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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교육문제, 지역특성화 문제, 문화 및 주한미군반환문제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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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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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장님과 각 실과 담당공무원들의 도움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동두천지역연구 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어 역동적인 동두천시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가운데 현장답사 및 원고를 집필해주신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두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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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동두천지역연구를 시작하며

오 영 균

지역연구는 경기도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의 전
문가들이 자유로운 관점과 형식으로 지역의 현안을 분석하여 장
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과제이다. 특별히 동두천시는 주한미
군의 주둔과 이전을 둘러싼 아픔이 있는 곳으로 연구진들은 동두
천의 마음을 품고 함께 고민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며 이상훈 박사는 제2장의 지역산업발전전략에서 지역산
업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첫째, 국내외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는 것, 둘째, 비
즈니스는 기업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산업 발전전략은 산
업단지를 개발공급하고 외국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
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동두천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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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제외되었던 지
역으로서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우석 박사는 제3장 동두천시 교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그동안 차량의 통행과 속도의 향상을 위해
서 도로교통시설이 개발되던 기계적, 양적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동두천시의
교통체계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
고 방향을 설정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두천시는 건물 하나, 아
파트 단지 하나, 도로 하나, 공원 하나도 도시 전체가 조화로울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계획과 디자인에 대한 철학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동두천시의 도시 및 교통계획
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한 벤치마킹의 사례로서 분당 아
파트의 부출입구를 폐쇄하거나 단지내 접근도로를 차단한 사례
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는 주민들의 차량이용이 불편하더라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지를 나
타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철학적 인식의 전환이 동두천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장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에서 이상규 박
사는 경제적 안정성 등 동두천의 발전구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목
표달성을 위한 공간체계구상으로서 토지에 있어서 통일 대비, 생
활 첨단벨트, 복합관광단지벨트, 테마주거단지벨트, 중심 유통
상업벨트, 택지개발벨트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교통
체계구상으로서는 인간중심, 교통체계관리(T.S.M)기법 도입 등
을, 공간체계구상으로서는 도시발전 주축을 남북으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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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으로 이어지는 강한 개발축을
도시공간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개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입지요건
및 후보지를 검토하여 주거가능용지로 상패동, 동안동, 소요동,
보산동, 광암동, 내행동, 생연동 일대를 분석평가하고 상업가능
용지로 생연동-중심, 내행동-일반상업, 업무, 광암동-일반상
업, 보산동-일반상업, 소요동-일반상업, 상패동-유통상업으로
정리하며 공업가능용지로는 소요공단 및 동안공단, 상패동 공업
단지, 보산동 첨단산업공원을 분석하고 있다. 특별히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강조하며 관광개발전략으로서 주제공
원(theme park), 청소년 수련장: 야영장과 광장, 스키장, 온천,
카지노 등을 검토하였다. 제5장 동두천의 지역문화와 브랜딩 전
략에서 이정훈 박사는 동두천이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21
세기를 기약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관점에서 이번 기회에 그늘진 기지촌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동두
천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진정 사람들로부터 사랑받
는 지역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동두천에는 수
많은 클럽들, 락음악, 외국인들과의 교류,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등 이국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들이 잘 개발되고, 조직된다면
동두천은 한수 이북의 국제문화교류와 관광의 거점이 될 잠재력
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다만, 동두천의 개발에 대한 장
기적인 그림 속에 각각의 사업들이 배치되어 서로 긴밀하게 조화
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과 동두천의 지역문화에 대한 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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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절실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동두천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두천의 지역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
다. 제6장 동두천시 재정기반 확대전략에서 오영균 박사는 동두
천시 재정현황의 열악함을 세입과 세출의 두 방향에서 분석하고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를 통하여 재정기반확보를 위한 변
수를 도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세입을 늘리기 위한 인구유입정
책의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하봉운 박사가 동두천
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이를 위해 첫째는 고등
교육기관 역량강화 및 신 증설이 필요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지
원과 투자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재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규제혁
신, 한북대학교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지역소재 대학의 대부분
학과들의 특성화지원, 산 학 연 관 협력 네트워크 등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둘째로는 외국계 고등학교 및 대학유치가 중요하며 이
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와 규정에 관한 준비를 요청하고 있다. 셋
째로는 지역교육거버넌스 시스템 확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산
업계, 교육 훈련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폭넓게 참여하
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
으로 국내대학 역량강화와 외국대학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할 조직과 기구를 설치
하고 보강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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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동두천시 지역산업 발전전략

이 상 훈

제1절 서 론
지역산업의 발전전략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
려운 과제이다. 해당지역의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목
표를 설정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두
천시의 경우 해당지역의 여건분석만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대안제
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동안 미군 주둔지역으로서 정상적
인 지역산업발전 기회가 없었던 지역이며, 수도권 지역으로, 군사
시설보호구역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의 잠
재력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경제가 성장해왔고, 이러한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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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지역산업발전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동두천시 지역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하고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제 2 절 동두천시 지역경제의 현황과 과제
1.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경제구조
동두천시의 지역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경제구조로 전체의
73%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은 8%에 불과하다. 또한
경영규모는 대부분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시 전체면적의
66%가 미군공여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또한
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이 입지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된 규제로는 수정법 제8조, 18조, 19
조에서 규정한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업지역)의 신설 및 증설, 공
장 학교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등이 적용된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
한법률 제2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
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신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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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관련 공여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의 중첩된 규제로 지역산업이 정착하여 발전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동안 지역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주한미군 관련 업종
이 미군 재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될 전망이다.

<표 2.1> 동두천시 제조업체 비중
구분

전국

경기도

동두천시

제조업체 비율(%)

11

14

8

1인당 GRDP(천원)

12,207

12,699

10,382

출처 : 동두천시

<표 2.2> 동두천시의 미군공여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총면적

도시계획구역

임야

95.68(㎢)

30.66
(32.0)

65.3
(68.0)

(100.0)(%)

미군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40.53
(42.0)

23.14
(24.0)

출처 : 동두천시

2. 주한미군의 주둔과 연관이 큰 지역경제
동두천시에는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3만5천명 중 1/3
수준인 1만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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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커서 미군 관련 생업종
사자수가 3,600세대에 1만5천명 수준이며 이는 동두천시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더욱이 미군관련 경제규모는 1천400억
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7,800억원의 18%에 달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 내에서는 1만 5천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1,4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동두천시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군 공여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부과로 연간 82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며 70년도 이후 34년 동안
2,78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간 82억원의 세수규모는 동두
천시 일반회계의 6.25%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지방세액 규모(176
억원)의 4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표 2.3> 주한미군과 동두천시 지역경제
구 분

계

미군관련상가 미군부대종사자

고용효과

15,000

400(업소)

3,200

경제규모

1,400

800

600

비고
3,600세대

주 : 2003년 동두천시의 예산규모는 1,304억원임
출처 : 동두천시

동두천시내 주한미군관련 자영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488
개 업소로 조사된 바 있으며, 보산동 310개 업소, 중앙동 102개,
광암동 76개로 파악되었다(동두천시). 총 488개소의 업소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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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밀집해 있고 보산동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며,
업종별로는 총 488개 업소 중 의류판매업 91개소, 음식점 71개
소, 유흥업소 74개소, 식품판매업 44개소, 고예품 및 악세사리
판매업 29개소, 양복점 23개소, 이 미용실 22개소,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판매업 20개소, 기타 114개소로, 의류(18%)와 음
식 유흥업소(29.7%)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중앙동
(102업소)

전체
(488업소)

보산동
(310업소)
광암동
(76업소)

<그림 1> 주한미군관련 동두천시 자영업체 동별 현황
자료 : 동두천시

18

<표 2.4> 주한미군관련 동두천시 자영업체 현황
단위 : 업체
구

분

광암동

보산동

중앙동

488

76

310

102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

20

1

16

3

공예품 및 악세사리

28

1

27

총 합계

계

부동산중개

2

2

세차 및 자동차정비

6

6

세탁소

12

4

7

1

7

1

4

2

식품판매업

44

12

27

5

양복점

23

1

8

14

유흥업소(내국인)

17

11

6

유흥업소(외국인)

59

8

29

22

음식점

71

18

43

10

의류판매업

91

2

58

31

이미용실

22

7

15

철못지물샷시 등

8

2

6

환전소

6

1

5

pc방 및 비디오대여

10

3

7

기타업

62

15

39

숙박 및 목욕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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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미8군 한국인근로자 주민세 소득할 납부액
단위: 원
관

할

합

2003 송금액

2002 송금액

계

1,402,250,250

1,376,322,020

서울시 용산구

553,595,670

576,867,120

부산시 진 구

55,238,770

58,007,340

대구시 남 구

118,240,680

112,965,630

인천시 부평구

14,367,500

14,458,450

광주시 광산구

517,120

2,882,260

경기도 광주시

789,820

665,780

경기도 동두천

124,751,990

107,755,810

성남시 수정구

17,371,890

16,287,320

경기도 평택시

145,123,550

56,627,320

경기도 수원시

1,858,620

7,962,350

경기도 의정부

92,747,000

82,069,780

경기도 파주시

72,718,550

64,627,930

강원도 원주시

18,192,430

15,190,290

강원도 춘천시

26,530,160

21,486,910

강원도 칠곡군

124,432,430

105,257,760

포항시 북구청

210,850

156,280

경 남 김해시

1,818,810

2,399,450

경 남 진해시

8,711,430

11,525,060

경 남 군산시

24,440,610

32,088,390

592,370

556,700

제주시 남제주군
자료 : 동두천시

3. 지역산업의 부문별 입지상계수(LQ)
동두천시의 지역산업 부문에서 입지상 계수(Location Quotient)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섬유 및 가죽제품(3.69), 광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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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석탄, 석유제품(2.50), 제1차 금속제품(1.79), 음식점 및 숙박
업(1.54), 운수 및 보관업(1.32), 음식료품제조업(1.32), 금융 및 보험
업(1.14), 도소매(1.32), 전력, 공공행정 및 국방(1.30), 기타서비스
(1.26), 가스 및 수도(1.13), 화학제품(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입지상 계수에 의한 동두천시 및 경기도 특화 산업부문 비교
산업부문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및 종이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가정용전기기기 및 정밀기기
가구 및 기타제조업
전력, 가스 및 수도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연구
문화 오락 서비스
기타서비스

경기도

동두천

0.43
1,05
0.98
1.13
1.96
0.19
1.52
1.91
1.24
0.79
1.56
1.55
2.19
2.42
2.20
1.59
1.75
0.86
0.92
0.78
0.72
0.77
0.47
0.78
5.04
1.02
0.53

2.57
1.32
3.69
0.35
0.08
2.50
1.19
0.10
0.11
1.79
0.18
0.12
0.05
0.51
0.00
0.09
0.52
1.13
1.32
1.54
1.32
1.14
1.20
1.30
0.79
0.94
1.26

자료 : 경기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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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상 계수가 1보다 큰 부문은 14개 부문으로서 산업부문 숫자
면에서는 많은 실정이지만, 섬유 및 가죽제품업과 광산품을 제외하
고는 2 이상을 나타내는 산업이 없어 지역경제가 특정 부문에 특
화되지 못하고, 주도부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기도 제조
업의 주요 특화부문인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
기, 전기 및 전자기기, 일반기계, 금속제품 부문에서의 동두천시의
특화정도가 낮게 나타나 지역경제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전력, 가스 및 수도,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업,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
에서의 특화도가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부분에서 경기도와 같은 패턴으로 특화정도가 높게 나타난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 부문이다.

제 3 절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1. 산업별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
동두천시의 산업연관 분석결과 지역경제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크
게 나타나는 지역산업 부문은 1) 화학제품, 2) 광산품, 3) 제1차
금속제품, 4) 석탄, 석유제품, 5) 사업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부
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업종은 1) 광산품, 2) 사업서비
스업, 3) 금융 및 보험업, 4) 제1차금속제품, 5) 부동산서비스업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 부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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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품, 2) 일반기계, 3) 사업서비스, 4) 금융 및 보험, 5) 도소매
업으로 나타났다. 광산품의 경우 사업서비스업과 더불어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면에서 높은 수치를 보
여, 현재 상태에서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차 금속제품의 경우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면에서 기
여도가 크고, 금융 및 보험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표 2.7> 동두천시 주요 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
업

종

유발계수

화학제품

3.001371

광산품

2.977848

제1차 금속제품

2.835918

석탄, 석유제품

2.486829

사업서비스업

2.314374

<표 2.8> 동두천시 주요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업

종

유발계수

광산품

2.088704

사업서비스업

1.956768

금융 및 보험업

1.846298

제1차금속제품

1.732416

부동산서비스업

1.62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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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동두천시 주요 산업부문의 고용유발효과
업

종

유발계수(명/10억)

광산품

35.39

일반기계

31.81

사업서비스

31.52

금융 및 보험

30.08

도소매업

28.89

2. 산업연관분석에 나타난 지역산업의 특징
동두천시의 산업연관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은 경기도 지역경제
에서 나타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즉 경기
도 지역경제에서는 후방연관효과가 낮게 나타난 부문이 석탄제품,
유기 및 무기화학기초제품, 담배, 금융 및 보험, 합성수지 및 합성
고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광산품, 도소매, 운수 및 보관, 화학
섬유 등이다. 그리고 전방연관효과가 낮게 나타낸 부문이 석탄제
품, 선박, 공공행정 및 국방, 담배, 기타 가죽제품, 석유제품, 의류
및 장신품, 빵, 과자 및 국수류, 방송, 가구 등이다. 경기도 고용
승수의 경우에는 석탄제품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 부문, 도
소매, 선박, 운수 및 보관, 농림수산업,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교
육 및 보건, 금융 및 보험, 음식점 및 숙박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
났다. 경기도 산업연관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석탄제품, 유기 및
무기화학기초제품, 담배, 금융 및 보험,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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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및 사업서비스, 광산품, 도소매, 운수 및 보관, 화학섬유 등
이 전후방연관효과가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결론적으로 경기지역 지역경제에서 기여도가 낮은 산업이 동두
천시의 주력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낮은
산업으로 이미 분류된 산업으로 지역의 주력산업에 대한 재편과
과감한 지역산업 육성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
두천시의 주력 산업들이 동두천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중은 높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해석
할 수 있다.
`

<표 2.10> 경기지역 산업별 유발효과에 대한 하위순위
순위

생산유발효과

감응도계수

석탄제품

고용승수

1

석탄제품

2

유기 및 무기화학제품 공공행정 및 국방 유기 및 무기화학

기타

3

담배

선박

담배

도소매

4

금융 및 보험

담배

금융 및 보험

선박

5

합성수지 및 고무

기타 가죽제품

합성수지 및 고무

운수 및 보관

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석유제품

7

광산품

의류 및 장신품 광산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

8

도소매

빵, 과자 및 국수류 도소매

교육 및 보건

9

운수 및 보관

방송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가구

화학섬유

음식점 및 숙박업

10 화학섬유

석탄제품

산출승수

석탄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업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04), 「경기도 지역산업연관분석과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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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군 재배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군종사자 소득 및 관련상가 매출감소의 파급효과
한편, 미군 재배치로 인하여 종사자의 가계소득 600억원과 미군
관련상가 매출액 800억원이 감소할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234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감소와 1,898억원의 부가가치효과 감
소, 그리고 4,045명의 고용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소득 및 매출액
의 직접적인 감소는 1,400억원이지만 이로 인한 간접적인 파급효
과를 고려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더욱 크게 나
타난다. 고용의 경우도 4,045명으로 직접적인 고용감소외의 간접
적인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한다.

<표 2.11> 미군재배치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

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억원)

2,234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1,898

고용유발효과(명)

4,045

2) 고용감소에 의한 연쇄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동두천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재배치될 경우, 앞서 파
악한 바와 같이 고용의 경우 미군부대 종사자 3,200명과 400여개 업
소, 그리고 소득면에서는 미군부대 종사자의 가계소득 600억원,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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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소의 매출액 8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수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표시한 것일 뿐이다. 우선 미군종
사자 3,200명과 업소종사자 400여명이 실직을 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미군종사자가 3,200명일 경우 동두천시의 고용계수에 의하면 이
들의 소득액 즉, 지역경제 투입액은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의 고용
계수를 19.8명/10억원으로 추산(동두천시 산업연관분석), (3,200명
/19.8명)×10억원=16,160억원, 즉 지역경제에 16,160억원이 투입
된 결과와 같다. 다시 표현하면, 동두천시의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
에 16,160억원이 투입될 경우 고용효과가 3,200명이 발생하는 효
과와 같기 때문에 고용감소에 의한 지역경제 손실은 16,160억원으
로 추산된다. 또한, 관련 상가에서 발생되는 400여명의 실직에 대
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400명/19.8명)×10억원=202억원으로 계산
되어, 202억원의 지역경제에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군 재배
치에 의해 3,600명의 실업이 발생할 경우, 동두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손실액은 16,362억원으로 추산된다.

