토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계획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경기도 자체의 토지비축제도 실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은 지
금 당장 토지비축의 궁극적 목적을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미
래도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Ⅴ. 결 론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주도적인 공공정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판단된다.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토지비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초기의 제도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경기도의 성장관리 구상 및 각 지역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자체
적인 토지비축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특정 시나 지자체가 토지비축제도를 주도하
거나 최소한 주요 주체로서 토지비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토지비축을 지
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거나 토지비축을 위한 지방세의 징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자
체적인 공공법인을 만들고 자체적인 재원조달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정책의 수행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주도적인 토지비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비축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보면, 토지비축의 목적은
장래의 공적 개발수요 충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서, 토지비축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 관리, 재정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별 수요와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비축해나가야
한다. 특히, 수립된 계획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개발 등 특정목적에 따라 흔들리면 토지
비축의 의미가 그만큼 반감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토지비축을 지원해야 하며, 토지매수에 있어 선매에 대한 매입·매도자의 양
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의 세금감면을 통해 협의를 통한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해야 한다. 국고지원의 형태로는 광특회계의 주요재원인 개발부담금 중 토지가 속하는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는 부분을 경기도의 국₩공유지 비축 및 관리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나, 정부의 특별회계나 기금이 축소되는 추세이며,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해당부처들의 반
발이 예상되므로, 이와 함께 토지비축에 대한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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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토지비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관
리·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지자체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 역시 자체적인 재원조달방안으로써, 지방채 발행과 자본·금융시장을 통한 SPC, PFV, 금
융협약방식 등의 사업방식과 투자신탁, 투자회사, REITs 등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등의 활용 등을 검
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토지은행 설립방안은 재원조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규모(500억 이하)의
경우 경기도 내 토지은행의 설립, 중규모(500억~2000억)의 경우, 금융기관 토지은행 위탁, 대규모
(2000억 이상)는 상법상 토지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재원조달의 규모는 토지비축의 정책목적과 수
요, 그리고 경기도의 재정집행능력을 검토한 후에 결정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
야 한다.
현행 제도에 있어 배제되어 있는 경기도의 참여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도지사가 해당 지
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여 민간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 둘째, 토지비
축심의위원회와 도지사와의 협의절차 및 토지비축계획 수립 시 경기도 의견청취절차의 확보, 마지막
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비축요청자료가 경기도를 거치는 단계에서의 의견개진 등이 있다. 경기
도의 토지에 자체적인 개발 구상계획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비축토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개발예정지
역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도가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을 시점별로 나눠보면,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토지은행제도
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역별 비축토지현황 및 현재 수요 등에 관한 토지수급조사 자료협조를 통해 제
도가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 경기도가 참여하여 지역의 의견이 정책에 반
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토지비축을 시행하기 위한 우선비
축대상토지 분석, 조직체계 구축, 재원조달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와
별도의 토지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국토계획의 틀 내에서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광역SOC 건설사업, 산업
단지 육성사업 등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환경보존을 위한 토지비축을,
경기도는 지역특성화 사업, 지역수요에 따른 택지확보, 간선도로 건설,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토지비
축으로 용도를 구분해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중앙정부 단독으로 토지비축을 시행하게 될 경우, 비축된 토지의 사용에 있어 경기도가 배제
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 때, 관리측면에서 해당지자체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에 비해 어려움이 예상되
므로, 국책사업 등 특수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토지비축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합
리적이다.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비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적인 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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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목적만을 위한 토지비축이 투기수요에 의한 시장의 불안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모두 개발용도 뿐만 아니라 보존목적의 토지비축 역시 병
행하여 시행함으로써 별도의 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토지비축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민선시대를 맞아 단기간 정책을 집행하는
단체장들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수반되는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당위성을 느낄 수 있
는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불특정 토지에 대한 장기적 토지비축이 이상적이지만, 특정사업을 위한
단기적 목적의 토지비축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따라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민자도로 등 SOC사업을 위한 토지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우
선적으로 비축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으로 지방채를 갚고, 잉여자금을 통해 다른 토지의 비축을 시행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의 달성과 동시에 사업 자체를 통해 토지비축재원을
축적해가는 선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사업지 주변으로 투기성자본이 몰릴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사업 시 충분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면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토지를 비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발자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형태로 주변지역의 토지매입
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토지까지 매입하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사
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문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토지비축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한 논
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개괄적
인 연구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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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黃海地袴的中攻山東侮韓攻格上合作

範 振 洪*

在環黃海地袴的格上合作中, 中韓格上合作居于擧足輕重地位0 其中, 山東作爲中攻的格上大省和開放大省屠揮了重要
作用0 山東是中攻各省/ 市/ 自治袴率先侮韓攻開展格上合作的省略, 始終高度重視侮韓攻的合作, 取得了顯著成就0
主要憐現爲:韓攻捲山東的投資屠展較快, 山東侮韓攻的貿易增長迅速, 山東捲韓攻的投資取得初步成效0 芎前, 山東
侮韓攻的格上合作進入了轉型升級的新階段, 雙方應在鞏固屠展原有領域合作的同時, 把提高格上合作的質量和水平放
在突出位置0 主要是:開展構建中韓自貿袴先行袴合作, 積極推進山東半島藍色格上袴建設合作, 加快建設便捷暢通的
攻際通道合作, 進一步加强戰略性新興産業/ 先進制造業/ 節能環保産業和現代農業的深度合作, 努力深化物流合作,
着力頑大旅游合作0

關鍵詞 _ 環黃海地袴, 中攻山東, 韓攻, 格上合作, 政策建議
* 中攻山東社會科學院攻際經濟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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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권에서의 중국 산동과 한국의 경제협력

Ⅰ. 序 論

環黃海地袴的格上合作, 是東亞袴域合作的重要組成部分0 多年來, 特別是近廓年來, 隨着格上全球化
特別是袴域格上一郞化趨勢的深入屠展, 環黃海地袴的格上合作取得長足屠展0 其中, 中韓格上合作居
于擧足輕重地位0 中韓建交18年來, 兩攻格貿關係飛速屠展0 据統計, 18年間, 中韓雙仝貿易額增長30
판 전 홍*

多倍, 年均增長速度達21%, 這在世界貿易史上是不多見的0 2009年盡管受到攻際金融危机的影響, 中
韓雙仝貿易額仍達1562.32億美元, 中攻持樓保持爲韓攻最大貿易琓伴攻/ 最大出口捲象攻/ 最大進口
來源攻和最大外貿順差來源攻地位0 韓攻在中攻的貿易地位也日益重要, 現已成爲中攻第三大貿易琓伴

환황해권 경제협력중, 중한경제협력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산동은 중국의 경제대성과 개방
대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산동은 중국 각 성시,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한국과 경제협력을 시작한
성으로서 시종일관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해 왔으며 괄목할만한 실적을 이룩하였다.
주요 실적으로 한국이 산동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산동과 한국의 무역도 신속하게 성

攻/ 第三大出口捲象攻和第二大進口來源攻0 截至2009年底, 韓攻累計捲中攻投資項目50477憾, 麟際
投資金額446.1億美元, 韓攻爲中攻第三大外商直接投資來源攻1)0 面捲攻際金融危机嚴重食擊, 中韓兩
攻達成1800億人民幣(約38万億韓元)規模的本幣互換協議, 成爲旭手合作共克時艱的良好榜樣2)0 在中
韓格上合作中, 山東作爲中攻的格上大省和開放大省屠揮了重要作用0 据統計, 截至2009年底, 韓攻累
計捲山東投資項目20125憾, 麟際投資金額260億美元, 分別占韓攻捲中攻投資項目總瑠/ 麟際投資總額

장하고 있고 산도이 한국에 대한 투자도 초보적인 실적을 거두었다. 현재 산동과 한국의 경제협력은 모드 전환 업

的40%和58%0 2009年, 山東侮韓攻的貿易額228億美元, 占芎年中韓貿易總額的15%3)0 韓攻分別爲

그레이드 단계에 진입하였는 바, 쌍방은 기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실히 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제협력의 품질

山東第一大外商直接投資來源攻和第一大貿易琓伴0 山東作爲中攻東臨黃海的格上屠達省略, 基礎設

과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施良好, GDP總量居中攻各省/ 市/ 自治袴第三位, 制造業在環黃海地袴占有重要地位, 正在成爲先

주요 조치로는 중한자유무역구 통로 구축 협력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산동반도 블루경제구 건설 협력을 추진

進制造業集聚袴, 具有侮韓攻屠展格上合作的良好基礎和巨大合作玭力, 是中攻侮韓攻格上合作的排頭

하며, 편리하고 원활한 국제통로 건설 협력을 가속화하며, 전략신흥산업, 선진제조업,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산업과

兵/ 先行者和示範者0 芎前, 中攻山東侮韓攻的格上合作進入了轉型升級的新階段, 迫切需要從理論侮

현대 농업 분야의 깊이 있는 협력을 진일보 강화하고 물류협력의 심화와 관광협력의 확대에 전력한다.

麟踐的結合上進行深入硏究0 但是, 芎今的硏究大多注重的是中攻山東侮韓攻格上合作的規模, 而捲提
高雙方格上合作的質量和水平重視不誥0 本文在長期硏究中攻山東侮韓攻格上合作的基礎上, 根据雙方
格上合作面臨的新形勢, 深入硏究中攻山東(以下簡稱山東)侮韓攻的格上合作現狀及問題, 進一步探討
提高雙方格上合作質量和水平的政策建議0 這捲于充分屠揮山東侮韓攻格上合作捲中韓格上合作的帶動
和示範效應, 推進中韓格上合作乃至環黃海地袴的格上合作向更大規模/ 更廣領域/ 更高層次屠展, 具
有重要的作用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어 _ 환황해권, 중국 산동, 한국, 경제협력,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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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韓格貿關係簡拗》
, 2010年2月4日
2) 張園森:《中韓加强袴域合作具有重要意義》
, 新華網2010年5月24日
3) 中攻山東省商務廳:《2009年山東省侮韓攻格貿合作槪拗》
, 2010年2月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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麟踐的結合上進行深入硏究0 但是, 芎今的硏究大多注重的是中攻山東侮韓攻格上合作的規模, 而捲提
高雙方格上合作的質量和水平重視不誥0 本文在長期硏究中攻山東侮韓攻格上合作的基礎上, 根据雙方
格上合作面臨的新形勢, 深入硏究中攻山東(以下簡稱山東)侮韓攻的格上合作現狀及問題, 進一步探討
提高雙方格上合作質量和水平的政策建議0 這捲于充分屠揮山東侮韓攻格上合作捲中韓格上合作的帶動
和示範效應, 推進中韓格上合作乃至環黃海地袴的格上合作向更大規模/ 更廣領域/ 更高層次屠展, 具
有重要的作用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어 _ 환황해권, 중국 산동, 한국, 경제협력, 정책건의
* 중국산동성사회과학원 국제연구소 소장

1) 中攻駐韓攻大使館格上商務參獸處：
《中韓格貿關係簡拗》
, 2010年2月4日
2) 張園森:《中韓加强袴域合作具有重要意義》
, 新華網2010年5月24日
3) 中攻山東省商務廳:《2009年山東省侮韓攻格貿合作槪拗》
, 2010年2月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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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山東侮韓攻格上合作現狀侮問題

<憐 1> 韓攻在山東投資情拗(1989~2009年)
年度

山東侮韓攻地理相近, 文化相通, 格上互補性强, 屠展格上合作具有得天糾厚的穡件0 多年來, 山東堅

金額單位 : 億美元

投資項目瑠(憾)

合同外資額

麟際使用外資額

1989

5

0.05

0.04

1990

12

0.22

0.79

1991

77

0.48

0.16

持把中央關于頑大捲外開放的精神侮山東的省情麟際緊密結合起來, 審時度勢, 刷嗇机遇, 科縯謀琬, 始

1992

185

1.32

0.60

終高度重視侮韓攻的格上合作, 採取了一係列重大的戰略措施, 取得了明顯的成效0

1993

439

6.45

1.38

1994

481

5.27

2.85

1995

509

6.59

3.99

1996

534

15.59

4.84

1997

491

3.22

7.73

1998

342

2.93

5.91

1999

593

4.56

5.28

1. 韓攻捲山東的投資屠展較快
山東作爲中攻各省/ 市/ 自治袴率先侮韓攻開展格上合作的省略, 一直十分重視吸收韓攻投資0 從麟
際情拗看, 韓攻捲山東投資始于1988年, 至今已有22年之久0 韓攻捲山東投資從无到有, 從小到大, 從

2000

1012

9.78

5.67

單一行業屠展到多行業/ 多領域, 從東部沿海地袴逐步向中西部地袴延伸, 取得較大成績0 總的來看, 韓

2001

1251

18.67

8.84

2002

1792

37.01

15.57

2003

2431

45.65

28.40

(1) 韓攻投資雖起步較晩, 但增長較快0 從總郞情拗看, 韓攻比其他攻家至少晩10年來山東投資, 但其

2004

2885

82.11

35.92

屠展之快, 却是少見的0 1988年, 韓攻在山東投資興辦了3家企業, 合同韓資額爲416万美元0 1992年8

2005

3320

113.86

33.85

2006

1755

48.42

37.14

2007

1225

21.40

37.21

0.6億美元, 1996年達4.8億美元, 2000年達5.7億美元, 2002年達15.6億美元, 2007年達37.2億美元,

2008

593

9.87

12.65

年均增長31%0 其中, 2002~2007年連樓6年韓攻爲山東第一大外商直接投資來源攻(地袴)0 由于受攻

2009

401

8.68

12.06

攻捲山東投資具有以下特点:

月中韓兩攻建交后, 韓攻捲山東投資進入一憾快速屠展階段0 据統計, 1992年韓攻捲山東麟際投資額

際金融危机的影響, 2008~2009年, 韓攻捲山東的投資規模有較大幅度下降, 但韓資項目的平均規模(麟

資料來源: 山東省統計局《山東統計年鑒》, 中攻統計出版社, 1990~2009年版；山東省商務廳:《2009年1~12月山東省外商直接投資攻別情
拗》

際投資額)較已往有一定增加, 韓攻投資項目的質量有所提高(見憐1)0 据統計, 截至2009年底, 韓攻累
計捲山東投資項目2.01万憾, 合同韓資額441億美元, 麟際投資額260億美元, 分別占山東累計批准外商

(3) 韓攻投資的袴域主要集中在山東東部沿海地袴, 但有向山東中西部地袴頑展的趨勢0 東部沿海地

投資項目總瑠/ 合同外資總額/ 麟際使用外資總額的33%/ 27%和28%0 韓攻成爲山東第一大外商直

袴旣是山東格上屠達地袴, 也是外商投資的重点地袴0 同樣, 由于地緣關係/ 格上基礎和投資環境等多

接投資來源攻(地袴)0

種因素的影響, 韓攻捲山東的投資80%以上集中于東部沿海地袴的靑島/ 威海/ 烟臺等市0 從山東吸收

(2) 韓攻投資的方式大多爲糾資格營, 其他方式較少0 韓攻在山東的投資方式主要有合資/ 合作和糾

韓商投資的總郞布局看, 靑島/ 烟臺/ 威海三市屠揮了骨干作用, 幷帶動中西部地袴吸收韓資的屠展0

資格營0 在韓攻捲山東投資的初期, 多採用合資/ 合作方式0 隨着中攻利用外資政策的不鉤完善, 特別

近廓年, 韓攻在山東的投資有逐漸由東部沿海地袴向中西部地袴挺進之勢0 特別是韓攻一些大型集團在

是山東投資環境的不鉤優化, 韓商多採用糾資格營方式, 合資/ 合作等方式逐漸癎少0 据我們捲山東省

山東中西部地袴投資興辦的項目, 取得了明顯的格上效益0 這憐明, 山東中西部地袴捲韓攻的吸引力在

靑島/ 威海/ 烟臺三市408家韓資企業問卷調査, 韓商糾資企業達363家, 占89.0%；採用合資方式的37

不鉤增强, 韓攻投資的質量和水平不鉤提高0

家, 占9.1%；採用合作方式的6家, 占1.5%；採用其他方式的2家, 占0.5%4)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範振洪:《山東吸收韓攻投資的現狀/ 前景及捲策》
,《芎代亞太》
2007年第12期

(4) 韓攻投資的行業以制造業特別是勞動密集型加工制造業爲主, 資本/ 技術密集型産業投資增長較
快0 總郞上看, 韓攻捲山東投資行業雖分布廣泛, 但主要集中在制造業0 据有關資料分析, 韓攻捲山東的
投資項目主要分布在交通運輸設備/ 農産品加工/ 紡織服裝和電子設備制造等領域0 近廓年, 隨着中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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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山東侮韓攻格上合作現狀侮問題

<憐 1> 韓攻在山東投資情拗(1989~2009年)
年度

山東侮韓攻地理相近, 文化相通, 格上互補性强, 屠展格上合作具有得天糾厚的穡件0 多年來, 山東堅

金額單位 : 億美元

投資項目瑠(憾)

合同外資額

麟際使用外資額

1989

5

0.05

0.04

1990

12

0.22

0.79

1991

77

0.48

0.16

持把中央關于頑大捲外開放的精神侮山東的省情麟際緊密結合起來, 審時度勢, 刷嗇机遇, 科縯謀琬, 始

1992

185

1.32

0.60

終高度重視侮韓攻的格上合作, 採取了一係列重大的戰略措施, 取得了明顯的成效0

1993

439

6.45

1.38

1994

481

5.27

2.85

1995

509

6.59

3.99

1996

534

15.59

4.84

1997

491

3.22

7.73

1998

342

2.93

5.91

1999

593

4.56

5.28

1. 韓攻捲山東的投資屠展較快
山東作爲中攻各省/ 市/ 自治袴率先侮韓攻開展格上合作的省略, 一直十分重視吸收韓攻投資0 從麟
際情拗看, 韓攻捲山東投資始于1988年, 至今已有22年之久0 韓攻捲山東投資從无到有, 從小到大, 從

2000

1012

9.78

5.67

單一行業屠展到多行業/ 多領域, 從東部沿海地袴逐步向中西部地袴延伸, 取得較大成績0 總的來看, 韓

2001

1251

18.67

8.84

2002

1792

37.01

15.57

2003

2431

45.65

28.40

(1) 韓攻投資雖起步較晩, 但增長較快0 從總郞情拗看, 韓攻比其他攻家至少晩10年來山東投資, 但其

2004

2885

82.11

35.92

屠展之快, 却是少見的0 1988年, 韓攻在山東投資興辦了3家企業, 合同韓資額爲416万美元0 1992年8

2005

3320

113.86

33.85

2006

1755

48.42

37.14

2007

1225

21.40

37.21

0.6億美元, 1996年達4.8億美元, 2000年達5.7億美元, 2002年達15.6億美元, 2007年達37.2億美元,

2008

593

9.87

12.65

年均增長31%0 其中, 2002~2007年連樓6年韓攻爲山東第一大外商直接投資來源攻(地袴)0 由于受攻

2009

401

8.68

12.06

攻捲山東投資具有以下特点:

月中韓兩攻建交后, 韓攻捲山東投資進入一憾快速屠展階段0 据統計, 1992年韓攻捲山東麟際投資額

際金融危机的影響, 2008~2009年, 韓攻捲山東的投資規模有較大幅度下降, 但韓資項目的平均規模(麟

資料來源: 山東省統計局《山東統計年鑒》, 中攻統計出版社, 1990~2009年版；山東省商務廳:《2009年1~12月山東省外商直接投資攻別情
拗》

際投資額)較已往有一定增加, 韓攻投資項目的質量有所提高(見憐1)0 据統計, 截至2009年底, 韓攻累
計捲山東投資項目2.01万憾, 合同韓資額441億美元, 麟際投資額260億美元, 分別占山東累計批准外商

(3) 韓攻投資的袴域主要集中在山東東部沿海地袴, 但有向山東中西部地袴頑展的趨勢0 東部沿海地

投資項目總瑠/ 合同外資總額/ 麟際使用外資總額的33%/ 27%和28%0 韓攻成爲山東第一大外商直

袴旣是山東格上屠達地袴, 也是外商投資的重点地袴0 同樣, 由于地緣關係/ 格上基礎和投資環境等多

接投資來源攻(地袴)0

種因素的影響, 韓攻捲山東的投資80%以上集中于東部沿海地袴的靑島/ 威海/ 烟臺等市0 從山東吸收

(2) 韓攻投資的方式大多爲糾資格營, 其他方式較少0 韓攻在山東的投資方式主要有合資/ 合作和糾

韓商投資的總郞布局看, 靑島/ 烟臺/ 威海三市屠揮了骨干作用, 幷帶動中西部地袴吸收韓資的屠展0

資格營0 在韓攻捲山東投資的初期, 多採用合資/ 合作方式0 隨着中攻利用外資政策的不鉤完善, 特別

近廓年, 韓攻在山東的投資有逐漸由東部沿海地袴向中西部地袴挺進之勢0 特別是韓攻一些大型集團在

是山東投資環境的不鉤優化, 韓商多採用糾資格營方式, 合資/ 合作等方式逐漸癎少0 据我們捲山東省

山東中西部地袴投資興辦的項目, 取得了明顯的格上效益0 這憐明, 山東中西部地袴捲韓攻的吸引力在

靑島/ 威海/ 烟臺三市408家韓資企業問卷調査, 韓商糾資企業達363家, 占89.0%；採用合資方式的37

不鉤增强, 韓攻投資的質量和水平不鉤提高0

家, 占9.1%；採用合作方式的6家, 占1.5%；採用其他方式的2家, 占0.5%4)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範振洪:《山東吸收韓攻投資的現狀/ 前景及捲策》
,《芎代亞太》
2007年第12期

(4) 韓攻投資的行業以制造業特別是勞動密集型加工制造業爲主, 資本/ 技術密集型産業投資增長較
快0 總郞上看, 韓攻捲山東投資行業雖分布廣泛, 但主要集中在制造業0 据有關資料分析, 韓攻捲山東的
投資項目主要分布在交通運輸設備/ 農産品加工/ 紡織服裝和電子設備制造等領域0 近廓年, 隨着中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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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憐 2> 山東侮韓攻貿易情拗(1997~2009年)

兩攻格貿關係的不鉤屠展, 韓攻企業在山東投資的領域不鉤拓寬, 幷呈現向金融/ 房地産/ 航運/ 物流/

金額 : 億美元

倉儲/ 旅游等多元化領域投資的趨勢0 特別需要提及的是, 近年來, 韓攻開始注重捲山東進行集群式/

年度

進出口總額

出口額

進口額

戰略性投資, 一批造船/ 汽車零部件/ 精細化工大項目以及硏屠中心落戶山東0 標志着韓攻捲山東投資

1997

43.96

18.30

25.66

1998

35.07

12.41

22.66

正在格曆由勞動密集型加工制造業爲主向資本/ 技術密集型産業轉變0

1999

42.50

15.79

26.71

(5) 韓攻投資的主郞以中小企業爲主, 大企業投資在逐漸增多0 從總郞情拗

2000

56.65

22.72

33.93

看, 韓攻捲山東投資的主郞爲中小企業, 但近年來, 隨着山東産業攻際競爭力的提升, 韓攻大企業捲山

2001

61.48

25.85

35.63

2002

74.16

32.73

41.43

東的投資步伐加快0 突出憐現爲: 韓攻大企業從過去的
“投石問路”
逐步轉變爲戰略性投資, 産業集群轉

2003

96.39

41.75

54.64

移趨勢明顯0 韓攻前30位大企業集團中大都已在山東投資, 包括韓攻電力/ 三星/ LG/ 現代/ SK/

2004

126.16

55.32

70.84

GS/ 韓進/ 樂天/ POSCO/ 錦湖/ 希傑/ 芹山/ 曉星/ 大宇等大企業集團0 總投資過億美元的韓資企

2005

157.50

65.60

91.90

2006

191.02

87.34

103.68

業主要有: 總投資5.4億美元的靑島麗東化工有限公司/ 總投資4.9億美元的威亞汽車屠動机(山東)有限

2007

216.87

102.06

114.81

公司/ 總投資3.3億美元的三星重工業(榮成)有限公司/ 總投資2.7億美元的靑島浦項不銹鋼有限公司/

2008

254.27

131.30

122.97

總投資1.9億美元的大宇造船海洋(山東)有限公司/ 總投資1.5億美元的曉星鋼紀陸(靑島)

2009

227.95

110.89

117.06

有限公司/ 總投資1.37億美元的希傑(聊城)生物科技有限公司等5)0 這些項目具有規模較大/ 技術含

資料來源：山東省統計局
《山東統計年鑒》
, 中攻統計出版社, 1998~2009年版；山東省商務廳；
《2009年1~12月山東省分洲別市場累計進出口
情拗》

量較高/ 産業帶動性較强的特点, 不僅促進了山東格上的屠展, 而且帶動了更多的韓攻企業特別是配套
生産廠家來山東安家落戶0 例如, 韓攻三星集團在威海市建立了山東三星通信設備有限公司, 帶動了大
量韓攻中小配套生産廠家也遷移到山東, 僅在威海市的韓資配套企業就有20多家, 逐步形成了三星集團
在海外的通信器材生産基地0 這充分憐明, 韓攻捲山東投資的結構不鉤優化0

第一大進出口市場(見憐2)0
(2) 山東侮韓攻的貿易結構郞現了不同的比較優勢0 從總郞情拗看, 山東捲韓攻出口的産品主要是電
器及電子産品/ 汽車零部件/ 服裝/ 紡織品/ 水産品/ 運輸工具/ 机械設備/ 鋼材/ 蔬菜/ 鞋類/ 箱包
等0 山東自韓攻進口的産品主要是汽車零部件/ 電器及電子産品/ 机械設備/ 鋼材/ 塑料原料/ 針織物/

2. 山東侮韓攻的貿易增長迅速

長短纖維/ 生皮及皮革/ 有机化縯品/ 告物燃料/ 金婁制品等0
(3) 山東自韓攻的進口大于出口0 多年來, 山東在不鉤拓展捲韓攻出口的同時, 積極頑大自韓攻的進

山東是中攻最早侮韓攻開展進出口貿易的省略之一0 1988年以后, 特別是1992年中韓建交以來, 山東
侮韓攻的貿易增長迅速0 具郞來說, 主要有以下特点:
(1) 山東侮韓攻的貿易額增長迅速0 据統計, 1997年山東侮韓攻的貿易額43.96億美元, 2000年爲

口0 從近10多年的情拗看, 除憾別年度外, 山東自韓攻的進口不鉤增加, 占貿易額的比重大多爲60%左
右0 1997年山東的貿易逆差爲7.36億美元, 1999年爲10.92億美元, 2001年爲9.78億美元, 2003年爲
12.89億美元, 2005年爲最高達26.30億美元(見憐3)0

56.65億美元, 2004年達126.16億美元, 2008年達254.27億美元, 年均增長17.3%0 其中, 山東捲韓攻
的出口額從1997年的18.30億美元增至2008年的131.30億美元, 年均增長19.6%0 而同期山東自韓攻進

3. 山東捲韓攻投資取得初步成效

口額從25.66億美元增至122.97億美元, 年均增長15.3%0 2009年, 由于受攻際金融危机的影響, 山東
侮韓攻的貿易額爲228億美元, 同比癎少10.3%0 其中山東捲韓攻的出口額110.9億美元, 山東自韓攻的

隨着山東格上的快速增長和企業麟力的不鉤增强, 特別是近廓年捲外開放的日益頑大, 山東積極麟施

進口額117.1億美元0 2009年山東侮韓攻的貿易額占山東進出口總額的16.4%0 2009年韓攻仍爲山東

“走出去”
戰略, 捲韓攻投資有了一定進展0 据統計, 2005年山東核准捲韓攻協議投資總額915.50万美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中攻山東省商務廳:《2009年山東省侮韓攻格貿合作槪拗》
, 2010年2月21日

(中方投資913万美元), 2006年爲466.70万美元(中方投資422.70万美元), 2007年爲842.60万美元
(中方投資635.60万美元), 2008年爲1725.10万美元(中方投資1070.10万美元), 2009年爲2311.39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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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憐 2> 山東侮韓攻貿易情拗(1997~2009年)

兩攻格貿關係的不鉤屠展, 韓攻企業在山東投資的領域不鉤拓寬, 幷呈現向金融/ 房地産/ 航運/ 物流/

金額 : 億美元

倉儲/ 旅游等多元化領域投資的趨勢0 特別需要提及的是, 近年來, 韓攻開始注重捲山東進行集群式/

年度

進出口總額

出口額

進口額

戰略性投資, 一批造船/ 汽車零部件/ 精細化工大項目以及硏屠中心落戶山東0 標志着韓攻捲山東投資

1997

43.96

18.30

25.66

1998

35.07

12.41

22.66

正在格曆由勞動密集型加工制造業爲主向資本/ 技術密集型産業轉變0

1999

42.50

15.79

26.71

(5) 韓攻投資的主郞以中小企業爲主, 大企業投資在逐漸增多0 從總郞情拗

2000

56.65

22.72

33.93

看, 韓攻捲山東投資的主郞爲中小企業, 但近年來, 隨着山東産業攻際競爭力的提升, 韓攻大企業捲山

2001

61.48

25.85

35.63

2002

74.16

32.73

41.43

東的投資步伐加快0 突出憐現爲: 韓攻大企業從過去的
“投石問路”
逐步轉變爲戰略性投資, 産業集群轉

2003

96.39

41.75

54.64

移趨勢明顯0 韓攻前30位大企業集團中大都已在山東投資, 包括韓攻電力/ 三星/ LG/ 現代/ SK/

2004

126.16

55.32

70.84

GS/ 韓進/ 樂天/ POSCO/ 錦湖/ 希傑/ 芹山/ 曉星/ 大宇等大企業集團0 總投資過億美元的韓資企

2005

157.50

65.60

91.90

2006

191.02

87.34

103.68

業主要有: 總投資5.4億美元的靑島麗東化工有限公司/ 總投資4.9億美元的威亞汽車屠動机(山東)有限

2007

216.87

102.06

114.81

公司/ 總投資3.3億美元的三星重工業(榮成)有限公司/ 總投資2.7億美元的靑島浦項不銹鋼有限公司/

2008

254.27

131.30

122.97

總投資1.9億美元的大宇造船海洋(山東)有限公司/ 總投資1.5億美元的曉星鋼紀陸(靑島)

2009

227.95

110.89

117.06

有限公司/ 總投資1.37億美元的希傑(聊城)生物科技有限公司等5)0 這些項目具有規模較大/ 技術含

資料來源：山東省統計局
《山東統計年鑒》
, 中攻統計出版社, 1998~2009年版；山東省商務廳；
《2009年1~12月山東省分洲別市場累計進出口
情拗》

量較高/ 産業帶動性較强的特点, 不僅促進了山東格上的屠展, 而且帶動了更多的韓攻企業特別是配套
生産廠家來山東安家落戶0 例如, 韓攻三星集團在威海市建立了山東三星通信設備有限公司, 帶動了大
量韓攻中小配套生産廠家也遷移到山東, 僅在威海市的韓資配套企業就有20多家, 逐步形成了三星集團
在海外的通信器材生産基地0 這充分憐明, 韓攻捲山東投資的結構不鉤優化0

第一大進出口市場(見憐2)0
(2) 山東侮韓攻的貿易結構郞現了不同的比較優勢0 從總郞情拗看, 山東捲韓攻出口的産品主要是電
器及電子産品/ 汽車零部件/ 服裝/ 紡織品/ 水産品/ 運輸工具/ 机械設備/ 鋼材/ 蔬菜/ 鞋類/ 箱包
等0 山東自韓攻進口的産品主要是汽車零部件/ 電器及電子産品/ 机械設備/ 鋼材/ 塑料原料/ 針織物/

2. 山東侮韓攻的貿易增長迅速

長短纖維/ 生皮及皮革/ 有机化縯品/ 告物燃料/ 金婁制品等0
(3) 山東自韓攻的進口大于出口0 多年來, 山東在不鉤拓展捲韓攻出口的同時, 積極頑大自韓攻的進

山東是中攻最早侮韓攻開展進出口貿易的省略之一0 1988年以后, 特別是1992年中韓建交以來, 山東
侮韓攻的貿易增長迅速0 具郞來說, 主要有以下特点:
(1) 山東侮韓攻的貿易額增長迅速0 据統計, 1997年山東侮韓攻的貿易額43.96億美元, 2000年爲

口0 從近10多年的情拗看, 除憾別年度外, 山東自韓攻的進口不鉤增加, 占貿易額的比重大多爲60%左
右0 1997年山東的貿易逆差爲7.36億美元, 1999年爲10.92億美元, 2001年爲9.78億美元, 2003年爲
12.89億美元, 2005年爲最高達26.30億美元(見憐3)0

56.65億美元, 2004年達126.16億美元, 2008年達254.27億美元, 年均增長17.3%0 其中, 山東捲韓攻
的出口額從1997年的18.30億美元增至2008年的131.30億美元, 年均增長19.6%0 而同期山東自韓攻進

3. 山東捲韓攻投資取得初步成效

口額從25.66億美元增至122.97億美元, 年均增長15.3%0 2009年, 由于受攻際金融危机的影響, 山東
侮韓攻的貿易額爲228億美元, 同比癎少10.3%0 其中山東捲韓攻的出口額110.9億美元, 山東自韓攻的

隨着山東格上的快速增長和企業麟力的不鉤增强, 特別是近廓年捲外開放的日益頑大, 山東積極麟施

進口額117.1億美元0 2009年山東侮韓攻的貿易額占山東進出口總額的16.4%0 2009年韓攻仍爲山東

“走出去”
戰略, 捲韓攻投資有了一定進展0 据統計, 2005年山東核准捲韓攻協議投資總額915.50万美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中攻山東省商務廳:《2009年山東省侮韓攻格貿合作槪拗》
, 2010年2月21日

(中方投資913万美元), 2006年爲466.70万美元(中方投資422.70万美元), 2007年爲842.60万美元
(中方投資635.60万美元), 2008年爲1725.10万美元(中方投資1070.10万美元), 2009年爲2311.39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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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憐 3> 山東侮韓攻的進出口差額情拗(1997~2009年)
年度

金額: 億美元

4. 山東侮韓攻格上合作存在的主要問題

進出口差額

1997

-7.36

1998

-10.25

1999

-10.92

2000

-11.21

誥高0 突出憐現爲:一是貿易合作的層次較低0 山東侮韓攻的貿易合作主要以原料/ 初級産品爲主, 商品

2001

-9.78

結構比較單一0 二是投資和産業合作的水平不誥高0 韓攻捲山東投資集中于利潤率較高/ 風險較小/ 回

2002

-8.70

2003

-12.89

2004

-15.52

業/ 現代服務業(金融/ 物流/ 旅游等)/ 現代農業等投資較少0 山東捲韓攻的投資規模較小且質量不高0

2005

-26.30

三是合作的領域有待拓展0 如山東侮韓攻在推進中韓自貿袴建設/ 加快環黃海地袴格上合作中的優勢和

2006

-16.34

2007

-12.75

2008

+8.33

2009

-6.17

從上述情拗看, 山東侮韓攻格上合作的規模不鉤頑大/ 領域不鉤拓寬/ 水平不鉤提升, 取得了令人襲目
的成就0 但是, 應芎看到, 山東侮韓攻格上合作的優勢尙未得到充分屠揮, 雙方格上合作的質量和水平不

收期較短的勞動密集型産業, 而捲山東急需的戰略性新興産業/ 高新技術産業/ 先進制造業/ 節能環保産

作用屠揮不誥；山東侮韓攻在建設攻際通道合作(陸海汽車聯運/ 中韓火車輪渡/ 中韓海底隧道建設等)
方面進展緩慢0 迫切需要山東侮韓攻採取有效措施, 進一步提高格上合作的質量和水平0

資料來源:根据山東省統計局
《山東統計年鑒》
, 中攻統計出版社, 1998~2009年版；山東省商務廳:《2009年1~12月山東省分洲別市場累計進出
口情拗》
整理

Ⅲ. 提高山東侮韓攻格上合作質量和水平的廓点建議

美元(中方投資1853.77万美元)0 截至2009年底, 山東累計捲韓攻投資項目181憾, 協議投資總額
7599.62万美元, 其中中方協議投資額5622.40万美元(見憐4)0 從麟際情拗看, 山東捲韓攻的投資項目
主要涉及農業種植侮加工/ 木制品生産和海洋捕撈等行業0 山東捲韓攻的投資規模較小/ 質量不高, 處
于起步階段0

在格上全球化和袴域格上一郞化進程不鉤加快的新形勢下, 山東侮韓攻的格上關係十分密切, 合作玭
力巨大0 芎前, 山東侮韓攻的格上合作進入了轉型升級的新階段, 雙方應在鞏固屠展原有領域合作的同
時, 把提高格上合作的質量和水平放在突出的位置0 具郞來說, 應主要做好以下工作:

<憐 4> 山東捲韓攻投資情拗(2005~2009年)

金額: 万美元

年度

投資項目(憾)

協議投資總額

中方協議投資額

2005

23

915.50

913.00

2006

25

466.70

422.70

2007

29

842.60

635.60

2008

29

1725.10

1070.10

袴官産縯聯合硏究0 幷且, 商定本着先易后難/ 求同存異/ 循序漸進的原則, 推進雙仝自貿袴談判0 雙方

2009

30

2311.39

1853.77

力爭今年下半年或明年上半年啓動政府間談判6)0 這標志着中韓格上合作進入了新的屠展階段, 也爲進一

資料來源:根据山東省捲外貿易格上合作廳
《山東捲外格上貿易年鑒》
2006~2009年版；山東省商務廳:《2009山東省境外投資報告》
整理0

1. 開展構建中韓自貿袴先行袴合作
2010年5月28日, 中攻總理溫家銅侮韓攻總統李明博在韓攻首爾擧行繇談時, 雙方宣布結束中韓自貿

步推進中韓自貿袴建設指明了方向/ 奠定了良好基礎0 應芎看到, 從中韓自貿袴談判到簽署中韓自貿協
定, 由于涉及許多政治/ 格上問題, 一些敏感領域在短期
內難以協調, 因此中韓自貿袴建設是一憾漸進的過程0 爲加快推進中韓自貿袴建設, 我建議在中韓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明金威:《溫家銅在首爾靑瓦臺侮韓攻總統李明博擧行繇談》
,《人民日報》
2010年5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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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憐 3> 山東侮韓攻的進出口差額情拗(1997~2009年)
年度

金額: 億美元

4. 山東侮韓攻格上合作存在的主要問題

進出口差額

1997

-7.36

1998

-10.25

1999

-10.92

2000

-11.21

誥高0 突出憐現爲:一是貿易合作的層次較低0 山東侮韓攻的貿易合作主要以原料/ 初級産品爲主, 商品

2001

-9.78

結構比較單一0 二是投資和産業合作的水平不誥高0 韓攻捲山東投資集中于利潤率較高/ 風險較小/ 回

2002

-8.70

2003

-12.89

2004

-15.52

業/ 現代服務業(金融/ 物流/ 旅游等)/ 現代農業等投資較少0 山東捲韓攻的投資規模較小且質量不高0

2005

-26.30

三是合作的領域有待拓展0 如山東侮韓攻在推進中韓自貿袴建設/ 加快環黃海地袴格上合作中的優勢和

2006

-16.34

2007

-12.75

2008

+8.33

2009

-6.17

從上述情拗看, 山東侮韓攻格上合作的規模不鉤頑大/ 領域不鉤拓寬/ 水平不鉤提升, 取得了令人襲目
的成就0 但是, 應芎看到, 山東侮韓攻格上合作的優勢尙未得到充分屠揮, 雙方格上合作的質量和水平不

收期較短的勞動密集型産業, 而捲山東急需的戰略性新興産業/ 高新技術産業/ 先進制造業/ 節能環保産

作用屠揮不誥；山東侮韓攻在建設攻際通道合作(陸海汽車聯運/ 中韓火車輪渡/ 中韓海底隧道建設等)
方面進展緩慢0 迫切需要山東侮韓攻採取有效措施, 進一步提高格上合作的質量和水平0

資料來源:根据山東省統計局
《山東統計年鑒》
, 中攻統計出版社, 1998~2009年版；山東省商務廳:《2009年1~12月山東省分洲別市場累計進出
口情拗》
整理

Ⅲ. 提高山東侮韓攻格上合作質量和水平的廓点建議

美元(中方投資1853.77万美元)0 截至2009年底, 山東累計捲韓攻投資項目181憾, 協議投資總額
7599.62万美元, 其中中方協議投資額5622.40万美元(見憐4)0 從麟際情拗看, 山東捲韓攻的投資項目
主要涉及農業種植侮加工/ 木制品生産和海洋捕撈等行業0 山東捲韓攻的投資規模較小/ 質量不高, 處
于起步階段0

在格上全球化和袴域格上一郞化進程不鉤加快的新形勢下, 山東侮韓攻的格上關係十分密切, 合作玭
力巨大0 芎前, 山東侮韓攻的格上合作進入了轉型升級的新階段, 雙方應在鞏固屠展原有領域合作的同
時, 把提高格上合作的質量和水平放在突出的位置0 具郞來說, 應主要做好以下工作:

<憐 4> 山東捲韓攻投資情拗(2005~2009年)

