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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장관리체제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 현 규
경기개발연구원장

정부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 혁신의 일환으로「新 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기업 첨단업종과 외투기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그것도 행정수도이전
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한시라도 시급한
이 시점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정치적 시책에 종속시키고, 서로 맞바꾸고자 하는 제
안에 다름아니다.
이번 발표내용에 나타나는“선-지방육성 후-수도권 규제 완화”
의 단계적 접근방식은 우리나라가 이미
대외경쟁에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한 폐쇄적인 시각이다.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
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동북아 중심을 위한 경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중국의 중국과학원「可持續發展戰略報告書」
(2001.2) 자료에 의하면, 1인당 GDP 2만5
천달러 달성목표는 상하이가 2015년, 베이징이2018년이다.
또한 정부의 新수도권 발전방안은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쟁
력강화를위한수도권공간구조 개편 및성장기반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비젼과계획이 결여되어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고도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연
주역이 서울과 테헤란로 였다면 온 국가 전체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갈 주역은 IT 등 성장상업
이 축적되어 있는 경기도가 기꺼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경기도의 국제경쟁력
을확보하고, 그에상당하는삶의질환경을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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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소득수준에 맞는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수도권 성장관리체제가 구
축되어야한다.‘분권’
을실현하고, 규제의 폐해를 극복하며, 수도권의계획적관리를위해서하루빨리 수
도권 성장관리정책및 계획체제로개편해야 한다.
이를위해우선규제중심의낡은정책틀을가진수도권정비계획법을폐지하고, 가령「수도권성장관리법」
또는「수도권의계획적관리에관한법률」
로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볍률에 수도권의 경쟁
력강화전략, 수도권의난개발방지전략, 선언적인것이아닌실천적인환경보전전략들을담아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기
능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든 안하든 수도권의 토지공급과 주택건설 수요는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가 추
정한 바에의하면 수도권 인구가현재보다 크게늘지 않아도 OECD 선진국 수준에맞는 도시환경을갖추
기 위해서는 약 2억평의 추가적 도시용지 공급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중소규모의 택지개
발과 준농림지 개발로 난개발이란 사회적 비용을 많이 감수해왔다. 지난 1990년 전후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이후에도 그에 상당하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이루어졌지만 그 어디에도 수준있는 인프라와 도시
환경을 갖춘 시가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합리적인 환경보
전을 제대로해나가야 한다.
또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없어서는 안될 것은 교통 등 인프라환경의 개선이다. 흔히
수도권의 과밀혼잡의 증거로 제시되는 혼잡비용도 양면성이 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경제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통혼잡은 인구규모가 작은 소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은 혼잡비용
도 많지만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이 작용하여 경제사회적 편익도 매우 많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교통인프라 수준은 런던, 뉴욕, 파리,
동경권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제 정신차리지 않으면 중국의 상해, 북경권보다 뒤처질 우려
가 있다. 계획적관리는수도권의 인프라에대한계획, 건설, 관리를 포함해야한다.
또한 수도권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방법도 지구차원의 택지개발방식으로 해나갈 것이 아니라 광역지역
차원의 도시개발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어쩌면 현재의 도시개발밀도를 가져가더라도 분당신도시
규모로 10개의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향한다면 더 많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편 환경의 보존도 억울한 토지소유자와 주민을 양산하는 토지규제방식 보다는 환경 보존에 대한 댓
가를 경제적으로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계획적 도시개발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규제
지역의개발권을 보상하든가공공이 토지를 매입해야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수도권 성장관리체제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2300만명 주민이 보다 쾌
적한 환경에 살아갈수 있도록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철도중심의 교통체계와 연계한 계획적인
도시 조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새로운 수도권 성장관리체제를 실현해나가는 기본계획의 성격도 이젠 지
방자치시대와 지방정부의 책임에 맞게 중앙정부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수도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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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획 가지고는 수도권의 지자체와 수도권 주민이 동의할 수가 없다. 이제 계획은 지역주민의 힘과 참여
로시행되어야만작동할수있음을알아야한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란 우물안 사고를 벗고, 세계와 동북아 속에서 수도권을 바라보자. 그리고 수도
권도 과거와 같은 난개발의중심지, 교통혼잡의주무대라는오명을벗어던져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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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전환과 수도권 성장관리체제의 구축방안

수도권 정책전환과
수도권 성장관리체제의 구축방안
Transformation of Regional Policy and Implementation of Growth Management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허 재 완 <중앙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수도권 정책전환의 필요성
Ⅲ. 수도권 정책전환의 기본방향
Ⅳ. 수도권 성장관리체제의 구축방향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study how to
build up a new growth management system in the Capital
Region. The necessity In fact of changing regional policy
for the Capital Region are three fold: the in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olicy, the change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apital Region and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of regional policy toward the
metropolitan area.
With this in mind a new growth management system is
proposed, The system consists of four factors: a new
growth management law, a new growth management
plan, a new administrative body and a new financing
approach. The paper suggests in detail how these factors
should successfully be i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unplanned urban sprawl, to maintain pro-environmental
urban development, and to make the Capital Region more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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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정부의 新 수도권 발전방안과 수도권 성장관리체제의 구축

Ⅰ. 서 론
한국경제가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부문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경쟁
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수도권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이 그 돌파구 중의 하나이다. 수도권
이 갖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수도권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다.
21세기 세계경제를 좌우할 3대 경제권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에서 우리나라
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 등의 주요 지역권보다 경쟁력에서 우위
를 지켜야 한다. 만약, 수도권이 경쟁 지역권에 비하여 독자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할 경
우, 우리의 미래는 절대 보장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인구분산과 지역균형개발의 형태로 진행되어온 수도권 정
책은 국가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의 경쟁
력만 떨어뜨려 왔다. 수도권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지금과 같은 패턴
으로 지속될 경우, 조만간 수도권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수 밖
에 없다.
향후의 10여년이 한국의 모든 지역이 나아갈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수도권 정책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혁신체제 수립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피할 수 없는 당위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가 아니라, 동북아 경제를 이끌고 가는 초 국경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
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은 지방의 경쟁력 제고로 연계되고 그 결과 우리나
라 전체가 동북아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수도권정책 전환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지역이 스스
로 수도권의 경쟁력과 정주여건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율적 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때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들도 80년대 이
후 기존 억제정책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여건에 맞추기 위해 수도권정책 방향을 과감
하게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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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도권 정책전환의 필요성
이 시점에서 수도권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크게 3가
지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수도권억제정책의 본질적한계,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선진국의 수도권정책동향.

1. 수도권억제정책의본질적 한계
수도권규제정책은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수도권정책의 정당성은
당연히 그것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도권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억제에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수도권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수도권정책이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
하는 것이다. 국토의 한정된 지역 특히 수도권지역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지역내의 과밀
과 국토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인구집중을 억제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러한 수도권정책 목표가 과연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역의 인구변
화추세를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강력한 수도권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1970~200년
0 ) 수도권 인구는 총인구
의 27.9%인 879만명에서 45.6%로 증가하여, 전국 인구증가(1,542만명)의 81.5%(1,25만
7
명)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졌다. 9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70년대의 절반가량으로 크게 줄었지
만, 여전히 전국평균 증가율의 2배 수준이며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나, 이는 농촌인구의 감
소에 따른 전반적인 도시인구 증가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1). 정책기간 동안 비록 서울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곧 경기도의 인구증가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규제정책은 인구집중억제라는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무등록 공장의 남발,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교육의 질 하락, 계획체계
의 교란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만을 유발하고 있다.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제조업체의 수도권내 입지를
강력히 규제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입지적 이점이 남아있는 여건에서 추진된 이러한 규제정책

1) 정책기간 동안 비록 서울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곧 경기도의 인구증가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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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적으로 소규모공장들의 불법적 입지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만
11,000여개, 인천에 1,800여개, 경기도에 10,000여개 등 수도권지역에 모두 2만여개에 달하는
무등록 공장이 무질서하게 산재해 왔다. 이러한 무등록 공장은 교통체증의 유발, 환경오염 가중,
외국근로자들의 불법체류 유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도권규제정책은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86~2000
년 기간 중 수도권지역에서의 제조업체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전국평균치인
1.94배보다는 낮으나, 같은 기간 중 대전, 충남·북 지역은 2.5배 증가하는 등 전국이 균형발전
하기보다는 경기도 인접지역에 산업이 집중되었다. 특히 대기업이 수도권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에도 경기도 주변의 음성, 진천, 천안, 아산만 등에 집중되어 수도권이 수평 확대되고 있다. 수도
권공장이전을 촉진하여 전국균형발전을 기하려는 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채 수도권
의 확산이라는 공간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의 수도권규제정책은 또한 교육의 질적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수도권정책
에 의거하여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큰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시도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들이 수도권내 또는 수도권 인근에 지방캠퍼스를 설치하는
데는 정책의 역할이 컸으나, 대학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효과는 적었다. 그리고 대학이 수도권 외
곽으로 이전하더라도 교수진 등 고급인력과 수도권 출신 학생들은 쉽게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으
므로 통근, 통학거리의 장거리화를 초래하였다.
수도권내 대학정원 비율은 1980년 43.3%에서 1990년 54.7%, 2000년에는 32.2%로 큰 폭
으로 감소하여 지방과의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내 고등교육 수
요의 상당부문이 지방의 교육시설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명문 고등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학업능력이 뛰어난 지방 학생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이 높은 대학일수록 정원과 시설을 확장하려는 욕구가 강하나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정책은 계획체계의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수도권정책에 의하여
수립되는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의 일정 공간을 다루는 공간계획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계
획체계상의 결함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나치게 거시적 차원의 용도지역제
(zoning를
) 채택하고 있다. 현행 법규는 수도권을 세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10여 개의 시·군이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동
질적(homogeneous인가에
)
대한 비판이 높다. 예를 들어, 성장관리권역에도 더 이상의 개발을
해서는 안될 과밀지역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권역에도
개발할 여지가 충분한 곳이 있다. 다음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은 계획이 아닌 행위규제라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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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이 종합적(comprehensive인
) 공간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용도지역제 등), 시설(교통, 상하수도 등), 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내
용을 포괄하여야 하나, 수도권 정비계획은 지극히 거친 용도지역 구분과 이에 따른‘특정시설’
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은 상위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획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즉, 수도권정비계획을 국토전체에 대한 일반법인 국토이용관리법보다 상위에
둠으로써 일반계획법의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하위법인 도시계획법상
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연관성이 취약해 법체계상의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2. 대내외적 여건 변화
수도권정책이 입안되었던 시기와 비교할 때 21세기 초입에 진입한 지금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여건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이들 변화를 감안할 때 과연 수도권규제의 기본논리들이 타당한가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할필요가 있다.

1)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추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구측면을 보면, 수도권인구집중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
어서 인구분산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정책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2). 예를 들어, 90년대 연평균
전국인구 증가율이 0.54%로 80년대의 연평균 1.42%에서 크게 낮아졌으며, 서울의 인구는
1990년 이후 절대수가 감소하였다. 경기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전체로는 90
년대 연평균 증가율이 1.18%에 불과하여, 80년대의 연평균 2.91%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다. 이
러한 인구추세를 감안할 경우 더 이상 인구증가가 수도권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인구가 감소한
다고 해서 과밀과 혼잡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인구의 집중과
분산에 대한 관심보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한데 현행 수도권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산업구조의 변화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부터 15년간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서비스업에 비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전국적 추세가 수도권의 경우에
는 더 뚜렷이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제조업 고용이 15년 동안 불과 1천명 증가하였으나, 3차 산
업은 86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사업체 규모가 전국에 비하여 영세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따

2) 손재영(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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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제조업과 대기업의 고용증가가 수도권 인구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수도권정책의 규제 논
리가 21세기에는 더 이상 타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화와 지식산업화
세계무역질서의 WTO 체제전환으로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한 변화를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약화, 국제분업 그리고 산업의 첨단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업의 활동과 입지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가 보편화되면 기업은 열악한 입지여건의 지방보다는 외국을 선택할 것이
므로, 수도권 성장억제를 통하여 지방발전을 유도한다는 접근법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지고 있다.
한편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전략적 제휴가 강화되는 추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양산업도 디자인 기술 및 고급소재의 개발, 고유상표 인지도 제고 등과 같은 방법으로 경
쟁력을 높이면 단순생산공정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는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품차별화, 공정간 분업, 기술 및
제품개발 등의 노력으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의 적응이란, 소수의 지식첨단산업
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모든 산업이 지식첨단화되어야 하며 이는 기술개발 네트워크의 발전을 기반
으로 한다. 컴퓨터나 반도체만이 첨단산업이 아니며 제품이 아니더라도 생산공정, 디자인이나 마
케팅 기법이 첨단화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산업첨단화는 광의의 기술개발을 전제로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기능제고,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계강화, 국제적·국지적 네트워크 구축,
첨단벤처기업 지원, 벤처캐피탈 육성, 정보화 등의 여건조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21세기 수도
권정책도 인재를 기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안정된 일상생활과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지방화
지방화로,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 간에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갈등구조
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제고, 협상기술의 발전, 적절한 유
인과 제재장치의 구축과 함께 대등한 협상주체로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서
로 협조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은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재원과 인력을 제공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 21세기에는 이와 같은 하향식 지역개발방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며 특히,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지방을 육성하려는 정책기조의 전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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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지자체간 자유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므로 국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유지되고,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한 룰을 제공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특정 자치단
체를 규제하고 제약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통치방식이 아니다.

4)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소득이 증가하고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생활의 질에 보다 많은 관심과 욕구
를 가지게 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다원
적인 가치관은 개성적이고 다양한 인간관계, 소비패턴, 직업, 정보전달 통로를 창출한다. 양과 규
모의 시대가 질과 범위의 시대로 변화하고, 특히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에 큰 가치가 부
여된다. 수도권과 관련해서는 환경보호, 교통망의 확충, 여가산업의 발전 경향 등이 중요한 정책
적 관심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인구와 산업의 분산이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환경보호가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질 것
이다. 법령체계와 행정력이 미약했던 여건에서는 수질보호를 위해서 시설입지를 규제하는 것이
차선책이었다. 그러나 환경법령체계가 정비되고, 행정력이 확충되는 현실에서는 입지규제를 통한
사전적, 간접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직접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문제
는 과밀과 혼잡의 한 유형이므로 수도권 분산정책의 존재이유 중 하나였으나, 교육시설과 공장의
분산정책은 오히려 교통량 및 거리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구축, 효율적
인 수요관리, 지속적인 교통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시각의 계획 수립,
투자재원조달,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동향
수도권 정책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화단계나 산업화단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위한 외국의 대도시권을 선택할 때에는 그 도시권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인구규모가 크다고 하여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없으며 그 대도시권이 국
토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 지역을 선택하
여야 한다. 동시에 외국사례를 참조할 때에는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
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런던, 파리, 동경 대도시권의 정책 사례가 우
리 수도권정책의 방향설정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영국 런던의 경우 1944년 대런던계획으로 런던의 확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1960~197년
0 대 광역 그린벨트의 확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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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통합 및 세계화라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1994년 런던 동남부 지역계획지침(RPG)
으로 런던 도크랜드 재개발지역과 테임즈강 동부축 개발 및 동남해안 지역의 개발지역 지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런던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도권 정책을 전환하였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1960년 파리권 종합계획(PADOG)으로 파리의 성장규제 및 지방중심도
시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1965년 파리권 종합지역계획으로 파리 근교지역
확장정책과 RER(고속철망) 및 고속순환도로건설을 추진하여 파리 근교지역과의 네트워크화 정
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94년 파리종합계획에서는 파리-일드프랑스-파리대분지-프랑스전
역-유럽 연합에 이르는 공간구상과 일드 프랑스를 국가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전국의 지방도시
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파리성장규제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일본 동경의 경우도 유사한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 1958년 수도권 기본계획으로 수도권 중심
부 도시성장 억제 및 외곽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8년 제2차 수도
권정비계획에 의해 반경 50㎞권을 광역 도시정비권으로 설정하고 도시, 교통, 환경시설의 광역적
확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6년, 동경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30㎞, 60㎞, 100㎞ 지역으로 구
분하여 정비하고, 대수도권을 300㎞와 태평양 도시벨트로 연계하는 구상을 수립함으로서 일방적
인 규제정책을 포기하였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진국의 대표적인 3개 대도시권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인구의
집중으로 각기 수도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점차 이를 주변지역과 연계
하여 정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들어 세계 경제권의 통합과 세
계화의 추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각기 수도권에 보다 많은 국제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잠재력을 국토로 전달하려
는 융통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표 1> 참조).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도권정
책의 방향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서 수도권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슬기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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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진국의 수도권정책 변화
단

제1단계

계

수도권
성장억제

런
정책

던
방

파
향

대런던계획 •확장억제
(1944)

정책

리
방

동
향

파리권 종합 •성장규제 및 지방중
계획(1960, 소도시육성
PADOG)

제2단계

제3단계

근교
광역그린벨트 •성장억제
정비·확장 (60~70
년대)
수도권과
지방의
통합

동남부지역 •도크랜드재개발,
계획지침 •테임즈강 동부축
(1994,
개발
RPG 9) •동남해안 개발계획

정책

경
방

향

수도권 •중심부성장억제 및
기본계획
외곽성장촉진
(1958)

파리권 •근교지역확장
2차 수도권 •반경 50㎞권을 광역
종합지역계획 •고속철망(RER) 및 정비계획
도시정비권으로설정
(1965)
고속순환도로
(1968)
파리종합계획 •파리-일드프랑스- 동경권계획 •수도권을 30,60,100
(1994)
파리대분지-프랑스
(1996)
㎞권으로 구분하여
전역-유럽연합 공간
대수도권을 300㎞,
구상
태평양 도시벨트연계
•일드프랑스를 국가
구상
핵심지역화

전개양상 집중억제정책을포기하고 세계화 속에서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음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Ⅲ. 수도권정책전환의기본방향
1. 정책전환의기본틀
수도권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와 부작용, 그리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수도권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필
자는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으로 나누어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기적 대안이란 현행
의 수도권정책의 기본골격인 이른바‘수도권정비계획’
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인
반면 장기적 대안은‘수도권정비계획’자체를‘수도권성장관리계획’
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의 틀은 크게 규제권역, 규제수단, 계획고권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여
기에서 규제권역이란 수도권 전체를 3개의 계획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차등 규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수단이란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과밀부담금과 총량규제
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계획고권이란 계획수립과정에서 지방의 주도권 행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적 대안이란 세 요소 중 규제권역만을 조정하는 안인 반면 장기적 대안이란 이들
세 요소를 모두 폐지하는 안이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정책의 전환은 장기적 대안의 관점에서 전환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존 수도권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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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장기적 방안의 추구에는 정치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수도권정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이 수반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 대안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대안의 정치적 타결이
가능할 때 까지 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안이다.
<표 2> 대안구성의 기본 틀
구 분

규제권역

규제수단

계획고권

내 역

권역별 차등규제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중앙정부주도의
계획수립 및 집행

현행안

유 지

유 지

유 지

장기적 대안

폐 지

폐 지

폐 지

단기적 대안

일부조정

유 지

유지(일부조정)

2. 단기적 대안 : 수도권억제정책의 부분적 수정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정책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아 정책의 유효
성을 떨어뜨리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수도권지역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하면 수
도권 과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주로 과밀억제권역)에 국한되며 나머지 수도권지역은
과밀이라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의 면적은 수도권 전체의 18%에 불과하나, 이곳에 수도권 인구의
87%, 공장의 78%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17,045.67
인/㎢이고, 과밀억제권역
전체로는 8,724.57
인/㎢으로서 과밀억제권역의 인구밀도는 수도권 전체밀도인 1,831.84 인/㎢
의 4.7배에 해당하고, 전국 인구밀도의 19배에 달하는 고밀도이다. 그러나, 성장관리권역의 인구
밀도는 464.83 인/㎢으로서, 이는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자연보전권역은 194.51인/㎢으
로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도권의 과밀은 과밀억제권역에
국한된 문제이며, 나머지 두 권역은 전국수준에 비추어도 전혀 과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과소한
실정임을 말해준다. 규제대상지역의 설정을 행정구역 단위로 하다보니 지나치게 과대설정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규제대상지역으로서의 수도권의 공간적 범역은 국제적 관점에서도 비합리적으로 설정되
었다. 우리 수도권과 일본 도쿄권을 비교해보면 우리 수도권의 경우, 중심도시의 집중도가
61.9%로서 일본 도쿄권의 29.4%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다. 인구의 거리대별 분포를 보면 이러
한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즉 중심도시 반경 40㎞이내에는 우리가 더욱 고밀하나 40㎞ 바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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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일본이 훨씬 고밀하다(<표 3> 참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우리 수도권의 과밀이란 서
울과 인접한 7개 도시권의 과밀이며 따라서 정책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역이 비합리적으로 설정되
었다는 사실이다.
국내적 관점이나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규제대상지역으로서의 수도권범역의 설정은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잘못 책정된 그린벨트의 경계선을 조정했듯이 잘못 설정된 수도권의 공간적 범
역을 재조정하여‘과밀억제권역’
만을 정책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실질적인 과밀
지역인 과밀억제권역 혹은 서울반경 40㎞이내 지역만을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의 대상지역으로 재
설정 하는 것이다.
<표 3> 수도권과 도쿄권의 거리별 인구밀도 비교
수도권
인 구
주거지
(천명)
면적(㎢)
(%)
(%)

중심으로
부터 거리

도시수(개)

중심도시

1

8,364
(61.9)

20㎞이내

7

20~30㎞

일본 도쿄권
인 구
주거지
(천명)
면적(㎢)
(%)
(%)

주거지
인구밀도
(명/㎢)

도시수(개)

주거지
인구밀도
(명/㎢)

301.2
(54.1)

27,767

1

8,292
(29.4)

354
(14.9)

23,421

1,297
(9.6)

59.4
(10.7)

21,849

16

1,984
(7.0)

198.1
(8.4)

10,015

6

1,089
(8.1)

60.3
(10.8)

18,068

29

5,941
(21.1)

544.7
(23.0)

10,907

30~40㎞

4

2,570
(19.0)

126.4
(22.7)

20,342

19

6,100
(21.6)

560.8
(23.7)

10,877

40~50㎞

1

32
(0.2)

2.0
(0.4)

16,301

21

3,397
(12.0)

429.0
(18.1)

7,919

50~60㎞

1

72
(0.5)

3.4
(0.6)

20,991

11

1,294
(4.6)

153.7
(6.5)

8,423

60㎞이상

1

77
(0.6)

4.3
(0.8)

17,927

17

1,189
(4.2)

130.6
(5.5)

9,109

계

21

13,502

557.0

143,244

114

28,196

2,370.7

69,794

자료 : 이건영,「서울 21세기」
, 한국경제신문사, 1995, p.472
자료 : 이상대, 1998. 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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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적 대안: 수도권억제정책의전면 페기와 자율적 성장관리체제 구축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억제 및 지역간 균형개발, 수도권의 과밀해소 및 난개발
방지, 수도권의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양한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성격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특정공간을 대
상으로 한 이러한 통합법의 불가피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이중규제로 부작
용이 가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
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접경지역개발법, 상수원
보호법, 기타 환경관련 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통합법적 성격을 갖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은 이중규제적 성격을 갖게 되어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으면서 일관성, 효과성 측면에서 다양
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뀌어진 여건을 감안하
여‘지역균형개발특별법’
과‘수도권성장관리법’
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정비계획
법의 핵심목적은‘지역격차완화’
와‘수도권과밀해소’
였다. 따라서 지역격차완화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그리고 수도권과밀해소는 수도권성장관리법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수도권성장관리법은 중앙정부에 의한 강요된 성장관리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계획고
권 확대를 통한 자율적 성장관리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인프라의 효율적 공급을 통한
과밀해소 및 국제기능 강화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등이 가능하다.

< 현행 수정법 >

< 수도권 성장관리법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수도권집중 억제

수도권 자율적 성장관리

지방 살리기 정책

- 공장·대학의 총량규제
- 과밀부담금 부과

- 계획고권의 확대
- 광역 인프라정비
- 계획적 개발

-

<그림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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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도권 성장관리체제의 구축방향
1. 수도권 성장관리의 기본목표
수도권의 위상, 문제점 그리고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성장관리는 크게 3가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개발방지, 환경친화적 개발관리 그리고 수도권경쟁력
제고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수도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통해 수도권에 더 이상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개발기관들의 무계획적인 택지개발 및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도
권지역은 각종 난개발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성장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동
결의 기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산발적으로 분산된 나홀로 개발이나 계획체계를 무시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그리고 단기적인 주택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신도시개발은 전면 불허되어야 한다.
‘先계획, 後개발’
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를 사전에 통제하고‘無계획. 無개발’
의 원칙에 입
각하여 미리 성장관리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일체의 도시개발을 불허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도권성장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집약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
해 녹지총량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오픈스페이스 이용권 및 이용밀도를 고려하여 녹지가 부족한
지역은 도시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녹지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지역의 산, 강, 바
다에 대한 통합적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동부내륙의 산림과 상수원, 서해안의 연
안지역 그리고 수도권의 3대 하천지역(한강, 임진강, 안성천)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도권의 허파
로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를 통해 수도권이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로서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황해 경제권의 경기만 서해안 개발축 형성과 한
반도 통일시대의 국토 남북종단축 형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동시에 소득 2~3만불시대를 대비하
여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질 높은 공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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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성장관리체제의 구축
앞에서 설명한 수도권 성장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효과적인 성장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야 한다. 성장관리체제의 구축은 크게 법률제정, 계획 수립, 조직구성 그리고 재원조달에 의하여
가능해 진다.