제 4 절 동두천시 지역경제 발전의 과제
1. 산업도시로서의 동두천시 이미지
동두천시는 소비도시라기 보다는 산업도시로서의 시 이미지 변
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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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생산활동을 하는 내국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산업도
시보다는 소비 도시로서의 동두천시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지
역내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활동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역발전 목표
를 설정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한 낙후지역의 이미지만으로
는 기업유치가 어렵다. 지역의 장점을 홍보하고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주변지역과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가 수도권외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프로젝트에 상응한 산업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산업도시 는 기업도시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수
도권내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2.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개선
지역경제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부문은 제조업 부문이
다.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경제구조는 물론 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
타날 수 있지만, 후방 연관효과가 작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가장 이상적인 산업구조는 전후방 연
관효과가 큰 제조업이 지역내에 존재하며, 다양한 업종구성으로 국
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가능케하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두천시의 경우
원천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의 입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과
제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지역 산업구조를 실현하는데 노력해

28

야할 것이다.
따라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
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제조업의 유치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업종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
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강력한
투자유인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3. 미군과 연관된 지역산업의 발굴육성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과 연관된 지역산업의 발굴이 절실하다.
향후 미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배치되는가에 관계없이 미군 내지
미국과 연관된 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의 미군의 위치는 단
순히 주둔해있고, 영외지역으로서 동두천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미국 내지 미군과 관련된 산업은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으며, 미
군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산업의
발굴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미군의 주둔이 단순히 군대의 주둔이라
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와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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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동두천시 지역경제 발전전략
1. 지역 성장잠재력 산업의 선정에 의한 산업구조 재편
동두천시의 산업연관 분석결과 지역경제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
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현재의 주도산업은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
산업은 지역경제에서 높은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효과가 뛰어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선정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지역 내 성장잠
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생산기여도를 중
심으로 선정하며, 산업별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동두천시에서 산업연관분석결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동두천시의 미래 성장잠재력 산업으로 선정되
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성
장동력산업을 선정해야 한다. 즉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성장 산업
의 선정은 동두천 시에 관한 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동두천시의
현재 여건을 고려한 단계에서 벗어나 경기지역에서 성장잠재력을
가진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동두천의 성장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판단하여 해당산업의 육성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지역 산업
별 전후방연관효과와 각종 유발계수 및 승수효과를 통해서 지역경
제에서 높은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는 산업을 동시에 동두천에서
성장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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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컴퓨터 및
사무기기,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
자동차 및 부분품, 펄프 및 종이, 전자표시장치 및 반도체, 의
료 및 측정기기, 기타, 광학기기 및 시계, 가정용전기기기 등이
다. 또한 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부문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 농림수산업, 펄프 및 종
이, 전자표시장치 및 반도체, 광산품, 플라스틱제품, 전기기계
및 장치, 기타 화학제품, 도소매 등이다.
한편, 경기지역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컴
퓨터 및 사무기기,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 자동차 및 부분품, 펄프 및 종이, 전자표시장치 및 반도
체, 의료 및 측정기기, 기타, 광학기기 및 시계, 가정용전기기
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유발효과에서는 도소매, 교육
및 보건, 음식점 및 숙박,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운수 및 보관,
농림수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건설, 금융 및 보험, 공공
행정 및 국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동두천시의 전략산업으로는 1) 컴퓨터
및 사무기기, 2)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3) 비철금속 및 1차
제품, 4) 자동차 및 부분품, 5) 의료 및 측정기기, 6) 광학기기
및 시계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들 산업은 경기 지역경제에
서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있으며, 동두천지역의 입지
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군이다. 물론 현재는 여러 가
지 제약이 있지만 이들 산업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약조건을 해결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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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경기지역의 산업별 전 후방 연관효과에 대한 상위순위
순위

영향력계수

1 컴퓨터 및 사무기기

감응도계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출승수
컴퓨터 및 사무기기

고용승수
선철 및 강반성품

2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담배
3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 농림수산업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4 자동차 및 부분품

펄프 및 종이

자동차 및 부분품

5 펄프 및 종이

전자표시장치 및 반도체 펄프 및 종이

배합사료
정곡 및 제분

6 전자표시장치 및 반도체 광산품

전자표시장치 및 반도체 육류 및 육가공품

7 의료 및 측정기기

플라스틱제품

의료 및 측정기기

낙농품

8 기타

전기기계 및 장치

기타

음료품

9 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 화학제품

광학기기 및 시계

전자표시장치 및 반도체

10 가정용전기기기

도소매

가정용전기기기

수산가공품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04), 「경기도 지역산업연관분석과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표 2.13> 경기지역의 산업별 유발효과에 대한 상위순위
순위

생산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

1

컴퓨터 및 사무기기

도소매

2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교육 및 보건

3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

음식점 및 숙박

4

자동차 및 부분품

사회 및 기타 서비스

5

펄프 및 종이

운수 및 보관

6

전자표시장치 및 반도체

농림수산업

7

의료 및 측정기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

기타

건설

9

광학기기 및 시계

금융 및 보험

10

가정용전기기기

공공행정 및 국방

자료 :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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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조성에 의한 제조업 육성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두천시가 추진해야할 사업
은 제조업을 유치할 산업단지의 조성이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 제6조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산업단지
중에서도 첨단 과학기술 부문을 유치하는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서의 산업
단지 계획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특히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
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각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여 강력한 투자유인 수단을 구비하도록 한다.
접경지역에 방치되었던 지역의 재개발에 의한 경제개발 계획으
로 독일의 포츠다머플라츠 개발계획 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은 전체 개발주체별 4개 개발사업지구를 총괄하는 Master
Plan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독일의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한 사업계획으로, 80년대 중반 개발구상을 토대로 1991년 베를린
시 도시계획국을 주축으로 도시계획을 현상공모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한 개발사업이다.
이 계획의 특징은 그동안 동서독의 접경지역으로 개발제한이 있
었고 방치되었던 지역에 대해 통일 이후 베를린 시에서 낙후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개발계획(안)에 대해 현상공모를 하고 개발주체
별로 상세계획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개발계획 참여를 유도한 사
업이라는 점이다. 포츠다머 플라츠 개발계획의 성공적 요소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부문의 아이디어와 계획안을 현상공

제2장 동두천시 지역산업 발전전략

33

모하였고, 자본참여를 유도하고 접경지역 방치되었던 낙후지역 경
제개발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재정상의
문제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개발계획(안)을 확정,
허가함으로써 베를린시의 재정부담을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3.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광산업 육성
동두천시는 소요산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미군 주둔지라는 독특
한 문화적 특징이 부각된 지역이다. 미군을 상대로한 단순한 도소
매로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미
군을 상대하기 보다는 미군 내지 주둔지 이미지 자체를 관광자원
화 하는 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분단
국의 접경지역으로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그 희소성 면
에서 지역적 상품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치적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모순이 존재하
는 지역으로서의 관광자원화 노력이 필요하다.

제6절 결 론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국내외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 지
역내 부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라면 끊임없는 아이디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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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발전여건이 새로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면
서도 국제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수준 또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둘째, 비즈니스는 기업이 하는 것이다. 산업입지도 기업
이 결정을 한다. 비즈니스 중심지는 온라인(ON-LINE)과 오프라
인(OFF-LINE) 기업환경이 동시에 갖추어진 지역에 형성된다. 클
러스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서는 경쟁력 있는 오프라인 기업 환경을 구비해야할 것이다. 셋
째, 지역산업 발전전략은 산업단지를 개발공급하고 외국기업에 특
혜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동두천의
경우는 이같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지역으로서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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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동두천시 교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 우 석

제 1 절 들어가며
동두천시는 최근 도시변모의 커다란 전환점에 서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도시 모습과 인식의 변화가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할
것이며 또 전철의 개통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신도시급 대단위 택
지개발이 다른 하나의 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가
지 서로 다른 축의 영향으로 동두천시에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개발의 모습은 점진적 개발이라기보다는 유사한 시기에 종합
적으로 완성되는 메가프로젝트의 형태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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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수요의 발생과 압력에 따라 특색 없는
여러 종류의 택지단지들이 연접하는 수도권 남부의 개발형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두천시는 도시의 궁극적인 모습과 기능을
설정하고 개발의 방향과 성격을 면밀히 유도해 나갈 필요가 높
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의 교통시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정립하여 도시환경을 보다 살기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도
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의 타당
성과 기법을 동두천시의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지침으로 받
아들일 필요성이 높다. 교통정온화에 대한 이론은 이미 모두에
게 익숙할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실생활에서의 적용에 있어서
는 매우 인색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도시교통환경의 현실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앞으로 계획을 통한 미래도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기존의 교통정온화 기법의 적극적인 수용은 물
론 동두천시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통정온화 기법의 개발에
도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하며 교통정온화에 대한 간략한 소
개를 하고자 한다.

제 2 절 교통정온화의 역사
Traffic Calming을 한역한 교통정온화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소개된 이후 우리나라의 교통 도시부문에서도 이 개념은 이제
매우 친숙한 것이 되었다. 이미 1960년대부터 교통정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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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에 자극을 받아 1980년대부터 생활도로 (Community
Road) 의 개념으로 이면도로의 교통정온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
해온 일본의 사례에서 교통정온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그리고
기법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통정온화 개념의 배경으로서
환경지구(Environmental Areas),

보행지구(Pedestrianization),

그리고 생활마당(Living Yard: Woonerf) 이렇게 3가지의 계획방
법론이 거론된다. 그 가운데서도 네덜란드에서 주거지역에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Woonerf가 교통정온화 사업의 효시라는데 많이
들 공감한다. 계획적인 방법론과 개념은 Woonerf에서 시작하였으나
Traffic Calming이라는 영어식 표현은 독일의 'verkehrsberuhigung'
의 직역으로서 독일의 주거지역과 쇼핑지역에 적용된 교통정온화
사업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어떤 것이 효시인
지 그리고 어원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통정온화의 필요성을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느끼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는 국가 교통정책의 역점
사업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보다는 유럽
에서 교통정온화 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유럽의 토지
이용밀도가 미국보다 고밀하며 그에 따라 차량통행수요 역시
높기 때문에 방치하였을 경우 차량에 의한 생활환경파괴가 심
각해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 이용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
성이다.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편익은 자동차로
인한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 비용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하
찮은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일찍부터 자동차 이용을 가능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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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독일의 경
우 유럽에서 가장 고속도로가 발달된 나라이지만 자전거도로,
보행전용도로, 대중교통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서 유럽에
서도 네덜란드, 덴마크 등과 함께 교통정온화 수준이 가장 높
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자동차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1990년대부터는 교통정온화 사업의 필
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면서 각종 교통정온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 3 절 일반적인 교통정온화 기법
1. 물리적 기법
1) 과속방지턱
기본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평면 도로에서 진행
방향에 수직단차를 주는 시설물로서 스피드 험프, 스피드 쿠션, 사
다리꼴 험프, 활꼴 험프 등이 있으며 실제적인 시설보다는 시각적
인 효과로서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이미지 험프가 있다. 과속방지
턱의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
로 가장 기초적인 속도억제 시설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되고 있다. 다만 통과시 발생되는 소음 또는 과속차량에 의한 마
찰음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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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설계지침 없이 시공되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
도 종종 있다. 따라서 도로의 구조, 도로의 교통량, 보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면서도 세심한 설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 요철포장
차량 주행시 소음을 발생하게 하여 운전자가 감속을 하도록 유
도하는 시설물로서 Rumble area, Rumble strip, jiggle bar 등
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차량통과시 소음이 요란하므로 주거밀집
지역에는 적절하지 않다. 횡단시설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면 효과
가 크게 나타난다.

3) 조명시설
야간에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
굴곡부 등에는 주변 조도보다 훨씬 밝은 조도를 구현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횡
단보도 중간 지점에 별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시설이 있음을 알려주는 방안과 횡단시설 전체에 별도
의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경기
도 여러 시 군에서도 보행수요가 높은 횡단보도 상부에 횡단보
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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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협착
교차로나 주택가 진입부 등에 도로의 폭을 물리적으로 줄임으로
서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시설물로서 교차로에서는 횡단거리
를 단축하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보행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며 주택가에서는 통과차량의 차단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도
로협착으로 차량속도를 저감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험
프, 요철포장 등과 시케인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교통정온화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를 협착하는 방법은 외측 즉 보도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내측 즉 차로부분에 교통
섬을 설치하여 도로폭원을 줄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주의할
점으로는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과 폭 좁
힘 부분에 대한 야간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그림 1> 내측 도로협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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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케인(Chicane)
시케인은 직선형 도로구조를 지양하고 도로선형을 굴곡화함으로
서 차량의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시케인은 크게 차도굴절
형(Crank)과 차도굴곡형(Slalom)으로 구분되는데 차도굴절형은 도
로를 직선적으로 굴절시키는 방법이며 차도굴곡형은 덕수궁 길에
적용된 것과 같이 S자형으로 도로를 굴곡화하는 방법으로서 굴절
형에 비하여 도시경관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시케인은 굳이 도로
자체를 굴절하거나 굴곡화하지 않아도 조경, 주차시설 등을 활용하
여 차량 통행로를 굴곡화 또는 굴절시킬 수 있다. 시케인 조성시
의 주의점도 도로협착과 유사하게 긴급차량의 통과와 야간시 안전
대책이 강조된다.

<그림 2> 덕수궁 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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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행차단
도로를 만들어 놓고 통행을 차단한다는 개념이 다소 낯설지 모
르지만 주거지 설계에서는 예전부터 흔히 사용되고 있는 Cul-de-sac
같은 도로망의 기본적인 개념은 물리적으로 도로를 차단하여 통과통행
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차단 방법은 도로에 차
량의 진입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험프, 차단막, 볼라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통행차단 시설물의 경우도 긴급차량의 통과
와 야간 시인성이 문제되는데 긴급차량의 통과를 위해서 차단시설
을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거나 차단막의 경우 긴급차량
이 통과할 경우 쉽게 부러지게 설계하거나 가동식 볼라드를 설치
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긴급차량
의 통행을 위해 연석처리가 낮거나 완만하게 되어 있으며 우회표
시판은 충돌시 쉽게 파손되도록 고안되어 있어 긴급차량이 통과하
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한편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그만 통로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그림 3> Star Diver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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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edian Barrier3)

7) Roundabout
신호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가 유지된다면 차량속도를 그대로 유
지하지만 Roundabout에서는 상시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게 되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나 신호교차로에서 흔히 발생되는 직각충돌
교통사고를 100% 없앨 수 있다. 혹자는 Roundabout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운전행태상
서로 양보가 없어 접촉사고가 증가하고 교통혼잡이 더 가중된다고
한다. 설령 접촉사고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Roundabout에서는
신호교차로에서와 같은 치명적 교통사고는 없다. 그리고 설령 교통
혼잡이 증가한다고 해도 교통안전이 그만큼 향상되면 득과 실이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나라에
서는 통행처리가 우선이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 한때 로터리라고

2) 전게서
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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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무신호교차로로 운영되던 곳이 모두 신호교차로로 바뀐 이유
는 바로 신호교차로가 교차로용량을 증대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Roundabout의 교통처리용량이 신호교차
로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Roundabout
이 없어지면서 한 가지 더 사라진 것이 도시의 미관요소이다. 기
계적이고 삭막한 신호교차로에 비하여 Roundabout은 도시의 특
성과 미관을 표현할 수 있는 도시의 상징시설이 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도로의 교차지점도 모두 무신호교
차형태이지만 Roundabout 또는 Mini Circle을 사용하는 곳은 없
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야 말로 이러한 교통정온화 시설물을 적용
하는데 최적의 장소이지만 교차로에 대한 선입관으로 일반도로의
신호교차로의 형태를 따라서 단지내 도로 교차로를 만들고 있다.