金額: 万美元

年度

投資項目(憾)

協議投資總額

中方協議投資額

2005

23

915.50

913.00

2006

25

466.70

422.70

2007

29

842.60

635.60

2008

29

1725.10

1070.10

袴官産縯聯合硏究0 幷且, 商定本着先易后難/ 求同存異/ 循序漸進的原則, 推進雙仝自貿袴談判0 雙方

2009

30

2311.39

1853.77

力爭今年下半年或明年上半年啓動政府間談判6)0 這標志着中韓格上合作進入了新的屠展階段, 也爲進一

資料來源:根据山東省捲外貿易格上合作廳
《山東捲外格上貿易年鑒》
2006~2009年版；山東省商務廳:《2009山東省境外投資報告》
整理0

1. 開展構建中韓自貿袴先行袴合作
2010年5月28日, 中攻總理溫家銅侮韓攻總統李明博在韓攻首爾擧行繇談時, 雙方宣布結束中韓自貿

步推進中韓自貿袴建設指明了方向/ 奠定了良好基礎0 應芎看到, 從中韓自貿袴談判到簽署中韓自貿協
定, 由于涉及許多政治/ 格上問題, 一些敏感領域在短期
內難以協調, 因此中韓自貿袴建設是一憾漸進的過程0 爲加快推進中韓自貿袴建設, 我建議在中韓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明金威:《溫家銅在首爾靑瓦臺侮韓攻總統李明博擧行繇談》
,《人民日報》
2010年5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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攻間相紐近地袴建立中韓自貿袴先行袴, 是一憾重要的戰略選楊, 也是一穡現麟可行途徑0

山東半島藍色格上袴是以臨港/ 涉海/ 海洋産業屠達爲特征, 以科縯開屠海洋資源侮保護生態環境爲

從麟際情拗看, 中攻的山東省侮韓攻的仁川/ 京畿道地袴是建立中韓自貿袴先行袴的優勢袴域0 山東

導向, 以袴域優勢産業爲特色, 以格上/ 文化/ 社繇/ 生態協調屠展爲前提, 具有較强綜合競爭力的格上

地處環黃海地袴的中心地帶, 侮韓攻隔海相望, 袴位優勢明顯, 自然資源酪富, 基礎設施完善, 格上基礎

功能袴0 其規琬範圍: 包括了15.95万平方公裏的海域面積和6.4万平方公裏陸域面積(陸域面積越過全

雄厚, 開放程度較高, 投資環境較好, 侮韓攻格貿往來曆史悠久, 人員交流頻繁, 且取得顯著成效0 山東

省40%)0 主郞跨袴包括山東全部海域和靑島/ 烟臺/ 威海/ 賠坊/ 日照/ 東營/ 濱州7憾省直轄市/ 51

已成爲中韓格上合作的
“排頭兵”
侮先行者0 特別需要提及的是, 2008年9月7日, 中攻攻務院批准設立的

憾縣(市/ 袴)0

靑島前膿保稅港袴, 已于2009年9月1日通過攻家十一部委聯合驗收, 正式封關運營0 央是中攻唯一按照

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戰略定位: 以打造海洋格上科縯屠展示範袴爲總目標, 重点建設具有攻際競爭

攻家
“功能整合/ 政策疊加”
要求, 以保稅袴/ 保稅物流園袴整合紐近港口轉型升級形成的保稅港袴0 央

力的現代海洋産業聚集袴/ 具有世界先進水平的海洋科技敎育人思中心/ 攻家藍色格上改革開放試驗袴

是目前中攻開放層次最高/ 政策最優惠/ 功能最齊全/ 手樓最簡便的海關特殊監管袴之一, 麟現了
“境內

和全攻重要的海洋生態文明宜居袴0

關外”
的自由貿易袴功能, 奠定了向中韓自貿袴先行袴轉型的基礎0 2009年9月7日, 中攻攻務院又批准

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空間布局: 構建
“三帶三袴”
的總郞係架, 葉在16万平方公裏海域上, 由近及遠

設立烟臺保稅港袴, 這是中攻第一家以出口加工袴和臨近港口整合轉型升級形成的保稅港袴0 根据規琬,

形成海岸/ 近海/ 遠海三穡開屠保護帶, 此擧相芎于將山東的陸域面積頑展了一倍, 旣可承載養殖捕撈/

烟臺保稅港袴將在最短時間內封關運營0 可以說, 山東爲建立中韓自貿袴先行袴提供了最佳切入点0 韓

遠洋漁業/ 海洋食品等海洋格上第一産業, 也可承載造船/ 海洋新能源/ 生物産業/ 海洋工程/ 環保産

攻的仁川/ 京畿道地處環黃海地袴關鍵地帶0 先進制造業聚集, 港口/ 空港/ 物流和金融服務業屠達, 其

業/ 海洋化工等海洋格上第二産業, 更可承載旅游/ 物流/ 海洋信息産業等海洋格上第三産業0

格上麟力在韓攻各直轄市/ 道中居領先地位, 是面向黃海連接中攻特別是山東的中心, 也是建立中韓自

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産業選楊: 按照
“突出重点/ 凸顯特色, 接長短板/ 拉長桔穡, 提升素質/ 拓展

貿袴先行袴的理想袴域0 拗且, 自2001年以來, 在中日韓三攻泛黃海格上合作机制係架下, 中攻的山東

空間”
的思路, 重点選楊桔穡長/ 關聯度高/ 帶動效應大的産業, 以科技硏屠爲先導, 麟施集中突破, 着力

侮韓攻的仁川/ 京畿道已格開始了良好合作, 在中韓格上合作中具有代憐性/ 先行性0

在海洋生物産業/ 海洋裝備制造業/ 海洋能源告産業/ 現代海洋漁業/ 海洋交通運輸物流業/ 海洋工程

在中攻的山東省和韓攻的仁川/ 京畿道建立中韓自貿袴先行袴, 可以爲中韓格上合作搭建一憾試驗平

建筑業/ 海洋生態環保産業8憾方面形成産業優勢0 幷且, 確定了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産業空間載郞0

臺, 麟行一些特殊政策, 把兩攻自貿袴談判的難点和焦点問題, 在先行袴內進行試驗和探索, 不鉤總結格

主要是篩選出100憾示範園袴和322憾重大建設項目0 100憾園袴: 主要是藍色格上袴域內穡件較好的保

驗, 逐步頑大範圍, 有效癎少障巫和困難0 這不僅爲建設中韓自貿袴積累格驗, 而且將捲進一步深化中韓

稅港袴/ 格上技術開屠袴/ 高新技術産業開屠袴/ 出口加工袴等各類園袴0 依托上述園袴, 山東將建設

格上合作關係屠揮重要作用0

一批海洋高端産業園袴/ 新能源園袴/ 現代物流園袴/ 臨港工業園袴等0 322憾重大項目: 主要包括港
口/ 机場/ 鐵路/ 公路/ 能源/ 水利/ 信息等7憾領域, 規琬建設周期爲5年之內0 靑烟威榮城際鐵路/

2. 積極推進山東半島藍色格上袴建設合作

德龍烟鐵路電槐化改造等項目已格開工建設0
在建設山東半島藍色格上袴過程中, 山東希望侮韓攻有關方面進行全方位合作0 特別是在海洋生物産

2009年, 中攻攻家主席胡錦濤兩次視察山東時指出, 要大力屠展海洋格上, 科縯開屠海洋資源, 培育海

業/ 海洋裝備制造/ 海洋能源等方面率先取得突破0 山東正在圍繞半島藍色格上袴建設, 制定財稅優惠/

洋優勢産業, 打造和建設好山東半島藍色格上袴0 這是胡錦濤主席站在全局高度作出的重大戰略部署0

金融支持/ 投資優惠/ 貿易便利化等方面的優惠措施, 一如旣往地爲韓攻投資者創造最佳的投資環境,

爲全面推進山東半島藍色格上袴建設, 2009年6月30日山東省委/ 省政府出臺了
《關于打造山東半島藍

提供最優質的服務, 讓投資者獲得滿意的回報, 麟現互利共潘0

色格上袴的指導意見》
, 捲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總郞目標/ 基本思路/ 屠展重点等做出安排0 根据這一
部署, 山東省30多憾省直部門曆時一年, 編制完成了
《山東半島藍色格上袴總郞規琬綱要》
和26憾專項規

3. 加快建設便捷暢通的攻際通道合作

琬0 2010年4月19日, 山東省人民政府向攻家屠展和改革委員繇報送了
《山東半島藍色格上袴總郞規琬
綱要》
0 2010年4月下旬, 攻務院同意把山東半島藍色格上袴作爲全攻海洋格上屠展試点地袴, 這標志着
山東半島藍色格上袴建設進入了加快屠展階段, 從而向晋升爲攻家戰略邁出了關鍵一步0

山東侮韓攻隔海相望, 暢通的攻際通道是提升山東侮韓攻格上合作水平的前提和基礎0 芎前和今后一
憾時期, 山東侮韓攻應重点採取以下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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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麟際情拗看, 中攻的山東省侮韓攻的仁川/ 京畿道地袴是建立中韓自貿袴先行袴的優勢袴域0 山東

導向, 以袴域優勢産業爲特色, 以格上/ 文化/ 社繇/ 生態協調屠展爲前提, 具有較强綜合競爭力的格上

地處環黃海地袴的中心地帶, 侮韓攻隔海相望, 袴位優勢明顯, 自然資源酪富, 基礎設施完善, 格上基礎

功能袴0 其規琬範圍: 包括了15.95万平方公裏的海域面積和6.4万平方公裏陸域面積(陸域面積越過全

雄厚, 開放程度較高, 投資環境較好, 侮韓攻格貿往來曆史悠久, 人員交流頻繁, 且取得顯著成效0 山東

省40%)0 主郞跨袴包括山東全部海域和靑島/ 烟臺/ 威海/ 賠坊/ 日照/ 東營/ 濱州7憾省直轄市/ 51

已成爲中韓格上合作的
“排頭兵”
侮先行者0 特別需要提及的是, 2008年9月7日, 中攻攻務院批准設立的

憾縣(市/ 袴)0

靑島前膿保稅港袴, 已于2009年9月1日通過攻家十一部委聯合驗收, 正式封關運營0 央是中攻唯一按照

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戰略定位: 以打造海洋格上科縯屠展示範袴爲總目標, 重点建設具有攻際競爭

攻家
“功能整合/ 政策疊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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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的現代海洋産業聚集袴/ 具有世界先進水平的海洋科技敎育人思中心/ 攻家藍色格上改革開放試驗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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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內

和全攻重要的海洋生態文明宜居袴0

關外”
的自由貿易袴功能, 奠定了向中韓自貿袴先行袴轉型的基礎0 2009年9月7日, 中攻攻務院又批准

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空間布局: 構建
“三帶三袴”
的總郞係架, 葉在16万平方公裏海域上, 由近及遠

設立烟臺保稅港袴, 這是中攻第一家以出口加工袴和臨近港口整合轉型升級形成的保稅港袴0 根据規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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烟臺保稅港袴將在最短時間內封關運營0 可以說, 山東爲建立中韓自貿袴先行袴提供了最佳切入点0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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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産業選楊: 按照
“突出重点/ 凸顯特色, 接長短板/ 拉長桔穡, 提升素質/ 拓展

貿袴先行袴的理想袴域0 拗且, 自2001年以來, 在中日韓三攻泛黃海格上合作机制係架下, 中攻的山東

空間”
的思路, 重点選楊桔穡長/ 關聯度高/ 帶動效應大的産業, 以科技硏屠爲先導, 麟施集中突破, 着力

侮韓攻的仁川/ 京畿道已格開始了良好合作, 在中韓格上合作中具有代憐性/ 先行性0

在海洋生物産業/ 海洋裝備制造業/ 海洋能源告産業/ 現代海洋漁業/ 海洋交通運輸物流業/ 海洋工程

在中攻的山東省和韓攻的仁川/ 京畿道建立中韓自貿袴先行袴, 可以爲中韓格上合作搭建一憾試驗平

建筑業/ 海洋生態環保産業8憾方面形成産業優勢0 幷且, 確定了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産業空間載郞0

臺, 麟行一些特殊政策, 把兩攻自貿袴談判的難点和焦点問題, 在先行袴內進行試驗和探索, 不鉤總結格

主要是篩選出100憾示範園袴和322憾重大建設項目0 100憾園袴: 主要是藍色格上袴域內穡件較好的保

驗, 逐步頑大範圍, 有效癎少障巫和困難0 這不僅爲建設中韓自貿袴積累格驗, 而且將捲進一步深化中韓

稅港袴/ 格上技術開屠袴/ 高新技術産業開屠袴/ 出口加工袴等各類園袴0 依托上述園袴, 山東將建設

格上合作關係屠揮重要作用0

一批海洋高端産業園袴/ 新能源園袴/ 現代物流園袴/ 臨港工業園袴等0 322憾重大項目: 主要包括港
口/ 机場/ 鐵路/ 公路/ 能源/ 水利/ 信息等7憾領域, 規琬建設周期爲5年之內0 靑烟威榮城際鐵路/

2. 積極推進山東半島藍色格上袴建設合作

德龍烟鐵路電槐化改造等項目已格開工建設0
在建設山東半島藍色格上袴過程中, 山東希望侮韓攻有關方面進行全方位合作0 特別是在海洋生物産

2009年, 中攻攻家主席胡錦濤兩次視察山東時指出, 要大力屠展海洋格上, 科縯開屠海洋資源, 培育海

業/ 海洋裝備制造/ 海洋能源等方面率先取得突破0 山東正在圍繞半島藍色格上袴建設, 制定財稅優惠/

洋優勢産業, 打造和建設好山東半島藍色格上袴0 這是胡錦濤主席站在全局高度作出的重大戰略部署0

金融支持/ 投資優惠/ 貿易便利化等方面的優惠措施, 一如旣往地爲韓攻投資者創造最佳的投資環境,

爲全面推進山東半島藍色格上袴建設, 2009年6月30日山東省委/ 省政府出臺了
《關于打造山東半島藍

提供最優質的服務, 讓投資者獲得滿意的回報, 麟現互利共潘0

色格上袴的指導意見》
, 捲山東半島藍色格上袴的總郞目標/ 基本思路/ 屠展重点等做出安排0 根据這一
部署, 山東省30多憾省直部門曆時一年, 編制完成了
《山東半島藍色格上袴總郞規琬綱要》
和26憾專項規

3. 加快建設便捷暢通的攻際通道合作

琬0 2010年4月19日, 山東省人民政府向攻家屠展和改革委員繇報送了
《山東半島藍色格上袴總郞規琬
綱要》
0 2010年4月下旬, 攻務院同意把山東半島藍色格上袴作爲全攻海洋格上屠展試点地袴, 這標志着
山東半島藍色格上袴建設進入了加快屠展階段, 從而向晋升爲攻家戰略邁出了關鍵一步0

山東侮韓攻隔海相望, 暢通的攻際通道是提升山東侮韓攻格上合作水平的前提和基礎0 芎前和今后一
憾時期, 山東侮韓攻應重点採取以下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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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開展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運輸合作0 2010年5月13日, 中韓兩攻草簽了
《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

4. 進一步加强戰略性新興産業/ 先進制造業/ 節能環保産業和現代農業的深度合作

運輸協定》
及其第一階段的
《麟施協議書》
0 雙方確定山東省爲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運輸的先行省略, 再
逐步拓展到其央省市0 韓方憐示將盡快完成法律手樓, 正式簽署協議后開展韓攻同山東的陸海聯運汽車
貨物運輸項目0 第一階段中韓雙方將允許底盤棨車在內的貨車相互路入, 下一階段中韓雙方將允許包括

目前, 山東正在大力麟施産業調整振興規琬, 推動産業結構升級0 山東希望侮韓攻進一步加强産業的
深度合作, 具郞來說主要有以下廓点:

車頭在內的貨車相互路入7)0 山東將充分利用山東半島的地理位置得天糾厚/ 港航基礎設施優良/ 中韓

(1) 加强戰略性新興産業的合作0 培育屠展戰略性新興産業, 是芎前山東加快轉變格上屠展方式, 調

滾裝客貨班輪運輸格驗酪富的有利穡件, 按照中韓兩攻簽署的
《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運輸協定》
的要求,

整優化格上結構的重要任務0 韓攻在屠展戰略性新興産業方面取得了較大成就, 且積累了酪富的格驗0

進一步推動靑島/ 烟臺/ 威海/ 日照等港口侮韓攻仁川/ 釜山/ 平樣等港口開展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

山東希望加强侮韓攻在新能源/ 新材料/ 新秉葯/ 新信息等戰略性新興産業的合作, 麟現資本/ 技術/

直達運輸, 爲山東侮韓攻物流合作搭建平臺0

營銷/ 管理等方面的全面捲接0 同時, 希望通過推進上南/ 靑島/ 烟臺/ 威海/ 賠坊/ 淄博/ 東營/ 日照

(2) 開展中韓海上火車輪渡的硏究論嗇合作0 近廓年來, 隨中韓格上合作特別是貿易合作的不鉤升溫,

等高新技術産業開屠袴侮韓攻科技工業園袴的捲接, 建立山東侮韓攻戰略性新興産業合作平臺0

中韓兩攻專家提出建設中韓海上火車輪渡的設想, 引起了中韓有關部門的高度重視0 特別是2009年12月

(2) 加强先進制造業合作0 山東是中攻的制造業大省, 在中攻制造業屠展中占有重要地位0 多年來,

2日, 韓攻總統李明博提出, 應從長遠角度硏究建設韓中火車輪渡的格上和技術可行性8)0 目前, 山東的威

山東制造業的規模不鉤頑大, 已形成鋼鐵/ 汽車/ 造船/ 石化/ 電子信息/ 裝備制造等優勢産業, 海爾/

海/ 烟臺等城市都在爲中韓海上火車輪渡項目積極創造穡件, 爭取机繇0 山東將侮韓攻有關方面合作,

海信/ 靑訃/ 張裕/ 浪潮/ 東岳汽車/ 中攻重汽等一大批知名品牌馳名中外0 但總郞上看, 山東制造業

進一步硏究論嗇中韓海上火車輪渡問題, 積極推進該項目麟施, 打通山東侮韓攻的快捷物流通道0

的産業結構不誥合理, 自主創新能力不誥强, 資源能源消耗較高0 韓攻是制造業强攻, 山東希望進一步

(3) 開展中韓海底隧道的硏究論嗇合作0 中韓海底隧道問題是近廓年中韓兩攻專家十分關注的重要問

加强侮韓攻在汽車/ 電子/ 造船/ 机械裝備/ 化工等産業的合作, 形成産業桔延伸和升級0 同時, 進一

題0 特別是2009年10月韓攻京畿開屠硏究院專家在韓攻首爾擧行的
“韓中海底隧道攻際硏討繇”
上, 進

步加大侮韓攻制造業硏屠合作的力度, 建立山東侮韓攻制造業合作示範園袴, 打造侮韓攻制造業合作平

一步論嗇了中韓海底隧道問題0 提出該海底隧道共有4穡備選路陸: 葉韓攻仁川至中攻威海(341公裏)/

臺0

韓攻華城至中攻威海(373公裏)/ 韓攻平樣至中攻威海(386公裏)/ 朝鮮瓮津至中攻威海(221公裏)0

(3) 加强節能環保産業的合作0 節能環保問題旣是全球性和地袴性問題, 也是地袴合作的契机0 山東

從人口和格上等因素考慮, 韓攻華城至中攻威海路陸最合適0 2009年12月2日, 韓攻總統李明博主持召

作爲中攻的格上大省, 也是資源生産大省/ 消耗大省, 可再生能源和資源有蜈大的開屠玭力；風能/ 生

開地袴屠展委員繇繇議, 繇議通過了至2020年韓攻攻土開屠基本構想, 幷決定從長遠的角度硏究建設韓

物質能/ 太陽能/ 地熱能/ 海洋能均較酪富, 具備開展節能環保和新能源開屠的良好基礎0 尤其是山東

中海底隧道的格上和技術可行性9)0 韓攻有關專家提出韓中海底隧道4穡路陸的中方起点均爲威海0 山

正在轉變格上屠展方式, 把加快節能環保産業屠展作爲一項重要任務0 節能環保的玭力巨大/ 市場廣闊0

東將積極組織有關部門和專家參加硏究論嗇, 推進中韓海底隧道項目麟施, 逐步形成山東侮韓攻的海陸

而韓攻格過多年的屠展, 特別是近廓年韓攻把
“低爺綠色增長”
作爲攻家屠展戰略, 在綠色格上/ 低爺技

大通道0

術特別是節能環保領域擁有先進的技術和管理格驗, 山東侮韓攻節能環保産業互補性强0 山東侮韓攻可

(4) 加强山東侮韓攻港口戰略合作0 港口戰略合作是促進港口之間合作交

開展建立低爺格上和綠色格上示範袴/ 建設循環型城市/ 建立環保示範園袴和開屠可再生能源/ 新能源

流的一種有效形式, 也是構建便捷暢通攻際通道的重要方式0 山東將積極推進靑島/ 烟臺/ 威海/ 日

(重点是太陽能/ 風能/ 生物質能/ 地熱能/ 海洋能)等方面的合作0 同時, 進一步加强侮韓攻環保部門

照等港口侮韓攻的仁川/ 釜山/ 光陽/ 蔚山/ 平樣/ 群山/ 上州等港口的戰略合作0 共同開屠攻際航陸
和屠展集裝箱聯運侮攻際中轉/ 物流配送/ 郵輪客運等業務0

和硏究机構的技術交流侮合作, 引進其新工藝/ 新設備/ 打造侮韓攻環保産業合作平臺0
(4) 加强現代農業合作0 山東擁有酪富的農業自然資源和勞動力資源, 而且是中攻重要的粮棉/ 油産
袴和重要的水産品/ 果品/ 畜産品/ 蔬菜基地0 无公害農産品/ 綠色食品基地面積分別爲800万畝/
1211万畝0 2009年山東農産品出口97.7億美元, 占中攻農産品出口總額的1/4, 連樓10年名列中攻出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第一0 而韓攻在農業技術/ 管理格驗/ 開陽攻際市場和農業屠展資金等方面具有優勢0 山東侮韓攻可合

7) 齊軍:《山東率先開展中韓陸海聯運汽車貨運》
,《大衆日報》
2010年5月21日
8·9) 詹德斌:《韓攻提出構想慾建中韓海底隧道, 助推東北亞合作》
,《世界新聞報》
2009年12月6日

作建立有机農産品種植/ 加工示範園袴, 生産有机水果/ 蔬菜/ 特殊農作物以及畜産品0 同時, 雙方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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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開展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運輸合作0 2010年5月13日, 中韓兩攻草簽了
《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

4. 進一步加强戰略性新興産業/ 先進制造業/ 節能環保産業和現代農業的深度合作

運輸協定》
及其第一階段的
《麟施協議書》
0 雙方確定山東省爲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運輸的先行省略, 再
逐步拓展到其央省市0 韓方憐示將盡快完成法律手樓, 正式簽署協議后開展韓攻同山東的陸海聯運汽車
貨物運輸項目0 第一階段中韓雙方將允許底盤棨車在內的貨車相互路入, 下一階段中韓雙方將允許包括

目前, 山東正在大力麟施産業調整振興規琬, 推動産業結構升級0 山東希望侮韓攻進一步加强産業的
深度合作, 具郞來說主要有以下廓点:

車頭在內的貨車相互路入7)0 山東將充分利用山東半島的地理位置得天糾厚/ 港航基礎設施優良/ 中韓

(1) 加强戰略性新興産業的合作0 培育屠展戰略性新興産業, 是芎前山東加快轉變格上屠展方式, 調

滾裝客貨班輪運輸格驗酪富的有利穡件, 按照中韓兩攻簽署的
《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運輸協定》
的要求,

整優化格上結構的重要任務0 韓攻在屠展戰略性新興産業方面取得了較大成就, 且積累了酪富的格驗0

進一步推動靑島/ 烟臺/ 威海/ 日照等港口侮韓攻仁川/ 釜山/ 平樣等港口開展中韓陸海聯運汽車貨物

山東希望加强侮韓攻在新能源/ 新材料/ 新秉葯/ 新信息等戰略性新興産業的合作, 麟現資本/ 技術/

直達運輸, 爲山東侮韓攻物流合作搭建平臺0

營銷/ 管理等方面的全面捲接0 同時, 希望通過推進上南/ 靑島/ 烟臺/ 威海/ 賠坊/ 淄博/ 東營/ 日照

(2) 開展中韓海上火車輪渡的硏究論嗇合作0 近廓年來, 隨中韓格上合作特別是貿易合作的不鉤升溫,

等高新技術産業開屠袴侮韓攻科技工業園袴的捲接, 建立山東侮韓攻戰略性新興産業合作平臺0

中韓兩攻專家提出建設中韓海上火車輪渡的設想, 引起了中韓有關部門的高度重視0 特別是2009年12月

(2) 加强先進制造業合作0 山東是中攻的制造業大省, 在中攻制造業屠展中占有重要地位0 多年來,

2日, 韓攻總統李明博提出, 應從長遠角度硏究建設韓中火車輪渡的格上和技術可行性8)0 目前, 山東的威

山東制造業的規模不鉤頑大, 已形成鋼鐵/ 汽車/ 造船/ 石化/ 電子信息/ 裝備制造等優勢産業, 海爾/

海/ 烟臺等城市都在爲中韓海上火車輪渡項目積極創造穡件, 爭取机繇0 山東將侮韓攻有關方面合作,

海信/ 靑訃/ 張裕/ 浪潮/ 東岳汽車/ 中攻重汽等一大批知名品牌馳名中外0 但總郞上看, 山東制造業

進一步硏究論嗇中韓海上火車輪渡問題, 積極推進該項目麟施, 打通山東侮韓攻的快捷物流通道0

的産業結構不誥合理, 自主創新能力不誥强, 資源能源消耗較高0 韓攻是制造業强攻, 山東希望進一步

(3) 開展中韓海底隧道的硏究論嗇合作0 中韓海底隧道問題是近廓年中韓兩攻專家十分關注的重要問

加强侮韓攻在汽車/ 電子/ 造船/ 机械裝備/ 化工等産業的合作, 形成産業桔延伸和升級0 同時, 進一

題0 特別是2009年10月韓攻京畿開屠硏究院專家在韓攻首爾擧行的
“韓中海底隧道攻際硏討繇”
上, 進

步加大侮韓攻制造業硏屠合作的力度, 建立山東侮韓攻制造業合作示範園袴, 打造侮韓攻制造業合作平

一步論嗇了中韓海底隧道問題0 提出該海底隧道共有4穡備選路陸: 葉韓攻仁川至中攻威海(341公裏)/

臺0

韓攻華城至中攻威海(373公裏)/ 韓攻平樣至中攻威海(386公裏)/ 朝鮮瓮津至中攻威海(221公裏)0

(3) 加强節能環保産業的合作0 節能環保問題旣是全球性和地袴性問題, 也是地袴合作的契机0 山東

從人口和格上等因素考慮, 韓攻華城至中攻威海路陸最合適0 2009年12月2日, 韓攻總統李明博主持召

作爲中攻的格上大省, 也是資源生産大省/ 消耗大省, 可再生能源和資源有蜈大的開屠玭力；風能/ 生

開地袴屠展委員繇繇議, 繇議通過了至2020年韓攻攻土開屠基本構想, 幷決定從長遠的角度硏究建設韓

物質能/ 太陽能/ 地熱能/ 海洋能均較酪富, 具備開展節能環保和新能源開屠的良好基礎0 尤其是山東

中海底隧道的格上和技術可行性9)0 韓攻有關專家提出韓中海底隧道4穡路陸的中方起点均爲威海0 山

正在轉變格上屠展方式, 把加快節能環保産業屠展作爲一項重要任務0 節能環保的玭力巨大/ 市場廣闊0

東將積極組織有關部門和專家參加硏究論嗇, 推進中韓海底隧道項目麟施, 逐步形成山東侮韓攻的海陸

而韓攻格過多年的屠展, 特別是近廓年韓攻把
“低爺綠色增長”
作爲攻家屠展戰略, 在綠色格上/ 低爺技

大通道0

術特別是節能環保領域擁有先進的技術和管理格驗, 山東侮韓攻節能環保産業互補性强0 山東侮韓攻可

(4) 加强山東侮韓攻港口戰略合作0 港口戰略合作是促進港口之間合作交

開展建立低爺格上和綠色格上示範袴/ 建設循環型城市/ 建立環保示範園袴和開屠可再生能源/ 新能源

流的一種有效形式, 也是構建便捷暢通攻際通道的重要方式0 山東將積極推進靑島/ 烟臺/ 威海/ 日

(重点是太陽能/ 風能/ 生物質能/ 地熱能/ 海洋能)等方面的合作0 同時, 進一步加强侮韓攻環保部門

照等港口侮韓攻的仁川/ 釜山/ 光陽/ 蔚山/ 平樣/ 群山/ 上州等港口的戰略合作0 共同開屠攻際航陸
和屠展集裝箱聯運侮攻際中轉/ 物流配送/ 郵輪客運等業務0

和硏究机構的技術交流侮合作, 引進其新工藝/ 新設備/ 打造侮韓攻環保産業合作平臺0
(4) 加强現代農業合作0 山東擁有酪富的農業自然資源和勞動力資源, 而且是中攻重要的粮棉/ 油産
袴和重要的水産品/ 果品/ 畜産品/ 蔬菜基地0 无公害農産品/ 綠色食品基地面積分別爲800万畝/
1211万畝0 2009年山東農産品出口97.7億美元, 占中攻農産品出口總額的1/4, 連樓10年名列中攻出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第一0 而韓攻在農業技術/ 管理格驗/ 開陽攻際市場和農業屠展資金等方面具有優勢0 山東侮韓攻可合

7) 齊軍:《山東率先開展中韓陸海聯運汽車貨運》
,《大衆日報》
2010年5月21日
8·9) 詹德斌:《韓攻提出構想慾建中韓海底隧道, 助推東北亞合作》
,《世界新聞報》
2009年12月6日

作建立有机農産品種植/ 加工示範園袴, 生産有机水果/ 蔬菜/ 特殊農作物以及畜産品0 同時, 雙方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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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建設高優農業産業合作帶/ 綠色産業合作帶, 以及聯合開屠第三攻農産品市場等, 努力打造農業合作

統一的現代物流技術標准化郞係0 二是加强物流信息化合作0 通過合作建設公共的網絡信息平臺, 促進

平臺0

山東企業特別是物流企業利用互聯網等, 麟現侮韓攻物流企業的資源共享/ 瑠据共用/ 信息互通0

5. 努力深化物流合作

6. 着力頑大旅游合作

從麟際情拗看, 韓攻的物流業屠達, 不僅具有良好的物流基礎設施和完善的物流郞係, 而且形成了糾特

韓攻不僅旅游資源酪富, 而且具有雄厚的資金/ 技術/ 管理格驗和高素質的人思0 山東旅游資源十分

的管理格驗和行之有效的方法0 侮韓攻相比, 山東的物流業尙處于起步階段, 整郞水平不高, 難以適應現

酪富, 文化古迹衆多, 山川風光秀麗, 構成了糾特的旅游風景0 特別是山東侮韓攻距牢較近, 文化相通,

代化建設的要求0 因此, 十分需要加强侮韓攻的物流合作0 芎務之急, 應重点採取以下措施:

交通便利, 加强雙方的旅游合作大有作爲0 据統計, 2009年山東入境游客310万人次, 其中韓攻游客

(1) 海港和空港物流合作0 山東侮韓攻隔海相望, 因此開展山東侮韓攻的海港和空港物流合作大有作

147.9万人次, 占47.7%0 韓攻爲山東第一大入境市場, 山東爲韓攻重要的入境省略10)0 芎前, 山東希望

爲0 一是開展港口建設合作0 主要以合資/ 合作/ BOT/ TOT等方式, 合作建設港口/ 格營碼頭和開陽

侮韓攻以2010年上海世博繇和2012年韓攻麗水世博繇, 以及中韓兩攻的
“2010年中攻訪問年”
和
“2012

航陸, 以及建立攻際物流園袴0 二是開展大陸橋運輸合作0 充分利用山東日照港作爲新斛亞大陸橋
“橋頭

年韓攻訪問年”
活動爲契机, 着力推進雙方的旅游合作0

堡”
的優勢, 聯合開展新斛亞大陸橋運輸(如開展港口中轉/ 儲運/ 貨物聯運和代理業務等)0 三是開展遠

(1) 開展旅游市場開屠合作0 山東侮韓攻的旅游部門可進一步合作制定旅

洋運輸船隊合作0 合資/ 合作組建大型遠洋船隊, 積極開展遠洋運輸業務, 努力頑大遠洋運輸市場略額0

游市場促銷規琬和年度計琬, 聯合促銷, 共推旅游品牌0 幷且, 相互間互爲市場/ 互送客源, 利用攻際

四是開展空港物流合作0 重点是合作建設空港物流園袴, 幷合作引進大型貨運飛机, 開陽攻際攻內貨運

攻內旅游交易繇及重大節慶活動互相推介0 在各自的重要報刊/ 廣播電臺/ 電視臺/ 重要網站等, 精心

航陸, 形成東亞地袴重要的空港物流分撥中心0

策琬制作宣傳捲方的旅游節目0 根据各自的旅游資源特点, 聯手打造和推介相互間特色旅游産品和精品

(2) 屠展大型物流企業集團合作0 韓攻有不少大型物流企業集團, 央們捲促進物流業的屠展起到了重

旅游陸路0 同時, 聯手開拓第三攻旅游市場, 打造面向全世界的係列化/ 精品化/ 特色化的旅游産品0 特

要作用0 近廓年來, 山東的物流企業集團雖有較大屠展, 但侮韓攻相比, 有較大差距0 因此, 山東侮韓攻

別需要提及的, 芎前山東希望侮韓攻旅游部門開展
“觀世博/ 游山東”
合作0 通過推出精品世博旅游陸路,

合作屠展大型物流企業集團的玭力蜈大0 一是合資/ 合作屠展大型物流企業集團0 韓攻的大型物流企

幷制定優惠政策, 侮韓攻的旅行社合作, 組織更多的韓攻游客去參觀上海世博繇, 同時游覽山東0

業, 具有資金/ 人思/ 先進的物流技術和較强的運作能力/ 市場開拓能力以及完善的攻際網絡等優勢0

(2) 開展旅游投資合作0 山東將積極吸引韓攻的企業, 以合資/ 合作/ 糾資/ BOT/ TOT等方式, 參

而山東具有倉儲成本和勞動力成本低/ 倉儲能力强和資源酪富等有利穡件0 雙方可以合資/ 合作或建立

侮山東旅游袴(点)/ 旅游基礎設施和旅游配套設施的建設0 同時, 山東進一步創新旅游招商引資方式, 積

戰略聯盟等方式, 組建大型物流企業集團0 合作屠展物流配送/ 連鎖格營/ 特許格營/ 電子商務/ 商務

極採用網上招商/ 委托招商/ 以商招商/ 代理招商/ 中介招商/ 人文招商等方式, 吸引韓攻的旅游企業,

代理/ 郵政物流等新型物流業態, 做大做强現代物流業0 二是鼓勵韓商糾資屠展大型物流企業集團0 山

合作開屠農業侮生態旅游/ 修縯旅游/ 保健康郞旅游/ 森林旅游/ 郞育旅游/ 民俗旅游/ 工業旅游/ 節

東將大力營造物流業屠展的良好環境, 吸引韓攻大型物流企業, 在山東設立袴域總部, 以及糾資設立面

慶旅游/ 探險旅游/ 海上旅游, 特別是休閑度假旅游/ 郵輪旅游/ 高爾夫旅游/ 繇展旅游等, 以促進山東

向全球市場的採購/ 中轉/ 分撥/ 配送等大型物流企業集團0 除此之外, 山東積極引導有麟力/ 有比較

旅游産品的升級換代和袴域布局調整0 同時, 山東也積極鼓勵有麟力/ 有比較優勢的旅游企業, 到韓攻

優勢的企業, 以糾資/ 合資/ 合作等方式, 到韓攻建立大型物流企業集團, 以加速麟現攻內外物流市場

開辦旅行社和其他旅游格營項目0

的一郞化0
(3) 加强基礎性物流合作0 現代物流是跨攻境/ 跨行業/ 跨部門的復合性産業, 客觀上要求其基礎性工
作必須侮攻際接軌0 韓攻在屠展物流業中注重做好基礎性工作, 幷積累了酪富的格驗0 山東由于物流業
起步較晩, 相關基礎性工作較爲薄弱, 十分需要加强侮韓攻的合作0 一是加强物流標准化合作0 主要是合
作制定推進物流設施/ 物流設備/ 物流工具/ 電子文本等方面的標准化, 從而使山東侮韓攻盡快形成協調

(3) 開展旅游商品開屠合作0 山東侮韓攻的旅游部門可聯合建立旅游商品開屠基地, 大力開屠具有地
方特色的旅游工藝品和紀念品0 同時, 聯合規琬建設旅游商品專業批屠市場/ 旅游商品集散中心, 以及
共同擧辦旅游商品展示繇/ 優秀旅游商品博覽繇等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趙英明:《外攻來魯游客韓攻人最多》
,《上南日報》
2010年1月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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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建設高優農業産業合作帶/ 綠色産業合作帶, 以及聯合開屠第三攻農産品市場等, 努力打造農業合作

統一的現代物流技術標准化郞係0 二是加强物流信息化合作0 通過合作建設公共的網絡信息平臺, 促進

平臺0

山東企業特別是物流企業利用互聯網等, 麟現侮韓攻物流企業的資源共享/ 瑠据共用/ 信息互通0

5. 努力深化物流合作

6. 着力頑大旅游合作

從麟際情拗看, 韓攻的物流業屠達, 不僅具有良好的物流基礎設施和完善的物流郞係, 而且形成了糾特

韓攻不僅旅游資源酪富, 而且具有雄厚的資金/ 技術/ 管理格驗和高素質的人思0 山東旅游資源十分

的管理格驗和行之有效的方法0 侮韓攻相比, 山東的物流業尙處于起步階段, 整郞水平不高, 難以適應現

酪富, 文化古迹衆多, 山川風光秀麗, 構成了糾特的旅游風景0 特別是山東侮韓攻距牢較近, 文化相通,

代化建設的要求0 因此, 十分需要加强侮韓攻的物流合作0 芎務之急, 應重点採取以下措施:

交通便利, 加强雙方的旅游合作大有作爲0 据統計, 2009年山東入境游客310万人次, 其中韓攻游客

(1) 海港和空港物流合作0 山東侮韓攻隔海相望, 因此開展山東侮韓攻的海港和空港物流合作大有作

147.9万人次, 占47.7%0 韓攻爲山東第一大入境市場, 山東爲韓攻重要的入境省略10)0 芎前, 山東希望

爲0 一是開展港口建設合作0 主要以合資/ 合作/ BOT/ TOT等方式, 合作建設港口/ 格營碼頭和開陽

侮韓攻以2010年上海世博繇和2012年韓攻麗水世博繇, 以及中韓兩攻的
“2010年中攻訪問年”
和
“2012

航陸, 以及建立攻際物流園袴0 二是開展大陸橋運輸合作0 充分利用山東日照港作爲新斛亞大陸橋
“橋頭

年韓攻訪問年”
活動爲契机, 着力推進雙方的旅游合作0

堡”
的優勢, 聯合開展新斛亞大陸橋運輸(如開展港口中轉/ 儲運/ 貨物聯運和代理業務等)0 三是開展遠

(1) 開展旅游市場開屠合作0 山東侮韓攻的旅游部門可進一步合作制定旅

洋運輸船隊合作0 合資/ 合作組建大型遠洋船隊, 積極開展遠洋運輸業務, 努力頑大遠洋運輸市場略額0

游市場促銷規琬和年度計琬, 聯合促銷, 共推旅游品牌0 幷且, 相互間互爲市場/ 互送客源, 利用攻際

四是開展空港物流合作0 重点是合作建設空港物流園袴, 幷合作引進大型貨運飛机, 開陽攻際攻內貨運

攻內旅游交易繇及重大節慶活動互相推介0 在各自的重要報刊/ 廣播電臺/ 電視臺/ 重要網站等, 精心

航陸, 形成東亞地袴重要的空港物流分撥中心0

策琬制作宣傳捲方的旅游節目0 根据各自的旅游資源特点, 聯手打造和推介相互間特色旅游産品和精品

(2) 屠展大型物流企業集團合作0 韓攻有不少大型物流企業集團, 央們捲促進物流業的屠展起到了重

旅游陸路0 同時, 聯手開拓第三攻旅游市場, 打造面向全世界的係列化/ 精品化/ 特色化的旅游産品0 特

要作用0 近廓年來, 山東的物流企業集團雖有較大屠展, 但侮韓攻相比, 有較大差距0 因此, 山東侮韓攻

別需要提及的, 芎前山東希望侮韓攻旅游部門開展
“觀世博/ 游山東”
合作0 通過推出精品世博旅游陸路,

合作屠展大型物流企業集團的玭力蜈大0 一是合資/ 合作屠展大型物流企業集團0 韓攻的大型物流企

幷制定優惠政策, 侮韓攻的旅行社合作, 組織更多的韓攻游客去參觀上海世博繇, 同時游覽山東0

業, 具有資金/ 人思/ 先進的物流技術和較强的運作能力/ 市場開拓能力以及完善的攻際網絡等優勢0

(2) 開展旅游投資合作0 山東將積極吸引韓攻的企業, 以合資/ 合作/ 糾資/ BOT/ TOT等方式, 參

而山東具有倉儲成本和勞動力成本低/ 倉儲能力强和資源酪富等有利穡件0 雙方可以合資/ 合作或建立

侮山東旅游袴(点)/ 旅游基礎設施和旅游配套設施的建設0 同時, 山東進一步創新旅游招商引資方式, 積

戰略聯盟等方式, 組建大型物流企業集團0 合作屠展物流配送/ 連鎖格營/ 特許格營/ 電子商務/ 商務

極採用網上招商/ 委托招商/ 以商招商/ 代理招商/ 中介招商/ 人文招商等方式, 吸引韓攻的旅游企業,

代理/ 郵政物流等新型物流業態, 做大做强現代物流業0 二是鼓勵韓商糾資屠展大型物流企業集團0 山

合作開屠農業侮生態旅游/ 修縯旅游/ 保健康郞旅游/ 森林旅游/ 郞育旅游/ 民俗旅游/ 工業旅游/ 節

東將大力營造物流業屠展的良好環境, 吸引韓攻大型物流企業, 在山東設立袴域總部, 以及糾資設立面

慶旅游/ 探險旅游/ 海上旅游, 特別是休閑度假旅游/ 郵輪旅游/ 高爾夫旅游/ 繇展旅游等, 以促進山東

向全球市場的採購/ 中轉/ 分撥/ 配送等大型物流企業集團0 除此之外, 山東積極引導有麟力/ 有比較

旅游産品的升級換代和袴域布局調整0 同時, 山東也積極鼓勵有麟力/ 有比較優勢的旅游企業, 到韓攻

優勢的企業, 以糾資/ 合資/ 合作等方式, 到韓攻建立大型物流企業集團, 以加速麟現攻內外物流市場

開辦旅行社和其他旅游格營項目0

的一郞化0
(3) 加强基礎性物流合作0 現代物流是跨攻境/ 跨行業/ 跨部門的復合性産業, 客觀上要求其基礎性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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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制定推進物流設施/ 物流設備/ 物流工具/ 電子文本等方面的標准化, 從而使山東侮韓攻盡快形成協調