1) 수도권성장관리법의제정
수도권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단계는 규제위주인 현행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
3)
하고 성장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수도권성장관리특별법’
의 제정이다. 그리하여 기존

의 수도권집중억제방식에서 계획적 성장관리체제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성장관리특별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번째 수도권입지가 불가
피한 산업에 대한 입지규제 철폐이다. 우리나라 수도권과 외국 대도시권간 입지경쟁이 있는 산업
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先계획, 後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 및 차세대 기술 분야의 업종들이 자유롭게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야 한다.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집적이익을 활용하여 이들 산업들이 수도권내에 세계적인 경
쟁력을 가진 산업클러스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권역 지정과 권역별 규제제도의 개선이다. 3개의 규제권역을 지정하고 권역마다 행위규
제가 따르는 현행 지역적 레벨에서의 죠닝수법 적용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규제권역은 폐지 혹
은 축소되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접경지역, 동북아경제
자유지역(가칭) 등 개발촉진적 구역제도를 신설하여 수도권내에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혼잡지역의 도시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비수도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신설이다. 수도권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을 비수도권지역과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취함으로서 수도권성장관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윈-윈 하는 정책임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권내 세원의 일부를 비수도권지역
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비수도권발전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되

3) 성장관리법을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일반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특별법의 형태를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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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조정을 거쳐 국가·지방간 계약으로 확정하는 프랑스식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의수립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면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도권정비계획도 자연히 폐지되어야 한
다. 대신 수도권성장관리법에 명시된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4).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의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지역을 종합 관리하는 공간계획으로서 주요한 계
획체계상의 결함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지역에서 전략적으로 개발
하여야 할 곳과 보전하여야 할 곳을 우선적으로 구분하고, 개발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
의 시기, 양, 입지, 개발유형 등에 대하여 계획적인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장관리계획은 도건설종합계획과 같은 종합계획이 아니며 단지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전략적 공간관리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은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가변성 높은 계획
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정계획처럼 목표연도를 경직적으로 설정하거나, 정기적인 변경이나 재수
립을 의무화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성장관리계획은 앞으로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 및 보전사업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한편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현행의 정비계획법처럼 독자적인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관점
에서는 수도권성장관리법이 특별법의 형태를 가질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계획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면 수도권성장관리법을 일반법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공간계획체계인 광역도시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성장관리를 위한 행정체제의 구축
성장관리를 위한 행정체제의 구축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성장관리 실행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간 기능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수도권성장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이를 전담할 집행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4)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정계획으로 할 경우 강
력한 집행력이 수반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변화하는 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전략계획으로서의 신축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
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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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담조직을 수도권행정협의회 산하의 상설기구로 설치하
는 것이 현실적이다5). 예를 들어, 수도권행정협의회 산하에 서울, 인천, 경기의 도시상임기획단을
통합하여 새로운 성장관리 전담조직으로 재편하여 설치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현재
다소 유명무실한 수도권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상설기구로 이사회와 사
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의회 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고
성장관리업무에 대한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작동하고, 사무국은 건설부 및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
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수도권성장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관련 주체간 협조가 필수적이다.
즉 중앙정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
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작성한 성장관리계획을
각 자치단체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필요시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장관리와 관련한 자치단체간 갈등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
다.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기 때문에 길등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장치를 마련
하고 필요에 따라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도권내 광역자치단체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한 성장관리정책의 집행을 담당
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시설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초자
치단체가 개발과 미개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상 합당하나 기초자치단체가 지나
치게 이기적인 개발결정으로 성장관리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 및 협의를 하여
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성장관리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성장관
리계획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도시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인·
허가를 성장관리계획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성장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에서는 세수입의 변화가 수반된
다. 즉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이 완전히 이루진 후에는 인구유입으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운영관

5) 성장관리계획의 강력한 실행을 위하여 미국 포트랜드나 독일 하노버시에서 처럼 새로운 지역정부를 조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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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경우, 재산가치의 상대적인 감소로 지역
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및 주민의 성장관리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성장관리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장관리상 요구되는 광역간선 인프라시설 투자비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신도시개
발이 이루어 질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등과 같은 재원조달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장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활발히 활
용되고 있는 Tax Increment Financing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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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적 토지개발 및 관리방안
New directions of land use and
development for growth management in the Capital Region.
서 순 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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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도시권 성장관리의 필요성
Ⅲ.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적
토지관리방안
Ⅳ. 결 론

The establishment of urban growth management
system and well-planned land use and development
system in the capital region has recently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makers and academics in Korea.
Since the 1990s, the capital region has been continuously
challenged by newly emerging structuring forces, such as
global competition, new regional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consideration of these
changing contexts, new directions of growth management
and land management not only for becoming the hub of
East Asia economy, but also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t national level
are need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is aimed at
reviewing the concept of growth management, examining
conditions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within a
Korean context.
The paper suggests several policy directions in terms of
four dimensions. Firstly, strategic industrial clusters
should be fostered in the capital region for improving
economic competitiveness. In doing this, land use
regulation related to industrial location should be relaxed
in the capital region for reducing the gap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Secondly,
accumulated interests produced in the capital region
should be invested for the less developed region. In doing
this, a positive windfall recaptur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irdly, the total amount management
system and well-planned management system for the
reservation area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a plan-led
land use and development system which accommodates
gradually development demand will be need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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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배경
우리에게 있어 수도권은 항상 애증의 대상이었다. 고도로 압축된 산업화과정에서 서울은 성장엔진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게 되었다. 아직도 수도권의 경쟁
력은 곧국가경쟁력이라할만큼한국경제에서수도권이큰비중을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집중과 과밀로 인해 오래전부터 견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64년 서울의 집중
억제시책이 도입된 이래 수도권은 집중적인 견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1960~1970년대수도권 시책
의 초점은 서울의 인구집중억제에, 1980년대는지방의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1990년대에는국가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대도시권의 성장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김용웅외, 2003: 481~482). 특히
1990년대 초반은 세계화 등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수도권정책의 목표도 균형
발전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중시되었고, 그 결과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권역내 과
밀·혼잡해소등 대도시권성장관리에 중점을두기도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성장관리라는 개념과 정책은 미국이 도시개발과 토지이용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성장관리정책을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시도로 폭넓게 해석한다면, 우
리의 경우 이미 1990년대에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
한과밀부담금의부과, 공장및대학입지에 대한 총량규제제도 도입 등이 그예에해당한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 그 위상이 축소되고 있
다. 또한 수도기능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
기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시책이 추진되는 등 지방활력을 통한 국가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는 지금까지 다양한
수도권 시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산업의 집중도는 계속 증가해 왔다는 인식에 기인한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제시한자료에 의하면, 2002년 기준으로전국토의 11.8%에 불과한수도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증가하여 2200만명을넘어전체 인구의 47%를 넘어서고있는가하면, 산업기능과지
역총생산은인구보다 더높은집중도를 보이고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3).
참여정부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추진에는 지방이 그 중심에 서 있었으며 수도권은 예외였다. 수
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결구도는 공간상의 그것을 넘어 정치지형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결과적으
로수도이전의문제와맞물려많은반대와저항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던 차에 최근(2004. 8. 31) 정부는 수도권에 첨단공장의 신설을 허용하고 기능별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의「신수도권 발전방안」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소재 공

1) 파이낸셜타임즈,“수도권정비계획 2005년으로 연기”
, 2004.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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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이전 계획 등에 맞춰 수도권의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관리축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키로 했다1). 이와 같은 신수도권 발전전략의 추
진배경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규제위주의 소극적인 수도권 정책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수
도권의 집중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도이전과 관련된
빅딜로 비춰진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 어쨌든 정부의 신수도권 발전방안 공표로 수도권문제는 그동안
대립상태에서진일보한형태의 관리방안이마련되는 전기를맞이할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토지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대도시권 성장관리의 필요성
1. 성장관리개념과 목적
성장관리란 관리되지 않는 무계획적인 성장을 막고 관리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의 속도, 양, 형
태, 위치를 규제하거나 유도하는 공공의 활동을 의미한다. 성장관리라는 용어는 미국의 도시토지연구소
의「성장관리와 규제」
에서 처음 사용하였다(DeGrove, 1992: 1). 처음에는개발총량억제와 같은 엄격한
성장규제를 의미하였으나, 1970년대중반 이후부터는 성장유도적인 측면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
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성장관리정책의 목적은 성장과 개발을 환경적, 사회적, 재정적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있는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시민의삶의질을제고하는데 있다.
대도시권에서 이러한 성장관리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데는 대도시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도심의 환경악화, 그린벨트내에서의 토지이용규제완화, 주변지역의 무계획적인 난개발 등이
증가하는데그근인(近因)이있으며, 쾌적한도시환경에대한관심의증대등은그원인(遠因)에해당한다.
성장관리정책의 도입목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종 계획간의 일관성(consistency) 확
보, 토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간의 동시성(concurrency),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정책(affordable
housing), 압축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compact urban development), 역사및 자원자원의 보전,
경제발전의 여섯가지로요약된다(이양재외, 1996: 3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성장관리정책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계획간의 일관성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 압축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 점진적인 균형개발을
성장관리정책의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이양재외, 1996: 154). 반면경기도의 경우,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로서 수도권 개발 관리, 환경친화적 개발 관리, 난개발과 베드타운 개발을 탈피하기 위해 선계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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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원칙에 입각한 개발 관리를 수도권 성장관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
2004: 23-25).

2. 수도권성장관리의필요성
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과밀 혼잡 증대
수도권의 성장관리 필요성은 지난 수십년간 다양한 수도권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심
화되고 있는 수도권의과밀과 1990년대부터시작된수도권 난개발에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도권문제는 서울이 집중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서울의 인구는
1960년 244만명에서 1970년에는 554만명으로 300만명 이상이 증가했고, 1990년에는 1000만명이 넘
는 거대도시로 변모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서울을 넘어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서울
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수용 잠재력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서울과 주변지역 간의 접근성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그결과 1990년대의수도권의인구성장은 주변지역인경기도가주도하게되었다.
<표 1> 서울과 주변의 인구집중 추이
구

인구규모

분

(단위: 천명, %)

서 울

주변지역

수도권

1960

2,445

2,749

5,194

주변지역 기여율
-

1970

5,536

3,358

8,894

16.5

1980

8,367

4,934

13,298

18.8

1990

10,628

7,972

18,600

57.3

2000

9,854

11,404

21,258

169.2

자료 : 김용웅외·차미숙·강현수(2003: 472).

수도권의 집중은 인구에 그치지 않고 산업을 포함한 다른 영역의 집중을 수반하였다. 산업기능과 지역
총생산은 인구보다 더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체종사자수의
48.9%. 100대기업본사의91%가수도권에 입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3)하고있는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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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수도권 집중도 변화 추이

이와 같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원인은 역사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로서 600여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 수도권 지역은 산
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물적, 인적, 경제적 기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있어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었다는 점, 교육과 취업기회가 컸다는 점 등이 인구와 경제활
동을 수도권이라는좁은 공간에집중시키는 결과를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은 과밀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 지역격차의 심화 등 지역간 형평성 및
사회적 통합 저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교통혼잡비용의 증가(1992년
3.5조원에서 2000년 7.2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지가 및 주택가격 앙등, 환경오염 증가, 도시서비스 비용
증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24-40)) 등의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2) 수도권 난개발
수도권 난개발문제는 199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토지이용규제완화와
세계화가 강조되었고,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전면 개편으로 이어져 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땅을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토지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준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고
제한행위열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토지이용과 개발이 가
능하게 되었고, 수도권과 같이 개발압력이 큰 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이라는 토지는 근원적으로 난개발의
소지가큰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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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간 전체 준농림지역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약 403㎢의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개발되었다.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실적을 시도별로 보면, <표 2>과
같이 경기도가31.8% (128.4㎢)로가장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표 2> 준농림지역의 시도별·연도별 개발면적
구 분
계

계
면적

비 율(%)

403.83

100.0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61.69

70.06

77.24

88.15

50.32

56.36

광역시

5.84

1.5

0.11

0.79

0.86

2.04

1.04

1.0

경기도

128.45

31.8

15.98

18.72

23.57

32.52

13.34

19.48

강원도

29.79

7.4

3.23

4.63

4.71

6.49

5.33

5.4

충 북

38.82

9.6

6.07

7.10

7.29

7.51

5.28

5.57

충 남

61.77

15.3

10.62

13.98

11.87

12.18

6.49

6.63

전 북

28.66

7.1

4.58

4.96

5.24

5.73

4.54

3.61

전 남

21.92

5.4

3.68

3.83

4.10

3.84

3.15

6.32

경 북

41.65

10.3

7.84

7.16

8.33

8.01

4.79

5.52

경 남

42.05

10.4

8.28

7.67

8.80

7.67

4.79

4.84

제 주

9.76

2.4

1.30

1.23

2.49

2.17

1.57

1.0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2000.

그런데 문제는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소규모의 초고층 공동주택이 개발되었다는 점에 있다. 1996
년부터 1999년까지 총 384건의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12,676
천㎡의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고밀도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면적기준
으로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고있음을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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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현황
구분
계

계

1996년

1997년

(단위 : 천㎡)

1998년

1999년

건수

면적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384

12,676

78

1,422

115

3,528

90

3,663

101

4,063

부산

-

-

-

-

-

-

-

-

-

-

대구

-

-

-

-

-

-

-

-

-

-

인천

7

293

2

26

4

236

-

-

1

31

광주

-

-

-

-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

-

-

-

-

-

-

-

-

-

경기

187

7,734

19

475

28

1,088

60

2,843

80

3,328

강원

20

393

6

59

7

85

5

176

2

73

충북

38

819

-

-

23

371

13

373

2

75

충남

103

2,475

41

494

45

1,527

6

90

11

364

전북

14

405

3

85

5

152

3

73

3

95

전남

3

19

2

11

1

8

-

-

-

-

경북

7

263

1

31

2

61

2

74

2

97

경남

5

275

4

241

-

-

1

34

-

-

제주

-

-

-

-

-

-

-

-

-

-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참고자료집(2001).

준농림지역에서의 난개발 특히 수도권 준농림지역에서의 난개발은 민간주택건설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의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도 일어났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택지개발사업규모는 민간에 의한
공동주택건설규모에비해현저하게 큼을알수 있다.
<표 4>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시행 현황(1981년~2002년)
사업완료

시·도별
합 계

수도권

(단위: 천세대, 천㎡)

추진중

지구수

세대수

부지면적

지구수

세대수

부지면적

423

2,172

269,633

156

1,018

166,749

소 계

138

1,091

137,253

71

494

85,934

서 울

32

289

30,767

9

31

3,707

인 천

15

116

13,366

7

45

6,605

경 기

91

686

93,120

55

418

75,622

주 : 추진중 자료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
자료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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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한국토지공사 등이 제안한 사업지구를 택지개발예
정지구로 지정하거나,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다르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이 곤란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군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용
지로 계획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그 개발 시기도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
구하고, 시·군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빈번하
였다2).
이와 같은 공공과 민간에 의한 난개발의 결과 기반시설 부족,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유발, 우량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이 컸다. 즉,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기존 시가지와 떨어진 곳에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진입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보문제가 야기되었고,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
는 초고층 공동주택이 건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계획적인 개별공장의 입지로 인해 산업폐수의 발생 등
환경오염이 유발되어 빈번히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난개발의 원인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토지이용계획체계의운영과 도시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시
행, 지나친 개발이익의사유화 허용(서순탁2000: 10-15) 등이지적되고있다.
이러한 난개발 사례는 용인서북부지역에서 현저하다. 이 지역에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녹지 훼손,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광역교통시설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한바 있다(<표 5> 참조).
<표 5> 분당신도시와 용인서북부지역 개발 비교
구

분

분당신도시

면

적

600만평

3,700만평

주

택

97,500세대

97,100세대

198인/ha

590인/ha

59개소

26개소

문화시설

66개소

-

공

원

80만평

-

도

로

246km

-

전

철

25km

-

인구밀도
학
생활편익시설

광역교통시설

교

용인서북부지역

자료 : 건설교통부.

3) 수도권의 지속적인 성장
문제는 수도권 성장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2500만명을 넘

2) 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용지로 계획된 곳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32 ●경기논단 2004년가을호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적 토지개발 및 관리방안

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4).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고용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집중도가 심
화되고 시가화면적 및 교통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경기도, 2004: 17-19). 따라서 이러한 대도
시권 성장전망을 반영한 체계적인수단이필요하다.
이밖에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지방분권, 행정수도 이전 등 새로운 정책환경을 고려하는 성장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대도시권 육성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므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방향으로수도권토지이용의 틀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있다.

Ⅲ.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적 토지관리방안
1. 수도권성장관리를위한 토지이용목표와정책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의 집중과 수도권의 난개발은 수도권 성장관리를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에는 이해관계자들간에나 전문가들 사이에
별다른 입장차이가 없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계획간의 일관성 확보, 개발과 공공시설 확충간의 동시성확보, 자연자원의 보전 등
이 과거에 비해 용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일원화와 기반시설연동제 등 선계획 후개
발 시스템의구축에힘입은바크다고할 수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차이가 있어 왔다. 특히 수도권
규제정책에대해서는첨예한입장차이가있는바, 이는문제의진단과해결방안에있어서까지다르게나타
나고있다. 경기도와시장을선호하는입장에서있는사람들은 수도권문제의원인으로수도권규제정책이
문제를악화시켜왔다고진단하고, 이의해결방안으로규제철폐와시장에의한문제해결을주장하고있다.
반면, 중앙정부와 계획의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과밀·혼잡을 문제의 원인으
로인식하고있으며, 이의해결방안으로시장메카니즘을제어하는강력한정부개입을선호하고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더해지면서 이해당사간에 합의된 수도권 성장관리정
책 수립·시행은 더욱 어려워지고있는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두가지 관점을 절충하는 중간적인 관점에서수도권 성장관리를위한 토지이용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성장관리의 토지이용목표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토지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합리화,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로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개발 관리, 난개발과 베드타운 개발을 탈피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이며 선계획후개발원칙에입각한 개발관리를 성장관리정책방향으로설정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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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성장관리를위한 계획적 개발·관리방안
1)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이 방안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이 입지규제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전략적으
로 육성해야 할 산업과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재했다는 반성에 기인한다.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추
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 차원에서 기존의 규제를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에 전략적인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정부가 8월에 발표한 신수도권 발전방안과도 유사하다. 즉 수도권에 세계수준의 3개의 첨단산업 혁
신클러스터를 육성3)하고 4대 특성화벨트4)를중심으로 지역별특성에맞는산업클러스터를육성한다는바
로그것이다.
현재 수도권은여타 기능에 비해 R&D중심 기능이 가장취약하다는지적을 받고 있다5). 이를위해서는
업종단위로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필수적인 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
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공장이전부지를 산업클러스터 지원단지로 육성하고 외국계 대학원
설립 허용및외국연구소 유치를위한 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현재의 수도
권 토지규제방식은 규제목적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조닝에 의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공장
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등 권역별로 입지가능한 공장유형을 법령에서 열거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해서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닝방식의 규제는 환경보전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성장을 적절히 수용하는 계획적인 관리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권역별 특성을
살려 성장관리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개별공장을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영국식의 계
획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동우, 2004: 149). 자연보전권역은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실
제 배출된 오염량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의 입지규제
를더 강화하여적극적인 이전을유도할필요가있다.

2)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수도권 성장관리방안
이 방안은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이 수도권내 집중억제와 수도권내 재배치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기때
문에 수도권규제와 균형발전과의 연계가 부족하였다는 반성에 기인한다. 수도권 집중억제는 수도권내 입

3) 이것은 크게 국가주도형과 기업주도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전자는 부품소재클러스터(안산, 반월시화)를, 후자는디지털전자클러스터
(수원, 산성전자)와 LCD클러스터(파주, LG필립스)를그 예로 들고 있다.
4) 4대 특성화벨트로는 남북교류 산업벨트(경기북부지역),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경기서부지역), 해상물류산업벨트(경기남부지역), 전원
휴양벨트(경기동부지역)을 말한다.
5) 수도권내 세계 500대 기업의 연구소 입지가 전무하다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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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균형발전시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수도권입지
에 따른 집적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지방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와 지방육성 간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수도권 개발과 연동되는 적극적인 개발이익환수체계의 단
계적 도입이필요하다. 또한과밀부담금제도그 적용범위를확대하고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도권 성장관리방안
이 방안은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환경의 질을 열악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수도권정
책에 수도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성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보전지역에 대한 개발억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환경에 대한 총량적 관리,
실효성 있는 계획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리체계를 구축함
과 동시에 적극적인환경용량 창조를 위한 환경프로젝트를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수도권 계획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 수도권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정비계획과 경기도광역도시계획의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광역
적 토지이용계획의 틀을 구축하고 수도권 시·군에 택지개발지침을 제공하여 계획적 토지이용을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규제중심의 관리패턴에서 벗어나 수도권 광역계획과 시·군 도
시계획을중심으로실효성있는계획적관리가필요하다.

전국

국토종합계획

지역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기존 수도권정비계획과 경기도광역도시계획을 통합)
시·군종합계획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지구

지구단위계획
<그림 2> 수도권 토지이용체계

4)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이 방안은수도권에 대한 집중억제나 개발억제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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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와 시기, 주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인구는 매년
30~4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20만명 이상 증가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전국에서
주택단지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수도권 난개발 방지와 과밀억제를 기조로 하면서 개발
압력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수도권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2003년~2012년 주택종합계획에 따
르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만 2,416,00가구의
0
주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성되어야 할 공공택지
는 수도권에서만 7,060만평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소요택지의 절반을 신도시로 개발할 경우,
판교규모(282만평)의신도시를 12개 이상건설해야한다는논리가성립된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수도권 관리의 정책기조는 최상위 국토관리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국토계획
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토지난개발 방지 및 계획에 입각한 친환경적 토지이용이다. 이러한 전략은 권역별
특성을 살려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도권 동부지역(전원휴양벨트)은 수질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면
서소규모 택지개발을, 수도권 서부지역(국제물류첨단산업벨트)은 국제교역 중심지 및 배후도시개발을,
수도권 남부지역(해상물류 산업벨트)은 첨단 중소기업의 계획적 산업입지를, 수도권 북부지역(남북교류
산업벨트)은 남북교류및경제협력단지를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1백만평 이상의 규모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
발시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은 시·군 차원에서 도시개발법이나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필요한 주택을 신규개발에 크게 의
존하기 보다는 기존시가지의 고밀이용 촉진을 통해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시가지의 고밀개발
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반시설용량과 용적률을 연동
시켜 기반시설용량이 충분하면 고밀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시가지 개발의 경우 개발밀도
상승 및 고밀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체계를 확보하여 환수된 재원으로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한다. 신도시
개발시에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주택수요관리 차원에서는 수도권 개발부담금제
도를 신설하여 최대 개발이익의 75%까지 환수가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택지개발수요의감소를유
도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도권택지수요의 지방 분산시책이 필요하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지
방의 도시용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인 바, 지방중소도시의 육성을 통해 도시용지 수요를지방으로
분산하고, 중소 지방도시의 인프라 확장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할필요가 있다. 기업도시나 정보도시를
조성하여우수인력이 지방에정착할수 있도록자족적인주거단지조성을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36 ●경기논단 2004년가을호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적 토지개발 및 관리방안

Ⅳ.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은 집중·과밀과 난개발이라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위에 지속
적인 성장전망에 따른 체계적·단계적 관리라는 미래의 짊까지도 지고 나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여
기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하는 성장엔진의 역할과 지방의 성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을 요
구받고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수도권성장관리방안은 지극히 시론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아우르는 성장관리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적·협력적 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를통해서 합의된 전략이 모색되
고 실천방안이추진되어야함은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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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외국의 신도시 개발과 교통계획
Newtown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Planning in a Developed Country

류 시 균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목 차

New towns are generally built when their mother
city reaches her limit to solve urban problems. Thus new

Ⅰ. 서 론

towns can not help being dependent on their mother city.