<그림 5> 주거지 도로 Roundabou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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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ini Circle6)

5)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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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는 차량운전자의 안전과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크
게 향상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분리대는 4차로 이상 80km
이상의 도로에 국한하여 설치하지만 교통정온화 개념의 중앙분리
대는 보행통행수요가 높은 무신호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
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중앙분리대는 차량의 대향충돌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통정온화에서의 중앙분리대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중앙분리대가 없다면 보행자는 좌우측의 차량
통행의 속도와 간격을 동시에 판단하여 횡단을 해야 하지만 중앙
분리대가 있다면 한번에 한쪽방향의 교통상황만을 판단해도 되기
때문에 횡단이 수월해진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의 경우는 교통
상황판단이 미숙하여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분
리대의 필요성이 높다.

<그림 8> 보행자를 위한 중앙분리대7)

7)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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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개선
1) 속도규제구역 지정
유럽의 30km 존과 같이 차량의 속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지역
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속도규제지역의
범위를 운전자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 가변정보판 등
의 각종 안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도규제지역에는
여러 가지 교통정온화 기법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서 물리적으로
도 차량의 속도저하를 유도하여야 한다.

2) 불법 주정차 단속
우리나라의 운전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
지 못하다. 우리 도로법에서도 단순히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
에 노란색 실선을 그려 놓아 지점별로 주정차를 해서는 될 곳과
경미한 곳에 대해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교차로
인접 20m 정도, 소화전, 보도, 학교 통학로, 횡단보도 앞, 버스정
류장 전후 30m 정도 등은 절대적으로 불법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우리나라의 운전자는 별다른 인식 없이 불법정차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지역, 시간대별로 주정차
를 해도 되는 지역, 일정시간 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지역,
언제나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지역 등으로 나누어 연석 도색을 달

48

리 함으로서 운전자에게 불법주차의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그에 따라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지점별로 차등을 크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절 교통정온화체계 구축의 필요성
도시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
하고 쾌적한 삶을 만들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사
는 이유는 Robb Blind(1999)가 이야기 하듯 기회의 교환을 극
대화하며 이를 위한 통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명품이며 여기
서 교환이란 물물교환은 물론 친교, 지식, 문화, 직업, 교육 그
리고 감정적 및 정신적 지지에 대한 교환을 총칭한다. 이러한
기회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동을 해야 하며 그래서 도
시공간은 크게 교환을 위한 장소와 이동을 위한 장소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교환을 위한 공간이 늘어나면 이동을 위한 공간이
감소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교환을 위한 공간이 감소된다면 도
시 본 기능이 저하되어 딜레마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두 공간
이 서로 상쇄적, 배타적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다. 하지만 두 공간이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시 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활동과 교환이 일어나는 공간이 자연스
럽게 이동의 공간역할을 할 수 있고 이동이 주가 되는 공간에
서도 활동과 교환을 위한 역할이 일정부분 공유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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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
의 차원에서 교통정온화가 이해되어야만 진정한 교통정온화 사
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통정온화의 목적을
단순히 운전을 불편하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속도를
저하시킴으로서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는 대신 보행안전을 향상
시키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면 교통정온화 기법의 몇 가지를 이
해하는 수준 밖에 되지 못한다. 교통정온화의 참 목적이 달성
된 곳에서는 운전자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운전환경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의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지역공동체의식 (community sense)이 만들어지게
되어 마을 사랑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통사고의 감소, 지역 치안의 향상, 주민
간 불화감소, 여가 및 운동 활동 등의 증가 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통정온화 사업을 보행인에 대한 차량의 횡포가 심하
여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환경의 개선으로 이해하기 보
다는 보행인과 운전자를 포함하여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
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개조라고 이해하
여야 하며 그 개조대상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교환과 이동이
일어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그럼으로써 지금까
지 상쇄적, 배타적으로 나뉘어있던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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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교통정온화체계를 위한 제언
교통정온화 기법으로 이미 많은 아이디어와 기법들이 있다.
그래서 교통체계의 중심계획으로 교통정온화가 적용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많은 교통
정온화 기법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효과가 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도시의 교통체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교통정온화 기법들이 필요한지를 연구해서 더 향상된
교통정온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교통정온화 내용이지만 막상 현
실에 적용되고 있지는 못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면도로나 통학로에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
고 도시 전체에 교통정온화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면 우선 도시
즉,

우리 동네에 일단 들어오면 차량은 속도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차량 이동보다는 걷거나 자전거 타

기가 편리하다. 라는 계획개념이 계획가와 주민사이에 받아들
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 신도시는 그 특성상 내부 교통보다는
광역교통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신도시에서 유출되는 교통량
을 위한 광역대중교통망과 광역도로망은 철저하게 확보하고 대
신 내부교통망은 교통정온화를 기본개념으로 한 우리 동네 마
을길 수준의 도로구조와 도로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 개념 하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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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심가로 포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도시 교통망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최소한 6차로 넓게는 10차로의 중심도로가 계획지역의 중
심을 가로지면서 생활공간을 양분한다. 이 중심도로, 즉 중앙
로에 대한 믿음은 단지 신도시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켜지고 있
으며,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심지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계획
에서 조차 지켜지고 있는 철칙처럼 되어 있다. 교통수요가 문
제가 된다면 신도시에 연결된 광역도로망과 대중교통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면 충분하다. 외부로 유출되는 교통량이 원활
하게 소통될 수 있다면 신도시 내부에서는 설령 어느 정도 지
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주변의
신도시는 반대로 내부에서는 광로 중심 도로로 되어 있는 반면
외부지역 연계성이 취약하다보니 교통난의 고통은 고통대로 주
거생활환경은 환경대로 열악하게 되는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저속으로 통행하
던 적은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하던 그 도로의 보행로에서는 사
람들은 걷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원시 영통 신도시
의 10차로 옆으로는 넓은 보도가 잘 확보되어 있지만 이 도로
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극히 드물다. 앞으로는 운전자 입장에서
도 일단 우리 마을 에 들어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운
전하고 싶은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52

2. 격자형 도로망의 지양
도시사회학이나 도시심리학에서 격자형 도로는 도시공동체를
해체하는 가장 피해야 할 도시 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도로
구조에서는 거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기계적인 이동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적 생활권을 분리시키며 생활
공동체를 해체한다. 주거생활권은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연결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단절되고 고립시킨다는 것을
기본 계획개념으로 이해하면 격자형 도로망을 피해야 하는 당
위성을 알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라면 또 모르지만 주거용 아
파트가 90% 이상 차지하는 우리의 신도시에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소생활권을 일률적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은 문제가
크다. 격자형 도로망은 단순히 생활권을 분리시킴으로서 사람
들 간에 왕래를 감소시켜서 도시를 삭막하게 하는 것이 아니
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도시 는 도시를 삭막하게 만드는 가
장 비인간적 요소이다. 서로 다른 도시요소, 서로 특징이 있는
도시요소는 그만큼 도시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에게는 어
린시절 골목길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도
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자고 움직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추억을 만들어 가
는 생활의 장이다. 앞으로 우리의 신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
다. 도로의 구조가 격자형으로 일사 분란하다면 이상할 만큼
격자로 나누어진 공간에 입지하는 건물의 성격도 유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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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마트가 있는 곳의 옆 블록에도 24시간 마트가 있고 여
기에 제과점이 있으면 옆 블록의 그 자리에도 제과점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는 사람 사는 맛이 밋밋하다. 최근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1 2년 전만 하더라
도 몇 만 가구가 입주하는 신도시의 수백 개 놀이터가 한결 같
은 모양이었다. 어느 동네 놀이터에서 놀든 다 똑같았다. 하지
만 단지마다 동네마다 서로 다른 테마와 재질로 만들어지는 놀
이터가 다양한 신도시를 생각해보라. 그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
은 매일 매일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도시가 다양하고 생기 있
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격자형 도로는 포기되어야 한다. 격
자형 도로는 차량의 흐름만을 생각해서 고안된 전근대적 계획
이며 이 발명품에 대한 많은 반성과 회고가 있었다. 하지만 아
직도 우리 신도시에서 격자형 도로망의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교통 패러다임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
을 지울 수 없다.

3. 녹색교통 중심체계 구축
도시의 모든 곳은 보행, 자전거, 인라인, 휠체어 등의 수단을 이
용하여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보도를 양분해 사
용하는 자전거 도로의 개념이 아닌 흔히 이야기되는 Green Way
개념의 도로가 도시내에 구축되어야 한다. 차량을 위한 도로에 위
계가 있듯이 Green Way도 위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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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Green Way의 기본개념은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도
로이며 도시의 녹지축을 따라 형성되는 것은 물론 도심 한 복판이
라도 2열 식재와 식생에 의한 버퍼 존을 기본으로 설치하여 도시
전체가 연결될 수 있는 인간중심도로이다. Green Way 네트워크
가 완성되면 차량을 위한 네트워크가 계획되어 Green Way는 모
두 평면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차량과 교차가 불가피한 지점에서
차량 이동통로는 지하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도로는 이
동은 물론 휴식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도로로서 도시 공원의 역
할을 겸할 수 있는 도로이다. 중심기능의 Green Way에는 식생요
소 뿐만 아니라 가로등, 투명지붕 등을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높이
는 방안 등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면 신
도시를 건설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
나 꼭 그렇지는 않다. 기존의 도로에도 어차피 보도가 다 확보되
어야 하는데 Green Way로 도시전체가 연결된다면 기존도로의 보
도는 극소화 되거나 아예 없어도 된다. 다만 사람들이 다니는 도
로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로 볼 때 보행을
위한 공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
가 생기면 차량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기존 도시 공간에
서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위해 할애한 공간의 비율에서 크게 달라
지지는 않도록 계획이 가능하다. 단지 사람들이 더 이용하기 편하
고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하여 이용률이 높은 녹색교통체계를 갖추
기 위한 새로운 도시 개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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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심 Green Way

4. 교차로 설계지침의 재정립
교차로는 모든 교통수단이 상충되는 곳으로서 안전의 문제
이전에 통행권과 관련하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명
확히 보여주는 무대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계획 중인 몇몇 신도시의 교통계획도면
을 들여다보면 착잡하다. 미래 신도시의 주거지나 학교 앞 사
거리에서도 교차로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차로 진출부에
추가 차로를 확보하여 횡단거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우회전
차량의 상시 통과를 위하여 보행섬을 만들고 있다. 차량통행이
많다면 보행섬 통과구간에서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횡단이 어
렵고 상시 위험이 있다. 보행섬의 원 취지는 보행인의 횡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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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단축시키고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양보가
드문 우리나라의 운전행태하에서 보행섬과 본 보도를 2차로까
지 이격해 놓는 교차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면 보행안전보다
는 회전차량 용량증대가 1차적인 목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회전차량의 속도를 유지함으로서 회전교통량 용량증대를
위한 가각정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교차로 필수설계
항목이다. 하지만 우리 도시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가각정리
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
지 않으면 우회전 차량의 속도가 저하되어 교차로 용량이 저하
되고 가각정리를 함으로서 거의 교차로에 차로를 한개 확보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이 주장 어디
에도 사람에 대한 생각은 없다. 교차로는 차량만 사용하는 공
간이 결코 아니다. 보행섬으로 우회전 전용차로가 확보되었거
나 가각정리가 훌륭하게 된 곳에서는 반대로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 시야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으로 녹색신호로 보행중인 보
행인을 위협한다. 가각정리는 횡단거리를 증가시켜 차량과 보
행인과의 상충시간과 기회를 높이게 되어 교차로를 비인간화
시킨다. 가각정리 또한 차량통행량에 따라 해야 할 곳이 있겠
지만 모든 교차로에 특히나 주거지 교차로나 학교 앞에서도 그
래야 한다면 교통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제3장 동두천시 교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림 10> 동두천시 택지단지 교통계획 사례

57

58

일례를 들면 <그림 10> 계획도면은 앞으로 동두천시에 건설될
한 대규모 택지개발단지이다. 이 단지 도로계획에 따르면 각 교차
로는 가각정리의 수준을 넘어서 교차로 용량 증대를 위해서 교차
로마다 양방향에 1개의 우회전 차로와 1개의 좌회전을 별도로 확
보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 결과 편도 2차로 도로는 교차로에서 편
도 4차로로 증가하여 횡단거리가 무려 2배가 증대되었다. 이 교차
로의 주 이용자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어린이 보호구
역이나 교통약자나 보행수요라는 개념은 교차로에서 차량통행 최
우선이라는 신념 앞에서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이 계획에서 학교
앞 교차로마다 계획되고 있는 보행섬의 경우도 기존의 많은 초등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 앞 보행섬은 없애 달라고 진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계획이다. 보행섬 폐지 요구의 이유
는 물론 보행섬이 어린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교통상황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
과 보행인에게 좀처럼 양보를 하지 않는 운전문화와의 만남은 사
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한편, 비교를 위하여 다음 그림을 보면 교차로가 협착되어 있음
으로서 나타나는 효과는 쉽게 알 수 있다. 교차로에 가각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대형차량이 회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장소의 특
성에 관계없이 어떤 곳이라도 차량들이 많이,

빠르게 다녀가

는 도시는 이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더 그림에서 지적하
고 싶은 내용은 횡단보도의 재질이다. 보도와 같은 재질을 씀으로
서 횡단보도는 보도의 연장이라는 계획적 철학이 뒷받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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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교차로 협착8)

<그림 12> 가각 정리가 없는 교차로9)

8) Walkable Community INC, 2000
9)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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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우리 교차로의 특징은 차량통행을 위하여 횡단보도
를 의도적으로 missing시켜 놓은 곳이 많다는 것이다. 4지 교차
로라면 3곳만 횡단보도를 그리고 3지 교차로는 2곳만 그려 놓음
으로서 신호시스템을 차량위주로 구축한다. 보행인은 원하는 곳
까지 횡단하기 위해서는 심하면 횡단을 3번을 해야 하는 교차로
가 만들어 지고 있다. 이런 교차로는 신호교차로 뿐만 아니라 무
신호 교차로에서도 흔히 보는데 교차로라면 신호든 무신호든 분
기되는 가로의 수만큼 횡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교통류 효율을
위해서 불필요한 횡단시설을 제거한 결과는 단순히 보행자의 불
편이 아니다. 3번을 횡단하는 것을 참지 못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으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
런 경우 보행자의 교통법규준수 미이행과 조급한 성격만을 탓할
것인지 교통시스템의 불합리를 개선할지는 자명해 보이지만 현
실에서는 횡단시설 없는 교차로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

5. 도로의 설계 기준의 변화
가능한 도로를 직선화하려는 교통계획가의 욕망은 주거위주
도시공간의 교통환경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신도시 내의 도로를
단지 이동을 위한 도로가 아닌 운전자도 보행자도 시각적 변화와
다양성을 즐기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에 심미적 요소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면의 색상
과 재질에 대한 변화와 함께 도로변의 거리가구, 녹지시설, 간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을 고려한 도로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이 차선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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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모든 도로는 차선을 그린다. 보도가 없어도 차선은 필수
이고 아이들이 뛰노는 아파트 단지내부 도로에도 차선은 그린다.
차선이 없으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서 사고가 날 것이라는 믿
음인지 모르겠으나 사고는 오히려 차선이 있음으로서 더 많이 유
발된다. 왜 우리보다 앞서 교통을 생각한 많은 나라의 도로에는
차선이 없는 도로가 많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림 13> 차선만 있는 도로

