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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한 현 규
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도는 역사적으로 실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실학의 고장’
이다.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
약용을 비롯한 많은 실학자들이 경기도를 무대로 활발한 학문 활동을 전개했고 새로운 사상과 개혁방안
을제시했다.
수원 화성은 경관도 아름답지만 성곽이 과학적으로 축조되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성곽을 쌓기 위해 고안한 거중기는 40근의 힘으로 그것의 6백배가 넘는 2만 5000근이 넘는 돌을 들어올
려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한다.
200년 전에 이렇게 수려하고 견고한 성을 짧은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완성한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 고유의 각종 도구를 바탕으로, 외국 기술을 충분히 파악하여 새로운 기구를 발명하고, 성곽을 용의
주도하게쌓아올린 경륜과지혜앞에서는머리가 숙여진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타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도 단순한 중간자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선진학문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끊임없이 재창조하고자 했던 경기학인의 실학정신은 오늘날에도 계
승·발전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듯, 국운이 흥성할 때 당대의 학문과 기상도 실용적이고 진취적이다.
조선 초기가 그랬다. 세종대왕 시기의 과학 및 학문 분야의 업적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자격루, 혼의와 같
은천체관측기구뿐 아니라 의학체계, 영농체계그리고인쇄술에 이르기까지광범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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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의 화려한 업적 이면에는 과거의 전통이나 명분 혹은 선입견에 얽매이기보다 우
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려고 하는 실용적이고 진취적인 문화가 깊게 깔려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선초기의 역동적이면서도 잘 짜여졌던 사회문화적 토대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했고임진왜란과병자호란을겪으면서는 총체적 난국상황에 빠져들었다.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신분체제, 생산체계는 밑으로부터 허물어져갔다. 영조와 정조시대에 이르러
무너진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쇄신운동을 펼쳐 탕평책과 과학기술의 진흥,
북방영토회복등을추구했지만이미 기울어진국운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학은 이처럼 국운이 기울고 사회가 혼란했던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에서 태동했다. 실학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각자가 주장하는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으로는 사회경제적 붕괴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에 주목하고, 밖으로는 약육강식의 세계사적 질서의 변화에 눈을 돌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조선을 새롭게 하기위한개혁방안을연구하고실천하는데헌신했다는점에서는차이가 없다.
실학자들은 무엇보다 당파적 대립과 갈등, 맹종과 독선이 초래한 당시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 하였다. 자연과학의 도입, 중소상공업의 육성, 기술혁신과 해외 통상의 증진 등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
하는 것이라면무엇이든 연구하고실천적대안을 모색했다.
비록 집권세력이 실학자들의 노력을 총체적인 국가역량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은 우리 역사의 큰 아쉬
움이지만, 실학자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노력이 당시 조선사회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였고 변
화와 발전의씨앗으로 축적되고있었던점만은분명하다.
실학의 형성은 자각과 융합의 과정이었다. 실학은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 상층부의 사상과 일반 백
성의 사상을 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이용후
생(利用厚生), 경제치용(經世致用)의실학 정신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할 것은어려운 현실에 대
한 선공후사의문제의식과태도, 그리고문제를 풀어가는방식이라고생각된다.
실학은 과거에 고정된 역사적 유물이 결코 아니다. 추상적인 명분론과 망국적인 당쟁을 질타하며 오로
지 국리민복을 집요하게 추구했던 실학자들의 숭고한 사상과 실천적인 삶은 오늘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밝은미래를 개척하는원동력이자 희망의불빛이다.

경기논단 2004년 겨울호 ●5

실학사상의 현대적 의미

실학사상의 현대적 의미
On the Meaning of the Shilhak Studies in modern Korean Society

조 광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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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ists of the late Choson was partially raised before
and after the open-door period. And the theory of
governance of the late Choson reformists was considered
to be tactics of patriotism.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the word Shilhak was
coined by Nam-Seon Choi in 1923 and gradually gained a
ground through the Choson-studies movement in 1934.
Subsequently, after the liberation of n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Shilhak
’was established as an
academic term among the scholar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s. The research fields and significan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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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process of study continued through the different
periods of modern Korea, which require different ideas of
Shilhak studies. The Shilhak studies was a historical fact
of the latter period of Choson, and also a comprehended
or interpreted fact by the request of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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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전통적 의미에서 볼 때,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연구하며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자 한
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는 그 현재적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물론 역사적
사실은 사실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역사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추구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조선후기 실학사
상의 연구는 해방이후 한국사학계가 성취한 최대의 업적으로 한때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에 이르러서는 실학사상의 연구에 대한 비판의식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이 비판의식은 주로 조
선후기 사회에서‘실학’
이 드러내었던 존재방식의 특성과 그 개념의 불명확성 그리고 실학사상이
당대의 현실 개혁에 적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제기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연 조선후기 사회에 실학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의
문마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의의 제기는 실학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즉, 실학연구자들은 우선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실학이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다는 점부터 거듭 확인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실학연구자들은 조선후기 사상계에 나타난 그 개혁적 경향이 개항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어떻게 인식되었고 개념화되었는지를 밝혀야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역사적 사실로서 실학의 존재를 간략히 제시해 보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각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 실학사상이 해석되어 온 과정을 검토하여, 그 현대적 의미를 음
미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실학’
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여
끊임없이 다시 서술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응답을 통해 실학에 대한 연구는 현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방향의 설정에 이바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Ⅱ. 역사적 사실로서의 실학
1.‘실학’
이라는 용어의 개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살펴 볼 때, 실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조선왕조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였다. 이때 자신의 학문을 실학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적 인물들로는 이제현
(1287~1367과
) 정도전(1337~1398) 그리고 권근(1352~1409을
) 들 수 있다. 그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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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던 성리학이 불교와는 비교할 바가 못되고 훈고(訓鈐)와 사장(詞章)에
치우친 한당(漢唐)의 유학보다도 우월함을 인식했다. 즉, 그들은 성리학이 인의충신(仁義忠信)
등의 수기(修己)로 인해서 한나라나 당나라 시대의 유학보다‘위기’
(爲己)의 실효를 거둘 수 있
는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충효를 비롯한 오륜과 육예(六禮) 학습을 통해서 불교보다‘제
가·치국·평천하’
의 실효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성리학을
‘실학’
이라고 불렀다.
실학이라는 용어는 조선중기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즉, 이황(1501~1570이나
)
이이
(1536~1584도
)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설인 성리학을 실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성리학은 조선의 지도이념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갔다. 한편,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예론을
전개하고 있던 윤증(尹拯)은 예학을 실학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조선왕조의 성리학자들은 대체
로 주자(朱子, 朱熹)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유학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학문체계를‘실학’
이라
고 생각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일단의 유학자들 가운데는 통치원리로 기능하고 있던 성리학의 주자 유일
기준을 거부하고 탈성리학적(脫性理學的)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원초유학(原初儒學)
의 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성리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경향
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는 이수광(1563~1628이나
)
허목(1595~1682을
) 들 수 있다. 조선중
기의 탈성리학적 연구경향에서 조선후기적‘실학’
이 움터 나왔다.

2. 실학사상의 출현
조선후기의 실학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경세치용적(經世致用的) 학문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저서에서‘실학’
(實學)이라는 단어를 직접 구사하기도 했다. 즉, 유형원(1622~1673의
) 학문체
계는 당대부터‘경세치용’
의 학문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이익(1681~1763도
) 학문은 치국
평천하(治國平天下)의 경세에 유용한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자신이 직접‘실학’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홍대용(1731~1783은‘실학’
)
이라는 단어를 구사하여 사장(詞章)과 기송(記誦) 그리고 훈고
(訓誥)와 구별되며, 공리(功利)나 노장사상, 불교, 성리학 등과는 다른 학문체계를 제시하고자 했
다. 박지원(1737~1805의
) 경우에도 농공상(農工商)의 이치를 포함하는 선비의 학문을‘실학’
이라고 지칭하면서 농업이나 수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잘못하는 것은 사
(士)에게‘실학’
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약용(1762~1836은
) 그의 저서에서‘실학’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당대의 성리학을‘잡학’
(雜學)이라고까지 폄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국안민(治國安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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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적을 물리치며 재용을 넉넉히 하고, 문장이나 행정실무에 뛰어나 어떠한
일이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주창했다. 여기에서 정약용의 실학개념이 간접적으로
추출될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의 김정희(1786~1856의
) 경우에는‘실사구시’
(實事求是)를 중
시하는 학문태도를 강조했다. 최한기(1803~1879는
) 사농공상에 걸친 실사(實事)를 실지(實地)
로 탐구 실천할 것을 제창하면서 자신의 실학사상을 표현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학계는 조선후기 사상계의 변화를 논하면서 실학이라는 분야를 설정하
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은 당대의 학인들이 직접 문호를 열고 기치를 세우며 자
신의 존재를‘실학파’등으로 스스로 확인한 사상은 아니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을 실학자로 자처
한 바도 없고, 자신의 학문을 실학이라고 선언하지도 아니했다. 그들이 서로 모여 타자와 구별되
는 배타적 견지에서 학파를 조직한 바도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학계에서 당시의 학풍을 실학으로 명명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
다. 즉, 유형원→이 익→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은 즉자적(an sich) 형태로 존
재하고 있었다. 실학사상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자신의 독립성을 확연히 천명하는 대자적
(fur sich) 단계의 사상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아니했지만 분명 조선후기의 사상계에 존재하고 있
었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였다. 이 즉자적 사상의 형태를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실학사상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3. 실학의 사상적 기초
조선후기 실학사상이 가지고 있는 첫번째 특성으로는 탈성리학적 사상이라는 점이다. 탈성리
학적 사상은 주자(朱子) 즉, 주희(朱熹)의 가르침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유교경전을 해석해왔던
조선 성리학의 관행을 거부하고, 경전의 해석에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자 했다. 물론 실학자들
도 주희의 학문적 권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아니했지만, 유학의 해석에 있어서 적용되어 오
던 주희에 대한 맹종적 태도를 배격했고, 그의 경전 해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했
다. 이 경향은 허목(許穆)이나 이수광(李寞光) 단계에서부터 이미 드러난 일이었다. 그리고 이 점
은 정약용(丁若鏞)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정약용은 성리학의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기질을 선천적 제
약으로 해석했던 성리학의 입장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하늘은
인간의 마음에 자주권(自主權)을 부여해 주었다고 했고, 이로써 인간은 그 자아의 주체적 자율성
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학자들은 주자주(朱
子註)를 기준으로 한 성리학의 유학 해석방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철학을 구성해갔다. 이렇게 구
성되어 간 철학이 탈성리학적 철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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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8세기를 전후한 시대에 존재했던 일단의 사상가들은 탈성리학적 사상 가운데 선진유
학 내지는 원초 유학의 입장에서 왕도정치론(王道政治論)을 제기하면서 변법적(變法的) 개혁을
추진하던 국가재조(國家再造)의 사상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사상을 공유하던 학인들
이 있었다. 이 학인들의 사상을 뒷날‘조선후기의 실학’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실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번째의 특성은 그 연구방법론에서 드러난다. 즉, 그들은 성리학에
서 취하고 있던 학문연구 방법론을 비판 극복하기 위해서 원초유학의 방법론을 수용했다. 원초유
학의 방법론은 사변적이거나 심오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실제성(實際性)을
위주로 하여 학문을 연구했었다. 실학자들은 이 원초유학의 학문방법론의 회복을 주장했다.
실학은 백과전서적 학문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학의 연구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실학
은 이기(理氣), 심성(心性) 등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시도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조선 성리학과는
구별되는 견해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과 세계와 자연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키
울 수 있었다. 또한, 실학은 왕도정치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갔다. 실학은 성리
학과는 구별되는 원초유학에 입각하여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들이 왕도정치론을 개진해
나가던 시점은 조선후기 중세사회 해체기였다. 그들은 이 해제기적 양상으로 각 분야에서 드러나
고 있던 비리와 모순을 개혁하고 경색된 현실을 타개하여, 유교적 이상사회를 구현하려 했다. 그
리고 그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각 분야를 개혁하고자 하는 과제들을 검토했다.
이와 같은 탈성리학적 사고방식과 원초유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실학은 자신의 개혁안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왕도정치론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해 주었다. 우선 그들은 중국
고대의 삼대(三代)를 왕도정치가 구현된 이상세계로 규정하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조선 후기 사
회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즉, 실학은 현실의 국가체제를 개혁하여 궁극적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한다는 이상을 추구했다. 그들의 왕도정치론은 현실의 모순을 개혁하고 경색된
현실의 타개를 주장하는 개혁론적 사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실학에서는 왕도정치를 현실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모색해 나갔다. 여기에
서 그들은 성리학적 왕도정치론과는 입장을 달리해서, 왕도(王道)의 기준을 인의(仁義)와 같은
도덕적 요소에 설정하기보다는 현실의 개혁을 통한‘안인’
(安人)에 설정했다. 실학자들은 자신들
이 살고 있던 조선왕조의 현실이 전쟁을 치른 직후나 마찬가지로 일대 변혁이 요청되는 상황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국가를 재조(再造)하는 방략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편, 실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 갔다. 당시 조선 성리학은 인간의 심(心)
에 관한 문제를 중요시하는 심학(心學)의 경향을 취하고 있었다. 실학은 성리학과의 관계를 분명
히 하고 그 차이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갔
다. 그 결과 그들은 성리학과는 다른 입장에서 심성론을 제기해 나갔고,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했다. 성리학과 실학의 심성론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상당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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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성리학적 심성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이황(李滉)이나 이이(李珥)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선천
적 규정성을 매우 강조했다. 그러므로 선천적 기(氣)의 차이에 따라서 인간은 이미 귀천과 현우
(賢愚) 그리고 선악을 규정받고 태어나는 존재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인간의 숙명
을 변화시키기란 어려운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 결과는 세계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갖는 독자성이
나 자율성이 왜소화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이 선천적‘기질지성’
에 구애되는 것을 부인하고 스스로 주
체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 실학은 인간의 심(心)이 활성(活性)인 것임을 강조했
고, 인간의 본질을 성(性)이 아니라 심(心)으로 인식해 갔다. 이 과정에서 실학의 인간관은 인성
이 선(善)으로 정향(定向)되었다고 단정하는 성리학적 도덕률의 허구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
킬 수 있었다.
실학에서는 인간의 심(心)은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영명성(靈明性)과 스스로 선악을 행
할 수 있는 자율성(自律性)을 타고났다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인간의 자율과 각
자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가능하게 되었다. 실학자들은 이와 같은 재해석을 근거
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독자적 이해에 도달했다.