Ⅱ. 선진외국의 신도시개발과 교통계획

Accordingly, transportation systems between new towns

Ⅲ. 결 론

and their mother city become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for the success of new towns. However new tow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tribute little to lessen
the urban problems of their mother city, Seoul, but even
become a factor to expand problem areas of the mother
city and deepen the urban problems. Especially,
insufficient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road oriented
transportation networks play a key role to deepen the
urban and transportation problem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paper examines successful new towns of developed
countries and discusses the transportation factors to lead
new town planning successful. Japan and Europe
countries build rail oriented transportation networks
between new towns and their mother city while countries
in the northern America build road oriented ones.
Because metropolitan areas in Korea is similar to those in
Japan in many urban aspects, it is highly recommended
to build rail oriented transporta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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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은 지난 20년 동안 경기도 지역에서 자행된 난개발에 대한 반성 그리고 수
도권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수도권 주민의 생존계획 나아가
서는 수도권지역의 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면서 동시에 소득수
준 2만불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삶의 터전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의 기본
목적이다.
과거 수도권지역에서 자행된 난개발은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수도권 주
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자족기능을 상실한 베드타운의 조성으로 서울 일극의 공간구조는 더욱 견
고해졌고 교통기반시설의 공급부족은 출퇴근 시간대를 생존을 위해서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공간
으로 만들어버렸다. 더욱이 도로 중심의 대중적 교통망 확충은 자동차 의존적 통행패턴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역으로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대안으로서의
효과를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자족성 강화와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이 제안될
수 있으나 이러한 대안은 현상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교통문제의 해소방법에 불과할 뿐 수도권 성
장관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만불대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생활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선 충분한 가용토지의 확보와 녹지공간의 보존이 필
수적이고 토지개발과 교통망 확충이 하나의 팩키지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속·
고용량의 대중교통망 확충계획을 수반한 계획이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성장관리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선진외국의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교통계획분야를 중점으로 검토함
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계획 수립의 당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수도권성장관리계획에 있어서 교통계획의 기본이념과 구상안 그리고 계획대안을 소개함으로써
대중교통중심의 교통기반시설 확충전략이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에 있어서 교통계획의 기본 철학
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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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진외국의 신도시개발과 교통계획
1.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연계교통체계의 의의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는 1961년의 그의 저서「역사 속의 도시(The City in
History)」
에서 신도시의 역사가 도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교외도시를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현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교외주택지는 도시발생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으며 그것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고대도시가 공간적 폐쇄성으로 인한 비위생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잔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더 나아가서 도시의 모체라고 정의된 우르에서도 교외도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루이스 멈포드의 신도시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신도시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과장
일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모도시와 신도시의 필연적 관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져 있었
다고 하는 사실이다.
신도시 개발은 모도시의 과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신도시와 모도시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도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핵심기능과 고급서비스는 모도시에 남게
되고 신도시는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능만을 유치하게 된다(물론 자족적 신도시개발
을 기치로 모도시와의 관계단절을 선언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따라서 양질의 도시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 신도시 주민들은 부단히 모도시를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신도시의 이러한 생활
패턴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신도시와 모도시를 연결하는 연계교통체계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지역에도 이른바 5개 신도시가 개발되어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생활만족도가 높다라는 사실이 각종 연구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와 모도시간 연계교통체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신도시 생활에 있어
서 가장 불편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신도시와 모도시간 연계교
통체계의 원활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광속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난개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교통기
반시설의 동시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수도권성장관리기본계획은 이러
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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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신도시 개발사례
1) 밀턴 케인즈(Milton Keynes)
(1) 도시의 개요
밀턴 케인즈는 런던과 버킹검의 과밀문제해소를 목적으로 1967년부터 개발이 추진되었다. 과
거의 신도시개발방식, 즉 모도시 의존적 소형 베드타운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런던
도심으로부터 북서쪽으로 70㎞ 이격된 위치(런던과 버킹검의 중간지점)에서 부지가 선정되었다.
신도시법(New Town Act)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구면적 2,700만평에 25만명
(28인/㏊)의 인구를 유치하도록 구상되었다.
국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에 호텔, 백화점 등의 중심시설을 유치하였고 연장 1㎞의 아케이
드를 조성함으로써 쇼핑센터 및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City Church가 연결되도록 하였다. 주거
지역은 주간선도로(City Road)를 이용해서 1평방키로미터 규모의 근린분구로 분할하였으며 저
층의 비즈니스파크를 도시 외곽지역에 분산배치함으로써 직주근접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1> 밀턴 케인즈의 교통망계획

(2) 교통계획
도로망의 기본 골격은 격자형이며 기능에 따라 A5, City Road, Main Local Routes, Local
Roads, The Redway로 구성된다. A5도로는 도시의 북측 외곽을 관통하는 동급의 M1도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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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해서 통과교통 및 외부 유출입 교통량 처리를 목적으로 새롭게 건설된 고속도로급(설계속도
120㎞ph) 도로로서 남측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한다.
City Road는 도시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근린분구를 구획하는 도시간선도로로서 1㎞의 간격
을 유지하면서 격자형으로 구성된다. 설계속도는 85㎞ph이며 City Road간 교차지점에는 직경
40m의 roundabout을
s 설치하였다. 타 등급의 도로와는 250m 간격으로 접속되며 T자형 접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로변으로 여유폭을 충분히 확보해두어 장래 확폭에 대비하였으며 일
상적으로는 부차도로 및 조경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City Road를 관통할 수 있도
록 교차로 부근으로 지하도를 설치하였다.
Main Local Road는 City Road와 근린분구를 연결하는 집분산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며 Local
Road는 국지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Redway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해서 개설된 도로로서
City Road나 Main Local Road를 따라 폭 3m로 역시 격자형으로 구축되어 있다.
대중교통서비스는 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차량을 소형화하는 대신 배차간격을 줄여서
용량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City Road상의 버스정류장은 보행자통로와 인접해서 설치
하여 보행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지구내 도로변에는 정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지 않았다(승객의
손짓으로 차량을 정차시키는 방식을 적용). 철도망은 지역간 통행만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도시내
교통을 위한 별도의 철도망을 구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ity Road 또는 City Road와 인접한
여유부지에 전철, 버스전용차로 또는 경전철 등의 도입을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여유폭원을
사전에 확보해두고 있다.

2) 도크랜드(Dockland)
(1) 도시의 개요
런던 도심의 급격한 팽창으로 부족한 업무시설과 주거단지 확보 그리고 Dock의 폐쇄로 인해
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981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666만평의 면적에
수용인구 22만명(55인/㏊)으로 계획된 이 신도시는 런던 도심으로부터 불과 8㎞ 거리의 템즈강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 상업, 주거, 산업, 레져 등의 복합기능 유치를 목적으로 개발이 추진
되었다.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Enterprise zone(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을 설
정하였으며 직주근접, 광통신망 구축을 통한 텔레포트 조성, 신교통수단도입, 보존과 개발의 조
화 등이 주요 개발 이슈로 작용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구항만의 성공적 재개발사례로서 주목받
고 있다.
(2) 교통계획
초기에는 도크랜드의 입지적 특징을 활용한 수상교통수단이 도입되었으나 낮은 효율성과 높은
요금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의 도크랜드의 교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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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교통기반시설의 대규모 확
충이냐 아니면 재개발 속도를 감안한 점진적 확충이냐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도시재개발 속도에 맞추어 교통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철도 및 도로연결계획은 폐기되었고 대안으로서 경전철 건설이
대두되었다.
도크랜드의 경전철은 Isle of Dogs로 향하던 Board Street의 트랙과 South London에서
Stratford
로 향하는 노선의 재사용을 전제로 건설계획이 검토되다가 기술적 문제로 폐기될 위기
에 처해 있었는데,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현실적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결
과적으로 1982년 총연장 7.2㎞의 2개 노선이 착공되었으며 1984년과 1985년에도 각각 1개 노
선이 착공되면서 경전철은 도크랜드의 대표적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도크랜드의 경전철
은 기성 시가지의 재개발을 통해서 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지장
물)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부산물은 도크랜드의 교통입지조건을 강화함으로
써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3. 프랑스
1) 세르지 퐁투와즈(Cergy-Pontoise)
(1) 도시의 개요
세르지 퐁투와즈는 파리의 인구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된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
저 개발된 신도시로서 파리 도심으로부터 북서쪽으로 30㎞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1969년 개발
에 착수하였으며 3,282만평의 면적에 33만명(30인/㏊)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계획
면적의 절반이상(151만평)을 녹지공간으로 할애하였으며 2개의 타운센터가 계획되었는데 제1센
터에는 도청을 중심으로 한 업무, 상업, 레져, 호텔, 주택이 집적되었으며 제2센터에는 10개의 대
학 등 교육기능이 유치되었다. 현재 3,500여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제업무도시로 성장하
였으며 파리의 인구분산정책 가운데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파리의 기성시가지로부터 공간적으로 과다하게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입주 대학으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흑인 거주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매
력도가 저하되는 등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패한 신도시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
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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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계획
세르지 퐁투와즈의 도시교통체계는 일반차도와 분리된 버스전용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심을 관통하는 15번, 184번 고속도
로를 통해서 파리와 연계되며, 광역급행전철(SNCF-RER) A선을 이용해서도 20분 이내에 파리
로 접근할 수 있다.
RER은 파리의 도심과 파리 외곽의 인구밀집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방사형으로 구축된 광역
전철망으로서 역간거리가 상당히 멀어 공간적으로 파리도심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하더라
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외곽지역과 파리도심을 근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르지 퐁투와즈
역시 파리 도심으로부터 공간적으로는 30㎞나 떨어져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20분만에 접근할 수
있어 파리로의 유입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세르지 퐁투와즈 토지이용계획도

2) 라데팡스(La Defense)
(1) 도시의 개요
라데팡스는 교외로의 인구분산과 업무시설 이전이라고 하는 파리 수도권 계획의 일환으로
1958년부터 건설이 추진되었다. 파리 도심축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국제수준의 업무중심기능
과 주거, 숙박, 문화, 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유치하였다. 파리 도심에서 서측으로 6㎞거리에 위
치한 라데팡스는 개선문을 경유하는 간선도로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227만평의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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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상근인구가 100,000명에 이르며 8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명실상부한 파리의 중심
업무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3> 라데팡스 시설배치도

(2) 교통계획
개선문과 라데팡스의 중심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지하로 관통시켜 통과교통이 라데팡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고, 통근용 도시철도노선을 건설하여 가급적 자동차 이용이 억제되도록 계
획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반을 활용한 복층구조를 통해서 도로와 철도가 입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차량동선은 라데팡스 외곽에 설치된 순환도로를 통해서만 유출입하도록 계획하였
다. 차도와 보도가 입체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일반 보행자들이 차량과 마주치는 경우
를 최소화하였다.
라데팡스 역시 파리의 광역급행전철인 RER 노선이 경유하고 있는데 파리 서부지역과 파리 도
심을 연결하는 3개 노선(A1, A3, A5)이 합류해서 라데팡스를 관통하기 때문에 파리시 전역으로
부터의 철도에 의한 접근성은 매우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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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국
1. 콜롬비아 신도시(Columbia New Town)
(1) 도시의 개요
콜롬비아 신도시는 워싱턴과 볼티모어의 주택난 해결을 목적으로 채결된 환경보호협정
(Protective Convent)에 기초해서 개발된 신도시로서 자연환경보전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자연
친화적 도시로 규정될 수 있다. 워싱턴 도심 북동쪽 25㎞ 지점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에 위치
하며 1,815만평 부지에 10만명의 인구(17인/㏊)를 유치하도록 계획되었다.
(2) 교통계획
콜롬비아 신도시의 특징은 통과교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쿨드삭(cul-de-sac이
) 주택
가 도로로서 적용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막다른 골목 끝에서 회차만을 가능케 하는 쿨드삭은 주
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획수단이라는 점에서 콜롬비아 신도시는 차량보다는 사
람 위주의 교통계획이 적용된 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택가 뒤편의 잔디광장 및 오픈스페이
스를 따라서 보행자전용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이러한 보행자전용도는 도시 전역에 걸쳐 총 60㎞
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전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차도로부터 1m 이격시켜 설
치하였다. 광역교통체계는 고속도로 및 도시순환도로망을 중심으로 구축하였으며 왕복 32차로의
95번 고속도로가 워싱턴 DC 및 볼티모어를 연결하고 있다.

2) 라스 콜리나스(Las Colinas)
(1) 도시의 개요
라스 콜리나스는 댈러스 도심과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인접해 있다고 하는 입지적 잠재력을 극
대화하고 공항 배후 지원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1965년부터 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 개
발은 1973년에 착수하였다. 지구면적 1,479만평에 계획인구는 23만명(10인/㏊)이며 주거와 업
무를 중심기능으로 하고 있다.
전형적인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지구의 44%가 녹지와 호수로 이루어진 쾌적한 생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세계 1000여 기업의 국제 및 국내본부를 유치하여 성공한 신도시 개
발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 교통계획
라스 콜리나스의 대표적 교통수단은 LCAPT(Las Colinas Area Personal Transit)이라고 하
는 신교통시스템을 들 수 있다(Las Colinas Peoplemover라고도 함). 도심부에 위치한 LCAPT
는 노선연장이 2.3㎞(계획연장 8.0㎞)에 불과하고 역수도 4개(최종적으로는 20개)에 그치고 있
으나 점진적으로 노선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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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고무바퀴를 장착한 AGT(Automated Guided Transit)이며 속도는 30~40㎞/h 수준
이다. 2량 편성에 90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1.5분 간격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민간과 공공이 공
동개발 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신도시 내부연결 및 순환교통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
항 및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그림 4> LCAPT의 노선현황 및 계획도

5. 일 본
1) 치바뉴타운
(1) 도시의 개요
동경권으로 집중하는 인구를 흡수하고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동경도심으로부터 동북측으로 35㎞에 위치하고 있다. 1967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585만평의 부지에 18만명(91인/㏊)의 인구를 유치하도록 계획되었다. 치바 뉴타운은 동경의 베
드타운 조성을 기본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주변지역으로부터 경공업 및 유통관련시설을 적극적
으로 유치함으로써 주변도시로부터의 독자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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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계획
일본 도시교통체계의 기본골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철도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치바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는 총 3개 노선 76.3㎞의 철도망이 계획되었는데 노선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호쿠(北總)개발철도 : 京成高砂에서 小室까지 19.8㎞(총연장 47.4㎞)
- 주택도시정비공단선 : 小室에서 印西牧の原까지 8.7㎞(총연장 12.5㎞)
- 지바현영(千葉縣營)철도 : 本八幡에서 小室까지 16.4㎞

계획노선 가운데 지바현이 운영하도록 계획된 철도는 구체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주택도시정비공단선 역시 일부 구간(나리타공항 방면)이 미개통 상태이다. 한편 버스는 철
도의 연계교통수단 내지는 철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5개 철도역에서 뉴
타운과 외곽방면을 연결하는 노선이 20~60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도로망은 치바 뉴
타운을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464호선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5호선을 축으로 격자형으로
계획되었다.

2) 타마 뉴타운
(1) 도시의 개요
타마 뉴타운 역시 동경권 시가지 정비와 주택수요에 대응한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동경부도심
인 신쥬쿠의 남서쪽 19~33㎞ 사이의 공간에서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912만평의 부지에 30만명
(100인/㏊)의 인구를 유치하도록 계획되었다. 전체 면적 가운데 775만평은 동경시 주택정비공
단과 동경시 주택공급공사가 신주택지개발사업(전면 매수방식)으로 개발하였으며 1966년에 착
공하여 1995년에 준공하였다. 137만평은 동경시가 자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개발
하였으며 역시 1995년에 준공하였다.
(2) 교통계획
교통계획의 기본 컨셉은 주변 도시권과의 연계성 강화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서 동경 부도심(신
쥬쿠)을 연결하는 사철 2개 노선(케이오-스모하라선-京王相模原線, 51.4㎞, 오타규타마선-小田
急多摩線, 34.2㎞이 신설되었다. 또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타마모노레일이 건
설되었는데, 타마모노레일은 타마센터역에서 카미기타다이역간 약 20㎞의 연장을 갖는 노선으로
시점(남단)인 타마센타에서 2개의 사철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3개 역에서 간선철도
와 환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타마모노레일은 간선철도와 타마 뉴타운 주변지역을 연결하
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타마 뉴타운 개발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보행자전용도로와 녹지공간 및 주요 공공시설을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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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 연결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발 컨셉은 일본 뉴타운 개발에 있어 보행자 전용도로를
도시개발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림 5> 타마 뉴타운 광역철도망·모노레일 노선도

<그림 6> 타마모노레일 외관

6. 선진외국 신도시의 시사점
1) 영국의 사례
밀턴 케인즈는 자족적 신도시 개발을 표방함으로써 직접 영향권내에 모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인접 대도시와의 연결은 기개설되어 있는 지역간 철도 및 고속도로
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모도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 광역교통시설은 설치하지 않
았다.
밀턴 케인즈 개발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보다 양질의 대중교통수단
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열어두었다고 하는 점이다. City Road의 도로축
을 따라서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여유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
이다.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가운데 일부 지구에서는 신교통
수단 도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선 설치를 위한 여유부지 확보계획이 제시
되어 있지 않아 계획 자체의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크랜드는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타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교통망 확충전략
을 구사하였다. 이미 기성시가지와 연계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시설을 공급하
는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제약조건이 부과되었고 따라서 기존 시스템을 개량하는 수준에서 교통시
설 확충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망이 아닌 궤도교통시스템을 간선교통시스템
으로 도입하였다고 하는 점은 기성시가지 재개발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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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버스보다는 노면전차 또는 전철/지하철이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로망 확충은 곧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계획의 중심은 도로
와 궤도교통수단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크랜드에 있어서는 신교통수단을 선택
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크랜드의 신교통수단은 제약조건이 만들어낸 부
산물일 수도 있으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확충, 그리고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신교통수단을
재개발의 상징물로 선택한 것은 도크랜드의 재개발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
된다.

2) 프랑스의 사례
세르지 퐁투와즈는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부정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흑인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에 있다고 한다면 교통계획
측면에서는 이 역시 긍정적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파리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저렴하고 신속하게 파리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쾌적하면서도 또한 주거비용이 높지 않은
주거지를 선호하게 된다. 세르지 퐁투와즈는 파리의 저소득층이 요구하는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흑인중심의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계획측면에서 세르지 퐁투와즈의 RER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르지 퐁투와즈는 파리 도
심에서 30㎞나 떨어져 있지만 시간거리 측면에서는 도심과 인접한 지역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전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1시간은 족히 걸릴만한 거리를
1/3 수준으로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도시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위성도시의 자생력을 저하
시킨다고 하는 비판도 있으나 교통계획 측면에서 그러한 비판은 오히려 장점으로 평가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라데팡스 역시 광역급행전철인 RER을 주요 교통축으로 교통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3개 노
선의 RER이 라데팡스를 경유하기 때문에 파리 전역적으로 양호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반대
로 차량은 라데팡스를 일주하는 순환도로를 통해서 진출입하게 되는데 보행자들이 차량의 이동을
거의 감지할 수 없도록 순환도로를 표층 하부에 설치하였다.

3) 미국의 사례
미국사례로 검토된 콜럼비아 신도시와 라스 콜리나스는 자동차 의존적 사회에서 대중교통수단
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
다. 라스 콜리나스의 경우에는 경전철이 건설되었지만 노선연장이 2.3㎞에 불과하고 계획노선의
총 연장 역시 8㎞에 그치기 때문에 광역교통수단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중교
통수단이 광역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상적 통행에서부터 자동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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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4) 일본의 사례
일본은 기본적으로 철도를 기본으로 하는 광역교통망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에 있어서도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체계를 계획·구축하였다. 특히 치바 신도시의 경우에는 동
경 도심과 신도시의 중심지를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간선교통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마 신도시
역시 85.6㎞의 광역철도(사철)와 20㎞의 경전철이 신규로 건설됨으로써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
역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일본의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철도건설의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공공 뿐만 아니라 개발주체 또는 일반 민간기업이 철도의 건설과 운영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사철은 부대사업(도시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정부지원금 또
는 저리의 융자금을 재원으로 철도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미 요금수준이 운영비용을 회수할 수 있
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민간이 철도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환경(요금수준 또
는 개발이익의 보장)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에 있어 철도 중
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할 점이라 하겠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선진 외국의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교통계획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대
도시 성장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국가별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신도시와 모도시간 광
역교통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신도시의 입지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간선교통수단이 달라진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과 같이 자동차 의존적 교통체계가 고착화된 사회에 있어서 신도
시의 광역교통체계가 도로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은 승용차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우리사회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철도가 이미 간선교통수단으로 도입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서도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주체 측면에서는
유럽과 일본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개발이익금과 정
부재정을 재원으로 공공이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이 철
도의 건설과 운영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이 철도건설의 주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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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은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대사업과 요금수입을 통해서 충분히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외국에 있어서의 신도시개발과 교통계획과의 관계 검토는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에 있어서
교통계획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로는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왔다는 계획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도로 중심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
립되는 점을 반성하고 최대한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도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부분이다.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철도망이 구축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도 철도의 공급과 운영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한다
면 일본 방식보다는 유럽방식의 철도망 확충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에
는 요금수준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어도 운영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지
만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요금은 공급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만큼 낮게 책정되어 있어 민간으로
하여금 철도의 공급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철
도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통해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구
유럽의 경우 신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건설비용은 해당지역의 개발이익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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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Plan-Making of the Groweh Management Plan for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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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weak competitiveness between other
metropolitan, and inefficient growth demands
management as well as over concentrated populations
and industres,
i However, the current planning system
does not work efficiently and properly. So, we need new
planning system and Growth Management Plan.
New Plan contains land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guide, region-wd
i e urban development
plan, reg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
cture plan, and
coordination plan for related Plans.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management for development volume,
location, and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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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도권의‘계획적 관리’
라는 정책방향은 중앙정부든, 경기도든, 비수도권이든 이젠 모두 받아
들여지는 정책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총론에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
어가서는 각각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 혁신의 일환으로「新 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
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다1).
이번 발표내용에서는“선-지방육성 후-수도권 규제 완화”
의 단계적 접근방식하에 정부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新수도권 발전방안은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쟁력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비젼과 계획이 결여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수도권의 발전에 초점에 맞춘 제대로된 정책과 계획 수
립은 아직 요원하다.
수도권은 세계 유수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교통·통신·수자원 등 관련 인프라가
축적된 곳이며,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긴요한 대도시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그간 무질서한 개발, 공원녹지의 부족,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의 치명적인 대도시 문제
들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수도권의 대도시권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규제체제
로는 달성할 수 없고, 적극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서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정책과 수도권이 당면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어낼 수 있는 계획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것을 수도권 성장관리체제라 이름짓고 싶고, 그 핵심요소가 되어야
할 기본계획인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수도권의 해결과제와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1. 수도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정책의 두가지 핵심은 수도권정책과 지역균형개발정책이다. 수도권정책
에 따른 주요 계획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지역균형개발정책에 따른 주요 계획법은 국가균형

1) 국가균형발전위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골격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
의 위헌 판결을 받아 중지하게 됨으로써 수도권정책과 법 개선의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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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특별법이 있다. 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두가지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번째는 수도권이
지방(비수도권)의 성쇄와 곧바로 연결된다는 관점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지방의 구조적인 낙후를 불러오기 때문에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규제하는 내용으
로 정책을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접근이다. 두번째는 수도권은 하나의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광
역적 도시, 교통, 산업입지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두가지 상이한 접
근법은 각각 다른 내용의 수도권정책과 계획의 개선방향을 가져오게 된다.
수도권에는 어떤 해결과제가 있는 것일까? 정책의 목적은 과제 해결에 있음을 전제할 때, 수도
권이 가진 정책과제 중 전통적으로 다루어져왔던 것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 완화, 과밀혼
잡의 완화가 있다(건교부, 1997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정책과제
는 인구와 산업이 너무 수도권에 몰려있음으로써 지방의 발전여력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도를 현 수준에서 안정화시킬 것인가?가 관심이다. 당초 수도
권정책이 태동한 동기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함으로써 국가안보상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지방의 낙후를 유발한다는 점이 수도권 규제론
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일환으로서 수도권정책을 바라보는 논리의 주
된 근거가 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 완화라는 해결과제는 수도권정책을 비수도권 발전정책과 연계하는 접근론과 대
도시권 내부의 문제로 보는 접근론 모두가 인정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 과제에 대하는 입장은
매우 다른데, 전자는 수도권의 과밀의 원인을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서 찾고, 후자는 과도한 중심
부(이를테면 서울과 과밀억제권역) 및 도시부 집중에서 원인을 찾는다.
위와 같은 전통적인 과제 외에 새롭게 대두된 과제는 수도권의 난개발 해소, 수도권의 광역교
통망 구축,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완화,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 등이 있다.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는 비록 그 이전에도 존재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등의 법개정으로 토지규제완화(이른바 준농림지역의 도입 등)가 된데서 연
유한다. 난개발 문제는 주로 도시계획적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난개발 문제에 대해 수도권정비계
획이나, 수도권정책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2), 이에 따라 현재 모색되고 있는 신수
도권 정책이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목표중 하나로 삼고 있다.
다음, 수도권의 광역교통문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과제이다. 수도권은 현재 광역화단계에
이르고 있어서 도시내부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교통체증 해소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더 없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에서 사

2) 난개발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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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간과되어온 문제였다. 광역화된 수도권에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부재하고, 시군, 시
도간 광역교통문제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 정책과제는 향후 수도권정책 및 계획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3).
광역교통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환경오염 완화와 중요 환경자원의 보존은 이제 수도권
이 풀어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간 팔당호 수질오염, 시화·안산공단의 대기오염 등
국지적인 환경문제가 주된 이슈였으나, 이젠 수도권 전체 차원의 대기오염 개선, 한강 등 주요하
천 및 지천의 수질 개선과 유지, 광역 녹지축 보존과 중요 습지보호 등의 자연환경보존은 수도권
정책 및 계획의 중요 항목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세계화, 개방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대외경쟁력 확보가 중요 과제로 되고 있다. 당초 수도
권정책의 배경과 정책운용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었지만, 수출주도의 경제구조와 국제정세 변화
로 인해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는 동북아내 차원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수도권정책과 수도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젠 일본의 동경권, 관서
권, 그리고 중국의 상해권, 북경권, 홍콩-심천-광주권에 대한 벤치마킹과 성장전략 대응도 도외시
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전통적 해결과제, 새롭게 부상한 해결과제 외에 간과되어 온 것이 대도시권 개발수
요의 관리문제이다. 수도권은 여전히 급격히 성장하고 토지개발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
발수요를 추정하고, 개발량을 배분하며, 개발시기를 조정하는 성장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성장
관리가 세계 대도시권 정부의 주된 정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소홀히 해왔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옛날의 도시계획법이나, 현재의 국토및도시의계획과개발에
관한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수도권정책이 맡아야할 정책의 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종합할 때,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다루어져왔던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 완화, 과밀혼잡의
완화 외에도 새롭게 대두된 수도권의 난개발 해소,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기오염 등 환경
오염 완화,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와 함께 개발수요의 관리를 해결해야할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2. 수도권정책과 계획의 역할에 대한 평가
현행 수도권정책이 제시하는 정책목표는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완화, 수도권 과밀
혼잡의 완화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목적)에서“首都圈에 과도하게 집중된 人口 및 産業
의 適正配置를 유도하여 首都圈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
이 바로 그것이다.