<그림 14> 차선이 없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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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주거지인 경우 도로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오른쪽의 그림은 양쪽으로 주차가 된 도
로를 승용차로 통과하고 있는 그림이고 왼쪽그림은 같은 도로를
반대편에서 찍은 것이다. 이렇게 주차가 된 곳에서 갑자기 어린이
나 보행자가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와 놀란 경험을 운전자라면 누
구나 한두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도로 아무 곳에서나 보행자 횡
단이 발생되는 주거지 도로라면 아예 도로변 주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도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도로폭원을 1차로 정도만 해주어서 불법주차시에는 차량통행이 안
되도록 하여 불법주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한국형 community
도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 그림에서도 주차공간까지 약
3차로의 도로를 1차로의 일방도로로 만드는 대신 주변에 공공주차
공간을 곳곳에 확보해 주어 주차수요를 흡수해 준다면 훨씬 쾌적
한 주거 및 교통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5> 폭원이 넓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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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관련 제도개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보도의 연장으로 보는 나
라가 있는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판례에서도 보여주듯이
횡단보도는 차도를 잠깐 보행인이 빌려 쓰는 차량을 위한 도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수준의 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또는 판례에서는 보행자 신호의
녹색등이 점멸을 시작한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고
는 차량운전자의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고 일반도로
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부상하게 하는 경우와 동일한 단순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취급한다. 하지만 잘 알고 있다시
피 우리나라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녹색으로 바뀐 후 대부분 5초
이내로 점멸을 시작한다. 현행법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횡단보
도를 이용하는 보행인은 무단횡단자라고 해도 무방하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판례를 몇 건 살펴보면 2003
년 이목을 집중시켰던 보행중 보행신호가 바뀐 경우 보행인의 과
실이 큰 것으로 판결난 사례를 비롯하여,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학
교 앞 낮 12시 9세 어린이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일행들 중 혼
자 뛰어서 건너다 차량과 충돌 사고 난 경우 어린이 과실이 10%
이며, 야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뛰어서 건너다 시속 80km의 차
량에 충돌한 경우 피해자 과실 10%로 판결되었다. 즉 우리나라에
서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라는 기본 수칙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서 거론되었던 차선만 있는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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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보행인이 충돌하는 경우 보행인은 모두 불법 무단통행 중
에 사고가 난 경우가 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판례의 결
과는 그 사회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 사회를
지배해 나갈 가치관을 선도하는 역할 또한 지대하다. 차량과 사람
의 관계에서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판례의 영향력은 그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보
다 크다. 다른 곳은 몰라도 횡단보도는 보도라는 인식이 우리 사
회에 정착될 수 있는 판례를 기대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서는 200m 이내에서는 유사한 횡
단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나, 보행수요가 많은 곳에
서는 보행횡단시설을 지상 또는 지하로 입체화해야 하는 등 교통
정온화를 위한 기초제도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 결과 횡단
시설은 되어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는 횡단이
불가능한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관련 법의 총체적
인 개정이 하루 빨리 필요하지만 그것이 시일이 걸린다면 법의 개
정과는 별도로 살기 편하고 쾌적한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한 교
통체계 설계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7. 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지하주차장
보행불편을 발생시키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보도를
단절시키고 건물로 차량을 진입시키는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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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할 수 있다. 건물부속주차장은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필지별
건물별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 모두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
에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단절한 결과 기존에 설치 해 놓은 보
도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고 만다. 이러한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인은 지속적으로 상충기회가 있으며 교차로와는 또 다
른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신도시 계획이 기존 도시정비와
차별성을 가진다면 백지위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 도시관리
를 위한 종합적, 통제적 계획의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 점을 활용하여 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내 입지하는 건물들
의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블록별이 정 힘들다면 최소한 2 3개 규모가
유사한 건물들의 주차장 진출입부만 통일할 수 있어도 그 주변
의 교통정온화 수준이 향상된다. 건물별 사용자에 따라 부과하
는 주차료가 문제된다면 지하 내부에서 간단한 통제시설로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8. 지상주차 비율의 조정
도시별로 조례로서 정하고 있는 지상주차 비율은 한 부지에서
건물의 규모가 과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
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서 첫째, 지상주차장 진출입부와 지하 또
는 지상 주차장 진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물이 있어 보도 단절
현상이 심하며 둘째, 지상주차장은 도시가로 경관에 부정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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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으며 셋째, 건물 진입을 위한 보행자의 보행불편을 발
생시킨다. 넷째, 지상면 활용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건축설계의 창
의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지상에는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는 방향으
로 건물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상주차비율로 할애 되었
던 지상공간은 자투리 공원 또는 조경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에게
개방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도로경관
우리도로의 경관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신호등, 가로
등,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물이다. 이 시설물들은 보도상에 설
치되기 때문에 보도가 좁은 경우 보행불편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
이기도 하다. 공동구를 설치하여 대부분의 시설물을 지하화하는 신
도시의 경우에도 신호등, 가로등, 도로표지판은 어쩔 수 없이 지상
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각각 서로 다른 지주를 사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관리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통시설물
들이 위치하는 장소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도시경
관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
용하고 있어 설치목적이 퇴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간단
한 행정협의와 디자인 개선으로 얼마든지 신도시의 도로경관을 아
름답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재원을 아낄 수 있
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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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복합적 용도의 교통시설물

제6절 결 론
교통정온화는 서서히 변화되는 우리나라 교통부분의 새로운 패
러다임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그간 차량의 통행과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도로교통시설이 개발되
던 기계적, 양적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삶이
안전하고 쾌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패러다임으
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동안 교통 에 대한 정의로서
많은 사람과 화물을 이동 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컸
다. 이런 정의에서의 주체는 교통수단이 될 것이며 대상은 사람이
나 화물 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교통 이란 그 말이 뜻
하는 그대로 서로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서로 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한 주체는 물론 사람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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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대상으로는 공동체 의식, 정보 등이 될 것이다. 동두천
시는 지금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에 서있다. 건물 하나,
아파트 단지 하나, 도로 하나, 공원 하나도 도시 전체가 조화로울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계획과 디자인에 대한 철학과 지침을 마
련해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숙된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계획도시인
분당을 살펴보면서 동두천시의 도시 및 교통계획의 방향에 대
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들은 아파트의 부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단지내 접근도로를 차단한 사례이다. 아
파트의 부출입구나 단지접근도로는 계획당시에는 주요도로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동선을 확보하고 차량통행
분산효과를 위하여 계획되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계획이론과
철학은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와 삶의 환경에 대한 바램은 이러한 계
획이론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부출입구를 폐쇄함으로서 거주주민들은 차량을 이용하
여 가고자 하는 곳을 가기위해서는 블록을 우회하거나 멀리까
지 가서 U턴을 해야 하는 등 차량이용 불편이 매우 높아졌다.
아파트 단지내 접근도로의 폐쇄 역시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불편함의 대가로서 주민들이 얻는 것은 차량통행의
저감이다. 특히 접근도로의 폐쇄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의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차량이용
이 불편하더라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시키는 것이 더 중
요하다는 의지이다. 분당의 경우 주거블럭 주변으로 도로망 형
성이 잘되어 있어 단지내 연결도로를 이용하는 단순 통과차량
들이 많지 않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의 접근도로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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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출입구를 폐쇄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주거 및 교통계획
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실생활에
서 증명된 계획적 오류만이라도 하루속히 계획적으로도 수정이
되어야 하겠다.

<그림 17> 아파트 부출입구 폐쇄

<그림 18> 접근도로 폐쇄: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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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접근도로 폐쇄: 사례 2

<그림 20> 차로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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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동두천의 공간구조 비전

이 상 규

제 1 절 동두천을 돌아보며
1. 동두천의 내림 이야기
동두천의 반세기를 돌아보면, 근방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동두천은 좀 더 두드러지게 한국 현대사의 아픔
과 함께 하여 왔고 아직도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남북 분단선언이후에는 위치적으로 38선 가까이 있어 소위
삼팔선 밑의 정착촌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지금은 휴전선의 숨
결 또한 가까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분단시대이후 번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통해 동두천은 피난민의 거류지와 그네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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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움틈의 고장이 되었고, 언젠가는 서울 아니면 그 어디 다
른 곳에서 한 몫의 준비와 충전을 하려는 사람들의 정착지가 되었
다. 그러한 배경하에 그들의 정착을 더욱 부추킨 것에는 동두천의
뛰어난 산수도 한 몫 하였을 것이며, 이는 주위의 산세가 범상치
않아 그들의 청운의 꿈을 꽈트리하기에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동두천은 한때, 남북왕래가 자유롭던 시절이나, 해방공간(1945
50)시기에도 장똘마니들의 서울과 북쪽사이의 거점역할을 하여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전쟁 중에는 피난민들의 주요 통
로가 되었을 것이지만, 산수가 나름대로 깊어 6.25전쟁도 몰랐
다는 동네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행정적으로는 과거 양주군(현재는 시 로 승격)의 주요 읍으로 기
능을 하던 곳이였다가, 1981년에는 행정적으로 동두천이 시 로
승격되어 독립하면서 그들의 자생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동두천의 공간적 변화
동두천은 해방전후를 통하여 동두천 을 중심으로 나름의 규
모가 있는 시가지를 형성하였다. 주요 교육과 상권의 기능을 통
하여 경기 북부의 거점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 동두천의 주요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하천지역인 동
두천 주변은 전투적 요새라는 이점의 이유로 미군부대의 주요기
지로 공여되었다. 기존의 주민들은 삶의 터를 떠나거나, 지금의
구시가지 쪽으로 몰려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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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규모의 미군부대병력유입과 물자투입은 가난과 궁핍의
시기에 동두천시내에 주변 연계산업을 흥성하게 하였다. 이를 통하
여 동두천에는 미군들의 유흥시장을 노려 60~70년대에는 많은 사
람들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약 1만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유희 시장이 형성되어 동두천의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형
성시켜 기지촌 이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게 된다.

<그림 21> 동두천의 위치와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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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점차 미군기지의 미군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이
와함께 동두천의 미군부대 연계시장도 점점 줄어들어 그 파급
효과로 구도심이 점차 낙후되어가게 된다. 또한 주민들의 이
주,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현재 21세기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과 이 지역의 문제를 한 지자체의 낙후성으로 회
부하기에는 동두천의 내림사는 더 큰 시야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적 문제와 민족적 문제들이 한 지역, 특히, 동두천
에 파노라마처럼 연출되는 것을 보면, 이제야말로 화해와 통일
의 분위기 속에서 뭔가 균형적이며, 형평성 있는 사회적, 국가
적 보상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동두천의 과제
동두천하면 소요산의 명소를 떠올리기보다는 미군부대 기
지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상
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미군부대, 그리고 그것이 삶의 깊은
뿌리와 하나가 되어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할 불안 이 생활
이 된 동두천. 그러한 아픔과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시기가
근자에 들어 도래하고 있다. 이를 보고 새로운 변화, 가야할
길 운운하며, 동두천의 과제 라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치열한 고민들은 이제 시작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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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가나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는 여기 동두천의 내부 열망을 담고,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자립정
신으로 세워질 동두천의 미래를 담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동두천 현황
1. 일반현황: 위치와 면적
동쪽으로는 포천시, 북쪽으로는 연천군, 서남쪽으로는 양주시의
경계에 인접해 있다. 동서의 길이는 약 12.9㎞, 남북으로는 15.3
㎞ 정도로 총면적은 95.65㎢에 달한다.
생연 1 2 3 4동, 보산동, 내행동, 동안동, 소요동, 광암동, 상
패동 등 10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서울과 연천으로 이어지는
평화로(3호 국도)와 경권선 철도를 중심으로 연천, 포천, 파주,
양주 등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의 신천은 양주시인 남쪽에서 흘러 북쪽인 연천군으로 흘러
가고 있으며, 도시의 주요축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은
신천에 합류되는 지천으로 지금은 미군기지(이하 미군공여지 와
동일하게 혼용함) Camp Casey를 비롯한 여러 미군공여지가 입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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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1) 지형 및 지세
동두천 시가지는 동서 산악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서 한탄강
지류인 신천이 남에서 북으로 동두천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
며, 하천변을 따라 선형으로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측
으로 소요산, 국사봉, 왕방산, 해룡산, 칠봉산이 있으며 서측으
로는 마차산, 소래산이 있다.

<그림 22> 동두천시 자연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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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고
표고 200m 미만이 50.4㎢(전체면적의 52.9%)이며, 이 중 100m
미만이 24.8㎢로서 26%를 차지하고 있다. 표고분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표고 100m 이상을 보존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동
두천시의 26%가 개발 가능한 면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3) 경사
경사도 15% 미만이 46.1㎢(전체면적의 48.4%)이며, 이 중 5% 미
만이 18%인 17.2㎢이다.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을 개발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개발가능면적은 46.1㎢이며, 자연친화적 구
릉지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15%~25%까지도 가능하다.

3. 인문 현황 및 개발여건
2001년 현재 동두천의 인구는 75,699명이고 세대수는 25,884세
대이다. 인구추이는 81년 시로 승격한 이후 9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1년 약간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65%로 경기도의 인구증가율
5.03%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다.
가구수 연평균 증가율은 3.98%로 경기도의 5.95%에 비하여 낮
은 상태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생연동으로 총 27,302명이며
전체인구의 37.5%를, 다음은 내행동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생
연동과 내행동에 전체인구의 62.3%가 밀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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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의 토지이용에는 많은 제한구역이 분포하며, 그 분포도는 다
음 <그림 23>과 같으며, 분포 면적은 <표 4.1>과 같다.

<그림 23> 동두천시 토지규제 현황
<표 4.1> 동두천시 토지규제 현황
미군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생태자연등급 1ㆍ2등급

40.5㎢

23.1㎢

20.7㎢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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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두천의 잠재력 찾기
1. 관련계획
1) 수도권 성장관리계획과 인프라 조성
동두천은 연천을 지나 원산을 향하는 경원축에 있어 성장관리에
서는 광역급행철도가 고려되어 있고, 서울-동두천간의 고속도로,
그리고 동두천 남부쪽으로는 제2수도권외곽순환도로가 설정되어
있다. 즉 남부축과 동서축을 설정하여 교차적 특수효과를 노리고
있다. 경원축의 북부지점으로 언급된 양주시와 함께 그러한 거점
역할을 분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자족 시
설의 도입(첨단산업, 대학교 등)을 전제로 한 주거기능의 창출이
필요하다.

2) 도시기본계획
동두천시의 2020년 도시기본구상(안)은 작성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현재 미발간 상태)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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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경원축권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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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동두천시 도시기본구상도

<표 4.2> 동두천시 토지이용계획(안)
시가화용지

시가화
보전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예정용지

구분

합계

면적(만평)

2,894

270

210

32

28

789

1,835

비율(%)

100.0

9.3

7.2

1.1

1.0

27.3

63.4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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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경지역 및 군사지역에 대한 제한 극복 필요
동두천은 이미 군사공여지가 4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극복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 중앙정
부의 경기 북부권에 대한 획일적 규제상황은 지금의 개혁흐름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이 사안의 해
결점에 있어 특별법 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 논의와 함께 주
변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아쉽다.
현재 접경지원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하위법으로 설정되어
지원금 배분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동두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상을 뛰어넘는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지원대
책 수립이 필요하다.

2. 동두천의 공간상 문제제기와 잠재성
1) 인구감소
동두천의 도시적 위기는 인구 감소에서 시작한다. 지자체가 자
립하고 무언가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그 토대가 뭐니뭐니해도 적정
인구라 할 수 있다. 현재 인구 7만 5천의 인구규모도 도시기능의
활성화나 자립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절대적 적정성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그것마저 줄고 있으니 지역 발전이나 공간계획의 추
진은 많은 사항을 전제로 하거나 병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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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어고등학교를 개설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5,000명의
인구증가를 보인다는 것이 동두천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갖게
한다.
2) 공간적 기능적 단점
동두천은 도시기능이 규모와 입지에 비해 매우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군부대의 입지는 도시 기능을 크게 단
절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천을 중심으로 남북축으로 형성될 수
있는 생활의 축이 미군부대의 입지로 단절되어 있다. 동두천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시가지는 옹색한 도심 기능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수년 동안 택지개발을 통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이 조성됨
에 따라 동두천 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옹색하고 좁은 도심에 대해서 아무 정책적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동두천의 실정이다. 도심(구시가지)의 보행로나 차도는
60년~70년대의 수준을 연상시킬 정도이니 도심의 재정비가 동두
천의 큰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경제적 수요라도 커서 도심재개발
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프라와 거점 경제권도 형성되지 않
은 상황이라 동두천의 도심(구시가지)의 정비에 대해 모두 방치하
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원선 전철복선화작업이 2006년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형성되는 역세권의 정비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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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는 아무래도 생뚱맞은 서울 변두
리 아파트들의 모습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극복하여 한층 편리한 물리적 공간을 제시하는 아파트에 대한 선
호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동두천의 새바람을 타보기 위한 재산
증식용으로도 그 수요는 가까스로 그 공급선을 맞추고 있다.

3) 주거환경의 질
동두천은 개발밀도가 비교적 낮아 도심 집중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점적 면적 선적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위치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
순한 물리적 개선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 지역적 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것이다.