4. 실학의 연구분야
실학은 이와 같은 새로운 철학과 왕도정치론을 총론으로 삼아 분야별 각론을 전개했다. 실학의
각론에서는 첫번째로 조선의 존재와 전통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실학자들은 민족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전통적 화이관(華夷觀)의 극복을 시도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중국과는 구별되는 자아
(自我)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들은 조선의 존재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조선어와 문학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세시풍속을 비롯한 민속에 관해서도 애정을 가
지고 조사와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들은 역사지리와 인문지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그들은 조선의 역사적 전통에 대해 관심을 쏟았으며, 자신이 제시하는 개혁안의 원리도 지난
날의 역사 경험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했다. 그들에 있어서 역사란 조선의 주체적 인식을 위한
도구였고, 자신의 개혁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게 해주는 스승이었다.
실학의 각론에서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제도의 개혁에 관한 문제들이다. 실학자
들은 왕도정치론에 관한 성찰을 통해서 군신간(君臣間)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자 했다. 국정
의 각 분야에 관한 연구에 힘을 기울여서 국가의 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를 논했다. 수취 체제의
개편에 관한 광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제도 등 관리 임용 방법의 개선책을 논했다. 그
들은 군사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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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의 각론에서 세번째로는 현실 개혁을 위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주목할 수 있다. 실학사
상을 낳게 한 것은 조선후기의 역사적 현실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실학자들은 농촌의 피폐상을 극
복하기 위해 토지제도 및 농업경영의 개선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
기 위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상공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들은 부당한 수취체제의 문란상을 바로 잡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 신분제도의 모
순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신아구방’
(新我舊邦 ; 묵은 우리나
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 한 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실학의 네번째 연구분야로는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을 들 수 있다. 실학자들은 자연의 논리와 인
간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 연구했고, 자연에 대한 과학적 관찰과 연구를 지속했다.
그리고 그들은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생활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의 혁신에 관해서 연
구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광업기술이나 공학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
를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실학은 조선후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상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실학은 그 자신이 하
나의 학풍임을 선언하거나 학파를 뚜렷이 형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실학은 즉자적 형태로 조
선후기 사회에 존재했던 사상이었다. 실학은 탈성리학적 경향을 취하면서 원초유학에 입각한 새
로운 방법론을 자신의 학문 연구에 적용했다. 또한, 실학자들은 새로운 사고방법을 도출해 내는
전제로써 이기론·인성론 등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전개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원초유학적 왕도정치의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개혁 방향을 선정해 나갔
다. 원초유학에 기초를 둔 그들의 철학사상과 왕도정치론은 실학사상의 총론이었다. 이 총론을
전제로 하여 실학자들은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각론을 전개시켜 나갔다.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백
과전서적 경향으로 인해 그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 나갔다. 즉, 그들은 민족의 존재와 전
통에 대해서 연구했고, 현실개혁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문제를 논했다. 그들은 자연과학
과 기술과학에 대한 연구에도 정진해 나갔다. 이 모든 각론적 연구는 왕도정치를 구체적으로 실
현하는데에 목표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조는 대자적 존재가 아닌 즉자적 형태로 존재
하고 있었다.

Ⅲ. 해석된 사실로서의 실학
역사적 사실은 해석의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오늘의 우리들은 그 과거가 가지고 있던 여러 측면을 점차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더욱이 과거에
즉자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들은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그 개념이 선명히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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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실학사상은 개항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 성격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각 시대별로 실학사상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 갔던 기준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시대적 과제들이었다. 각 시대의 역사연구자들은 실학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자
신이 가지고 있던 당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해 왔다. 이들의 역사해석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었지만, 바로 그 해석을 통해 역사연구자는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주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실학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석된 사실로 거듭 나타
날 수 있다.

1. 개항기 실학에 대한 연구와 해석
실학사상에 대한 해석이 시도되기 시작한 시점은 개항기를 들 수 있다. 1876년에 단행된 개항
을 전후하여 조선왕조 사회는 내적으로는 백성들의 저항에 의해 지배체제가 동요되고 있었고, 외
적으로는 조선을 향하여 몰려드는 외세의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여기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문
호개방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는 조선후기 사회를 객
관화하여 관찰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 탈출
의 방략을 마련하고 개항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는 길을 모색하던 과정에서‘조선후기 사상계의
개혁적 인물’
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 사례로는 당시 신헌(申櫶)이나 강위(姜瑋)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선후기 사상계
의 개혁적 인물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관심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조선후
기 개혁적 인물과 사상이 존재했음을 인지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격랑
을 헤쳐가기 위해서 선배 경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고, 이를 구국의 방략으로 삼고
자 했다. 여기에서 조선후기 실학자에 대한 관심이 비로소 싹트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개항기 실학에 대한 관심은 18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좀 더 분명히 나타났다. 이때에 이르러 각
종 신문들이 창간되어 새로운 사회세력들을 독자층으로 확보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신문에서
조선후기의 개혁적 인물과 사상에 관한 구체적 관심들이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 사례로『황성신
문』
(皇城新聞)은 189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정약용을 우리나라‘경제학의 큰 선생’
으로 소개한
바 있었다.
그리고 조선후기 경세가들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갔다. 그 결과 조선후기
의 개혁적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좀 더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
고 이들을 경세가(經世家)나 경제가(經濟家)로 직접 지칭함으로써 그 개혁사상의 성격을 규정하
고, 이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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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사상계의 개혁적 인물과 그 사상적 특성 및 경향’
에 관한 서술의 빈도가 1905년의
‘을사조약’내지는 1907년‘정미7조약’
이 체결된 이후에 이르러서 좀 더 증가되어 갔다. 이 당시
는 국권의 상실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외적인 환경에서 개항기의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는 유교구신적(儒敎救新的) 차원에서‘실지학문’즉, 실학(實學)을 보국(保國)의 방
략으로 생각했고, 조선후기의‘경세가’
나‘경제선생’
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국권회복의 길을 찾
아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당시 사상계나 학계의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지배적 현상은 아니었
고, 일부 선각적 개신유학 계열의 인물에 의해 제시된 소수의견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시에 진행된‘조선후기 사상계의 개혁적 경향’
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애
국주의 내지는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조선후기의 경세가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2. 식민지시대실학 연구의 의미
조선왕조는 1910년‘한일합방’
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 식민지시대 조선의
사상계와 학계에서는 두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폭압적인 식민지지배와 민족문
화 말살의 시도에 맞서 식민지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민족문화를
수호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근대적 사조를 주체적으로 수용하
여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식민지화 직후부터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그리고 3·1운동을 지나 조선후기 사상계의 개혁적 경향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게나마 진행되어 갔다.
식민지시대에 접어든 이후, 실학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는 대략 세가지의 주목할만한 현상이 일
어나고 있었다. 즉, 첫번째로는 식민지 조선의 연구자들은 개항기의 연구를 이어받아 조선후기의
개혁적 학풍에 대한 연구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후기 개혁사상의 존재를 거듭
확인하면서 개혁적 인물들에 대한 인식의 범위와 이해의 깊이를 확대 심화시켜 갔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개혁사상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 관심이 표출되었고, 이를 개념화하기 위
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1923년 최남선(崔南善)은 조선후기의 학풍을‘실학’
이란 용어
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개혁적 학풍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던 이‘실학’
이라는 용
어는 당시 학계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그래서 당시의 연구자들은 이 학풍을‘실
제에 근거를 두어 독자성을 구하려는 학문’
(依實求獨之學) 혹은‘실사구시의 학’
,‘조선경제학
파’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조선후기 사상계의 개혁적 경향을 비로소‘실학’
이라는 단어로 표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연구자들을 실학으로 범주화하여 이에 특정 개념을 부여해 보고자 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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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민지 시대 조선의 학계에서는 세번째로 조선후기의 개혁적 사상인‘실학’
을 하나의 학
파로 설정하여 계보화하여 인식해 보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세가지
의 현상은 축차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식민지시대에 진행된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식민지화라는 정치적 좌절을 겪은
이후 민족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해 나가려던 노력의 표현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선후기의 개혁적 사상에 대한 존재확인과 함께 개념화 및 계보화 작업이 진행되어 갔다.