3)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정에서 경기도와의 불협화음은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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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은 1964년 건설부의「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런
데 수도권에 대한 정부정책이 가져야할 정책적 가치를 앞의 두가지 접근에서와 같이 모두 인정한
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지방의 낙후성과 연관지움으로써 수도권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오히려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월 31일 나온「新 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
방안도 신
행정수도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연계되어 제시한데서 보듯이 아직까지 수도권 정책과 계획
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위 개념이다.
앞서 살펴본 국토차원 및 대도시권 차원의 과제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이나 수도권계획 법체
제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 완화, 과밀혼잡의 완화 외에 새롭게
대두된 수도권의 난개발 해소,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완화,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부속물로서 위치지움
으로써 수도권정책이 가져야할 목적과 지향점이 수도권내 지자체와 수도권 주민의 이해로부터 괴
리되어 버렸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문제외에도 수도권정책의 한계를 심화시킨 것은 정책수단의 문제이다. 수
도권정책과 수도권계획에서 채택한 정책수단들이 주로 규제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담보할 관련 지자체나 해당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수도권정책과 수
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적 수단에 대한 비판은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4).
현재 수도권의 기본계획들인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안)의 내용도 이러한 해결과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1997년 말 수립되었던「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은 수도권 집중억제나 인구분산
으로부터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내부의 도시문제 해결이란 두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광역적인 다핵분산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추진하며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내부의 격차해소를 도모토록 하고, 둘째, 수도권에 필요한 기능을 서울
외곽에 배치하고 지방이전이 가능한 기능은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으로 분산하되 첨단 기술, 국제
기능은 서울 및 주변 수도권에 수용하고, 통일 및 대북기능은 개발유보권역에 배치토록 하며, 셋
째, 현실여건에 기반을 둔 규제수단의 합리화로 정책추진의 효율화와 수도권 기능의 능률화를 도
모하고,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규제수단은 지양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을 도
입토록 시도하고, 수도권 환경보전을 위한 기존의 물리적·행정적 규제는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건교부, 1997).
이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되었고, 새롭게 들어선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
전정책과 수도권정책에 따라 현재 계획(안) 수정이 추진되고 있다.

4) 자세한 내용은 이상대, 199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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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도입된 광역도시계획도 앞에서 살펴본 정
책과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비록 수도권 전체에 대해 광역적 도시계획을 수립
하고, 단순 방치 상태였던 개발제한구역 이용을 위해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등 토지이용의 경직성
을 일정부분 탈피하였으며, 광역녹지축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전략과 연계한 점 등의 진일보한 점
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과 관리에 대한 계획지표, 개발입지, 개발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적 내용은 없다.
종합할 때, 현재 수도권의 기본계획들인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안)의 내용은 수도
권의 성장관리와 개발관리에 대한 적절한 정책수단과 계획적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
권의 성장 및 개발수요에 제대로 대응하는 수도권계획은 성장전망에 대한 예측, 계획지표 설정,
개발과 보전에 대한 명확한 방침 제시, 이를 실현할 정책수단이 계획 내용에 간단명료하게 포함
되어야 한다.

3. 새로운 수도권계획으로서 수도권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다루어져 왔거나, 새롭게 대두되고 있거나,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과제들
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국토 전체적 맥락과 함께 대도시권 차원
에서 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새로운 개념의 수도권계획
의 수립이다. 현존하는 수도권의 기본계획들인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안)의 내용은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접근은 규제중심의 수도권정책을, 성장관리중심의 수도권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수도권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수도권성장관리계
획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탈피한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
대도시권의 발전단계 중 성장단계인 우리나라 수도권의 국면상 성장관리의 핵심적 요소는 개
발수요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시기에 공급하고,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지역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강도로 개발을 통제할 것인가? 에 대해 수도권계획은 명확한 지침을 하위계획이나 관련계획
에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인천-경기 대도시권의 계획적인 개발·관리와 현안과제에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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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에대한 고찰과 정책변화 가능성
1.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실제 수립내용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격은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
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한 규제계획이다. 규제계획이라 하는 근거는 토지이용규제
성격의 권역제도, 공장총량제 및 산업용지배분계획에 의한 엄격한 입지제한 등이 사실상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의 계획수립 내용을 살펴보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수도권정비계
획의 수립)에서는 ⅰ)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ⅱ) 인구 및 산업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ⅲ)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ⅳ)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ⅴ)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ⅵ)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ⅶ)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ⅷ)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
다(건교부, 200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내용을 수립하고 있다(건교부, 1997).
○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서울중심 단핵구조를 4개축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
-「서울-인천」
축 : 무역·금융·국제회의 등 국제업무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정비
-「안산-아산」
축 : 수도권내 산업벨트 및 물류유통거점으로 정비
-「파주-포천」
축 :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관리
-「이천-가평」
축 :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
○ 수도권 권역별 정비: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정비 추진
- 과밀억제권역 : 공업·교육등 기능분산과 도시문제 해소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기능 수용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질보전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 국가정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합리적으로 권역조정
- 미래·첨단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개선
-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 광역시설의 확충방향
○ 수도권의 다핵분산 촉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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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고속도로를 복합순환형(◎)과 격자형(＃)으로 연결
•도시철도 20개 노선 798㎞ 건설
•고속도로 20개 노선 999㎞ 건설
- 저비용·고효율의 대량 교통·수송체계로 개선
○ 동북아 교류중심 역할을 위한 기간시설 확충
- 인천국제공항을 2011년까지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건설
- 아산신항(2,800만톤/년)을 개발하여 인천항의 보완역할 수행
- 거점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용수의 안정적 공급
○ 환경보전: 수도권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추진. 환경시범도시를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
사업 추진
- 2001년까지 한강상류 하수처리율을 100%로 높여 팔당호를 상수원수 1등급으로 개선
- 수도권 주요도시 오존 예보체제와「그린 네트워크」구축
그러나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광역인프라 확충, 환경보전 등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수준이고, 다만 공업용지 물량배분, 권역별 토지이용규제 등이 계획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2.「新 수도권 발전방안」
에 따른 변화 가능성
한편 위와 같은 규제중심적 수도권정책과 게획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중앙정부내에서도 이뤄지
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 혁신의 일환으로 발표된「新 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
방안에서는 향후 수도권정책과 계획 수립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5).
○ 新수도권 발전방안의 목표와 방향
- 비전: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중심
- 목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新수도권 건설
- 목표: 2천만의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재도약

5) 이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에서 주도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시책 추진과 수도권시책전환을 연계
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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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주도형 발전계획의 추진을 통해 수도권을 1중심(서울) 및 2거점(인천·수원)과‘4대
특성화 벨트’
를 중심으로 한 다핵구조로 전환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전략
- 1단계(’
04~’
07년) : 현행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계
획정비지구’
를 지정·운영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
편, 지방에 도움이 안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2단계(’
08년 이후) :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권역을 개편하고, 일률적 금지 위주 규
제를 종합 정비해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
14년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체
제를 지자체 참여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이러한 정책전환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계획의 합리화는 요원하다. 그 이유는 첫째, 수도이
전시책의 추진에 수도권 규제완화책이 종속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둘째, 수도권 규제정
책으로 인한 비효율은 현재의 문제이나, 수도권 정책전환은 2012년이라는 먼 미래로 완료시점을
잡고 있으며, 셋째, 현재 시급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국가경제 침체, 제조업 공동화 등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인구안정화만 목표로 한 수도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시책의 추진에 대한 명목적
인 보상(수도권 다독거리기)에 치중한 점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수도권 경쟁력 강
화, 수도권 규제개선,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 자세를 보인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도권의 개발수요와 산업수요에 대응한 광역 도시개발관
리전략에 대한 제시는 여전히 모호하다. 따라서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은 앞서 정리한 수도권의
정책과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Ⅳ.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방안
1. 기본방향의정립
앞서 우리는 수도권이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 완화, 과밀혼잡의 완
화, 난개발 해소,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완화,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
개발수요의 관리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개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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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다룰 수 밖에 없는 것도 있고, 대도시권정책과 계획으로 다루어야 할 것도 있으며, 또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으로 다루어야 할 것들도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전국인구의 47.3%(200년
2 기준)에 달하는 등 국가전체적으로 막대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특성상 수도권정책과 계획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성장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의 완화, 일극집중구
조 문제와 결부되는 과밀혼잡의 완화 등은 국가균형개발정책과 대도시권정책의 두가지 차원에서
다룰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와같은 상황인식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수도권 발전방안이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
발전시책의 이행과 연계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지만, 그 내용들인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
울, 인천, 경기도 각각의 미래상 정립,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첨단산업 규제 선별 개
선/`계획정비지구 지정·운영/규제권역제 폐지,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보급률 제
고/`녹지확보 등에 대해서 수도권계획은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
대도시권정책이나 도시정책의 차원인 수도권의 난개발 해소,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 완화,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 개발수요의 관리 등은 이제부터 수도권정책과 계
획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도시개발 억제, 대기오염 등 환경오
염 완화문제는 기초지자체가 기꺼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광역교통망 확
충,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 개발수요의 관리는 광역 지자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수도권
정책과 계획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기초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담당해야할
도시계획권한이 가능한한 존중되어야 하며, 광역적인 맥락을 갖는 수도권정책과 계획이 획일적으
로 지역에 강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정책과 계획의 합리화를 바람직한 계획체제와 계획의 개선
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 계획체제의 개선은 현재 수도권 계획체제의 허점은 무엇인지?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과 행정체제의 개선에 관한 문제임
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6).
앞으로 지향해야할 수도권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는 비슷한 면적의 파리, 런
던 대도시권에 비해 2배 정도되고, 가장 큰 규모인 동경대도시권의 3분의 2 수준이다. 성장 속도
는 GRDP 증가, 주택 및 택지수요 등으로 볼 때 중국의 베이징, 상해, 심천-광동 대도시권을 제
외하고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인구규모와 성장추세에 대응하여‘성장관리를
기조’
로 하는 수도권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성장관리는 개발중심적 시각에서 본다면 개발수요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대,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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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시기에 공급하는가?가 중심이 되고, 보전중심적 시각에서 본다면 어디
를 절대 보전하고, 개발의 영향을 어떻게 완충, 저지시킬 것인가?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성장관리를 기조로 한 수도권계획은 대도시권 성장전망에 대한 예측, 계획지표 설정,
개발과 보전에 대한 명확한 방침 제시, 이를 실현할 정책수단이 계획 내용에 간단명료하게 포함
되어야 한다. 대도시권 계획은 그 대도시권의 미래와 문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질 부분에 대한
공공의 메시지이다. 메시지가 명확해야 시장과, 토지소유자와, 공간수요자들이 공공의 의도를 해
석하고, 정책이 의도한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2.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방안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수도권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둘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내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
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
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
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넷째,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
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다섯째, 도시계
획, 교통, 환경, 산업입지 등의 각 부문간에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안과정에서도 통합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성장과 개발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은 미래 비젼, 인구와 경제 그리고 광역
인프라의 확충에 관한 계획지표, 공간구조 구상과 도시개발전략(신개발과 기존 도시의 정비, 주
변지역 관리 등), 환경보전전략 및 광역인프라 확충계획전략, 전략계획구상 등을 간단명료하게
담아야 한다.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고 개발수요가 넘치는 대도시권임을 감안하여 향후 수도권계
획의 목표기간동안 발생할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개발규모, 개발시기, 개발밀도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계획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같은 계획수립 기본방향과 내용구성의 기조하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의 계획요소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성장관리의 목표와 전략
○ 성장관리를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수도권 및 경기도의 공간구조 개편전략, 개발지역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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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구분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의 방침, 성장관리를 위한 주요 계획지표 설정
○ 부문별 성장관리계획 : 광역도시개발관리계획(도시개발지역과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제시),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광역자연환경보존계획 등으로 구성
○ 권역별 성장관리방침(현행 규제권역 개념이 아닌 계획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
○ 성장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시군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연계와 조정계획
○ 성장관리 실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제도의 개선계획
이것은 지금까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의 입안사항과 실제 제2차 수
도권정비계획의 계획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도권 성장관리체제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에서
는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구분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의 방침 실현, 광역도시개발관리계획에서 도
시개발지역과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계획, 현재의 규제권역 개념이 아닌 계획권 개념하에서 권역
별 성장관리방침 제시,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시군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연계와 조정계
획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게 된다. 그럼으로서, 대도시권의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지표, 개발규모,
개발시기, 개발밀도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간은 물론 지역간의 경쟁심화로 국토개발전략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발전전략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경쟁시대 국가간 경쟁은 결국 세계적인 대도시
권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사실상 대도시권 경쟁력을 핵심내용으로 하게
된다.
수도권은 인구 및 산업 집중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많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집적이익이 있다.
이제 수도권내 공공기관, 대기업본사, 대형공장, 대학 등에 대한 일방적 규제와 인위적인 시설이
전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기능의 합리화와 성장관리를, 지역균형개발정책은 지
방전략산업 육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권의 개발수요관리이다. 국가기능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든 안
하든 수도권의 토지공급과 주택건설 수요는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중소규모의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로 난개발이란 사회적 비용을 많이 감수하였다. 지난 1990년 전후 수
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이후에도 그에 상당하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이루어졌지만 그 어디에도
수준있는 인프라와 도시환경을 갖춘 시가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때 수도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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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정책수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해결방안이 담겨있어야 한다.
새로운 수도권 성장관리체제를 실현해나가는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은 규제중심적에서 성장관리
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은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구분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의 방침, 광역도시개발관리계획에서 도시개발지역과 개발통제지역에 대한 명확한
계획방침, 현재의 규제권역 개념이 아닌 계획권 개념하에서 권역별 성장관리방침 제시, 수도권광
역도시계획과 시군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연계와 조정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수립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어야만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수도권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수도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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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Korea’
s budget system adopted a line-item
budget system which focuses on budget expenditure’
s
control and management, the process of measuring the
result has often been ignored. That also caused the
degree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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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 to be lowed. The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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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OECD members started to reform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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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 1980s, and found the method of linking the
budget dispense process directly with the goal of
budget expenditure. The Ministry of Budget and
Planning in Korea’
s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now
adopting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a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the capital 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enforced the system with
the systematic introduction process. This paper is
recommend this system to Gyungggi Province, since it
is much more suitable system to the local government
level rather than the enormous and complex level of
organiza
tion, the national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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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지출의 통제 및 관리의 주안점을 둔 항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예산지출의 결과로서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용성과 생
산성의 정도가 낮은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1980년대 예산제도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예산배분과정을 예산지출의 목표 달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
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도 예산기획처를 중심으로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를
부분적으로 시범도입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체계적인 도입과정을 거쳐 시
행하고 있고, 경기도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는 규모가 방대
하고 복잡한 중앙 정부 차원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더 적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경기도도 OECD 국가를 비롯한 선진국과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예산과 재정 합리화
를 위한 제도로서 성과지향적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태동 배경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경쟁(competition)과 성과(performance)의 원리보다는 독점
(monopoly과
) 투입(input)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행정조직은 자율성, 효율성, 합
목적성 등을 추구하지 못하고 통제위주의 합법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었다. 통제중심의 경직
적인 운영시스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경쟁과 성과 원리의 도
입을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영국,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뿐
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대륙계 국가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
문의 영역 축소, 경쟁과 성과원리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
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등 여타국가로 확산되는
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의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개혁은 지구촌 무한
경쟁시대에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정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정부교체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
념과 전략에 토대를 두고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이러한 일부 국가들의 성공적
개혁사례들은 상당부분 국내에서도 소개되어 학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IMF 경제위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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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출범한‘국민의 정부’공공부문 개혁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
를 지향하는 조직·인력·비용의 감축 및 민영화와 외부위탁과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고객만족 행정을, 대내적으로는 공공 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분권화와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성과 지향적 관리를 추구할 것을 그 처방책으로 제시하였다. 이
러한 흐름은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펼쳐진 다양한 정부개혁의 주
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윤성식, 1997), 이러한 시대적 개혁추세 속에서 새로운 재정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성과지향적 예산제도’
(Performance-Based Budgeting)이다.‘성
과지향적 예산제도’
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도
입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큰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 뉴질랜드에서 이 제
도를 본격 도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소위‘고어
보고서(Gore Report 또는 NPR Report)’를 통해‘정부재창조(Reinventing the
Government’
)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이
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1993년에‘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
을 제정하여 미국 행정부가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0
년대 복지재정의 확대와 사회간접 자본 확충 등의 필요성으로 재정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
는 추세에 있던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1998
년에는 정부수립이래 가장 낮은 마이너스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적지 않은
수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17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금융구
조조정 지원과 실업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정적자를 허용하면서 당면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재원
을 마련하는 등 기존 예산의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통제 및 관리 중
심의 예산지출을 탈피하여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개혁을 통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
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가 2000년 예산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2001년부터 시장의 강력한 의
지아래 성과지향주의 예산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에 대
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추진과정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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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개념
1) 성과(performance의
) 의미
성과와 관련한 예산제도를 접할 때 혼동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개
념 간에 많은 편차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자의 성향
에 따라 선택된 용어가 달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핵심으로 인식되는‘성과(performanace’
)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장미는 어떠한
다른 명칭을 부여해도 향기가 있다”
라는 격언과 같이 성과에 대한 다양한 용어 정의가 있지만 지
향점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Melavile, 1997:5). Rogers는 성과를“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정부
의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 하였는가”로 보고 있으며, Smith는“기대나 목표가 달성된 정
도”
로 보고 있다. 그리고 김영기는“정부의 의도된 활동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들의 욕
구 충족이나 가치실현에 미친 결과나 영향의 정도”
(김영기, 1991)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
서는‘성과’
의 의미를 좀더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있어서
의 성과(performance란
)‘조직 및 그 구성원이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위해 수행한 업무, 정책
및 활동 등의 현황 또는 정도’
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과지향성은 효율성을 한 단계 뛰어
넘어 목표, 투입자원, 결과 및 성과를 연결시켜 제한된 자원을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가치이다.

2) 최근의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최근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성과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업무측정단위의 측정 및 단위원가의 계측이 어려워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가
실패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엄밀한 측정보다는 성과관리가 강화된 예산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전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성
과를 평가함으로써 인사 및 보수정책 등의 기초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
국에서 재정개혁으로 일반화된 양상이며, 이는 이전의 예산개혁들의 경험과 최근의 컴퓨터 발달
로 실행 가능해 질 수 있었다. 즉 예산서에 성과지표를 반영한 것은 1950년대 성과예산제도의 장
점을 반영한 것이며, 성과측정을 여타의 정부조직과 비교하는 것은 1960년대의 기획예산제도
(PPBS)의 장점을 참조한 것이다. 결과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목표관리제(MBO)의 특성
을 취한 것이며, 행정부의 참여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예산제도로 발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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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획예산제도(PPBS)와 목표관리제(MBO)의 실패가 행정부만의 개혁노력에서 비롯되었
다는 교훈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ZBB)가 일회적인 사업 활동의
예산제도였다면, 성과지향예산제도는 단계적·반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포
함하는 것이다.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본구조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내용을 구분하자면 크게 성과관리체계와 성과예산체계로 나눌 수 있다. 성
과관리체계는 조직의 사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성과
예산체계는 성과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예산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여기서 다시 성과관리
체계는 성과예산체계와 연계되어 성과계획 → 성과지표 개발 → 성과측정 및 평가 → 성과정보 보
고의 4단계 과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이세구, 1999).

성

과

계

미션

획

단

계

전략목표
성 과 지 표

성과목표

개 발 단 계

계량화된 지표

비 계량지표(정성적 지표)
성과 측 정

및

평 가단 체

성과측정

성과평가
성과정보 보고 및 활용단계

성과보고

성과정보

성과예산서

<그림 1>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본구조

첫째,‘성과계획단계’
는 성과지표 개발과정의 이전 단계로서 조직의 존재목적인 사명, 조직전
체의 임무와 연계되는 각 부서별 혹은 사업 활동별 전략목표, 각 과별 하위 사업 활동별 성과목표
를 설정하는 단계이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성과지표 개발단
계’
로서 정부의 전략을 설정한 이후의 과정으로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과정과 설계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단계이다. 셋째,‘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단계’
로서 개발된 성과목
표를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이며, 이 단계에서는 평가의 대상, 평가의 주체, 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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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절차, 평가의 주기 등 성과평가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성과정보를 활용하는
단계’
로서 조직관리자, 의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과정보의 보고와 예산배분과정에서의 의사결
정수단으로의 활용, 인사체계에서 성과급의 지급, 조직의 기능축소나 확장 등에 성과정보를 활용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Ⅲ. 성과주의예산제도의추진사례

1. 외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사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각 국의
도입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 관
련하여 바람직한 기본방향과 체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중앙 정부 및 주정부
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의 성과관리와 성과주의예산
(1) 개요 및 성과관리기구의 역할
영국에서 성과관리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은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프로그램
과 시민헌장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성과관리의 방식을 보면 성과의 결과에 초점을 두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산출
은 정책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따라서 산출예산제도도 비판적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예산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성과관련 정보
가 실제예산편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과관련 정보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영국의 성과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재무성이 담당하고 있다. 내각부도 재무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재무성과 협조한다. 반면 감사원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지방
정부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지방감사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의 설정에서 사실상 상당한 재량권이 각 부처에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성과지표나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외부적인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사후적인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박기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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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제도와 성과관리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제도는 영국의 가장 포괄적인 성과관리제도의 하나이다.
각 책임운영기관은 재무관리와 인력관리에 있어서 유연성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항은 기본운영계
획서(Framework Document)에 명시되어 있다. 기본운영계획서는 각 책임운영기관의 목표와
목적, 소관 장관과 책임운영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인사관리와 재무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각 책임운영기관이 직면한 상황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규모가 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순운영 비용(net running cost)의 통제 하에 임금협상을
비롯한 여러 업무를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유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관 부
처 장관은 1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성과목표는 장관과 책임운영기관장과의 계
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분기마다 장관에
게 성과를 보고하고,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
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즉, 정책수립과 분리하여 책임운영기관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기본문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각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성과에 대한 정보는 각 책임운영기관이 발행하는 연차보고서에 보다 자세히 발표되며 각 책임운
영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주로 부처 또는 책임운영기관에서 개발하여 활용한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목표는 주로 부처 또는 책임운영기관에서 개발하여 활용한다. 책임운영
기관의 성과목표는 재무성의 사전적인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무성이 이를
자동적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재무성의 제한된 인원과 지식으로는 책임운영기관
의 성과지표나 성과목표에 대해서 사안별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의 경
우에도 성과가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영국에서 책임운영기관에게
주어지는 동기를 강화하는 수단은 주로 성과임금이며, 성과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약 15% 정
도까지 차등화된 보너스가 지급된다.
(3) 중앙정부와 성과관리
노동당 정권의 집권 이후 예산 및 재정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는데, 그것
이 바로 종합 지출보고서(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이다. 1998년에 개혁추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현대화작업(Modern Public Services for Britain-Investing in Reform)의 일환
으로 발행된 종합 지출보고서는 부처별 지출한도(DEL: Department Expenditure Limit)를 설
정하여 각 부처별로 향후 3년간의 지출이 구속되도록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공
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결과중심의 성과목표를 강조하였고, 정부 우선순위(Government
Priorities의
) 기준에 따라 부서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개별부서와 정부 전체의 성과에 대한 포괄
적인 검토를 통해 의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년에는‘정부
현대화(Modernising Government)’
를 통해 정부 목표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약정의 역할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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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으며, 결과지표(Outcome Measure)로의 전환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의 목표와 개인의 목
표를 연계시키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연계작업(Wiring It UP)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내각실
(Cabinet Office)의 보고서에 성과측정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규명하도록 하였고, 2000년 지출보고서(Spending Review 2000)는 모든 주요부
서와 일부의 교차업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공공서비스약정을 서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비스전달 약정과 기술적 지침(Service Delivery Agreements and Technical Notes)’
이 발행되어 공공서비스약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목표가 이렇
게 이루어지고, 각 부서의 성과개선 방법 및 정부현대화를 위한 지침 마련과 성과의 측정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2. 미국정부의 성과주의예산개혁
1) 미국연방정부의 성과주의예산개혁(Goven
r 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1)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도입의 배경
미국 의회가 GPRA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미국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되찾고
자하는데 있다. 미국 정부, 특히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매우 깊어 납세자들이 그들이 부담한 조
세에 합당한 정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해 연
방의회 및 행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한 방편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앞서 언급한‘고어 보고서’
가 과반수에 미달한 미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출발한 것과는 달리, GPRA는 부시대통령이 집권 당시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인 William Roth가 제안한“Federal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 and Goals
Act of 1990”
가 그 연원이다. 이 법안은 그 후 2년 동안 여러 번의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2”
로 개명되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이
법안에 상응하는 하원 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1993년 클린턴이 취임한 후 백악관의 강력한 후원
으로 1993년 2월에야 하원 안을 제출하였다. 그 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진폭적인 지지하에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8월에 클린턴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GPRA가 제정되었다.
(2) GPRA 제정의 목적과 특징
GPRA를 제정한 목적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
써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능률성(efficiency과
) 효율성(effectiveness을
) 제고하자는 것이 그 기본
적인 목적이다. 이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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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PRA의 특징
•연방기관들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일련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과계획을 추진하기 위함.
•프로그램의 결과와 서비스의 질, 그리고 고객의 만족을 향상함으로써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책임
성을 제고하기 위함.
•연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계획하게 하고, 프로그램의 결과 및 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연방정부 프로그램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의회의 정책결정을
향상하고자 함.
•연방정부내의 관리를 향상하고자 함.