4) 미군 부대(미군 공여지)
미군부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은 역사의 뒤안으
로 넘어가고 미군부대로 인해 흥청했던 향수가 동두천을 달래고
있다. 시대적 아픔이었지만 동두천은 막대한 국가논리에 따라 미군
부대를 제공하였고 그것을 묵묵히 감수하였다. 과거 중앙정부의 권
력과 횡포(?)로 짐작컨대, 동두천의 주민들은 양보와 이해로 협조
하였을 것이고 어려운 살림에 들어선 미군부대의 물질적 풍요는
분명 눈앞의 달콤한 유혹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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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점에서 동두천의 미군부대 문제를 정리하여 보면,
동두천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미군부대를 능동적으로 대
응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특히, 지역행정력이 아쉽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탓을 동두천 내부
에 돌리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선화된 지자체의 위상을 가지고 또한 국민적
의식수준의 향상을 보아 미군부대의 입지와 축소, 활용에 대하여
뜻을 모아, 잃었던 동두천 찾기 운동 이라도 펼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이 미군 공여지 반환에 따른 활용계획이
아니겠는가.

제 4 절 동두천 공간적 발전구상
1. 동두천의 비전
동두천의 비전은 거창하게 언급하기가 참으로 거북스럽다. 환경
을 잘 보호하고, 주거의 쾌적성을 높여야 하며, 여러 인프라 및 주
요 공공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외쳐대는 것들이 지난 시절 미
군부대 위주의 경제적 자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동두천같이 적은 규모의 지자체라면, 차라리 특성화된 지역성을
개발하고 지자체장과 지역주민의 통합된 의지로 다양한 개발과 경
영을 만들어 가면 그것으로 동두천의 비전은 밝다고 보여진다.

86

오히려, 다른 지자체들이 선언적인 도시의 목표를 이야기 할 때,
동두천은 합의적 과정, 주민참여를 통한 동질성 회복운동 등의 과
정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갈라진 마음들과 다시
돈 생기면 떠날 듯한 사람들끼리도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요즘의 도시발전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 의 거창한 명
제와 공식 속에 동두천을 참여의 지자체, 회복의 지자체로 그들
삶이 함께 뭉쳐지기 바란다.
동두천의 비전은 만들어가는 동두천 으로 마치 소용돌이 속에
깨어난 주민들의 정체성과 동질성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를 위해 지역 이기주의 는 동두천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연후
에 동두천의 과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2. 공간구상
1) 신천 - 생명의 축 조성
신천은 현재 제방과 고수부지를 정비한 상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지방2급 하천으로서 유수의 치수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신천
의 도심부분에는 고수부지에 주차장들이 자연스레 형성되어 있다.
동두천의 전체적 공간을 보면 신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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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은 새로 조성된 남쪽의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도심지역을
지나서, 중간 중간에 미군부대(반환공여지)를 거치고, 북쪽으로 올
라가서는 지방산업단지를 끼고 있다. 더 북쪽으로 소요산 관광지가
인근에 있다. 결국, 신천은 동두천의 중요한 선형 발전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것이다(그림 26 참조).

관광지

산업단지

미군부대

구시가지

신도시지역

<그림 26> 신천 종합구상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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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신천 활용계획이 여타의 계획에서 그저 공원 하천
정비 사항으로만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공간구성요소의 단순한
분류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본고에서는 신천의
종합적인 개발구상안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 내용적 범위는
단순한 하천정비의 차원이 아닌 연접지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구상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두천 도시 기초단위들의 통합적, 유기적인 의미들
이 살아나길 바란다. 하수의 수질 또한 확보하여 동두천 생명의
축 으로 조성되길 바란다.

2) 도심재개발 - 구시가지 정비
동두천의 구도심은 매우 좁고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도시의 도심과 같이 휴먼스케일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도심의 높다란 주상복합건물 따위는 어울리지 않지
만 철길의 건널목은 장애가 아니라 동두천을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
는 기회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구시가지의 블록구성, 가구구성은
대폭적으로 개선할 과제다.
도심의 가로는 거의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저 뒷골목의 상권이
형성된 정도이다. 이렇게 산만한 구시가지의 정비를 위해 동두천 도심재
개발은 역세권 개발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선
형으로 뻗어있는 경원선 전철의 5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마다
가로를 형성하는 사다리형의 개발 컨셉이 필요하다(그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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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역

동안역

보산역
동두천역
지행역

신도시지역
구시가지
미군부대
산업단지
관광지

<그림 27> 구시가지(구심도) 정비개념도

동두천의 도심은 다른 지자체의 도심과 다르다. 대개의 도농 복
합도시의 경우 도심의 위치가 어디인지, 중심성이 어디인지 공간의
위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비록 동두천의 경우 중심성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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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인 상패동, 보산동 쪽으로 이동하였다 해도 구시가지
의 정비는 경원축을 활성화시키는 과제와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의
연계지역이어서 반드시 발전 구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법적으로 보면 전면 재개발은 사업성이 맞지 않고, 공간구성
측면에서도 위험한 방법이다. 즉, 부분적으로 개발 포인트를 두고
공공측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참
여를 권장함으로써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부분적인 집단재건축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3)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계획
반환공여지는 크게 반환시기가 확정된 지역(3개)과 미확정 지역
으로 구분된다. 현재 동두천에는 Camp Nimble, Camp Mobil,
Camp Castle 3개 부대가 반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곳은 신
천을 끼고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재개발과 일맥상통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지이다. 이 기지들은 신천을 따라 도시기능을 연
결하는 지점에 있어 도심기능에 새로운 활력 요소로 작용해야 한
다.
반환공여지의 주요 관건은 그것에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라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즉,
주변지역의 기능과 함께 집합적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설득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통합의 의미 속에는
지역주체간의 합의와 비전이 담겨야 함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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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지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병행해야 할 중요한 작업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여구역및주변지역지원특별법(안)
이다. 이 법안이 확정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특단조치(예를 들
어 특구지정 )가 있어야 활용방안을 추진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28> 반환공여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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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반환내역
번호 기 지 명

위 치

면

적

비 고

①

Camp
Casey

보 산 동 14.15㎢ 4,280천평

1여단(3개대대) 6,300명

②

Camp
Hovey

광 암 동 13.94㎢ 4,215천평

2여단(2개대대)2,000명
※ 04.8.2이라크파견

③

Camp
Nimble

상 패 동 0.07㎢

20천평

중대 330명
※ 2011년⇒2008년 반환

④

Camp
Mobile

보 산 동

0.21㎢

63천평

주둔병력 없음
※ 2008년 반환

⑤

Camp
Castle

동두천동

0.21㎢

63천평

20보병 5대대(500명)
※ 2006년 반환

⑥

Gimbols 탑
계

동 11.95㎢

3,614천평 훈련장

40.53㎢ 12,255천평 9,130명

동두천에서 규모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환공여지는
Camp Casey와 Camp Hovey인데 이 지역들은 동두천의 도시 위
상을 바꿀 수 있는 규모이다. 이 곳에 어떠한 기능과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해도 그 파급효과 및 결과는 동두천의 새로운 도시사를
이룰 것이다.
Camp Casey의 경우 동두천의 옛 이단면 사무소의 옛 위치이
고 동두천 시가지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타운과 대규모의 교
육시설이 가능할 것이다. Camp Hovey는 전원성과 관광적 가치가
인정되어 이를 감안한 위락단지시설 또는 전원주거시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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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에서 보면 반환공여지의 활용방안은 반환시기의 여건
과 동두천의 전략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아직 그 구체적 계획안의
작성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미래의 구상을 마련하여 경기도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지자체 연합
을 통한 건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4) 자유도시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의 양주, 동두천, 의정부 일대의 약 500만
평의 거점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자유도시의 캐치프레이즈는 분단사
의 잔유물로 인한 폐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경기도의 광역
적 정책이다. 이러한 자유도시의 컨셉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어디
를 적지로 선정할 것인가, 또는 자유도시의 구상을 도시적 연계로
할 것인가 하는 등의 기본구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기본구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동적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도시의 대상 부지를 동두천에서
찾는다면 동두천시는 상패동 일원의 200만평을 언급한다. 이 자유
도시의 건설 추진함에 있어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 Camp
Casey/Camp Hovey의 활용방안과 맞물려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
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를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하여
야 할 것이다. 계획변수의 적용 시차와 가중치를 고려하기 이전에
둘 모두 불확실성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실제적 대응전략에 맞게
순환적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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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자유도시 입지구상도

또한 대규모 부지의 계획과 활용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
제로 하는 것이고 업종과 시설의 유치 전략 또한 광역적 차원에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자유도시가 주거를 기반으
로 하지만 자족시설의 유치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수도권
의 북부거점이라는 위상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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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 론
동두천의 공간적 미래 발전상을 설정함에 있어 이 지역연구에서
는 크게 3가지를 언급하였다. 생활권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겠으
나 연구의 실증성보다는 전략구상과 주요과제 선정이 실효적이라
생각되어 함께 묶어 정리하였다.
첫째, 신천을 따라 이어지는 도시 기능의 연합(분산과 집중)과
연계이다. 즉, 단순한 하천정비가 아니라 생활과 도시 기능을 담보
하는 신천종합개발구상이 필요한 것이다. 신천을 단순한 공원녹지
축 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공간적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계획
임을 확실히 밝힌다.
둘째, 동두천의 구도심의 회복이다. 물리적 공간의 열악성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을 이용하여 계획과 설계의 새로운 모
티브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구도심의 회복은 경원선 전철의 5
개 역사를 거점으로 점진적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두천의
구도심은 단순한 도시환경개선이 아니라 동두천의 정체성, 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 정비의 방법 또한
주민 참여적이고 사회통합의 정책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동두천의 주요한 기점은 미군부대, 즉 공여지이며 이를 전
체 지역의 발전 기회로 여겨야 할 것이다. 반환공여지의 활용방안
은 동두천의 성숙되고 의연하며 통일된 모습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적 관심사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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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와 더불어 자유도시 건설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동두천의
발전이 경기도에서 맡게 될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빨리 지역
이 선정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두천의 공간발전은 몇 개 지역의 개발과 시설의
유치라는 실제적 추진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개발과 계획 속에 주민과 행정이 일치되어 호흡되는 동두천시
만들기 또는 동두천시 회복운동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
다. 그것이 동두천시가 공간 전략과 함께 두어야 할 비전이 아
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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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훈

제1절 서 론
우리는 동두천시를 말할 때면 한국전쟁과 미군을 연상한다. 미
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가 비단 동두천뿐이랴만 어느새 동두천은
기지촌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이는 동두천시가 미군의 주둔으로
생겨나고, 성장한 도시이자 이곳의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2000년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93개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큰 미 제2사단의 주력부대인 캠프 케
이시(Camp Casey)를 위시하여 주한미군의 30% 가량인 1만여 명
이 이곳 동두천에 주둔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두천시의
인구가 약 7만6천 명 남짓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군이 이 지역
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쳐왔을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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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진행되어 온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이처럼 미군과 함
께 태어나고 성장해온 도시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군
의 존재가 도시공간의 개발과 성장을 가로막아 왔으며, 기지촌이라
는 명예롭지만은 않은 이미지를 덧씌워주었다는 점에서 동두천시
로서는 분명 반가운 일일 터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
한미군의 재배치를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다. 변
변한 산업의 발달이 미약하고 개발된 관광자원도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군이 동두천을 떠나버리면 부대 앞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 종사자 수는 1만5천명으로 시인구의 20%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1,400억원으로 지역내 총생산 7천8백억원의 18%에 이른
다10)는 점을 감안해볼 때 미군이전이 동두천 경제를 크게 위축시
킬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제 지역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안보를 위한 인내와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경제적 기반도 잃어
버리면서, 기지촌이라는 굴레만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
다. 여기에서 동두천 주민들이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서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한시적 처방에 지나
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매력있는 지역
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지원은 미봉책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10) 동두천시,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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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동두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당장의 상
권붕괴가 아니라 기지촌으로서 퇴폐적이고, 안전하지 않다는 부
정적인 지역이미지이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지역의 발전은 외부로부터 관광객, 자본투자, 기업의 유치와 고
급 노동력의 이주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관광객, 투자자, 주
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한다. 창조적
계층(creative class)은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소
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많은 도시들이 앞다투어 도시의 고유문
화를 발굴하고 자신이 얼마나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환경을 갖추
었는가를 선전하기 위해 축제나 이벤트와 같은 장소마케팅 프로
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21세기에 문화와 도시이미지는 도시 성장과 삶의 질 고
양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얼마나 잘 갖추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홍보하는가가 도시
의 미래를 좌우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도시들이 자신을 포장하
고 선전하는 유용하고도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장소의 브랜드 전
략이다. 도시의 정체성에 맞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장소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서구의 많은 사례들
은 부정적 이미지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도시가 이미지 변신과
문화관광 육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아끼고 가꾸어나가고 싶은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이주하고 싶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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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동두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문제가 된다면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위
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로 동두천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변화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이 변화의 시기를 잘
헤쳐 나가면 경제와 문화의 부흥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 역의 경
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변화가 위기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
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회의 창출에 동두천
시의 지역문화를 재점검하고 지역이미지를 재창조하는 장기전략과
섬세한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가 자리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따로 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화려하고 매력
적인 이미지로 도시를 브랜딩하더라도 그것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
어진 허구의 것이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두천의 이
미지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동두천 지역문화의 현실을 명확히 바
라보아야 한다. 즉, 동두천의 정체성과 장소자산을 파악하고, 이중
동두천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형성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동두천의 역사성와 정체성을 토대로 동두천이 가지고
있는 장소자산들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쓰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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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두천시의 유래와 역사
동두천은 예부터 소금강 또는 경기의 금강이라 불리우던 소요산
을 비롯한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한탄강의 지
류인 신천이 남에서 북으로 동두천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며, 하
천변을 따라 약간의 평야가 발달해 있다. 동으로는 포천군, 북으로
는 연천군, 서쪽과 남쪽으로는 양주군과 행정경계를 이루고 있으
며, 교통이 좋을 때면 의정부시에서 북으로 20분쯤 달리면 도달할
수 있다. 서울, 연천을 잇는 국도3호선(평화로)과 연천, 포천, 파
주, 양주 등을 연결하는 경원선이 신천을 따라 놓여 있어 교통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 이들 철도와 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부터의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한 편이지만, 2006년
완료 예정인 경원선의 복선화나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완료시점이 되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은 본래 고구려시대에는 내을매(內乙買) 또는 내이미(內爾
米)라고 불렸으며,《대동지지(大東地誌)》에는 백제의 영토로 기록
되어 있다. 신라 경덕왕 16년(757)에는 사천으로 변경하여 견성군
(堅城郡, 현재 포천군)의 영현(領懸)으로 삼았다가 고려 현종 9년
(1081)에 양주에 예속되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세조 12년(1466) 1
월 관제개정에 따라 양주가 목(牧)으로 승격되어 진이 두어졌
다. 그 당시 양주의 속현으로는 견주 풍양 사천이 있었으며 목
의 34개 방리 중의 하나가 이담이었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 면
리제(面里制) 실시와 더불어, 양주군 이담면으로 정착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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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7월 미보병 24사단을 필두로 한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이담면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상업중심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났다. 시민의 절대 다수가 타지역 출신으로
특히 실향민들이 많았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결과, 1963년에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다시 1981년에 이르러 동두
천시로 승격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이
루게 된다. 이담면이 시로 승격되면서 동두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캠프 호비와 캠프 케이시를 관통하는 동두천천이 미군들
입에 회자되던 것에 기인하였다.
결국 동두천시는 한국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 속에서
태어난 신생미숙아였던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동두천의 후반
세기 역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또한 현재의 질곡을
형성하는 시발점이었다. 이 때, 역사성이나 고유한 지역문화는 고
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계획에 의한 개발이나 주민의 삶의 질은
국가안보의 대의 아래 희생되고 말았다. 기지촌은 동두천의 이미지
로 굳어져 갔고, 주민의 삶은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갔다. 이국적인
유흥의 문화 속에서 동두천은 점차 지치고 허약한 모습으로 변하
게 되었던 것이다.
전후 급속히 성장했던 도시는 상당수 미군병력이 베트남전에
파견되면서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11) 당시 이담면은 안흥리, 하봉암리, 동막리, 내동, 연동, 창동, 걸산리, 황매리, 가정자
리, 행당리, 지동, 동두천리, 상봉암리, 축산리, 광암리 등 18개 동리로 구성된 것
으로, 이담면의 포괄범위는 현재의 동두천시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제5장 동두천의 지역문화와 브랜딩 전략

103

방한에 맞추어 급히 새단장했다는 평화로 일대에는 그때 지었던
건물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보인다. 미
군을 주고객으로 하는 상가와 위락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보산동 일대는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
다. 소요산 입구에 있던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시의 그늘진 역사
를 상징하고 있다.