3. 조선학 운동과 실학 연구
식민지 시대 실학연구에 있어서 또 다른 분기점으로는 1934년에 진행된‘다산서세백주년기
념’
(茶山逝世百周年紀念)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문화운동은 정약용의 서거 일백주년을 기념하여
전개되었다. 이 사업은 조선 독립을 위한 좌우합작 기구였던 신간회가 해체된 이후 비타협적 민
족주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문화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과정에서 조선후기의 대표적 실학
자인 정약용의『여유당전서』
가 간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약용을 비롯한 조선후기의 개혁사상
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강화되었다.
문화적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던 이 운동의 중심적 인물은 정인보(鄭寅普), 안
재홍(安在鴻) 등 이었다. 정인보는 정약용이 그 사상의 종지(宗旨)를‘묵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자’
(新我舊邦)에 두고 있음을 말하면서 조선사회의 혁신책을 제시하기 위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을 시도했다고 서술했다.
요컨대, 개항기와 식민지시대에 이르러 조선후기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로서의 실학은 해석
된 사실로 전개되어 갔다. 우선 개항기 당시 실학은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경세론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된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정치적 좌절을 강요당했고, 그들
이 실학의 경세론에 근거하여 조선을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실학은 민족문화의 정수로 인식되어 갔다. 그리고 실학자의 사상은 서양근대사상과
직접 비교되어 논해졌다. 이는 당시의 실학연구가 정치적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제기된 문화민족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실학사상은 개항기와 식민지
시대에 걸쳐 당대 사회의 요구에 응하면서 해석되고 음미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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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적 의미
1. 해방 후의 실학연구
한국역사에 있어서 현대는 일반적으로 1945년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는 시대를 말한다. 바로
이 현대라는 시점에서 실학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에 이르렀다. 해방 직후부터 우리나라는 남북
으로 분단되었다. 이 와중에서도 남북한은 모두 민족문화 재건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는 일
제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철저히 파괴된 민족의 문화를 다시 세워서 신생 독립국가의 기초를 다
지려던 노력이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낙후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근대
화를 강력히 추진해 갔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 과제는 역사연구에 있어서도 투영되었고, 남북한의 연구자들은 특
히 19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앞 단계의 연구를 이어받아 조선후기의 사상에 대한 집중적인 연
구를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역사관을 가지고 사상사의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남북한의 학계가 모두 일본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내재적 발전론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분야에 있어
서 자생적 발전상이 속속 연구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반영하거나, 혹은
그 발전을 촉진시킨 사상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실학사상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 실학연구에는 이와 같은 연구 분위기와 관련하여 사회경제
사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고, 근대화론적 시각이 강하게 투영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과정
에서 실학의 개념과 발생 배경 및 그 연구 분야 및 역사적 의의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
렀다.
먼저, 실학의 개념은 조선후기의 시대적 특성과 함께 모색되었다. 그리하여 실학사상이 존재하
던 조선 후기는 전근대적 사회로부터 근대를 지향하던 시기로 규정되었다. 실학은 이러한 시대적
성격을 설정한 기반 위에서 모색되어 갔다. 그리고 그 사상의 발생 당시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근대성을 극복하려던 실학의 노력에서 근대의 여명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에 1960년대의 연구
자 가운데 일부에서는 실학을 조선 후기‘자본주의 맹아의 발생’
을 반영하는 사상이거나 혹은 그
러한 발전을 이끌어준 사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경우 실학은‘허학’
(虛學)인 성리학에 대항
하는 학문이라고 적극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실학사상에서 드러나는 과도기적 특성을 주목하여 이를 봉건사회
의 해체기에 등장한‘근대지향적’과도기의 사상으로 보고자 했다. 이 견해는 1967년 이후 천관
우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실학을 근대성으로 규정했던 1930년대 안재홍의 견해를 발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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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여 실학사상을 새롭게 규정해서“전근대의식에 대립하는 근대정신을, 몰민족의식(沒民族
意識)에 대립하는 민족정신을 뜻한다”
고 말하면서, 실학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근대지향적,
민족주의적 성격”
임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당시 시대적 과제가 근대화였다는 사실과, 민
족주의가 강화되어 가고 있던 사회분위기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그의 실학 개념 제시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이 제시
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조선 후기의 사상에서 이 기준에 의해 실학적 요소를 찾으려 했다. 그리
하여 민족주의적 특성의 확인을 위해 중화문화와는 구별되는 자아 인식의 존재 여부를 검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성리학적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하여 청국을 이적(夷
狄)으로 규정했던 성리학자들까지도 실학자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했다.
또한, 모든 제도 개혁론은 현상타파론이므로 일반적 제도개혁론도 봉건적 현상을 타파하고 근
대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조선후기에 나타난 모든 개혁
론을‘실학적 개혁’즉,‘근대적 개혁’
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성리학적 입장에서의 개혁론이 존재하고 있었으므
로, 이와 같은 판단은 일종의 착오에 불과했다. 이러한 데에서 실학의 범위는 거의 무한정하게 확
대되어 나가기도 했고, 실학 연구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2. 1980년대 이후의 실학연구
이와 같은 상황의 당연한 결과로‘근대지향적, 민족주의적’
이라는 실학 개념의 모호성에 문제
를 제기하고 실학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학의
개념을‘탈성리학’
으로 규정하고 실학을 성리학과 구별되는 독자적 사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시도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시도에서도 대체로 실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근대
성 내지는 민족주의적 특성이 여전히 존중되고 있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실학개념에 관한 이와 같은 연구의 진전을 기반으로 하여
‘근대지향적 성격’
,‘탈성리학적 성격’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새롭게 시도되었다. 이 시도와
함께 실학에서 논의되는 개혁성이나 합리성 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조선의 정통 성리학에서 논
하는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름이 논의되었고, 실학의 범위를‘북학사상’
(北學思想)으로 제한하고
자 하는 노력이 일어났다.
실학을 북학사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 시도에서는 성리학의 본질에 해당하는‘성즉리’
(性
卽理)의 원칙을 부정하는 학풍이야말로 성리학과는 구별되는 실학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유형원
(柳馨遠), 이익(李瀷), 안정복(安鼎福) 등은‘성즉리’
를 인정하므로 성리학자로 보아야 함을 말
했다. 그리고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박제가(朴齊家) 및 정약용 등에 의해서 주도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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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학사상은‘성즉리’
라는 성리학의 기본원칙을 거부했으므로 이 북학사상만을 실학이라고 하기
를 제안했다.
여기에서 북학사상은 반청적(反淸的) 화이론의 극복을 주장하는 사상이며, 조선 정통 주자학의
자기극복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사상으로 규정짓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종래 인간 심성(心
性)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물(物)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그 이용을 제기했다고 보았
다. 또한, 그들은 주자학적 심성론과 예론을 비판하고 이용후생을 지향하는 실용 위주의 학문 연
구를 내세우면서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된 청조의 문물과 학술의 수용을 강력히 제기하게 되었던
사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북학사상만을 실학사상으로 보려는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 견해는
북학자들이 성리학의‘성즉리’
를 거부했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 반론은 홍대용이‘성
즉리’
를 확신하면서 이기론으로 주기론을 주장했다는 사실과 최한기(崔漢綺)까지도‘성즉리’
의
견해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 제시되었다. 그리고 실학의 개념은 주자 유일 기
준을 거부하고 삼대(三代)의 왕정(王政)과 같은 이상적 국가 공동체를 조선후기 사회에 실현하려
던 우리나라 전근대 국가론의 마지막 원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학의 개념은 연구자나 연구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학계에서 성취한 연구의 실학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
학사상은 18세기 전후 조선 후기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등장한 사회개혁사상으로서, 주자 유일 기
준을 거부하고 원초유학의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던 왕도정치론의 조선적 변용으로 규정할 수 있
을 것이다.

Ⅴ. 맺음말
실학사상은 조선후기 사회에 존재하던 개혁사상의 일종이었다. 조선후기를 살았던 일단의 지
식인들은 자신이 처해 있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다. 그들은 성리학적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원초유학에 입각한 새로운 경세론을 제시했다.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당시 동양의 사상계를 지배하던 일종의 중세적 보편주의
를 극복하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데에 이바지했
다. 그리고 조선의 전통과 현실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켜 주었다. 이러한 발견과 인식은 분명 민족
적 자각의 강화와 관계되는 현상이며, 조선의 학문적 전통을 올바로 세우려던 그들의 노력은 긍
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학사상은 원초유학에 입각한 개혁사상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왕도정치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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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적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 모순에 대해 그침 없이 성찰했
다. 그들은 토지제도 및 군역제도의 개혁과 환곡 수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했다. 또
한, 그들은 노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당시 사회의 신분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방안을 찾
고자 했다. 그들의 이러한 성찰이 비록 현실적 개혁으로까지 직결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
이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은 개혁을 향한 여론의 조성에 있어서 기초
가 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실학사상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현실 개혁을 직접 유도해 내지는 못했다 하더라
도, 또 다른 측면에서 실학자들이 수행한 그 현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준 역할만은 긍정적으
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실학사상은 조선의 중세철학을 대변하는 성리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후대인들이 객관적 자연관과 평등한 인간관을 이해하는 데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도움을 주고 있었다. 즉, 실학사상은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사유형태를 일깨워 주었다. 이
점에서도 실학이 또 달리 발휘하고 있었던 긍정적 기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던 실학사상은 개항기 이후 현실을 분석하며 연구하
던 과정에서 그 의미를 더해갔다. 개항기 일부 지식인들은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이 국내외적 위기
에 대처하고자 하는 경세론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식민지시대에 이르러서 실학은 현실사회를 개
혁할 수 있는 경세론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문화민족주의의 입장에서 그 특성이 연구되어 갔다.
그리고 해방 이후 실학은 남북한 사회가 성취하고자 하던 가치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더해져
갔다. 북한의 경우에는 실학을 한때나마‘공상적 사회주의’
에 가까운 이론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남한에서도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실학이 근대지향적 학문임을 강조했고, 민족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주장되었다. 물론 이와 같이 근대주의적 입장에서 실학사상을 긍정
적으로만 보아왔던 견해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실학사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검토하고자 하
는 시도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와 같이 실학사상은 사회 자체의 전개과정에 따라 당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측면
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규정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 및 사회적 평등과 경
제적 분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재일치를 수행해
야 할 과업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원의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자기 존재의 존엄성
과 고유성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데에는 우리의 역사 전통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델이 요청된다. 여기에서 실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우리의 고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실학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아갈 기본적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해묵
은 질문에 대한 새로운 대답이 실학연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이 살고 있던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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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세상에 대처해 나가고자 고뇌했던 선학들의 노력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를 향한 현대의 도전에 치열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는 과거의 실학자에게서 그리고 그
실학을 연구했던 우리의 선학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이 역사의 도전에 대한 치열한 대응의
노력은 우리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 그러기 때문에 실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항
상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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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학인
The Development of the Gyeonggi Province and Gyeonggihakin
in Late Choseon Dynasty
김 문 식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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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Province and Seoul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hange and development in Late Ch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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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Seoul had
charactered a commercial city besides political and
military city, many towns in Gyeonggi province also
became a commercial city. Because there was so many
overland routes and waterways that connected Seoul with
8 provinces, towns in Gyeonggi province took part in
dealing goods actively, was able to make remarkable
growth in its wealth.
Gyeonggihakin, scholars who had lived for a long time
in Seoul and the suburbs, had watche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received a new
Knowledge imported from Ching dynasty. During the king
Cheongj’
os reign, they was trained by the King, made
many books each other unconnected with their party.
After King’
s death, they maintained their friendship and
was going to upgrade their knowledge. Eventually, they
could take leading role in the academic circles and the
political circles in Late Ch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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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통계청은 2001년에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수도권의 인구가 2,200만명을 넘어 전국
인구의 47%를 차지했고, 2020년경이 되면 수도권의 인구는 2,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수도권의 제조업 생산액은 전국의 47.5%, 제조업체의 수는 49.6%에
이르렀고, 특히 경기도의 고용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1). 이런 수치들은 현
재 우리나라의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인구와 경제, 문화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조선후기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조선이 왜란과
호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였다. 농업 생산
력이 높아지고 유통경제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
하였다. 조선후기 수도권의 성장은 인구의 증가, 교통의 발달, 상업도시의 발달 등으로 나타났는
데,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변화와 발전의 중심지에 있었다. 그리고 서울과 근교지역에 거주하던
경기학인들은 수도권에 나타난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하면서, 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학문 정
보를 적극 수용하여 당대의 학계와 정계를 주도해 나갔다.
본고는 조선후기 경기도의 발전 양상과 경기학인의 동향, 그리고 그들의 학문적 특징을 소개하
기 위해 작성되었다.