GPRA의 성과 지향적 개혁안은 1990년대 들어 고안된 독창적인 정부개혁 노력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목표관리제등 과거
의 개혁노력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우선 GPRA
는 이전의 개혁움직임과는 달리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이전의 개혁안이 대통령령으로 규정
되어 있었는데 비해 강제성이 보다 크다는 점과 대통령만의 개혁노력이 아니라 의회와 합의한, 즉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갖는 개혁안이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목표
의 설정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제도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유리를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을
) 목표설정 과정에 참여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로,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성과주의예산은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으
며, 예산배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성과나 결과와 연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 예산배정과정은 근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배분하는 정치적 선택의
과정이며, 성과에 관한 정보는 그러한 선택에 미치는 하나의 요소이지 유일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
이다. GPRA는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진일보한 형태이며, 여러 측면에서 기존제도와 차별
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례성과계획서를 성과목표 및 예산요구와 연계시킴으로서 제한적이지
만 매우 유용한 형태의 성과예산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셋째로, GPRA는 이전의 개혁움직임과는
달리 일시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는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관련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며 관련
된 기준의 체제와 과정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급작스러운 개혁적인 제도의 도입은 저항을 불
러일으킬 뿐이다. 1993년 GPRA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
하고 개선해왔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발달과 광범위한 활용 등 기술의 발전도 GPRA의 도입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GPRA의 핵심은 성과관련 정보의 생산, 획득과 이의 적절한 활용이
다. PPBS나 MBO의 경우에도 성과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정보의 획득, 정리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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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성과정보를 쉽게 획득하여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성과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3) GPRA의 구성체계
미국의 경우 현행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의회가 설정한 GPRA라는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부의 관
리예산처(OMB)가 관리하는 체계이다. 이를 위하여 관리예산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감
사원은 GPRA의 목표와 부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GPRA는 3가
지의 주요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은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를 작성하여 1997년 9월말까지
관리예산처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서는 각 기관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소한
5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서가 담아야 할 주
요내용은 우선 각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운영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임무의 기술(Mission
Statement이다.
)
또한 기관의 일반적인 목적(Goals)과 구체적인 목표(Objectives) 및 이들을 달
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로, 1999년도 회계년도부터 연방정부의 예산에 연례
성과계획서(Annual Performance Plan)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리예산
처(OMB)는 각 기관의 예산 제출시 예산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에 관한 연례성과계획서를 준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성과계획서에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의해 달성할 성과의 수준을 성과목표
(Performance Goals)로 설정하되,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를 비롯하여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기술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정된 성과목표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및 수
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 각 연방기관의 장은 2000년 3월말까지 1999년도 회계연도의
프로그램 성과보고서(Program Performance Report)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
며, 그 후 매년 3월말까지 전 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성과보고서에는 연례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성과목표가 실제 당해 회계연도의 프로그램성과를 성과지표를 통하여 비교
해야 한다. 만약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장래 목표달성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의 3가지 주요요건은 모두 정부고유의 기능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능은 공
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략계획서,
연례성과계획서, 그리고 프로그램성과보고서는 반드시 연방정부 공무원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외부용역기관의 계약에 의해서 이러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의 3가지
구성요소 이외에 핵심사항으로서 관리의 책무성 및 유연성은 성과의 달성에 대한 책무성을 관리자
들에게 부여하는 대신에 보다 쉽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자율성의 확보는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행정적 및 절차적 규정과 통제규정의 면제를 통하
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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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PRA의 집행과정
GPRA의 체계는 비교적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
다지 쉬운 작업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의 집행은 1994년과 1996년도 회계연도에 걸쳐 3년간 시
범사업을 거친 후 1997년 5월 관리예산처(OMB)가 그 결과를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하고, 6월
에 감사원(GAO)이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연방정부 각 기관의 준비상태를 점검한 후,
9월에 모든 연방기관이 전략계획서와 연례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기관은 관
리예산처의 처장과 각 연방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최소한 전체연방기관을 대표 할 수 있는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성과계획서와 프로그램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계획서와 보고서의 효율성 및 비용 그리고 GPRA의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평가하고, 시범
사업 시행상의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을 위하여 71
개의 연방기관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에 GPRA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하여 법적용
상의 문제점 및 GPRA의 시행으로 인한 성과가 무엇인지 3년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이들 각 기관
은 계획서와 보고서를 종합한 연방정부 전체의 성과계획서(Government-wide Performance
Plan)는 1998년 1월까지 1999년도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하였
다. 또한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까지 최소 5개의 연방기관의 선정하도록 하였다.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시행여부는 시범사업
의 결과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2) 지방정부의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개혁 : 플로리다 주의 성과지향적 예산제도
미국의 플로리다 주정부는「정책분석 및 정부회계책임」
(OPPAGA : Office of Program
Policy Analysis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사무국을 창설하여 주정부기관이 제안한 사
업계획 및 성과지표에 대한 조언기능과 주 의회와 주지사 사무국에 성과지향 사업예산에 대한 자
문기능을 담당하고, 한편으로는 사업의 평가와 정당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되어 플로리다 주 성과주의 예산제도(PB²:Performance-Based Program Budgeting)의
기초를 이루었던 GPAA(Government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 정부 성과 및 책
임에 관한 법)는 각 기관들(State Agencies)로 하여금 목표(Objectives를
)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결과(Outcome에
)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년 PB²수정법안에서 의
회는 새로운 예산구조를 채택하여, 주정부의 예산상태를 개선하고, 계획과 포괄적인 법적 검토 작
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략계획은 예산요구(Budget Request)와 비용정보를 항상 포함하고 있
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계획을‘장기적 프로그램계획(long-range program
plans)’
으로 대체하여 기관 스스로 그들의 기능과 관련비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핵심으로서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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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집단성과급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수립한 후 성과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예산운영에서
의 추가적인 탄력성 부여와 인건비와 직위에 따른 경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2.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성과주의예산제도
1) 정부조직의 경영진단을 통한 성과지표의 개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의 개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중앙부처 및 일
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17부 2처 4위원회 16청 및 4 자치단체) 정부조직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각 부처별로 과 단위까지의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서 성과관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정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전 부처대상 민간 경영진단은 1999년이 처음이었으
며 각 부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4개월간에 걸쳐 민간의 컨설팅기업을
활용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매우 방대하고 심도 있는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9개 분야로 나누어 민간전문기관 등에 경영진단
이 의뢰되었고, 기획예산처는 경영진단을 통해 정립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2000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매년마다 성과계획서에 대한 평
가를 통해 성과지표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 및 보완하기로 하였다(조선일, 1999).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시범사업 대상의 선정
1999년도 초에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는 현행 예산제도를 투입중심예산제도로 규
정하고 이는 편성 및 운용이 용이하지만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으며 정부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정부성과를 명시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기관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것이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
하였다.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아래와 같다(기획예산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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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사업 추진 경과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 마련 : 1999년 1월.
- 정부성과관리 경험의 부재,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
•부처별 성과지표 개발(정부보직 경영진단) : 1999년 2월.
- 농림부 농촌개발국, 법제처 법제기획관실 등 16개 시범사업기관 선정.
•16개 시범사업기관들이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 : 1999년 6월.
•2000년 예산의 국회확정 이후, 16개 시범사업기관들이 성과계획서를 최종 수정·제출 : 1999년 12월 말.
•시범사업기관 성과계획서 전문가 검토 및 향후 작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견 수렴 : 2000년 1월~2월.
•16개 시범사업기관 성과계획서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 공개 : 2000년 3월 중순.
•2001년 예산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방침을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을 통하여 시달 : 2000년 3월 말
(200년
1 4월 18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
- 12개 기관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
•2002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시달.
(200년
1 도 성과계획서 포함.) : 2001년 6월 5일.

시범사업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정부 전기능을 포괄할 수 있게 37개 중앙관서를 8개 분야로 구
분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분양별로 본부와 소속기관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다. 본부조직은 정책
기능 등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소속기관은 집행성격이 강해 예산집행에서 구분
이 명확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셋째,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참
여의사와 대국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당시에 외교안보, 일반 행정, 교육문화, 사회복
지, 산업기술, 재정금융, 건설교통, 농림 환경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16개 기관을 선정하였으
며, 2000년 3월 말에 10개의 책임운영기관과 3개의 중앙관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2002년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추가 대상기관으로 기존의 28개 기관 이외에 교육인적자원
부, 국제교육진흥원,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등 11개 책임운영기관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책임운
영기관 중 기관 전체가 지정된 조달청 중앙보급창,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이들 추가시범사업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산회계법 개정안에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추진을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도 의무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성과달성을 위한 계획서 작성단계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란 해당기관의 비전 및 임무를 바탕으로 중점사업방향을 제시
하고, 당해 회계연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및 예산을 체계적
으로 기술한 것을 말한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시범사업에 있어서 성과계획서의 작
성·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해당 조직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의미하는 기관 임무
(Mission), 기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중점사업 방향인 전략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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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Strategic Goal),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년도에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인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사업계획,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인 성과지표, 측정된 성과를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검증방법 등을 성과계획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사항의 기재에 앞서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개요로서 조직·인력·예산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4) 성과정보의 보고단계 : 성과보고서 지침의 내용 및 추진현황
먼저 시범기관에 대한 개요로서 시범기관의 조직인력현황과 2000년도 예산 및 결산, 추가경정
예산, 이월 또는 불용된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년도 성과계획 전략목표(기관임무로 명
칭 변경), 중간목표(전략목표로 명칭 변경), 성과목표를 하나의 체계도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과측정결과는 전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총괄표를 기준으로 금년도 실제 성과와 이의 달성
여부를 추가하는 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예산은 성과예산기준이며, 달성여부란 달성(초과달성,
정상완료)과 미달(미흡, 미달)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는 성과목표의 미달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목
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의 기타 기재사항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자체 사업평가 결과 및 계획, 언론 등 홍보성과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서울시의 성과주의예산제도도입사례
1. 서울시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1) 서울시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지출을 억제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
기 위하여 그 동안의 관행과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시정개혁을 추진
하였다. 1998년 하반기부터 시정운영에 따른 인사, 예산 운용권을 실·국장에게 부여하고 그 결
과에 책임을 지는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간부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인사, 보수에 반영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시행하였다. 또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심사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제도와 예산의 편성운영체계가 접목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수단인 예산
운용 면에서는 실·국별 책임경영제와 목표관리제가 구현되지 않아 업무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환류체계의 미비로 성과지향적인 시정운영체제의 구축이 미흡하였다. 이에 실·국별로 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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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및 예산운영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성
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서울특별시, 2001). 또한 품목별 분류에 기초한
서울시의 예산체계는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실무부서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며 예산은 준비하고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산운용과정은 행정절차의 합법성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 부서의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낮은 결산율(결산/예산)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의 경우 결산율은 1%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10%이상의 불용율이 시계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비계획성, 비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예산지출에 대한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많
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황성현, 1994: 125-127). 따라서 서울시의 낮은 결산율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이 집행측면에서만 강화될 경우 오히려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귀착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상의 계획성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서
울시는 시장의 강력한 재정개혁 의지에 따라 전면도입에 따른 다소 부작용과 무리가 있더라도 점
진적 보완, 발전을 전제로 일시에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
하기에 이르렀다.

2) 추진경위
(1) 1단계 :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준비 단계(2000년)
첫째, 서울시는“성과주의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
으로서 2000년 4월에 성과주의예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실·국별 단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목표를 설정하였
으며, 각 실·국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략계획,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한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2001년도 업무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였고, 성과계획추진을 위
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방
법을 마련하였으며, 인사와 보수, 조직 등에 있어서 성과정보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2000. 7.
1~7. 31). 또한 목표관리제와의 연계를 위해서 각 실·국별·기관별 상·중·하위 단계의 명확
한 목표의 설정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개별 목표와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2000. 7 .31~9.
30)(서울특별시, 2002). 둘째, 성과주의예산으로의 변경을 위해서는“성과주의예산으로의 예산
편성·집행체제 변경”
이 수반되어야 하며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하여 예산과목구조 등의 개편
이 필요하다. 따라서 품목별 예산방식에서 사업단위 예산방식으로 예산과목구조를 개편하였으며
각 실·국별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단위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집행체계를 변
경하였다(2000. 8. 1~). 사업별 예산으로의 체계변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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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품목별 예산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서
•성과계획서
(전략·목표, 성과지표검증
방법, 성과 목표별 예산내
역)
•성과보고서

⇒

<그림 2>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의 예산체제 변환

이미 편성된 과목구조를 변경한 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
여 해결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2000년도 예산을 토대로 실제 적용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으며(2000. 5. 1~6. 15), 관계전문가·실무진(각 실·국 주무팀장)을 상대로 사전 교육 및 워크
샵을 개최하였다(2000. 6. 16). 이에 따라서 2000년 7월 2001년 성과주의예산편성 지침을 시달
하였으며, 2000년 8월 31일 실·국 및 사업소의 성과계획서를 제출 받아 2000년 9월부터 10월
까지 2001년 성과주의예산(안)을 작성하였으며, 11월에 시의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
(2) 2단계 : 성과주의예산제도 시행(2001년)
2001년도에는 품목별예산이 아닌 사업단위예산으로 편성된 성과주의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
하였다. 따라서 실·국별 성과향상을 위한 책임경영제 운용을 강화하고 단계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측정하기로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집행과정에서 나타
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제 3단계인 성과주의 예산체계 발전단계(2002년)에서 보완하고,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1~2단계 실시결과 및 성과모형 등을 감안한“서울시 성과주의예산체계”
를구
축하였다.

Ⅴ. 성과주의예산제도의문제점
1)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미비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는 1999년 3월‘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방침’
을 시달하고,
1999년 5월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16개 기관을 선정하여 성과주의예산제도를 2000년 예산부
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시범기관은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성과계획서를 수정하며, 회계연도 결산시점에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기술한 성과보고
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 결과는 예산 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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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성과결과가 조직구조 재설계, 인사관리, 성과감사와 연결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부처 재량권 및 신축성을 확대하는 동
시에 필요시 가칭“정부성과관리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추
진 일정을 법제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2000년에 12개 기관, 2001년에
11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추가 선정하여 현재 총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시
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각 기관이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지침준수 여부와 성과지
표의 적합성 등 질적 수준을 검토하여 매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
범운영기관들이‘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
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매년 작성지침 시
달 시에 제도의 취지, 작성요령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
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을 발전시
켜왔다.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시범사업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실시한 현시점에
서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미국은 1993년‘정부성과관리법
(GPRA)’
에 따라 행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률이 정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기획예산처의 지침’
에 따라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최종 모습과 시범사업의 단계적인 추진방향과 추진 일
정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시범기관 성과계획서의 작성이 비예산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국민에 대한 투명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주요 사업의
성과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기관장의 관심
이 낮고 실무자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공공부문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
예산처가 정부개혁실의 1개 팀에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주관하므로 성과결과가 예산편성에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범기관의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
을 묻겠다는 당초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성과관리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본계획 없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실시하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과결과 조직
구조 재설계, 인사관리, 성과감사와 연계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범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므로 시범기관의 기관장 및 담당자의 관
심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부실 → 동 계획서 및 보고서의
예산 및 성과관리활용 미흡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법적 뒷받침이 없는 제도 도입
중앙부처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기관이 성과목표와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성과달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더욱이 목표달성과 성과제고에 필요한 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하거나, 성과평가 결과

경기논단 2004년 가을호 ●85

정책포럼

를 조직·인사·보수 등 실제로 기관운영에 반영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도‘예산편성지
침’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지침’등 내부 지침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01년 3월 예산회
계법에 성과주의와 관련된 1개 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으며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시에는 과목 개편과 예산 이·전용 및 이월
범위 확대 등 예산집행의 자율권 부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제도의 변경도
예상되므로 반드시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성과주의예산제도의도입 효과의 한계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성과지표 측정치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예산편성에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 측정치로 개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성
과목표의 달성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성과지표 측정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노력
등 예산요인 이외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할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규명작업에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개별사업별로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하
는 현행 예산심의 방식을 성과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면 대체하는 것
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4)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의 어려움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과목표 달성의 진척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소수의 성과지표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
하여야 한다. 성과지표의 종류에는 투입·산출 및 결과 등의 지표가 있으나, 시범사업의 종합평가
는 산출위주의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계량화 비율이 35% 수준으로 대부분 비계량화로 설정하였
다. 그 원인은 투입 및 산출위주의 성과지표는 예산계획이 기존의 품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을 의미한다. 투입 및 산출 위주 지표로는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 위주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시범사업기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성과지
표가 지나치게 많아, 정책 결정자에게 사업에 대한 함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성과지표 중에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불필요한 정보(예: 예산집행률)를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예: 기관의 경영합리화 등) 그리고 성과계획서의 구조가 기존의 예산서 구조와 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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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핵심사업을 중심으로의 사업을 정리하는 함축성이 떨어지므로 기관의 핵심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5) 성과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과 성과보고서의 부실
시범사업기관의 성과계획서의 내용은 대체로 충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일부 계획서에는 필요한 재원과 이를 통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으며,
과거의 목표달성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기대효과가 제시되지 않
고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구조가 기존의 예산서 구조와 유사하여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기관
의 사업을 정리하는 함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성과보고서의 추진실적이 계획보다 미흡한데
도 성과결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간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즉, 성과계획서에 당초 측정할
수 없는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성과보고서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통·폐합하거나 추가 또는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과보고서는 당초 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
지표 내용대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설
정한 목표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적치를 사실과 다르게 측정하는 등 성과를 부실하게 측정하
는 일이 없어야 하며, 목표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는 감
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6) 기존 성과관리제도와 미연계
정부는 2001년 1월 8일“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의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심사분석제
도를 확대 발전시킨 정부업무 평가 제도를 국무조정실에서 조직단위의 성과관리제도로서 운영하
고 있으며, 1998년에 도입한 목표관리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구성원 단위의 성과관리제도로
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
과 등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기획예산처에서 운영중인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미국의“정
부성과관리법(GPRA)”
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였으며,
)
성과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감사원은 이들 성과관리제도의 평가대상과 주요 내용은 유
사한데도 제도담당 부처별로 서로 다른 형식의 계획과 측정 및 보고 등을 요구하게 되어, 정부업
무평가 제도와 별개의 제도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부담을 주는 한편 정부활동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 2002).

경기논단 2004년 가을호 ●87

정책포럼

Ⅵ. 결 론
1980년대 들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1990년대에 미국
등 OECD 국가에서 행정패러다임을 장식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적
) 행정개혁은 대외적으로는 고객만족 행정과 대내적으로는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분권화와 경쟁을 중시하는 성과 지향적 관리를 추구할 것을 그 처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개혁 추세 속에서 등장한 것이‘성과지향적 예산제도 (Performance-Based Budgeting)’
이다.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는 공공부문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며, 보고하는‘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예산제도’
로서,
이는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종전의 예산개혁들(Performanace Budget, PPBS, MBO,
ZBB)의 경험과 최근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실행가능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생산성
을 제고하고, 재정지출의 합리성 제고,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 행정의 구현,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영국에서는
책임운영기관(Agency)과 종합 지출보고서(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를 통해서, 미국
은 연방정부의 GPRA(정부성과관리법)와 플로리다 주정부의 성과주의예산제도(PB²
)의 기초를
이루었던 GPRA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가 2000년부터 성
과주의예산제도의 단계적 시범도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2001 회계년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적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다. 외국 및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성과주의예산제도 도
입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관리상 개선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서의 통합성과 관리를 추진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던 반면, 법제화의 미비아래 전면적인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함을 지
적하였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크게 성과계획단계와 성과지표 개발단계, 성과측정 및 평가단계,
성과정보 보고 및 활용단계의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각 단계상에서 도출된 혹은 예상
되는 문제점과 이해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성과계획단계’
에서「기관임무-전략목
표-성과목표」
의 체계 및 목표수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기에 각 목표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성과계획서 검토 팀과 실무진과의 지속적인 노
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계획단계에서 의회와 시민, 내부공무원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stakeholders를
) 보장해야 한다. 둘째,‘성과지표 개발단계’
에서는 부정확하고 주관적인 지표선
정에 따른 사업성 지표의 남발과 지표 검증방법의 혼재, 이에 따른 목표의 전도(Goal
Displacement현상
)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작성된 각종 지표가 실제 의도한‘성
과’
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하고, 성과를 체계화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개발된 지표의 유형분류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성과지표 개선작업이 필요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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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셋째,‘성과측정 및 평가단계
‘에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별 가중치의 미산정문제와 외부
적요소의 개입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표별 중요성에 따른 가중치의 부여
와 외부적 영향력을 고려한 사업평가의 선별적 실시 등의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넷째, 성과정보
의 보고 및 활용단계에서는 서울시 성과주의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성과정보 공개의 미흡 문
제와 예산 성과급 제도와의 연계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홈
페이지 등을 통한 성과정보 공개의 활성화,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정착된 이후, 인센티브 제
도로서의 예산 성과급 제도와의 연계, 모색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산은 정치과정으로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의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행정부와 의회 간에, 정부와 국민 간에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윌다브스키(Wildavsky는
) 합리성을 강조한 예산제도일수록 사회적 합의하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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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1) 최근들어성과주의예산이라지칭되는것은성과지향적예산으로이해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각국의책임운영기관은집행적인행정업무에기업경영방식을도입한다는유사점이있으나기관의소속및신분에따라크
게2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 영국형: 장관밑에소속되고구성원은공무원신분을유지하는형태
- 뉴질랜드형: 장관에소속되지않은독립된조직으로존재하며직원의신분도공무원과민간인이혼재되어있다.
3)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성과와 예산이 직접 연계되는 형태의 성과예산제도는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ies)이나공기업에서도성과예산제도는제한적으로만활용되고있다.
4) 성과관련정보의신뢰성이낮은것은재무성이성과지표와성과목표의설정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도록되어있지만재무
성내에이를통제할인력과전문성이부족하기때문이다.
5) 영국의성과관리와관련하여 19809년대부터 주어진더나은행정서비스 공급을위해공공부문개혁 프로그램이진행되
었으며, 그대표적제도중의하나가재정관리제도(FMI: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이다.
6) 실제로이보고서는하나의문서가아니라4개의문서로구성되어있지만, 각문서간에는중복되는내용이많이있어편의
상하나의보고서로설명하려고한다.
7) DEL 조정이허용되는것은극히예외적인상황이나경제여건이예측과크게다른경우등에국한된다. 예를들어, 실제물
가상승률이재무서에서예측한바와크게다른경우에는 DEL의조정이허용된다.
8) GPRA는미국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행정학회(ASPA), 미국립행정연구원(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및오스본을비롯한많은학자들과실무자들의강력한지원을받았다.
9) 특기할점은전략계획서작성시각연방기관들은의회와협의하도록하고있으며, 이계획에관심이있거나, 이계획으로인
해서영향을 받을수있는 모든당사자들(stakeholder의견해나
s)
제안을수렴하도록 하고있다는 점이다. 특히의회와의
협의를명시함으로써, GPRA의집행에의회가깊숙이관여하겠다는의도를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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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ti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Since 2003, Gyeonggi Province, the local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supported the
educational-supporting program with a cooperation
with Gyeonggi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This program have been focused on 1)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of rural samll-scale schools, 2)
improving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3)
reinforcing science and industral
i education preparing
for a knowledge information based society, 4)
solidifying fundamental science education, 5) activa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5) fostering an advanced
educational welfare environment.
In this study, this educational-supporting program is
reviewed in terms of the decison-making process,
progress,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and then
the proposti ion for its promotion is suggested as well.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the education
autonomy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nd work
together with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educational budget should be collected and
distrbuted
i
enough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for all
children, especially for rural small-scale schools.
Thirdly, any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 or residents
should have the process and procedures to take part in
the decison
i -making process as a way of dealing with
reg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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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기도는 2002년 7월 민선 3기 손학규 도지사 취임이래「세계 속의 경기도」건설을 위해「동북
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 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
라는 4대 도정 목표를
선정하였다.
교육지원사업은「선진교육·문화」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가 16개 시·도 광역지자체 가
운데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 교육청과 경기도는 교육협력관 제도를 두어 교육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는 인구 1000만 시대(2003년 12월 기준)로 대변되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화로 인하
여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 하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사업 추진 및 풍부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지원사업은“선진 교육문화 기반 조성”
을 중심으로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지식사
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의 양성,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의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을 위해 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
의 양성”
을 위해 과학교육·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공공 도서관 등 지역사회 학습기반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
의 강화”
를 위해 특수교육 내실화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지원 사업들을 2003년 계획 수립 당시 내용을 중심으로“Ⅱ장 경
기도 교육지원사업 현황”
에서 제시하고 Ⅲ장에서는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서 첫째, 사업의 실현가능성 둘째, 사업별 목표 달성정도 셋째,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사업들
의 일관성 및 환류(feedback를
) 통한 정책의 수정·보완 여부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통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교육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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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현황
1. 학교중심의지역교육공동체 구축
1) 농어촌·중소도시좋은 학교 만들기
경기도는 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 2003년 계획 수립당시 2003년 20개 학
교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총 40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농어촌·중소
도시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군 및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대상학교
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내용 및 2003년 소요예산
지 원내용

총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지원기준(1교당)

계

45,320

2,266

학교시설건립지원

24,000

1,200

기숙사운영비 지원

4,800

240

원어민 교사지원

1,920

96

어학실지원

3,800

190

400

20

외국교환학생프로그램지원
우수학생 장학금지원

400

20

우수교사확보 지원

8,600

430

학생교육활동 지원

1,200

60

200

10

학교도서관 장서확대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시설건립 지원은 선정 학교당(12학급 기준) 1,200백만원을 지원하고 기숙사 건립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별 여건(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따라 학교도서관 등을 건립하는데 지원하고 기숙사 운
영비로 학교당 24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학교당 1명의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96백만원을 지원하고 어학실 지원을 위해 학교당 190백만원, 학교당 1명을 대상으로 외
국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2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당 20명을 대상으로 우수학
생 장학금 20백만원을 우수교원 확보지원을 위해 학교당 430백만원을 지원하고 학생교육활동지
원(특기적성교육)을 위해 학교당 60백만원, 학교도서관 장서확대 지원을 위해 학교당 10백만원
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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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학교 살리기
2003년 당시 경기도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2003년 25개 학교를 포함하여 2006년까지
10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지원대상은 읍·면 소재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이고 대상
학교 선정은 시·군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내용 및 2003년 소요예산
지원내 용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지원기준(1교당)

계

16,775

671

학교시설 현대화

7,500

300

교원활동지원

6,500

260

테마가있는학교 공원화

1,250

50

특기적성, 평생교육지원

500

20

통학버스지원

750

30

학교도서관장서확대

125

5

도·농교류 체험학습비 지원

150

6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학교시설 현대화 및 기본시설 확충(낡은 교실 리모델링, 다목적 학습관, 학교 도서관, 온돌교
실, 소규모 야외공연장, 문화공간 조성, 컴퓨터, 과학기자재 구성 등)을 위해 학교당 300백만원을
지원하고 교원활동(주거용 공동주택,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연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260백
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테마가 있는 학교 공원화 사업(수생식물원, 기상과학실습장,
야외학습장, 야생화 학습장, 민속놀이장, 동물사육장 등)에 학교당 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기적성·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학교당 20백만원, 통학버스 지원(차량 임차료)에 학교당
30백만원, 학교도서관장서 지원에 학교당 5백만원, 도·농교류 체험학습비 지원에 학교당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의 양성
1) 초·중등교 과학 선도학교 운영
과학 선도학교 운영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총 40개 학교를 선
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학교 선정은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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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학 선도학교 지원계획

(단위 : 개)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학교수

40

10

10

10

1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는 신규로 선정된 해에 학교당 1억원을 지급하고 향후 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지원한
다. 지원 내용은 실험실 전면보수, 멀티미디어시설 확충, 과학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학생대상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과학교사 및 교사 모임 연구 지원 등이다. 소요예산
으로 2003년 1,000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2) 외국어 기반 확충 지원
외국의 기반 확충 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1개 학교를 선정하여 총 84개
학교를 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학교 대상에서「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에선
정된 시·군은 제외한다.
<표 4> 외국어 기반 확충 지원계획

(단위 : 개)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학교수

40

10

10

10

1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지원 내용은 도내 학교에 어학실습환경 개선을 위해 어학실 설치(소요예산: 190백만원) 및 원
어민 교사 채용(96백만원)이다. 소요예산은 학교당 286백만원이며 2003년 총 소요예산은
6,006백만원으로 계획하였다.