<그림 30> 평화로

현재 동두천시에는 미군공여지 12,255만평과 군사시설보호구역
700만평 등 전체 면적의 66%가 주한미군과 관련되어 개발이 억제
되어 있다. 이로부터 막대한 세수 손실은 물론 동두천시의 정상적
인 도시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뒤따
르고 있다. 그러나 미군에 의해 지역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게 하였다. 보산동 관광특구에 형성되어
있는 클럽과 상점 등 미군 대상 상권을 비롯하여, 동두천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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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이른다. 반면 노동집
약적인 일부 피혁산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하여,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1%에 훨씬 못 미치
는 8%에 그치고 있는데다 기술력도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제 3 절 동두천시의 정체성과 장소자산
남북교류의 지속적인 확대와 통일한국을 염두에 둘 때, 동두천
시가 가지고 있는 개발여건과 성장 잠재력은 작지 않다. 그러나
취약한 경제구조, 지역의 협소성, 한국전쟁 이후 군사 중심도시로
발전함에 따른 각종 제약으로 인한 낙후 등의 문제는 도시를 그늘
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재배
치로 인해 동두천에 주어진 변화의 기회를 잘 할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과 장소 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아갈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

1. 미군과 기지촌: 동두천의 빛과 그림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두천은 미군의 주둔과 함께 탄생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동두천의
정체성은 흔히 인식되듯이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역발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체성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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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병 주력부대의 주둔은 동두천을 안보 요충도시로 만들었다.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은 차치하고, 적어도 동두천 주민들은 국익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
내하고 살아왔다. 또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현충탑, 충현탑,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기념탑, 노르웨이 참전기념비, 반공희
생자 위령탑 등은 냉전과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하는 역사유산
으로,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현장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산들과 DMZ를 연계하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주는 현대사 관광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림 31>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한편, 미군과의 잦은 교류를 통해 동두천시는 이국문화를 받
아들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 미 우호의 밤 행
사라든가 미군 병사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행사들이 매년 열
려 자칫 생길 수도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반목과 갈등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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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적 교류와 융합은 이 지역의
음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두천의 대표적인 레스토랑으로
40년 전통을 지키고 있는 오륙집 에서는 팔뚝만한 랍스터와
일류 스테이크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풀코스로 먹을 수 있다.
김치가 곁들여 나온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음식문화가 섞였으
나, 그 모양이나 맛은 서울의 어느 일류 호텔 레스토랑에 뒤지
지 않는다. 이러한 음식문화는 인구 7만의 소도시에서는 매우
희귀한 경험일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정체성의 이면에는 미군의 기지촌이라
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특히 동두천 지역에 주둔
하는 미군들은 주로 육군 사병들로 경제력이나 문화적 취향 등
이 장교들에 비해 높지 않아, 지역 내에 저급하고 환락적인 서
양문화를 유포한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다수의 미군 범죄가
이곳 동두천에서 일어나기도 하여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동두천시내의 광범위한 토지가 미군공여
지 또는 군사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도시 발
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서비스업에 지나치
게 편중된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동두천의 경제구조가 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왜곡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 상당수의 동두천 시민들은 주한미군이 동두
천에 미친 악영향으로 지역이미지 훼손(29.5%)과 청소년의 교
육환경 저해(24.1%)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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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서 제약(20.3%), 치안과 법질서(미군의 폭행과 강도,
11.8%) 등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정적 정체성에 대해
서 지역주민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좋지 않은 영향 정도 (복수응답)
구분
지역의 이미지(대외 이미지 훼손)

빈도(명) 비율(%)
253

29.5

79

9.2

청소년의 교육환경
(기지촌, 미국 저속문화 등으로 인한 교육 위해)

207

24.1

토지이용과 도시개발
(미군공여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 도시개발 왜곡)

174

20.3

도로와 교통환경(도로파손, 교통정체 등)

44

5.1

치안과 법질서(미군의 폭행, 강도 등)

101

11.8

합 계

858

100.0

수질, 토양, 소음 등 환경
(부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2003, 미2사단 이전에 따른 경기도 파급효과분석, p.43.

반면 주한미군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각각
32.8%와 30.2%가 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아서, 주한
미군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었다. 다음으로는 30.3%의 주민이 국가 및 지역의 안보에 기여하
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양국간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3.8%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해서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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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의 주둔이 경제와 안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역의 문화와 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그러
나 더 큰 문제는 기지촌으로 고착된 지역의 문화와 이미지가 미군
기지의 이전과 함께 자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
와 이미지는 정신적인 측면에 관계된 것으로 변화의 속도가 물리
적 환경에 비해 훨씬 더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표 5.2>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좋은 영향 정도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경제 활성화
(미군을 상대로 한 판매 등으로 소득창출)

174

30.2

국가 및 지역의 안보
(미군의 주둔으로 국가 및 지역안보 강화)

175

30.3

고용의 창출(미군부대 내 일자리 제공)

189

32.8

선진문화 교류
(선진미국문화의 전수와 한미간 문화교류)

22

3.8

대민지원(미군의 수해복구 및 농번기 장비지원 등)

17

2.9

577

100.0

Total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2003, 미2사단 이전에 따른 경기도 파급효과분석,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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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산과 소요문화제
동두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별로 없다.
신천, 동두천천, 상패천 등 여러 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 경관이 수
려한 것도 아니고, 마차산, 칠봉산, 해룡산 등이 둘러싸고 있지만
특출나게 빼어난 명승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곳도 없다.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국가지정 보물인 반야바라다밀다심경약
소와 시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이윤형의 송서 율창 등 2점과 비
지정문화재 11점 정도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 3).

<표 5.3> 동두천시 문화재 현황
(단위: 점)
지정문화재
국가 지정
보물

1

시 도 지정
무형
문화재

1

비지정문화재

기타

향토유적

문화자료

11

70

자료: 동두천시, 2003 통계연보

문화시설 역시 시민회관이나 복지회관, 체육관 등이 각각 1개소
씩 있어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표 5.4). 다만 안보요충지로서
의 동두천시의 이미지에 맞게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각종 전시회
등을 열 수 있는 문화공간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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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동두천시 문화시설 현황
(단위: 개소)
박물관

영화관

1

3

시민회관 복지회관
1

1

문화원
1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1

1

자료: 동두천시, 2003 통계연보

이처럼 열악한 관광자원환경 중에서도 동두천시에서 자랑하는
전국적 명소가 있으니, 바로 소요산이다. 소요산은 수도권 제1의
단풍 명소이다. 산 입구부터 단풍나무가 아치를 이루어 등산객을
열렬히 환경하는 듯 하다. 또한 소요산은 기기묘묘한 바위와 작은
폭포가 아름다워 경기의 소금강(小金剛) 이라 불려왔다. 신라 고
승인 원효대사가 수도하다 관세음보살을 만났다는 자재암, 암벽 사
이로 난 숲길을 따라 깎아지른듯한 절벽 원효대 등이 있다.

<그림 32> 소요산 입구 단풍 아치

<그림 33> 2004년 소요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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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가 얕아보여 만만히 생각하고 산행을 시작했다 고생을 했다
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은근히 산이 깊고 험하다. 소요산을 찾는
산행객이 최근 1～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주5일제
근무의 정착과 웰빙문화의 확산이 많은 사람들을 산으로 이끌고
있지만, 도봉산이나 북한산 등 수도권 주민이 많이 찾는 다른 산
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한적하고
적당히 험해 등산의 재미가 있는 소요산의 산행이 갖는 매력이 알
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요산 입구에는 야외음악당이 마련되어 있다. 동두천시는 소요
산의 단풍이 무르익을 무렵 이곳에서 동두천시민과 소요산 등산객
을 위한 소요단풍문화제 를 열고 있다. 올해로 열아홉번째를 맞
이한 이 축제에서는 단풍천연염색이나 전통물레, 전통악기 등의 체
험과 씨름대회, 그리고 유진박, 송창식, 송대관 등의 각종 축하공
연 등이 이어졌고, 소요 외국인 노래자랑이 펼쳐져 자연과 문화의
합일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소요산과 소
요문화제를 잘 활용하면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요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1일 관광에 머물고 있다는 점
이다. 이들 관광객이 동두천시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시
설 및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와 체류하는
기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지역성이 짙으면서도 창의적인 문화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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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락음악의 발상지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의 방향을 문화관광으로 설정하
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향토자산만으로 한번 찾아왔던 관광객들을 다시 찾
도록 하고,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
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광자원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
여 관광객의 문화에 대한 향수와 자기만족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두천은 이미 소중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다.
동두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락 페스티벌은 1999년 처
음 출범할 당시부터 민간 주도의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이다. 연방문객 10만여 명을 기록하며 현재 한국 락 페스티벌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교부와 대학부, 그리
고 일반부의 락 경연대회와 한국의 대표적인 락 그룹의 공연들이
함께 진행된다. 대회가 진행되는 3일간 참가자들을 위해 캠프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판 우드스탁 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동두천은 한국 락 음악의 발생지 또는 메카라고 칭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락 음악의 대부로 알려진 신중현 이 한국 최초의
락밴드인 애드 훠(Add 4) 를 결성한 곳이 바로 이곳 동두천이었
기 때문이다. 또한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많은 락가수들이 동두
천 일대의 클럽을 무대로 음악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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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락 페스티벌이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것은 미군의 주둔
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기인한 것이며, 현재는 지역의 소중한 자
산이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화양, 유니버살, 삼진, 동영 등이 주
축이 된 미8군 쇼 단체가 생겨났다. 이들은 향수에 젖은 미군 장
병들을 위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동두천, 의정부, 문산, 파주,
송탄, 부산, 대구, 군산 등 미군이 주둔한 캠프촌을 순회하며 공연
을 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미군 계통에서 흘러나오는 유행음악을
연주하는 경음악단 위주였던 것이 곧 플로어쇼(패키지쇼)라는 명칭
으로 노래와 춤이 섞인 무대가 유행하였다. 이렇게 미군들을 위한
공연이 열리는 클럽 등을 통칭하여 미8군 무대 라고 하였던 것이
다.
한때 미8군 쇼 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에게 가장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외화벌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많은 가수들이
이곳을 거쳐 국내 가요 무대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미8군 무대는
당시 트로트가 주류를 이루던 한국 가요계에 미국의 새로운 음악
경향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명숙, 현미, 나미 등 기라성같
은 가수들이 모두 미8군 무대에서 활약하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경우이다.
특히 1960 70년 당시 아직 락음악을 수용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미군부대는 그것을 수용하고 소비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이문화 전파의 매개체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미8군 무대의 하나였던 동두천
에도 많은 클럽들이 생겨났다. 호황기에는 모든 클럽들이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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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와 공연단을 지니고 있었을 정도이며, 현재도 무대와 음향
시설을 갖추고 쇼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34> 동두천 락페스티벌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락 페스티벌은 동두천과 더욱 잘
어울려 보인다. 신중현 등 신화와 같은 락밴드들이 낮은 사례금에
도 불구하고 매 대회마다 빠지지 않고 자리를 함께하는 이유도 그
제서야 이해할 수 있다. 이들에게 동두천은 조강지처를 대하는 느
낌이리라.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음악적 끼
를 발산할 공간을 마련해주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야 말로
동두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진정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들일 것이다.
덕분에 동두천 락페스티발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며, 대부분
의 팀들의 수준이 하나같이 연주를 좀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피터팬 콤플렉스 나

1905 등

과 같이 동두천 락 페스티벌 경연대회 수상경력을 바탕으로 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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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악활동을 펼치는 락밴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
를 반증한다.
락음악은 전쟁과 억압에 대한 반항과 자유에의 갈망을 담아내는
비판적 음악이다. 부산, 속초 등 여러 도시들에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시작하였지만, 락음악의 이러한 정신을 담아내기에 동두
천만큼 어울려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그늘
진 과거의 기억을 예술로 승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두천 리브랜딩(Rebranding) 전략의
중추적 모티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두천의 경험은 아프고 그늘진 것이지만, 전체를 위해서 불편
함과 제약을 감수해온 미덕 또한 담겨져 있다. 그래서 굳이 그것
을 감추고 덧칠하기 보다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동력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두천에서
락음악과 락페스티벌은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제 4 절 동두천시 지역문화 발전의 방향-한수 이북의
국제문화교류 거점
미군 재배치를 앞두고, 동두천은 반환될 공여지역 지원에 대한 특
별법을 상정하고 제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환기를 맞이할 준비
에 매우 분주하다. 경원선 복선화 추진과 우회도로 신설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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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개선, 남북교류의 확대 등과 같이 동두천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동두
천의 향후 50년이 걸려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개별 사업에 매달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일이다. 아무것도 아
닌 일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주민간에 합의하는 일이다.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할 필요
도 외부의 지원에만 매달릴 필요도 없다. 시가 선도하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외부의 지원을
더욱더 명분있게 유치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이 바로 동
두천시의 미래상을 설정하는 일이며, 그것을 토대로 적합한 실천전
략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이 없이 몇몇 개별사업을 사업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1.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지역브랜드 창출
1) 동두천의 미래와 브랜딩
동두천이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곳, 일하고 싶은 곳, 휴일에 한
번 쯤 가서 쉬고, 즐기고, 놀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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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이미지를 씻어내어야 한다. 너 어디에 사니? 했을 때
동두천에 산다 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너 어
디 근무하니? 할 때 동두천에 근무한다 고 어깨를 쭉 펼 수 있
어야 한다. 너 어디 가니? 할 때 동두천에 놀러간다고 말해, 상
대방의 부러움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동두천 이미지는 외부로부터 주민과 기업 이주를
막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기회만
되면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 동두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일 뿐 내
가 평생을 살 곳은 아니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새로 개발한 동
두천 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율이 낮은데, 이는 외부에서 이
주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는 지역주민과 잠재적 이주민이 동
두천을 점점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람이 거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지촌과 같이 지배적이고
강력한 부정적 이미지는 미군이 단지 철수를 한다고 하여 쉽게 사
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두천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환경이
정화되어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동두천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이 새로운 이미지가 실제 지역발전 계획에
반영되어 장소성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고안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동두천의 장소브랜딩 전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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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고우나 피츠버그처럼 어둡고 침침했던 공업도시의 부정적
인 이미지에서 문화산업과 첨단 미디어산업 도시로서 긍정적 이미
지로 전환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들로부터 배우고, 창조적
으로 사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동두천 이라는 지명과 브랜딩의 방향
동두천 이미지의 문제는 가장 직접적으로 동두천 이라는 지
명과 직결된다. 실제로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도 사람들은 동두
천의 과거에 대한 인상을 쉽게 지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
명과 연관해서 동두천 브랜딩 전략은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생
각해볼 수 있다.
먼저, 동두천시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시의 새로운 브랜
드를 만들고 각종 홍보와 이벤트 등 켐페인을 통해 기지촌의 이미지
를 탈피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동두천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얻으려는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커서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지역발전 계
기의 활용에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두번째로 동두천시의 영역을 유지한 채, 시의 이름을 바꾸는 것
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 통영시나 정읍시와 같이 본디 이름을
찾아 시의 이름을 바꾼 선례들이 존재한다. 동두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1960년대 이후의 일이므로 그다지 깊은 역사성을 가
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칭이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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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시 승격 이전의 이름인 이담면 을 이어받아 이담시로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며, 지역 내 일각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이나 효과에 대해서 주민간의 합의와
면밀한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세번째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명칭을 바꾸는 방
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근 시 군과 통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
게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비교적 설
득력을 지니고 있다. 즉, 동두천시는 본래 양주에 속해있다가 미
군기지 주둔을 계기로 독립된 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론
적으로, 미군이 떠나간 마당에 독립된 자치단체로 있어야 하는 가
장 중요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
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력은 인구와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바,
동두천의 그것은 매우 열악해서 독자적인 자치단체로서 번창하기
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두천시가 본디 속하였던 양주
시와 통합을 하거나, 통일 후 개발을 생각하여 북쪽의 연천군과
통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 논리가 개
입할 여지가 많아 동두천시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는 문제점이 있다.
3) 새로운 동두천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장소 개발 방향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든지 동두천의 지역
이미지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적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한다. 포장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저절로 변화하는 것은

120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지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미
지가 실제의 장소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형식의
변화에 앞서 기지촌으로서 존재했던 내용물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동두천의 정체성
과 장소자산이다. 현재 동두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잠
재력을 파악하고,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에 가장 경쟁력
이 있는 긍정적 자산이 무엇인가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를 동두천의 브랜드로 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동두천의 브랜드가 뿌리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고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하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 락음악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성을 살려서 동두천을
락음악의 메카로 브랜드화하고 페스티벌을 보다 공격적으로 변화
시켜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두천에서 락음악이 넘
쳐나도록 해야 한다. 신중현, 윤도현과 같이 동두천에서 락음악
활동을 했던 음악가들에게 락음악 전수실을 제공하여 후계자를
양성하게 한다. 나아가서 이들이 노후에 동두천에 스튜디오와
자택을 지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준다면 락
음악의 발상지로서 동두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락페스티벌에서 수상한 팀들을 초청하여 지역에 있는 클럽
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도록 한다. 공연의 규모가 클 필
요는 없다. 이미 클럽들에는 무대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여기에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주고 홍보를 하면 입소문이 나면서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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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 보산동에 위치한 한미우호광장은 락
광장 으로 명칭을 바꾸고, 매주 토요일에 상설 락공연을 연다.
동두천에 가면 일반인들도 손쉽게 드럼이나 기타를 배우고, 연
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놓는다.