(3) 開展旅游商品開屠合作0 山東侮韓攻的旅游部門可聯合建立旅游商品開屠基地, 大力開屠具有地
方特色的旅游工藝品和紀念品0 同時, 聯合規琬建設旅游商品專業批屠市場/ 旅游商品集散中心, 以及
共同擧辦旅游商品展示繇/ 優秀旅游商品博覽繇等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趙英明:《外攻來魯游客韓攻人最多》
,《上南日報》
2010年1月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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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環黃海地袴格上合作中, 中韓格上合作具有重要地位0 在中韓格上合作中, 山東屠揮了十分重要的

원 고 접 수 일 | 2010년 7월 12일

作用0 山東是中攻的格上大省和開放大省, 高度重視侮韓攻的格上合作, 成爲中攻侮韓攻格上合作成效

1차심사완료일 | 2010년 7월 26일

最大/ 玭力最大的省略0 山東侮韓攻的格上合作是中攻侮韓攻格上合作的一憾縮影0 從一定意義上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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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麟際情拗看, 山東侮韓攻的格上合作雖取得蜈大成就, 但也存在貿易合作的層次較低/ 投資和産業
合作的水平不誥高/ 合作的領域有待拓展等問題0
就總郞情拗看, 芎前和今后一憾時期, 山東侮韓攻格上合作的玭力巨大/ 前景廣闊0 要推進山東侮韓
攻格上合作向更大規模/ 更廣領域/ 更高層次屠展, 雙方應本着
“優勢互補/ 互利共潘”
的原則, 在鞏固和
屠展原有領域合作的同時, 嗇住中韓兩攻領導人高度重視中韓自貿袴建設的机遇, 盡快開展構建中韓自
貿袴先行袴合作0 幷且, 以中攻攻家主席胡錦濤關注山東半島藍色格上袴建設爲契机, 積極推進山東半
島藍色格上袴建設合作0 同時, 根据韓攻總統李明博關于硏究論嗇中韓火車輪渡/ 中韓海底隧道等的要
求, 加快建設便捷暢通的攻際通道合作0 此外, 要進一步加强雙方戰略性新興産業/ 先進制造業/ 節能
環保産業/ 現代服務業(重点是物流/ 旅游)/ 現代農業的深度合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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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석유는 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이나 정제 및 유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장
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소수의 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정유사를 비롯하여 석유
제품 유통사들이 독과점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석유제품 유통 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조성하
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석유시장에서 정유사를 비롯한 유통 기업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
해 석유제품 가격 또는 물량에 대한 암묵적인 담합을 할 유인이 높을 수 있다.
석유산업 유통 기업들의 독과점적인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석유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석유시장에 적용해왔다. 석유산업 초기에는 규제위주의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
을 시행하였으나, 우루과이 라운드를 기점으로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1993년 이후에는 석유시장의
유통 기업들 간에 경쟁을 촉진하여 자율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경쟁
촉진 방안으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석유유통업 자유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 허용, 석유 도
매가격 공개, 주유소 가격 실시간 모니터링, 유류 수입사의 비축의무 완화, 대형 할인점 수송 연료 판
매, 폴사인제(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등이 있다(한국석유유통협회, 2006).
지금까지의 정부의 석유시장 규제 완화의 주된 목표는 각 단계별 석유 유통 기업들의 경쟁을 유도하
여 독과점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었다. 즉 수평적 관점에서 정유사간의 경쟁, 주유소간의
경쟁을 향상시키는데 정책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가격은 기업의 수평적인 경쟁에도 영
향을 받을 수 있지만 수직적으로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사가 어떠한 유통구조를 통해 석유제품을 시
장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석유제품의 수직적 유통구조는 정유사(또는 석유수입사)를 중심으로 대리점, 주유소로 연결되
는 구조이다. 대리점과 주유소는 상위 유통기관의 자본참여와 독립성 여부에 따라 각각 직영과 자영으
로 구분된다. 정유사가 직영 유통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영 유통기관을 이용해서 석유제품을
유통할 것인지에 따라서 석유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과 정유사의 이윤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단계별 유통시장의 수평적 경쟁과는 별도로 수직적 유통구조는 석유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과 사회
적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석유시장 연구들은 수직적 유통구조가 석유제품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 유통 기업이 어떠한 유통구조를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유인과 일치하는지 검토해보고, 각 유통구조별 석유가격의 변화와 소비자 후생
변화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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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석유제품 유통구조

국내 석유제품의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정유사 또는 석유수입사로부터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이다. 도매단계 유통기관인 석유대리점은 직영대리점과 자영대리점
으로 나눠지는데 직영대리점은 정유사 또는 수입사의 자회사 개념이고 자영대리점은 독립적인 석유도
매상으로 정유사와 수입사와 계약을 통해 석유제품을 취급한다. 소매단계 유통기관은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가 있다. 대리점은 중간 도매기능 뿐만 아니라 중소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기능도
겸하고 있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는 정유사나 수입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최
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기관이다. 주유소도 상위 유통기관의 자본 및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직영
주유소와 자영주유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판매소는 수송용 석유제품을 취급하기 보다는 동절기 난
방용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주유소와 차별된다(에너지
경제연구원, 2009).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석유제품의 종류와 수요처의 특성에
따라서 유통구조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소량의 구매자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휘발유와 경유
는 주유소를 거쳐서 유통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BC유와 납사와 같이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
품의 경우 수요처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대량 수요처도 많기 때문에 정유사나 수입사가 최종수요
처와 직거래를 하거나 중간에 대리점을 이용하여 유통하는 형태를 많이 취한다.
<그림 1>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최종소비자

석유제품의 유통 경로를 결정할 때 몇 번의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
유사나 수입사 또는 대리점과 같은 상위 유통기관의 경우 하위 유통기관을 직영체제로 운영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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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독립적인 하위 유통기관을 이용할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다시 말해,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타 유통기업의 유통방식에 따라 각 유통기업은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하위 유통기관을 직영체제
로 운영할지 아니면 독립적인 자영체제로 운영할지 결정해야 한다. 하위 유통기관의 독립여부에 따라
상위 유통기관의 이윤은 달라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석유제품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모든 정유
사 또는 수입사가 직영대리점 이용할 경우와 자영대리점을 이용할 때 이윤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
고 제품의 최종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유사나 대리점이 직영주유소를 이용해서 석유제
품을 공급할 때와 독립적인 자영주유소를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정유사나 대리점의 이윤과
최종 소비자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하위 유통기관 수직
적 통합 여부는 상위 유통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중요한 사항이다.

Ⅲ. 선행 연구

상위 유통기관이 하위 유통기관을 직영기관을 만들어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자영기관을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문제로 귀결된다. Coase(1937)
가 기업들의 수직적 통합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에 있다고 밝힌 이후 많은
연구들이 기업 간의 거래비용 측면에서 수직적 통합을 연구하였다(Krickx, 1995; Woodruff, 2002;
Bigelow and Argyres, 2008).
이와는 달리 McGuire and Staelin(1983), Gupta and Loulou(1998), Moner-Colonques and
Sempere-Monerris(2004)는 수직통합의 유인이 타 기업의 유통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론적
분석을 하였는데 기업입장에서 수직통합의 결정은 경쟁사의 유통구조와 상품 간의 대체성, 경쟁사와
의 관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분석을 하였다.
국내 석유시장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의
담합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손양훈·나인강(2002)은 환율변동과 석유가격 변화 측면에서, 이달
석·하희송(2002)은 수입자유화 이후 석유가격의 변화 측면에서, 김진형(2003)은 정제 마진 변화 측
면에서, 문영석(2004) 장기적 석유가격 변동 측면에서, 진보영 외(2008) 석유제품 물량에 측면에서,
김형건·원두환(2009)은 석유가격 변동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석유시장의 암묵적 담합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국내 석유 시장의 연구들은 암묵적 담함의 유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시장구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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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국내외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유통의 수직적 통합에 대해서 연구하였을 뿐 더 자세
히 석유시장 기업들의 수직적 통합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으며, 국내 석유시장의 연구에서도 유통
구조 자체에 대한 분석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Ⅳ. 모 형

연구의 분석을 위해 McGuire and Staelin(1983)이 사용한 모형을 기반으로 석유유통시장 모형을
재구성하였다.2) 우선 분석 모형 수립을 위해 여러 가지 기본 가정을 하였다.
첫째, 두 개의 상위 유통기관(I, J)과 두 개의 하위 유통기관(i, j)으로 모형이 구성된다. 상위 유통기
관은 정유사 및 수입사가 또는 대리점이 될 것이며, 하위 유통기관은 석유제품에 따라서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될 수 있다. 용어를 단순화하기 위해 상위 유통기관의 대표 개념으로 정유사를, 하위 유통기
관의 대표개념으로 주유소를 사용한다. 즉, 두 개의 정유사와 두 개의 주유소가 모형에 있다. 수평적
유통기관은 각각 비협조적 경쟁관계에 있다.
둘째, 각 정유사는 하나의 주유소만을 이용해서 석유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즉
SK정유는 SK주유소만을 이용하고, GS칼텍스정유는 GS주유소만을 이용해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정부가 2008년 수송용 연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 및 사후정산제
도 금지, 주유소상표 표시 제도를 폐지하여 개별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상품을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으나, 석유 유통시장의 관행적인 행태와 주유소들의 영세함으로 인해 기존에 거래하는 정유사와 지
속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3)
셋째,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로 구분된다. 즉 정유사는 경제적 유인에 따라서 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유통구조를 분석한 Gupta and Loulou(1998)의 모형에서는 비용저감을 위한 상위 기업의 투자가 수직적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하위 기업은 상위기업과 독점 공급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국내 석유시
장의 경우를 보면 일단 주유소가 어떤 정유사의 상표를 달게되면 그 정유사 제품을 어떠한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McGuire and
Staelin(1983)의 모형은 일단 독점공급이 체결되면 변경하기 힘들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내 석유시장 분석에 더욱 적합하다.
Moner-Colongues and Sepere-Monerris(2004)의 모형에서는 수직적 통합의 문제보다는 상위 유통기업이 하위 유통기업을 몇 개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는 괴리가 있다.
3) 배타조건부거래란 정유사가 주유소들에게 판매 제품 전량을 자신들의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도록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사후정산행위는
주유소가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가격정보 없이 제품을 인도한 뒤 일정기간 후에 확정된 가격을 정산하는 것으로 주유
소가 원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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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도 있고 독립적인 자영주유소를 이용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정유사
와 두 개의 주유소 구조에서 세 가지 유통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통구조는 두 개의 정유사
모두가 독자적인 자영주유소를 통해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구조이다(자영-자영). 두 번째 유통구조
는 한 개의 정유사는 독자적인 자영주유소를 이용하지만 나머지 정유사는 직영주유소를 이용하는 복
합구조이다(자영-직영). 세 번째 유통구조는 두 정유사 모두 직영주유소를 이용하는 형태로 모두 수직
적으로 통합된 구조이다(직영-직영). [그림2]는 세 가지 유통구조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 유통구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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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주유소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각각의 주유소가 직면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자사와 타사 주유소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각 주유소의 수요량 qi는

(1)

pi과 pj는 석유제품의 각 주유소 가격이다.
다섯째, 수직 통합된 유통구조 즉 직영주유소의 경우 정유사가 주유소 가격을 결정하며, 정유사-자
영주유소 구조에서는 정유사가 정유사 가격 wI를 결정하고 자영주유소가 주유소 가격 pi를 결정한다.
이때 정유사는 자영주유소의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자영주유소 역시 정유사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정유사는 정유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wI를 선택할 것이
며 자영주유소는 주유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pi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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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석유생산 비용과 유통에 따른 비용은 0으로 가정하였다. 즉 w와 p는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
해서 표준화된 가격이다.
위의 가정은 국내 석유 유통 구조를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물론 실제적인 유통구조는 더욱
복잡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석유시장에서 유통기관의 수직적 유통구조의 변화가 정유사와 주
유소의 이윤과 최종 제품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데 있기 때문에 이상의 가정에 무리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유통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은 유통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자영-자영 구조에서 주유소 i는 정
유사 제품 가격 wI와 다른 주유소의 제품 가격 pj가 주어졌을 때 주유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pi를
결정한다. 두 개의 주유소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동시에 하여 더 이상 주유소가격의 변화가 없을 때 가
격은 균형가격(p*i, p*j)이 되고 이는 게임이론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um)과 동일하다. 이때 각 주
유소의 균형 수요량은 q*i=fi(p*i, p*j)이 된다. 이 균형 수요량은 정유사가 직면하는 수요량과 같고 주유소
가격은 정유사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균형 수요량을 q*i=gi(wi, wj)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정유사 는
경쟁 정유사의 제품가격 wJ와 자사의 자영주유소의 가격 pi를 고려하여 제품 가격 wI를 결정할 것이
다. 따라서 두 정유사의 균형가격 (w*I, w*J)을 도출할 수 있다.
자영-직영의 복합구조에서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유사 J는 경쟁 주유소의 가격 pi를 고려해서
자신의 주유소가격 pj를 결정한다. 반면에 자영주유소 i는 정유사가격 wI와 경쟁 주유소가격 pj를 고려
하여 주유소가격 pi를 결정할 것이다. 정유사 I는 정유사가격 wI를 결정할 때 자영주유소의 가격 pi의
변동과 경쟁 주유소가격 pj의 반응을 고려한다. 따라서 복합구조에서 주유소 균형가격 (p*i, p*j)와 수직
통합되지 않은 정유사의 균형가격 w*I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영-직영 구조에서 각 정유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pi와 pj를 결정할 것이다. 따
라서 균형가격 (p*i, p*j)를 구할 수 있다.
각각의 유통구조에 따라 균형 주유소가격 및 균형 정유사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데, 정유사는 유통구
조에 따른 이윤을 고려하여 주유소의 직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두 정유사가 유통구조를 더 이상 변
화시킬 유인이 없을 때 유통구조의 균형이 된다. 즉 최종적으로 석유제품시장에서 균형유통구조
(Nash Equilibrium Distribution Structure)를 도출할 수 있다.
모형의 가정을 적용하여 균형 가격과 균형 수요량을 구하기 위해 식(1)의 주유소 수요함수를 구체적
으로 식(2)로 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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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장에서 석유제품 총 수요량을 2(q=qi+qj=2)로 설정하였고, 각 주유소 가격이 동일 할 때는
두 주유소가 각각 1만큼 판매할 수 있다. 여기서 총 수요량을 2로 고정할 수 있는 이유는 석유제품이
필수재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가격과 상관없이 소비량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총수요량을
고정으로 간주하였다.4) 소비자들은 두 개의 주유소 가격과 여러 다른 조건을 비교해서 주유소를 선택
하는데 가격의 차이가 1이상 되면 하나의 주유소에서만 석유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여기서 가격에 대
한 수요의 반응은 자사 가격이나 타사 주유소 가격에 동일한데, 석유제품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완벽하
게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상대가격 변화에 동일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항상

이고

이다.
자영-자영 구조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주유소의 균형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영주유소의 이윤
(

) 방정식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데 식(3)과 같다.

(3)

다시 식(2)를 식(3)에 대입하면 식(4)와 같이 된다.

(4)

자영주유소는 경쟁 주유소의 가격 pj와 정유사 가격 wI를 고려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는 pi를 결정하
기 때문에 식(4)를 pi에 대해서 미분하여 극대화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하는 가격을
찾으면 된다. 즉

을 만족하는 pi가 주유소 i의 석유제품 가격이 된다. 1계조건에 의해 도출

된 각각의 주유소 가격 pi와 pj는 각각

이다. 최종적으로 주유소

균형가격은 식(5)와 같이 wI와 wJ에 대한 함수가 된다.

(5)

균형가격(p*i, p*j)을 식(2)에 대입하면 주유소 균형수요량 (q*i, q*j)를 구할 수 있고 식(6)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국내 석유소비량에 대한 탄력성은 매우 낮다.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03)
『자동차연료의 적정가격 비율연구』
에 의하며 국내 휘발유
단기수요 탄성치가 0.0167~0.209이고 경유는 0.240~0.244로 매우 낮고 장기수요 탄성치도 0.061-0.079, 경유는 0.079-0.093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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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유사 균형 가격도 주유소 가격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할 수 있다. 정유사 이윤 ΠI정와 ΠJ정
을 극대화 하는 wI와 wJ를 일계조건을 이용하여 도출하면 식(7)과 같다.

(7)

최종적으로 (w*I, w*J)=(3, 3)이 된다. 즉 동일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정유사는 동일하게 정유
사 가격을 3으로 정한다. 식(5)와 식(6)을 이용하여 주유소 균형가격과 수량 구하면 (p*i, p*j)=(4, 4)이고
(q*i, q*j)=(1, 1)이 된다.
자영-직영의 복합적인 유통구조에서의 균형을 찾아보면 수직 통합된 정유사-직영주유소의 주유소
가격 pj는 경쟁 주유소 가격 pj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자영주유소 i는 정유사가격 wI와 경쟁 주유소가
격 pj를 고려하여 주유소의 이윤(Πj주)을 극대화 하는 주유소 가격 pi를 결정한다. 두 개의 자영주유소
사례와 동일하게 정유사 I는 자영주유소의 가격 pi의 변동과 경쟁주유소 가격 pj의 반응을 고려하여 정
유사의 이윤(ΠI정)을 극대화하는 정유사가격 wI를 결정한다. 1계조건에 의하여 복합구조에서 주유소
균형가격(p*i, p*j)와 자영주유소를 이용하는 정유사의 균형가격 w*I를 도출할 수 있다. 주유소 균형가격
은 (p*i, p*j)=(2, )이고 정유사 균형가격은 w*I = 이다. 균형 주유소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총 각 주유
소별 수요량도 달라진다. 주유소 i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요량이 낮아지고 주유소 j의 수
요량은 높아진다. 따라서 균형수요량은 (q*i, q*j)=(½, )로 된다.
마지막으로 두 정유사가 각각의 주유소를 수직통합 하여 직영-직영 구조의 경우를 살펴보자. 경쟁
사의 주유소가격이 주어진 경우 각 정유사는 이윤(ΠI정 와 ΠJ정)을 극대화하는 주유소가격(pi와 pj)을 결
정할 것이다. 이윤극대화의 1계조건을 이용하여 각 직영주유소의 균형가격을 구하면 (p*i, p*j)=(1, 1)이
되고 균형수요량은 (q*i, q*j)=(1, 1)로 된다.
위의 세 가지 사례를 도출된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윤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된다. 자영-자영의 구
조에서는 각 정유사의 이윤은 3이 되고 각 주유소의 이윤은 1이 된다. 각 주유소는 자신의 정유사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유통해야 되고 상품에 대한 최종 경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유사의 이윤에 비해 주
유소의 이윤 수준이 낮다.
자영-직영의 복합구조에서 자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유사의 이윤은 3/4이고 자영주유소의 이윤은
1/4이다. 반면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유사의 이윤은 9/4이다. 자영-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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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에서는 어떠한 주유소를 운영하느냐에 관계없이 정유사 이윤이 자영-자영 구조에서의 정유사
이윤수준보다 낮아진다.
두 정유사가 모두 주유소를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직영-직영의 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두 정유사의
이윤은 각각 1이 되는데, 기존에 주유소라는 대리업체를 통해 경쟁하던 두 정유사가 직영주유소 체제
에서는 정유사가 직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이 낮아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유사의 이윤은
자영주유소 구조에서 주유소가 얻는 만큼의 이윤수준과 동일하게 된다.
유통구조별 총이윤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윤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영-자영 구조에서는 정
유사는 3, 주유소는 1씩 이윤을 얻기 때문에 이 구조의 총이윤은 8이 된다. 자영-직영의 복합구조에서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유사는 9/4의 이윤을 얻고 자영주유소를 이용하는 정유사는 3/4의 이윤을
얻는다. 또 자영주유소는 1/4의 이윤을 얻기 때문에 이 구조의 총이윤은 13/4가 된다. 직영-직영 구조
에서 이윤은 각 정유사가 1씩 얻고 주유소의 이윤은 없다. 따라서 총이윤은 2이다. 따라서 유통구조의
총이윤이 자영-자영 구조에서 가장 높아지는데 유통단계가 늘어날수록 유통기관들 이윤 추구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유통구조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 상승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표 1> 유통구조별 이윤
구조

정유사(I) & 주유소(i)
정
I

정유사(J) & 주유소(j)
주
i

w*I

p*i

q*i

Π

Π

w*I

p*i

q*i

ΠI정

Πi주

자영-자영

3

4

1

3

1

3

4

1

3

1

자영-직영

3/2

2

1/2

3/4

1/4

-

3/2

3/2

9/4

-

직영-직영

-

1

1

1

-

-

1

1

1

-

각 구조별 정유사의 이윤 수준을 이용해서 각 정유사의 전략적 유통구조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
선 <표 1>의 정유사 이윤을 <표 2>와 같이 유통구조에 따른 정유사 이윤 수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표 2> 유통구조에 따른 정유사 이윤
정유사 J

구분
정유사 I

자영주유소

직영주유소

자영주유소

(3, 3)

(3/4, 9/4)

직영주유소

(9/4, 3/4)

(1, 1)

각 정유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자영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수직 통합된 직영주유소
를 이용해서 석유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 처음부터 정유사I와 정유사J가 모두 자영주유소 체제로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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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면 두 정유사의 이윤은 (3, 3)이 된다. 그러나 만일 정유사I가 직영주유소 체제
로 전환한다면 정유사I의 이윤은 9/4가 되고 정유사J의 이윤은 3/4된다. 정유사I는 유통구조 변화로
이윤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영-자영 구조에서 자신의 유통구조를 직영주유소 체제로 변화시킬 유
인이 없다. 마찬가지로 정유사J도 자영-자영 구조에서 유통구조를 변화시킬 유인이 없게 된다. 즉 자
영-자영 구조는 내쉬균형이 되어 안정적인 석유제품 유통구조가 될 수 있다.
두 정유사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각 정유사의 이윤은 (1, 1)이다. 직영-직영 구조에서 정유사I
가 자신의 유통구조를 자영주유소 체제로 변화시킨다면 이윤은 3/4로 낮아진다. 반면에 직영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정유사J의 이윤은 9/4로 높아지게 된다. 정유사I의 입장에서는 직영주유소 체제
로 유통구조를 변경할 유인이 없다. 마찬가지로 정유사J도 직영-직영 구조에서 자신의 유통구조를 변
경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직영-직영 구조도 석유제품 유통의 내쉬균형이 된다.
직영-자영 복합구조에서는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유사J의 이윤은 9/4이고 자영주유소를 이용
하는 정유사J의 이윤은 3/4이다. 이런 유통구조에서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유사가 자영주유소로
유통구조를 전환하면 정유사 이윤은 3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영주유소를 이용하는 정유사가 직
영주유소 체제로 전환하면 이윤은 1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직영-자영주유소 구조는 불안하여 균형
이 될 수 없고 직영-직영의 구조나, 자영-자영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
유통구조 균형에 대한 결과는 국내 석유 시장 구조와 비교해보면 흥미롭다. 현재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에서 대리점은 직영대리점과 자영대리점 형태인 복합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자영대리점은 특
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과 모든 공급제품을 취급하는 현물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은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석유제품의 유통물량 중에서 대리점 형태에 따른 판매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등유를 제외한 휘발유, 경유, 경질유제품이 직영대리점과 자영대리점에 거의 50%씩 유통
되고 있다. 즉 모형을 통해 도출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균형과 차이가 있다. 모형에 의하면 모든 대
리점이 직영체제로 전환되거나 자영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대리점의 형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형에서 밝혀졌듯이 자영-자영 체제가 정유사에 더욱 높은 수익을 가져
<표 3> 석유제품의 대리점 형태별 유통 비중
석유제품의 판매비중

구 분
직영대리점
자영대리점

휘발유

등 유

경 유

경질유제품

60.3

28.4

48.5

49.0

전속대리점

34.7

47.7

45.8

43.1

현물대리점

5.0

23.9

5.7

7.9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석유공사(http://www.knoc.co.kr), 석유제품별 유통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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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자영 대리점을 체제로 더 선호할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유소의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는 그 의미가 깊어진다. <표 4>는 1991년부터
국내 주유소 영업체 수를 보여준다. 1991년 903개의 직영주유소가 2008년에는 2,273개로 늘어 약 2
배가 늘었다. 반면에 자영주유소는 1991년 2,979개였지만 2008년에는 10,225개로 3배 이상 증가하
였다. 석유유통에 대한 자유화 조치 이후 전체 주유소 수가 늘었지만 자영업체의 수는 더욱 빨리 증가
하였다. 정유사들도 직영업체를 늘이는 것보다 자영업체를 늘여 유통 시장을 장악하여 주유소 단계에
서 자영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정유사의 이윤확대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영주유소를 대폭
늘인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영주유소의 개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5)
<표 4> 형태별 영업 중인 주유소 개수
연도

영업업소
직영

자영

계

1991

903

2,979

3,882

1992

936

4,939

5,875

1993

1,111

4,816

5,927

1994

1,236

5,860

7,096

1995

1,356

6,910

8,266

1996

1,528

7,486

9,014

1997

1,751

8,030

9,781

1998

1,804

8,164

9,968

1999

1,851

8,312

10,163

2000

2,171

8,203

10,374

2001

2,167

8,392

10,559

2002

2,073

8,580

10,653

2003

1,847

9,002

10,849

2004

1,845

9,278

11,123

2005

1,977

9,405

11,382

2006

2,246

9,581

11,827

2007

2,236

9,904

12,140

2008

2,273

10,225

12,498

주 :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 한국주유소협회(http://www.ikosa.or.kr/index.jsp), 전국 주유소현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물론 자영주유소가 증가한 이유가 유통구조의 문제에만 있지는 않다. 주유소 규제 완화로 인해 일반인들의 주유소 운영이 쉬워진 부분
도 있다. 직영주유소도 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석유유통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유소간 거리 제한의 철폐에 따라서 각 정유사들 빠르게
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직영주유소를 만드는 경우와 기존에 타 정유사의 주유소가 선점하고 있을 때 자영 정유업자가 시장진입을 꺼
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직영주유소를 진입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주유소 선점에 대한 전략적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다음 연구의 주제로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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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유통구조별 석유제품의 주유소 가격을 <표 5>에 요약하였다. 석
유제품의 주유소 가격은 소비자 후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 정책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석유제품의 최종가격은 자영-자영의 구조에서 가장 높아진다. 직영-직영 구조에서 주유소가격은
가장 낮아지고, 자영-직영의 혼합구조에서는 주유소가격은 중간정도 수준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정
유사들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들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통구조가 서로 상충한다.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자영-자영 형태의 유통구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구조에서는 석유제품의 최종가격인 주유소가격이 가장 높아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석유
제품을 구입해야 되어 후생수준이 낮아진다.6)
<표 5> 석유제품 주유소 가격
유통 구조

주유소i 가격

주유소j 가격

자영-자영

4

4

자영-직영

2

3/2

직영-직영

1

1

자영-자영 구조에서 제품의 최종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정유사들이 직접 경쟁을 하지 않고 주유
소들이 대리로 경쟁하는 체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정유사는 가격 인하의 유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증가한 중간 유통기관들의 이윤추구 행위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석유
제품의 소비자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정유사 단계 또는 상위 유통기관의 직접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통단계를 축소해야한다.
이상의 모형에서 두 정유사가 서로 경쟁을 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그러면 두 정유사가 정유사 이윤
의 총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가격을 담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석유제품을 필수재로 총수
요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가격은 무한대로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
실은 자영-자영 구조에서 주유소들은 서로 경쟁하더라도 정유사 단계에서 가격 담합이 발생하면 주유
소 경쟁체제는 가격 안정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유통구조에 상관없이 정유사의 가격
담합은 석유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소비자 후생수준을 악화시키게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본 연구의 가정에 의해서 자영-자영 형태에서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을 자영-직영으로 가정하면
자영주유소의 가격이 직영주유소의 가격 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석유 유통시장에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살펴보면 직영주유소
의 가격이 더 높은 경우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직영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혼합하지 않고 정량판매를 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
와 신뢰에서 비롯되어 직영주유소의 제품 수요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주유소 형태별 소비
자의 선호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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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에 있어서 상위 유통기관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하위 유통기관의 수
직적 통합 여부와 그로 인한 사회적 후생 변화에 대해서 다루었다. 국내 석유제품은 정유사나 석유수
입사로부터 생산 또는 수입된 제품을 직영유통업체나 독자적인 자영유통업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유통구조가 상위유통기관인 정유사와 석유수입회사의 이윤극대화에 도
움이 되고 또한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정책 수립에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석유제품 유통구조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유통모형을 수립하였다. 상위 유통기관인 정유
사들은 석유제품을 자영-자영주유소, 자영-직영주유소, 직영-직영주유소 형태로 유통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정유사와 주유소 모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협조적으로 경쟁하는 석유제품 유통
시장을 가정하였다. 각 유통구조에 대한 정유사가격, 주유소가격, 수요량, 정유사이윤, 주유소이윤을
수요함수와 이윤극대화 1계조건을 이용하여 도출해 보았다.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균형은 자영-자영 구조나 직영-직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데, 자영-자영 구
조에서는 상위 유통기관인 정유사의 이윤이 높아지고 주유소의 이윤은 경쟁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낮
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정유사가 석유제품에 대한 경쟁을 하위 유통기관인 주유소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으로 부터 벗어나있어서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별로 없게 된다. 따라서 석유제품
의 도매가격인 정유사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하위 유통기관인 자영주유소는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이윤 수준은 낮다. 반면 직영-직영 유통구조에서는 정유사가 직접적
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윤 수준이 낮아지고 또한 유통단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최종 석유제품 가격
도 낮아진다. 또한 유통구조와 관계없이 정유사 간에 담합이 발생한다면 최종 석유제품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주유소간의 경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석유 유통 구조에 대한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우선 석유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위 유통단계의 경쟁이다. 주유소가 경쟁을 하더라도 상위 유통
단계인 대리점에서 담합이 있다면 주유소의 경쟁은 석유제품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다. 마찬가지로 주유소와 대리점 모두 경쟁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최상위 유통기관인 정유사 수준에서
담합이 발생한다면 하위 유통기관의 경쟁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할 것이다. 따
라서 정유사를 비롯한 상위 유통기관들의 직접적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유통단계에 경쟁이 도입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유통단계의 단순화이다. 석유제품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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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관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면 모든 유통기관이 경쟁체제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즉 소비자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석유제품을 구입하여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이
낮아진다. 따라서 중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중간 유통 마진을 낮게 해야 석유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적인 가정이 모두 만족한다는 조건에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변화가
있으면 본 연구의 결과도 변할 수 있다. 최근 석유제품 소매시장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정유사와 주
유소간의 관계도 변화가 있다. 즉, 주유소들도 독점공급을 폐기하고 다른 정유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
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관계의 변화가 향후 석유유통시장의 가격 구조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어떤 주유소 상품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부분이다. 분석에 의하면 자영-직영 구조에서 자영주유소의 가격이 더 높아야 하
나, 실제로는 이와 달리 직영주유소의 가격이 더 높게 유지되어온 면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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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제화 및 세계화로 표현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대도시권 內 인구이동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산업
의 집중은 세계적 추세이다.‘UN 세계 도시화 전망(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07)’
에
따르면 2007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였고, 2008년에는 농촌에 거주
하는 인구수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 역시 2025년 대도시 인구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는 등 세계 주요 대도시 역시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도시의 존재
이유가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별경제주체의 대도시 집중
과 이에 따른 산업집중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집적경제의 주요 요인들은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와 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ies)로 분류된다. 지역화경제는 특화(specialization)에 의한 외부효과와 경쟁
(competition)에 의한 외부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데, 개별기업이 속한 산업이 지리적으로 집
중되었을 때 관련 기업들 사이에 지식일출효과(knowledge-spillover effect) 또는 노동시장이나 중
간재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그 지역에 있는 개별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화
경제는 다양성(diversity)에 의한 외부효과로 정의하고, 지식일출이 다른 산업 間 이루어지기 때문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1)
최근 집적경제이론(또는 외부효과이론)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번송(2000), 민경휘·김영수(2003),
임창호·김정섭(2003)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검토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전술한 두 가지 집적경제의
주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이유는 집
적경제의 주요 요인들인 지역화경제 그리고/또는 도시화경제를 측정하는 변수들을 각 연구마다 다양
하게 선택할 뿐 아니라 표본의 시간·공간적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i) 외부효과의 주요 요인인 특화, 경쟁,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유의성 있는 변수들
을 확인한 후, (ii) 어느 요인이 국내 제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iii) 집적경제가 발생
하는 권역별 특화산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국내 시₩군₩구에 대한
22개의 중분류 산업자료를 활용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지역화경제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경제이지만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서는 내부경제이며, 도시화경제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역시 외부경제이지만, 그 지역 산업들에 대해서는 내부경제이다(민경휘·김영수, 2003). 내부화(internalization)가 중요한 이유는 개
별 기업의 외부경제로 인해 중간재 시장의 효율성 증대 또는 정보교환 등을 통해 개별 기업끼리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Ⅱ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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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기존 국내연구는 대부분
특정 시점의 횡단면 분석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3)이 전문 개정된 1994년의 자료
와 최근 2006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집적경제의 존재여부를 고려하고, 집적경제
의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한다.4)
둘째, 산업의 특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2개 제조업을 전통적 경공업, 중공업, 첨단
산업의 3가지로 분류하고, 제조업을 산업입지 유형별(소비지입지형, 원자재입지형, 기초소재형, 가공
조립형)로 분류하여 각 분류에 대한 외부효과의 존재여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Ⅱ장에
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정의된 집적경제의 개념을 정리한 후,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
한다. 제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실증분석 모형에 대해 설명한 후, 다
양한 설명변수들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합한 설명변수들을 선택한다. 제 Ⅳ
장에서는 권역별·산업별 회귀분석을 통해 권역별 특화산업을 확인한다. 마지막 제 Ⅴ장에서는 결론
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집적경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집적경제의 개념
집적경제란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지역에 집중함으로서 발생하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외부성(externalities)은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분석된다.5)₩6)
정태적 관점은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로 분류되며, 현재 시장조건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일출효과
(information-spillover effect)가 지역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지역화경제는 한 산업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목적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도
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법
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며, 각각 행위제한을 정하고 있다.
4) 이번송·홍성효(2001)는 1981년과 1996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시점 간 동태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였지만,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송·홍성효(2001: 125~127), Glaeser et al.(1992: 1130~1132), Henderson et al.(1995: 1067~1069), 그리
고 Goo(2000: 106~168)를 참조하시오.
6) 통상적인 정의에 의하면 일출효과(spillover effect)와 함께 비보상성(non-compensation)이 존재하면 외부성이 발생함: (i) 한 경제주
체의 경제선택이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함수 혹은 생산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영향을 일출효과라고 정의하며; (ii) 일출효과
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이 시장의 가격기구 내에서 적정하게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비보상성이라고 정의함 (이명훈·이영환·박성
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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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개별기업이 집중되었을 때 동종기업들 사이에 지식일출 또는 노동시장이나 중간재시장의 효율성
이 증대되어 그 지역에 있는 개별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화경제는 지식일출이
다른 산업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적 관점은 Marshall-Arrow-Romer(MAR)효과, Porter효과, Jacobs효과로 분류되며, 그 지
역에서 발생한 정보의 축적이 현재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7) Henderson et al.(1995)
에 의하면 MAR효과는 정태적 관점의 지역화경제를 동태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그 지역의 동 산
업 내에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생되는 지식의 증대(buildup of knowledge)로부터 유도
된다. Jacobs효과는 정태적 관점의 도시화경제를 동태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지속적인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전파가 다양한 산업間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별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laeser et al.(1992)은 이러한 동태적 지역화경제(dynamic localization economies)를
MAR효과와 Porter효과로 세분화하여 MAR효과는 특화(specialization)에 의한 외부효과 그리고
Porter효과는 경쟁(competition)에 의한 외부효과, Jacobs효과는 다양성(diversity)에 의한 외부효
과로 정의하였다.8)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MAR효과, Porter효과, 그리고 Jacobs효과에 대해서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집적경제에 의한 외부효과
분류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MAR효과

Porter효과

Jacobs효과

특화

+

+

-

경쟁

-

+

+

다양성

-

-

+

2. 선행연구
집적경제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해외 주요연구는 Glaeser et al.(1992), Henderson et al.(1995)
등이 있다. Glaeser et al.(1992)은 1956년과 1987년도 사이에 미국의 170개 도시에 입지한 규모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7) Marshall(1890), Arrow(1962), Jacobs(1969), Romer(1986), 그리고 Porter(1990).
8) Glaeser et al.(1992)이 동태적 지역화경제를 MAR효과 및 Porter효과로 세분화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음: MAR효과는 특정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집중된 지역에서 경쟁보다는 특정기업에 의한 독점이 더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Porter효과는 특정
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집중된 지역에서 독점보다는 기업 間 경쟁이 더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Glaeser et al(1992
112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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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업에 대한 고용성장에 동태적 외부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Glaeser et al.(1992)의
연구결과는 Jacobs효과를 지지하였으며, 이는 도시 내 고용성장에 대해서 산업 내(inter-industry)
지식일출보다는 산업 간(across-industry) 지식일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Henderson et al.(1995)은 1970년과 1987년도 사이에 미국의 도시 內 8개 제조업을 전통제조업
(mature capital goods industries)과 첨단제조업(new high-tech industries)으로 분류하여 MAR
효과와 Jacobs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제조업에 대해서는 MAR효과를 지지하
였으며, 첨단제조업에 대해서는 MAR효과와 Jacobs효과를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중₩소규모의 섬유산업, 의류산업, 운송장비산업, 제1차 금속산업, 음식산업, 그리고 펄프 및
제지산업 등은 MAR효과를 지지하고, 전자부품, 의료장비, 컴퓨터와 같은 첨단 혹은 신산업에는
MAR효과와 Jacobs효과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적경제의 요인들에 대한 주요 국내연구는 이번송(2000), 민경휘·김영수(2003) 등이 있는데, 이
번송(2000)은 1996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로부터 수도권 23개 지역의 22개 중분류 산업에 대한 자
료를 도출하여 수도권의 제조업생산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수도권에는
지역화경제가 존재하지만 도시화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수도권을 경기, 서울,
그리고 인천으로 분류한 경우 경기도에 지역화경제가 존재하지만 도시화경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울과 인천은 모두 도시화경제는 존재하지 않고, 지역화경제는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경휘·김영수(2003)는 2001년 광공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를 분
석하였다. 이때, 지역화경제를 특화 및 경쟁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화경제는 다양성지수(diversity
index)를 사용함으로서 Glaeser et al.(1992)이 제시한 설명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
의 특화에 의한 지역화경제는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경쟁에 의한 지역화경제는 오히려 생산성을 저
하시키고, 마지막으로 도시화경제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역시 수
도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MAR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할 경우, 수도권 산업집적의 이익이 비수도권 산업집적의 이익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연구마다 MAR효과, Porter효과, Jacobs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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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조업생산성 결정요인분석
1. 모형설정
집적경제의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생산함수는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집적경제를
포함하는 외부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외부효과함수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9)

V= g(S)·F(K, L)

(1)

여기서, V : 부가가치 또는 산출량, K : 자본스톡, L : 종사자

g(S) : 집적경제를 반영하기 위한 이동함수(shift function)

식(1)의 F(K, L)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V / L= g(S)·F(K / L)

(2)

여기서, V / L : 종사자당 부가가치 또는 산출액

또한 식(2)의 양변을 로그화하면 다음과 같은 로그선형(log-linear)형태의 함수를 유도할 수 있다.