3) 실업계·특성화고육성 및 지원
(1) 권역별 실업계고「공동실습소」
에 첨단 실습기자재 지원
① 공업계 공동실습소 지원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이천실고’
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면 820백만원을 공
업계 공동실습소 시설확충비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표 5> 연도별 공동실습소 시설확충비 지원계획(공업계)
구 분

계

2003년

2004년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계

3,277,087

817,087

820,000

820,000

820,000

도 청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교육청

1,277,087

317,087

320,000

320,000

320,0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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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계 공동실습소 지원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여주자영농고’
에 2003년도에 600백만원을 비롯하여 2006년
까지 총 2,38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표 6> 연도별 공동실습소 시설확충비 지원계획(농업계)

(단위: 천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2,384,000

600,000

544,000

540,000

700,000

도 청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교육청

384,000

100,000

44,000

40,000

200,0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③ IT분야 공동실습소 지원
IT분야 공동실습소는 2004년부터 건립 추진할 예정이며 지원내역은 건축비 및 실험·실습비
등이다.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는 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2) 특성화고에 필요한 실습실 및 기자재 지원
경기도는 도내 특성화 고교가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 및 실습기자재가 부족하며 첨단산업기자재
의 적정사용 연안이 짧아 적기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어 학습효과가 저감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2003년 3,464백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매년 3,6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표 7> 연도별 특성화고 시설확충비 지원계획
구 분
계

계
14,263,787

2003년
3,463,787

2004년
3,600,000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3,600,000

3,600,000

도 청

9,880,120

2,380,120

2,500,000

2,500,000

2,500,000

교육청

4,383,667

1,083,667

1,100,000

1,100,000

1,100,0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4)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
경기도 교육청은 특수목적고 설립조건으로 사립인 경우 특수목적고 설립을 적극 유치하되 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 전액을 설립자가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립의 경우는
시·군에서 부지매입비 전액 및 시설비의 50%를 부담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군별 특수목적고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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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군별 특수목적고 설립추진 현황
개교

학교명

학급수

소요예산(억원)

지역별

설립별

수원시

공립

수원외국어고

2005. 3월

30

1,050

300

안산시

사립

안산외국어고

2005. 3월

36

1,260

316

40

276

성남시

공립

성남외국어고

2004. 3월

30

1,050

250

기부채납

250

용인시

사립

용인외국어고

2005. 3월

30

1,050

238

40

198

동두천

공립

동두천외국어고

미정

30

900

196

36

160

예정일

학생수

계

부지
50

건축비
25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는 30학급, 시설비 160억원을 기준(부지매입비 제외)으로 도교육청의 설립계획이 확정
된 공립 특수목적고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지원을 계
획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고 설립의 경우 과학인재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첨단과학 장비 및 기자재
등으로 건립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의 2003년 소
요예산은 3개교 각 4,000백만원씩 총 12,000백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5) 공공 도서관 육성·확충
경기도는 현재 52관인 공공도서관을 2006년까지 100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수도서관의 경
우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는 수원시와 점자도서관이 있는 부천시를 제외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의 시·군에 2006년까지 매년 1관씩 총 4관을 신설할 계획을 잡았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
은 매년 20대씩 2006년까지 80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설립 신청
을 한 8개 시(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안성시, 동두천, 평택시)를 포함하여 2006
년까지 31개 시·군에 1개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표 9> 공공 및 전문도서관 확충계획
구 분

계

(단위 : 관, 대, 만권)

2003

2004

2005

2006

•공공도서관 (42관) 신설

42

14

10

10

8

•특수도서관 (4관) 신설

4

1

1

1

1

80

20

20

20

20

31

8

8

8

7

13

3

3

3

4

•이동도서관 (80대)차량구입
•어린이전용도서관 (31관) 신설
정보과학
기능보강
•도서관장서 확대

•첨단과학실습실 보강
•테마정보실지원

20

5

5

5

5

400

100

100

100

1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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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과학실습실 보강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 정보실
을 지원할 계획이고 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해 매년 100만권씩 2006년까지 400만권을 확충할 계
획이다.

6)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경기도는 2000년도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학교도서관 설
치 지원, 학교도서관 장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1)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은 2000년에 82학교, 2001년에 132학교, 2002년에 180학교를 지원했
고 2003년에는 220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이의 추진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서지
원, 사무보조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서교육, 자원봉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
경기도 교육청은 2006년까지 전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에
2003년 20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50백만원 총 1,000백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은 교육청
과의 협의 하에 학교도서관 미설치 학교 중 농어촌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3) 학교도서관 장서 확대
경기도는 학교도서관 장서 확대를 위해 2001년 900백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에는 도내 초·
중·고교 400개 학교를 선정해 2,0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서목록 및 권장도서 제공 등 양서구입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의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기관별부담규모
사 업 명

사업량

계
• 사서지원
• 학교도서관설치
•도서지원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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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도
계

확보

6,323

6,323

1,500

220개교

3,323

3,323

1,000

20개교

1,000

1,000

400개교

2,000

2,000

미확보
4,823
2,323
1,000

500

1,500

시·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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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통합을위한 교육복지의 강화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2002년 현재 경기도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793개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종일반을 운영하
고 있는 곳은 650개원이다. 도교육청은 650개원 중에서 363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88개원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일반 운영 원당 소요 운영경비 중 5백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종일반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학부모가 부담하
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학부모
의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2006년까지 240개원에 5백만원씩 총 1,200백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자 계획했다.
<표 11>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계획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602

602

602

602

도

240

240

240

240

도교육청

362

362

362

362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5. 기타 - 대안학교 지원
경기도는 도내에 위치한 대안학교 5개교1)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 7개교 중 대안학교 2개교
(경기대명고, 두레자연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개교(진영정보공업고)에 인성교육관, 학교
도서관, 급식시설 등과 같은 교육 및 지원시설을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대명고에는 인성교육관 건립비 980백만원, 두레자연고에 급식소 및 학교도서관 건립비 985
백만원, 진영정보공업고에 인성교육관 건립비로 15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는 기타 대안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은 향후 지원요청시 교육청 및 당해 시·군, 학교 등
과 협의하여 사안별로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이다.

`1) 2002년 현재 경기도내 대안학교는 경기대명고, 두레자연고, 이우고, 이우중, 헌사중5개교임.
2) 2002년 현재 경기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안산정보산업고, 진영정보공업고, 안양상업고, 계명고, 고양실고, 부천실고, 진영중7
개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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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4년 신규 교육지원 사업
경기도는 2004년도 교육지원사업 계획에서 상기에 제시한 2003년 사업뿐만 아니라 <표 12>에
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중·장
기 계획 수립 및 추진과 실업고·특성화고 지원과 관련한 기존사업에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업계고 개편지원과 특성화고 산학협동 프로그램 지원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또한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원어민 교사 확충과 중등 영어교사 해외연
수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의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의 일환으로 특수교
육보조원 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경기교육지원사업 지원단(가칭)을 구성
하여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
과 체계화를 도모하고 교육지원 사업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교
육지원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표 12> 2004년 신규 교육지원 사업
사

업

명

사 업량

예산규모

계

16,640

1. 경기과학교육활성화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평가단회의, 출장비

50
연구과제비 등)
실업계고
2.실업고·특성화고
지원

활성화지원
특성화고
산학협력지원
원어민교사

3. 영어교육활성화
지원

지원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지원

4.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비 고

사업계획확정 후
’04년추경반영

3,000
10개교

(교당500×10개교
×1차년도(60%))

3개교

100개교

500명

120개교

5. 경기도교육지원사업 지원단 구성운영
주 : 2003년에 이은 2004년 지속사업은 <표 12>에서 제외함.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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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300
(교당100×3개교)
9,600
(교당96×100개교)
2,500
(1인당5×500명)

초등학교 대상

중·고등학교대상

1,100
(교당9,170천원×120교)
90
(운영수당, 보고회 등)

교육청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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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첫째, 교육지원사업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
한 계획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구체성) 둘째, 지원사업별로 계획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
성했는지(목표달성도) 셋째, 사업의 일관성과 지난 실적이 환류(feedback되어
)
수정·보완되고
있는지(진전도) 넷째, 주민의 관심이나 욕구, 기대를 충족시켰는지(주민 만족도)를 통해 사업평가
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구체성
구체성은 각 지원사업이 법·제도의 근거법령, 예산이나 인력 등 재원의 활용계획, 시책과제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가를 통해 과제설정의 실현가능성을 살펴본다.

1) 근거법령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법정전입금인 비의무교원봉급부
담금, 지방교육세, 시·도세 및 담배소비세가 아닌 비법정전입금을 통해 지원·운영되고 있다. 이
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
현한 것으로 의미가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재원의
불확실성과 정책결정자의 의지 등에 따라 가변적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소요예산
2003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수립당시 소요예산의 구체성을 <표 13>을 통해 살펴보면 예산주
체인 도, 시·군, 도 교육청에 대한 사업비 부담규모가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과목 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표 13> 2003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담규모
사 업 명

사업량

총 사업비
1. 농어촌·중소도시‘좋은학교’만들기

소계

도
계

확보

시·군

196,114

91,487

83,697 63,803

40,824

71,507

35,754

35,754 20,430

15,323

22,660 13,596

• 좋은학교 육성지원

20개교

45,320

22,660

• 소규모학교살리기지원

25개교

16,775

8,388

7,790

시·군

미확보

8,388

5,032

교육청

9,064

교특

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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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부담규모
사 업 명

사업량

2. 과학선도학교운영

10개교

3. 어학기반지원

21개교

4. 실업계·특성화고 육성지원

소계
1,000

도
계

확보

500

미확보

시·군

500
1,802

시·군

교육청

500

〃

1,201

〃

6,006

3,003

3,003

4,881

3,380

3,380

1,501

•공업계공동실습소지원

1개소

817

500

500

317

교특

•농업계공동실습소지원

1개소

600

500

500

100

〃

•특성화고지원

6개교

3,464

2,380

2,380

1,084

〃

24,000

교특

1,203

〃

5. 특수목적고설립 지원
6. 병설유치원종일반운영비지원

3개교

48,000

12,000

12,000

602개교

2,406

1,203

1,203

61,938

30,565

6,290

24,275

31,373

14관

19,948

9,570

6,170

3,400

10,378

1,000

1.000

〃

480

600

〃

7. 공공 및정보과학도서관 육성·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특수도서관 건립

12,000

자본보조

1관

2,000

1,000

•이동도서관 구입비 지원

20대

1,200

600

•어린이도서관건립 지원

8관

25,600

12,800

12,800

12,800

〃

•첨단과학실습실설치지원

5관

2,500

1,250

1,250

1,250

〃

•테마정보실 지원
•공공도서관(58관) 장서지원

5관

250

125

125

125

58관

10,440

5,220

5,220

5,220

6,323

6,323

1,500

4,823

1,000

2,323

민간

1,000

교특

8.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학교도서관사서지원
•학교도서관설치
•학교도서관도서지원
9. 대안교육지원

120

220개교

3,323

3,323

20개교

1,000

1,000

400개교

2,000

2,000

3개교

3,465

3,465

500

경상보조
〃

1,500

민간

3,465

교특

주 : 1) 교특 : 교육비특별회계, 민간 : 민간위탁금, 자본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약자임.
2) 공공·어린이·특수도서관의국비(20%) 미반영함.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3) 목표설정
목표 설정의 구체성을 앞에서 설명한“Ⅱ.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현황”
을 통해 살펴보면 사업별
로 2006년까지 목표 설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연도별로 구체적 목표설정이
다소 미흡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 지원은 향후 지원요청 시 교육청 및 당해 시·군, 학교 등과 협의하여 사안별로 검토
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실업계·특성화고 육성·지원사업 중 IT분야 공동실습소는
2004년부터 건립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의 경우 도의 지원방
안은 제시되어 있으나 시·군, 도 교육청 등과의 역할구분으로 인해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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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

2.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는 각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계획에 대비하여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 14>의 2003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계
획시「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이 배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수목적고 설립지원
의 경우 수원, 성남의 경우 시설결정이 미확정되고 동두천의 경우 부지매입 전단계로 인하여 예산
을 명시이월할 예정이다. 대안교육지원의 경우 경기대명고 인성교육관 설립은 해당지역이 그린벨
트지역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진영정보고 인성교육관 설립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
로 인해 예산을 명시이월할 예정이다.
2003년도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표 14>에서 빠진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학
교도서관 도서지원은 경기도 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여 목표인 220명 사서지원과 400개 학교
도서지원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표 14> 2003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업량년

교당
지원

계
1.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육성

도비

(단위: 백만원)

지원대상

추진 현황

55,599
•「좋은학교」
만들기

20개교

•소규모학교살리기 25개교

2,266

22,660

선정

예산배정, 정상 추진

671

8,388

선정

예산배정, 정상 추진

2.과학교육선도학교운영 지원

10개교

100

500

선정

예산배정, 정상 추진

3.외국어기반 확충지원

21개교

286

3,003

선정

예산배정, 정상 추진

•공동실습소지원

2개소

1,000

공업계공동실습소
농업계공동실습소

예산배정, 정상추진

한국애니메이션고
한국도예고
4. 실업계·특성화고
육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한국조리과학고
6개교

2,380 한국관광고

예산배정, 정상추진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청담정보통신고
(시설개선 및기자재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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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업량년

교당

도비

지원

지원대상
수원외고, 성남외고,

5. 특수목적고설립지원

3개교

12,000 동두천외고
‘
( 05. 3월개교예정)

6.병설유치원종일반운영지원
7. 학교도서관설치지원

240개교

5

1,203

20개교

50

1,000

추진 현황
예산명시이월예정
(수원, 성남:시설결정
미확정/ 동두천:부지매
입전단계)

선정

예산배정, 정상추진

선정

예산배정, 정상추진

경기대명고(인성교육관) 예산명시이월예정
980백만원

G/B지역, 사업추진지연,

두레자연고
8. 대안교육지원

3개교

3,465 (도서관및 급식소)

예산배정, 정상추진

985백만원
진영정보고(인성교육관) 예산명시이월예정
1,500백만원

(절대공기부족)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3. 진전도
진전도는 각 사업별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사업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환류를 통해
정책의 수행에 있어 발전을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경기도는“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의 2003년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설정하였다. 파악된 추진상 문제점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당사자의 의견수
렴 및 참여 부족으로 동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시·군별 동일 부담비율 적용으로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
들기」및「소규모 학교 살리기」사업은 ’
03년도의 틀을 유지하되,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
해서는 ’
04년도부터‘도비 차등 보조율3)’
을 적용하고 대상학교 선정 후 ’
04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3) ’
04년도 도비 차등보조율 대상 시·군 및 적용기준

시·군명

지수합계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145.0%
150.5%
150.8%

인건비 자체

재정력

차등보조율

충당 지수 능력

지수

(인상)

120.0%
123.7%
124.5%

25.0%
26.8%
26.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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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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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도록 하였다. ’
03년도 선정학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 지속사업
운영비로 30%를 반영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사업의 취지 등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의 양성”
에서「과학 선도학교」육성은 ’
03년도와 동일하게 추
진할 예정이며「외국어 기반 확충 지원」
은’
03년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이외지역(16개 시군)
을 대상으로 21개교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모든 시·군 대상 1개교로 확대하되 인구 50만 이상 대
도시(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등 7개 시)의 경우 2개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21개교씩 2006년까지 총 84개교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21개교
를 포함하여 2004년부터 매년 38개교씩 2006년까지 총 135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을 변경하였다.
「실업계·특성화고 육성 및 지원」
은’
03년도에 기자재 지원 등 하드웨어 기반구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했으나 2004년부터는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정의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등 산업수요
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반구축 사업은 지속 지원하
되 신규 사업에 특성화고 산학협동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가하였다.
「특수목적고 설립」
은’
03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며「공공도서관 육성 및 확충」
은’
03년
사업추진시 첨단 과학실습실 및 테마정보실의 경우 도서관 설계 시 사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
요발굴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첨단 과학실습실은 신규 도서관 설치 시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 설
계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변경하였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은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및 장서 확대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학교
도서관 설치 지원은 학교부지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대체하여 2004년 1월에서 2005
년 12월까지 2개 공공 도서관건립(남부권 1개, 북부권 1개)을 지원하기로 변경하였다.
3)“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의 강화”
를 위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은’
03년도
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여 계획했던 240개의 병설유치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명

지수합계

여주군
동두천시
하남시
오산시
안성시
양주군
포천군

218.0%
224.7%
260.8%
292.6%
308.1%
310.3%
315.9%

인건비자체

재정력

차등보조율

충당지수능력

지수

(인상)

179.7%
180.5%
213.6%
232.0%
261.5%
261.7%
266.9%

38.2%
44.2%
47.2%
60.6%
46.7%
48.6%
49.0%

15%
〃
〃
10%
〃
〃
〃

도: 시·군: 교육청부담비율
50% : 30% : 20%
40% : 30% : 30%
사 업
사 업
57.5% : 15% : 27.5%
47.5% : 15% : 37.5%
〃
〃
〃
〃
55% : 20% : 25%
45% : 20% : 35%
〃
〃
〃
〃
〃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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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서 경기도의 2004년도 신규 교육지원사업에서 언급했듯이“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
의 양성”
의 강화책으로「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실업계고 개편지
원과 특성화고 산학협동 프로그램 지원」
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또한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초등
학교 대상으로 한「원어민 교사 확충」
과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를 지원」
할 계획이다.“사회통합
을 위한 교육복지의 강화”
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의 일환으로「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를 지원할 계
획이다.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체계화를 도모하고 교육지원 사업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경기교육지원사업 지원단(가칭)」
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각 사업별로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사업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
업평가를 통해 정책의 수행에 있어 변경 및 보완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지원사
업의 진전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주민 만족도
주민 만족도는 최운실외(2004)의“경기 교육 현안 문제와 교육지원 사업성과 평가연구”
를기
초로 하여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인지도,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경기도 교육예산 지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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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
경기도 교육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매우 필요하다’
(55.0%),
‘어느 정도 필요하다’
(33.5%),‘보통이다’
(9.4%),‘별로 필요하지 않다’
(1.6%),‘전혀 필요하
지 않다’
(0.5%)로 나타났다. 즉,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교육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이원화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은 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지원 특별 교육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은‘매우 부족하다’
(5.4%).‘부족하다’
(56.1%),‘적정 수준이다’
(34.7%),‘충분하다’
(3.8%)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 도 지원 교육예
산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60% 수준으로 과반수를 넘어 여타 시·도에서 교육지원
사업이 미미함을 감안할 때 경기도민의 교육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향후 교육지원사업의 강화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경기도 교육예산 지원 필요성

2) 교육지원사업에대한 경기도민의 인지 여부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교육지원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는‘매우 잘 알고
있다’
(3.9%),‘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34.7%),‘지원한다는 사실을 들어 봤다’
(38.6%),‘전혀
모르고 있다’
(22.8%)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지원사업의 예산이 도비와 시·군의 협조로 진행되
는 점을 감안할 때 도의회 및 기초단체장들의 협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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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 홍보를 통한 대민 인지도 확산은 물론이고, 교육지원사업 결정시 단체별(도의회, 기초단체
등) 대표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정례화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획득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지 여부

3)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2003년도 교육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인식 조사결과, 중소도시 명문학교(좋은 학교) 육성
(43.2%), 소규모 학교 살리기(42.6%), 대안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42.4%), 특
수목적고 설립 지원(36.7%)이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였다. 최운실외(2004)에서 다른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네 가지 항목의 공통점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한 사업으로 공히 높은 평가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의 평준화 기조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있어 주민의 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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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민의 만족도

Ⅳ. 결 론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화로 인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2003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
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구체성과 목표달성도, 진전도,
주민만족도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체성에 있어 법·제도의 근거법령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재원의 활용계획, 시책과제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사업기간인 2006년까지
의 실현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목표달성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이 배
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진전도 측면에서 볼 때 각 사업별로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사업들이 일관성을 유지
하며 추진되고 있고 2004년 계획수립시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변경 및 보완 작업을 꾸준히 추
진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진전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민 만족도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한 사업들이 공히 높은 평가를 받
았으며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예산의 확충에 대한 높은 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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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개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와 같은 법률적 기반
을 조성하여 재원의 불확실성 등과 같은 가변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지지 및 이해를 넓히고 사업
진행의 협력을 위해 단체별(도의회, 기초단체 등) 대표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정례화하여 적극적
인 지원을 획득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중복투
자를 막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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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some ap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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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 of public reform. Traditionally the
innovation of government focused on to develop some
new techniques and criteria but it is more important

Ⅳ. 이탈리아 지방분권 과정에서 주는
시사점

thing to divide the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Ⅴ. 결론 및 정책제언

government for the developed national system.
Although the need for decentraliza
tion of government
had prevailed in Korea for long time, we are witness of
the unchanged system. In spite of its desirability of
decentralization of structure, staffing and financing
etc., changing for decentraliza
tion is not easy. Now I
think it is necessary we have to prepare the way of
decentralization by way of comparisn
o with the nations
which had overcame the difficulties for decentraliza
tion.
Italy is an advanced one had achieved decentralization
with lots of innate obstacles. especa
i lly its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may apply to us. Last I’
d
like to say that decentralization itself is political
change. So before advance of political system,
decentraliza
tion can not go up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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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참여정부는 2003년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하여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울 수 있
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1). 또한 지방분권
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로드맵을 중
심으로 지방분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분권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의 전환에 따
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분권화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결과적
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권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한 외국의 제도와 성
공사례를 학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특별히 이탈리아의 지방분권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
해 줄 수 있는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 국가는 이탈리아에 한정하며 지방분권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치 및 역사적 권력변화과정 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탈리아 지방분
권 과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이탈리아의 지방 집권 및 분권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선험적 사례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
아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탈리아 권력구조의 특징
1. 역사적 변천
초기7왕국시대(BC753-BC509)를 거쳐 로마공화정시대 (BC509~BC27), 로마제국시대
(BC27~AD476), 중세 도시국가분열시대, 이태리 국가 통일(1861), 뭇솔리니 파시스트정권과
공화정 준비시대 (1924~1948), 1946년 이태리 공화국 정식선포에 이어 기민당 주도의 연립정
부시대(1948~1994) 이후 신우파, 중도좌파 등이 교대로 집권하였다. 현재의 헌법은 1948년 1
년 1일에 발효되었다. 행정상으로 이탈리아는 20개의 주로 구분한다. 알프스산 일대의 농업지역
에서 포강 유역의 곡창지대, 오스트리아 국경에 걸친 북부 7개 지역과 농업이 성하고 중부 아펜닌
노 산맥과 수도 로마를 통과하는 중부 7개 지역, 남부 4개 지역 및 기타 도서 2개 지역을 포함하
고, 각 주마다 독특한 특색을 갖추고 있다.