Ⅱ. 서울 및 경기도의 인구증가
조선시대 인구변동의 추이를 보면,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6세기 말
에서 17세기 중엽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18세기에서 19
세기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2).
서울의 인구는 17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 15·16세기의 인구증가는 의술
의 발달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힘입어 나타났다. 그런데 17세기 중엽의 인구증가는 왜란과 호란
이후 인구를 파악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유민들 때문이었다. 이 시기
에 지방 유민이 대거 서울로 몰려든 것은 도성과 북한산성의 수축, 산릉의 조성 등과 같은 국가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

1) 경기개발연구원(2004), 11~13면.
2) 權泰煥·愼鏞廈(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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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지방 정부에서는 자기 지역 출신의 사람만 구제
했지만 서울에서는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구제했기 때문에, 유민이 서울로 몰려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금속화폐가 유통되고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는 가운데
서울은 중심적인 상업도시로 성장했는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거 서울로 모여들었다. 이
에 따라 18세기 이후 서울의 인구는 30만 명을 넘었고, 서울은 이 정도의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비시장으로 성장했다3).
서울의 인구 증가와 함께 경기도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18세기 전반, 경기도의 인
구는 전국 인구의 8.1%를 차지했으나, 18세기 후반에는 9.0%, 19세기에는 9.9%로 증가했다.
경기도의 농업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지
역의 도시적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에서 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을 구분해 보면,
대읍(大邑)에 속하는 수원·양주·개성·강화가 있었고, 한강변이나 해안에 위치한 남양·양근·안
산·통진·양천·시흥이 있었으며, 대로(大路)를 끼고 있는 죽산·용인·안성·포천 등이 있었다.
이 중 양주는 조선전기에 도내 6위의 인구를 가졌다가 18세기 후반 이후 계속 1위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주가 도시 성장에 필수적인 연료와 원예농작물을 서울로 공급하는 거점지역이었기 때문이
다. 또한 양천도 인구 증가율을 높았던 지역인데, 이곳은 한강의 수운 교통과 육로 교통의 요충지
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다4).
경기도 인구가 이처럼 꾸준히 증가한 것은 경기도의 군현들이 상업도시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바
탕이 되었다.

Ⅲ. 교통의 발달과 경기도
조선후기의 주요 교통로에는 육로와 수로가 있었다. 육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선 모양
으로 전국으로 뻗어 나갔는데, 경기도는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간 경유지로서 기능하였다.
조선후기의 주요 육로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마다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을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5).
서울 — (개성) — 평양 — 정주 — 의주
서울 — 과천 — (수원) — 평택 — 공주 — 전라
3) 高東煥(1998), 27~53면.
4) 楊普景(1994), 61~68면.
5) 괄호는 정2품~종2품에 해당하는 고위 京官職인 留守가 파견된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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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광주) — 용인 — 양지 — 충주 — 경상
서울 — 양주 — 포천 — 영평 — 금화 — 함경
조선후기의 수로는 육로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로였다. 이중환이『택리지』
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형적 조건 때문에 대량의 물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육로
보다 수로가 더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한강이라는 천연의 교통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수로는 강
이나 해상을 이용하여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였는데, 경기도는 육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지방의
중간 경유지로 기능하였다. 조선후기의 주요 수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 한강 — (강화) — 서해안 — 남해안
서울 — 남한강 — 양근 — 여주 — 충주
서울 — 북한강 — 가평 — 춘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동국여도』
의「경강부임진도」
를 보면6), 조선후기의 수도권이 한
강의 수로를 중심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이 지도는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점인 강
화와 풍덕에서 시작하여 임진강과 한강의 상류지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그렸는데, 남한강
과 북한강이 만나는 용진·두미부터는 황색 지붕을 가진 취락이 나타나고, 진(津)·창(倉)과 같은
관아 건물들이 한강변에 그려져 있어, 한강변에 상업취락이 번성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춘천·
충주·여주는 한강을 통해 서울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임진강 일대의 양주·파주·개성, 동쪽으
로 양근·여주, 서쪽으로 강화 일대까지 하나의 권역으로 이어져 있다.
조선후기에 통진·교하·양근·가평·여주 등지는 서울에서 100리권인 원교(遠郊)의 범위를 벗
어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경읍(京邑)’
이라 불렸다. 이는 한강의 수로를 이용하면 육로로 연
결되는 원교 이내의 지역보다도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한강변의 상업 취락은 조
선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7세기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했고, 18·19세기에 전성기
를 맞았다7).

6) 규장각에는『東國輿圖』
와『域地圖』
에 모두「京江附臨津圖」
가 있는데,『동국여도』
는 19세기 초,『접역지도』
는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것
으로 추정된다.
7) 文希英·崔永俊(1984), 26~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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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업도시의 발달과 경기도
조선후기는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고, 서울은 이러한 변화
의 한가운데 있었다. 농업과 수공업 제품의 생산을 바탕으로 유통경제가 발달하여 전국 규모의
시장권이 형성되고 국제무역이 성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정치 군사의 중심지라는 건국 이래
의 틀에서 벗어나 상업의 중심지라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서울이 상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경기도의 군현들도 서울의 배후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원래
경기도에는 개성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다. 경기도의 농민들이 생산품을 가
지고 서울에 와서 교환을 해야 서울이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
을 모으는 방안으로 경기도에 시장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났다.
조선 초에는 유수부가 개성에만 설치되었는데, 이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강화도에 유수부가 설치되었고, 이후 수원과 광주에
유수부가 설치되면서 개성, 강화, 수원, 광주로 구성되는 사도(四都) 체제가 확립되었다. 유수부
는 고위 관리인 유수가 파견되어 특별 관리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경기도에 유수부가 네 곳이나
설치된 것은 서울과 경기도의 연계가 그만큼 긴밀해졌음을 의미한다. 유수부가 설치된 개성·수
원·광주는 상업도시로 성장했고, 삼남(경상, 전라, 충청) 지역의 물산이 집결되는 안성, 함경도
지역의 상품이 집결하는 양주도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발달했다.
개성은 조선 초부터 시장의 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상품유통의 거점으로 성장하
여 상설시장인 시전이 16종이나 존재했다. 또한, 개성은 서울과 의주를 잇는 가장 중요한 상품유
통로의 중간에 있었고, 서북지역의 물산이 모였다가 서울이나 함경도 지역으로 분산되는 상품 유
통의 결절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개성상인의 상업 활동은
전국을 무대로 했는데, 전국의 주요 지역에 지점인 송방(松房)을 설치하고, 상품의 원료생산지에
는 담당자를 파견하여 상품유통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개성의 일반 주민도 행상으
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성상인 가운데 자본력을 갖춘 사람들은 중국 → 조선
→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에 종사하였고, 중국의 밀무역선인 당선(唐船)과 교역하기도 했다.
당선과의 밀무역에서 주요 상품은 홍삼이었다. 개성은 국내 상품 유통의 중심지는 물론이고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수원(화성)은 정조 연간에 계획도시로 건설되었다. 정부에서는 수원의 도시기반을 다지기 위해
상업의 진흥에 주력하였고, 화성 내에 점포를 설립하는 방안, 안성의 지장(紙匠, 종이 제작업자)
으로 수원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4천 냥을 대여하는 방안, 모자와 인삼의 전매권을 수원 상인에게
주는 방안 등이 시행되었다. 수원은 경기좌도의 어염이 집중되는 유통 중심지이기도 했다. 수원
유생 우하영은 수원부의 빈정포를 경기도 서해안의 유통 중심지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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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정조의 수원 능행이 잦아지면서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확장되었
는데, 오늘날‘시흥대로’
라 일컫는 1번 국도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도로이다. 수원의 상인들은 육
로교통을 이용하여 수원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서울에 팔았고, 서울의 시전에서 미곡, 비단, 어
물, 미역 등의 상품을 구입하여 수원에 팔았다.
광주의 송파장은 영남에서 충청을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한강변의 유통거점이었다. 이곳에는
미곡, 목재, 석재, 과일, 약재, 도자기 등이 모여들었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어염, 고급
직물 등이 이곳을 거쳐나갔다. 1706년(숙종 32년)에 개설된 송파장은 서울의 중간상인들이 지방
상인의 상품을 구매하여 서울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서울의 시전상인들은 상품 판매를
독점하는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송파장은 금난전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중간
상인들이 이를 이용한 것이다. 송파장은 서울 외곽의 상품유통 거점으로 기능하였으며, 금난전권
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였다.
양주의 누원점은 서울에서 원산과 함경도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 누원점은 동북지역에
서 생산되는 북어와 삼베, 삼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포 등의 교환이 활발했는데, 송파장과 마찬
가지로 18세기 중엽 이후 서울의 시전상업을 위협하는 유통 거점으로 성장했다. 이현과 칠패의
상인들은 원래 시전의 하나인 어물전 밑에 종속되어 어물의 유통에 참여했는데, 이제 어물전을
거치지 않고 누원점에 가서 어물을 구입하여 행상에게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안성은 영남로와 호남로를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하여 충청도와 전라도의 토산품이 집하되는
지역이었다.『택리지』
에서‘안성은 경기와 삼남지방 사이에 위치하여 물화의 유통이 왕성하고 상
인의 왕래가 빈번하여, 한강 이남의 대도회를 이루고 있다’
고 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8). 안성은
수공업 생산기지로 유기 산업의 전국적 중심지였고, 철물 등의 수공업 생산점이 번성하였다. 19
세기 후반에 세금을 내는 철물 장인의 숫자만 243명에 이르렀는데, 유기 장인을 비롯하여 다른
장인을 합친다면 수공업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이상에서 보듯 경기 상권의 성장은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서울
상권과는 보완적 관계를 지녔다. 조선후기 경기 상권의 성장은 서울의 사상(私商)들이 시전체제
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품유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9).

8) 李重煥,『擇里志』
「八道總論」京畿道.
9) 高東煥(1997), 636~6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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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도방위체제와 경기도
조선후기의 수도방위는 오군영(五軍營)이 분담했는데, 오군영이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수어청을 말한다. 오군영 체제는 훈련도감이 1594년(선조 27년)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어영청(1623), 총융청(1624) 수어청(1626) 금위영(1682)이 설치되면서 완성되었다. 오군영이
방어를 담당한 지역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은 도성의
방위를 전담하는‘삼군문(三軍門)’
이라 불렀고, 총융청은 북한산성, 수어청은 남한산성의 방어를
위주로 하였다.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려는 측면이 강했지만, 내부의 반란에 대비
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1624년(인조 2년)에 이괄이 영변에서 반란을 일으켜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개성, 임진강을 거쳐 서울을 점령하자, 인조는 황급히 공주까지 피난해야 하는 사태가 발
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조와 신료들은 수도방위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남한산성을 새로 쌓
고 강화도를 정비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국왕이 도성을 떠나게 된다면, 국왕은 훈련도감 및
어영청 군사를 거느리고 강화도로 들어가고, 세자는 총융청 군사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들어
간다는 전략이었다. 이때까지 수도방위체제는 유사시 도성을 버리고 산성에 들어가 버티면서 지
방의 응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었다.
수도방위체제에 변화가 생긴 것은 숙종대였다. 이 때 도성의 방어 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의
견 대립이 있었는데, 도성을 수축하자는 측과 북한산성을 축성하자는 측이 충돌했다. 도성을 수
축하자는 쪽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서울 시민이 주축이 되어 도성을 고수하자는 논리로, 이미
거대한 상업도시로 성장한 서울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북한산성을 축성하자는
쪽은 도성에서 방어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므로, 유사시에는 삼군문이 국왕을 호위하여 북한산
성으로 들어가자는 논의였다. 1710년(숙종 36년) 요동지방에 이양선이 출현했다는 소식이 들리
자 북한산성을 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을 방어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북한산성
의 축성 비용은 삼군문의 재원을 활용했고, 축성 이후의 관리도 삼군문이 분담하였다. 북한산성
이 완성되자 삼군문은 본영에 비축해 두었던 군량미를 북한산성으로 옮겨 관리했는데, 총 5~6만
섬이나 되는 미곡을 관리하기 위해 경리청이란 관청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숙종대 후반에는 탕춘대에 성을 쌓자는 논의가 나왔다. 탕춘대는 도성과 북한산성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도성 방어의 요충지이고, 삼군문의 군량미를 보관하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
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토성을 쌓자는 논의였다. 탕춘대 토성은 1718년(숙종 44년)에
축성 작업에 들어갔다.
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수하겠다는 원칙이 세워진 것은 영조대였다. 1728년(영조 4년) 이
인좌 난이 발생하여 청주에서 일어난 반란군이 서울 진격을 목표로 안성까지 올라왔다가 관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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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압되었다. 영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수도방위체제를 강화할 필요를 느꼈고, 이는 1751년(영
조 27년)에「수성윤음(守城綸音)」
으로 나타났다. 이 윤음에서는 삼군문이 도성의 보수와 수비를
분담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훈련도감은 숙정문 동쪽에서 돈의문 북쪽까지 4,850보, 금위영은 돈
의문에서 광희문 남쪽까지 5,042보, 어영청은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042보에 해당하는 구역
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삼군문에 소
속되어 도성을 방어하도록 했다. 한편 이인좌의 난이 발생했을 때 총융청 군대는 도성의 서북방
을 방어하기 위해 탕춘대에 진을 쳤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총융청은 본청을 탕춘대로 옮겨 수
도방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정조는 장용영을 설치하여 국왕의 친위 부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조는 1793년(정조
17)에 화성(수원)을 유수부로 격상시키고 이곳을 장용영 외영으로 정했는데, 이를 통해 장용영은
도성 중심의 내영과 화성(수원) 중심의 외영을 갖춘 거대한 군영이 되었다. 화성에 장용영 외영이
설치된 것은 수도방위체제에 있어 도성 외곽을 방어하는 거점이 하나 더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조는 1795년에 서울에 있던 수어청 경청을 혁파하고 광주를 유수부로 승격시켜 도성 외
곽의 방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장용영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기왕에 있던 오군영의 군사
조직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정조가 사망한 후 노론 벽파 세력은 장용영을 혁파해 버
렸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체제는 다시 삼군문 중심의 체제로 돌아갔다10).
이상에서 보듯 경기도는 서울의 외곽을 방어하는 거점지역으로 수도방위체제의 일각을 담당했
다. 경기도 내의 군사거점 지역은 북한산성과 탕춘대, 남한산성(광주)이 중심이 되었고, 정조대에
는 화성이 새로운 거점으로 추가되었다.