In(V / L)= In(g(S))+In(K / L)

(3)

한편, 집적경제의 측정모형은 기본적으로 이번송(2000)의 예를 따라, 다음과 같은 이동함수(shift
function)를 사용한다.

(4)
여기서, Lij : 도시(i)-특정산업(j)의 종사자

Ni : 도시(i)의 총인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Henderson(1986)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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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양변을 로그화하면 다음과 같은 반대수선형함수를 유도할 수 있다.

(5)

식(5)에 따르면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는 도시(i)-산업(j)의 고용규모와 도시의 총인구에 의하여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추가적으로 기업규모(FSij: 사업체당 종사자수)를 나타내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면 아래와 같은 로그선형회귀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6)
여기서, uij: 확률적 교란항(stochastic disturbance term)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화경제는 도시(i)-산업(j)의 고용규모에 의하여, 그리고 도시화경제는 도시의
총인구에 의하여 측정된다. 따라서 다른 설명변수와의 공선성의 문제 또는 제조업 집적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설명변수도 함께 고려해야한다.10) 공선성 문제의 축소 그리고 제조업
의 다양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Glaeser et al.(1992)의 예에 따라 특화(specialization)와 다양화
(diversity)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지역화경제의 다른 하나의 특성요인인 경쟁을 설명변수에 포함시
킴으로서 특정 도시에 同種산업의 경쟁이 그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자료설명
전국 15개 시도의 생산성(종사자당 부가가치)변화에 대한 외부효과 분석을 위하여 중분류산업(한국
표준산업분류: KSIC)에 해당되는 22개 제조업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며, 생산성에 대한 정태적 외부
성(static externalities)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1994
년 및 2006년 자료를 각각 사용한다. 1994년 광공업통계조사 중 259개 시₩군₩구에 대한 제조업 22개
중분류 산업 자료의 전체 표본은 3,379이고, 2006년은 230개 시₩군₩구에 대한 22개 중분류 산업의
전체표본은 2,745이다.11)₩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즉 1/Lij과 In(FSij)間 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로 In(FSij)에 대한 추정계수는 도시(i)-산업(j)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지역화
경제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11) 일부 도시들은 22개의 중분류 된 제조업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위한 총 관측치수는 4,752(216×22)가 아닌
1994년은 3,379, 2006년은 2,745이다.
12) 1994년 관측수가 2006년 관측 수에 비해 많은 것이 1994년에 기업체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측 수는 도시(i)-산업(j)
자료이므로 일부 산업들이 특정 도시에서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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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노동생산성, 자본스톡, 기업규모
1994년과 2006년의 각 시점에서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V/L)의 지역별 평균치로 측정된 지역별 노
동생산성, 노동자 1인당 자본스톡(K/L)의 도시별 평균치로 측정된 지역별 자본스톡, 그리고 사업체당
종사자수(N/L)로 측정된 지역별 기업규모를 요약하여 <표 2>~<표 4>에 제시하였다.
1994년과 2006년간 지역별 생산성, 자본스톡, 기업규모를 각각 비교해보면, 첫째, 수도권의 노동생
산성 순위가 낮아져 수도권 지역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지
역에서의 높은 지대와 다양한 규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13) <표 2>에서 제시하였듯이 1994년 최상위
30위권에 속한 수도권 도시들은 10개 이었으나, 2006년에는 7개로 감소하였으며, 최하위 30위권에
속한 수도권 도시들은 5개에서 10개로 증가하였다.
둘째, 수도권 지역의 2006년 기준 자본스톡의 순위는 1994년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을 보면 1994년 최상위 30위권에 속한 수도권 도시들은 5개, 2006년은 5개이며, 최하위
30위권에 속한 수도권 도시들은 14개에서 17개로 증가하였다.
셋째, 수도권 지역의 2006년 지역별 자본스톡은 1994년에 비해 편차가 작아졌다. <표 4>에서 1994
년 최상위 30위권에 속한 수도권 도시들은 8개에서 2006년 6개로 감소하였으며, 최하위 30위권에 속
한 수도권 도시들 역시 12개에서 8개로 감소하였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2006년 기준 지역별 자본
스톡은 1994년에 비해 편차가 커졌다. 1994년 최상위 30위권에 속한 비수도권 도시들은 22개에서
2006년 24개로 증가하였으며, 최하위 30위권에 속한 비수도권 도시들 역시 18개에서 22개로 증가하
였다.
<표 2> 연도별 노동생산성이 높은 도시와 낮은 도시
1994

구분

수도권

최상30위

최하30위

최상30위

최하30위

경기도

10

8

5

1

7

5

10

0

서 울

10

0

5

3

7

0

10

8

인 천
충청권
비수도권

2006

경북권
경남권

2
20
20

전라권

7
5
4
4

1
25
25

1
9
5
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규제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는 이번송(2000) 및 이번송·홍성효(2001)를 참고하시오.

2
23
23

7
7
3
6

2
20
20

2
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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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자본스톡이 높은 도시와 낮은 도시
1994

구분

최상30위
경기도

수도권

서 울

비수도권

최하30위
3

5

2

충청권
경북권

25

전라권

최상30위
2

0

인 천

경남권

2006

14

12

최하30위
3

5

2

0

17

14

0

2

8

3

9

1

9

3

7

2

16

4
5

5

25

5

1

13

3

6

6

4

<표 4> 연도별 기업규모가 큰 도시와 작은 도시
1994

구분

최상30위
경기도

수도권

비수도권

서 울

2006
최하30위

6
8

0

최상30위
3

12

8

최하30위
5

6

0

1
8

5

인 천

2

1

1

충청권

8

2

9

2

경북권

4

7

2

4

경남권
전라권

22

6
4

18

1

24

8

8

2

22

5

4
12

2) 회귀분석에 사용될 주요변수들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전술한 세 가지 외부경제 변수들(특화, 경쟁, 다양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다. 이때, 1994년과 2006년 사이에는 많은 행정구역들이 생성되었으며 일부지역은 수평적, 수직적으
로 통합된 반면, 다른 지역들은 보다 작은 구역으로 분화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22개 중분류산업에 대한 도시(i)-산업(j)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정의,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들로 사용할 In(V/L)ij는 1994년에 비해
2006년에 더욱 높아졌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설명변수로 사용할 In(K/L)ij 및 DIVij는 높아졌지만 다른 설명변수들인 In(FS)ij 및 In(N)i,

COMij, (1/L)ij, SPECij는 낮아졌다. 이는 전반적으로 도시-산업의 종사자당 자본과 도시 內 산업의 다
양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산업의 기업규모는 감소한 반면 종사자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종사자수의 증가보다 기업수의 증가가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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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도시(i)-산업(j)의 특징
변수

ln(V/L)

ln(K/L)

ln(FS)

설명

로그화된 종사자당 부가가치

로그화된 종사자당 자본

로그화된 사업체당 종사자수

평균 (표준편차)
1994

2006

3.205

4.081

(0.640)

(0.614)

3.173

3.807

(0.992)

(1.000)

3.075

2.883

(0.861)

(0.733)

다양성지수
ln(N)

도시화지수 : 특정도시의 로그화된 인구수

11.935

11.809

(0.907)

(0.993)

0.936

0.954

(0.122)

(0.117)

다양화지수 : 특정 도시의 총산출액에 대한 그 도시에서의 해당 산업을 제외한 모
든 제조업의 산출액 비율로 결정
DIV
j산업-i도시

경쟁지수
경쟁지수 : 한국 전체 제조업별 생산액 당 기업 수에 대한 특정 도시-산업별 산출
액 당 기업 수의 비율로 측정
COM

j산업-i도시

8.786

4.517

(36.700)

(15.947)

특화지수
1/L

지역화지수 : 특정 도시(i)-산업(j)의 총종사자수의 역수

0.022

0.008

(0.040)

(0.011)

상대적 특화지수 : 한국 전체에서 제조업별 산출액 비율에 대한 특정 도시에서의
제조업별 산출액 비율로 측정
SPEC
j산업-i도시

1.557

1.420

(3.088)

(3.900)

흥미로운 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문 개정된 첫해인 1994년에 비해 2006년에 전반적인 도시산업의 경쟁 및 특화가 낮아지고 다양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규모는 지
역화 지수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제조업의 경우 지역화지수가 감소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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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측면에서 도시화지수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도시(i)-산업(j)의 다양성 지수는 특정 도시의 인구집적을 나타내는 도시의 다양성(이번송, 2000; 이
번송·장수명, 2001), 그리고 특정 도시의 총 산출액에 대한 그 도시에서의 해당 산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조업의 산출액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이번송·홍성효, 2001; Glaeser et al., 1992).
경쟁지수는 Glaeser et al.(1992)에 따라 국내 전체 제조업별 산출액 당 기업 수에 대한 특정 도시
(i)-산업(j)별 산출액 당 기업수의 비율로 측정한 것이다.
특화 지수는 지역화경제와 상대적 특화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있는데, 지역화경제는 도시-산업의
총 종사자수의 역수(이번송, 2000; 이번송·장수명, 2001)로 설명할 수 있고, 상대적 특화지수는 국
내 전체 제조업별 산출액비율에 대한 특정 도시에서의 제조업별 산출액 비율로 측정한 것이다(이번
송·홍성효, 2001; Glaeser et al., 1992).

3. 제조업생산성 결정요인분석
1) 회귀분석 및 추정변수의 선택 : 2006년 기준
제조업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 절에서 설명한 이론적 모형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고, 변수의 구성에 따라 8개 모형으로 구성된다. 각 모
형을 추정함에 있어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해 설명변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지역 간 실증분석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어떻게 작용
하는 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표 6>에 나타난 다양한 회귀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종사자당 자본으로 정의된 In(Kij/Lij)의 계수
와 기업규모로 정의된 In(FSij)의 계수는 모두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Kij/Lij)의 경우, 모든 분석결과에서 추정치가 0.3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총 부가가치액이
자본으로부터 0.3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0.7만큼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n(FSij)의 계수는 약 0.2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특정 지역의 기업규모가 1% 증가하면 그 지역 제조
업 종사자당 부가가치액이 0.2%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업규모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화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중 하나인 의 계수는 모두 음(-)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 내 동종기업 간 경쟁에 대해 MAR모형의 주장을 지
지하지만 Porter(1990)와 Jacobs(1969)의 주장은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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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국 종사자당 부가가치액 회귀분석 결과(전체 산업)

constant

ln(K/L)

ln(FS)

ln(N)

(1)

(2)

(3)

(4)

(5)

(6)

(7)

(8)

1.798***

2.750***

1.479***

2.434***

2.023***

1.723***

1.780***

1.479***

(12.32)

(33.58)

(11.09)

(22.47)

(13.71)

(11.18)

(10.66)

(11.09)

0.318***

0.303***

0.323***

0.309***

0.313***

0.318***

0.317***

0.322***

(32.54)

(31.49)

(33.64)

(31.95)

(32.22)

(32.76)

(32.38)

(33.64)

0.208***

0.190***

0.215***

0.214***

0.191***

0.204***

0.199***

0.214***

(14.20)

(12.87)

(16.39)

(15.75)

(13.02)

(15.06)

(13.38)

(16.39)

0.041***

0.060***

0.063***

0.066***

0.063***

0.059***

(3.98)

(5.95)

(5.91)

(6.43)

(5.95)

(5.95)

DIV

COM

1/L

-0.003***

-0.367***

-0.170**

-0.466***

-0.275***

-0.274***

(-6.13)

(-1.96)

(-7.53)

(-3.14)

(-3.12)
-0.003***

-0.002***

(-4.68)

(-4.86)

-0.002***

-0.003***

-0.003***

-0.003***

-0.003***

(-4.86)

(-4.86)

(-4.83)

(-4.95)

(-4.80)

(-4.43)

-2.035**

-2.659***

(-2.15)

(-2.91)

SPEC
표본수
2

R

-1.139

-0.845

(-1.21)
0.013***

0.008***

(-0.89)
0.008***

0.008***

0.013***

(7.77)

(3.29)

(3.20)

(3.09)

(7.77)

2745

2745

2745

2745

2745

2745

2745

2745

0.4794

0.4835

0.4898

0.4839

0.4900

0.4916

0.4918

0.4898

주 : 1) ( )안의 수치는 t-value임
주 : 2) ***는 1%, **는 5%, 그리고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본 연구의 결과는 이번송·장수명(2001)과는 반대로, 민경휘·김영수(2003)의 결과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민경휘·김영수(2003)는 전국의 시₩군₩구의 자료를 이용한 반면, 이번송·장수
명(2001)은 군 단위를 제외한 73개 도시의 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상반된 추정결과를 직접 비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반된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군 단위의 도시에서는 경쟁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시 단위의 도시에서는 경쟁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모형 및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역화(1/Lij)는 특화(SPECij)를
의미할 수 있으며 기업의 규모(In(FSij))와 공선성이 나타난다.14) 1/Lij의 계수를 보면 모형(1)과 모형(2)
의 추정결과에서는 모두 음(즉 지역화경제의 존재)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Lij의 계수
는 SPECij를 추가시킨 모형(7)의 추정결과에서도 음(-)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이번송·장수명(2001)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지역화경제를 그 도시(i)-산업(j)의 고용규모를 그 도시의 모든 산업의 대한 총 종사자수
로 나눈 절대적 특화를 그 산업의 종사자가 나라 전체의 총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상대적 특화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
석을 하였는데, 동일한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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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지역화가 특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5)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화(1/Lij)는 고용
규모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In(FSij))와 공선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통상적으로 단순상관계수가 0.5를 넘으면 공선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역화와 기업
규모간의 단순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지역화, 기업규모

= -0.5152로 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것

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In(FSij)를 제외시킨 후 추정한 경우, 모형(1), 모형(2), 그리고 모형(5)의 추정결과를 보면 다른
계수는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에 1/Lij의 계수는 음(-)이지만 절대값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이는 지역화와 기업의 규모 間 공선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화(SPECij)와 다양화(DIVij)사이에는 공선성이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화는 국가 전체의
생산액에서 해당 산업 전체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도시 전체 생산액에서 도시-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측정되었고, 다양화는 해당 지역 전체의 생산액에 대한 다른 산업들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몫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특화와 다양화 間 공선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변수 間의 단순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특화, 다양화

= -0.7038로 다중공선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DIVij를 제외시킨 후 분석한 경우, 모형(4), 모형(6), 그리
고 모형(5)의 추정결과를 보면 다른 계수는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에 SPECij의 계수는 양(+)이지만 절
대값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선성의 문제를 축소화시키기 위해 <표 6>의
모형(8)에 해당하는 특화(SPECij), 경쟁(COMij), 그리고 도시화(In(Ni))에 대한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설
명하기로 한다.17)
모형(8)에 입각하여 전국 22개 제조업의 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집적으로 인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화를 의미하는 특화 및 경쟁의 경우에는 MAR효과를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특화(SPECij)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도시에 하나의 산업이 특화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쟁(COMij)과 생산성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도시에서 동종 산업 間의 경쟁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도시화(In(Ni))와 생산성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 즉 도시화가 생산성에 긍정
적인 외부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도시화로 인한 긍정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본 결론은 이번송·장수명(200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기업규모의 변수를 제외시킨 경우, 모형(1)의 추정결과에서 1/Lij의 계수는 -7.764, 모형(2)에서는 -7.491, 그리고 모형(8)에서는 6.043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번송·장수명(2001)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17) 전국 표본의 경우,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각 변수의 계수와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표본
이 작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 시도별, 권역별, 그리고 산업별) 회귀분석의 결과는 공선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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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가 압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8)

2) 연도별·산업별 분석
<표 7> 연도별 종사자당 부가가치액 회귀분석 결과(전체 산업)
변수
constant

ln(K/L)

ln(FS)

ln(N)

COM

SPEC
표본수
2

R

1994

2006

0.451***

1.479***

(3.79)

(11.09)

0.296***

0.322***

(32.56)

(33.64)

0.132***

0.214***

(12.29)

(16.39)

0.116***

0.059***

(12.29)

(5.95)

-0.003***

-0.002***

(-10.50)

(-4.86)

0.031***

0.013***

(10.88)

(7.77)

3379

2745

0.4094

0.4898

주 : 1) ( )안의 수치는 t-value임
주 : 2) ***는 1%, **는 5%, 그리고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연도별 집적경제의 존재여부와 산업의 특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1994년과 2006년 각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22개 전체 제조업을 3개 산업별(전통적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로 분류하여
추정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전국 제조업에 대한 연도별 추정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는데, 지역화를
의미하는 특화 및 경쟁 중 특화가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도시화 역시 긍
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특화 및 도시화에 의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1994년에 비해 2006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개로 분류한 전체 제조업을 3개 산업별(전통적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로 분류하여 추정
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19) 세 개의 산업별로 분류한 경우, 모든 산업에서 특화 및 도시화에 의
한 집적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하나의 지역화경제를 설명하는 경쟁은 생산성에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다양성은 MAR모형 및 Porter(1990)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특화와는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 중분류 산업 코드로 재생재료가공처리업(37)은 본 회귀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표본보다 산업별 표본의 수가 작게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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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첨단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특화와 큰 도시의 인구규모로부터 얻는 혜택이 전통적 산
업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이는 Henderson et al.(1995)이 제시한 것처럼 전자부품, 의료장비, 컴퓨
터와 같은 첨단 혹은 신산업에는 MAR효과와 Jacobs효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화 및 도시화에 의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1994년에 비해 2006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전통적 경공업과 중공업 역시 특화와 도시화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전국 제조업의 추정결과 및 첨단산업의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특화 및 도시화에 의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1994년에 비해 2006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산업별 종사자당 부가가치액 회귀분석 결과
1994년
변수

constant

ln(K/L)

ln(FS)

ln(N)

COM

SPEC
표본수
2

R

2006년

산업별

산업별

전체

전통적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전체

전통적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0.451***

1.258***

0.421**

(3.79)

(6.71)

(2.25)

1.329***

1.479***

1.887***

1.767***

1.641***

(4.74)

(11.09)

(7.23)

(9.64)

(4.3)

0.296***

0.260***

(32.56)

(19.6)

0.287***

0.200***

0.322***

0.266***

0.344***

0.194***

(17.38)

(9.24)

(33.64)

(13.8)

(18.42)

(5.28)

0.132***

0.077***

0.146***

0.026

0.214***

0.077**

0.238**

0.160***

-12.29

-4.44

-7.85

-1.15

-16.39

-1.97

-11.24

-4.79

0.116***

0.074***

0.123***

0.095***

0.059***

0.074***

0.028**

0.098***

-12.29

-5.09

-8.28

-4.64

-5.95

-4.18

-2.18

-3.69

-0.003***

-0.028***

-0.002***

-0.015***

-0.002***

-0.051***

-0.002**

-0.011***

(-10.50)

(-14.09)

(-7.39)

(-9.49)

(-4.86)

(-4.77)

(-2.24)

(-3.69)

0.031***

0.025***

0.035***

0.073***

0.013***

0.013***

0.017***

0.031***

-10.88

-7.13

-5.99

-8.62

-7.77

-5.43

-4.59

-4.42

3379

1203

1444

552

2745

945

1309

437

0.4094

0.4811

0.4008

0.4452

0.4898

0.4896

0.5549

0.4452

주 : 1) ( )안의 수치는 t-value임
주 : 2) ***는 1%, **는 5%, 그리고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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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역별 특화와 제조업생산성
1. 분석 방법
제 Ⅲ장에서는 국내 제조업에 대한 추정결과에서 특화 및 도시화에 의한 집적경제의 존재를 확인하
였으며, 모든 업종에서 이 두 가지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적경제
의 감소가 어느 지역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 Ⅳ장에서는 수도권의 집적경제와 비수도
권의 집적경제에 대해 전체 제조업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 세 개의 산업(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으
로 분류한 경우와 산업입지 유형별(소비지입지형, 원자재입지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산업)에 따
라 각각 추정을 한 후, 결과에 대한 분석한다.

2. 실증분석
1) 모형설정
본 연구에서 수도권은 경기, 서울, 그리고 인천 등 3개의 도시로 분류하고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북
권(강원도 포함), 경남권, 그리고 전라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분리한다. 또한 지역별 특화에 따른 외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에 대한 더미변수를 이용한다.20) 즉 종사자당 자본, 기업규모, 도
시화, 경쟁 등 4개의 양적변수와 전술한 7개의 특화에 대한 더미변수를 질적변수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7)

여기서 i는 1=경기도, 2=서울, 3=인천, 4=충청권, 5=경북권, 6=경남권, 7=전라권

DSPECi=1이면, i의 특화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DSPECi=0이면, i의 특화지수가 1 미만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본 권역별 분석에서는 설명변수로 지역화를 의미하는 특화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설명변수인 다양성 및 경쟁
이 권역별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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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산업별 분류21)
구분

경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구분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16 (담배 제조업)

18

17 (섬유제품 제조업)

소비지

19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입지형

22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25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6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원자재
입지형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

23

27 (제1차 금속산업)

기 초

24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및 장비 제외)

소재형

27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9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첨단산업

20

26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공업

입지특성에 따른 분류

30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가 공

31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조립형

32

제조업)

33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4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5

2) 추정결과
<표 9>은 산업별 분류를 보여주며, 이번송·장수명(2001)에 따른 분류를 산업입지형 분류와 비교하
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알 수 있다. 경공업은 소비지입지형과 원자재입지형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중공업은 산업입지형 분류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상기 모형을 전체산업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를 보면, 경남권과 전라권을 제외한 권역에서
특화는 5% 유의수준에서 전국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2)
한편, 산업의 특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22개 제조업을 전통적 경공업, 중공업, 첨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소비지입지형은 대도시지역에의 입지하는 경향이 높은 업종이며, 원자재입지형은 원부자재의 산지 또는 조달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
는 경향이 높으며 전국에 걸쳐 고르게 입지하는 업종이다. 또한, 기초소재형은 임해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주로 입지하고 있는 업종
이며, 마지막으로 가공조립형은 입지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경향이 높은 업종이다.
22) 경쟁과 생산성간에는 제Ⅲ장에서 추정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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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권역별 집적경제에 따른 종사자당 부가가치 추정 결과
산업별
변수

constant

ln(K/L)

ln(FS)

ln(N)

COM
DSPECI

전체산업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소비지
입지형

원자재
입지형

기초
소재형

가공
조립형

1.631***

2.223***

1.788***

1.726***

3.290***

2.155***

1.249***

2.025***

(11.13)

(8.61)

(9.46)

(4.20)

(12.03)

(7.94)

(3.29)

(8.76)

0.324***

0.269***

0.348***

0.185***

0.181***

0.341***

0.284***

0.231***

(26.70)

(14.42)

(18.3)

(5.04)

(10.18)

(11.92)

(7.09)

(10.66)

0.213***

0.088**

0.235***

0.163***

0.031

0.107**

0.296***

0.165***

(14.00)

(2.50)

(11.13)

(4.88)

(0.94)

(2.32)

(6.16)

(8.00)

0.044***

0.040**

0.024*

0.091***

-0.002

0.031

0.086***

0.057***

(4.14)

(2.17)

(1.83)

(3.12)

(-0.12)

(1.48)

(3.17)

(3.52)

-0.002**

-0.048***

-0.002**

-0.010***

-0.094***

-0.047***

-0.002**

-0.008***

(-2.17)

(-5.27)

(-2.19)

(-3.53)

(-10.78)

(-4.41)

(-2.14)

(-4.34)

0.128***

0.177***

0.091**

0.156***

0.120***

0.133**

0.135

0.085**

(경기)

(4.95)

(3.96)

(2.48)

(2.72)

(3.09)

(2.35)

(1.10)

(2.25)

DSPEC2

0.264***

0.363***

0.119**

0.069

0.301***

0.001

0.035

0.07

(서울)

(7.79)

(7.45)

(2.08)

(1.24)

(7.33)

(0.01)

(0.50)

(1.47)

DSPEC3

0.197**

0.316**

0.093

0.473

0.199

0.270*

-0.056

0.223

(인천)

(2.36)

(1.96)

(1.23)

(1.61)

(1.47)

(1.65)

(-0.23)

(1.57

DSPEC4

0.159***

0.160**

0.188***

0.186**

0.170**

0.118*

0.289**

0.178***

(충청권)

(4.51

(2.39

(4.31

(2.15

(2.41

(1.8

(2.60

(3.11)

DSPEC5

0.106***

0.072

0.113***

0.211*

0.046

0.100*

0.126

0.087

(경북권)

(3.44)

(1.54)

(2.90)

(1.92)

(1.10)

(1.85)

(1.30)

(1.54)

DSPEC6

0.044

-0.011

0.038

0.126*

-0.062

0.009

0.268**

0.105***

(경남권)

(1.55)

(-0.26)

(1.03)

(1.64)

(-1.76)

(0.14)

(2.66)

(2.82)

DSPEC7

0.085

0.064

0.122***

0.161

-0.045

0.099

0.049

0.102*

(전라권)

(1.94)

(0.85)

(2.73)

(1.41)

(-0.75)

(1.42)

(0.33)

(1.88)

표본수

2745

945

1309

437

796

675

336

938

R2

0.4952

0.5075

0.5551

0.4441

0.556

0.5403

0.5348

0.4733

주 : 1) ( )안의 수치는 t-value임
주 : 2) ***는 1%, **는 5%, 그리고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산업의 3가지로 분류한 경우와 산업입지 유형별(소비지입지형, 기초소재형, 원자재입지형, 그리고 가
공조립형)로 분류하여 각 분류별 외부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전체산업을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으로 분류하여 추정한 결과, 첫째, 경공업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특화가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공업은 인천과 경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특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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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셋째, 첨단산업은 경기도 및 충청권에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 효과가 나타났다.
요약하면 경기도와 충청권의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는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한 모든 산업에서 전
국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산업을 소비지입지형, 원자재입지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로 분류한 경우의 추정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지입지형 산업은 경기도, 서울, 그리고 충청권에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원자재입지형 산업은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그 효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원자재의 산지 또는 조달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으며 전국에 걸쳐 고르게 입지하는 산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셋째, 기초소재형 산업은 충청권과 경남권에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가공조립형 산업은 경기도 및 충청권, 경남권에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와 충청권의 특화가 각각 3개의 산업에서 집적경제를 보여주고 있
는데, 경기도는 기초소재형을 제외한 소비지입지형 및 원자재입지형, 가공조립형, 충청권은 원자재입
지형을 제외한 소비지입지형 및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에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입지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소비지입지형 산업은 대도시지역에 입지하는 경향
이 높은 업종들로서 경기 및 서울, 충청권에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도시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지향적인 산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원자재입지형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원자재입지형산업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동 산업은 원부자재의 산지 또는 조달이 용
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기초소재형은 도시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존재하며 충청권 및 경남권에서 집적경제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해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주로 입지하고 있는 업종이므로 충청권 및 경
남권의 임해지역 그리고 동 지역들과 인접한 전라권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모든 기초소재형산업은 중공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공업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의한 집적경제
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서울이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 및 경북권, 전라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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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초소재형산업과 중공업은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
가 존재하는 권역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소재형산업을 제외한 중
공업에 대한 추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정하여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권역별 집적경제에 따른 종사자당 부가가치 추정 결과
(분류 : 중공업에는 포함되지만 기초소재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산업)

전체산업

중공업에는 포함되지만
기초소재형 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산업

변수

전체산업

중공업에는 포함되지만
기초소재형 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산업

1.631***

2.119***

DSPEC2

0.264***

0.123**

(11.13)

(10.49)

(서울)

(7.79)

(2.18)

0.324***

0.324***

DSPEC3

0.197**

0.151*

(26.70)

(16.32)

(인천)

(2.36)

(1.76)

0.213***

0.198***

DSPEC4

0.159***

0.175***

(14.00)

(9.72)

(충청권)

(4.51)

(4.00)

0.044***

0.012

DSPEC5

0.106***

0.136***

(4.14)

(0.86)

(경북권)

(3.44)

(3.32)

-0.002**

-0.008***

DSPEC6

0.044

0.018

(-2.17)

(-2.99)

(경남권)

(1.55)

(0.53)

DSPECI

0.128***

0.094***

DSPEC7

0.085

0.127***

(경기)

(4.95)

(2.73)

(전라권)

(1.94)

(2.86)

표본수

2745

1027

0.4952

0.5397

변수

constant

ln(K/L)

ln(FS)

ln(N)

COM

주 : 1) ( )안의 수치는 t-value임
주 : 2) ***는 1%, **는 5%, 그리고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중공업에 포함되지만 기초소재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경기 및 서울, 비수
도권에서는 충청권 및 경북권, 전라권에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화에 의
한 집적경제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업종은 도시화경제에 상관없이 특화
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공조립형은 입지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경향
이 높은 업종이다. 동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 도시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존재하고, 특화는 수도권
의 경기도, 비수도권의 충청권 및 경남권에서 집적경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첨단산업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경기도와 충청권에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첨단산업으로 분류된 모든 업종은 가공조립형산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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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광공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부효과의 주요 요인인 특화, 경쟁,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유의성 있는 변수들을 확인한 후, 어느 요인이 국내 제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또한 집적경제가 발생하는 권역별 특화산업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 도시()-산업()은 경쟁보다는 특화 그리고 도시화가 집적경제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이는 특화된 각 산업이 다양하게 한 지역에 군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제조
업 생산성 추정결과를 1994년과 비교해보면, 자본과 기업규모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산업입지 정책과 병행하여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더
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권역별 집적경제가 발생한 산업을 고려한 지역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권역별 집
적산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특화(산업집중) 및 도시화(인구집중)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산업의 지역별 육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초소재형 산업은 충청권과 경남
권이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업(기초소재형 산업 제외)에 대한 결과
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 충청권, 경북권, 전라권이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충청권이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이에 따른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제조업
의 성장과정을 보면 크게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적 요
인에 따른 집적효과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본 연구는 서비스업에 대한 집적경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
반서비스업, 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외부성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권역별 제조업 생산성에 기여하는 외부 설명변수로 특화(specialization)만
을 고려하였다. 다른 외부 설명변수인 경쟁(competition)과 다양성(diversity) 역시 지역 제조업 생산
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성과 경쟁을 함께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향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본 논문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문헌의 지평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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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인적 특성,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전문성, 사회적 지지관련 변수가 소
진(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여성 전담공무원을 모집단으로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86명(조사당시 여성
전담공무원 수의 35.0%)의 여성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
록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반대로 연령이 낮은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둘째, 전문적 직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문성 요인 중 직업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은 것으로 소진의 3가지 하위차원 모두에
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복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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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conduct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female public social workers personal
characteristics, clients, stress,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related variables on
exhaustion(emotional exhaustion, impersonal attitude, achievement decrease).
To this end,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of female public social workers in Jeollabuk-do and
received respond from 186 female public social workers(35.0% of female public social workers at the
time of the survey), and based on it,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factors and implications strongly influencing female public social
workers exhaus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older they were, the lower their exhaustion became. This
result, on the contrary, needs to seek for a specific method to lower young female public social
workers exhaustion. Second, the higher stresses about professional pos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s were, the higher their exhaustion was. Third, in terms of professionalism factors, when
they had a higher vocation, their exhaustion was low, and this result was shown in all three sub-levels
of exhaus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social welfare intervention methods to reduce female public social
workers exhaustion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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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
로 제공하기 위하여 1986년 9월 국민복지증진대책에서 6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최일선(front line) 동사무소에 제한 공개채용시험을 거친 사회복지사를 사회
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토록 결정하면서부터 출발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전담공무원’
)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전문직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공공부조사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
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전담공무원은 복지자원과 업무의 확대로 인해 이전의 공공부조업무뿐
만 아니라 민간자원의 개발·연계,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의 과중한 업무부담, 기초생활보장
업무 이외의 일반업무 겸임,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의 자율성 결여,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의 부족, 승
진기회의 어려움, 점차 확대되어지는 사회복지업무의 영역에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즉, 전담공
무원은 국가행정조직과 사회복지라는 틀 속에서 과중한 직무량, 비전문영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직무
의 혼재,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출 수 있는 전문지식 교육의 부재 등으로 클라이언트 개인별 욕구 및
생활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10월 논산시 강경읍 방화사건과 2007년 경기도와 부산에서 연이은 동 주민센터 전담공무
원의 과로로 인한 사망이 근무환경과 업무과중 정도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김나연, 2010: 1). 그
리고 강혜규(2001)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300여건(2001.6월
말 현재)에 이르는 전담공무원의 이혼, 유산, 과로사, 입원, 이직 등 심각한 사태발생에 대한 보고가 있
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2007)에 따르면 9,875명의 전담공무원들의 경우, 과로 등으로 유
산 경험, 복지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력1)을 당하는 일도 잦아 새로 임용된 전담공무원 10명 중 1명 꼴
로 사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메티컬투데이, 2007.10.18). 이렇듯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담공무원의 현실이 알려짐으로서 이들의 소진현상이 매우 심
각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전담공무원 수는 1987년 8월에 47명이 배치(당시 배치기준은 96명)된 이래, 최근의 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부산지역 전담공무원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88%가 욕설 등 폭언에 시달리고 있으며, 44%가 기물파손의 피해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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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공무원 수(보건복지통계연보, 2009.12월말 기준)는 10,334명에 이르고 있으며, 남성이 2,532명
(24.5%), 여성이 7,802명(75.5%)으로 3배를 넘는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인
전라북도의 경우 전담공무원이 701명(전체의 6.8% 차지)이나 이중 남성이 169명(24.1%), 여성이 532
명(75.9%)명으로 전국 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전담공무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적 스트레스와 함께 위협
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결국에
는 소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여성2) 전담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결혼으로 인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및 전통적
인 남₩여의 역할차이, 그리고 사회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이중적 어려움(double
jeopardy)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공직환경의 경우 민간부문보다 성차별이 제도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남성 중심적 문화와 승진 소요 연수 등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원홍 외, 1999; 권경득, 2002; 엄영옥, 2004).
이렇듯 남성에 비해 소진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 전담공무원3)은 개인에게는 무력감, 박탈
감, 절망감, 직업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에게도 부정적인 태
도와 감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효과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복
지서비스의 최일선 조직 전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구체적인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개인적 특성 요인, 클라이언트 요인, 스
트레스 요인, 전문성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 이들 요인들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 경감 및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Wright(1976)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책임감이 있으며, 인간관계에 더 깊이 관여하는 특성, 즉 아동양육이나 간호 같
은 남을 보살피는 자기 희생적인 역할 등의 이타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차별적 기
대와 실제적 불평등 현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이러한 성 역할의 기대차이가 성장기를 통하여 지속되면서 남녀의 욕구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성취동기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남성 사회복지사보다는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정서적으로 더 지치는 경향이 있다고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Maslach & Jackson, 1985; 최혜영, 1995; 이원기1998 등), Piness와 Kafry(1981)는 여성 전문가들이 정서적으로 더 지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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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의 동향
국내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전무한 가운데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 판단되는 타 근무분야(기관, 의료 등)까지도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총 50편4)으로 파악되었다. 근무
분야 및 성별에 따른 소진관련 선행연구 50편을 상세하게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첫째, 근무분야별
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관·시설 사회복지사 관련이 30편(6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0편
(20.0%), 의료(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9편(18.0%), 기타가 1편(0.2%)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남₩여를 통합하여 실시한 연구가 50편(100.0%)으로서 여성 전담공
무원 뿐만 아니라 여성 사회복지사만을 대상으로 한 세밀한 연구는 1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근무유형 및 성별에 따른 소진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
구
대
상

(단위 : 편, %)

구분

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기관·시설
사회복지사

의료(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기타

계

50
(100.0)

10
(20.0)

30
(60.0)

9
(18.0)

1
(0.2)

남성관련

-

-

-

-

-

여성관련

-

-

-

-

-

남₩여통합

50
(100.0)

10
(20.0)

30
(60.0)

9
(18.0)

1
(0.2)

단, 전담공무원의 경우 여타 직종의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그나마 근무환경, 처우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 전담공무원의 경우 심리적 기능 취약 및 성차별적인 불평등
경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바, 여성 전
담공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고도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선행연구 검토는 사회복지사의 소진 관련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http://ulib.nanet.go.kr : 2010.6.1)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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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특성 요인과 소진
첫째, 연령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진이 감소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나타났으나(Huberty &
Huebner, 1988; 이영미·성규탁, 1991; 윤혜미, 2004; 이명신, 2004; 이인수, 2006), Leiter와
Harvie(1996)는 최근 10년간 발표된 정신보건관련 전문직의 소진에 대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 소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력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들보다 소진되는 경향
이 적게 나타났고(Corcoran & Bryce, 1983; Price, 1977; 장은숙, 1994), 이영미·성규탁(1991)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인간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Maslach 등(2001)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진이 증가하는 경향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보고하였으나, Leiter와
Harvie(1996)는 학력이 소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상충되는 연구결
과가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 유무(결혼상태)이다. Maslach(1982)는 미혼인 사회복지사가 결혼한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고 기혼인 사람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현미(1993)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미혼
상태일수록 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공 여부이다. 박은정(2002)는 전담공무원의 직무환경과 소진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복
지를 전공하지 않은 전담공무원이 전공한 전담공무원에 비해 소진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자격증 등급이다. 홍선미(1999)는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력, 전공 여부와 직무조건관련 요인인 전문적 자격 보유여부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소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와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우, 1994; 이상준,
2001; 여금숙, 2002; 최윤경, 2003).
여섯째, 경력(근속기간)이다. 이인수(2006)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서적 탈진이 적고 개인적 성취감
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또한 Freudenber(1974)는 보통 일을 시작한지 1년 반부터 사회복
지사들이 소진을 경험하며,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eiter와 Harvie(1996)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나 정서적 탈진과 비인
간화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개인적 성취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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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이언트 요인과 소진
첫째, 클라이언트의 수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의 면접(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 비중이 클수록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비인간화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avicki & Cooley, 1987; Leiter & Harvie, 1996). 또한 Pines와 Maslach(1978)는 사
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의 숫자와 클라이언트를 면접하는 시간은 사회복지사의 소진
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정도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클라이언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복
잡하고 만성적일수록,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과정에서 중도포기(dropout)하는 자가 많아질수록, 사
회복지사의 소진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Beck, 1987; Poulin & Walter, 1993; 이명신, 2004).
셋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거나 클라이언트와의 갈등이 심할수록 소진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Pines et al.,
1981; Leiter & Harvie, 1996; 이명신, 2004). 또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치료에 대
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될 때(Streepy, 1981), 즉 사회복지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
는 쉽게 소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스트레스 요인과 소진
첫째, 전문적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Edwards 등(2002)은 1966~2000년 동
안 영국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소진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업무관련 요인으로
업무량의 증가, 행정업무의 증가, 자원의 부족 등을 들었으며, 역할과중, 역할모호성은 휴먼서비스 전
문직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Leiter & Meechan,
1986). 즉, 휴먼서비스 전문직 종사자들은 다른 전문직과 비슷한 조직적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룬다는 전문직의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부차적인 정서적 긴장,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근무환경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가영(2000)은 근무환경이 열악할수록, 관
료적일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며, 소진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개인적 생활사건(성격)과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담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
외에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특히 여성 전담공무원의 야근, 당직 및 가정방문 등 잦은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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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많이 하며, 근무시간도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가족간에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사건과 가족 등이 업무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가 실증적으로 밝혀졌다(Schaubroeck, 1999). 또한 정희정(2002)은 가족과 일의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을수록 가족들은 불만을
표현하여 감정적인 고갈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화의 소진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윤혜미(1996)는 개인적 성격인 A형 성격유형, Jung의 퍼스낼리티 타입, 모호성에 대한 관용성, 내
외통제성 등이 소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5. 전문성 요인과 소진
첫째, 자율성에 대한 신념과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율성은 전문성의 한 요인으로 처리되었다
기보다는 업무특성의 한 변수로 처리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혜미, 1990; Arches, 1991; Leiter & Harvie, 1996; 권선
덕, 2000; Maslach et al., 2001).
둘째, 직업의 소명의식과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Zunz(1998)은 전문적 소명의식 및 사명감이
높을수록 비인간화가 감소되고 업무성취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직 가치 추구와 소
진과의 관계이다. 이명신(2004)은 전문직 역할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탈진이 감소하고 업무성
취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적 지지 요인과 소진
첫째, 동료의 지지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가영(2000)은 상사 또는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소진 수준은 높아지며, 소진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조직에 대한 투신은 감소하고
이직 의도는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Himle(1991) 등은 동료로부터 어려울 때 받는 도움 같은 수단적 지
지가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상사 및 동료의 지지는 소진 감
소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Pines & Maslach, 1978; 윤혜미, 1991; Poulin & Walter, 1993;
Acker, 1999; Zunz & Chernesky, 2000; Maslach et al., 2001).
둘째, 가족의 지지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
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노은정, 1996; 양은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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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친구의 지지와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소
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탈진, 비인간화가 낮아지
며, 개인적 성취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노은정, 1996; 양은순, 2005).