<그림 35> 한미우호의 밤 플래카드

<그림 36>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가에 조성된 한미우호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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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음악은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므로 고정적인 관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이들 관객을 위한 심야 클럽 공
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
층에서 향유되는 락음악의 구심점에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위치
하게 된다면, 동두천은 그야말로 락음악의 메카로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보산동 관광특구는 그 중심적 장소로서
다시 형성될 것이다.

2. 기존 장소자산의 활용
1) 클럽 공간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거점화
동두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이 보유하고 있는
장소자산을 100% 활용해야 한다. 특히 동두천에는 다른 지역과 달
리 영어가 가능한 상인들이 있고, 무대시설이 갖추어진 클럽이 있
다. 동두천 시내에만 80여개의 클럽이 있는데, 그 중 60개가 보산
동 관광특구에 모여 있다. 이 클럽들은 대개 시설비가 1억 이상이
소요되는 좋은 음향시설과 무대를 갖추고 있다. 미군이 이전한다고
하여 이런 좋은 시설들이 그냥 방치되도록 할 수는 없다. 미군이
떠난다면 그 자리를 채울 다른 소비층을 유치하면 된다. 그 하나
가 앞에서 이야기한 락음악의 매니아층이라면, 다른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사실 동두천은 경기북부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노동
자 혹은 산업연수생들이 모여서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저항감이 적고 영어가 통하며 클럽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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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6년 이래 동두천시를 방문한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흥미로
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표 5.5).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가 외국
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1996년 관광객 수를 보면 동
두천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내국인의 1.5배 정도였으나,
2002년에 이르면 6배에 가까운 78만 명에 이른다.

<표 5.5> 동두천시 방문 관광객수
연별

관광객 (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1996

601,605

247,203

354,412

1997

680,662

315,571

365,091

1998

581,226

233,058

348,168

1999

715,445

221,107

494,338

2000

866,616

194,318

672,298

2001

859,264

162,391

696,873

2002

924,689

139,868

784,821

자료: 동두천시, 2003 통계연보.

또한 관광객의 계절적 패턴도 차이가 난다. 즉, 2002년 월별 방
문객수를 보면, 내국인은 계절적으로 3～5월과 10～11월에 가장
많이 방문하여, 상춘객과 단풍놀이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짐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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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특히 10월에만 약 4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반면 외
국인의 경우는 연중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들이 연중 동두천을 찾고 있으며, 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장소개발 방향
한편,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를 두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도출
되고 있다. 골프장이나 승마장, 카지노, 경륜 또는 경견장 등이 그
것인데, 어느 것이든 예정된 교통인프라 조성이 완성되어 접근성만
향상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상과 관련지어서 지속가능하며 가장 효과
적인 개발을 추구한다면 차근차근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동
두천의 장기 개발방향 및 새로운 장소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수 이북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 으로
방향을 잡고, 동두천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카지노
와 같은 사행성 오락시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칫 기존 동두천
의 퇴폐적 환락가 이미지를 영영 지워버릴 수 없게 만들어, 일시
적 경제효과를 기대하다가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의 잠재력을 훼손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미군공여지 내
의 손상되지 않은 숲길을 이용하여 천연 승마코스나 트레킹로를
개발한다든가, 미군기지 자체를 살려 냉전시대의 산물로서의 의미
를 지니는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것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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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동두천시에
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영상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상산업은 특히나 자본과 지식
의 집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성공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잘 하면 영화 세트장 정도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신
통치 않은 것에 비하면, 그를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
회가 지역으로서는 아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절 결 론
동두천은 지금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
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 도시와 지역의 영고성쇠의 역사는 대부
분의 지역들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었다. 해가 질 날이 없다는 산업
혁명의 발상지 대영제국 의 선진 공업도시들이 후발 개도국의 추격
으로 공장 문을 닫고, 주민들이 실업자로 길거리를 배회해야 했던 날
들이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의 일이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새로
운 환경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버밍
햄, 글래스고우, 맨체스터 등은 그 대표적 예이다.
동두천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낫다고 여겨진다. 어쩌면 지금의 시련은 더 이상 지속되면 회
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21세기를 기약하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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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불편과 제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이며,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기회에 그늘진 기지촌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동두천만의 새
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진정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동두천에 새겨진 역사의 상흔들은 오히려 동두천
만의 독특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수많은 클럽들, 락음악, 외국인들
과의 교류,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등 이국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들이 잘 개발
되고, 조직된다면 동두천은 한수 이북의 국제문화교류와 관광의 거
점이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요는 동두천의 개발에 대
한 장기적인 그림 속에 각각의 사업들이 배치되어 서로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두천의 지역 문화
에 대한 면밀한 이해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동두
천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하고, 그 이미지에 맞게 인프라와
물리적 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동두천의
지역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제 동두천을 변화시키고 사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내는 힘은 주
민들의 동두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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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동두천시 재정기반 확대전략

오 영 균

제 1 절 재정기반 확대전략의 의미
주한미군철수 등 동두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사회경제
적 변화는 생활안정대책 및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시 역할에 대
한 기대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외적으로도 불리
한 지리적 여건과 피폐된 지역경제에도 불구하고 주변 자치단
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하는 압박도 심화되고 있다.
사실 동두천시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남부지역은 집중된
인구와 기업, 제조시설, 교육기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도로
등 기반인프라(SOC)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은 인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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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혹은 독자적으로도 대규모 외자유치로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수질보존 및 자
연환경 보존을 위해 각종 개발이 규제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며, 상수원보호지구 등 수도권 정책의
집중규제 대상지역으로 개발이 지체되고 있지만 그래도 접경지
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의 규제를 중첩
적으로 받고 있는 북부지역보다는 친환경적 발전 잠재력이 내
재되어있다.
따라서 동두천시는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약점을 딛고 일어서
서 어떻게 상대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
을 것인가 고민하여 왔고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구상한 바 있
다. 그러나 모든 발전계획은 재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며
자체재원으로 이를 조달하기 어려운 동두천시의 입장에서는 경
기도와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재정보존금 등 의존재원의 특
별한 지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재정기반의 확대없이 이전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시의 자율적 발전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이전재원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동두천시 자체적인 재정기반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동두천시의 발전과 관련한 재정 운영의 전략적 대
응을 위해 우선 재정의 현황, 특히 지방세 수입기반을 분석해
보고 아울러 향후 자체적인 재정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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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두천시 재정의 현황과 과제
1. 동두천시 재정의 현황
1) 동두천시 세입의 추세
각 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두
천시의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
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의
경우,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세, 지방양여금의 순으
로 동두천시의 재정수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방세
수입은 2001년 165억 9천5백만원, 2002년에 160억 2천2백만원이
었다. 지방세수입의 감소는 지방세가 꾸준히 신장되고 있는 경기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동두천시의 특별한 경제
적 현황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동두천시의 재정회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1년 현재 일반회계의 세입은 1,285억 2천
3백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50억 7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09억 3백만원의 세입을 보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동두천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2000년 309억 3백만원에 비해 2001년 352억 8천 2백만원으로
증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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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동두천시 세입규모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구 분

2001. 12

2002. 12

계

128,523

138,748

지방세

16,595

16,023

세외수입

45,185

38,176

지방교부세

30,753

29,498

지방양여금

7,935

5,277

재정보전금

7,645

9,984

보조금

20,410

39,790

지방채

-

-

계

25,070

35,282

상수도사업

25,070

35,282

보조금

-

-

지방채

-

-

계
기타
특별회계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30,903

44,505

1,437

40,902

22,096

-

보조금

7,370

3,603

지방채

-

-

주 : 모든 수치는 각회계년도 결산자료임.
출처 :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2002)
p. 1503 (37. 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석(총괄))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2003):
p. 1627 (36. 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석)
p. 1753 (38. 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분석(단체별))
p. 1771 (38-2. 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분석(단체별))

중앙정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01년 307억 5천 3백만원에
서 2002년 294억 9천 8백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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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2001년 79억 3천
5백만원에서 2002년 52억 7천 7백만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보조
금은 2001년에 204억 1천만 원의 수입을 보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2년 현재 397억 9천만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 새로 도입된 경기도로부터의 재정수입인 재정보전금은
2001년 76억 4천 5백만원을 보이고 있으나, 2002년 99억 8천 4
백만원으로 증가되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
고 기타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사업수입이 크게 증
가된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2) 동두천시 세출의 추세
동두천시의 총세출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으
며, 전체적인 규모와 추세를 보면 2001년 964억 4천 5백만원이었
고 2002년에는 954억 9천 9백만원으로 감소된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한편 기타특별회계 세출이 2001년 현재 124억 9천만원, 2002
년 63억9천 7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01년 96억 3천 8백만원, 2002년 162억 6천 8백만원으로 증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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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동두천시 세출규모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구분

2001. 12

2002. 12

계

96,445

95,499

일반행정비

29,831

30,088

사회개발비

26,243

32,646

경제개발비

35,083

26,435

348

199

지원및기타

4,940

6,131

계

9,638

16,268

상수도사업

9,638

16,268

-

-

12,490

6,397

사업비용

9,346

3,029

사업외비용

3,144

2,812

민방위비

공기업
특별
회계

예비비
계

기타
특별
회계

예비비

-

556

주 : 모든 수치는 각회계년도 결산자료임.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2 , p. 1551 (38. 시 일반회계 세출결산분석
(총괄))
p. 940 (11-2.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석)
지방재정연감2003 , p. 1655 (37. 시 일반회계 세출 결산분석)

일반회계의 세출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동두천
시의 경우 2001년에는 경제개발비가, 2002년에는 사회개발부문에
가장 큰 규모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사회개발비는 2001년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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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4천 3백만원에서 2002년 326억 4천 6백만원으로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에는 350억 8천 3백만원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264억 3천 5백마
원으로 액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되었다. 일반행정비는 298억 3천
1백만원에서 2002년 300억 8천8백만원으로 소폭 증가되었는데 세
입이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의 기반을 저해하는 경향
이라는 측면과 이전재원의 획기적 증대를 요구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도 비용절감을 위한 관리혁신노력이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2. 평가
동두천시의 재정의 위치는 경기도 전체 시 군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재정의
취약성은 동두천시가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력 분석에 관해서는 몇 가지 평가
방식이 있다. 첫째, 재정자립도인데 이것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
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즉, 자체수입을 세입결산액으
로 나눈 것으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
은 것을 의미한다.
동두천시의 경우 200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가
30.37%이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시에 있어서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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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40.81%인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하위권
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위성도시 지
역의 재정자립도가 6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
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재정력지수이다. 이것은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기준재정수요액대
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의
자주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기준재정수요액
과 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된다. 2001
년 회계연도 기준 전국 평균 재정력 지수는 60.38%이고 시의
평균은 53.15%인데, 동두천시의 경우는 37.76%로서 전국적인
관점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정현
황은 동두천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각종 개발 관
련 규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즉, 동두천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주한미군기지가 상당
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역경제도 미군의 주둔상황에 연계되
어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발전 잠재력을 갖추거나 독자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지역의 발전을 낙후시켰고 결국 재정규모의 취약으
로 귀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군기지이전과 더불어 자체적인 재
정력 증대를 위해 시 발전에 대한 특단의 자체노력과 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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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동두천 재정기반과 관련하여 유념하여야 할 것이 지
방채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
원 중 지방채와 채무부담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 지방채상환비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4년간의 평균으로 산출함으로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한 것이고 지표값이 높을 수록 지출의 탄력성이 저하된다고 할 수
있는데, 동두천시의 경우, 지방채상환비율이 12.91%로 나타나서
2001년 기준으로 전국평균 5.3%, 시평균 4.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채상환비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한다면 동두천시의 지출탄력성은 대단히 경직적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자체적인 시 발전노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도 시 재정기반을 고
려하여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 보다 민자유치 등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 3 절 동두천시의 재정기반 확대방향
1. 자주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인구유입
동두천시의 세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목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동두천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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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재정적 자주성은 법률이 제한하는 범위 안에 있게 된
다. 동두천시의 조세수입에 크게 영향을 주는 세목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세를
세목의 성질별로 구분하면,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그리고 인
두세의 성격을 갖는 주민세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자동
차세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재산과세는 동두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에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대
표적 세목이다. 소득과세는 주민의 소득 크기에 과세하는 것으로 주민
세의 소득할, 농지세 등이 있다.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가 대표적이며,
주민세는 개별가구의 세대주와 법인에게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동두천시와 같은 지방정부는 각 지방세 세목의 과세
대상인 세원의 크기에 세율을 곱하여 조세수입을 얻게 된다. 따라
서 동두천시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목과 세율은 지방세법
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동두천시가 지방세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각 세목의 세원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으
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동두천시의 지방세 수입은 주어진 각 세목
의 세원을 얼마만큼 신장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수 기반의 확대 노력이 보조금이나 교부
세에 의존하는 것보다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정력을 높
이는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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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두천시의 지방세 수입 중에서 담배소비세의 세원은 동두
천시 행정구역 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양이다. 하지만 담배는 비
탄력적 소비재로서,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일종의 기호품
이기 때문에 소비량의 변화가 쉽지 않으며, 담배소비세의 증감 또
한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재산관
련 조세의 세원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가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다만, 동두천시는 각종 개발규제로 재산과세를 위한 세원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지형적으로 임야가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고 미군기지를 제외하면 실제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면적자체가 제한적인 것도 중요한 한계가 된다. 또한 동
두천시의 높은 산악지형비율은 군사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유리한
장소지만 지역발전에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한 토지이용과 개발은 6.25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위치한 이유로 국가안보의 대의명분에 의하여 크게 희
생되어 왔다고 하겠다.
중첩된 규제는 동두천시 지역에서의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위와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토지 및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저
해하고 산업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현상은
지방세원의 취약과 지역주민의 소득저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소득 증진의 상대적 취약성은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주민세의 증진을 어렵게 한다. 주민세 수입의 또 다른 요
소 중 하나는 가구, 즉 세대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
구의 증가라 할 수 있는데, 동두천시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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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 내부적 인구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인구의 정체 혹은 감소현상을 고려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는 것이 인구확보라 할 것이다. 인구의 증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신장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지역내 활동이 증가하면, 동두천시의 토지이용에 경쟁력이
파생되고 지역의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수도권 시 군에의 인구유입은 주거단지 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단지 개발은 주로 서울의
과밀로 인한 인구의 압출요인을 서울근교에서 흡수하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수혜지역에서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하여 대량인구의 유입이 발생하고 지역적
으로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수입을 가져오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경우, 개발에 대한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의 주거단지 개발이나 산업
의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무리한 개발사업은 지
방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동두천시의 자산인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이에 따른 비용의 발생은 물론 장기적인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동
두천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동두천시의 주거지 개발과 같은 정책은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의 형태, 주변환경의 정비, 치안 및 범죄 방지와 연
계되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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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두천시의 재정기반을 확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최
우선적으로 규제완화 또는 특례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과
함께 인구의 유입을 증대시켜나가는 것이며 두번째로 교육도시 등
특성화 도시를 이루어 인구수를 증대시켜나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국익을 위한 희생을 반영하는 특별지원의 확보
동두천시의 취약한 지방재정은 동두천시 지역에 국가의 목적 달
성을 위해 취해진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 규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제한 등은
동두천시 공간정책 및 산업정책 등의 의사결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발전의 가장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향후 지방교부세 산정 및 배분에 있어 국가의 정
책에 의해 희생되어 당해 지역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재정수입을 얻
지 못한 것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두천시는 시의 상
황과 재정손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산정하여 중앙정
부에 제시함으로써 형평과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정당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특별히 동두천을 포함한 미군기지반환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성안되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 법에는 경제자유
구역 등 특별한 지원과 수정법 등 수도권규제관련법에 대한 특례
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례는 동두천지역경제와 동두천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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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
다. 물론 법안이 통과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시행령 그리고 법과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지원 등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특례가 적어도 동
두천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무리한 요구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별
회계에 의해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노력이 전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내 낙후지역인 동두천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요약하면, 낙후지역
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익을 위한 지역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동두
천시에 대한 국가와 경기도의 특별한 지원이 요청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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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봉 운