Ⅵ. 경기학인의등장
조선후기에 서울 및 근교 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학계도 서울과 지방으로 분리되는 현상
을 보였다. 17세기 초에 서울과 근교에 생활권을 가진 일군의 지식인들이‘성시(城市)의 산림’
을
자처하며 자신들과 재야의 산림을 구별하였는데, 이들은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양명학, 노
장학, 불교와 같은 이단 학풍을 널리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학계가 서울과 지방으로 분리되
는 현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분명해졌고, 18세기에 노론이 정국의 주도
권을 장악하고 지방인의 중앙 진출이 막히면서 가속화되었다.

10) 李泰鎭(1977), 165~219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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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환국(1694) 이후 남인들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嶺南)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
는 경남(京南)으로 분화되었고, 노론은 18세기 인물성동이론 논쟁을 거치면서 서울과 근교에 거
주하는 낙론(洛論)과 충청도에 거주하는 호론(湖論)으로 분리되었다. 18세기 이후 중앙학계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양명학과 고증학을 수용하는 소론계 학인, 서울 주변에 거주하면서 주자학
일변도의 노론 학풍을 비판하고 고학(古學)을 주장했던 경남계 학인, 오랜 서울 생활을 통해 문벌
을 형성하고 정계를 주도하며 가학을 계승했던 노론 낙론계 학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의
관, 역관, 서얼처럼 전문 지식을 가지고 경제력까지 갖추었던 중인계 학인들도 중앙학계의 일원
이 되었다. 이들은 사대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제의 교육과 혼인의 대상범위를 수
도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산림을 중심으로 하던 지방학계를 완전히 압도했다11).
필자는 서울과 근교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조선후기 학계의 변화를 주도했던 학인
들을‘경기학인(京畿學人)’
이라고 부른다. 경기학인들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의 역동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고, 자신이 사신단의 일원으로 청
과 일본을 방문하였거나 사신단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
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사대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려면 예를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필
요했고, 학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학인들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12).
학문 정보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로는 정약용과 최한기를 꼽을 수 있다.
정약용은 사대부는 거주지를 서울이나 근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은 15세에 처음 서
울에 와서 이가환·이승훈과 같은 경남계 학인을 만났는데, 이들을 통해 이익의 저술을 접한 것이
학문에 뜻을 두는 계기가 되었고, 성균관 유생으로 서울에 있으면서 정조의 눈에 띄어 벼슬길이
열렸다. 강진에 유배된 그는 집안의 재기를 위해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함을 절감했다.
정약용이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안정을 찾았을 무렵, 고향 마재에서 불안하게 살던 자식들이 강진
으로 이주하겠다고 했다. 정약용은 형 정약전에게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정약전은‘사대부가 고
향을 떠나는 것은 벼슬길에 있을 때이며, 토지와 노복이 많더라도 자손들이 시골 무지렁이와 섞
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고 하여 경기지역을 고수할 것을 권했다13).
정약용도 정약전과 같은 입장이었다. 조선은 도성에서 수십 리만 벗어나도 황량해지며, 사대부
가 벼슬길이 끊어지면 서울의 번화가에 살면서 문화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왕성 10
리 이내의 지역에 사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서울에 살 수 없다면 근교에서 과실과

11) 유봉학(1995), 25~56면.
12) 金文植(1996), 4~8면.
13)『與猶堂集』권24,「巽菴書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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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를 가꾸며 생활하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몰락한 집안의 재
기를 위해 고심하던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서울 근교에서 원예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학문
에 몰두하면서 다시 발탁될 기회를 기다리라고 당부했다14).
최한기는 개성에서 태어나 30대에 서울로 이주한 이후 서울 거주를 고집하였는데, 가장 큰 이
유가 학문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청에서 들어오는 최신 서적들을 상인들로부터 고가
로 구입하는 장서가로 유명했는데, 스스로 청의 신간 서적을 입수하기 위해 서울을 떠날 수 없다
고 공언했다15).
18세기 후반 정조의 학술정책은 경기학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정조는‘척신을 배제하
고 사대부를 육성한다’
는 원칙 아래 전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규장각 초계문신과 성균관 유생을 양성하는 정책은 경기학인과 직접 관계가 있었다. 18세기 후반
의 경기학인 중 상당수는 규장각을 거쳤고, 이들은 정조대와 순조대 고위직 관리의 대부분을 차
지할 정도로 학계와 정계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규장각 출신의 경기학인은 초계문신의 교육 과정
에 참여하거나 정조대 편찬사업의 실무진으로 활동하면서 규장각에 보관된 최신 서적들을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규장각 출신의 경기학인은 수적으로 노론계가 우세하였으나 소론계와 남인계도 다수 포함되었
다. 이들은 국가적 편찬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유하였는데, 가령 1792년『규장전운』
을 편찬할
때에는 노론계 이서구·남공철·성대중, 소론계 서영보, 남인계 이가환, 서얼 출신 검서관 이덕
무·유득공·박제가 등 8인이 참여하여, 학파나 정파의 범위를 넘어선 학문적 교류가 있었다16).
19세기에 들어와 경기학인은 기왕에 축적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저술 작업에 들
어갔다. 규장각에서 일정한 학문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경기학인들은 정치적 진로가 갈려진 이후
에도 교유를 계속했는데, 거주지가 인근에 있었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홍석주·홍길주의 고
향인 장단 외공덕촌과 별장이 있던 양주 광진, 이서구·성해응의 고향인 포천, 신작의 고향인 광
주 사마루, 정약용의 고향인 광주 마현, 서유거의 고향인 장단 금화는 한강과 임진강의 연안에 있
으면서 수로로 서울과 연결되는 지역이었다.
경기학인의 교유 무대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서울에서 인근 지역인 경기도로 확대되었고, 한
강과 임진강 수로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정조의 학술정책과 상호간의 학문 교유를 통해
학문적 바탕을 마련했던 경기학인들은 이제 서로의 소장본과 저술을 돌려보면서 학문적으로 한층
성숙하는 계기를 맞았다17).

14)『與猶堂全書』詩文集, 권18,「示二兒家誡」
.
15) 李建昌,『明美堂文集』권10,「惠岡崔公傳」
.
16) 李書九,『齋先生行錄燧遺』乾.
17) 金文植(1996), 10~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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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경기학인의학문적 특징
조선후기 경기학인의 학문은 송학(성리학)과 한학(고증학)의 성과를 절충하려는 한송절충론의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한학이 가진 고증상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경학의 본 뜻과 무관한 개념
논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였고, 명말청초의 경세학풍을 가진 일부 학자를 제외하면 청의 학문
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또한 이들은 송학의 의리와 실천성을 중시하였지만, 이기니
심성이니 하면서 논쟁에 몰두하는 후대의 주자학자들을 비판했다.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경학
의 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고, 이에 도움이 되는 송학이나 한학의 장점
을 수용하려는 것이었다.
경기학인들이 성리학을 송학이라 표현하거나, 한학과 송학의 우위를 놓고 논쟁을 벌인 것은 종
래 성리학이 누려왔던 절대적인 위치가 이제는 새로 등장한 한학과 우위를 다툴 만큼 상대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들은 경학 연구의 목표를 경전 본지의 파악과 실천에 두고, 경학과 경세학의
연결을 중시하였으며, 이에 도움이 되는 송학과 한학의 장점을 수용하되, 각각의 비실용적 경향
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였다.
18세기 이후 청에서 수입된 고증학을 가장 먼저 접했던 경기학인들은 그 방법론적 장점을 인정
하면서도 분분한 고증 논쟁이 가져오는 폐단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가령 홍석주는 송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학의 비실용성을 비판했는데, 이는 그가 청의 학문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
라 청에서 출판되는 서적들을 끊임없이 접촉하는 가운데 내린 판단임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홍
석주는 청에서 출간되는 서적을 끊임없이 구입하였고, 그 중 일부를 성해응에게 빌려주었다18). 또
한, 정약용이 말년에 가서『상서』연구에 몰두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염약거(閻若據)의『고문
상서소증(古文尙書疏證)』
나 송감(宋監)의『상서고변(尙書考辨)』
과 같은 책도 모두 홍석주가 빌
려준 것이었다.
경기학인은 인간의 올바른 도리에 대한 장기간의 탐구와 성찰을 통해 터득한 성리학의 의리지
학(義理之學)을 원칙론으로 지키면서, 지나치게 관념화된 학문풍토를 극복하기 위해 고증에 장점
을 가진 한학을 수용하여 융합시킨다는 한송절충론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학인의 한송절충론은
조선후기의 학계에 등장한 학문적 성과를 통합하는 동시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학문적 해결책이었다19).