1) 국가균형·지방분권추진위원회(2004),『지방분권추진자료집』
에 그동안의 지방분권 추진 과정과 핵심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명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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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의 주요 권력기관
1) 개 요
이탈리아2)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로 상하양원 및 주대표 합동회의에서 임기 7년의 대통령을
선출하며, 총리는 대통령이 의회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의회협의를 거쳐 지명한
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각료후보 명단을 제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리는 내각의장이 된다.
내각책임제 실시로 내각책임제의 전형적인 문제점인 군소정당의 난립과 빈번한 의회해산으로 선
거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선거를 실시하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를 거쳤다. 1993년 헌법개정
을 통해 도지사와 시장에 대한 주민 직접 선거제를 도입하고 1999년 주지사도 주민 직접 선거제
에 의해 선출하게 됨으로써 지방의 경우 내각책임제적 요소로 인한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되
었다3).

2) 대통령
대통령은 간선으로 선출되며, 상·하 양원 및 주대표의 합동회의(1,014명)에서 비밀투표(제
1~3차 투표까지는 2/3이상, 제4차 투표 이후는 과반수)로 선출되고, 임기는 7년으로 재선이 가
능하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된다. 입법사항으로는 법률
선포권 및 거부권, 의회해산권(단, 의회해산권은 대통령 임기 만료전 6개월동안은 행사 불가), 행
정사항으로는 총리 및 각료임명권, 외교사절단 접수 및 파견권, 조약비준권, 국군 통수권, 전쟁선
포권 등 사법사항으로는 사면권을 지니고 있다.

3) 행정부
행정부의 내각은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면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와의 협의(과반
수 확보 가능여부 확인 위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후보를 지명하고, 총리후보 지명자는 대통령
에게 각료 후보명단을 제출하여 대통령, 총리 및 각료를 임명(새 내각기능 개시)한다. 이후 새 내
각의 정무차관(헌법기관은 아님)을 임명한 후, 신임안을 의회에 제출(내각 구성후 10일 이내)하
고 정책을 설명한 뒤 신임안을 투표하게 된다. 이 때의 투표는 공개투표를 거치게 된다. 내각
(Council of the Ministers)은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헌법기관은 아니나 부총리를 둘 수 있

2) 이탈리아의 공식국명은 이탈리아공화국(La Repubblica Italiana, The Italian Republic)으로써, 수도는로마(Roma, 인구280만명)에
위치하고 있다. 이탈리아 면적은 301,230
㎢(농경지 42%, 목초지 17%, 산림 22%, 기타 19%로
) 한반도의 1.5배 면적이며, 인구는
5,780만명(2000년 기준), 인구밀도는 191명/㎢(2000년 기준)이고 주로 카톨릭교(98%를
) 믿고 있다. 또한 국민의 98%가 이탈리아어
를 사용하며, Trentino-Alto Adige지역은독일어, Valle d’
Aosta지역은 프랑스어, Trieste-Gorizia지역은슬라브어를 병용하고 있다.
또한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지닌 민주공화제이며, 의회는 상·하원 양원체제로 되어 있다.
3) 박혜자(2004),‘이탈리아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 통권 185호, 2월호, 현대사회연구소, p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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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통상 총리는 내각 의장(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으로 불린다4).

4) 의 회
이탈리아의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Chamber of Deputies)의 양원제로 구성된다. 상원
은 인구비례에 따라 직접·보통 선거에 의하여 630명(475명 소선거제, 155명 비례대표제)을 선
출하는데 임기는 5년이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은 각각 18세, 25세이다. 상원은 할당된 의
석수에 따라 주(Region) 단위로 직접·보통 선거에 의하여 315명(232명 직접선거제, 83명 비례
대표제)(Valle d’
Aosta주 1명, Molise주 2명을 제외한 312명의 상원의원은 18개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선출)을 선출하고, 현재 종신의원은 전직 대통령, 국가유공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로서 7명이 있으며, 임기 5년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은 각각 25세, 40세이다. 상·하원
의 권한영역이 동일하며 입법권, 정부 예산심의 및 승인권, 정부 감독권(정부 신임 및 불신임권,
대정부 질의권), 대통령 선출권을 갖게 되며 독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한다. 의회의 회기는 정기
회기와 특별회기로 구분된다5).

5) 사법부
민사사건은 제1심재판소, 제2심재판소,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제1심재판소는 사건금액의 크기
및 사안에 따라 Justice of the Peace(전국 8,102개소), Praetor(465개소) 및 Tribunal(16개
4
소)에서 심리하고, 제2심재판소는 전국 26개소에 소재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제1심재판소와 제2
심재판소에서 담당하며, 제1심재판소는 형량에 따라서 Justice of the Peace, Praetor,
Tribunal 및 Assize Court에서 심리하고 제2심재판소는 형량의 정도에 따라 공소원(Court of
Appeal) 또는 Assize Court of Appeal에서 심리한다. 기타 기관으로는 특별법원으로 행정재판
소와 군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있고,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를 설치하고 있다. 헌법재
판소는 대통령, 국회 및 사법부가 각 5명씩 지명한 15명의 판사로 구성(임기 9년)하여 법률 및
명령의 위헌여부, 행정부처간의 분쟁조정,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간의 분쟁조정,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판·검사의 채용, 보직, 승진, 징계 등을 관장하고 있고, 대통령(위원장), 대법원

4) 기타 정부기관으로는 경제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정부자문기관인 국가경제·노동자문위(The National Council of Economy and
Labour와
) 시민과 국가간의 법적 분쟁시 정부에 자문하고 이를 처리하는 행정재판소에 해당하는 국가자문위(The Council of State),
그리고 정부조치의 합법성 및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업무를 관장하는 회계감사원(The Court of Accounts)이있다.
5) 정기의회는 매년 2월 1일과 10월 1일에 2회 개회하며, 일정한 회기가 없고 의장이 다음 회기일시를 지정한다. 부활절(1주)과 하계
(40~50일), 크리스마스(20일)에는 휴회가 있으며, 선거전 약 20일 및 각 당의 전당대회 개최시에도 휴회하는 것이 관례이다. 특별회
기는 의장,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되며, 상·하원이 동시에 소집된다.

114 ●경기논단 2004년가을호

이탈리아의지방분권 및시사점

장, 검찰총장, 법관대표 20명(전국의 판.검사가 선출, 임기4년, 연임불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10명(양원합동위에서 선출, 임기4년, 연임불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사법부 소속으로
법원과 검찰은 사법부의 복수기능이며 법관(Magistrates은
) 자유로이 판사 또는 검사보직을 받
을 수 있고 상호교류도 가능하다. 전국 159개의 지방법원에 연계된 지방검찰은 상부의 지시·지
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 1997~1998년 사법제도 개혁 구상이 제기되었
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무산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유사한 제도 개혁6) 구상을 추진 중이다.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1) 지방정부의 구성
이탈리아의 행정구역은 20개의 Region(주), 103개 Province도
( ), 8,102개의 Commune시
( )
로 구분하고 있다. 주(region정
) 부는 헌법상 자치권을 강화하여 특별 자치주로써 관리되는 5개
주가 있다. 5개주는 역사적 배경, 민족, 언어의 특성,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자치권을
허용하는 특별주(특별지역정부)로 관리되고 있다. 나머지 15개주는 보통지역정부이며 주지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도지사와 시장은 직선제이다.

2) 지방의회
주의회(council regionale) 의원은 그 지역 안에 있는 도 단위로 작성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명
부에 의해서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의원수는 매 5년마다 새로 산출한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30명에서 80명으로 구성한다. 의회의 권한으로는 지역집행위원회(giunta regionale)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지역정부의 입법, 집행위원회나 위원장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 결정, 국회
에 입법안을 제출 및 지역 및 도의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지역 정부예산 확정 및 기금의 관
(款)간 변경과 대차대조표 승인, 지역정부세의 결정, 지역정부의 기구와 서비스의 조직, 중앙정부
의 행정기능을 위한 지역사무소의 설치와 조직,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일반계획, 조직 및 재정의
승인, 중앙정부의 법적 승인이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중앙정부의 법이나 기운타
(giunta의
) 결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안에 대한 승인 등이 있다7). 도의회는 주민직선
에 의해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의원수는 24명에서 45명으로 인구수에 따
라서 다르다. 도의회는 도 정부의 정치적·행정적 통제와 정책지도기구로써 도 법규, 공기업의 규

6) 1997~199년도
8
당시의 사법제도 개혁 구상의 내용으로는 법관(Magistrate을
s) 판사(JudgingMagistrat와
es)검사(Prosecuting
Magistrate로
s) 완전 분리하고, 최고법관위원회(CSM: Supreme Council of Magistracy)를사법담당과 CSM(CSM for Judging
Magistrate과
s) 검찰담당 CSM(CSM for Prosecuting Magistrates)으로이원화하는 것이었다.
7) 조창현(2000),‘이태리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 통권 143호, 8월호, 현대사회연구소,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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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도 정부 규정과 행정조직, 공공사업 계획 및 재정, 예산 및 추경 예산, 직원충원 및 그 규정,
세금의 부과 및 징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책정 규정 등의 업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시의회
(municipal council)는 최소 12명(인구 3,000명 이하)에서 최고 60명(인구 500,00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데 인구 15,000명 이하의 시(읍, 면)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투표에서 다
수를 차지한 정당 또는 연립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참여정당간에 득표
율대로 의석을 나눈다8).

4. 정치적 환경의 변화
1) 정계 개편 (1991년~1994년 5월)
소련 및 동구 공산제국의 붕괴로 존립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공산당은 1991년 2월 좌파민주당
으로 개칭하고 서구형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전후 계속되는 공산당집권에 대한 우려가 소
멸함에 따라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2년 2
월 밀라노시 사회당 지부 간부 수뢰 적발사건을 시작으로 검찰이 정치권 수사에 전면 착수하여
1996년 6월까지 전직총리 4명과 국회의원 440명을 수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성 정치권이 사
실상 붕괴되었다고 본다. 구정치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1993년 4월 Ciampi 전 중앙은행 총재
가 이끄는 과도내각이 출범되고 정계개편을 위한 조치로서 1993년 4월 국민투표를 통해 상·하
원 선거제도를 개정하였다. 종전의 100% 비례대표제를 대폭 수정, 총의석의 75%는 소선거구제
로 선출하고, 나머지 25%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2) 우파정부 등장
1994년 3월 새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총선에서 기민당, 사회당 등 기존 연정참여 정당들이
몰락하였으며, 언론재벌 Berluscon의
i 전진이탈리아당 등 우파연합이 중도우파 성향 유권자의 지
지를 얻어 구공산당 등의 좌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하여 정계의 세대교체를 실현하였다. 제11대 의
회에서 상·하원 313석을 보유했던 기민당은 77석, 141석 보유의 사회당은 27석 획득에 그쳐 군
소정당으로 전락하였고, 상·하원 당선자 중 초선의원의 비율이 70%를 상회(하원 630명중 465
명, 상원 315명중 226명)하였다. 1994년 5월 Berlusconi(Forza Italia 당수)를 총리로 하는 전
후 최초의 우파 연정이 출범하였는데, 전진이탈리아당, 국민연합(Alleanza Nationale), 북부리

8) 그러나 인구 15,000명 이상의 시(읍, 면)에서는 과반수의 득표를 한 정당 또는 연립정당이 의석의 60%를 차지한다. 의원의 임기가 4
년이고 의회의 해산에 관한 것은 도의회와 같다. 다만 인구 15,000명 이상의 시(읍, 면)의회에서는 시장이 사회를 보지 않고 다수 의
석을 차지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또는 사회를 볼 사람을 따로 선출한다. 그러나 이것도 각 시(읍, 면)의회가 그 시(읍, 면)의 법
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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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Lega Nord) 등이 연정 구성되었다. Berlusconi 총리의 부패연루 혐의로 연립정당간에 균열
이 발생함으로써 1994년 12월 우파 연정은 붕괴되고 말았다. Berlusconi총리는 북부리그가 자신
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 참여하자 사임하게 이르렀다. 1995녀 1월 전원이 비정치인(법관,
교수, 관료등)으로 구성된 Dini 과도내각이 출범하였으나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한 좌·우파간 대
립으로 물러났으며, 1996년 2월 Scalfaro 대통령이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결정하였다.

3) 좌파정부 등장 (1996년 5월~2001년 5월)
1996년 4월에 실시된 총선결과, 좌파연합9)이 하원 630석 중 284석, 우파연합10)이 246석을 각
각 확보하여 좌파연합이 승리하였다.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정부의 대내외정책은 안정
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시대 정치부패의 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우파연립정권의 구태의연
한 정치 형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 과도내각을 이끈 Dini총리의 좌파연합에 대한 협력, 구 집
권 기민당의 좌파계열인 이탈리아 국민당(PPI)이 좌파연합에 가담한 점 등이 좌파연합 승리의 배
경이 되었다. 좌파연합이 극좌파인 재건공산당의 지지(각외협력)를 얻어 과반수를 확보하였으며,
비정치인 출신의 Prodi를 총리로 하는 전후 최초의 좌파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1996년 5월
~1998년 10월간 계속된 Prodi 내각은 전후 두번째의 장수 내각으로 구주단일 통화(EURO화)
참여를 위해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99년도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재건공산당이 연정 지지를 철회, 1999년 10월 9일 하원 신임투표에서 1표 차이
로 신임획득에 실패하여 붕괴되었다. 1998년 10월 21일 이탈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구공산당 출
신인 D’
Alema 좌파민주당 당수가 이끄는 좌·중도우파 혼합연정 출범 1년 6개월후 붕괴되었다.
중도우파인 공화국민주연합(UDR)이 연정에 참여하였으며, 재건공산당을 이탈한 Cossuta 전 당
수 등이 이탈리아 공산당을 결성하고 연정에 참여하였다. 1999년 5월 13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
서 여·야간 타협으로 비정치인 출신인 Ciampi 재경장관이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5월 18일
취임), 현 좌파연정의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1999년 6월 13일에 실시한 구주의회선거 및 일부 지
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제1여당인 좌파민주당이 크게 패배하여 현 연정 결속을 위축시켰다.
2000년 4월 1일에는 제2차 달레마(Massimo D’
Alema) 내각이 총사퇴하였다. 2000년 4월 16
에 실시된 이탈리아 주지사 선거에서 집권중도좌파연합이 패배, 연정내에서 달레마 총리의 지지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달레마 내각이 총사퇴하였다. 이로써 2차대선후 58번째 내각으로 아마토
(Giuliano Amato) 내각이 정식 출범하였다.

9) 좌파연합 : 좌파민주당(PDS), 이탈리아국민당(PPI, 구기민당좌파), 녹색당(Greens), 이탈리아부흥당
(IR)
10) 우파연합 : 전진이탈리아당(Forza Italia), 국민연합(National Alliance), CCD·
CDU구
( 기민당 우파)

경기논단 2004년가을호 ●117

정책포럼

4) 최근정세: 베르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내각11) 출범(2001년 6월)
현 이탈리아 정부에 있어 사법제도와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과 남부지역 실업해
소가 주요 정치 현안이 되고 있다. 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판사와 검사의 인사교류 금지, 의회가 매
년 중점 단속 범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노사정은 노동법
제18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경우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복직을 허용하도록 규정)가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장애를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용원수가 15인 이하인 사업장
이 고용원수를 15인 이상으로 늘리려는 경우에 한해 동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데 합의하였고, 3
대노조 중 CGIL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
도의 문제는 연금기금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관계로(GDP의 14% 차지) 여타
분야, 특히 실업수당 지원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노령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하고, 실업 위험을 상쇄하는 적절한 안전
장치 부재로 노동의 유동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지역으로부터 고용이 급격히 증가되
는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점진적인 연금기금 지출의 감소를
통해 실업수당 증대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남부지역의 실업해소 문제 또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남부는 북부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실업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 남부지역 실업해소 문제는 역대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남부 실업율은 21%, 북부 실업율은
4.7%로 남·북부 지역간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유로권 편입에 따른 재
정지출의 제약 하에서 고용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이탈리아 집권과 분권의 역사적 전개
1. 이탈리아의 정부 구조의 변화
이탈리아 분권의 전개과정은 정부 구조와 각 기능의 변화와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는
문예부흥을 통한 계몽사상을 발전시킨 유럽 문명의 요람인 동시에, 전형적인 지중해 문화를 공유
하고 있다12). 또한 끊임없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도시 국가가 번성했는데 즉 선출된 지도자와 의회
와 시민군으로 조직된 국가였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서 군주

11) 2001년 5월 13일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하여 2001년 6월 Berlusconi 내각이 출범하였다.
12) 안영진(1999),‘현대 이탈리아의 국가발전과 지역의 정치경제학,’
『한국도시지리학회지』
, 제2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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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철폐되고 1948년의 헌법에 의해 규정된 공화국이 들어섰다. 오늘날 이탈리아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대통령이 통치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내각을 지명하는데, 이들은 상원과 하원의 전
적인 신임을 받아야 한다13). 이탈리아 행정단위는 3단계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개의 주
(region), 95개의 도(province), 8,100개의 시(읍, 면)(commune로
) 구분된다. 이탈리아의 자
치구조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처럼 기관통합형의 일종이다. 즉, 권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치
권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으나 지역정부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집행부를 직접 구성하는
영국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장(시장, 도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직선인가 하면 단체장의 독단
을 막기 위해서 모든 지방정부는 집행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집행위원회, 일종의 시장단을 구성하
여 의회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기도 한다14).

2. 정부간 기능의 배분15)
1) 일반 행정기능
(1) 주정부
이탈리아 20개 주의 선거제도는 국법에 따르지만 각기 주법을 제정하여 자체 기관과 조직, 그
리고 기관간 관계 및 기능수행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자치주의 주법은 주의회를 거쳐 국회
의 승인을 얻고, 특별 자치권을 갖는 주의 법은 헌법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표 1> 이탈리아 일반 주의 기능
•행정조직으로써의 공직과 산하 법인의 코뮨 등 관리
•공공서비스 공급 : 사회부조, 건강, 전문적·기술적지도, 지방박물관, 도서관, 운송, 관내항해 담당
•경제개발관련 업무 : 관광 및 호텔산업, 도로 유지 및 건설, 지역의 중요 공공업무, 채석장, 농업, 선박,
생수 담당
•환경관련 업무 : 도시계획, 야생동물보호, 사냥, 낚시, 산림, 토양보호, 오염측정등 담당

주정부의 입법능력은 국가의 전체 통합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제약된다. 특별 자치주
는 일차적 합법권과 2차적 입법권, 효과적 입법권의 3단계 입법권이 부여되나, 보통 자치주는 2
차적 입법권과 효과적 입법권만 부여된다. 1차적 입법권은 헌법에 의해서 제약되며, 2차적 입법
권은 국법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원칙으로 특정 문제에만 적용된다. 효과적 입법권은 특정 주법에
의해 제한되며, 주정부가 지방자치권에 적용하여 조직하고 통합하는데 필요한 입법권이다.

13) 신순녀(1990),‘유럽 지방정부 구조 4 : 이태리 편,’
『지방행정연수』
, 제20권,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pp.39.
14) 조창현(2000),‘이태리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 통권 143호, 8월호, 현대사회연구소, pp.82.
15) 박혜자(2004),‘이탈리아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 통권 185호, 2월호, 현대사회연구소,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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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탈리아 주정부의 구성
○집합적기관으로5년마다주민수에따라비율적으로선출
주의회
(Consiglio Regionale)

○기 능: 집행기관선출
입법과통제, 계획담당
주의정치적방향과관련한모든것을결정

주내각위원회
(Giunta Regionale)

○주지사및보좌기관으로구성된합의제운영기관
○정책주도와재정계획, 계획의집행과일상적행정활동등수행
○내각위원회의업무지휘

주지사

○내각에서결정된정치적프로그램시행
○외부적으로는주대표

주의 행정활동은 주의회와 주 내각위원회나 주지사령의 결정에 따르며 이것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124조에 의해 국가조정관
(Commissione Statale di Controllesulle Regioni)의서명이 있어야 함.

(2) 지방정부
지방정부에는 주정부와 별도로 자치권을 갖는 도(province와
) 시(commune가
) 있으며, 이러
한 지방정부의 행정적 책임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주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됨에 따라 시
민과 관련된 지방 차원의 모든 문제는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도의 업무는 도로유
지와 건설,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건물과 행정직원의 공급, 관내의 사냥과 낚시, 농업인센티브, 시
민보호계획과 몇가지 형태의 사회부조 등이다. 그 외에 재정의 범위 내에서 문화나 스포츠이벤트
등을 포함하여 행정가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을 할 수 있다. 시는 도시계획과 건축, 시 공공업
무, 공업지구 마련,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을 위한 건물과 행정직의 공급, 사회부조, 건강과 공공위
생, 교육권, 시 도로 유지 및 건축, 도시교통, 공공상업통제, 벽보와 간판관리, 거리비품, 쓰레기
수거, 상수도와 가스공급, 화장장, 교통통제, 도시경찰, 주택, 하수도, 공공도축장, 장터와 시장 등
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극장이나 음악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며, 출
생증명서나 결혼 및 사망신고, 시민권, 병역 등과 같이 분권화에 따라 국가와 주가 위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관할구역 질서유지와 사회서비스, 경제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능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시에 집중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의 시는 규모와 성격 양면에서 매우 다양하
여, 밀라노나 로마 튜린, 나폴리와 같은 대도시의 중심지에서 플로렌스나 볼로냐, 팔레르모, 바리,
제노바 등과 같은 도시, 시에나, 트리에스테, 파비아, 카타니아, 앙코나와 같은 소도시, 인구 몇 백
명에 불과한 소규모 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획일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고 도
(province와
) 시(commune의
) 의회는 임의선택적으로 운영된다. 지방의회는 예산과 계획, 프로
그램, 대형계약, 규제, 인사와 정책 등과 같은 행정을 담당하고 내각은 법적으로 도지사와 시장이
대표하며 주로 제안과 집행을 담당한다. 시와 도의 활동은 주기관에 의해 통제된다. 지방행정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규모의 시를 조정하는데 있으며, 상당부분 부분적으로 자발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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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법적인 필요에 의해 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해 가고 있다.

2) 조직, 인사 및 재정
중앙정부에서는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직과 인원을 결정하고, 시에 고용된 인력은 중앙
정부와 계약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시별 채용인원 수 등은 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심의·확정하
며, 구체적인 채용은 시 등 지방에서 담당한다. 중앙정부의 시에 대한 통제는 시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파산을 선언할 때만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의 기능 설정은 정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시 자체가 하게 되며, 시장이 새로운 계획을 설정할 경우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관, 예산담
당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에 대한 시민통제를 위해 모든 시민은 시의 계획과 그 시행이 잘못
되었을 때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주민소송권을 가지며, 시가 재판에 질 경우 시에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중앙재정체제에서 지방재정체제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최
근 2~3년간 지방세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은 70% 수준이며, 30%는 주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지
원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과 세제 관련법은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고 지방의 재정자율권은 거의 없
기 때문에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의 조세입법권을 헌법 개정에 반
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입장차이가 크고 북부와 남부 간에도 재정
격차가 심각하여 지방세제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등만이 부분적으로 독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로렌
스와 같은 관광도시들은 도시로 진입하는 버스 등 대형 관광 차량에 대해 도심진입료를 부과하여
주차장 확대 등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3) 교육 및 경찰기능
(1) 교육기능
교육은 대부분 국가 기능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
교육부에서 파견된 교육감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주에서 공모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교육의 역할분담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표 3> 이탈리아 정부간 교육 역할 분담
중앙정부
주 정부
시

공립고등학교와대학교관리
중학교와초등학교, 유치원등관리
0~6세까지영아교육과학업을중단한청소년교육등에대해관리

이탈리아의 교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많지 않으나 교육부가
체제, 방식 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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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주정부내에서 교사들은 은퇴할 때까지 동일한 지역 내에서 근무하
여, 임시교사는 원하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2) 경찰기능
이탈리아의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어진다. 국가경찰은 일반경찰과 군인경찰, 사업
담당경찰로 구분된다. 지방경찰은 주정부를 제외한 도와 시에 설치되어 있어 자치경찰제는 시·
도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4> 이탈리아 정부간 경찰 기능의 분담
중앙정부의일반경찰
도의 경찰
시의 경찰

국내치안과지역도로, 상업분야의치안전반을담당
특정분야의경찰로써환경, 강보호, 사냥, 낚시등의업무를관장
도로교통, 공해, 동물보호, 사업, 탈세, 불법건축및광고, 불법체류등에대한적발업무를담당하고,
범인체포등의기능은지역경찰과국가경찰과공동으로부담

통상적으로 중앙경찰과 도, 시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중앙정부나 도에서 도시경찰
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역 담당이 시장에게 요청하면, 시의 경찰도 상급정부의 경찰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모든 시는 의무적으로 지역경찰을 두어 지역안보를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경찰
이 없는 지역은 시장이 보안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피렌체에는 약 900명의
시 경찰이 있고, 플로렌스에도 약 3,500명의 시 경찰이 있으며, 이들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활동
한다.