Ⅲ. 연구방법
1. 연구분석모형과 연구문제
선행연구 검토결과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전문성,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다
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
하)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연구분석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분석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적 특성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전문성
·사회적 지지

소

진

·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

또한 본 연구는 연구분석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 전담공무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은 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에 차
이가 있는가?
둘째, 여성 전담공무원의 클라이언트 요인, 스트레스 요인, 전문성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의 수준에
따라서 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여성 전담공무원의 개인적 특성 요인, 클라이언트 요인, 스트레스 요인, 전문성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은 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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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표집 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여성 전담공무원이며, 표본추출은 전라
북도 전체 여성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 추출된 변인들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2009. 2. 2~2. 27까지
여성 전담공무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배포 및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총 192부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186부(조사당시 여성 전담공무원 수의 35.0%)
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1) 종속변인(소진)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변수인 소진의 경우 Maslach(1981)가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김정인(1997)이 번안한 조사도구를 참고하였으며, 하부요인으로는 정서적 고갈(7문항),
비인격적 태도(8문항), 성취감 저하(5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방식에 의하고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⑴, 그렇지 않다⑵, 보통⑶, 그렇다⑷, 매우 그렇
다⑸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2) 독립변인

⑴ 개인적 특성 요인
여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전공여부, 자격증
등급, 경력을 포함하고 있다.

⑵ 클라이언트 요인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수혜자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각을 묻는 척도로서 이는 Maslach(1981)가 소
진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내고 최혜영(1995)이 번안한 조사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하부요인으로 클라인트 수(1문항), 클라이언트의 문제정도(1문항), 클라이언트와의 관계(1문항)로 구성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방식에 의하고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⑴, 대체로 그렇다⑵, 보통⑶, 별로
그렇지 않다⑷, 전혀 그렇지 않다⑸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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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스트레스 요인
여성 전담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Jayaratne와 Chess(1984)가 개발한 스트레스에 관한 척
도에서 설문을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하부요인으로 전문적 직무영역(6문항), 근무환경영역(8
문항), 개인적 성격·생활사건영역(4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방식에 의하고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⑴, 별로 그렇지 않다⑵, 보통⑶, 대체로 그렇다
⑷, 매우 그렇다⑸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⑷ 전문성 요인
사회복지사 스스로를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척도로서 이는 Hall과
Roger(1971)가 개발하였으며, 박종우(1994)가 번안한 조사도구를 참고하였다. 하부요인으로 자율성
에 대한 신념영역(6문항), 직업의 소명의식영역(6문항), 전문직 가치추구영역(6문항)으로 총 18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방식에 의하고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⑴, 별로 그렇지 않다
⑵, 보통⑶, 대체로 그렇다⑷, 매우 그렇다⑸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⑸ 사회적 지지 요인
사회적 지지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imet 등(1988)이 고안한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사용하였으며, 하부요인으로 동료의 지지영역(4문항), 가족
의 지지(4문항), 친구의 지지(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방식에 의하고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⑴, 거의 그렇지 않다⑵, 가끔 그렇다⑶, 종종 그렇다⑷, 상당히 그렇다
⑸, 대체로 그렇다⑹, 매우 그렇다⑺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검사(reliability test)를 통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
개 하위요인 중 개인생활사건 α
값 .588, 자율성에 대한 신념 α
값 .623, 직업의 소명의식 α
값 .652, 전
문직 가치추구 α
값 .691, 4개 하위요인을 제외하면, 모든 요인에서 신뢰도가 .7을 상회한다. 또한 조사
도구별 전체 신뢰도는 .8을 모두 상회하므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요인
별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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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도구의 신뢰도
요인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전문성

사회적 지지

소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sα

클라이언트 수

1

-

문제정도

1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

전문적 직무

6

.756

근무환경

8

.751

개인적 생활사건(성격)

4

.588

전체

18

.855

자율성에 대한 신념

6

.623

직업의 소명의식

6

.652

전문직 가치추구

6

.691

전체

18

.721

동료의 지지

4

.902

가족의 지지

4

.901

친구의 지지

4

.936

전체

12

.943

정서적 고갈

7

.760

비인격적 태도

8

.736

성취감 저하

5

.622

전체

20

.873

4. 자료처리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실시한 후 SPSS WIN 14.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될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검사(reliability test)를 통해 Cronbach’
s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척도
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에 대해서는 VIF(Variance Infaltion Factor)와 Tolerance
방식에 의해서 검토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소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후에
집단간의 차이는 사후검증(Scheffe’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전문성,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평균과 사분위편차를 참고하여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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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 포함하는 사람들을 높은 집단에, 하위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소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전문성, 사회적 지지를 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ter Method)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최종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수는 186명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만 30~40세 미만의 전담공무원이 90명(48.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고, 만 30세 미만은 66명(35.5%), 만 40~49세 미만이 22명(11.8%), 50세 이상이 8명(4.3%)의 분
포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연령은 33.2세(표준편차 6.7세)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
아 여성 전담공무원은 연령이 낮을수록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분포를 보
면 대학교 졸업이 146명(78.5%), 대학원 이상 졸업이 25명(13.4%)으로 대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이 9명(4.8%), 고졸이 6명(3.2%)의 비율을 보여 여성 전담공무원의 학력이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 상태는 유배우자가 121명(65.1%), 무배우자가 65명(34.9%)
으로 기혼이 거의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 전담공무원은 대부분 결혼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전공여부는 사회복지계열이 166명(89.2%), 기타가 20명(10.8%)으로서 대부분
이 전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 등급은 1급이 169명(90.9%), 2급이 17명(9.1%)으로 1급
자격증 보유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담공무원의 근속기간(경력)은 5~10년 미
만이 92명(49.5%), 5년 미만이 52명(28.0%), 10년 이상이 42명(22.6%)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전담
공무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 근속기간은 87.3개
월(표준편차 61.3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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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항

목
계

연 령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186

100.0

만 30세 미만

66

35.5

만 30~40세 미만

90

48.4

만 40~49세 미만

22

11.8

50세 이상

8

평균(표준편차)

학 력

배우자 유무

전공 여부

자격증 등급

4.3
33.2세(6.7세)

고졸

6

3.2

전문대졸

9

4.8

대졸

146

78.5

대학원 이상

25

13.4

유

121

65.1

무

65

34.9

사회복지계열

166

89.2

기타

20

10.8

1급

169

90.9

2급

17

9.1

5년 미만

52

28.0

경 력

5~10년 미만

92

49.5

(근속기간)

10년 이상

42

22.6

평균(표준편차)

87.3개월(61.3개월)

2. 개인적 특성 변수에 따른 소진의 차이
여성 전담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
도, 성취감 저하의 3개 범주로 설문하여 t-검정(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한 내용
은 <표 4>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라서는 소진의 하위변수 중 비인격적 태도 및 성취감 저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사후검증(Scheffe’test) 결과 20대가 40대 이상보다, 30대가 40대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
격적 태도 및 성취감 저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력에 따라서는 소진의 하위변수 3가지 모두인 정서적 고갈(p<.05), 비인격적 태도 및 성취감 저하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e’test) 결과 대졸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대
학원졸 이상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고학력일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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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인적 특성 변수에 따른 소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연 령
20대①

30대②

40대 이상③

Mean(SD)

Mean(SD)

Mean(SD)

전 체
Mean(SD)

F값

Scheffe’test

정서적 고갈

3.47(0.51)

3.47(0.55)

3.20(0.70)

3.43(0.57)

3.016

비인격적 태도

3.03(0.44)

3.04(0.51)

2.60(0.56)

2.96(0.52)

9.868***

③<①, ③<②

성취감 저하

3.02(0.42)

3.04(0.41)

2.49(0.61)

2.95(0.49)

18.473***

③<①, ③<②

F값

Scheffe’test

학 력
전문대졸이하①

대졸②

대학원졸이상③

Mean(SD)

Mean(SD)

Mean(SD)

전 체
Mean(SD)

정서적 고갈

3.01(0.80)

3.46(0.54)

3.49(0.51)

3.43(0.57)

4.566*

①<②, ①<③

비인격적 태도

2.49(0.80)

2.99(0.47)

3.13(0.44)

2.96(0.52)

8.101***

①<②, ①<③

성취감 저하

2.36(0.69)

3.00(0.45)

3.00(0.37)

2.95(0.49)

12.997***

①<②, ①<③

배우자 유무
유

무

전 체

Mean(SD)

Mean(SD)

Mean(SD)

t값

정서적 고갈

3.40(0.60)

3.47(0.50)

3.43(0.57)

-.734

비인격적 태도

2.92(0.52)

3.04(0.51)

2.96(0.52)

-1.542

성취감 저하

2.91(0.52)

3.01(0.43)

2.95(0.49)

-1.365

전 공
사회복지계열

기 타

전 체

Mean(SD)

Mean(SD)

Mean(SD)

t값

정서적 고갈

3.44(0.53)

3.56(0.51)

3.46(0.53)

-.882

비인격적 태도

2.99(0.48)

3.08(0.43)

3.00(0.47)

-.815

성취감 저하

2.99(0.44)

2.92(0.44)

2.98(0.44)

.659

자격증
1급

2급

Mean(SD)

Mean(SD)

전 체
Mean(SD)

t값

정서적 고갈

3.46(0.56)

3.12(0.59)

3.43(0.57)

2.375*

비인격적 태도

2.99(0.49)

2.70(0.73)

2.96(0.52)

2.237*

성취감 저하

2.98(0.46)

2.62(0.68)

2.95(0.49)

2.878**

경 력

전 체

5년 미만①

10년 미만②

10년 이상③

Mean(SD)

Mean(SD)

Mean(SD)

Mean(SD)

F값

정서적 고갈

3.47(0.48)

3.48(0.56)

3.27(0.66)

3.43(0.57)

2.202

비인격적 태도

3.05(0.44)

3.02(0.49)

2.73(0.60)

2.96(0.52)

5.890**

③<①, ③<②

성취감 저하

2.99(0.43)

3.02(0.44)

2.73(0.62)

2.95(0.49)

5.543**

③<①, ③<②

*p<.05, **p<.01, ***p<.001, 사후검정 : Scheffe’test

Scheff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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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적 고갈에 있어서는 무배우자(M=3.47, SD=.50)가 유배우자(M=3.40, SD=.60)보다,
비인격적 태도에 있어서는 무배우자(M=3.04, SD=.51)가 유배우자(M=2.92, SD=.52)보다, 성취감
저하에 있어서는 무배우자(M=3.01, SD=.43)가 유배우자(M=2.91, SD=.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무배우자일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 여부에 따라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차이가 나타
났다. 정서적 고갈에 있어서는 기타(M=3.56, SD=.51)가 사회복지계열(M=3.44, SD=.53)보다, 비인
격적 태도에 있어서는 기타(M=3.08, SD=.43)가 사회복지계열(M=2.99, SD=.48)보다, 성취감 저하
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계열(M=2.99, SD=.44)이 기타(M=2.92, SD=.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자격증에 따라서는 소진의 하위변수 3가지 모두인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적 태도(p<.05), 성취감 저
하(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급 보유자가 2급 보유자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경력에 따라서는 소진의 하위변수 중 비인격적 태도 및 성취감 저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Scheffe’test) 결과 5년 미만이 10년 이상보다, 10년 미만이 10년 이상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 및 성취감 저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경력이 길어질수
록 업무에 익숙해지며, 돌발사태 등에 대한 임기응변 등이 축적됨에 따라서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전문성,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각 요인별로 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전문성, 사회적 지지 수준을 평균과 사분위편차를 참고하여
상위 25%에 포함하는 대상자들을 높은 집단에, 하위 25%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낮은 집단으로 분류
하여 각 요인의 상하위 수준에 따른 소진에 대하여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1) 클라이언트 수준에 따른 소진의 차이 검증
<표 5>는 클라이언트 하위요인의 상하위 수준에 따른 소진에 대하여 t-검정(t-test)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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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클라이언트 하위요인 수준에 따른 소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높은 집단 (상위 25%)

낮은 집단 (하위 25%)

Mean(SD)

Mean(SD)

(단위 : 천명, %)

t값

클라이언트 수
정서적 고갈

3.62(0.56)

3.16(0.55)

4.644***

비인격적 태도

3.07(0.55)

2.84(0.48)

2.461*

성취감 저하

2.95(0.53)

2.89(0.48)

.643

클라이언트 문제 심각성
정서적 고갈

3.64(0.57)

3.41(0.70)

1.107

비인격적 태도

3.06(0.40)

2.90(0.65)

.965

성취감 저하

3.01(0.41)

3.00(0.43)

.060

3.64(0.43)

-2.142*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정서적 고갈

3.26(0.59)

비인격적 태도

2.72(0.46)

3.27(0.63)

-3.602**

성취감 저하

2.63(0.49)

3.28(0.39)

-4.414***

*p<.05, **p<.01, ***p<.001

연구결과, 클라이언트의 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여성 전담공무원의 정
서적 고갈(M=3.62, SD=0.56)이 높았고(p<.001), 비인격적 태도(M=3.07, SD=0.55)에서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5). 이 결과는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으나 클라이언트 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것이 그 업무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주관성에 기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정서적 고갈(M=3.26,
SD=0.59)이 낮았고(p<.05), 비인격적 태도(M=2.72, SD=0.46)가 낮은 것(p<.01)으로 나타났으며, 성
취감 저하(M=2.63, SD=0.49)가 낮은 것(p<.001)으로 나타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중요성을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소진의 차이 검증
<표 6>는 스트레스 하위요인의 상하위 수준에 따른 소진에 대하여 t-검정(t-test)한 결과이다.
연구결과, 전문적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여성 전담공무원의 정서적 고
갈(M=3.81, SD=0.51), 비인격적 태도(M=3.32, SD=0.51), 성취감 저하(M=3.22, SD=0.4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정서적 고
갈(M=3.77, SD=0.58), 비인격적 태도(M=3.18, SD=0.53)가 높았으며(p<.001), 성취감 저하
(M=3.12, SD=0.54)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리고 개인적 성격·생활사건으로 인한 스
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정서적 고갈(M=3.81, SD=0.51), 비인격적 태도(M=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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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트레스 하위요인 수준에 따른 소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높은 집단 (상위 25%)

낮은 집단 (하위 25%)

Mean(SD)

Mean(SD)

t값

전문적 직무로 인해
정서적 고갈

3.81(0.51)

2.97(0.54)

7.991***

비인격적 태도

3.32(0.51)

2.62(0.45)

7.240***

성취감 저하

3.22(0.40)

2.70(0.49)

5.772***

근무환경으로 인해
정서적 고갈

3.77(0.58)

2.94(0.53)

6.853***

비인격적 태도

3.18(0.53)

2.69(0.48)

4.511***

성취감 저하

3.12(0.54)

2.75(0.50)

3.259**

개인적 생활사건(성격)으로 인해
정서적 고갈

3.81(0.51)

3.17(0.60)

4.827***

비인격적 태도

3.18(0.49)

2.67(0.50)

4.254***

성취감 저하

3.24(0.40)

2.68(0.56)

4.818***

*p<.05, **p<.01, ***p<.001

SD=0.49), 성취감 저하(M=3.24, SD=0.40)가 높게 나타났다(p<.001).

3) 전문성 수준에 따른 소진의 차이 검증
<표 7>은 전문성 수준 하위요인의 상하위 수준에 따른 소진에 대하여 t-검정(t-test)한 결과이다.
연구결과, 자율성에 대한 신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여성 전담공무원의 비인격적 태도
(M=2.82, SD=0.64)가 낮았고(p<.05), 성취감 저하(M=2.81, SD=0.58)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또한 직업의 소명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정서적 고갈(M=3.19, SD=0.61), 비인격
적 태도(M=2.67, SD=0.50), 성취감 저하(M=2.60, SD=0.4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
고 전문직에 대한 가치 추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정서적 고갈(M=3.33, SD=0.72)이 낮았고
(p<.05), 비인격적 태도(M=2.76, SD=0.62)가 낮았으며(p<.01), 성취감 저하(M=2.65, SD=0.58)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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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문성 하위요인 수준에 따른 소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높은 집단 (상위 25%)

낮은 집단 (하위 25%)

Mean(SD)

Mean(SD)

t값

자율성에 대한 신념
정서적 고갈

3.44(0.71)

3.55(0.52)

-.756

비인격적 태도

2.82(0.64)

3.11(0.51)

-2.274*

성취감 저하

2.81(0.58)

3.13(0.40)

-2.824**

직업의 소명의식
정서적 고갈

3.18(0.61)

3.72(0.53)

-4.311***

비인격적 태도

2.67(0.50)

3.32(0.51)

-5.848***

성취감 저하

2.60(0.49)

3.31(0.34)

-7.618***

3.33(0.72)

3.69(0.63)

-2.262*

비인격적 태도

2.76(0.62)

3.23(0.52)

-3.436**

성취감 저하

2.65(0.58)

3.21(0.45)

-4.559***

전문직 가치 추구
정서적 고갈

*p<.05, **p<.01, ***p<.001

4)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소진의 차이 검증
<표 8>은 사회적 지지 수준 하위요인의 상하위 수준에 따른 소진에 대하여 t-검정(t-test)한 결과이
다.
연구결과, 동료의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여성 전담공무원의 정서적 고갈(M=3.33,
SD=0.59), 비인격적 태도(M=2.82, SD=0.52), 성취감 저하(M=2.78, SD=0.54)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1). 또한 직업의 가족의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정서적 고갈(M=3.27,
SD=0.57)이 낮았고(p<.01), 비인격적 태도(M=2.75, SD=0.53)가 낮았으며(p<.001), 성취감 저하
(M=2.68, SD=0.56)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친구의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정서적 고갈(M=3.32, SD=0.60), 비인격적 태도(M=2.78, SD=0.52), 성취감 저하(M=2.74,
SD=0.5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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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수준에 따른 소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높은 집단 (상위 25%)

낮은 집단 (하위 25%)

Mean(SD)

Mean(SD)

t값

동료지지
정서적 고갈

3.33(0.59)

3.74(0.49)

-3.626***

비인격적 태도

2.82(0.52)

3.28(0.44)

-4.695***

성취감 저하

2.78(0.54)

3.20(0.39)

-4.287***

가족지지
정서적 고갈

3.27(0.57)

3.63(0.58)

-3.202**

비인격적 태도

2.75(0.53)

3.20(0.51)

-4.294***

성취감 저하

2.68(0.56)

3.14(0.43)

-4.632***

3.64(0.49)

-2.771**

친구지지
정서적 고갈

3.32(0.60)

비인격적 태도

2.78(0.52)

3.12(0.48)

-3.179**

성취감 저하

2.74(0.53)

3.08(0.46)

-3.270**

*p<.05, **p<.01, ***p<.001

4.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클라이언트관련 변수, 스트레스관련 변수, 전문성관련 변수,
사회적 지지관련 변수가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표 9>는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ter Method)5)을
실시한 결과로서 소진영역과 관련 요인별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고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산설명력(R²
)은 44.4%였
으며, 희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143, p<.001). 스트레스 관련 변수 중에서 전문적 직
무와 근무환경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직무와 근무환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
을수록 정서적 고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관련 변수 중에서 직업의 소명의식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소진(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간,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 (Tolerance)방식에 의해서 검토하였는데, 분석결과 이들 변수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이하로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TOL값은 0.3이상이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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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인격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산설명력(R²
)은 43.7%
였으며, 희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944, p<.001). 개인적 특성관련 변수 중에서 연령
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성취감 저하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관련 변수 중에서 전문적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
문적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정서적 고갈과 같은 일관된 패턴) 비인격적 태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성관련 변수 중에서 직업의 소명의식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
치므로 직업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정서적 고갈과 같은 일관된 패턴) 비인격적 태도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9>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

β

t

β

t

β

t

연령

-.090

-.806

-.224

-1.991*

-.274

학력a)

-.075

-.960

-.041

-.521

.030

배우자 유무b)

-.034

-.489

-.037

-.538

.000

전공여부c)

-.017

-.274

-.038

-.604

자격증 등급d)

.072

.977

-.002

-.031

소진 하위영역
관련 요인

개
인
적
특
성

경력
클
라
이
언
트
스
트
레
스
전
문
성
사
회
적
지
지

(N=186)

전 체
β

t

-2.661**

-.214

-2.147*

.419

-.044

-.629

-.005

-.032

-.520

.075

1.302

-.005

-.090

-.020

-.300

.025

.387

.124

1.176

.137

1.290

.184

1.893

.166

1.761

클라이언트 수

-.078

-1.167

-.011

-.157

.091

1.475

-.015

-.256

문제 심각성

-.067

-1.032

-.084

-1.287

-.093

-1.558

-.092

-1.597

클라이언트와 관계

.038

.586

-.088

-1.332

-.231

-3.832***

-.084

-1.439

전문적 직무

.216

2.531*

.308

3.586***

.039

.492

.246

3.227**

근무환경

.309

3.574***

.081

.934

.272

3.414**

.246

3.183**

개인적 생활사건(성격)

.011

.146

.031

.416

.104

1.510

.046

.698

자율성에 대한 신념

.113

1.647

-.006

-.083

-.040

-.626

.037

.603

-.306

-4.096***

-.255

-3.398**

-.262

-3.808***

-.321

-4.812***

직업의 소명의식
전문직 가치추구

-.064

-.957

-.121

-1.794

-.198

-3.207**

-.136

-2.270*

동료지지

-.096

-.874

-.113

-1.015

.085

.840

-.071

-.724

가족지지

-.017

-.204

-.022

-.266

-.080

-1.051

-.039

-.524

친구지지

.038

.398

.023

.231

-.083

-.933

.005

.061

R²

.444

.437

.528

.557

Ad-R²

.382

.374

.475

.507

7.143***

6.944***

9.998***

11.244***

F

주) Dummy Variable화하여 사용함
주) a: 대졸 이상=1, 전문대졸 이하=0, b: 유=1, 무=0, c: 사회복지=1, 기타=0, d: 1급=1, 2급=0
주) *p<.05, **p<.01, ***p<.001

192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2호

셋째, 성취감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산설명력(R²
)은 52.8%였
으며, 희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9.998, p<.001). 개인적 특성관련 변수 중
에서 연령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연령층이 높을수록(비인격적 태도와 일관된 패턴) 성취
감 저하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클라이언트관련 변수 중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유
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양호할수록 성취감 저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변수 중에서 근무환경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근
무환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성취감 저하가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관련 변수 중에
서 직업의 소명의식과 전문직 가치 추구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의 소명의식(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와 같은 일관된 패턴으로 3개 하위차원 모두에서 나타남)과 전문직 가치 추구가
높을수록 성취감 저하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체 소진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산설명력(R²
)은 55.7%
였으며, 희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1.244, p<.001). 개인적 특성관련 변
수 중에서 연령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연령층이 높을수록(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와
일관된 패턴) 소진을 전반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관련 변수 중에서 전문
적 직무와 근무환경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 직무(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와 일관된 패턴)와 근무환경 스트레스(정서적 고갈, 성취감 저하)를 많이 받을수록 소진을 전반적
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성관련 변수 중에서 직업의 소명의식과 전문직 가치
추구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의 소명의식(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
전체 소진영역 포함 4개 차원 모두에서 나타남)과 전문직 가치 추구(성취감 저하와 일관된 패턴)가 높
을수록 소진을 전반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먼저 여성 전담공무원의 전문직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은 높아지고, 직업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비인격적 태도는 낮아지고, 전문적 직무로서의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비인격적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양호할수록, 직업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전문직 가치추구가 높을수록 성취감 저하가 낮아지
며,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성취감 저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진의 3
가지 하위차원 변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예측요인으로
는 연령, 전문적 직무로서의 스트레스, 근무환경 스트레스, 직업의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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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여성 전담공무원의 개인적 특성 요인, 클라이언트관련 요인, 스트레스관련 요인, 전문
성관련 요인, 사회적 지지관련 요인은 소진의 하위변수인 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에
따라서 각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주요 사항을 토대로 하여 주요 내용을 독립변수별로 요약 및 논의점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전담공무원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여성 전담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진의 하위변수
2가지인 비인격적 태도와 성취감 저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사회복지사에 비
해 소진이 낮게 나타난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Huberty & Huebner, 1988; 이영미·성규탁, 1991;
윤혜미, 2004; 이명신, 2004; 이인수, 2006)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지지
되었다. 특히, 여성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경력 없이 전담공무원으로 입사를 하게되면 24~25세
정도가 되며, 문제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연령 낮은 여성 전담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소진이
높게 나타나므로 빠른 시간 내 기관에 적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기진
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클라이언트관련 변수 중에서 특별한 논의점 및 함의점을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① 클라이
언트의 문제 심각성 정도는 전체 분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클라이언
트의 문제 심각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난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Beck, 1987; Poulin &
Walter, 1993; 이명신, 2004)와 일치하지 않는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특이한 결과는 일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와 다른 것으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공무원직을 병행해야만
하는 전담공무원의 특성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즉, 클라이언트관련 변수가 이렇듯 영향을 미
치지 않은 이유는 여성 전담공무원들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문제 심각성을 본연 업무의 일부분으로 받
아들이거나, 클라이언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변변히 상의할 대상이 없다는 점, 상사 및 동료 등에게
상의를 하더라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 전담공무원들은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유형 해결능력 배양 및 만성적 반응 등 자구적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②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양호할수록 소진의 성취감 저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클라
이언트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좋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비해 소진이 낮게 나타난다는 많은 선행연구결
과(Pines et al., 1981; Streepy, 1981; Leiter & Harvie, 1996; 이명신, 2004)와 일치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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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스트레스관련 변수 중에서 특별한 논의점 및 함의점을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① 전문적 직
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소진의 하위변수 2가지인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적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Leiter & Meechan, 1986; Edwards et al., 2002)와 일치하는 것으로
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지되었다. ②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소진의 하위변
수 2가지인 정서적 고갈과 성취감 저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최가영, 2000)와 일
치하는 것으로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전문성관련 변수 중에서 특별한 논의점을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이 높을수록 소진의 하위변수 3가지인 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하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Zunz, 1998)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
다. ② 전문직 가치추구가 높을수록 소진의 성취감 저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이명신,
2004)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다섯째, 여성 전담공무원의 사회적 지지(동료, 가족, 친구)는 전체 분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게 나타난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와 일
치하지 않는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다(Pines & Maslach, 1978; 윤혜미, 1991; Poulin & Walter,
1993; 노은정, 1996; Acker, 1999; Zunz & Chernesky, 2000; Maslach et al., 2001; 양은순,
2005). 이러한 특이한 결과는 일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와 다른 것으로서, 사회
복지업무와 공무원으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전담공무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
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이렇듯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여성 전담공무원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전담공무원이 1~2명 정도밖에 배치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동일업무를 수행
하는 동료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경우
전담공무원의 정확한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역할이 전문직으로서가 아닌 맹목적인 헌신과
봉사로서 인식되어 가족, 친구들의 이해와 지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여성 전담공무원의 개인
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경기침체와 실업자가 증가되는 상황 하에서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학과
출신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며, 사회복지관련 민간 사회복지직종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
으로서 나름대로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인들도 이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제언을 5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낮은 여성 전담공무원을 위한 재교육 기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는 이론만의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에서 겪는 경험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은 전담공무원일수록 실무에서의 기대와 현실과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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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가져와 쉽게 실망하고 소진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연령이 낮은 신입 여성 전담공무원의
경우 상급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하며, 지자체 각 관할 담당구역별로 업무향상프로그램
등과 같은 연속적인 보수교육, 세미나, workshop, 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이 부족하게 느꼈던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전담공무원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자훈련을 위한 평생교육프
로그램 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양호할수록 소진의 성취감 저
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양호해지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공무
원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전문적 직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 전담공무원에게 현실적인 업무기준 설정과 실천현
장을 직시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전문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여부와 모호한 역할로 인한 갈등 및 업무자체가 어려워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업무에 대한 자긍
심 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전문적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뚜렷하고 실천 가능한 업무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실천현장을 직시할 수 있는 보수교육 등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 전담공무원의 업무량 경감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결과, 근무환경으
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담공무원 충원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과도한 업무량 부담을 해소시켜 줄 필요성이 있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담공무원
의 일반행정 지원업무 축소 등을 통해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를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조정을 통한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직급에 따라 위계를 갖고 전문적 지도와 감독이 가능한 공공복지서비스 전
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타 직렬인 상위직급으로부터 지
도·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하위직급의 전담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이고도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비전문가인 상위직급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의 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직급체제의 정비를
통하여 전문적인 슈퍼비전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 전담공무원의 직업관련 소명의식 강화방안이 다각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직업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소진의 3가지 하위변수인 정서적 고갈, 비인격적 태도, 성취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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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모두에서 낮게 나타나,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
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다른 직업들에 비해 근무환경이나 보수수준이 열악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의 소명의식은 매우 강조되며, 서비스 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이
되기 이전의 대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소명의식과 관련된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전담공무원은 사회적 약자(불쌍한, 어려운)를 돕는 헌신하는 봉사자로서가 아닌 전문직업인이라는 인
식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소명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로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고 있던 여성 전담공무원만을 연구대상
으로 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행정이나 정책, 그리고 실천현장에서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 감소를 위한 개입과 프
로그램 개발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라북도지역 여성 전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5개의 변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요인
의 영향요인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클라이언트, 스트레스, 전문
성, 사회적 지지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
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여성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성별역할
인식, 양성평등의식, 공무원조직의 특성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변수들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보다 심화된 연구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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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주된 서비스 공급자인 사회복지사도 수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김범수 외,
2006; 한국고용정보원, 2007).1)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양적 증가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 즉 근로환경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
지 못했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여건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많은 4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담당 서비스 수
혜자면에서도 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1인당 약 59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여타 대인서비스 직종과 견주어 더 많은 노동부담을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사회복지관 협회 외, 200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2006; 한국고용정보원, 2007).2) 아울
러, 급여면에서도 2006년도 기준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임금은 약 140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 대비
60%, 교육 서비스업 대비 5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6).3)
이러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한 근로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에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를 비롯한 일련의 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보수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하기 시
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체제나 처우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급여수준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사의 급여실태가
겉돌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고, 정부의 실질적인 급여 인상 개선을 촉구하였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6). 또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급한
현실이므로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
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김경화, 2006).4) 그러
나, 이러한 구체적인 보수 정상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사회복지사의 현 임금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사 수는 394,92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양적팽창은 2001년 이후 두드러지는데, 이때부터
당해 연도 자격 발급건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06년부터는 3만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4만 5천명, 2009년에는 6만 8천여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2년에 전체 사회복지사 수가 50만명을 초과할 것이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료, 2010;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자료, 2010).
2) 한국직업전망에 의하면, 2007년도 기준 향후 5년간 사회복지관련 일자리 중 약 35%정도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임금
과 근로환경 측면에서도 불안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6)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평균연봉은 1,700만원 정도이며, 이는 공무원대비 83%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4)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휴직 및 면직 등 불리한 처분금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지급 기준 명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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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본 연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집한 경
기도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의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그리고
직장 특성, 근무형태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적정 보수체계 마련에 기
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사회복지사의 임금관련요인

본 장에서는 임금의 정의와 임금결정요인에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
하여 본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임금결정요인 관련 이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보상으로 표현된다(김식현,
1999; 김형배, 2004). 이러한 임금은 지급대상, 기간, 방법에 따라, 급료,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 등
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학종, 1995).5)
이러한 임금 결정에 관련된 이론으로는 임금생존비설, 한계생산력설, 행동과학적 임금설 등이 대표
적이다. 임금생존비설은 근로자의 생활실태를 주요하게 다루며, 근로자와 그의 가족 생활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강정대, 1998). 임금생존비설에 의하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인구의 증감에 따른 노동력의 증감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임금결정의 기
제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단기간의 임금변동이나 다양한 직종간의 임금차이를 설명하는데는
그 한계를 지닌다. 한계생산력설에 의하면 노동생산력과 한계생산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
된다고 제시하는데, 지나치게 노동의 수요자인 피용자·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임금결정이론이라는 비
판을 받는다(김효명, 2003). 행동과학적 임금설은 상기한 두 논리가 지나치게 경제적 요인이나 거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급료는 주로 시간당 또는 일당 기본 지급률을, 봉급은 주로 주당, 월당 지급률을, 상여금은 보너스(bonus), 커미션(commission), 이윤
배분(profit sharing)등의 성과에 준해 지급되는 것을, 복리후생은 부가급여로 간접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을 의미한다(이학종, 1995). 이
와 함께,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임금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보람, 성취감, 승진과 같은 비 경제적, 비 금
전적인 보상까지를 포괄한다(박경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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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에 입각한 임금결정이론이라는 점을 극복하고, 사회학이나 심리학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임금
의 결정원리를 설명한다(배무환, 1986).
상기한 거시적 임금 관련 이론과 함께 개인의 특성이나, 업무 특성 및 조직 특성 등 비교적 미시적
차원에서 진행된 임금에 대한 논의로는 인적자본이론,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등이 있
다. 인적자본이론은 노동자의 조직 생산성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교육·건강·경
험·자격증 등의 인적자본 보유정도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된다고 제시한다(주성환·최준혜, 2001;
배무기, 2002; 유석춘 외, 2002; 천재홍, 2004). 또한, 내부노동시장이론에서는 내부노동시장6)에서
임금은 내부의 규칙과 절차에 의해 결정되므로 연공서열·고유한 직무관련기술 소지 여부 등이 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이원덕, 1990; 김은하, 2001; 신경수, 2003). 아울러, 노동시
장은 구조적으로 두 개의 분절적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본인이 소속된 노동시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
다는 이중적 노동시장이론은 비 구조화된 2차적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은 저평가되며 낮은 임금을 받
게 된다고 주장한다(김은하, 2001; 신경수, 2003; 이홍직, 2004).

2. 임금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관한 연구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제한적이므로, 본 절에서는 주로 여타 직종
을 포함한 임금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추출하여 본 연
구모형 개발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엄동욱(2007)은 기업 내부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인사제도나 관행이 임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인적자본 변수와 직급별 변수가 임금결정요인으로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오유진·박성준·김유섭(2005)의 연구에서는 인적특성, 업무능력, 조직특성 등이 임금
수준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안주엽(2001)은 교육수준, 근속기간의 인적자본요인을 유의
미한 변수로 보았다. 강동욱(2001)은 장애인의 임금결정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장애유형, 연령, 교육수
준, 근속년수, 결혼 상태, 성별, 정규직, 사업체 규모, 소재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승렬
(2000)은 근속년수와 외부경험년수, 정진호(2000)는 교육수준, 근속년수, 노동시장 경력년수가 박동
수(1993)는 노동생산성, 물가, 책임, 직무성과 등을 임금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한유경
(1992)의 연구에서는 학력, 경력,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성지미·윤석천(2006)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근로시간, 정규직, 자격증등급, 기관형태, 직위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일개의 조직 또는 사업단위내에서 이뤄지는 시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장에서 노동가격과 직무배치 등은 외적시장의 경쟁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관리 내규에 의해 정해진다(김은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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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zpartick(2000)의 연구에서는 업무시간, 지역, 규모, 직위, 경력, 연령, 높은 수준의 교육이 유의미
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천재홍(2004)의 사용임금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 연구에 의하면 인적자본이론 중 학력, 경력,
근속년수, 개인의 지식이나 기술수준 등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에 따라 노동의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
게 되고, 그 결과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유선(2009)의 한국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
연구에 의하면 성별, 교육수익률, 고용형태 등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노조 임
금 프리미엄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발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임금결정요인관련 선행 연구결과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할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
의 <표 1>과 같다.
<표 1> 임금결정요인
요인
개인적 특성
조직 및 직무특성

변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자격증등급, 최종학력, 직장경력
시설유형, 수당, 복리후생, 담당업무, 근무시간, 고용형태, 직위

III.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 요인은 그들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조직 및 그들의 직무특성요인은 그들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경기도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 자료
(raw data)의 조사는 2006년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었고,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실태파
악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연구 사업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경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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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관련기관 8,003개소에 종사하는 약 10,000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
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데, 본 자료는 사례 수가 크고, 설문문항 중에는 임금에 관련된 측면, 즉, 당시의 실질 임금에 대한 내
용과 임금결정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들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이 자료
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경기도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사
례를 제외하고, 2501명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으로, 2006년 실시한 원 자료에서는 조사기간 당시에 대상
자가 받고 있는 연봉을 만원단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의 형태로 수집된 임금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① 개인적 특성 요인

우선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자격증 등급, 최종학력, 총 직장경력을 사용하
였다.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연령은 2006년 조사 당시 그들의
만 나이로 측정되었고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기혼, 기타로 조사되었는데 기타를
제외한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자격증등급 변수로는 원
자료에서 응답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의 문항에서 없음, 3급, 2급, 1급으로 조사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원 자료에서는 고졸이하, 전문대 졸업(사회
복지 전공), 전문대 졸업(사회복지 비전공), 대학교 졸업(사회복지 전공), 대학교 졸업(사회복지 비전
공), 대학원 졸업(사회복지 전공), 대학원 졸업(사회복지 비전공)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기초로 최종학력변수를 전문대학 졸업 이하의 경우와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총 직장경력은 연속변수로 근속한 실 개월 수 기준의 자료가 수집되었
는데 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② 조직 및 직무특성

조직 및 직무특성으로는 시설유형, 수당, 복리후생, 담당업무, 근무시간, 고용형태, 직위 등을 사용
하였다. 시설유형7)은 원 자료에서는 사회복지관, 아동복지·보육시설(기관), 청소년시설(기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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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시설(기관), 정신보건시설(기관), 노인복지시설(기관), 여성·모부자복지시설(기관), 가정폭력보
호시설(기관), 성폭력·성매매피해보호시설(기관), 의료시설(기관), 노숙인·부랑인시설(기관), 자활후
견시설(기관), 자원봉사기관, 결핵·한센시설(기관), 상담기관(상담실), 공공기관(시₩구청, 동사무소),
법인·단체·협(의)회), 기타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합 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시
설(기관), 장애인시설(기관), 노인복지시설(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나머지인 기타시설의 6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원 자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수급여부를 표시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급 수당유형 및 복리후생 유형의 총 합을 산정하여 활용하
였다. 수당은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계안정지원비,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 식비(급량비), 자격(증)수당, 종사자수당, 직책수당, 특수
근무수당, 교통비, 기타의 18가지로 조사되었고, 수급하고 있다고 표시된 수당의 개수를 총합하여 연
속변수의 형태로 처리하였다. 복리후생도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경조휴가, 하계휴가, 직원연
수, 건강진단, 직원회식, 사내야유회, 일반교육기회, 기타의 11가지 유형으로 조사되었는데, 수급한 복
지서비스의 개수를 연속변수의 형태로 사용하였다. 원 자료에서 담당업무는 상담(개별, 그룹, 가족),
자원봉사·후원자개발 관리, 재가복지·사례관리, 지역사회교육, 입소자(환자)관리 및 생활지도업무,
정신·직업재활, 홍보·출판, 행정·조직관리, 교육·연구·조사, 학회·연수·세미나, 공공복지행
정 업무, 지역사회조직·시민운동, 프로그램운영 및 개발, 저소득·수급권자 업무, 푸드뱅크, 자활·
노숙인 업무, 의료, 기타의 18가지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담당업무를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서비스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는데, 직접적 서비스에는 상담(개별, 그룹, 가족), 재가복지·사례관리, 입
소자(환자)관리 및 생활지도업무, 정신·직업재활, 저소득·수급권자 업무, 푸드뱅크, 자활·노숙인
업무, 의료를 포함시켰고, 간접적 서비스에는 자원봉사·후원자개발 관리, 지역사회교육, 홍보·출
판, 행정·조직관리, 교육·연구·조사, 학회·연수·세미나, 공공복지행정 업무, 지역사회조직·시
민운동, 프로그램운영 및 개발, 저소득·수급권자 업무 등이 해당된다. 근무시간은 원 자료에서 연속
변수로 조사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일
용직)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위는 원 자료의 평직원(사회복지사 등),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상위 관리자(사무국장, 부장 등), 시설장의 네 가지 유형으로 그대로 사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하는 측정도구와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원 자료는 사회복지 시설분야를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데 제약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시설 분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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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정의 및 처리방법
구분

요인

종속변수

변인

지표

임금

실 연봉액(만원)

성별

0=여, 1=남

연령

실제 만 연령(세)

결혼상태

0=미혼,
1=기혼
0=없음,

개인특성

자격증 등급

1=3급,
2=2급,
3=1급
1=전문대졸 이하,

최종학력

2=대졸,
3=대학원졸 이상

사회복지 총 경력

실제 개월 수
1=사회복지관
2=아동·청소년시설(기관)