18) 洪奭周,『淵泉集』권17,「答成陰城書」
19) 金文植(1998), 295~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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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맺음말
조선후기,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변화와 발전의 중심지에 있었다. 경기도는 서울이 상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그 배후 도시이자 방어 거점으로 성장하였고, 중앙에 있는 서울과 사도(개성, 강화,
수원, 광주)로 둘러싸인 지역이 조선후기의 수도권을 형성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제적 성장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학문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하며, 상호 교유를 통해 학문의 수준을 높여갔던
경기학인은 마침내 조선후기의 학계와 정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경기학인들은 청으로부터 유입된 한학(고증학)을 수용하면서도, 의리지학에 장점을 가진 송학
(성리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 수용된 한학의 장점은 받아들이지만 개념 논쟁에 몰두하는 한
학의 한계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학인들은 새로운 학문 정보를 적극 받아들이되 자
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선후기 경기학인들이 보여준 비판적 수용론의 태도는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날의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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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실학주의
The Digital Trend and Shilhak

우 병 현 <조선일보 산업부 IT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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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otable success in the info-tech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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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e 17th century and the early 19th century that
blamed impractical nature of Confucian culture which
prevailed the Chosun Dynasty and sought practical
alternative.
The history of failing to catch up with industrialized
countries during the 18-19 centuries despite the presence
of Silhak prompted Korea to hit on all the cylinders to
realize informatized society. In addition, Silhak and
recent digital trend share the culture of recording
everything in common.
To accelerate the fast-paced development of Korea’
s
digital trend, the nation is required to learn from the core
ideas of Silhak rationalism, practicality-orientedapproach
and seamless exposure to foreign thoughts with an efforts
to find local relevance from them and forge ahead
without l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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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세계는 한국 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정치면에서는 남북문제가 관심의 초점에 놓여 있
다. 문화적으로는 한류(韓流) 대중 문화 물결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넓게
확산되고 있다. 산업면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업체들이 만든 제품이 세계 곳곳에서 최
고급 대접을 받고 있다. 유사 이래 이처럼‘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
가 세계 최고의 대
접을 지구촌에 걸쳐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가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가장 경이롭게 보고 있는 부문은 정보화와 관련된 것들이
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인터넷 국가다. 전 가구의 72%가량이 초고속인터넷망에 가입
해 있다. 인터넷의 본고장인 미국도 우리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도 세계 최상위급이다. 초등학생들도 목에 휴대폰을 걸고 다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최신 휴대전화로 갈아치울 정도로 소비력이 왕성하다. 일본 소니사가 미니카세트플레이어인
워크맨으로 1980년대 청년 문화를 만들었듯이,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MP3플레이어로 21세기 거
리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인터넷 사용율에서도 세계 최상위급에 속한다. 10대~20대는 인터넷 사용율이 90%를 상회하
고 있고, 30대도 80%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가 인터넷을 일상생활의 수단으로 자
유자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IT인프라와 소비 문화는 한국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휴대폰에 대한 왕성한
소비력은 한국 휴대폰 산업을 세계 최강의 지위에 올렸다.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능,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에 맞추기 위해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다 보니 경쟁력이 저절로 생
긴 것이다.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통과하면 세계무대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
계의 정설이다. 아이리버(iRiver)라는 브랜드로 MP3플레이어 세계 시장을 석권한 레인콤 양덕
준 대표는“국내에서 까다로운 네티즌들의 요구에 견디면 미국 시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고말
했다.
또한, 한국 시장의 빠른 소비패턴 변화는 제품 개발의 집중력을 높였다. 한국 휴대폰업체들은
평균 6개월~8개월만에 한개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장에 퇴출되기 십상이다. 모델 한개 개
발에 평균 18개월이상 사용하는 외국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인 셈이다.
극성스러운 인터넷 소비 문화는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게임 산업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엠파스 등 국내 인터넷 포털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축적한 경쟁력을 해
외에 적용하고 있다. 아바타판매·사이버 머니·미니홈피·카페·휴대폰 결제 등 인터넷 포털들이
잇따로 도입한 비즈니스 모델은 해외업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앞선 것들이다.
엔씨소프트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게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다. 라그나로크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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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사는 전세계 2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전세계 수천만명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이란 무대
에서 한국산 온라인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지식정보 문명(또는 디지털 문명)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21세기 디지털 문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외신에 비춰진 한국 디지털 문명의 성공담에는‘빨리빨리문화’
,‘지고
는 못사는 문화’
,‘남이 하면 나도 문화’등이 성공의 원동력으로 분석돼 있다.
초고속인터넷망이 빠른 속도로 보급된 것은 느린 속도를 못 참는 한국인 고유의 기질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와 같은 밀집 주거 형태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이어서 한꺼번에
여러 세대에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이 가능했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1990년대 말에 터진‘O양의 비디오’
사건이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발
전을 앞당겼다”
는 분석을 진지하게 내놓기도 한다. 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
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O양의 비디오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우발적 수요가 인터넷 대중화에 계기를 제공
한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공공장소에서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인들의‘빨리빨리 문
화’
가 인터넷망의 초고속화를 앞당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디지털 문명을 이처럼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고 디지털
문명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이다. 또 나아가 21세기 한국의 디지털 문명이 세계 보편적인 문명
으로 자리 잡는데도 방해가 될 것이다.
뿌리없는 줄기는 있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번성하고 있는 디지털 문명은 어느날 갑
자기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 또 어느날 한 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닐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역동적이며 폭발력있는 신문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력은 한민족이 그동안
축적해온 역사적 전통과 문명적 역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 디지털 문명의 근원을 여러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혹자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에게서 디
지털 문명의 뿌리를 찾기도 한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디지털 문명의 기초 원리를 우리 사
회에 뿌렸다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 디지털 문명의 뿌리를 조선 시대 후기 문명에서 찾고자 한다. 특히 조선 시대 문예
부흥기로 불리는 영·정조 시대의 실학 운동에서 디지털 문명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영·정조시대 실학 사상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한 자기반성과 대응이었다.
실학운동은 비록 제대로 열매를 완전히 맺지 못하고 좌절했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소중한
정신적 자산과 문화를 남겼다.
뿌리없는 문명은 사상누각과 같다. 인류 역사에서 뿌리가 허약한 문명들이 봄날 벚꽃처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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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사례가 숱하다. 한국의 디지털 문명이 비록 현재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봄날 벚꽃
처지가 될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디지털 문명을 치켜세우는 세계 기
업들의 시각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과 표준을 과감하게 채택해서 왕성하게 소비하는 한국
시장의 속성을 겨냥하고 있다. 실제 세계 IT리더들은 한국의 발전상을 언급할 때마다,‘첨단기술
테스트베드(Testbed 실험대)’
라는 단어부터 꺼내고 있다.
한국 디지털 문명을 성숙화시켜 인류 문명사에서 빛나는 보편적 문명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는 디지털 문명의 뿌리를 제대로 찾아내고 나아가 미래 과제를 찾아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럼으
로써 디지털 문명은 산업화 과정에서 외세에 의해 끊어지고 왜곡됐던 역사 흐름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Ⅱ. 한국 디지털 문명의 한계와 가능성
2002년 10월 영국의 브루넬 대학은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신화를 분석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보화의 성공요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밀집형
태의 주거환경 등을 꼽았다. IT전문 온라인 매체인 Cnet(www.cnet.com
사는
) 2004년 한국의
게임 산업과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지
닌 Cnet이 한 국가의 IT산업을 주제로 이처럼 심층 분석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국의 IT인프라에 대한 외국 정부와 유수 미디어의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
대 후반 까지만 해도 외국 언론은 한국의 IT 인프라와 문화를 눈여겨 보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세계는 한국의 IT 인프라와 문화를 주목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을 배우려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또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정보화 사례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빈빈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쳤던 2002년 대선은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끌
어당겼다. 이는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IT인프라가 단순한 기술 문명에서 벗어나 사회 권력의 중요
한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 문명은 문제점과 한계를 동시에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개인
정보화 지수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기업 정보화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인
터넷 게시판 토론은 합리적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비난과 욕설로 점철돼 있다. 특히 정
치적 논쟁일 경우 차마 입에 담기 조차 부끄러운 언어로 서로 공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이버 공간에 흔히 나타나는‘떼거지 문화’
는 지식정보문명의 합리성을 구현하는 것을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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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합리적 판단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가려진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자세
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떼거지 문화는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
을 깎아내리고 모욕을 줌으로써 증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계 최고의 IT인프라와 문화가 환경, 식량, 재난, 신체장애, 교통 등 산적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제한된 역할만 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자원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
하고‘과잉 커뮤니케이션’
에만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Ⅲ. 조선 후기 실학운동의 시대 정신
조선 시대 실학주의는 성리학에 대한 자기 반성에서 시작됐다. 조선 건국의 이념이자, 사회 지
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은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색채를 띠면서 안팎의
도전에 직면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아래 성호 이익 등 일부 유학자들은 원시 유교정신으로 돌아가 이용후생과 경
세치용학을 연구함으로써 관념적인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했다. 실학 흐름은 조선 중기 이
후 몇 가지 갈래로 전개됐는데, 경세치용학파는 토지제도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기반 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용후생학파는 농업 생산력 증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백성들의 민복의 확대를 꾀했다. 조선 후기에 활발했던 고증학파는 엄중한 학문 방법론을 통해
공허한 담론의 반복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실학자들은 각기 학문적 뿌리와 성장 환경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이
들은 공통적으로 경학 이외에 천문·지리·음악·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면서
‘백과사전’
적 지적 모험을 추구했다.
조선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이용후생파에 속하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역시 농업뿐만 아니라 의학·
천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탐험을 담고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 흐름은 내부 체제의 위기와 외부 문물의 유입에 대한 사회적 대응 성격을 띠
고 있다. 조선사회 지배 체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었다. 왕실
을 비롯한 지배층은 국가 환란을 통해 권위를 상실했고, 밑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을 받아야 했다.
또 인조 반정 이후 조선 왕실이 복잡한 혈통 문제에 얽히면서 지배계층 내부에 격렬한 권력투
쟁이 전개됐다. 특히 노론·소론·북인·남인 등 당파간 권력 투쟁은 지배계층내부에 증오와 원한
을 증폭시키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약화시켰었다.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명나라 멸망이후‘소중화주의’
를 국가 지배이념으로 채택했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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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진왜란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를 위해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북벌론’
이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됐다.
조선이 내부 갈등에 휩싸이고 또 대외적으로 고립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청·일 등 주변국에서
는 새로운 흐름이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었다. 청과 일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서양과 활
발하게 교역함으로써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안으로 갈등하고 밖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연암 박지원 같은 조선 유학자들은 청나라 여행이나
서적 수입을 통해 바깥 세상의 변화에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부 유학자들은 서양 선교
사를 통해 전해진 서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내부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성리학만으
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물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지적 도전이었던
것이다.
조선 중-후기를 관통했던 실학사상은 오늘날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실학을 근대성의 맹아로
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유학 자체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개량 유학 운
동 정도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실학은 몇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실학은 인간 본성연
구와 같은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농업·천문·의학 등 실질적인 지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하고 있다. 식량·분배·의료 등 당장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고담준론보다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자각이 실학자들 사이에서 일
어났던 것이다.
둘째, 북학과 서학 등 외부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외래 문명에 대한 개방적 자세
를 취했다. 실학자들은 대부분 정통 성리학자 출신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수정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북학과 서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세계사 무대에서 신주류로 등장하
고 있는 외래 문명을 스스로 수용하고자 했다. 이같은 지적 태도는 성리학의 심화과정에서 실종
됐던 개방적 지적 전통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셋째, 실학은 단순한 문명 수입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토착하는 문화적 역량을
보여줬었다. 한국은 역사시대부터 불교 등 외래 문명을 받아들여 이를 한국 풍토에 맞게 토착화
하는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었다. 조선 성리학 역시 발전과정을 보면 송명의 성리학을 받아들여
조선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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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 문명의 시대 정신
21세기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문명은 지난 역사에 대한 자기 반성이면서 동시에 역사
적 전통의 부활이기도 하다. 첫째, 디지털 문명은 산업화에 대한 자기 반성의 결과다. 1995년 무
렵 한국 사회에 등장한‘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는 구호는 한국사회의 정보화 의
지와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 구호는 비록 산업화라는 세계사적 물결에서는 외세에 의해 산업화의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정보화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산
업화에 대한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는 한국 사회는‘정보화는 앞서가자’
는 구호에 즉각 반응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막 소개될 무렵인 1996년 주요 언론매체는 앞 다투어 인터
넷 보급 캠페인 사업을 벌였었다. 이에 자극받은 정부도 초등학교 멀티미디어 교실 보급을 시작
으로 정보화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었다. 이처럼‘정보화는 앞서가자’
는 구호는 한국 사회가 PC
와 인터넷이라는 IT인프라를 짧은 시간안에 구축하는데 동력 역할을 했다. 특히 IMF사태 이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와 IT산업에 기반을 둔 벤처 육성정책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염원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따라서 한국의 디지털 문명은
18~19세기 자주적 산업화에 실패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20세기 후반부터 한국 사회는 PC, 인터넷, 휴대전화 등 첨단 기술 문명을 세계 어떤 사
회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개방적 지식 전통을 회복하고 했다.
한국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해는 1994년으로 불과 10년만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발돋움했다. 또 이동통신분야에서도 1994년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됨으
로써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는데, 불과 10년만에 3400여만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시장
으로 성장했다. 불과 10년만에 제로(0)에서 시작해 최고에 이른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그토록 외래 문명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한국 사회가 정보화 과정에서 이토록
적극성을 띠고 있는 점을 아직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정보화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통신기술을 정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압축적인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수행
했다. 한국 사회의 이런 측면은 조선 후기에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한국의 토양에 맞게 조
선화했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셋째, 한국 사회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록 문화를 활짝 꽃피우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억압됐던 자기 표현 욕구가 정보화를 통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
음 카페(Cafe.daum.net), 프리챌(www.freechal.com) 등으로 이어지는 자기 표현 문화는 싸이
월드(www.cyworld.com
에서
) 절정을 이루고 있다.
싸이월드의 경우 20대 여성중 90%가량이 미니홈피(홈페이지 기능을 축소하여 미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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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만든 것을 뜻함)를 만들 정도로 자기 표현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수천만명의 네
티즌들이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자기표현의 장을 통해 개인의 일상사를 비롯해 관심
사를 기록하고 토론하고 공유하고 있다. 조선 시대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기록 문화가 일제 강점
기에 쇠퇴했다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Ⅴ. 디지털 시대 실학주의의 과제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성취한 디지털 문명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디지털 문명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 축적돼 있던 문명적 역량이 디지
털 시대를 맞아 다시 부활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디지털 문명과 조선 후기 실학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
다. 특히 지식을 숭상하고, 실질적인 사회 문제해결을 추구했던 실학정신은 한국 디지털 문명의
자랑스러운 뿌리이며 토양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디지털 문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실학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실학에서 축적된 문화적 역량과 시대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학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19세기에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역사적 과제를 21세기에 수행해야할 것이다.
실학주의는 조선 시대의 시대적 한계에 도전했으나 결국 자체 한계로 인하여 시대적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실학운동을 지원했던 정조대왕이 49세에 승하한 뒤, 조선 사회는 몰
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결국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는 극단의 사태를 맞았었다. 조선의 실
패는 곧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연결돼 있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과 갈등 구조는 바로
조선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문명은 세계적 문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
면서도 동시에 모래 위의 성처럼 부숴질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조선 후기 문명이 서구의 르네상
스에 못지 않는 선진성을 구현했으면서도, 정조대왕 이후 급속도로 무너진 것에서 반면교사를 얻
을 수 있다.
그러나 실학정신을 역사적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실패에서 성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한국
의 디지털 문명을 21세기 최고의 문명으로 세계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지
식 정보문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제는 새로운 합리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합리주의를 계승하되, 정보사회
식 합리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각종 사이버 토론에서 나타나듯이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산업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곤란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잉태된 갈등구조를 정보화라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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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통해 달리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대중이 모두 참여하고, 정보공유를 통
해 전체 상을 한 눈에 봄으로써 시시비비를 가리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 대중이 주도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둘째, 이념과 관념보다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실학정신이 디지털 문명과 결합해야 한
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은 다양한 학문 연구를 통해 민복을 꾀했지만, 경학이라는 기본틀에서 벗
어나지 못함으로써 문제 해결능력까지 구비하지 못했었다. 당시 시대는 토지제도개혁, 신분제 개
혁, 과학기술 혁신, 교육제도 개혁, 군사력 근대화 등 숱한 현안을 짊어지고 있었다. 실학자들은
이런 현실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책상물림의 자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좌절했다. 그들은
실학정신을 떠받쳐줄 수 있는 민중세력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개혁의 힘을 형성하지 못했었다.
실용과 실질을 추구하는 실학정신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사회적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네트워크 등 첨단 디지털 수단은 적을 공격하는‘사
이버 상소’
를 올리는데만 사용돼서는 안된다.
디지털 문명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비롯해 환경, 지역격차, 재해방
지 등 숱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시장 경제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활용
되고,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을 수정하는데 사용돼야 할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선동
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과학기술을 토양 역할을 하는 거대한 지식인프라를 구축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구현해야 한다. 또 교량의 안전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후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교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잠재
적 적대국의 군사동향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감시함으로써 자주 국방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는 이념보다 실질을 추구하는 실학정신을 계승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 문명은 일시적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외래 지식을 수용하고 또
재창조하는 점이지대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점이지대 또는 주변지대라는 숙명성을 지니고 있다.
이 숙명성은 때로는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민족 정체성
을 지니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이런 점이성과 주변
성을 지혜롭게 활용할 때 번성하고 안정됐었다.
그러나 주변성을 망각하고 아집에 빠져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것만을 고집할 때 주변의 침입
을 받고, 민족 전체가 고통을 겪었었다. 불교, 유교, CDMA, 게임 등 한반도에 이르러 찬란한 문
명적 성과를 거둔 사례는 한반도의 숙명성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4개의 문명은 비록 외래에서 유입됐지만 한반도에서 찬란하게 결실을 맺었다. 한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강점은 재빨리 외래 문명을 받아들여 왕성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토착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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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착화 성공에 자만하여 고착화를 고집하면 문화적 탄력성을 잃고 국제 무대에서 약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조선은 성리학을 받아들여 세계 철학사에 남을 정도로 토착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소중화주의에 빠져들면서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었다.
21세기 한국의 지식 정보문명은 유연한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토착화를 추
구해야 한다. 그래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강자로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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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국가경쟁력의 조응성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장 현 규 <경기개발연구원 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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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s to study the imbalance between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focusing on the role of political
society that intermediates and connects the state and civil
cociety after democratization. The analysis covers ten
years from 1993 to 2003 that Kim Young-Sam(YS) and
Kim Dae-Jung(DJ) got into power on the circumstantial
condition to consolidate the democracy in Korea.
Democratiza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macroscopic
political phenomena since the World War II. While new
waves of democratization have been sweeping across the
world, there have been ample chaos resulted from the
democratic transition. Such transitional changes and
disorders in the course of consolidating democracy make
it more urgent to conduct analyses on the concrete
experiences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the study on changes after formal
democratic transition provides various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questions. With these points of view,
this study has tri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Di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go forward
successfully? And what should be done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hree theoretical meanings can be summarized from
this study. Firstly, a successful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positiv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ly, the failure of positive
consolidation in Korea is connected mainly with the
problems of political society. Thirdly, in order to
consolidate democracy and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political society needs to be
reformed struc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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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은 20세기에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는 발전경로를 거쳐 왔다. 20세기 벽두부터 일본 제국
주의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했고, 해방 이후에는 국토분단과 전쟁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1960
년대 이후 국내외적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가 주도의 압축적 산업화에 성공했다. 1987
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군부 권위주의의 퇴장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보다 안정되고
효율적인 민주 체제로 진입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주변 정
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회적 양극화현상이 확산되
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소모적인 이념 갈등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성공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비동시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이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세계경쟁속에서 과거의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존전략을 마련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민주화 자체가 선진국진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
움이 되는 실질적 개혁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미래대응적인 비전과 국가전략의 역동성
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견해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진화론적이고 규범적 차원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민주화 이후 과연 한국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과 분석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이 민주화 이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강
소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시론적 분석 작업의 일환으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집권했던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0년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 경쟁력이 어떤 변화의 궤적을 보였고, 어떤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개념
1. 민주주의 공고화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시각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독재
나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의 수준과 내용에 주목하는 민주주의 공고화론
(consolidology의
) 방법론적 유용성(Pridham, 2000:1~3)과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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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정치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데 따른 방법론적 고충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경쟁력을 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은 민주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다
양한 변화양상을 민주주의의 정착과 실현, 나아가서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고화의 사전적 의미는 강화·단단히 함 등으로 표현되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공고화가 갖는
의미는 권위주의나 독재정권의 붕괴로부터 시작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 변화
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국가가 처한 환경적 조건에 따라 소극적 공고화와 적극적 공고화는 중첩되어 나
타날 수 있으며 소극적 공고화가 반드시 적극적 공고화에 선행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개념의 지나친 확장에 따른 논리전개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석
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극적 공고화와 적극적 공고화로 구분해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조
작적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시간적 차원에서 소극적 공고화가 민주주의로 이행한 직후의 비교
적 단기적 차원의 변화과정을 의미한다면, 적극적 공고화는 소극적 공고화의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중·장기적 차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민주주의로 이행한 후 소극적 의미의 공고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불균형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역할이
커진 정치사회의 핵심적인 제도나 영역은 의회, 정당, 선거 등이다. 군부는 민간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을 잠식하는 왜곡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권
위주의시대의 유산으로서의 후견적 세력과 선출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초법적 유보영역,
대의제도나 선거과정에서의 주요한 차별과 왜곡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제적 갈등을
여과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작동해야한다.
민주주의 공고화가 제도적 형식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공고화
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적극적 의미의 공고화는 제도적, 형식적 차원의 변화와 그 성과를 바탕
으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민주적 절차와 규범이 내면화되고 질적 발전이 이
뤄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주화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불균형구조가 해소 내지 완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고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결통로인 정치사회
의 효율적 매개역할이다. 적극적 공고화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국가나 시민사회 보다 정치사회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Pridham, 2000:136~152).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이후 정치, 사회적 전개과정은 진
화론적 발전으로 정형화하기 어려우며 전진과 후퇴를 동반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 공고