3. 이탈리아의 지방분권 전환 배경16)
이탈리아에서 지역 통합의 문제는 1861년 민족국가 건설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
다. 이탈리아의 지역 단위들은 지리적으로 분리되고 정치·경제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역사적으
로 독립적이어서 강한 지역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민족국가 건설과 함께 강력한 중앙집
권적 통치 모델이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의 번영이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히 지역의 분권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가 196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다. 고도로 중앙집권
적인‘프랑코-나폴레옹’모델은 이탈리아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중
앙통치체제는 파시스트 통치와 맞물려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지방의 최고위 관리

16) 박혜자(2004),‘이탈리아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 통권 185호, 현대사회연구소,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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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인사와 지방법령, 예산, 계약 등을
통제하였다.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는 농업과 교육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공공정책
의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다.
군주제 시절부터 물려오던 중앙통치는 파시스트 이후의 공화국 시기까지 이어졌다. 2차대전 이
후 파시즘에 대한 대중적 혐오가 중앙집권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고 지역분리 움직임이 맞물리면
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전후에 집권한 기독교민주당을 비롯하여 공
산당과 사회당은 대체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1948년 새로 제정된 헌법은 지방정부
의 직선제를 허용하도록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도와 시의 의회가 부활했으며, 시장에 대한 직접
선거 역시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도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지방행정을 통할하였고 지방정부
에 매우 제한적인 징세권만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두 행정단위에서의 자치권은 극도로 제한되
어 있었다17). 더욱이 주정부에 대한 직접선거는‘특별 주’
에서만 즉각적으로 시행되었고, 나머지
‘보통 주’
들은 직선제로 주 의회를 구성하기까지 20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18). 이탈리아에서 실질
적인 지방분권의 계기는 1968년 2월에‘보통 주’
에 대한 대의제 기구의 도입을 규정한 법령이 통
과되면서부터였다. 1970년에는 지역예산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은 주 의회를
1970년 6월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5개 보통 주에서 주 의회가 구성되었다. 하
지만 권한, 재정, 인사권 등의 지방이양을 규정한 규정은 다시 2년 후에야 공포되어, 주 정부가 실
질적으로 출범한 것은 1972년 4월이 되어서야 가능해 졌다. 그러나 로마의 중앙집권세력은 지방
정부로의 권한 이양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중앙부처는 자신들의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권한을 분
산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제를 유지하려 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에 많은
의존을 해야 했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과 중앙부처의 장관들 사이의 정치적 결탁은 지역을 파편
화시켰고, 지방정치의 현장은 종종 부패로 얼룩지기 일쑤였다. 1975년 7월의 두번째 지방선거에
서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가 대약진을 하면서 지방자치 옹호자들은 더욱 힘을 얻었다. 중앙정부
와 중앙집권 세력들이 쉽게 권력을 이양해주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주의자들은 새로운 중앙부처
인 자치부(Ministry for Regions)와 의회의 지방자치위원회로부터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지방분
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19). 지방자치주의자들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결실
을 거두어 1977년에는 주요 정당 사이에 616법령이라는 법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법
에 따라 보건, 주택, 도시계획, 교통, 농업, 산림, 소기업, 공공업무, 교육 등 주요한 분야의 입법
권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지역이 총 국가예산의 1/4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의료체계에 대한 실
17) 김수진(2002),‘이탈리아 지방자치와 분권화 : 역사적 조망,’대구사회연구소, 웹진
『분권과 혁신』
, 제24호.
18) 박인권(2003),‘이탈리아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 한국지역사회학회, pp.
87~91.
19) 박인권(2003),‘이탈리아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
, 한국지역사회학회, pp.
85~86, pp.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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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운영권을 이양받았다. 616법령은 지역이 실질적인 공적권한을 국가로부터 받았음을 의미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변화였다.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행정적 자원을 통제하게 되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충원되었고, 지
방정부의 예산도 1970년대와 1980년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 초에 지방정부
가 지출하는 예산은 이탈리아 국민총생산의 약 10%에 달할 정도였다20). 각종 지역개발계획의 권
한도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토지이용계획, 경제계획, 구조계획 등에 대해서 지역이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1950년부터 메조지오르노 지역의 개발계획을 담당해온 남부개발기금도 1991년에 폐지
되고, 1986년 법률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은 모두 남부의 지방정부로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몇몇
지역에서는 도시계획 및 환경 부문에서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21). 물론 아직까지
이탈리아는 유럽의 지역화된(regionalized) 다른 나라들-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에 비해 지방정
부의 계획 권한이 약하지만, 계획 권한 이양 이후 지역계획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이다22). 결
국 이탈리아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공산당 세력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
해 연기되어 왔으나 2차대전 이후 사회복지국가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기능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시민들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972년
이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EU의 탄생
으로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방분권을 가속화시켰다. 1997년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지방분권설치법』
(총 59조)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
기 시작하였다. 1997년 헌법 개정 이후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입법권한이 주어지는 기관에
는 행정권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 지방분권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지
방으로 이양되는 행정의 분권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지방분권의 목표를‘시민에 가까운 행
정 구현’
에 두고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시에 주민서비스 관련 모든 권한을 이양함으로
써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즉시 판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0) Putnam, Robert D., 안청시외 역(2000),『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
,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1994)
, pp.37,(서울 : 박영사).
21) 박인원(2003),‘이탈리아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연구하는『지역사회연구』
, 한국
지역사회학회, pp.85~86, pp.100~104
22) Balchin, P. Sykora L. and Bull G.(eds.)(1999),Regional policy and planning in Europe, London : Routledge, pp.131~133,
Putnam, Robert D., 안청시 외 역(2000),『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
,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38,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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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탈리아 헌법에 명시된 분권과 자치의 원칙
1. 국가에 부여된 원칙으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행정은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2. 행정적 다원주의로써 국가의 중앙행정과 분권화된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독립적
인 행정권을 부여한다.
3. 필요한 행정기관간 권한의 배분원칙으로 국가와 주, 도, 시간 권한을 배분한다.
4. 행정권에 대한 시민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제도화원칙으로 모든 행정권을 갖는 기관은 민주적으로 선
출된 대표에 의해 통제된다.

개정헌법 제118조는 보충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주, 도에서 담당하도록 법
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권한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위주로 이양하고 있다. 또
한 국가법이나 주법에서 보장된 기능 이외에도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추
가적인 고유 행정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종합행정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지
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점차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10월 지방분권과 관련된 헌법
23)

5장(헌법 제114조~제133조)의 전문을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하게 됨으로써 지방분권이 제도

화되었다. 헌법 제5장에 나타난 분권과 자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이탈리아 지방권한의 분리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개정헌법 제117조(4)는 헌법에 명시된 중앙정부의 권한 이외는 주 정
부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주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도와 시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상 조례제정권을 보장하였다(헌법 제114조(2)). 개정헌법 제114조에서는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동등성을 규정하고 중앙의 지역통제와 주정부
의 하급 행정기관 통제기능을 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 헌법 제165
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지위 또한 동등성이 보장되었다.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23) 이탈리아 공화국의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헌법Title 5(TITOLO V)는주(the Regions), 정부(the Provinces), 코
뮨(the Common)(Le Regioni, le Provincie, i Comuni)에관련된 내용이다.

경기논단 2004년가을호 ●125

정책포럼

주지사에 대해서도 주민에 의한 직접보통선거제가 도입되어 시민에 의한 직접통제방식으로 전환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국민의 서비스 욕구를 중앙정부가
감당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시하게 되었고 연방제로의 전환까지 논의되고 있다. 연방
제가 되기 위해서는 양권의 통과뿐 아니라 헌법위원회에 각 지역대표가 참석해서 합의해야 하지
만 이탈리아는 남북격차가 심각하여 낙후된 남부 지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
의 연방제 실시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EU의 낙후지역에 대한 격차 완화 요구와 이탈리아 정
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역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경우 이러한 연방제적인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IV. 이탈리아 지방분권 과정에서 주는 시사점
박혜자(2004)는 이탈리아 지방분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
의 일종의 통제 장치이자 방지기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선 이탈리아의 지방분권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지방분권 이후에 이양된 행정기
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큰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담당할 때도 잘 안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양 이후에 지방에서도 잘 안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역량이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지방이양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분권 이후에
도 잘 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이 하느냐, 지방이 하느냐에 대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효
과적인 행정시스템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는 지방분권이 가속
화됨에 다라 지방분권의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막고 정부간 서비스의 조정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
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 6>에서와 같은 몇 가지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박인권(2003)은 이탈리아의 남북지역간의 격차 문제에서 출발하여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의 전
개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이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24). 특히 내생적 지역개발론25)은 지방분
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지역개발 정책과 지방
자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분권 정책은 목적과 출발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탈리아에 있어

24) 박인권(2003),‘이탈리아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 한국지역사회학회, pp.
85-86.
25) 내생적 지역개발(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은지역의 개발을 국가의 주도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탈피
하여 지역이 자신의 개발을 스스로 주도하여 지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의 자원을 투입하는 개발을 통해 그 혜택을 지역으로 귀속
시키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고경민(1998),“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 지방주도적 발전전략의 시론적 모색,”
『제주도 동아
시아 연구논총』
, 제9집, p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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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탈리아 지방분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
통

제

장

치

•예산서작성내용구체화, 제출된예산서는법률에의거해심도있는검토과정을거치도록
제도화
•시장과행정및예산담당관의임무분리, 예산은예산담당관이담당, 각계의전문가로구
성된예산자문기관과감사실설치

기

능

절차적투명성확보
예산집행의적합성, 효율성등검토·
통제

•조정관제도(Commissiario del Governo): 주에거주하며중앙정부의재정부담관련사
항을통제
•주모니터링위원회(regional monitoring committee): 정부위원과주의회의원으로구
성되어지방정부와상호견제

정부간상호견제

•감독관제(prefetto) : 지방정부차원의국가를대표하며지방정부간기능조정과공공안전
및긴급수단을책임

지역개발정책의 분권화를 통한 내생적 개발의 추구는 지역개발에 대한 일종의‘자치론적 접근’
으
로써 지방분권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불균등발전과 지방분권의 과제
는 다른 맥락에서 출발하여 다른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 변화하는 환경은
양자의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의 진정한 지방분권의 성립조건에 대해 제시하
고 있는데, 하나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권한이 작용하여야 하고, 또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양질의
행정력을 제고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이탈리아 헌법 제117조에는 헌법에 열거된 국
가의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은 지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아직 중앙정부에 남아있는 권한 중 상당부분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Bellini Nicola(1996)는 EU의 노선에 따른‘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6). 보충성의 원리란 지방에 관한 일은 기본적
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체계의 여러 수준에
서 내려지는 정책결정이 서로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각종 정부 지침이
나 체계적 제약은 지역의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므로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지
역과 지방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조의 원리가 작용해야 한다. 두번째 조건은 지방정부가 양질의
행정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행정
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요한 결정은 중앙에서 다 하고 자질구레한 결정들만
지방에 맡겨 놓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행정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매우 힘들

26) Bellini Nicola(1996),“Regional Economic Policies and the Non-linearity of History,”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4,
No. 1, pp.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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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행정력 제고는 중앙에 의해 꼬리표 달린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력이 약한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이 개입하여 재배분 기제
를 작동하는 것이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남부의 행정
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구실로 이 지역에 대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을 미루는 것은 남부지역 지방행
정의 질 향상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지방분권
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임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
서의 남북격차 문제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서 정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작용해왔고,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
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의 문제를 지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논리로써 추진되었고 이러한 논리가 사회 현실과 정치적인 정당성에 힘입어 설득력
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많은 권한과 재정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박인권
(2003)은 이탈리아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사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이 이루
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향식 지역개발이 갖는 한계와 지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내생
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자생력이 없는 지역에 대한 개발은 여전히 국가가 담당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오히려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지역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지연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역 스스
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노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
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중앙집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
더라도 지방 스스로 내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발전의 주체로써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고 아래
로부터의 민주적 지방분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탈리아의 지방분권 과정은
내재적 발전을 지향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이탈리아의 분권 및 자치제도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권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분권은 그 나라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분
권의 추진이 정치적 민주화와 궤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분권의 성취를 위해서는 정치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의 추진, 정치권력의 집권성, 권한 이
양과 분산에 관한 산만한 논의가 팽배한 가운데서는 분권이 자리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또한 역사적으로 점진적, 단계적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이 진전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강
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모델의 전통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오랜 역사가 있다. 그러나 대중들의 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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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 대한 혐오와 주민자치의식의 성장으로 지방분권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1948년
지방정부의 직선제가 허용되었으며, 1968년 지방 보통 주에 대한 대의제 기구 도입을 규정한 법
령이 통과됨으로써 실질적인 분권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
한 권한 이양은 소극적이었고 1977년의 616법령과, 1997년 지방분권설치법에 의해 비로소 지방
분권이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탈리아 지방분권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아
야 할 것은 첫째, 진정한 지방분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자치영역에 관한 실제적인 권
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지방이 바로설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지방분권을 시도하여 지
방정부의 기능과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는 다시 집권화로 방향을 잡을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내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
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분권의 시행착오
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간 서비스의 조정역
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둠으로써 문
제 해결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교육분야에
한정하여 협력관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탈리아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정관제도를 폭넓게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관은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재원배분, 분담 등을
조정하고 예산낭비의 가능성을 통제함으로써 자치권과 함께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격차 혹은 지역균형발전과제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지방분권 추진 경
험에서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의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
는 하향식 개발의 방법보다는 분권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지역이 스스로 자생
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지방분권 추진의 역사는 서로 다르며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앙집
권적 정부주도의 불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왔고 최근 급속도로 민주화논의가 제
도화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은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
훈 중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은 전체 정치시스템의 민주화, 선진화와 분리
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기본적인 원리로서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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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고 안내

』
의 성격과 구성

1.『경기논단』
은 GRI가 발간하는 계간지로, 경기도의 주요 현안에 관하여 학술적인 분석과 정
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경기논단』
에 수록할 논문의 범위는 지방행정, 도시계획, 교통계획, 지역경제, 문화관광, 사
회복지, 환경문제, 수도권정책 등 도정과 관련된 모든 연구분야를 포괄합니다.
3.『경기논단』
의 내용은 <기획특집>과 <정책포럼>의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기획특집>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필진을 선정하여 집필의뢰가 이루어지며, <정책포럼>은 자유
투고 논문을 선별하여 게재하게 됩니다.
4. 이하의 내용은 <정책포럼>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절차 및 원고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있으며,
원고작성 요령은 <기획특집>에 게재될 논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논문투고 및 게재절차
1.『경기논단』
에서는 <정책포럼>에 게재할 논문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2. 정책포럼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 4부와 그것을 수록한 디스켓
을 아래 주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 편집담당
자 앞 (e-mail : kevin@gri.re.kr)
3. 투고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본원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됩니다.
4. 편집위원회로부터 게재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수정원고 1부와 그 내용을 담은 디스켓을
즉시 상기 주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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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기본요건
1.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한문·영문), 필자명(국문·한문·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주소
(자택 및 직장), 전화 및 팩스번호(E-메일 주소 포함),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2. 논문의 내용은 제목(한문 및 영문),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3. 본문의 원고분량은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80매 이내로 한정합니다. (단, B5용지
(81Column×27Lines
s
기준) 1매는 원고지 6매에 해당)
4. 요약문은 B5용지 15행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국문논문은 영문으로, 외국어논문은 국
문으로 요약문을 작성해 주십시오.
5. 모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편집체제를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편

집

용

지

문

단

모

용지B5, 단면, 좁게

좌/우 여백0

상/하 여백 15

상/하 여백0

좌/우 여백 20

줄간격 180

머리말 15

들여쓰기2

꼬리말15

양쪽혼합

제본0

낱말간격 0

양

글

자

모

양

글꼴신명조
크기 10
장평 100
자간0
각주크기 9

6.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합니다.
(1) 주제의 독창성
(2) 경기도와의 관련성
(3) 논리 및 체제의 일관성
(4) 선행연구의 검토
(5) 활용 및 기여도

■ 본문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1. 내용목차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라 주십시오.
2. 표와 그림에는 <표 1>, <그림 1>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해 주십시오. 표 제목은 해당표
의 상단에 중앙에 맞추기로, 그림제목은 해당그림 하단에 중앙 맞추기로 표기해 주십시오.
3. 본문 주는 내용 주와 참고문헌의 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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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주(content notes)는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부분의 오른
쪽 위에 논문 전체에 걸쳐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본문 하단에 각주로 처리해 주십시오.
(2) 참고문헌 주(references는
) 인용 또는 참고한 자료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본문 중에
는 괄호 안에 저자의 이름, 출간 년도, 인용한 쪽을 제시하며 그 자료에 대한 완전한 문
헌정보는 논문의 말미에 첨부해 주십시오.
4. 참고문헌의 작성양식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한글 및 동
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해 주십시오.
(2)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저자, 출판 연도, 제목, 권, 호,
쪽, 출판장소와 출판사명 등입니다.
예) 경기개발연구원(1998), 경기연구, 제3호.
(3) 서명은 한글 및 동양문헌은『 』
로 묶고, 서양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해 주십시오. 논문
(학위논문, 기사포함)은 출판 연도 다음에 해당 논문 명을“ ”
로 묶어 표기해 주십시오.
(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journa은
l 약어대신 풀어서 써 주십시오.

■ 기타 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 다음 번부터
는 약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졸고’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혀 주십시오.
3. 국문원고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해 주
십시오.

■『경기논단』2004년 겨울호 원고제출 마감 : 200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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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년 판매 간행물
/

종 류

연구
보고서

번 호

/

서

명

저자/책임

이정임
2001-01 경기도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을위한 기초연구
2001-02 팔당상류지역의 환경친화적 청정사업: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 유영성

판
매
가격(원)

10,000
8,000

과적이용 모색

2001-03
2001-04
2001-05
2001-06
2001-07
2001-08
2001-09
2001-10
2001-11
2001-12

경기도내지하수관리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

10,000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효율적인추진방안

이현기

10,000

경기북부지역의 군부대 환경관리 실태및 정책방향

강철구

8,000

경기도 벤처기업유치 촉진방안

김군수

10,000

택지개발사업지 유입인구의 유출지및 이동요인에 관한 연구

이외희

8,000

도로유지관리비의합리적인 배분방안

지우석·조응래

8,000

경기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개선 방안

송제룡

10,000
10,000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김동성 외

교통에너지절약형도시성장 패턴구축을위한 토지이용 전략

황금희

8,000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의 위상재정립 및 개

김제국·이상대

7,000

경기도 관광 종합개발계획:경기도 관광진흥기본구상

김흥식·박구원

10,000

경기도 강변지역 경관관리방안

이성룡

10,000

지방정부의 정책주도권에관한연구

신원득·김종성

8,000

경기도내가로수 현황조사및 현황도 작성

성현찬·이양주

25,000

대련시 세계 유수투자가 유치 벤치마킹연구

이기영

선방안 연구

2001-13
2001-14
2001-15
2001-16
2001-17
2001-18
2001-19
2001-20
2001-21
2001-22
2002-01
2002-02
2002-03
2002-04
2002-05
2002-06
2002-07
2002-08
2002-09
2002-10
2002-11

7,000

녹조제어사례에 기초한 녹조방지사업의 적용 방안

송미영

8,000

경기도 실업대책 개선방안연구

신기동

10,000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용특성 연구

이용환

7,000

도시개발사업의 과제 및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강 식

7,000

경기도 지역대기배출 허용기준설정 방안

김동영

10,000

재활용품순환시스텝 활성화 방안

이정임

9,000

지방의회의 산출성 제고방안 연구

신윤득

11,000

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시스텝 구축방안

김동영

11,000

경기도 가로수의 식재및 관리개선방향

성현찬

16,000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방향연구

지우석

9,000

경기도 하천경관의 조사와분석

이양주

25,000

농촌지역의 하천오염도 특성에관한 연구

송미영

9,000

육로광광을 통한 남북한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김흥식

9,000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연구

조응래

8,000

주택순환과정에 따른인구이동특성 연구

이외희

11,000

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송제룡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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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번 호

2002-12
2002-13
2002-14
2002-15
2002-16
2002-17
2002-18
2002-19
2002-20
2002-21
2002-22

서

명

저자/책임

판
매
가격(원)

하천환경용량의 도시계획 반영에 관한 연구

이기영

9,00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강화 방안

이선주

11,000

환경정비구역 지정제도의 합리적 적용

유영성

11,000

아리랑1호(KOMPSAT-1)위성영상 자료체계 구축 및활용방안

옥진아

9,000

경기도 교통투자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류시균

9,000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이성룡

9,000

경기도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실태와실효성 평가

김제국

9,000

성장관리 프로그램구축과 수도권계획 합리화방안

황금회

8,000

경기도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김군수

9,000

중국연안지역과 경기도의 경제교류 활성화방안

이수행

9,000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이상대

8,000

정합성 확보방안

2002-23
2002-24
2002-25
2002-27
2002-29
2003-01
2003-02
2003-03
2003-04
2003-05
2003-06
2003-07
2003-08
2003-09
2003-10
2003-11
2003-12
2003-13
2003-14
2003-15
2003-20
2003-21
2003-24

경기도 바이오산업육성방안

이상훈

9,000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육성방안

문미성

8,000

NGO의 자율성확보를위한지원체제 확립방안

박충훈

9,000

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구축방안

김동성

16,000

대형판매시설의 입지 및 경쟁실태와규제정책

신기동

11,000

생물서식공간 조사및 조성지침연구

이양주

9,000

소각시설의 위탁관리실태 및 운영효율화방안

이정임

11,000

경기지역 기혼여성취업에 관한연구

이선주

9,000

경기북부 10개관광지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

김흥식

9,000

경기도 하천관리를위한 하천분류체계 도입방안

송미영

8,000

경기도 주거실태분석을통한 주택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봉인식

8,000

경기도 개발밀도 관리방안

이성룡

9,000

버스노선 공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송제룡

11,000

경기도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한대도시권비교연구

이외희

9,000

경기도 기성시가지내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장윤배

8,000

고령자 운전특성에관한 연구

지우석

9,000

경기도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관한연구

이기영

9,000

경기도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방안연구

빈미영

9,000

성장관리 프로그램구축을 위한기반시설투자지역 도입연구

황금회

9,000

지방소비세 제도의도입 방안

박충훈

8,000

팔당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기금지원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유영성

11,000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김제국

8,000

수도권 대기질모델링체계 구축방안

김동영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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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번 호

서

명

위탁연구 2001-02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추정분석에 관한연구
2001-03 경기도내 광역시설의 입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제적 가

저자/책임

판
매
가격(원)

경기개발연구원

9,000

경기개발연구원

13,000

2001-04 경기도내 지역 산업브랜드재고를 통한 특화산업 육성방안 기초 경기개발연구원

11,000

치평가
연구

2001-05
2001-06
2001-07
2001-08
2002-01
2002-02
2002-03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아시아 대도시권계획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8,000

수도권 도시개발 평가및 향후경기도 정책 방향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000

수도권과비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2,000

수도권 교통시설이 지역경제에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3,000

경기도 신호교차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0,000

경기도 농촌마을의 환경관리 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7,000

수도권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성 및 대기오염 저감정 경기개발연구원

10,000

책 방안연구

2002-04
2002-05
2002-06
2002-07
2002-08
2002-09
2002-10
2002-11
2002-12
2003-01
2003-02
2003-03
2003-04
2003-05
2003-06
2003-07
지역연구
07
08
09
10
11
12
14

광역자치단체주요시책사업의성과평가기법 개발

경기개발연구원

17,000

경기도 택지개발 기본계획구상을 위한기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7,000

웹을기반으로 한경기도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5,000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뭄의재현및 지속특성분석

경기개발연구원

9,000

경기도 장기요양 보호체계구축에 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1,000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정책 수립방향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3,000

지방정부의 혁신패턴분석과 성공전략에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2,000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2,000

Central-Local Relations and Local Government Reform in Korea경기개발연구원

18,000

경기도 부품·소재제조업체 수출증진전략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2,000

경기도지역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추정및 적정수준달성방안

서울대학교/유영성

15,000

수도권 철도 도심통과구간개선방안 연구

대진대학교/지우석

12,000

경기도내세계도시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이외희

15,000

WTO/DDA 농업협상전망과경기도농업의 대응방안

협성대학교/이수행

12,000

경기도 5개신도시 하천관리실태조사

한경대학교/이기영

12,000

국가경쟁력강화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오영균

12,000

평택지역연구

지우석 외

7,000

가평지역연구

김군수 외

7,000

연천지역연구

이외희 외

7,000

남양주지역연구

성현찬 외

7,000

시흥지역연구

송제룡 외

7,000

양평지역연구

이양주 외

7,000

의왕지역연구

이기영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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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간행물

1. 2004년도연회비
구

분

특 별 회 원

일 반 회 원

150,000원

50,000원

연회비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전부)
• 지역연구 (년2회)
• 번역서 (년2회)
• 경기논단（계간지）
•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월간）
• 뉴스레터（월간）

• 연구보고서，번역서，위탁과제 중 7종
선택
• 경기논단
（계간지）
• 경기도ㅤ경제동향과ㅤ전망 (월간）
• 뉴스레터 (월간）

2. 회원갱신및회비납부
• 홈페이지에서 간행물회원ㅤ등록 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팩스송부
• 회비납부 (온라인입금) : 한미은행 321-50750-243 (예금주) 경기개발연구원
3. 회원가입기간
• 연회원기간은ㅤ200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2004년도에 발행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
(가입일 이전 발간물은 소급발송하며 출판지연으로 익년에 발행되는 자료도 포함)
4. 문의처
•경기개발연구원 지식정보팀 : ☎ 031) 250-3262
•E-mail : gold@gri.re.kr
•FAX : (031)250-3111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우)440-290
5.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서울프레스센타 지하1F) ☎734-6818 ※총판 : 우편판매
•교보문고(광화문)

☎ 397-3628

•서울문고(삼성역) ☎ 6002-6071

•영풍문고(종각)

☎ 399-5632

•영풍문고(강남) ☎ 6282-1353

•리브로을지(을지로입구) ☎ 757-8991

•진솔문고(강남역) ☎ 3466-2543

•영광도서
（부산）

•삼복서점
（광주）☎ 062-222-0258

☎ 051-81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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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단

편집위원장
신 원 득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
박 충 훈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상 규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빈 미 영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상 단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정 훈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라 휘 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희 원 (선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 상 수 (아주대학교 환경도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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