독립변수

시설분야

3=장애인복지시설(기관)
4=노인복지시설(기관)
5=공공기관(시₩구청, 동사무소)
6=기타

수당
조직
및
직무특성

복리후생
담당업무
근무시간
고용형태

받고 있는 수당의 수(개)
받고 있는 복리후생의 수(개)
0=간접적 서비스,
1=직접적 서비스
주당 실 근무시간(시간)
0=비정규직,
1=정규직
1=평직원(사회복지사 등),

직위

2=중간관리자(과장, 팀장),
3=상위관리자(사무국장, 부장),
4=시설장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
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 및 직무 특성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통계치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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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 및 직무 특성 중 임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 과정에는 SPSS 13.0 for
Windows가 활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일반적으로 여성 사회복지사가 남성 사회복지
사에 비해 많은 현실과 마찬가지로, 원 자료의 응답자들 중에서도 여성이 1797명(72.7%)으로, 남성
676명(27.3%)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101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35.2%, 40대가 14.8%, 50대 이상은 4.5%로 나타났다. 평균 연
령은 32세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의 연령대가 젊은 층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의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연령대가 낮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53.4%, 기혼이46.6%로 나타났다. 전체 대
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응답자는 97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1급 자격증을 가진
응답자가 63.2%로 가장 많았고, 2급은 32.5%, 3급을 가진 이는 0.3%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전문대학 졸업 이하가 24.1%, 대학교 졸업이 57.0%, 대학원 졸업 이상이 18.9%로 나타났다. 조사된
대상자들의 평균 사회복지 총 경력은 5.12년(표준편차 4.68)으로, 최소 1년 이하에서 최대 40년 이상
의 분포를 보였다. 본 조사에서는 사회복지 총 경력이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이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8.3%, 10년 이상은 325명, 1년 미만은 12.4% 순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조직 및 직무 특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분석에 사용된 시설분야에
서는 사회복지관이 17.3%이었고, 아동·청소년 시설(기관)이 11.7%,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이 18.7%,
노인복지시설(기관)이 17.8%, 시₩구청 사무소나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이 17.0%로 나타났으며, 기타
로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상담기관, 자활후견시설(기관) 등이 17.6%로 나타나 기타를 제
외한 다른 시설(기관)들의 특성에서는 아동·청소년 시설(기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설(기관)에서 주는 수당과 복리후생의 개수는 평균적으로 수당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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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표준편차 3.76)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리후생은 4.8개(표준편차 2.44)를 제공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당은 6~10개를 받는 대상자가 48.7%로 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수당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3.9%밖에 되지 않았다. 1~5개를 받는 대상자는 32.9%, 11개 이상을 받는 대상자가 14.5%
를 차지했다. 복리후생은 받지 않는 대상자는 2.5%밖에 되지 않았으며, 5~8개를 받는 대상자가
4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4개를 받는 대상자가 42.0%, 그리고 9개 이상을 받는 대상자가
6.1%를 차지했다. 이는 사회복지사간 수당과 복리후생을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
며, 임금격차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대상자의 시설(기관)에서의 근무형태 특성을 볼 때, 시설(기관)에
서 맡고 있는 담당업무로는 간접적 서비스를 하는 이가 47.7%, 직접적 서비스를 하는 이가 52.3%로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여

1,797

72.7

남

676

27.3

20대

1,101

45.5

30대

852

35.2

40대

357

14.8

50대 이상

110

4.5

변수

연령

결혼상태
미혼

1,313

53.4

기혼

1144

46.6

자격증 등급

조
직
및

없음

97

3.9

3급

7

0.3

2급

800

32.5

1급

1,555

63.2

579

24.1

대졸

1,370

57

대학원졸이상

453

18.9

1년미만

293

12.4

1년이상 ~ 5년미만

1,074

45.5

5년이상 ~ 10년미만

669

28.3

10년이상

325

13.8

최종학력
전문대졸이하

백분율(%)

432
291
466
445
424
439

17.3
11.7
18.7
17.8
17
17.6

96
817
1,208
361

3.9
32.9
48.7
14.5

62
1,045
1,232
151

2.5
42
49.5
6.1

1,116
1,226

47.7
52.3

974
1,249

43.8
56.2

287
2,163

11.7
88.3

1,690
441
178
136

69.1
18
7.3
5.6

시설분야

성별

개
인
특
성

빈도

사회복지 총 경력

직
무
특
성

사회복지관
아동ㆍ청소년시설(기관)
장애인복지시설(기관)
노인복지시설(기관)
공공기관(시₩구청, 동사무소)
기타
수당
없음
1개이상 ~ 5개이하
6개이상 ~ 10개이하
11개이상
복리후생 개수
없음
1개이상 ~ 4개이하
5개이상 ~ 8개이하
9개이상
담당업무
간접적서비스
직접적서비스
근무시간
40시간이하
41시간이상
고용형태
비정규직
정규직
직위
평직원(사회복지사 등)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상위관리자(사무국장, 부장)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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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42시간(표준편차 22.71)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0시간 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행 근로기
준법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이하 근무자와 41시간 이상 근무자로 나누
어볼 때, 40시간 이하 근무자가 43.8%였고, 41시간 이상 근무자가 56.2%로 나타났다. 평균 주당 근
로시간인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대상자가 56.2%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이
88.3%, 비정규직이 11.7%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맡고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평직원이 69.1%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 팀장 등의 중간관리자가 그 다음으로 18.0%였으며, 사
무국장, 부장 등의 상위관리자가 7.3%, 시설장이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설문 대상자 중
평직원들의 비중이 반 이상으로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특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조직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

먼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임금을 살펴보기 위해 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자격
증 등급, 최종학력, 사회복지 총 경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자격증
등급, 최종학력, 사회복지 총 경력의 모든 독립변수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t=-10.144, p<.001).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171.476, p<.001), 고 연령인 경우 임금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미혼인 경우 보다 기혼인 경우가 임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6.504, p<.001). 자격증 등급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보면 1급 자격증을 가
진 경우가 가장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급 자격증을 가진 경우였고, 다음으로 없
음, 3급 순으로 나타났다(F=32.906, p<.001). 최종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보면, 전문대졸업 이
하,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이상의 순으로 임금이 높아져(F=68.985, p<.001),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력특성에서는 사회복지 총 경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보면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경력이 많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410.51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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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인적 특성, 조직 및 직무특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
변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개
인
특
성

자격증
등급

최종학력

사회복지
총 경력

시설분야

조
직
특
성

수당 개수

구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여

1697

1894.07

624.97

남

628

2253.74

803.05

20대

1047

1690.04

353.03

30대

825

2152.10

592.63

40대

317

2373.64

987.87

50대이상

96

2649.50

1367.53

미혼

1236

1773.95

462.17

기혼

1076

2242.43

825.28

없음

87

1778.64

439.49

3급

7

1748.57

412.93

2급

730

1804.40

683.49

1급

1488

2095.54

694.67

전문대졸업 이하

528

1844.82

601.20

대학교졸업

1311

1944.24

643.43

대학원졸업 이상

420

2332.66

846.18

1년미만

265

1514.14

396.31

1년이상~5년미만

1026

1748.54

456.36

5년이상~10년미만

637

2187.62

555.53

10년이상

303

2880.94

900.68

사회복지관

406

1978.67

680.35

아동·청소년시설(기관)

256

1738.59

608.87

장애인복지시설(기관)

449

1921.21

437.74

노인복지시설(기관)

407

1844.71

463.10

공공기관

408

2462.31

816.94

기타

418

1913.17

828.01

없음

67

1773.52

694.90

1개이상 ~ 5개이하

746

1695.09

604.54

6개이상 ~ 10개이하

1171

2074.18

670.13

11개이상

352

2389.88

699.64

51

1771.67

756.43

없음
복리후생
개수

빈도

1개이상 ~ 4개이하

967

1837.81

675.53

5개이상 ~ 8개이하

1175

2077.93

639.32

9개이상

150

2382.52

929.35

간접적 서비스

1048

2063.20

744.77

직접적서비스

1161

1932.02

619.36

40시간이하

917

1997.69

788.24

41시간이상

1182

2006.61

569.40

t/F(sig.)
-10.144***

171.476***

-16.504***

32.906***

68.985***

410.517***

55.621***

102.931***

41.240***

4.474***
-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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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고용형태
조
직
특
성

직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비정규직

구분

264

1480.05

522.34

정규직

2054

2057.48

688.94

평직원

1611

1843.37

565.53

중간관리자

425

2283.66

772.59

상위관리자

166

2518.86

833.95

시설장

102

2295.02

1043.11

t/F(sig.)
-13.1416***

98.226***

*** : p<.001

② 조직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조직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임금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기관)의 시설분야, 수당개수, 복
리후생개수, 담당업무, 근무시간, 고용형태, 직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설분야, 수당 개수, 복리후
생개수, 담당업무, 근무시간, 고용형태, 직위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먼저 조직의 특성에서 시설분야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보면, 공공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기관), 기타시설(기관), 노인복지시설(기관),
아동·청소년시설(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F=55.621, p<.001). 아동·청소년 시설(기관)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청소년 시설(기관)은 전체 대상자 중 비중도 가장 낮게 차지하고
임금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시설(기관)의 실태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수당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시설(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당이 많을수록 임금이 높았는데, 수당의 개수가 1개
이상 5개 이하인 경우보다 제공받는 수당이 없는 경우에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02.931,
p<.001). 복리후생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시설(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제도)가 많을수록 임금
이 높게 나타났다(F=41.240, p<.001). 조사대상자의 직무 특성에서 담당업무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보면, 직접적 서비스보다는 간접적 서비스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4.474,
p<.001).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주 41시간 이상 근무자의 임금이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의
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1.462, p<.001).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13.1416, p<.001), 직위에 따라서는 시설장보다는 상위관리
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설장, 중간관리자, 평직원의 순으로 나타났다(F=98.226, p<.001).

3.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수간의 상
관관계와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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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몇몇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나, 모든 상관계수
치가 절대값 기준 .6이하로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로 나타나 다중공산성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롭다고
판단하였다.
<표 5> 변수간 상관관계
1
1

2

3

.229** 1

3

.205** .566** 1

5
6
7

5

.11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4** .151** 1

-.061** -.158** -.034

.391** 1

.105** .549** .404** .210** .115** 1
-.050* -.025 -.072** -.071** -.156** -.028

8

.088** .014

9

.011

-.055** -.014

-.069** .026

.078** .023

11

-.020

.016

.046*

1

.043* -.084** -.145** .003 -.174** 1

.023 -.014

10

.161**

.130** .014

12

.121**

.066** .139** .033

13

.111**

.054** .073** .072** .119**

14

-.029 -.031

15

-.003 -.058** -.061** -.015

16

.077** .102** .107** .016

17

6

1

2

4

4

-.075** -.169** -.223** 1
.139** -.164** -.217** -.211** 1
-.016

-.168** -.221** -.215** -.209** 1

.093** .234** -.136** .170** .061** .034 -.186** 1
.186** -.123** .117**

-.047* -.060** -.044* -.078** -.009
-.019
.050*

.020 -.007

.065** .074** .014
.158** -.038

.029 -.052** -.062** .409** 1

-.009

.014

.070** -.093** -.051* 1

.064** -.135** .140** .078** .039

.060** .075** .159** -.238** .359** .160** -.036

1
.127** 1

-.217** -.497** -.323** -.276** -.024 -.411** -.075** .020 -.083** .205** -.069** -.030 -.073** .152** .091** -.121** 1

* : p<.05, ** : p<.018)

아울러, 본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모델 1을 보면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임금결정요인들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로 성별, 연령, 자격증등
급, 사회복지 총 경력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일수록
(β
=0.155, p<.001) 여성에 비해서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사회복지사보다 여성 사회
복지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남성이 더 높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
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β
=0.104, p<.001)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증가는 노동시
장에서 생산성과 관련된 특성들을 더 많이 습득하고 숙련도가 향상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의 증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1=성별(남자=1), 2=연령, 3=결혼상태(기혼=1), 4=학력(전문대졸이하=1), 5=자격증등급, 6=사회복지 총 경력, 7=시설분야(아동·청소
년시설=1), 8=시설분야(장애인시설=1), 9=시설분야(노인시설=1), 10=시설분야(공공기관=1), 11=시설분야(기타시설=1), 12=수당개수,
13=복리후생개수 14=담당업무(직접서비스=1), 15=근무시간, 16=고용형태(정규직=1), 17=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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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곧 경력의 증가이므로 나아가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본 분석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
을 보여주었다. 연령 변수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
에서 생산성과 관련된 특성들을 더 많이 습득하고 숙련도가 향상된다는 해석이 사회복지사에게도 적
용된다고 볼 수 있다. 자격증(β
=0.125, p<.001)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자격증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종학력은 임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 총 경력(β
=0.540, p<.001)이 길수록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경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모델 2에서는 조직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임금결정요인들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시설(기관)분야의
아동·청소년 시설(기관), 장애인복지시설(기관), 노인복지시설(기관), 공공기관 변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수당개수와 복리후생개수, 근무시간, 고용형태, 직위 변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설
(기관) 분야 중 아동·청소년 시설(기관)(β
=-0.066, p<.01), 장애인복지시설(기관)(β
=-0.062, p<.01),
노인복지시설(기관)(β
=-0.095, p<.001)이 종합사회복지관보다 임금이 낮게 나타났고, 공공기관(β
=0.346, p<.001)은 종합사회복지관보다 임금이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들보다는 공
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당의 개수(β
=0.300,
p<.001)와 복리후생의 개수(β
=0.093, p<.001)는 많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나 복
리후생을 많이 받을수록 비례하여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임금을 적게 받는 사
람은 수당이나 복리후생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들 가운데서도
임금과 수당에 대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근무시간(β
=-0.050, p<.01)이 길수
록 임금을 낮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높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고용형태(β
=0.058, p<.01)는 정규직일수록 임금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위(β
=0.330, p<.001)가 높을수록 임금을 높게 받
았는데 이는 모든 조직에서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모델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 및 직무 특성 모두를 투입하여 각 변인 간 영향력의 차이를 검
증하였는데 통합모델의 설명력은 57.3%로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개인적 특성 요
인 중 성별, 연령, 자격증 등급, 사회복지 총 경력 변인이 임금결정요인들로 나타났는데, 성별에서 남
성일수록(β
=0.128, p<.001) 여성보다 임금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β
=0.105, p<.01)이 많
을수록 임금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 상태는 임금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격증 등급(β
=0.070, p<.001)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 총 경력기간(β
=0.455, p<.001)이 길수록 임금을 높게 받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임금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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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모델 1

모델 2

B(S.E)

β

통합 모델

B(S.E)

β

B(S.E)

β

개인적 특성
성별

244.69(26.03)

.155***

193.95(25.24)

.128***

연령

9.16(1.20)

.104***

9.10(2.00)

.105****

결혼상태

50.76(27.32)

자격증등급

146.27(21.86)

최종학력

-3.34(20.02)

사회복지 총 경력

6.91(0.26)

.036

7.57(25.79)

.125***
-.003
.540***

-.006***

78.57(21.41)

.070*****

14.10(19.69)

.013**

5.78(0.27)

.455***

조직 및 직무 특성
시설분야
아동청소년 시설(기관)

-148.91(49.19)

-.066****

-116.23(43.62)

-.050***

장애인복지시설(기관)

-104.15(39.74)

-.062****

-116.76(35.51)

-.068***

노인복지시설(기관)

-166.55(40.97)

-.095****

-94.90(36.03)

-.054***

공공기관

587.02(40.85)

.346***

361.06(36.22)

.215***

기타시설(기관)

-62.76(42.32)

-.036***

-42.62(36.91)

-.024**

수당

55.27(3.87)

.300***

36.60(3.44)

.196***

복리후생

25.97(5.46)

.093***

10.90(4.81)

.039***

담당업무

-2.76(24.65)

-.002***

-31.39(21.44)

-.023***

근무시간

-1.44(0.54)

-.050**

-0.79(0.46)

-.028***

고용형태

127.90(44.54)

.058**

117.95(38.63)

.053*****

직위

281.23(16.34)

.330***

28.51(17.13)

.034

상수

816.854(82.308)***

854.567(60.699)***

574.661(93.428)***

R

0.379

0.614

0.757

R2

0.460

0.376

0.573

F

303.078***

104.729***

137.906***

* : p<.05, ** : p<.01, *** : p<.001
주 : 성별(0=여자), 결혼상태(0=미혼), 시설분야(0=사회복지관), 담당업무(0=간접적서비스), 고용형태(0=비정규직)

및 직무 특성 요인 중에서는 시설(기관)분야의 아동·청소년 시설(기관)(β
=-0.050, p<.01), 장애인복
지 시설(기관)(β
=-0.068, p<.01), 노인복지 시설(기관)(β
=-0.054, p<.0.01)이 종합사회복지관보다 임
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β
=-0.215, p<.001)은 종합사회복지관보다 임금을 높게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은 사회복지관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임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당 개수(β
=0.196,
p<.001)와 복리후생 개수(β
=0.039, p<.05)가 많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변인은 임금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고용형태(β
=0.053, p<.0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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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들 중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근무시
간 변인은 임금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많음에도 임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임금 현실화 방안 모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출 가능한 정책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개인적 특성 요인 중에서는 성별, 연령, 자격증 등급, 사회복지 총
경력 변인이 조직 및 직무 특성 요인 중에서는 시설(기관)분야, 수당 및 복리후생, 고용형태 등이 사회
복지사의 임금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인 경우, 연
장자인 경우, 자격증 등급이 높은 경우, 사회복지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공공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당과 복리후생의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인 임금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결과가 제시한 바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임금이론이나 관련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임금 결정요인으로 파
악된 최종학력, 담당업무, 직위 등의 변수들은 사회복지사의 임금결정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본 연구결과가 여타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점이라 하겠다.
사회복지사의 낮은 임금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 이후로 국회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조직들이 정
부에 대응하는 횟수가 늘어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관련된 실증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을 알아볼 수 있었
다. 일반적으로 임금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의 보수정상화에 대해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임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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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임금에 관한 연구이고, 다음 연구의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분석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사회복지사의 낮은 임금이 개인 특성
의 영향을 받는지, 조직 및 직무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선행연구의 결과
와 어떤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여 임금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대한 방안 마
련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상의 제언이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개인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다른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일수록 여성
보다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남성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여성 사회복지사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연구결과(성희자 외, 2002)에서도 보여주듯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임
금과 승진에 대한 성차별이 사회복지 조직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업무차
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아니고, 남성 사회복지사보다 여성 사회복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회
복지사에 대한 차별이 계속 된다면 여성 사회복지사의 소진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
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요청된다.
둘째, 개인적 특성 중 인적자본 측면이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개인적 특성 모델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학에 대
한 한국인의 인식연구(강철희, 2005)에 따르면, 사회복지학의 공헌도, 중요성, 유망도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전문성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는 교육제도에
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3급부터 1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3급을 가진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등급별 업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격취득과정도 다양하게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릴
수는 있을지라도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격제도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
적으로 마련하고 자격등급에 따른 업무의 차이도 분명히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
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는 상관없이 단지 자격증만
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격 기준에 합당한 업무부여와 처우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직 및 직무특성의 측면에서는 시설(기관)의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시설분야를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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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시설로 나누어 보지는 못했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이 사회
복지관에 비해 임금을 낮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
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으로 제시되고, 위와 같은 결과들로 시설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이나 임금체계가 시설별, 기관
별로 다른 체계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 시설분야에 따른 임금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조직에서의 통합된 임금체계가 필요하다.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동일임금이 아닌 임금의 차이
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직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된 임금체계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또한 조직 특성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사가 수당과 복리후생을 많이 받을수록 임금이 높게 나
타나, 이는 수당과 복리후생이 임금에 영향력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수당과 복리후
생을 적게 받는 사회복지사는 더불어 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수당과 복리후생의 차이에 따라 사
회복지사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간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
음을 추측해본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체계상 기본급만의 차이가 아니라 시설(기관)별 수당체계도 다양
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수당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임금의 통합적 체계가 생기지 않는다
면 임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수당과 복리후생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당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무특성의 측면에서는 통합적으로 고용형태만이 임금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에 근무시간에 따른 영향력이 통합모델에서
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으로 노동 강도를 계산해볼 때, 다른 직종에 비해 사회
복지사의 노동 강도는 높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결과로 보면 근무
시간은 임금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근무 상황에 따른 정당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수당체계와
도 연결되는 사항으로 근무 외 수당, 야근 수당, 주말 수당 등의 근무환경에 맞는 수당체계가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노력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소한
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법을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
선에 책임을 지고 보수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는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공무원 수준의 임금

사회복지사의 임금 결정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21

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임
금과 관련된 보다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후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임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
니라 경기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표본의 대표성에 있어서의 한계로
인한 일반화의 문제가 한계로 남는다. 둘째, 이차적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설분야의 분류 등 요인
들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전체적인 조사로 더 넓
은 범위의 사회복지 조직 분야, 예를 들면 영리기업의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결정요
인과 비영리조직의 사회복지사의 임금결정요인, 도시와 지역의 사회복지사의 임금 차이 등 좀 더 폭넓
은 조사의 결과를 통해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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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경력과 경력단절 이유, 취업욕구,
취업지원정책 인식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수집한 취업희망 경력단절여성 1,44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는 일-가정생활 양립 어려움을 비롯하여 일자리 비전이 없거나 혹은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나타났고, 이들 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7년을 가정에서 생활하다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생계 및 자아발전, 생계의 보조수단이나 자녀 사교육, 노후 준비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희망 욕구분석에
의하면 비정규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많았지만 전일제를 선호하였고, 고임금을 선호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또한 사무직과 관리전문직, 서비스직을 선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노력과 경력단절여성의 요구에 맞는 취업지원
정책,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의 고용정보 제공 및 연결망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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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alysis of Employment Needs of
Job Discontinued Women and Support Measures in
Gyeonggi-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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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mployment history and the reasons for women
discontinuity in their career, their desire to be employed and awareness of employment policies, and to
suggest support policies to boost their employment.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used
1,443 women s data collected by Gyeonggi-Do Family and Women s Research Institute in 2008.
From the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some important facts. First of all, it found that the major
reasons for women to have discontinuity in their career were the difficulty of work-family balance, no
vision of the job, and corporation s restructuring, etc. It also found that the reasons of their job
searching are just the livelihood, self-development, auxiliary measures of livelihood, private education
for children, preparation for the old age. And it found that there are a lot of women who want to be
employed in temporary positions, but they want to be the full-time workers and make higher wage.
They also would like to be employed in clerical, professional-managerial, and service workers.
From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to boost employment of job women with
discontinuity in their career such as building-up women-friendly environments at the workplace,
information provision and network of the corporation s employment news.

Key words _ job discontinued women, employment needs, employment conditions, employment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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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이 국가 발전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OECD 국가의 경험에
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정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 확대에 기여하였다.1)
이들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이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다(김영옥, 2007; 고령
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여성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5년
3월「남녀고용평등법」
을 개정하여‘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AA)를 도입하였고,
2007년 12월「남녀고용평등법」
을「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로 개정하였으며, 2008
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정, 2009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0~2014) 수립 등 여성고용과 모성보호, 남녀평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였다.
그러나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여성의 고용은 양적 및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가정
과 직장의 공간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남성 노동자 혹은 미혼여성 노동자를 선
호한 반면 일-가정 양립을 담당하는 기혼여성을 기피하며, 그 결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강요하고
있다(박재규, 2003; 이정림, 2003; 장지연 외, 2005). 더욱이 기업은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
원하는 제도 도입이나 실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기혼여성은 일-가정생활 양립이 어려워 중도 퇴직하
는 경향이 있다(김지경, 2004; 박수미 200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스웨덴은 1974년 서유럽에서 처음으로‘양성중립적 육아휴직제도’
를 도입하였고, 육아휴직에 따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였다. 육아휴
직기간은 도입 당시 180일에서 확대되어 2002년 480일까지 증가하였다. 덴마크는 1967년 유급출산휴가를 처음 도입하였고, 휴가기간
은 14주(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에서 1984년 10주가 추가되어 총 24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자녀가 9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52주의 휴직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2009년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3.2%로서 남성의 78.0%에 비해
4.8%p 밖에 낮지 않고, 다른 나라 또한 그 격차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2%로서 남성의
74.7%에 비해 무려 21.2%p나 낮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김혜원 외, 2007, OECD, 2009).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계산할 때 15-6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5세 이상 인구 사용, 2007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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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우리사회 여성은 20대 초반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산업현장에 잘 적응하여 생산력이 높아지
기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 결혼과 자녀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 압력으로 경력단절을 겪게 되며, 자
녀양육을 종료하게 되는 30대 후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력단
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현실적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의 과거 취업경력과 경력단절이유, 재취업
욕구 등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자료’
를 이용하였다. 경기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타 지역보다 심한 편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지역정책을 넘어서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 가능할 것이다. 즉
20대 초반 경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도 20대 초반 남성보다 높고, 타 지역 여성보다 높
을 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다 30대 초반 최저수준까지 하락하며, 그 결과 경기
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경력단절 경
험 여성을 대상으로 1) 취업경력 및 경력단절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2)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
구 검토 및 취업욕구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며, 3) 경력단절여성이 경기도
가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정책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4)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기존문헌 및 관련 정책 검토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욕구 분석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서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
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여성이 어떤 이유로 중도에 일자리를 그만두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헌과 경력단절여성
에 대한 경기도의 취업지원 정책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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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성격과 구성
본 연구는 2008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경기도 여성인력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
구」
를 위해 수집한 자료 중에‘경력단절여성’
의 원 자료(raw data)를 분석하였다. 당시 자료는 경기
도 사업체 및 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수원, 성남, 부천, 고양), 산업도시(안산, 시흥, 화성,
평택, 파주), 도농복합지역(용인, 광주, 의정부), 농촌지역(여주, 가평) 등 4개 권역에서 구분하여 14개
행정단위 지역을 선정하였고,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정보센터(500명), 여성고용훈련기관
(600명), 민간직업훈련기관(500명)을 비롯하여 포털사이트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492명) 등 총
2,09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다. 각 지역별 표본 크기는 수원 8%, 성남 7%, 부천 8%, 고양 7%,
의정부 6%, 여주와 가평 각각 5%(농촌지역 최소 표본 확보 차원에서 배려) 등 지역 여성근로자 규모
를 고려하여 할당하였고, 또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20대 30%(수집결과
28.8%), 30대 40%(41.9%), 40대 20%(22.7%), 50대 10%(6.5%) 등으로 할당하였다. 최종 자료는 조
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면접하거나 혹은 질문지를 응답자에게 배부하여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반면 포털사이트의 경우는 인터넷에 설문지를 탑재하여 경기도 해당 시군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만 응답할 수 있게 제한하여 수집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과거 취업경험이 있고, 조사 당시 취업이나 혹은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2,092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업보다 취업 지원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조사대상 2,092명 중에서 창업희망 여성 649명을 제외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
성 1,44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분석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경력단절, 그리고 취업욕구 등을 분석하며,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취업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여성의 취업경력 관련 검토 내용은 경기지역 여성이 언제,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
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여성이 첫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연령)는 언제이며, 일자리의 산업, 직종, 고용
지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 조사내용에는 최종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가 무엇이며, 첫 일자리를 시작한 후 최종 일자리를 그만 둔 시점까지 경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와 관련하여 분석할 주요 내용은 취업준비 상황 및 취업조건 등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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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경력단절 이후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지(취업 이유), 경력단절 이후 취업
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 정도,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 희망임금, 비정규직 및 시간제 취업의사
등이다. 본 연구는 또한 경기도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경력단
절여성에 의해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변수의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헌검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고, 생애주기별 참가율도 매우 차별
적이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 20대 후반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30대로 밀려나면
서 완만한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2) 특히 20대 후반 이후 결혼과 더불어 경제활동참여가 감소하다
가 30대 초반부터 자녀출산 및 양육을 시작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지 않은 기업과 사회문화 때
문에 일-가정양립 어려움으로 겪게 되면서 일자리를 중도 퇴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와 이탈은 가족형성과 관련된 일련의 생애주기적 사건들(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에 의
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김인선 외, 2006).
이처럼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력단절”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력단절은 남성과 달리 여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독특
한 사건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하다 자녀양육 책임을 벗어나는 시점에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기까
지 경험하는 일정 시간을 의미한다(김인선 외, 2006).
여성의 경력단절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보다 가사와 자녀양육을 비롯하여 기업의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더 이상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20대 후반에 시작하여 약 6년의 경력단절 기간을 보낸 후 노동
시장에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는 약 10년이 소요되
고 있어 이들 여성의 인적자원 유실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황수경, 200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예를 들면,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초반에 66.6%로 최고점에 도달하였다가 20대 후반 65.2%로 약간 감소하고 다시 30
대 초반 47.5%까지 하락하여 최저점을 기록하며 30대 후반 57.1%로 다시 증가하고, 40대에 이르러 60%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박재
규 외, 2008).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231

여성이 겪는 경력단절의 핵심 요인은 여성에게 부여된‘가사와 자녀양육 책임’
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 내 미취학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며, 만2세 이하의 영유
아기 자녀를 둔 여성에게 경력단절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수미, 2003; 황수경,
2003). 그리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 서구의 경
우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남편 배우자의 고소득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지만,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증가는 오히려 경제활동참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김용학·김진혁, 1990; Klerman & Leibowitz, 1990). 또한 여성노동자 중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혹은 이직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그 저변에는 기업의 공식적 제도나 비공식적
관행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민현주,
2009).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모성보호지원제도의 도입 및 운영 실태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에 대한 야간작
업 제한(26.9%) 및 임신여성의 휴일근무 제한(19.2%), 임신여성의 1일 2시간 초과근무 제한(13.8%)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도입한 기업은 10% 이하 수준으로 낮았
다. 더욱이 탄력적 근무제도(집중근로시간제 11.3%, 시차출퇴근제 4.6%, 재택근무제 0.4% 등)를 비
롯하여 자녀양육 지원제도(보육비 및 학원비 지원 0.2%, 보육서비스 연계 및 지원 0.6% 등)를 도입한
기업은 더욱 제한적이다. 이처럼 여성의 일-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
며, 특히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재규 외, 2008).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고자 할 경우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간
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적합한 취업교육의 부재와 함께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다
양하지 않기 때문이다(장서영 외, 2007). 특히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은 접근 가능한 일자리가 다양하
지 않아 노동시장 재진입에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 결과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은 노동시장 이탈 후 남은 생애주기 동안 노동시장으로 다시 복귀하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계
속 남게 되면서 이른바 L-자형 경제활동참가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김종숙 외, 2007). 경력단절여성
의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단기간 시간제 근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대다수 여성은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 및 복지혜택 차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일용 및 시간제보다 전일제 근무형태를 선호하며, 이러한
환경이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의 제정을 비롯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 수립 등 기반을 구축하였
고, 2010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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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뉴딜사업, 전문직업상담사 파견,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
이상과 같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정책 부족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 후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적합한 취업교육 부재 및 여성의 눈높이에 적합한 일자리 부족 등이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
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기존 논의는 매우 유의미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
고 있다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경력단절여성은 동질적 집단이 아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
이며, 재취업에 나서는 상황이나 재취업 요구도 매우 다양하고 차별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요구와 특
성을 가진 경력단절여성을 동질적 집단으로 상정하고 추진하는 지원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취업욕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적합한”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Ⅳ. 경기도 산업과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1. 경기도 산업구조의 변동
경기도 기업체 및 종사자의 산업별 변화에 대한 <표 1>에 의하면, 기업체 및 그 종사자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즉 경기도 기업체 및 종사자 비율은 1995년 전국의 14.4%와 15.5%에서
2005년 18.6%와 20.2%로 증가하여 비슷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산업별 기업체 및 종사자 구성은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경기도의
제조업체 비중은 전국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종사자 비율은 하락하였다. 예를 들면, 경기
도 제조업체 비중은 1995년 14.3%에서 2005년 14.3%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에 40.6%에서 32.5%로 8.1%p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지역 제조업체
가 임금이 저렴한 해외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
안 한국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면서 경기
도의 경우 제조업체 규모에서는 전국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종사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부터 도입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이며,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회관에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도내에서 2010년 12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경기뉴딜사업은 만 30~55세 미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
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회관 등 여성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상담사 파견사업은 여성
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에 직업상담사를 파견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여성창업지원 서비스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one-stop 창업지원서비스, 여성창업지원실, 여성비즈니스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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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기도 산업별 기업체 및 종사자 추이(1995, 2000, 2005)
총 기업체 수

(단위 : %, 천명)

총 종사자 수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전 국

100.0
(2,771)

100.0
(3,013)

100.0
(3,204)

100.0
(13,634)

100.0
(13,604)

100.0
(15,147)

경기도

14.4
(400)

16.2
(488)

18.6
(596)

15.5
(2,119)

17.8
(2,416)

20.2
(3,066)

농업 및 임업

0.0

0.0

0.0

0.1

0.1

0.1

어 업

0.0

0.0

0.0

0.1

0.0

0.0

광 업

0.1

0.0

0.0

0.2

0.1

0.1

제조업

14.3

13.8

14.3

40.6

35.0

32.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0

0.0

0.3

0.4

0.3

건설업

2.4

2.1

2.7

3.9

3.2

4.1

도·소매업

30.2

26.6

23.2

13.9

14.7

13.6

숙박 및 음식점업

20.0

20.5

18.8

9.1

10.6

10.4

운수업

5.7

7.5

10.2

3.9

4.4

5.0

통신업

0.1

0.2

0.2

0.4

0.8

0.7

금융 및 보험업

1.1

1.0

0.9

3.4

3.5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4.3

4.2

5.1

2.4

3.0

3.2

사업서비스업

1.6

1.9

2.2

2.5

3.3

5.0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0.4

0.3

0.3

3.7

3.0

2.8

교육서비스업

3.8

3.8

4.2

5.3

7.0

7.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2.4

2.6

2.4

3.5

4.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3.4

4.3

4.3

2.0

2.4

2.8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0.9

11.2

10.8

5.8

5.2

5.0

자료 : 통계청,『기업체기초통계조사』
, 1995, 2000, 2005

또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는 1995~2005년 사이 기업체 수는 감소하였지만 종사자 비
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일부 산업의 경우 기업체와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인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교
육서비스업,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체 등이다. 즉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기업체
와 그 종사자 비율이 각각 1.6%와 2.5%에서 2.2%와 5.0%로 증가하였다. 교육서비스와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또한 기업체와 그 종사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1995~2005년 동안 경기지역 기업체 및 그 근로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체 증
가는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을 비롯하여 행정, 교육, 보건 및 복지, 그리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분
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업체 종사자 증가는 행정, 교육, 보건 및 복지분야를 비롯하여 숙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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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 기업체 규모 비중
은 비슷하였지만, 종사자 수 구성에서는 크게 감소하여 최근 제조업의 쇠퇴를 반영해 주고 있었다.

2.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2009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2,307천명(남성 3,612천명)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1%로 남성의 75.2%에 비해 27.1%p나 낮은 수준이며 전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0.2%에 비해
서도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연령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M자형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여성의 결혼지연 및 연기 현상으로 인해 20대 후반 최고점을 보이다가 30대 초
반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다 30대 후반 증가하는 M자 곡선으로서 과거에 비해 다소 완만해진 것에
불과하다.
여성경제활동인구의 혼인상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은 이혼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는 점이다. 즉 혼인상태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이혼 여성의 73.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미혼(48.9%), 유배우(44.9%), 사별(22.0%)의 순으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경기도가
족여성연구원, 2009).
2009년 경기여성의 취업자는 약 2,200천명이며, 직업별 취업자 성비 현황 비교에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6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49.7%), 판매직(44.8%), 농업 및 어업직
(41.8%), 사무직(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능직 및 관리직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른 한편, 2009년 우리나라 15세 인구는 40,237천명이며, 이들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15,581
천명으로 38.7%를 차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여성이 66.1%로 남성의 33.9%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역별 분포에 의하면, 경기도가 3,647천명으로 전국 비경제활동인
구의 2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21.2%를 차지하며, 여성비경제활동인구 또한 경기도
가 2,488천명으로 전국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24.2%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시가
2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기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전국에 비해 어떤 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 <
표 2>에 의하면, 20-40대 연령층이 높고, 고졸 및 대학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30대의 경우 전국 평균은 17.4%인데 경기도 동
일 연령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6%로 3.2%p가 높았고, 20대 및 40대에서도 각각 0.9%p와
1.2%p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 경기도 비율이 각각
38.2%와 22.2%로 전국 평균 35.1%와 19.2%에 비해 각각 3.1%p와 2%p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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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경기도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징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0-40대에서 가장 높게 발
생하고 있고, 또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중
요하고 시급하다.
<표 2> 전국 및 경기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2009)
전국

구분

연령

학력

(단위 : 천명, %)

경기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대

1,477

14.4

352

14.2

20대

1,329

12.9

342

13.8

30대

1,794

17.4

513

20.6

40대

1,406

13.7

371

14.9

50대

1,352

13.1

296

11.9

60대 이상

2,936

28.5

614

24.6

합계

10,294

100.0

2,488

100.0

중졸 이하

4,701

45.7

985

39.6

고졸

3,616

35.1

951

38.2

대학 이상

1,977

19.2

552

22.2

합계

10,294

100.0

2,488

100.0

전국 및 경기도 여성의 비경제활동 원인을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5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진학과 취업준비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20%와 2%, 육아(12.7%), 연로(8.9%), 기타(5%)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사와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하여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런 결과는 경기도와 비교할 때 육아 이유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경기도 여성의 경우 육아
때문에 비경제활동으로 남아 있는 여성이 16%로서 전국 평균 12.7%에 비해 3.3%p 높게 나타났다.

Ⅴ. 자료 분석
1. 경력단절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력단절여성 1,443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먼저 경
력단절여성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4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와 40대가 각각 24.8%
와 24.5%로 비슷하였다. 반면에 50대 이상은 7.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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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육수준에 의하면, 고졸 학력의 여성이 44.0%로 가장 높았고, 초대졸과 대학교 졸업 여
성이 각각 26.1%와 24.7%로 비슷하였고, 중학교 이하와 대학원 이상 여성 또한 각각 2.8%와 2.4%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력단절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당초 60세
이하 연령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거주지역 분포에 의하면, 대도시 거주 여성이 53.6%로 다
수를 차지하였고, 중소도시와 공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각각 25.5%와 17.8%를 차지한 반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3.4%로 낮았다. 이들 여성의 가족 현황 및 경제적 생활수준에 의하면, 기혼
여성이 66.9%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미혼이 27.5%,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이 5.7%를 차지하였다. 배
우자가 있는 경우 남편 대부분은 취업상태에 있었다(96.2%).
전체 응답자 중에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 907명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
는 여성이 79.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중에는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두
고 있는 여성이 39.5%를 차지하였다(358/907=39.5).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대부분은 1명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27.6%는 2명 이상을 두고 있었다.
<표 3> 경력단절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357

24.8

30대

625

43.3

40대

354

24.5

20대

연 령

학 력

미취학자녀
(7세 이하)

0~7세
자녀수

(단위 : 명, %)

구분
대도시

지 역

빈도

비율

773

53.6

공단

256

17.8

중소도시

366

25.5

50대

106

7.4

농촌

48

3.4

합계

1,442

100.0

합계

1,443

100.0

중졸 이하

40

2.8

기혼

957

66.9

고졸(중퇴 포함)

630

44.0

이혼, 사별, 별거

81

5.7

2~3년 대졸(중퇴)

374

26.1

4년 대졸(중퇴)

354

24.7

대학원 이상

35

2.4

혼인상태

남편의
취업여부

미혼

393

27.5

합계

1431

100.0

예

921

96.2

아니오

36

3.8

합계

1,433

100.0

합계

957

100.0

있음

358

24.8

100만원 미만

126

8.7

없음

1085

75.2

100-199만원

288

20.0

합계

1443

100.0

200-299만원

483

33.5

1명

259

72.3

300-399만원

272

18.8

월평균
가구소득

2명

96

26.8

400-499만원

121

8.4

3명 이상

3

0.8

500만원 이상

153

10.6

합계

358

100.0

합계

1,443

100.0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237

끝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가족생활 소득수준에 의하면, 200만원대가 3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이 28.7%, 300만원대가 18.8%, 400만원 이상 가족도 19.0%로 나타났다.