1) 공고화 개념의 이론적 적실성에 대해서는 (오창헌, 2002 : 97~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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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정치, 사회적 불안이 지속된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전
진하지 못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적극적 공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차원의 과제까지 포함한 정부의 실적과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후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치적
차원의 변화에 상응하는 사회, 경제적 측면의 성과와 변화는 적극적 공고화의 필요조건이다. 이
미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조차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
화에 매진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의 사회, 경제적 성과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1987년 이후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지배적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
중 정부 집권 시기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관계가 회복되면서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선진국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기회구조도 함께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상황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전제아래,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김영삼·김대
중 정부 집권 시기에 제대로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
할 것이다.

2. 국가경쟁력
여기서는 군부권위주의의 퇴장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형성되
어 있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경제적 변화내용을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이란 개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상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의 상대적 순위와 평가결과는 어느 정도 인정
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
고 있다2). 이 글에서 국가경쟁력은 국력을 키우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
능력의 정도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2) 국가경쟁력을 국가생산성으로 보는 견해와 함께 국가경쟁력 개념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전영서·
차주영, 2001: 157~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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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경쟁력 개념
기 관

국가경쟁력개념

비 고

EU
(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1999)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삶의

국가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수단

주로평가

세계시장의요구에맞춰고부가가치상품과서비
U.S.A
(U.S.Competitiveness 2001)

스를 생산함으로써모든미국인들의실질소득을

확대에주목

증가시킬수 있는국가의능력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

영토 내에서 활동중인기업들에게국내적, 세계
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주는환경을제공해주
는 국가의 능력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유지하도록
WEF
하는 국가의 능력, 높은 경제성장률을지지해주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0)
는 일련의 제도와경제정책

국가innovative capacity

기업활동을지원하는
국가능력을 주로 평가

제도와정책에대한
survey data 중시

한국은 1960년대 들어 산업화에 본격 착수한 이후 국가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국
민소득 및 외환보유액 등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입증된다. 1970년대 말 유신정권의 붕괴와 1987
년 제6공화국 출범을 전후해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있긴 했으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급속한 산
업화의 성공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이전
까지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정체 내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
민주화의 진전에 상응하는 긍정적 변화의 흐름이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경쟁력연보(WCY: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의하면
한국의 종합경쟁력은 민주주의 공고화 국면에 진입한 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거나 퇴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국가경쟁력 지수는 20위
권을 유지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 5년 임기를 마친 1998년에는 30위권 밖
으로 밀려나 35위로 떨어졌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실패가 초래한 후유증으로 인해 1999년에는
국가경쟁력 지수가 38위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1996년 이후 IMD와 별개로 평가를 시작한 세계
경제포럼(WEF)평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1998년까지 20위권을 유지하다
가 1999년 이후 다시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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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경쟁력 변화 추이
93