제1절 서 론
국가혁신체제 구축과 함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지
역혁신에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및 대학, 기업, 지방정부, 연구소 등 지역주체 사이의 협력 네
트워크 및 기술개발과 지역혁신을 촉진하는 사회 문화적 제도
조직 규범 등이 중요하며 이들 관련 요소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아울러 지
역발전은 지식, 즉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지방도시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교육과 인력개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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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 및 인력개발 현황분석
1. 지역특성 및 지역환경분석
1) 동두천 학생들의 학력수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12). 그러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전국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지만 2002년 7월에 공개한 2001년 국가수준 교육
취도 평가연구 를 기초로 하여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도 각 시
군의 실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6대 광역시와
읍 면 지역의 고교 2학년의 수학 점수 차가 100점 만점 기준에
18.97점이나 되는 등 도시와 농촌 학생의 교육성취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도 농간 점수차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더욱 크게 벌어졌다. 또 과목별로는 국어보다 영어와 수

12)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0월 전국 초등학생 70만명을 대상으로 읽기, 쓰
기, 기초수학 분야에서 개별학생이 국가수준 성취도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초등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학력 실태
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통하여 학력이 낮은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별, 학교별, 시 도교육청별 우열이 드러나 평가자료로 쓰일 것을 우려해
연가투쟁 위협 으로 교육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학생이 시
험은 보되 10%만 표집 분석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는(2003년) 시험을 보는
학생도 전체의 3%로 제한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초등교 6학
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중 18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성취도 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고3과 재수생 등 수능 응시 희망자들은 6월, 9월 두 차례 수능모
의평가를 본다. 또 16개 시 도교육청 주관으로 4, 5차례의 전국연합학력평가
를 보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전국의 학력실체를 정확히 파악
하여 개인별, 지역별 지원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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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처럼 과외학습이 많은 과목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13).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1%
인 8,142명, 6,828명, 7,48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국어 수학 영
어(초등생 제외)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교육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국어는 100점 만점에 서울시 70.48점, 부
산 등 광역시 72.42점, 중소도시 71.64점, 읍 면 68.29점 등으로
지역별 최대 점수차가 4.13점이었다. 또 중학교 3학년은 서울
58.07점, 광역시 60.79점, 중소도시 58.43점, 읍 면 53.27점 등
으로 점수차가 최대 7.52점으로 벌어졌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은 점수차가 더욱 심화돼 가장 높은 광역시와 읍 면 학생 사이에
15.28점까지 됐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도시 학생들이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를 통
해 읍 면지역 학생들 보다 영어,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하기 때문
으로 분석했다.
또한 경기지역의 수원시, 성남시 등 5대도시와 연천, 가평, 동
두천 등 18개 시 군지역 고교 2년생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비교한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자료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격차가 갈
수록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는 5대 도시가
233.4점(400점 만점)에 시 군 지역이 195.2점으로 격차가 38.2점
이었으나 2003년에는 215.27점과 169점으로 차이가 46.27점으
로 벌어졌다. 시 군지역은 도 평균보다 32.8점이나 떨어졌다14).
13) 경향신문, 2002. 7. 4
14) 한겨레신문, 200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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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급 학교 현황
2004년 12월 현재 동두천시의 각급학교 교육시설은 총 23개
로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공립2, 사립4), 고등학교
5개교(공립1, 사립4), 대학교 1개교이다.
하봉운 외(2004)의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내 타 시 도와 비교하여 동두천 지역학생의 교
육기회와 교원격차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교지규모, 교수-학습시설,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동두천지역의 교육의 질이 다른 시 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
다. 지난 몇 년간 급속히 팽창한 부천시, 고양시 등의 도시지
역은 인구수에 비해 학생수의 비율이 높고 학교수의 비율이 낮
은 반면에, 반대로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한 경기 북부와 남
부의 도 농 복합지역들은 인구대비 학생수의 비율은 낮고 학교
수의 비율은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록 최근 10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학생 수가 매년 7
만6000명씩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경기지역은 연평균 5만명씩
의 학생이 늘어났지만, 이러한 증가도 서울근교의 대도시와 신
도시에 집중된 현상이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지역사회의 교육 기회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공공도서관 및 인구 만명당 사설학원 수와
학생 만명당 사설학원 수에선 각각 다른 지역보다 낮아 우선적
인 확충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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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선호하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
수목적고등학교는 그동안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그리고 과천시,
네 곳에만 설립되어 경기도 다른 지역학생들이 진학하기엔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동두천 시측이 부지를 마련하고 사업비
160억원 가운데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40억원, 도교육청이
80억원을 부담하여 전체 8학급 240명 정원으로 2005년 3월에 동
두천외고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오히려 주변지역의 우수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을 지역
학생(5%)에15)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기반 확
충을 위한 노력이 그 결실을 맺었다.

15) 현행 초 중등교육법은 일반계 고교의 경우 같은 시 도 중학교 출신자만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이러한 규정
이 없어 전국단위로 모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지역의 학생에게 입학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도교
육청은 1) 원칙적으로 지역할당제를 허용하지 않고, 다만 교육감이 정하
는 자의 경우 정원외 5%를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2)
지역균형발전과 기초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입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지역할당제를 승인하는 경우 등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에 더 많은 학생 배정을 원하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지역주
민과의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초래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비록 특정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역할당제
가 법적인 문제가 있고 특목고설립 목적에도 어긋나지만 학교의 설립재원을 부
담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일정비율의 지역 학생들의 입
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러
한 지역할당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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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특수목적고 교육벨트 추진계획

동두천외고의 신설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수월성 증진 정책의 소산이다. 경기도는 '경기 교육혁신 지
원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목
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 설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
다. 이 우수인재 육성 계획에 따르면, 현재 10개인 경기도내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교육청 및 일선 시 군과의
협력을 통해 2005년까지 16개, 2010년까지 25개 이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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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학고의 경우 현재 수원에 있는 경
기과학고 외에 북부권(의정부)에 제2과학고가 내년(2005년 3
월)에 설립되고, 현재 안양, 과천, 고양에만 있는 외국어고도
도내 8개 권역별로 9개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평택 국제평화도시에는 국제고를, 양주
등에는 4개의 예술고가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과학고 가운데
1개는 '과학영재고'로, 외국어고는 모든 학교생활이 영어로만
이루어지는 '영어전용학교'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특수목적고 설립을 통해 도내 전역을 8개
특수목적고 교육벨트 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기도의 우
수인재를 육성하고 학교 이미지를 개선하여 교육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한 취지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더 나
아가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의 교육기본권인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와 그 기본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아동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
지역 권역별로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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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경기도 특수목적고 교육벨트 추진계획
권 역

현 재

시ㆍ군별 향후 설립계획
'05년 개교예정

수원 남부권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향후 추진
수원외고(공)
평택 : 국제고
오산 : 외국어고
화성 : 예술고

경기과학고(공)
경기체고(공)

성남 동부권
계원예술고(사)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 여주자영농고(공)

한국외대외고(사) 성남외고(공)

의정부 북부권
의정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

동두천외고(공)
제2과학고(공)

안양 중부권
안양,과천,군포,의왕

안양외고(사)
과천외고(사)
안양예고(사)
명지외고(사)

부천 서부권
부천,김포

부천예고(공)

남양주 북동부권
구리, 가평, 양평

부천 : 외국어고
김포 : 외국어고
안산 : 외국어고
광명 : 외국어고
시흥 : 과학고

안산 서중부권
안산,시흥,광명
고양 북서부권
고양,파주

양주 : 예술고

고양외고(사)

고양 : 예술고

구리 : 예술고

그러나 특수목적고등학교 확대 설립의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되
면서도 기존 학교들이 설립취지에 충실하지 못했던 측면을 감안하
여 특수목적고 교육 벨트 설치로 인한 정책효과와 함께 정책의 파
급효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보다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특수목적고 확대 정책은 주변 타 시 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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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내 다른 학교들간의 역동성을 고려
하면서 지역내외의 학교들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
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두천에선 무엇보다도 초 중 고 교육뿐만 아니라 지
역주민의 평생교육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학교육시스템
의 부재가 아쉽다.

2. 대학 교육여건 현황과 문제점
지방도시 경제발전전략과 기술조치계획의 개발 및 집행과정에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확대의 방편으로 동두천소재 한북대학교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입학정원 50인의 소규모대학
으로서 지역사회의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동두
천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고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4년
제 대학의 유치와 학과를 개편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위하
여 대부분 학과들이 모두 동두천시의 선도산업을 반영하는 특화된
학과가 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대학 활용론에 앞서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
서 오늘날 경기도의 고등교육기관이 당면한 현실을 우선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대학관련 규제와 연구
시설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 내 대학의 입지에 대한 규제와 입학정원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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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수도권 내 대학의 입지 규제로
는 4년제 대학의 신설 금지가 대표적으로 다만, 개방대 전문대
및 소규모대학(입학정원 50인이하)은 권역에 따라 그 입지가
허용된다. 권역별 대학의 입지규제는 다음 <표 7.2>에 잘 나타
나 있다.
입학정원의 총량규제를 살펴보면, 대학의 입학정원 총량규제는
수도권내에서 입학가능한 대학생의 총수를 규제하는 제도로 1994
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학 및 교육대학, 소규모대학: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총 증가수는 전년도 전국의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결정하
며 10% 초과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첨단분야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규제 산정에
서 제외됨.
- 일반대학원대학은 매년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중앙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서울 인천 경기)에 따른 규
제의 결과, 현재 대학입학정원의 상승은 억제되었으나, 대학원, 대
학원대학, 사이버대학 등 새로운 유형의 대학 신 증설을 통해 대학
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학원대학의 경우 신설된 대학은 대
부분 신학대학원대학으로 첨단기술관련 대학원 대학은 전무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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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특히 경기도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과 남부의 농촌지역은 대학교육기회의 확보가 매우 열악하다.
<표 7.2>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의 대학설립 관련 규제
내

권
역
별
규
제

용

과 밀
억 제
권 역

총량규제의 범위 안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의 신
설(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서울특별시안 신설불가)
총량규제의 범위 안에서의 입학정원의 증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단, 서울특별시안에서의 이전과 서울특별시안으로의 이전
은 제외)

성 장
관 리
권 역

총량규제의 범위 안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 50인 이내 대학의 신설(단,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00인 이내)
총량규제의 범위 안에서의 입학정원의 증원
수도권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자 연
보 전
권 역

총량규제의 범위 안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
는 입학정원 50인 이내 대학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단,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
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00인 이내)
총량규제의 범위 안에서의 입학정원의 증원

총량규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 이내
인 대학의 신설과 증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함.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전년도 전국 입학정
원 총증가수의 100분의 10, 대학원대학의 경우 매년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단,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건
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
가수는 입학정원 총증가수 산정에서 제외, 건설교통부장관이 국
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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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두천 교육환경의 SWOT분석

강점(S)

고등교육기관(대학교)
의 기반 취약 및
소규모 영세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대학
및 연구시설에 대한
규제
인구유입요소 미약 및
지역적 접근성 취약

동두천 교육환경의
SWOT

기
회
(O)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선도산업 선정 등을
통한 인력개발 수요

예정

창출

미군 등 외국문화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한
국제교육도시 이미지

교류기회 확대
‘미군기지=퇴폐’의
고정관념 탈피에 의한

약점(W)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요구(학과개편
및 증설)

부각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협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광양 등) 등
외국인들의 투자유치
및 거주를 위한
단위지역들의 기지정

(T)

및 난립

위

교육기관 개방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불만
고조

미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타지역과의 비교우위
극대화와
외국교육기관 유치
선점

일선 교육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수요에
대하여 능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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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점 및 기회요인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
고 있으며, 지역주둔 미군과의 지속적인 교류기회 확대를 통하여
공교육이 수행하기 어려운 학생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이나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통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미군이전과 더불어 미군기지=
퇴폐 의 고정관념 탈피에 의한 청소년 교육환경 여건이 점차적으
로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미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
극대화와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하여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이
미지를 부각시키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신설, 학과개편 및 증설)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약점 및 위협요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광양 등) 등 외국
인들의 투자유치 및 거주를 위한 단위지역들의 기지정 및 난립 등
으로 외국교육기관 개방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수요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능동
적 대응에 앞서 우선적으로 일선 교육계와의 적극적인 협력 모색
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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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두천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1. 고등교육기관 역량강화 및 신 증설
동두천시는 향후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동두천외고를 유치
하는 등 지역사회의 교육수요에 대하여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
다. 이 같은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 및 설립
은 외국어교육전문가의 양성과 전문인력 수급 등을 통한 외국어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재원
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두천시 자체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
만,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인 동두천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지방도시 경제발전전략과 기술조치계획의 개발 및 집행과정
에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확대의 방편으로 동두천소재 한북대학
교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그 방편으로 예산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동두천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북대학교의 학과를 증설 개편하거나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
증설 및 유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소재 대학의 대
부분 학과들이 모두 동두천시의 선도산업을 반영하는 특화된 학
과가 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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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 학 연 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동 연구소 운영,
연구단지 조성 등 지역사회와 밀착된 인적자원개발, 지역사회와
밀착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업현장 지향의 실용교육 강화, 지
역기업들과 대학이 협약하여 설치 운영하는 특약학과 확대 등
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대학으로의 우수학생 유인체계 구축 및 지역
대학 졸업자의 고용촉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수학생을 지
역대학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1) 기숙사 대폭 확충, 2) 해당지역
고교출신 수험생 입학시, 등록금 감면,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
자 우선 지원, 그리고 3)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
다. 지역대학 졸업자의 고용촉진 방안으로서는, 1) 지역내 대학
졸업자 일정비율 채용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2) 기업들이 지역
(방)대 발전을 위해 기부시 지자체 지원(지방세 감면 등) 강화 등
이 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2. 외국계 고등학교 및 대학유치
미군기지 입지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여건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동
두천지역의 국제화, 세계화와 관련된 인력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동두천지역의 국제전문가 양성과 미군과의 우호적
인 관계설정을 위하여 미국계 교육기관(대학포함)을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
사항이므로 법령개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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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어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주 킴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2004년 8월 16일)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교육거버넌스 시스템 확대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들의 의견이 정책과
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 학 연 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 방편으로 산업계(동두천시 기업인협회회장 및 노조협회
위원장, 동두천상공회의소장 등), 교육 훈련기관(한북대학교, 동
두천시고등학교교장연합회회장, 동두천지방노동지부장, 중소기
업청동두천지부장 등),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동두천시장, 동
두천교육장)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동두천시 인적자원 관련 정책
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
장은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지역교육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지방교육기관,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지역인재양성협의회 구성 운영과 그 맥락을 같
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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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과 기구의 보강
국내대학 역량강화와 외국대학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정책과 프
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할 조직과 기구를 설치하
고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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