2. 여성의 취업과 경력단절 현황
경력단절여성을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취업과 퇴직 현상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즉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 된 여성과 몇 차례 일자리를 변경한 여성의 취업 시작 연령은 각각 25.2세와 23.3세 차
이를 보이며, 전체 경력단절여성의 첫 취업 연령은 평균 23.9세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일자리를 그만 둔 연령은 첫 직장이 마지막이 된 여성의 경우 29.6세인데 반해 여러 차
례 일자리를 변경한 여성의 경우 30.1세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차례 일자리를 옮긴 여성
의 취업경력이 6.95년으로 한 차례 취업한 여성의 4.52년에 비해 2.43년 길었다.
이처럼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에 일을 시작하여 20대 후반 중단하여 경제활동참여 기간이
6년 정도이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완만한 M자형 커브로 변화되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인선 외, 2006; 박재규 외, 2008).
<표 4>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경력단절 기간
구분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인 여성
취업 시작 연령

일자리 그만 둔 연령

취업경력 기간

(단위 : 명, 년)

빈도

평균

473

25.15

여러 차례 직장을 변경한 여성

964

23.26

전체

1,437

23.88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인 여성

471

29.63

여러 차례 직장을 변경한 여성

937

30.13

전체

1,408

29.96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인 여성

469

4.52

여러 차례 직장을 변경한 여성

937

6.95

전체

1,406

6.14

경력단절여성이 과거 어떤 업종과 직종에 취업하였고, 그것이 취업경력 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하였다(<표 5> 참조).
먼저 업종분석 결과에 의하면, 오락문화개인서비스 및 공공행정교육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했던
여성이 52.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광업제조업과 건설운수통신업에 종사한 여성이 각각
20.8%와 12.7%를 차지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한 여성은 4.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
기도 전체 산업별 종사자 분포와 비교하면 차이를 보이는데, 경력단절여성은 서비스 및 보건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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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비롯한 부동산임대업 등에 과다하게 집중된 반면 광업제조업 또는 건설운수통신업 등의 분야
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종사하였다.4)
다음으로 직종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무직에 종사한 여성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한 여성이 각각 24%와 14.7%를 차지한 반면에 임원관리 및
전문가 혹은 준전문가 직종에 종사한 여성은 각각 12.1%와 4.3%로 낮았다.
<표 5> 경력단절여성의 과거 취업활동과 취업경력기간 관계

(단위 : 명, %)

업종 구분

빈 도

비 율

직종 구분

빈 도

비 율

광업제조업

293

20.8

임원관리 전문가

170

12.1

건설운수통신

179

12.7

기술공준전문가

60

4.3

도소매숙박

139

9.9

사무종사자

628

44.9

서비스판매

336

24.0

농업기능원 단순노무자

206

14.7

전체

1,400

100.0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60

4.3

공공행정교육보건 사회복지

282

20.1

오락문화개인서비스

453

32.2

전체

1,406

100.0

3. 경력단절 원인분석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을 분석한 <표 6>에 의하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려워서 그만 둔
여성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전이 없거나 일이 힘들어서 그만 둔 여성이 29.1%
를 차지하였다. 또한 회사의 폐쇄나 구조조정 때문에 그만 둔 여성과 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 둔 여성
이 14.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과 일자리를 그만 둘 당시 연령 관계를 비교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χ
2=106.15, p<.001). 즉 25세 이하에 일을 중단한 여성의 경우는 하던 일의 비전이 없거
나 힘들어서, 또는 일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 둔 경향이 있었지만,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 일
자리를 그만 둔 여성의 경우는 일-가정생활을 양립하는데 어려워서 그만 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 여
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김인선 외, 2006; 박재규 외, 2008). 그리고 30대 후반
에 일자리를 그만 둔 여성들은 오히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혹은 회사사정(직장 폐쇄)에 의해서 그만
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2008년 경기도 취업자는 5,529천명이며, 이들의 산업별 분포에 의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의 종사자가 3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22.8%, 공업제조업 20.4%, 전기·운수·통신·금융업·건설업 17.9%, 농림어업 3.3%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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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이유와 일자리 종료시점 관계
구 분

경력
단절
이유

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단위 : 명, %)

합 계

검 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회사사정 때문

34

16.9

73

36.3

23

11.4

71

35.3

201

100.0

비전 부족, 힘들어서

130

31.9

156

38.2

61

15.0

61

15.0

408

100.0

일 스트레스

71

35.3

76

37.8

20

10.0

34

16.9

201

100.0

2
χ
=106.2,

일-가정 양립 어려움

105

21.4

203

41.4

121

24.7

61

12.4

490

100.0

p<.001

기타

43

40.2

34

31.8

13

12.1

17

15.9

107

100.0

합계

383

27.2

542

38.5

238

16.9

244

17.3

1,407

100.0

4.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일자리를 중도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후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기간, 경력단절기간은 평균
6.84년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러 차례 직장을 변경한 후 일자리를 그만 둔 여성의 단절기간이 7.19년
으로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 된 여성의 6.06년보다 1.13년 길었다(<표 7> 참조).
<표 7> 경력단절여성의 평균 단절기간
구 분

경력단절 기간

(단위 : 명, 년)

빈 도

평 균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인 여성

471

6.06

여러 차례 직장을 변경한 여성

937

7.19

전체

1,408

6.84

이상과 같이 평균 약 7년의 경력단절 이후 다시 취업하고자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개
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먼저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직접 생계를 위해서와 자녀의 사교육이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이 각각 33.9%와 29%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아발전을 위해
서 일하려는 여성이 27.1%, 그리고 노후준비를 위한 여성이 1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는 경력단절기간이 짧거나 혹은 긴 여성이, 미취학 자녀가 없는 여
성이, 20대 여성, 중졸 이하 여성, 가족해체 상태에 있는 여성,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여
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의 사교육 등 생계 보조 차원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는 중간 수준의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이,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 고졸의 40대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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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경력단절여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희망 이유 차이
범주

생계를
위해서

자녀사교육 및
생계보조

자아
발전

노후
준비

빈도

비율

2년 이하

39.5

24.5

27.7

8.3

339

100.0

3~5년

31.2

28.3

31.0

9.5

410

100.0

6~10년

29.6

33.8

25.0

11.6

456

100.0

11년 이상

38.3

28.0

22.8

10.9

193

100.0

있음

23.0

39.6

27.8

9.6

356

100.0

없음

37.4

25.5

26.9

10.2

1,079

100.0

20대

52.4

14.7

28.7

4.2

355

100.0

변수

경력단절
기간

미취학
자녀여부

30대

26.9

23.5

30.4

9.2

621

100.0

40대

28.0

36.8

21.2

14.1

354

100.0

50대

31.7

25.0

22.1

21.2

104

100.0

중졸 이하

42.5

25.0

10.0

22.5

40

100.0

고졸

32.1

36.2

21.5

10.2

627

100.0

2~3년 대졸

36.6

23.9

30.9

8.6

372

100.0

4년 대졸

33.0

22.2

34.2

10.5

351

100.0

연령

학력

혼인상태

월 평균
가구소득

합계

대학원 이상

31.4

25.7

37.1

5.7

35

100.0

기혼

20.8

38.7

27.0

12.6

953

100.0

이혼,사별,별거

78.8

8.8

10.0

2.5

80

100.0

미혼

55.9

7.2

31.3

5.6

390

100.0

(단위 : 명, %)

검증

2
χ
= 20.57
p<.01

2
χ
= 335.01
p<.001

2
χ
= 112.73
p<.001

2
χ
= 44.35
p<.001

2
χ
= 189.59
p<.001

100만원미만

43.7

26.2

18.3

11.9

126

100.0

100~199만원

40.1

25.0

25.8

9.1

287

100.0

200~299만원

31.6

30.4

28.5

9.6

478

100.0

2
χ
= 34.59

p<.01

300~399만원

31.1

33.7

26.7

8.5

270

100.0

400~499만원

30.6

29.8

28.9

10.7

121

100.0

500만원 이상

28.8

25.5

32.0

13.7

153

100.0

33.9

29.0

27.1

10.0

1,435

100.0

전 체

리고 가구소득이 200-500만원 사이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는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하로 짧은 여성이,
40대이거나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던 여성이, 미혼 여성이, 그리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 높
은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노후를 위해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는 50대의 중졸 이하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요건 중에 비정규직 취업의사와 근무형태에 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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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9>와 같다.
먼저 비정규직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이 66.5%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근무형태의 경우는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여성이 53.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반면 시간제 혹은 전일제 관계없이 취업을 희
망하는 여성이 27.7%, 시간제를 희망하는 여성이 19.2%를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가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경력단절기간이 오래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여

<표 9>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 차이
변수

비정규직
2년 이하

경력단절
기간

희망소득

35.9

빈도

비율

343

100.0

17.2

합계

전일제
취업희망

시간/전일
모두가능

빈도

비율

54.8

28.0

343

100.0

3~5년

66.6

33.4

410

100.0

22.0

52.2

25.9

410

100.0

64.3

35.7

457

100.0

18.2

53.2

28.7

457

100.0

11년 이상

74.5

25.5

196

100.0

19.4

51.5

29.1

57

100.0

있음

72.9

27.1

358

100.0

29.3

40.2

30.4

358

100.0

없음

64.3

35.7

1,085

100.0

15.9

57.3

26.7

1,085

100.0

20대

52.9

47.1

357

100.0

8.7

75.1

16.2

357

100.0

30대

66.6

33.4

625

100.0

23.2

48.2

28.6

625

100.0

40대

77.4

22.6

354

100.0

23.2

43.2

33.6

354

100.0

50대

74.5

25.5

106

100.0

18.9

40.6

40.6

106

100.0

중졸 이하

75.0

25.0

40

100.0

12.5

47.5

40.0

40

100.0

고졸

64.8

35.2

630

100.0

20.6

50.8

28.6

630

100.0

2~3년 대졸

59.4

40.6

374

100.0

15.5

61.2

23.3

374

100.0

4년 대졸

75.4

24.6

354

100.0

20.1

51.1

28.8

354

100.0

연령

혼인상태

64.1

시간제
취업희망

(단위 : 명, %)

6~10년

미취학
자녀여부

학력

취업의사 취업의사
있음
없음

합계

대학원 이상

65.7

34.3

35

100.0

28.6

37.1

34.3

35

100.0

기혼

70.2

29.8

957

100.0

24.6

44.3

31.1

957

100.0

이혼, 사별, 별거 등

75.3

24.7

81

100.0

12.3

56.8

30.9

81

100.0

미혼

54.7

45.3

393

100.0

7.6

73.8

18.6

393

100.0

30.2

41.9

27.9

86

100.0

17.1

55.1

27.8

1,285

100.0

24.0

49.8

26.2

233

100.0

22.2

47.2

30.6

72

100.0

19.3

53.1

27.7

1,443

100.0

100만원 미만

83.7

16.3

86

100.0

100~ 149만원

67.8

32.2

614

100.0

150~ 199만원

64.2

35.8

438

100.0

200~ 249만원

59.6

40.4

183

100.0

250~ 299만원

66.0

34.0

50

100.0

300~ 349만원

71.0

29.0

31

100.0

350만원 이상

63.4

36.6

41

100.0

66.5

33.5

1,443

100.0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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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혼여성이거나 혹은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여성, 40대 이상의 여성, 중학교 이하 혹은 고학력
여성, 희망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30-40대 여성이 많았고,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이며,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100만원 미만 혹은 400만원 이상 소득을 희
망하는 여성이 많은 반면, 전일제를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는 20대 미혼의 여성이며, 고등학교 혹은 대
학교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100-199만원 소득을 희망하는 여성이 많았다. 그리고 시간제나 전일제
어느 것이라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는 50대 여성, 중졸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거
나 혹은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희망 업종

변수

범주

2년 이하
경력단절
기간

희망
근무형태

운수
통신

28.3

3.5

1.7

육상₩수상₩
숙박₩
항공₩통신₩
음식업
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업

공공
행정
교육

오락문화
기타
서비스

빈도

비율

21.3

22.2

343

100.0

3.2

6.4

13.4

합계

3~5년

24.4

2.7

1.7

4.4

4.2

20.0

19.2

23.4

406

100.0

30.8

2.0

0.7

4.8

4.2

16.5

20.2

20.9

455

100.0

11년 이상

31.1

1.5

2.6

4.1

7.7

13.8

14.8

24.5

196

100.0

시간제

21.4

1.4

0.7

8.0

4.7

16.7

18.8

28.3

276

100.0

전일제

31.7

3.3

1.3

2.6

6.2

14.9

19.6

20.4

764

100.0

상관없음

26.8

1.8

2.3

4.8

3.5

19.0

19.5

22.3

395

100.0

있음

26.6

2.5

1.5

4.8

5.4

16.1

21.0

22.2

952

100.0

연령

혼인상태

전기
가스

6~10년

비정규직
취업의사

학력

광업₩
제조업

(단위 : 명, %)

없음

31.9

2.5

1.4

3.1

4.8

17.0

16.4

23.0

483

100.0

20대

28.0

3.9

1.4

1.7

8.7

13.2

24.1

19.0

357

100.0

30대

28.8

1.9

1.0

4.0

4.7

19.8

19.6

20.1

621

100.0

40대

28.9

2.6

2.6

5.7

4.0

14.9

14.3

27.1

350

100.0

50대

24.5

0.9

0.9

9.4

-

12.3

19.8

32.1

106

100.0

중졸 이하

45.0

-

2.5

7.5

-

5.0

15.0

25.0

40

100.0

고졸

32.4

2.2

1.3

6.4

4.5

14.7

11.2

27.4

627

100.0

2~3년 대졸

28.7

3.2

1.6

1.6

6.7

15.0

20.6

22.5

373

100.0

4년 대졸

19.9

2.8

1.7

3.1

6.0

21.9

31.5

13.1

352

100.0

대학원 졸업 이상

20.6

-

-

-

-

23.5

38.2

17.6

34

100.0

기혼

28.9

2.0

1.4

4.6

4.7

16.8

18.8

22.8

952

100.0

이혼,사별,별거

28.8

-

2.5

11.3

3.8

10.0

16.3

27.5

80

100.0

미혼

27.3

4.3

1.5

2.0

6.6

17.1

21.4

19.6

392

100.0

28.4

2.5

1.5

4.3

5.2

16.5

19.4

22.2

1,421

100.0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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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 직종, 그리고 희망임금 등을 분석하였다. <표 10>
에 의하면, 제조업과 오락문화서비스 산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각각 28.4%와 22.2%를 차지하였고, 다
음으로 공공행정교육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관련 산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각각 19.4%와 16.5%를 차지
하였다. 그밖에도 금융보험업을 비롯한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업, 운수통신업을 선호하는 여성이 5%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 전일제 취업을 선호하거나 혹은 교육수
준이 낮은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숙박음식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
는 전일제보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 50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가족해체 상태에 있는 여성이 다
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행정교육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20대의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을 비
롯하여 미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오락문화서비스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을 비롯하여 50대 여성, 가족해체 상태의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과거 업종과 현재 희망하는 업종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경력단절여성의 과거 업종과 취업희망 업종 관련성 분석
범주

광업₩ 건설운수
제조업 통신금융

도소매
숙박₩음식업

부동산 공공 행정
기타 사업 교육

(단위 : %, 명)

합계

오락문화
기타 서비스

비율

빈도

광업₩
제조업공업

43.5

6.7

3.3

13.6

14.3

18.6

100.0

301

건설운수
통신금융

30.8

19.8

4.4

15.9

14.8

14.3

100.0

182

도소매
숙박₩음식업

28.6

15.7

1.4

15.7

10.0

28.6

100.0

140

부동산 기타
사업

37.1

8.0

8.1

22.6

11.3

12.9

100.0

62

공공 행정
교육

20.5

5.5

3.1

13.9

41.3

15.6

100.0

288

오락문화
기타 서비스

21.3

6.9

5.9

19.3

14.8

31.9

100.0

461

합계

28.4

9.2

4.3

16.4

19.4

22.5

100.0

1,434

검증

2
χ
=25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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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
2=256, p<.001). 즉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과
거 자신이 종사했던 업종에 다시 종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과거 제조업에 종사한 여성은
취업희망업종에서도 제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공공행정 교육이나 오락문화서비스 업종에 종
사했던 여성 또한 향후 동일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운수통신금융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취업희망 업종에서 동일 업종
보다 제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또한 제조업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22.6%는 부동산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경력단절여성이 희망하는 직종을 분석한 것인데, 사무직을 희망하는 여성이 37.7%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임원이나 관리전문직이 28.4%, 서비스판매직이 16.9%, 단순노무직이 12.7%, 기술
및 준전문직이 4.4%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중 일부는 관리전문직이나 기술 준
전문직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종을 희망하였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우 이들 직종의 여성고용에 대
<표 12>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희망직종 차이
범주

임원관리
전문가

기술공준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농업기능원
단순노무자

빈도

비율

2년 이하

28.0

3.8

38.8

19.0

10.5

343

100.0

3~5년

28.7

3.4

38.7

16.7

12.5

408

100.0

변수

경력단절
기간

희망하는
근무형태

6~10년

28.7

4.4

38.3

15.1

13.6

457

100.0

11년 이상

26.0

8.2

31.1

19.4

15.3

196

100.0

시간제

33.9

7.2

23.5

22.0

13.4

277

100.0

전일제

25.4

3.4

46.5

14.0

10.7

764

100.0

상관없음

30.3

4.5

30.1

19.3

15.8

399

100.0

20대

31.9

2.8

46.2

12.0

7.0

357

100.0

30대

32.2

4.2

39.1

16.2

8.3

624

100.0

40대

20.6

6.8

31.4

22.3

18.9

354

100.0

50대

20.2

3.8

18.3

21.2

36.5

104

100.0

중졸 이하

7.5

12.5

10.0

17.5

52.5

40

100.0

연령

학력

혼인상태

(단위 : %, 명)

합계

고졸

17.5

4.8

38.1

22.7

17.0

630

100.0

2~3년 대졸

36.3

4.8

39.2

12.4

7.3

372

100.0

4년 대졸

38.8

2.8

39.7

11.3

7.4

353

100.0

대학원 이상

57.1

-

25.7

17.1

-

35

100.0

기혼

26.5

4.7

35.7

18.4

14.7

955

100.0

이혼, 사별, 별거

23.5

6.2

33.3

14.8

22.2

81

100.0

미혼

33.9

3.3

43.4

13.5

5.9

392

100.0

28.4

4.4

37.7

16.9

12.7

1,428

100.0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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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는 낮은 편이다. 즉 관리전문직 및 기술, 준전문직에 여성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20% 미만
으로 낮다고 한다(박재규, 2007).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희망 직종 차이를 비교하면, 사무직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
성의 경우 전일제를 희망하는 여성이 시간제 선호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20대 미혼 여성이,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원관리전문직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는 20대 여성으로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
성이, 미혼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판매직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는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을 비롯하여 40대 이상의
여성,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단순노무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는 50대 이상의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가족해체 상태에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경우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표 13>과 같이 약 145만원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100만원 이하를 희망하는 여성은 6.0%로 낮은 반면 100-150만원 이하
임금을 희망하는 여성은 42.5%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150-199만원 희망여성 30.4%, 200만원 이상
희망 여성은 약 20%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임금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런 결과는 기업이 여성인력을 고용하면서 지불하고자 하는 평균 임금 128만원에 비해 높다. 즉 약
1,200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 70% 정도가 여성인력을 고용할 경
우 150만원 이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경력단절여성 중 약 48.5%만이 150만원 이하를
희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재규, 2007).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희망 소득을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소득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이 11년 이상으로 긴 여성을 비롯하여 50대 이상, 또는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
성이,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이, 또한 비정규직 취업의사를 갖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00-150만원의 소득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는 중학교 이하의 40대 이상의 여성이 다른 여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한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20-30
대 여성을 비롯하여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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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희망소득 수준 차이
변수

범주
2년 이하

경력단절
기간

(단위 : 명, %)

100만원 100~
150~
200~
250~
300~ 350만원
미만
149만원 199만원 249만원 299만원 349만원
이상
5.8

41.4

30.0

12.8

2.3

3.2

4.4

합계
빈도

비율

343

100.0

3~5년

3.4

44.9

32.0

12.4

3.2

1.7

2.4

410

100.0

6~10년

6.6

43.3

29.1

12.5

5.3

1.5

1.8

457

100.0

11년 이상

10.2

39.8

30.1

11.2

2.0

3.1

3.6

196

100.0

시간제

9.4

37.1

27.7

16.2

4.0

2.2

3.6

278

100.0

전일제

4.7

44.3

31.5

12.0

3.1

2.1

2.3

766

100.0

상관없음

6.0

43.1

30.1

11.5

3.8

2.3

3.3

399

100.0

희망
근무형태
미취학
자녀여부

있음

3.1

41.6

32.1

15.1

3.1

1.7

3.4

358

100.0

없음

6.9

42.9

29.8

11.9

3.6

2.3

2.7

1085

100.0

비정규직
취업의사

있음

7.5

43.4

29.3

11.4

3.4

2.3

2.7

959

100.0

없음

2.9

40.9

32.4

15.3

3.5

1.9

3.1

484

100.0

20대

2.5

44.3

33.9

11.8

3.4

2.0

2.2

357

100.0

연령

학력

혼인상태

30대

5.4

38.7

30.9

15.8

3.7

2.6

2.9

625

100.0

40대

6.8

46.0

29.9

9.3

3.7

2.0

2.3

354

100.0

50대

17.9

48.1

16.0

8.5

1.9

0.9

6.6

106

100.0

중졸

22.5

52.5

15.0

-

2.5

2.5

5.0

40

100.0

고졸

9.4

52.4

24.8

7.9

1.9

1.1

2.5

630

100.0

2~3년 대졸

1.9

43.6

33.2

14.7

3.2

2.1

1.3

374

100.0

4년 대졸

2.8

24.6

40.1

20.1

4.0

3.7

4.8

354

100.0

대학원 이상

2.9

25.7

17.1

20.0

25.7

5.7

2.9

35

100.0

기혼

6.6

44.5

28.3

13.5

3.2

1.4

2.5

957

100.0

이혼, 사별, 별거

12.3

37.0

32.1

8.6

2.5

4.9

2.5

81

100.0

미혼

3.3

38.7

35.1

12.0

3.6

3.6

3.8

393

100.0

6.0

42.5

30.4

12.8

3.3

2.2

2.9

1,431

100.0

전 체

5.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교육 참여 및 지원정책 인식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교육에 참여하거나 혹은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준비 상황과 취업지원 정책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 관련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은 37.7%로 나타난 반면 직업교육을 받지 않
은 여성이 62.3%를 차지하여 약 2배 정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χ
2=52.23, p<.001). 즉 경력단절기간이 짧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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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기간이 6년 이상으로 긴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도 정책 인식 수준 분석에 의하면, 여성창업지원서비스
(29.9%), 전문직업상담사 운영(21.6%), 경기여성 e-런닝센터 IT전문인력 양성(17.8%), 경기여성뉴딜
사업(9.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지원 정책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이 30% 미만으로 낮았지만, 그
중에서도 경기여성뉴딜사업에 대한 인식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런 결과가 경력단절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 경기여성뉴딜사업과 전문직업상담
사 운영사업의 경우 차이가 없는 반면 경기여성 e-런닝센터 IT전문인력양성과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각각 χ
2=12.54, p<.05; χ
2=15.81, p<.01).
먼저 경기여성 e-런닝센터 IT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
로 잘 알고 있는 반면 경력단절 기간이 짧은 여성의 경우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여성
창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상된 여성들 중에는 여성창업지원서비스를 잘 알
고 있었지만 경력단절기간이 짧은 여성들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교육 참여 및 지원정책 인식
2년 이하

구분

3-5년

6-10년

(단위 : 명. %)

11년 이상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88

21.8

69

17.1

117

29.0

130

32.2

404

100.0

없다

288

43.2

98

14.7

136

20.4

145

21.7

667

100.0

합계

376

35.1

167

15.6

253

23.6

275

25.7

1,071

100.0

전혀 모른다

347

35.9

148

15.3

226

23.4

246

25.4

967

100.0

알고 있다

25

27.5

18

19.8

23

25.3

25

27.5

91

100.0

잘 알고 있다

4

30.8

1

7.7

4

30.8

4

30.8

13

100.0

합계

376

35.1

167

15.6

253

23.6

275

25.7

1,071

100.0

전혀 모른다
경기여성
알고 있다
e-러닝센터
잘 알고 있다
IT인력양성
합계

325

36.9

141

16.0

201

22.8

213

24.2

880

100.0

46

28.6

22

13.7

42

26.1

51

31.7

161

100.0

5

16.7

4

13.3

10

33.3

11

36.7

30

100.0

376

35.1

167

15.6

253

23.6

275

25.7

1,071

100.0

전혀 모른다

302

36.0

130

15.5

198

23.6

210

25.0

840

100.0

알고 있다

72

32.4

37

16.7

51

23.0

62

27.9

222

100.0

2

22.2

-

-

4

44.4

3

33.3

9

100.0

직업교육
훈련 경험

경기여성
뉴딜사업

전문직업

상담사 운영 잘 알고 있다

여성창업

검증

2
χ
=52.23,
p<.001

2
χ
=4.02,
p>.05

2
χ
=12.54,
p<.05

2
=5.11,
χ
p>.05

합계

376

35.1

167

15.6

253

23.6

275

25.7

1,071

100.0

전혀 모른다

288

38.3

115

15.3

170

22.6

178

23.7

751

100.0

알고 있다

86

28.6

47

15.6

78

25.9

90

29.9

301

100.0

2
χ
=15.81,

2

10.5

5

26.3

5

26.3

7

36.8

19

100.0

p<.01

376

35.1

167

15.6

253

23.6

275

25.7

1,071

100.0

지원서비스 잘 알고 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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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경력단절 이후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과거 취업경험, 경력단절 원인, 재
취업 욕구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병행을 지원하고 경력단
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20대 초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20대 후반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양육, 남성 중심적
인 기업문화 등으로 인해 일-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일자리를 중도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만일 여성의 일-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여성의 경력단
절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적극
적인 공조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이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확대(현재 1년) 및 남녀 공동사용 의무화를 비롯하여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임금보전 강화(현
50만원에서 70만원 인상 예정)가 필요하며, 육아휴직이 승진이나 근무경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기업체의‘가족친화적 기업문화’확산을 위해
서 중소기업(경기도 기업의 다수가 중소기업임)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경기도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
하고 있는데, 우수기업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넘어 인증제를 획득한 기업에게는 우수사례 홍보물을 제
작하여 널리 알리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
한 공공기관 물품 구매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경기도 해당 조례에 반영하
고 정책 실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이 도입될 경우 기업은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변화시
켜 나갈 수 있는 자체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며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
며, 특히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여성을 위한 유연적근무제(시차 출퇴근제도,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많은 사람이 기존의 일자리가 힘들거나 혹은 비전이 없어 중도 퇴
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마련도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 기업체의 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이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여성이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
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경기도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예를 들면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들 여성의 고용 질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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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경기도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4개
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여성재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무료)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며, 성
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지역 여성회관(27개소)에 보급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혹은 휴일을 이용해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
자를 위한“지역순회 인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일이나 야간시간에 근로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지역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회 등과 연계하는 것
도 중요한 일이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은 20대 후반 일자리를 그만 둔 후 약 7년이 지난 30대 후반 다시 취업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재취업 목적이나 그 상황이 매우 차별적이다. 즉 생계를 목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해체 상태의 젊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교육 등 생계보조 수단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은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고졸 여성이
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자아발전을 목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는
최근이 일을 그만 둔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40대 여성이나 미혼상태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런 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교육훈련이 차별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회관이나 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취업교육이나 또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들은 취업교육보다 교양문화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7개) 혹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본부 포함 12개) 등은 일부
지역에 집중 또는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 다수가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
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역 여성회관(27개) 중에서 취업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교
육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몇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비용을 제공하며, 각 지자체 여성회관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각 지자체가 지원받아 운영하게 될 프
로그램의 경우 공개경쟁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심사 기준은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얼마나 반
영하고 있는가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기업 및 기관 등과 연계한 추진체계 수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욕구는 매우 다양한 편이다. 즉 경력단절여성은 사무직, 관리전문직을
선호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도 14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며, 시간제
보다 전일제 근무를 선호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여성인
력에 대한 수요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은 쉽지

250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2호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욕구와 기업의 여성인력 수요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해소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체의 여성인력 고용 조건에 대한 정보가 취업희망 여성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홍보
하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즉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와 지역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
도록 한다. 즉 경기도일자리센터는 기업의 구직정보를 주기적(매주 혹은 격주)으로 여성교육훈련기관
에 제공하며, 여성교육훈련기관 또한 취업희망여성에게 기업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가교역할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체와 여성의 상이한 고용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
면 기업체가 여성인력을 고용하면서 제시하는 임금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그 간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이 낮은 임금수준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초기 적응과정을 지원하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즉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취업여성의 자녀 보육비용을 비롯
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장려금제도(노동고용부의 재고용장려금)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35세 이상의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자신이 과거 일하던 분야에 다시 취업할 경우 자녀보육료 및 방과
후 학습비 등을 지원하며, 기업체에게도 경력단절여성이 업무의 숙련성을 습득하는 초기 6개월까지
세금감면이나 임금보전 조치 등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중 경기도가 운영 중에 있는 주요 여성취업지원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치된 일부 대도시(7개 지역)에 한정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교육 프로
그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권역 혹은 지역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
요하다. 다음으로 경기도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교
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경기도에서는 경력단
절여성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비용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광역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는 경기도 각 기관에서 운영하게 될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
거나 혹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또한 전화상담 등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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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An explosive interest and affection toward Korean popular culture have become a
transnational sociocultural phenomenon in many Asian countries since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In 2008, a total amount of exports related to the Korean cultural products
was up to $18billion, which had been tripled over the last ten years.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is cultural phenomenon, commonly referred to as“Hallyu(Korean Wave)”
, has
grown exponentially in its impacts on various aspects of Korean society. The impacts of
Korean Wave are multi-fold. As shown in various anecdotes, the Korean Wave has served
as a catalyst for image making at the national level. A number of international fans of
Korean popular culture are often engaged in active consumption activities of Korean
culture, which includes learning Korean language, tasting Korean foods, and experiencing
Korean way of life(Lee, 2008). It has been noticed that the Korean Wave has turned a
number of international fans into a passionate cultural ambassador who literally
permeates the general public of their home countries and contributes to constructing a
favorable image of Korea(Lee et al., 2008). Also, the Korean Wave has received an
interest from various entertainment industries because of its direct impacts on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Korean popular cultural products(Yang and Jang, 2009).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in tourism also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on tourism industry in Korea. The linkage between the Korean Wave and
tourism can be better understood through the notion of fandom. It has been noted that
the avid fans of the Korean popular culture are likely to visit Korea as a way to express
their affection and interest toward Korean popular cultural products(e.g., stars, dramas,
and etc.). This phenomenon is referred to as‘fandom induced tourism’in this paper.
The fandom induced tourism is a newly emerging phenomenon that is increasing in its
importance but receives little attention from both the policy makers and scholars. With
international market for the Korean popular cultural products growing bigger and
diversified, the number of fans for Korean cultural products(e.g., musicians, drama
actors/actress, and etc.) also appears to be growing. It has been noted that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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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s of Korean popular culture attempt to fulfill their desire to identify the object of
fandom through an actual visitation of the places associated with the object of
fandom(Kim et al., 2008). With its growing importance, there is also a growing concern
over the fandom induced tourism such as an over-commercialization of tourism products,
which calls for cautious research investigations.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fandom and related forms of tourism in
Korea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is newly emerging tourism phenomenon. Also,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 practices of fandom
induced tourism in Korea and introduce the case of Beatles tourism in Liverpool to
provide some useful insights into the identified problems. This research endeavor has
helped identify several strategic needs that should be tailored to the development of
fandom induced tourism in Korea.

II. Fandom and Tourism
1. Fandom
A notion of fandom is derived from the word“fanaticism”
. Dating back to early Roman
and Latin texts, a fanaticism has been studied in various disciplines such as religious
studies, the study of politics, and the social sciences(Smith 2004). The word fanatic is a
derivative of the word fanum, which means“temple or sacred place”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1985: 489). In Rome, a term fanatici was used to refer to mystics and
priests who interpret omens and visions (Haynal, Molnar & De Puymege, 1983). The
notion of fanaticism stems from these religious connotations. Despite its religious origin,
the meaning of fanaticism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political and social forms of
radical behavior. For example, the label of fanaticism is also used to describe the
commitment to a movie star or sports team.
Fan is an abbreviation of Fanatic. Although the word fan first appeared in journalistic
accounts to denote the followers of various 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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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s(Jenkins, 1992; Leets et al., 1995), it soon evolved into a universal term that
indicates any sports or commercial entertainment devotee. Over the years, media fans
and sports fans(they are generally defined as fervent devotees or admirers) have become a
popular subject of scholarly investigation because these special social groups are typically
highly visible and familiar to many individuals(Gibson, 2000; Smith, 2004). Individuals
who are highly committed to mass media programs and/or celebrities have drawn some
scholarly interests over the years(Harrington & Bielby, 1995; Rubin & Perse, 1987).
Abercrombie and Longhurst(1998) define mass media fans as“those people who become
particularly attached to certain programmers or stars within the context of relatively
heavy mass media use”(p.138).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one may try to define a
person who sets time aside on a regular basis to watch a favored television series as a
fan. However, media fandom is more than just watching TV series on a regular basis and
setting a VCR everyday to tape a favorite soap opera. It is a complex, multidimensional
phenomenon that typically involves diverse forms of participation and levels of
engagement(Jenkins, 1992), as often demonstrated in sports fandom. For the“avid fan”
(Reeves, Rodgers, & Epstein, 1996), a specific television show is not only a special event
but also a major source of self-definition. They often join interpretive communities(e.g.,
fan clubs and on-line discussion groups) and also become an active consumer by
purchasing supplementary materials related to the program such as books, magazines,
and various other paraphernalia.
Fans tend to gain several durable benefits that include attaining a sense of desired
identity, a relief from boredom and tension, a development of comradeship or feelings of
solidarity, and social interaction. First of all, fans can gain a sense of desired identity by
associating with an object of fandom as“people need a sufficient sense of identity and
uniqueness and that if they could not obtain it individually through their own creative
efforts, that they might seek and obtain some aspect of distinction by associating
themselves with a positive other or group of others”
(Sloan, 1989: 193). Second, fans can
attain a relief from boredom and tension as they constantly experience thrills and joy
involving with an object of fandom(Sloan, 1989; Smith, Patterson, Williams, & Hogg, 1981;
Zuckerman, 1979). Thirdly, fans tend to develop comradeship or feelings of solidarit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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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and family who share the similar interest regarding an object of
fandom(Branscombe & Wann, 1991). Lastly, being a fan provides individuals with riskfree topics of conversation that can help establish social interaction and cohesion(Smith et
al., 1981).
Although numerous anecdotes demonstrate the influence of celebrity on diverse aspects
of society, few empirical studies have explored the close linkage between fandom and
tourism. The existing literature tend to focus mostly on pathological and sensationalist
aspects of mass media(or celebrity) fandom; this tendency is demonstrated in the cases of
deviant celebrity fans(Jenkins, 1992; Leerhsen, 1986) and riots among the avid sports fans
(Eichberg, 1992; Guttmann, 1986) while neglecting upon other aspects of fan culture such
as tourism and leisure activity.

2. Fandom induced tourism
Numerous anecdotes in recent years illustrate that there is a close association between
fandom and tourism although the subjec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ourism
researchers until today. The association between fandom and tourism can be better
theorized from the perspective of fan productivity proposed by Fiske(1992).
Fiske(1992) categorized diverse fandom related activities into three distinct productive
activities: semiotic productivity, enunciative productivity, and textual productivity. A
semiotic activity occurs when fans use their object of fandom to create social meaning in
their own lives. An enunciative activity refers to a communal nature of fan subculture.
That is, fandom involves fans specifically seeking out those who share the similar interest
toward the same object of fandom, thereby becoming engaged in a range of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as a group. The most typical forms of enunciative productivity include
participating in on-line/off-line fan clubs, mimicking the object of fandom, and visiting
fandom related places. A textual productivity occurs when fans create texts based on
their object of fandom. Fan fiction may be the most common type of the textual
productivity.
Tourism activity can be understood as a combination of semiotic and enunc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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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semiotic productivity,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creation of a significant personal meaning made out of the object of fandom can be
transferred to the place that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object of fandom. As there is a
wide range of fandom object that spans from celebrities to films, the associated places can
be diverse in nature. It can be a filmed location, a celebrity’
s birthplace, or a place
depicted in a popular novel. The desired attributes that fans hold toward the object of
fandom are often transmitted to a place associated with it. It can be argued that this is a
part of semiotic productivity. In turn, the enunciative productivity may set in after the
semiotic productivity. Since fans tend to place special meanings to a place associated with
the object of fandom, they tend to visit such place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fantasy
and the reality. As Hinerman(1992)pointed out in his study of Elvis fans visiting
Graceland(Elvis Preseley’
s home which became a museum after his death), fans have a
desire to closely identify the object of fandom via an actual visitation to a place associated
with it. Fandom induced tourism, in this sense, may be understood as a circular process
of these two forms of fan reaction, semiotic and enunciative productivity.

III. Fandom Induced Tourism in Korea
(Korean Wave Tourism)
The impacts of Korean popular culture on tourism in Korea seem to be immense. With
the increased popularity of Korean popular cultural products throughout many Asian
countries, a number of international fans of Korean popular culture started to visit Korea
for tourism purposes,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the Korean Wave Tourism”
. The
Korean Wave Tourism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by the major characteristic of fandom
objects. These are 1)screen tourism and 2)celebrity induced tourism(Figure 1).
The term“screen tourism”is utilized in this paper to specifically point out fans’avid
interest toward cultural products such as films and dramas which often involve fans
visiting screened locations to better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object of fandom.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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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ypes of fandom induced tourism

other hand, the“celebrity induced tourism”is used to indicate fans’affection specifically
toward celebrities leading to an actual visitation to a destination to meet their beloved
celebrities.

1. Screen Tourism
The notion of screen tourism refers to a form of tourism that primarily involves visiting
places associated with film and television programmes(Connell & Meyer, 2009; Riley et
al., 1998; Tooke & Baker, 1996). It can be said that filming locations depicted in popular
Korean dramas or movies are at the heart of the Korean Wave Tourism. With a wide
circulation of Korean dramas and movies in many countries, the places shown in such
dramas and movies started to attract international tourists who perceive themselves as a
big fan of those cultural products.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phenomenon in
Korea can be best illustrated through the case of Winter Sonata, a popular TV drama that
achieved a great success in seve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The incredible
popularity of Winter Sonata particularly in Japan has helped enhance the attractiveness
of Korea by re-constructing the images of Koreans and Korean culture based on the
positive images projected in the drama. Also, the popularity of Winter Sonata particularly

Understanding Fandom Induced Tourism | 261

among Japanese women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female tourists
among Japanese tourists visiting Korea. That is, the conventional images of Korea as a
male dominant destination have been changed as a romantic place for women mainly due
to the images induced by the Winter Sonata. Several locations shown in the drama have
undergone a phenomenal influx of international tourists who often identify themselves as
an avid fan of the drama. For instance, the Nami island which is well depicted in the
drama has experienced an abrupt increase of visitors from about 260,000 to 1,670,000
over the last ten years, which became a symbolic place for the Korean Wave Tourism. The
effects of Korean drama on attracting fans to the sites of significance depicted in the
dramas can be found also from the Dae Jang Gum. A phenomenal success of this TV
drama in many East Asian countries have generated a large number of serious
international fans, and many of the fans actually visited the screened location which is
now re-established as Dae Jang Gum theme park.
At the beginning stage of fandom induced tourism in Korea,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increased tourism demand on the screened locations shown in popular Korean
TV dramas or movies. Local governments and destination managers have attempted to
transform such filming sites into a tourism place because of an increasing demand from
the fans of dramas and movies. However, a form of screen tourism often exposes itself to
a significant problem, namely the short duration of the tourism attraction lifecycle(Connell & Meyer, 2009). Critics of screen tourism often suggests that screened
locations as a tourism attraction tend to undergo a track of fast decline in their
popularity mainly due to the limited duration of interest in film or TV. This may be the
biggest barrier that should be overcome for the screen tourism to become a viable form of
tourism product.

2. Celebrity Induced Tourism
The notion of celebrity induced tourism refers to a form of tourism that is primarily
driven by fans’heightened affection and interest toward a certain celebrity. With the
evolving nature of Korean Wave, many Korean celebrities tend to play a major ro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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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 fans’interest in Korean popular culture. The most common effect of celebrity
fandom on tourism is related to promotional effects stemming from the object of fandom.
Celebrities often act as an endorser of place associated with themselves(Morgan &
Pritchard, 1998). That is, since a celebrity has a great attractive power to their fans, all
the favorable images fans hold of a celebrity can be transmitted to a place assumed to be
related to the celebrity. It may be this endorsing mechanism associated with fandom that
destination marketers often actively utilize when selecting celebrities as an advertising
model of a tourism destination. Second, celebrities not only act as an image creator of
place but also become icons of tourism themselves. It has been frequently noted that fans
tend to visit the place associated with the object of fandom. For instance, Cohen(2005)
showed that Liverpool in England, well known for the home of Beatles, attracts more
than a half million tourists(fans) during the Beatles festival that spans only about two
weeks.
There are several forms of celebrity induced tourism that can be easily found in the case
of Korean Wave Tourism. The fan meeting events may be the most typical form of
celebrity induced tourism that calls for further research investigations. The fan meeting
events are highly reliant upon certain celebrities and tend to attract highly involved fans.
Since the fan meeting events serve as a forum in which fans of a certain celebrity
congregate to celebrate the shared affection toward the celebrity and also to interact with
other fans of a similar interest. Other forms of celebrity induced tourism may include
fans’traveling to participate in concerts of their favored celebrities or to attend an
awards ceremony where their beloved celebrities may appear.
The stars centered on the Korean Wave are in the core realms of popular culture such
as music, film, and drama. The fans traveling overseas to attend celebrity related events
can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tourists because such tours often involve tourism
components. As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increases, the number of popular
Korean stars who can exert an immense power in attracting international fans also
increases. Given the increasing number of celebrity related events, destination managers
attempt to utilize such events as an opportunity to attract international tourists to their
destinations. For instance, Jeju island in 2010 held a fan meeting event of Byu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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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a popular actor) to publicize several screened locations of the drama(Iris) where
Byung-Hun Lee played a major role. It was found that this special fan meeting event
attracted 1500 international fans who were diverse in their nationality(but, a majority of
the fans were Japanese). However, the expected effects are not simply limited to the
number of international fans who attended this fan meeting place but to the prolonged
effects like creating romantic images of Jeju island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the
favorable characteristics of the celebrity, Byung-hun Lee, to the minds of fans(tourists)
who possess a high level of loyalty to the celebrity.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e
highly involved fans can become an important market for a tourism destina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celebrity not only because they are likely to be repeat visitors in the
near future but also they often act as a promotion channel to the people of a similar
interest in their home countries. Thus,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n exemplary attempt to
promote a destination in relation to celebrity fandom.
However, there is also a criticism regarding fan meeting events being utilized as a
major Korean Wave Tourism product. According to Yang and Jang(2009), a number of fan
meeting events tend to be utilized as a business opportunity for an entertainment
management agency to make a profit. These events often require fans to purchase an
unreasonably expensive ticket with relatively low quality performance. Such fan meeting
events may result in creating negative feelings about the celebrity and associated
destinations. Also, they further pointed out that fan meeting events often fail to turn the
fans into tourists because most of the fan meeting events are organized by an
entertainment management agency which is not specialized in holding such a special
event and linking it to tourism activities.
The major problems stemming from the screen tourism and celebrity induced tourism in
Korea may be summarized as the short duration of screened sites as a tourism attraction
and over-commercialization of celebrity induced tourism products. The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fandom related tourism practices may be
sought through the case of Beatles tourism in Liverpool, England. As described below, the
Beatles tourism is a representative form of fandom induced tourism that has evolved over
the several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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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 Case of Beatles Tourism

The Beatles, an English rock band formed in Liverpool in 1960, may be one of the most
commercially successful musicians in the history of popular culture. Given its status as a
significant cultural icon of the 20th century, Time magazine recognized the Beatles as the
20th century’
s 100 most important and influential people. The Beatles is well known not
only for its commercial success and critically acclaimed albums, but also for having an
incredibly large number of avid fan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Beatlemania(Ehrenreich et al., 1992). Although it has been already 40 years since their
breakup in 1970, they still have numerous avid fans throughout the world.
Liverpool where the Beatles members were brought up and started their career as a
rock band has been well publicized throughout the world as a home of the Beatles. The
city of Liverpool has attempted to adopt particular images and emotions that can be
connected to the Beatl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city from the old industrial town to the
cultural tourism destination. The attempt to revitalize Liverpool through Beatles tourism
has been of great success. It is important to notice the most crucial mechanism that
helped facilitate the success of Beatles tourism which is an exemplary case of connecting
fandom and tourism development. According to Cohen(2005),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commercial company and the public agency can be attributed to the success of Beatles
tourism for the development of Liverpool.
An initial attempt to connect the Beatles and tourism for Liverpool was triggered by the
loyal fans of the Beatles who have a strong desire to experience anything related to the
Beatles through an actual visitation to Liverpool. The Cavern City Tours(CCT) which was
launched in 1983 as a specialist in Beatles tours acted as a Liverpool’
s only city-based
tour operator back then. The company took an initiative for a commercial development of
Beatles tourism in Liverpool. They are in charge of several Beatles related tourism
products in Liverpool. First of all, they run a daily‘Magical Mystery’coach tour around
Liverpool sites of Beatles significance. The company also acts as a main organiz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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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pool’
s annual Beatles convention which began as an informal event for a group of
local fans but soon recognized as an official Beatles event and ran by the regional country
council. In 1995, the Beatles convention became the region’
s second most important
annual tourism attraction as it started to attract more than a half million tourists who
are allegedly regarded as Beatles fans. The convention later includes International Beatle
Week Festival where a number of popular musicians play out along with the major theme
of Beatles. The company also took over the ownership of the Cavern Club where the
Beatles performed on a regular basis between 1961 and 1963. Now, the‘Beatles industry’
in Liverpool encompasses Beatles theme hotel, restaurants, the Beatles Story museum,
the Beatles shop selling Beatles recordings and merchandise, and so on(Figure 2). In
addition, the city started the Cavern Quarter Initiative that involves the development of a
music heritage quarter around Mathew Street in 1993 along with the efforts to preserve
city buildings connected to the Beatles. In 2001, Liverpool’
s Speke airport was renamed
the‘John Lennon Airport’
. These interconnected projects over the years aim to construct
the value of the Beatles as city heritage which helps promote city’
s music industry and
tourism industry.

Figure 2. Beatles museum

Sources: www.visitliverpool.com

It is important to notice the role of CCT throughout this development project.
Cohen(2005) contends that the CCT assumed a role of intermediary between policymakers, music-makers, local residents, and fans. Although the CCT started as a tour
operator, the company were engaged in multiple roles such as music agency,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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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 organizer of a fan club in an attempt to link the Beatles and Liverpool through
tourism. In regard to assuming the role of organizer for fans, the CCT regularly organized
events specifically devoted to Beatles fans in order to promote meetings between fans,
which results in strengthening and widening fan networks and communities. As an
extension of this effort to act on behalf of fans and in their interests, it also launched the
first official world-wide Beatles fan club. Many Beatles related events occurring at the
city have involved not only policy makers, local entrepreneurs, and residents but also
Beatles fans outside the city. This collaboration between the groups of different interests
often leads to the heated debate about the authenticity of the Beatles related events and
artefacts. Cohen(1997) noted that the subject of debates includes the accuracy of the
stories being told about The Beatles, the authenticity of Beatles-related artefacts and
Beatles sites, and whether The Beatles should be utilized to represent Liverpool. These
collaborative processes have helped create or keep Liverpool as an authentic shrine to
Beatles, which in turn helps tourists(the Beatlemania) attain a certain degree of authentic
experiences associated with the Beatles and Liverpool.
The case of Beatles tourism in Liverpool described above illustrates several important
points for developing fandom induced tourism in a tourism destination. These can be
summarized as 1) a strategic effort to guard against over-commercialization of The
Beatles in favor of keeping the authenticity, 2) the tour company(CCT) playing the role of
intermediary among diverse stakeholders, and 3) an active engagement of fans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Beatles tourism. These strategic efforts are further described
in the following sect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fandom induced tourism(Korean
Wave Tourism) in Korea.

V. Strategies for fandom induced tourism
1. Restricting against over-commercialization
It is imperative that policy makers and destination managers guard against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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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ization of the fandom related tourism products while trying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them. A search for the authentic experience has long been identified as a
central motivation for international tourists in much tourism literature(MacCannel, 1976).
In the case of fandom induced tourism, a search for the real or authentic experience
related to the object of fandom may be more prominent than other forms of tourism(e.g.,
recreational tourism). This is mainly due to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fandom.
Sandvoss(2005) suggests that fans have an urge t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object of
fandom(e.g., celebrities). Particularly, traveling to the sites related to the object of
fandom can be understood as an active attempt to experience something real or authentic
in a direct manner. The psychological desire to attain authentic experience may be
unaccomplished particularly in the face of commodification. That is, anexcessive
commercial development of fandom objects(e.g., fan meeting events, sites related to
certain celebrities) could destroy the authenticity of the fandom objects, which may lead
to betraying the underlying needs of fandom induced tourists. As Yang and Jang(2009)
pointed out, an excessive commercialization has already become a significant problem in a
number of the Korean Wave fan meeting events specially targeted to the international
fans. Thus, there should be a strategic effort to restrict over-commercialization of the
Korean Wave related tourism products in order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sites,
events, stories or artefacts related to the object of fandom. Sustaining the acceptable
degree of authenticity for the fans appears to be a pivotal factor for the long-term
viability of fandom induced tourism.

2. Establishing a strategic collaboration among the stakeholders
As shown in the case of Beatles tourism in Liverpool, the role of CCT(Cavern City
Tours), a city-based tour company, in organizing the interests of diverse stakeholders
involved with the Beatles tourism was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e prolonged project
throughout the several decades. This indicates the need for an intermediary to coordinate
diverse interest groups and represent different voices in a balanced manner. However,
most of tourism products constructed around the Korean Wave tends to be managed by

268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2호

one stakeholder without involving diverse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operating such tourism products. For instance, most of the fan meeting events designed
for international fans have been planned and operated by an entertainment management
agency only, which is often accused of failing to implement tourism components into the
events. As Yang and Jang(2009) suggested, an intervention of tour company in developing
such events can help turn fans into tourists simply because tour companies are more
specialized in creating an opportunity for fans to participate in tourism activities. The
lack of such a strategic collaboration between the stakeholders may lead to jeopardizing
the attractiveness of fandom induced tourism produc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llaboration effort is not simply limi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tour company and
an entertainment agency but can be extended to local governments, residents, and fans.
Particularly, an active involvement of fans in developing fandome induced tourism
products is a pivotal issue, which is further discussed in the following section.

3. Fans’participation in constructing fandom induced tourism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fandom induced tourism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forms
of tourism in that the object of touring tends to be perceived as something personally
significant for tourists. Although tourists are often viewed as a passive recipient of the
offerings provided by destinations, much tourism literature in recent years shows that
tourists are not passive actors but active creators of their own tourism experience at the
destinations. As illustrated in the case of Beatles tourism, it is important to engage fans
into the process of turning the fandom related objects into tourism products. Fans are
already deeply involved in the objects of fandom which may be actively re-constructed for
tourism purposes by the destination managers.
For instance, the Winter Sonata which experienced a phenomenal success particularly
in Japan and consequently formed a large number of avid fans has turned several places
depicted in the drama into tourism sites. Many avid fans of the Winter Sonata have
visited the filmed locations in order to re-capture the images and emotional feelings they
experienced through the drama. It is interesting to notice that an act of mimicry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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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d out by the tourists(fans) induced directly by the drama; they tend to pose for a
picture like the main characters of the drama played or they walk the same road with a
similar hair-style and dress of the drama characters. Such an act of mimicry represents
their desire t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object of fandom and reduce the gap between
the fantasy and the real(authentic). However, the sites of significance for fandom induced
tourists are already created by the destination managers, thus leave little room for the
fans’interpretive construction of meanings for the object of fandom. As shown in the
case of Beatles tourism, CCT(Cavern City Tours)’
s endeavor to engage fans into
developing Beatles related tourism products(e.g., the Beatles festival) could help fans’
s
affection toward Liverpool as a home of the Beatles and turn them into tourists.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fans can become the most loyal tourists for the fandom related
destinations if they ar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become a part of developing
process. The attractiveness of tourism products can be constantly re-created and revalued through such an interactive process between fans and destinations, which in turn
helps solve the most typical problem of the popular cultural products, the fast decline of
attractiveness. That is, an active engagement of fans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can
prolong the life cycle of fandom driven tourism products.

Figure 3. Strategies for fandom induce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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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Conclusion

A beginning of 21st century commemorated a new era for Korean popular culture. The
explosive popularity of Korean popular culture, which coined the term“Korean Wave”
,
has affected Korean society not only to entertainment industry but also to tourism
industry. A great number of international fans induced by the Korean Wave provide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tourism entrepreneurs, destination managers, and policy
makers to develop a highly loyal niche market for Korean tourism industry.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of fandom in relation to the Korean Wave, this article attempted to
delineate the fandom induced tourism along with several identified problems at the initial
stage of this newly emerging form of tourism. A case of the Beatles tourism in Liverpool
was introduced to seek for the effective strategies to manage fandom induced tourism in
Korea. This paper identifies three interconnected strategies in developing fandom induced
tourism in light of the case of Beatles tourism. These are concerned with 1)maintaining a
certain degree of authenticity while guarding against over-commercialization of the
fandom related tourism products, 2)building a collaboration among the diverse
stakeholders, and 3)devising a communication outlet to maintain an active engagement of
fans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It is argued that the long-term viability of fandom
induced tourism lies in coordinating these strategic needs. Particularly, destinations
driven mostly by popular culture often lose their attractiveness very quickly because of
the limited duration of public interest in popular cultural products. It is a close-knit fan
network and fan engagement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at may help prolong the
duration of destination attractiveness. Thus,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the extent to
which engaging fans in the development of fandom induced tourism affects the life-cycle
of destinations associated with popular cultural products.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Korean Wave tourism from the perspective of
fandom. Although it is valuable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trategie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practices of Korean Wave tourism through the lens of fandom theory, i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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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to be noted that all the forms of Korean Wave tourism should not be simply
equated with fandom induced tourism. That is, tourists visiting screened locations should
not be simply regarded as fans of Korean popular cultural products. There may be a
degree of interest and affection toward Korean popular cultural products among those
attending screened locations or even fan meeting events.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such a subtle discrepancy among the tourists who fall into the categories of fandom
induced tourism delinea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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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식기반사회에서 각국은 교육 특히 고등교육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자국의 고등교육경쟁
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8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등교육의 진학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의 양적 확장에 부응하는 질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양적 확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이미 세계에서 유래
가 없는 높은 진학률을 성취하여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완수하였으나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 많
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정보화 그
리고 전문화로 특징 지워지는 외부세계의 전반적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수월성 및 특성화와 다양화
그리고 책무성의 강화를 통해 내부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은 고등교육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기반
으로 세계의 주요 국가로 성장·발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대가 되는 고등교육재정 현실은 미약한 실정이다. 2007년 OECD 교육지
표 결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에서 고등교육단계의 경우 정부 부
담은 GDP의 0.5%에 불과하여 기타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열악하여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에 있어서 사학의 비중이 85.7%(전체 175개교
중 사립이 150개교임)를 넘는 현실 속에서 사학법인들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수익성 한계로 인하여
법인 전입금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등 단위 학교 재정 확보 및 운영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정부와 사학법인이 충분한 고등교육재정, 대학재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사립
대학은 대학운영비의 70-80%를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그 비율은 해마다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인상
되어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으로 인하여 일부 계층의 경우에는 고등교육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물적 토대로서, 국민의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은 그 어떠한 교육정책보다 시급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적·제도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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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을 둘러싼 현안의 단기적
해결책 제시는 물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해당사자인 정부, 대학, 학생, 민간 등 네 개 부문에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와 목표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성
격을 살펴보고, 초중등교육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을 누가 부
담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 법적 논리들을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고등교육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살펴본다. 국내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
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OECD 교
육지표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살펴본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고등교육을 지원(고등교육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재정 부담 주체와 규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가 고등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어
대학 측이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조세나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의 수입 확보를 막는 법적 조항들을 살펴본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 및 장학금과 관련
된 법규를 확인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보장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민간(개인과 단체) 주체들이 대학에 기부하고 싶을 때 발생하는 세
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보다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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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고등교육재정의 현황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학 수에 비해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2006년 전체 교육예산 29조
2,400억원 중 12.6%인 3조 6,800억원에 불과하여 고등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중 역시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대학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
원 비율이 국내 총생산의 0.3%에 그쳐 매우 저조한 현실이다.
<표 1> 최근 6년간 교육예산의 부문별 투자액 및 비중
구분

교육예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단위 : 조원,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1.69

22.68

25.00

26.70

28.09

29.24

(100)

(100)

(100)

(100)

(100)

(100)

18.72

19.42

21.57

23.08

24.26

25.28

(86.3)

(85.6)

(86.3)

(86.4)

(86.4)

(86.5)

2.65

2.92

3.08

3.30

3.57

3.68

(12.2)

(12.9)

(12.3)

(12.4)

(12.7)

(12.6)

0.32

0.34

0.35

0.31

0.27

0.28

(1.5)

(1.5)

(1.4)

(1.2)

(1.0)

(1.0)

연평균
증가율
6.2

6.2

6.8

△2.6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6),「국정감사자료」

<표 2>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수입 현황
구분
등록금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 부대수입

교육 외 수입

합계

(단위 : 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78,944

97,149

100,548

(72.9)

(74.2)

(79.1)

21,859

25,938

18,779

(20.2)

(19.8)

(14.8)

2,522

3,097

3,317

(2.3)

(2.4)

(2.6)

5,014

4,757

4,397

(4.6)

(3.6)

(3.5)

108,340

130,941

127,041

(100.0)

(100.0)

(100.0)

자료 : 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2007),「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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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제한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마저도 국립대학에 치중되어 전체 대학의 86%(학생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2001~2004년 동안 67.4%에서 70.4%로 상승하였으며,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약 40%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특히 미국 유명 사립대의 등록금은 고액이나 대신 사립대
에 대한 정부지원이 20%수준 정도로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병주 외, 2007).
2006년도 대학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전체 재정지원액과 정부의 사업단위 재정지원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단위 지원액에는 개인에 대한 학비보조 성격이 강한 학생단위 지원과 경직성 경비인
기관단위 지원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른 재정지원 여부를 상대적으로 용이하
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체지원총액과 사업단위 지원총액의 차액이 약 2조 6천억 원에 이르
고 있으나, 이들 중 약 2조원 정도가 국₩공립대학의 경직성 경비이다.1)
<표 3>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전체총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노동부

정통부

복지부

중기청

기타

합계

예산

3,295798

518,630

228,630

143,332

80,260

70,724

39,230

11,766

4,487,815

비중

73.44

11.56

5.08

3.19

1.79

1.58

0.87

2.48

100

주 : 국₩공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시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지원액
주 : 기타 - 농촌진흥원,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6),「국정감사자료」

<표 4>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사업단위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노동부

정통부

복지부

중기청

기타

합계

예산

1,021,170

331,514

228,048

13,427

70,760

70,724

39,230

11,766

1,886,666

비중

54.1

17.6

12.1

0.7

3.8

3.7

2.1

5.9

100

주 : 국₩공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시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지원액
주 : 기타 - 농촌진흥원,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6).「국정감사자료」

2. 한국 고등교육재정구조의 문제점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구조 상의 문제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및 법인, 학생, 민간의 측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며 그 규모도 영세성을 벗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고등교육재정의 절반 가까운 예산이 국₩공립대학 경상비 및 시설비 등의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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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이 주로 사업별로 지원되고 대상이 기관 단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재정지원이 평가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운영수입 중 국고보조금의 비
율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국₩공₩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매우 차별적이다. 한편, 최근에는 지방자
치단체도 대학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데, 2001년도 232억원에서
2006년도 1,392억원으로 지자체의 대학지원액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둘째, 높은 사립대학의 비율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과실
에 의한 재정전입은 중요한 고등교육 재원이 된다. 그러나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법인들의
법인 운영수익 중 수익재산 수입이 전체 1조2020억원의 4.14%에 불과한 498억원에 그치는 등 아직
은 매우 미비하다. 이유로는 낮은 법정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높은 비수익용 또는 저수익용 재산의
비율 그리고 수익의 80%를 학교연간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세법의 과세 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제도, 학교기업제
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제도 등도 대학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아직은 많
은 제약 속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의 개정 등으로 대학 기
금의 유가증권에의 적극적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이 또한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대학 및 학교
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책이 된다. 그러나 세법상 원칙적 과세 제도가 적용됨으로
써 일부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국₩공립학교와 달리 큰 조세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1980년 이후 등록금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일본 12%, 미국 17%에 비해 약 5배
높아,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는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등록금 수입은 고등교
육재정의 중요한 원천이므로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학금 제도는 등록금 인
상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원천적 박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다만, 현재의 장학금
은 그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수여되는 한계가 있다.
넷째, 외국의 우수대학들은 대학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나 독지가의 기부금에 의해 충당하고 있
음에 비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의 기부금 실적은 2004년 대학 기부금 총액이 1.1조로서 대학재정 총액
인 20조원의 5%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학별로도 차이가 커서‘부익부-빈익빈 현상’
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기부문화의 미성숙과 함께 기부자 및 기부처에 따른 차별이 있어 기
부금 모집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고등교육 재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고등교육재정에 관해 연구된 선행연구물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년간(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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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요 학술지 세 종류(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법학연구)에 게재된 관련 연
구물 56편을 영역별로 분류·분석하였다. 분류 영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대학 및 법
인의 경영·회계에 관한 사항, 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민간의 기부에 관한 사항 네 개 영
역이다. 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은 전반적인 재정 지원 정책,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지원사업, 간접적으로 조세 혜택을 주는 세제 감면 등을 포함한다.
분석대상이 된 56편의 선행연구들 중 정부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근본
적인 문제점을 규모의 영세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지
원 법제화, 배분방식의 변화,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변화, 기타 국₩공립/사립 또는 수도권/지방 대학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 등이 논의되었다.
대학 및 법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의 경영·재정 효율화에 관한 연구, 대학 회계에 관한 연
구, 대학 운영상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학자금 대출 개선장학금 제도 개선이 주된 내용이었
다. 끝으로 민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학 발전기금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 선행연구들이 제기한 제언 중 법적·제도적으로 변동 가능한 내용들의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 제언들의 진행 상황
주체

대안
정부 재정지원의 법제화

과거 진행상황

현재 상태(2009.3)

지방대교육재정교부금법(2003년, 유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2004년, 자동폐기)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
화사업’확정공고

정부

정부 지원방식 개선

: 포뮬러-블록펀딩방식

(포뮬러 펀딩, 총액배분제)

: 취업률(25%),재학생충원율(25%), 장학금지급률
(20%), 1인당교육비(20%), 전임교원확보율
(10%) 기준

개별 사업 개선방안
사립대학 조세제도 개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발표

대학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교육부‘교육발전 5개년 계획’

: 일반-기성회계 통합

: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개편 추진(2000)

: 인건비 외 총액 배분
: 국립대학 장 예산편성

사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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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대안

과거 진행상황

현재 상태(2009.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입법 예고
: 채권·학자금 대출증권 발행

학생 학자금 대출 개선방안

: 민간 기부자 명의 장학사업
: 재원 조성 위한 수익사업
: 학자금 지원 원스톱 서비스
: 현역사병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유예

민간 기부금 관련 법규

Ⅲ. 고등교육재정의 공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의 유관 법들은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들
고 있다. 이를 부담 주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본법 제 7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와 2항‘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에 근거하여 정부는 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고등교육법 제 7조 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
원·보조할 수 있다.’
고 명기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이다. 동법
제 8조‘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는 그나마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실효성이 약한 편이다. 결국 현재의 법령상 정부는 모든 단계의 교육 재정
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 지
원 대상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송기창,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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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제 25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
여야 한다.’
고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 43조 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
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와 제 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
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역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이 있는 경우 우선
적으로 실업학교에 지원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이는 재정지원에 대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정부가 법적으로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의무는 없다(김보엽, 2006).
특히 사립학교를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 11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와 2항‘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는 학교설립의 주체를 정부와 학교법인
두 곳으로 이원화하여 우리나라 공교육 운영주체를 정부와 학교법인 두 곳으로 인정하고 있다(한문식,
2000).
<그림 1> 대학 재정 지원의 법적 구조

교육기본법

국가와 지자체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시책 수립실시 의무화
(7조 1항)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국공립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
습비 특별배려(11조)
국가와 지자체의 대학 재원
지원, 보조 가능(7조 1항)

국가나 지자체의 사립학교 지원
가능(43조 1항)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7조 2항)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육성 의무화(25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공립 산업교육기관의 경비 부담
(18조, 19조 1항)

지자체 부담 경비의 국가 보조
(19조 2항)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의무(8조)

실업학교 우선 지원(44조)

지자체 실시 산업교원 현직교육
경비의 국가보조(19조 3항)

사립 산업교육기관의 시설비 등
보조(20조)

사립대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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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는 산업교육기관(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
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대한 실험·실습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산
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 1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
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와 2항‘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과 3항‘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는 규정이 그것이다.

2. 학교법인
교육기본법 제16조 1항‘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는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가 일
차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
제 11조 1항과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인과 사인이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으
므로,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경영 및 재정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각각 국가, 지방자치단
체, 사학법인이 지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 5조 1항‘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역시 사립학교가 학교 경영
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재정을 책임져야 할 일
차적인 주체는 사학법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는 대학설립주체가 기
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교지, 전임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한문식, 2000).
사립학교법 제 6조 1항‘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
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수익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를 통해 사립학교비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적정한 재산을 갖출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
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7조 1항‘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
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및 제 8
조 1항‘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
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마련하여 사립
학교 법인의 운영경비 부담 재원을 명시하였다.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도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의료보험부
담금이 있지만,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부족액은 학교가 부담할 수 있어 설립·경영자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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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 47조, 제 48조 2항, 동 시행령 제 68조 2항, 69
조 2항, 공사의료보험법 제 50조). 퇴직수당부담금 역시 설립·경영자의 재정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국가가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7조 3항, 동 시행령 제 69조 3항).
결국 이러한 규정들은 학교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의무대로 부담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3. 학생 및 학부모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은‘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로 규정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학
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 2조 1
항은 국₩공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은 학교의 장이,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 역시 학교의 장이 자율적
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한문식, 2000).

Ⅳ.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 방안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상반된 접근방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대학체제를 완전 자
율화하고 기업화함으로써 국가가 재정지원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과 같이 사립
대학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하여 대학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김석현, 2001). 전자는
대학의 자생력 확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대학의 열악한 여건을 생각할 때는 우선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에 자율화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밝힌 법적 근거에 의하여 대학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규정
이 미비하여 이를 강제할만한 구속력도 없고 실제로 집행을 가능케 할 만큼 구체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
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배정해 대학을 지원토록 가칭‘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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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육기본법 제7조 제2항(교육재정)에서‘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
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고등교육
재정교부금’
도 법제화할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11월에 윤영탁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은‘지방대학’
에 한정되어 있지만 대학재정지원을 법제화하려 했던 의미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
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을 경영함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교육의 균
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전국의 대학(교육대학·산업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
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
로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학경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교부하되, 성과(실
적평가), 특성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학과·대학의 통폐합 등 인수합병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1월 24일에 박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서는 OECD 평균수준
인 GDP 대비 1% 수준의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도 보통교육과 같이 교부금
의 교부율을 법률로서 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
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해년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
로 확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폐기된 바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게 된다면 그 법안의 핵심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대학지원재정
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 비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국제적 수준의
대학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부금이 확보되면 대학에 대하여도 표준교육
비 개념을 도입하여 계열별 교육비차이도를 적용한 가중학생수를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
고 기준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송기창, 2000:
21). 유현숙(2001: 242)도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대학 교육·연구비 산출지침’
의 제정을 제
안한 바 있다. 물론 그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평가를 통해 지원대비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립대학도 재정지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2008년도 학생수
기준 78%)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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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큰 부분인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만, 공₩사립대학의 교원 인
건비는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임의로 높게 책정하여 기준재
정수요액을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국립대학 교원 인건비의 반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둘째, 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5%를 확보한다. 고등교육재정의 OECD 평균액인 GDP 1%에 도달하
기 위해서는 2007년 기준으로 9조 119억원(2007년도 GDP, 901조 1,886억원, 한국은행)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예산액 기준 내국세 총액 119조 9,680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9조 119
억원) 중에서 국₩공₩사립의 고등교육기관 교원 인건비(평균 연봉 5천만원 기준, 약 3조 2천억원)를 제
외하면 나머지 운영비가 내국세 총액의 약 5%에 해당된다.
셋째, 교부금 배분 방식은 재정결함보조 방식을 채택한다. 경상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게 되면 학
교규모의 차이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게 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대학은 수입액을 낮추
기 위해 등록금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인전입금을 감축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학교규모별 최소전입금 비율을 책정하여 이를 기준재정수입액에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수를 기준재정수요액 중 운영비 부분의 측정항목으로 삼고 계열별 표준교육비를 적용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인건비 포함)을 산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서는 사업교부금 비율
을 교부금 중 50%로 편성한다. 고등교육재정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시행하
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업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따라서 그 비율도 교과부가 탄력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여 국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5%로 확보된 금액 중 50%를 사업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2.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궁극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이 고등교육재원의 가장
중요 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인 사실이지만, 고등교육기관들 특히 대학법인
들의 자체적인 재원 마련 노력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 및 대학의 노력이 더해지
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들의 법정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2006년 53.0%, 2007년 55.6%에 불과한 바, 이를 높
이기 위한 조치들이 요구된다. 현행법은 기본재산을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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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수익용기본재산에서만 수익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용기본재산 중 잉여부분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를 마련한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백화점식 대
학 운영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대학별 특성화 및 대학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
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교육시설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경영 건전
성의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 확보하여 법정 확
보율을 충족시키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1) 고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전환 유도 및 이를 위한 전환시 세제 혜택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수익용기본재산은 무수익 또는 저수익의 현
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재산의 30.9%에 달하는 토
지의 수익률이 0.3%에 그치고, 22.6%를 차지하는 신탁예금 및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각각 3.7%와
1.6%에 그치는 등 현재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성이 매우 미약한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기존의 저수익성 또는 비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제의 마
련이 중요하다.
이는 사립대학 스스로가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한계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
공한 원인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과정에서,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가 엄격
한 설립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수익용 기본재산이 저수익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부실한 학교법인을 양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이 학교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설립 당시부터 불가능했었다. 설립 당시에는 운
영비 부담이 가능했으나 설립후 불가능해졌다면 학교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불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설립자에게 사립학교법인의 부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일인 것이다(송기창,
2004).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법인 차원에서의 재정 확보 방안의 제1차적인 방법은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
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보다 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수익사업에 진출하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이들 무수익 또는 저수익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의 기본재산
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결코 용이하지 못하다. 물론 전술한 것과 같이 2003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
조 제5항의 개정에 의하여‘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 취득하기 위하여 수
익용 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사전 허가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 가

290 | GRI연구논총

2010년 제12권 제2호

능하도록 바뀌었다는 측면에서는 개선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과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제104조의16는‘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2)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
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이 또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3년간 유예 및 3년간 분할 과세일 뿐 원칙적 비과세는 아
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백화점식 대학 운영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대학별 특성화 및 대학 구조
조정을 통한 대학 규모의 축소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잉여교육시설을 처분 또는 전환하여 수익용기본
재산으로 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을 개정하여 고수익용 재산으로의 전
환을 위한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함과 동시에 양수에 있어서도 비과세 원칙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익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현재의 수익사업들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고정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의 진입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학교의 연간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8조이다. 이 규정은 학교법인들이 수익사업에의 발생한 과실을 수익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막음으로
써 결국에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수익사업을 확대하여 그 잉
여금을 학교로 전출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용 기
본재산 등에서 발생한 수익의 학교운영경비로의 충당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서 조항
을 신설함과 함께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관할청의 인₩허가를 통해서 일정기간 수익사업의 규모가 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6 제1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을「대학설립·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
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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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때까지 그 전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3)
이에 더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의 무상지원 등
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기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도입하여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사립학교법
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국가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여 당해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재원이 사립학교
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한 고유목적사업과 동일한 세제상의 처우를 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본다.

3)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자산의 상당부분이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의 부속시설 등으로 이루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활용은 상당부분 제한되어 수익사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
하다.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고수익용으로의 전환 활성화와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활용 폭
을 넓혀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을 조성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
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부터의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대
학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고정자산이 많은 조직이다. 대학자산의 상당부분이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의 부속시설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에 대
한 활용도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교육용기본재산의 경우 엄격한 규정에 의해 그 활용이 제한
된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먼저, 학교의 유휴자원인 잉여교지를 적극 활용, 동 교지 내에 수익사업체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여 이로부터 창출된 수익을 통해 학교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이 잉여교지의 수익사업으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동 교지에 사기업체와 협력하여 공동지
주제 등의 방식(토지는 학교가 출자하고, 건물 건설비용은 기업체가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
물을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거나, 대학이 창업지원보육센
터로 운영하여 business incubator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수익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교수 및 학생들이 창업지원 관련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 및 실습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
다(구자균 외, 1998: 170).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개정을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에서도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시간에 교육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공은배(2003: 13)에 의하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중 현행 80%를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 수준까지 낮추어 그 나머
지를 고수익성 재산을 확보하거나 재산 증식을 위해 적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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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허용한다.

4) 산학협력단회계로의 전출 허용 확대를 통한 산학협력단 지원책 강화
현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비회계
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융통성을 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확보차원에서는 예외적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
입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 교육활동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
학교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정립되기까지는 법인의 자금지원이 필
수적이다. 이는 학교기업의 초기 출연금의 확보를 학생들의 등록금을 중심으로 하는 교비회계 자금만
으로 충당한다면 대학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반발과 교육기능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의
학교기업 운영 정착화를 위해서는 법인에서의 초기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학교기업 사업부
에 대한 법인 출연 시 학교법인의 기존 수익사업 회계와는 구분하여 계리되어야 하며 세무 조정시 학
교기업의 법인세 항목은 학교법인의 법인세와 함께 신고 조정하여야 한다(이남철 외, 2003, 54-55)
또한, 해당지역의 자치단체, 기존 기업 등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기업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기업은 향후 고용창출, 창업활성화, 경제기반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이남철 외, 2003).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대학들이 상업화가 가능한 원천기술
을 확보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대학과 기업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즉, 대학들이
순수 학문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과 함께 실용적 기술 개발도 중요한 책무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
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당해 산업교육
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만’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학
교기업 운영을 가로 막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 대학들의 예산을 고려할 때 실제 학교기업에 대한 투자는 몇 십억원 선에 불과하여 외부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경쟁력 확보가 원천적으로 어렵다. 또한 그렇다고 그 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하
는 것도 학교의 기본적인 회계 운영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으로 한계가 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 29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교법인에 의한 별도의 출연 및 외부 자금의 적극적 유인
이지만, 이것을 위한 전 단계로 법인 및 외부 투자에의 대응의 경우에는 학교기업 회계로 활용할 수 있
는 비율을 25%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제외를 통해 계약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준)사업자등록 제도 등을 통해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에 있어서는 독자적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6) 조세 제도의 개선
먼저,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부분과 관련하여 우선 국₩공립과 차등을 철폐함과 아울러 재
단법인 등 일반 비영리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국세와 지방세 모두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상당부분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원칙적 과세 예외적 면세 제도에서 벗어나
원칙적 비과세 예외적 과세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법인의 자산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영리
법인과 동일하게 특별부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학간 또는 대학내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대학의 경
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면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수익사업으로부터의 발생한 과실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됨을 전제로
고유목적사업과 동일한 세제상의 처우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현재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부터 징수하
는 세금보다 국가 등이 사립대학 등에 보조하여야할 재정이 더욱 큼을 고려할 때, 수익사업을 비과세
로 하여 개별 학교법인의 보다 활발한 수익사업을 유도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교육용시설의 건축용역, 교육용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는 교육시설예산의
10% 보조효과 발생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제 부분과 별도로 사립학교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하여 주는
조치,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학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 양여 및 대부를 가능
케 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시설 사용 요금의 면
제 또는 특례 혜택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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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2009년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학생수로는 29.9%, 교원수로는 1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전체 교육예산 31조원 중 87%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사용되고 있고, 고등교육
에 투입되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국립대학 경상비 및 시설비 지원, 재정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재분류된다. 일반지
원사업은 전체 대학의 여건 개선 차원에서 주로 균등하게 지원되며, 대학기반조성사업, 국립대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사업, 공₩사립대 시설·설비 확충사업이 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대학원중점사업,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공립대학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현저히 적다. 특히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아 실질적인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며 그
규모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이 주로 사업별로 지원되고 대상이 기관 단위 위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지원이 평가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운
영수입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국₩공₩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매우 차별적이
다.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도 대학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 2001년도
232억원에서 2006년도 1,392억원으로 지자체의 대학지원액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
준이다.
이러한 대학의 재정적 한계는 1980년 이후 등록금 연평균 증가율은 80%에 이를 정도로 학생등록금
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야기하였으며, 향후 등록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원천적 박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 확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배정
해 대학을 지원토록 하는 가칭‘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의 제정이다. 법의 핵심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대학지원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인데 그 비율은 OECD 평균을 따름이 바람직하다. 재정 배분 방
식은 인건비 교부와 사업교부비를 제외하고는 표준교육비 개념을 도입하여 재정결함보조제도를 채택
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그밖에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설립·운
영, 사립대학융자제도 구축, 국고지원 학술연구비에 대한 간접연구비 규모 확대, 대학의 자구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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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지원 체제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비 건립 및 운영 지원,
지역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지역산업 연계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의 활성화와 같
은 연구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 지역인재장학금의 대폭 확대 등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유
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법인 및 대학으로부터의 재정 확충 방안 또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익
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기존의 비수익용 또
는 저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으로의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을 개정하여 고수익용 재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함과 동시에 양수에 있어서도 비과세 원칙을 유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이상을 학교의 연간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수익의 학교운영경비로의 충당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서 조
항을 신설함과 함께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관할청의 인₩허가를 통해서 일정기간 수익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때까지 그 전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당해
수익이 교육사업에 사용됨을 전제로 고유목적사업과 동일한 세제상의 처우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 수익 창출 허용, 산학협력단회계로의 전출 허용
확대를 통한 산학협력단 지원책 강화, 학교기업 등의 활성화,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의 수
입사업 확대, 사립대기금투자풀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한 대학기금의 효율적 운용 여건 조성 등도
적극 검토됨이 타당하다. 끝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원칙적 비과세 예외적 과세 체제로 전환을 통한 간
접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교육용시설의 건축용역, 교육용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면
제는 교육시설 예산의 10% 보조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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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seong09@kedi.re.kr
2005년“사학교육에 관한 국민의 자유”연구를 통해 홍익대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주 연구분야는 교
육법, 교육제도, 교육정책이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대안교육정책
자문위원, 대한교육법학회 편집위원, 한국교육행정학회 국제학술위원, 한국비교교육학회 윤리위원 등을 맞고 있
다. 저서로는「교원노조법 해설」
(공저, 2004),「학교학교법 편람」
(공저, 2005)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대안학
교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0),“교육복지에 관한 법리 및 관련 법제 현황”
(2008),“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판례 분석”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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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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
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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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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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논문의 구성은「1. 1page(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2page(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키워드-저자약력)-본문-참고문헌-부록」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단, 영문논문일 경우 1page와 2page 순서를 바꿔서 작성)

1. 1page 작성요령
1) 국문논문 제목작성
(1) 국문논문 제목을 작성한다.
(2) 국문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
기한다.
2) 저자표시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
다(저자들간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 기입이 가능하다).
3) 요약문 및 주제어 작성
(1) 국문저자명 아래로 국문요약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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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표, 그림의 상단
중앙에 맞추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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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문헌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0)은 …, 홍길동(1990: 25)은 …, Smith(1992: 82~83)는 …
인용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
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에 쌍반점( ; )으로 가른다.
예) ~ 한 연구(홍길동, 1990 ; Anderson, 1989)에 의하면…
~ 라고 지적하였다(Weeks and Mcmahon, 1973).
~ 나타난다(조선일보. 2009. 1. 1).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표시하되,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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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objective view)2)

각주에서 자료 출처를 밝힐 경우, 표기 방법은 인용문헌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5.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한글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인터넷 사이트 순으로 배열한다.
2)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처 및 페이지를 밝히고,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하고, 서명
은「 」
로 표시하고, 서양문헌 경우 이탤릭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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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출판자의 순으로 기록하고,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
헌) 서양문헌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2),「과학기술정책」
, 경기: 대교출판사.
Hilpert. Ulrich(1991), Regional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High tech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published by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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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Journal은 약어 대신 풀어서 쓴다.
신문자료일 경우 발행일을 표시한다).
5) 인터넷 자료일 경우, 영문 주소명과 한글 주소명을 함께 표시한다(신
예) http://www.gri.re.kr 경기개발연구원.
조선일보(2009. 1. 1)

■ 기타 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 다음 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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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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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시장기유출모형

8,000원

연구
기 본 2005-20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9,000원

기 본 2005-21

도시·지역정책을 위한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위 탁 2009-13

기초연구
기 본 2005-22
기 본 2005-23

적용방안

9,000원

연방주의적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17,000원

8,000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9,000원

2008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11,000원

경기도 주거지개발시 빗물관리 및 도입방안에
9,000원

관한 연구

위 탁 2008-01

경관도로의 평가기법 개발방안

11,000원

위 탁 2008-02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방안

11,000원

2004년도 기본연구 보고서
2007년도 위탁연구 보고서
기 본 2004-01

수도권 대기질의 지역간 영향분석

9,000원

기 본 2004-02

경기도 하천 모니터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11,000원

위 탁 2007-01

경기도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8,000원

기 본 2004-03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방안

위 탁 2007-0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기 본 2004-04

경기도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11,000원

기 본 2004-05

경기도 자연공원 지정확대 및 관리방안

11,000원

전환전략

11,000원

11,000원

위 탁 2007-03

팔당수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25,000원

기 본 2004-06

경기북부 농업가뭄현황 감시기법 연구

9,000원

위 탁 2007-04

경기도의 지역금융시스템 확립방안 연구

기 본 2004-07

경기도 버스노선의 비수익성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위 탁 2007-05

경기도 범도민 건전사회 시민문화운동 추진에

기 본 2004-08

경기도 주택유형 다양화를 위한 주택건설시스템
9,000원

위 탁 2007-06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9,000원

위 탁 2007-07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8,000원

위 탁 2007-08

한중 FTA 체결과 경기도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11,000원

위 탁 2007-09

하천의 자연도 및 생태건강성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기 본 2004-09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
연구

기 본 2004-10

연구 :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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