94

95

96

26

28
32

97

98

99

27

00

29

30
35
38

01

29

02

03

29
37

자료 : 세계경쟁력연보, 각년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

민주화 이후 국가경쟁력의 정체 내지 약화현상은 <표 3>에서 보듯이, 다른 경제지표에서도 확
인된다. 국민소득의 경우, 한국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래 10년 가까이‘마
의 만불’
에서 답보하고 있다. 1996년 선진국들의 공동 경제협력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회원국이 되기도 했으나, 1998년 김영삼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행하면
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0년 동안 국민총소득(GNI)과 1인
당 국민총소득이 대폭 증가했으나, 달러 대비 환율을 고려한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거나 미미
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니계수나 주가지수, 실업률 등의 지표를 보면 국민총소득의 양적인 증가와 상반된 현상도 나
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개혁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결과와의 괴리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
주화 이후 분배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념, 계층, 지역, 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력도 약화
되었다. 제몫 찾기형의 집단시위와 노사 분규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수·진보간 이념갈등까지 확
산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나타난 국가경쟁력의 약화 내지 정체 현상이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성공과 실패가 교차했으며, 2만불을 달성한 선진국들도‘마의
만불 시기’
를 경험한 바 있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1970~80년대에 1인당 소득 1만불 달
성한 후 2만불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었다. 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복지지출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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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증대하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평가와 더불어 중
요한 과제는 민주화 이후 국가경쟁력이 약화 내지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모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표 3> 민주화이후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
1인당

국민총소득

국민총소득

(GNI)

미달러
1993
1994

환 율

주가지수

지니계수

실업률

10억달러

달러대비

년말기준

-

-

7,811

345.2

802.75

0.281

2.9

8,998

401.7

803.46

1027.37

0.284

2.5

1995

10,823

488.1

770.94

882.94

0.284

2.1

1996

11,385

518.3

805.13

651.20

0.291

2.0

1997

10,315

474.0

953.58

376.30

0.283

2.6

1998

6,744

312.1

1,394.97

562.46

0.316

7.0

1999

8,595

400.7

1,188.65

1028.10

0.320

6.3

2000

9,770

459.2

1,131.12

504.62

0.317

4.1

년 도

-

2001

9,000

426.1

1,290.99

693.70

0.319

3.8

2002

10,013

477.0

1,250.65

627.60

0.312

3.1

-

1,191.85

810.70

0.306

3.4

2003

-

자료 : 1인당국민총소득, 국민총소득(GNI), 지니계수, 실업률은통계청 (www.nso.go.kr), 환율 및 주가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을
.k참조.
r)
주1 : 주가지수는 종가/평균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주2 : 지니계수는 통계청 가계조사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가 기준임.

설문조사 등 주관성이 작용할 여지가 많은 연성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IMD나 WEF 지표만으
로 한국의 민주화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 주도 산업화로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민주화 이전과 더 이상 권위주의적 시장통제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는 민주화
이후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공고화 국면에서 집권한 김영
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집권 10년 간 국가경쟁력이 예전의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은 민주화의 결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화 이후 집권한 김영삼 정부와 김
대중 정부 시기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경쟁력의 부정적 조응성은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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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주화 10년의 경험과 함의
1.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1961년 군부쿠데타로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31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문민
정부로서 군부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는 상황적
계기를 맞았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전에도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을 통해 사회, 경제적 변화가 상
당히 진행되기도 했으나, 정치권력을 독점해온 군부의 탈정치화와 민주적 통제가 충족되지 않고
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 정부시기에 진행된
군부 권위주의 청산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비대칭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치사적 전환점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군부세력의 청산과 함께 정치, 사회적인 개혁
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1994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3대
정치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도 제도화되었다. 경제정책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실명제실시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8월12일 헌법 76조1항에 의거,「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
으로 발동된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가 추진한 경제개혁 조치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었다.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부
동산실명제, 공정경쟁강화 등으로 이어진 김영삼 정부의 경제개혁조치는 1994년 11월 발표된
‘세계화구상’
으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기 말에는 국
가부도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제위기까지 초래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줄기차게
개혁을 외쳤으나, 임기 말의 경제현실은 집권 초보다 개선되기는 커녕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오
히려 악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주력하고 경제구조개혁의 문제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외환위기에 속수무책이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추진되었던 대표적 정책이었던 재벌개혁은 정치논리가 우선시 되면서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8:326). 김영삼 정부의 집권
5년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와 함께 국가경쟁력의 추락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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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김영삼 정부의 주요 경제개혁 일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발동

1993년 3월 22일

신경제 100일계획발표

1994년 11월 17일

세계화구상발표

1994년 12월 5일

외환제도 개혁안발표

1994년 12월 16일

국회, WTO 가입비준동의안처리

1995년 1월 9일

부동산실명제7월1일부터실시 발표

1995년 1월 21일

세계화추진위공식출범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 노조의정치세력화선언

1996년 4월 24일

김영삼 신노사관계구상발표, 노사관계개혁위발족

1996년 11월 7일

노개위 14차전체회의에서노동관계법개정요강확정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 정부개정안단독처리, 노동계총파업

1997년 3월 10일

여야 합의로새노동법국회통과

1997년 12년 3일

외환위기로국제통화기금(IMF)협약체결

<표 5> 김영삼 정부 경제지표(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1993
GNP성장율(%)

경상수지(억달러)

물가상승율(%)

1994

1995

1996

1997

전망치

6.0

7.1

7.2

7.1

7.0

실적치

5.8

8.4

8.7

6.9

4.9

전망치

-14

0

9

21

37

실적치

3.8

-45.3

-89.5

-237.2

-86.2

전망치

4.9

4.3

3.7

3.6

3.2

실적치

4.8

6.2

4.5

4.9

4.5

자료 :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실록 청와대-문민정부 5년, 대통령과 아들』(서울 : 한국문원, 1999), 177면.

<표 6> 재벌정책 성과지표
1982

1992

1996

성과평가

내부지분율(%)

57.2

46.1

44.1

△

기업공개비율(%)

56.3

56.9

62.8

◯

자기자본비율(%)

23.1

20.0

22.3

△

부가가치/GNP(%)

7.3

11.9

12.0

×

광공업출하비중(%)

40.7

39.7

39.6

△

×
×

재벌당계열사수(개)

15.6

20.1

22.3

재벌당진출업종수(개)

13.1

18.3

18.8

자료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미래를 향한 변화와 개혁』
(1998), 321면.
◯ : 정책의도와 일치 △ : 보통 × :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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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와 다양한 제
도개선을 통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나 소극적 공고화를 넘어 적극적 공고화
로 나아가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했다. 김영삼 정부 집권 기간동안 적극적 공고화에 실패하
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원인은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3당 합당이라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집권 기반을 마련한 김영삼 정부는 개혁 추진의 방법면에서 제한적인 성격을 갖
고 있었다. 개혁정치는 정치적·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이 참여
하는 정치적 관계 속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경우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의 비대칭적 관
계가 해소되는 긍정적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개혁성과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위축되었으며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역
동성확보도 어려워졌다. 보다 큰 문제는 대통령과 의회, 정당, 선거 등의 제도적 틀이 작동하고
정치적 경쟁이 이뤄지는 영역인 정치사회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행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특히 민주화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힘의 격차가 해소되거나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사회의 내재적 합리성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시기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통로인 정치사회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주도해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지역주의와 파
벌주의가 여전히 정치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정치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편협성 또한 별로 개
선되지 못했다. 지역주의와 파벌주의는 정치사회내의 민주적 책임성과 응답성을 저해하며 정치사
회의 개혁을 방해했다. 정당의 제도화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정당과 각 정
치세력들은 시민사회의 공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대변하고, 관철시키는데 치
중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사회의 의사결정구조는 대통령 아들이나 당 총
재의 측근들로 상징되는 비공식적 요인들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수평적 책임성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정치사회의 부패문제도 김영삼 정부 집권 시기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장애를 초래했다. 남미 등
각국의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민주화과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정치사회의 부패구조
를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김영삼 정부의 경험은 한국에 부패현상이 만연해
있으며, 특히 정치사회에 권력형 부정부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권위주의정권과 달리 민주화이후에는 부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민주화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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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서 권력행사에 대한 제도화된 감시와 견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정치사회의 부패척결과 민주화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김영삼 정부의 경험이었다. 대통령
아들은 물론이고 주요 정당의 핵심 인사들이 제도외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정치사회가 여전히 내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삼 정부 말 초래된 외환위기는 사회·경제적 모순구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사회의 실패까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영
삼 정부 집권 시기의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개혁정책을 통해 이행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소극
적 공고화를 향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지만, 정치사회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 공고화로 나
아가는데 실패했으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김대중 정부
1987년 민주주의로 이행한 후 정확하게 10년 만에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정치사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
부는 선거에 의해 실질적인 여야간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뤄진 최초의 사례였다. 또한 외환위
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는 과거 군부권위주의체제에서 억눌려온 사
회·경제적 갈등을 제도적 틀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여건
도 갖추고 있었다.
경제위기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고통분담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가 개혁추진에 대한 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특히 1999년 1월 김대중 정부 출
범 직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과거 대립과 갈등관계를 지속해온 노사정의 대표가 대등한 관계
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사회협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발전적 변화였다.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듯이, 김대중 정부도 김영삼 정부처럼 집권 기간 중 다양한 개혁정
책을 실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김영삼 정부가 초래
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이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
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4대 부문 개혁 등 주요 경제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
고, 이는 김대중 정부가 표방했던 개혁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 편승한 외국 투기자본의 준동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 집권 시기 한국 민주주의는 외환위기 극복과 개혁정책의 추진으로 새로운 발전
의 계기를 맞았으나, 소극적 공고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공고화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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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도 부분적인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김대중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
1998년 2월

1차정부조직개편

1998년 3월

5대재벌,7개업종에 대한빅딜추진발표

1998년 4월

1차금융구조조정계획발표

1998년 10월

교육개혁발표

1999년 4월

국민연금가입대상을 전근로자로확대

1999년 5월

2차정부조직개편

1999년 7월

현대전자, LG반도체경영권인수

1999년 10월

고용보험가입대상을 모든근로자로 확대

2000년 7월

직장지역의료보험 통합및의약분업실시

2000년 9월

2차금융구조조정계획발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

2001년 1월

3차정부조직개편

2001년 9월

구조조정촉진법제정

<표 8> 김대중 정부 경제지표
1997

1998

1999

2000

2001

경제성장율

5.0

- 6.7

10.9

8.8

2.8

소비자물가

4.5

7.5

0.8

2.3

4.3

실업률

2.6

6.9

6.3

4.1

3.7

<표 9>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 평가
분

야

성
기

4대부문구조조정

업

적
B-

금

융

B-

노

동

D+

공

공

D+

시장경제원칙에 대한충실도

C+

벤처육성정책

C+

경제이념의 일관성

C+

자료 :『한국경제신문』
, 2002년 2월 25일.
A : 아주 높음 B : 비교적 긍정적 C : 보통 D : 미흡 F :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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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 우선 경
제적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는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한 탓에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에 실
패했다. 정치적으로는 집권과정에서 배태된 내재적 한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정치적 이념이나 지
지기반에서 현저하게 편차를 보이던 자민련과의 공동정부구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
민회의와 자민련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공조는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결정적 계기였지
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양당의 공동정부구성은 개혁의 성과를 잠식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했다. 김영삼 정부가 3당 합당의 부정적 유산으로 인해 결국 개혁에 실패했던 것처럼, 김대중 정
부도 자민련과의 정략적인 공동정부구성이라는 내적인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시기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 집권시기에도 적극적 공고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
치사회의 개혁과 활성화가 무엇보다 요구되었다. 민주화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결구도가 해
소되는 상황 조건에서 민주화 과정의 불안정성을 제도적 틀을 통해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
치사회의 역할은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김대중 정부 집권기간 동안 정치사회는 결과적으로 이런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파벌주의와 사인화된 지역주의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 개혁에 대
한 지지기반을 확충하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 구
사한 전략은 새로운 정당조직과 같은 구시대적 방법에 머물렀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했다. 정당이 정
쟁의 주체가 되었고 국회는 대부분 그런 정당 간 격돌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미처 청산되지 못한 결함을 개선하여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치사회의 내적 변화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심지어는 개혁 자체
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저하되었고 정치사회의 동태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대결의 정치로 점
철됐다. 정당이나 의회가 민주정치발전 보다 당파적 이해관계에 급급한 상황에 개혁에 대한 합의
는 거의 불가능했다(임경훈, 2000: 94~95).
지역주의와 파벌주의의 개입으로 인한 동태적 모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사결정구조 내에서
비공식적 요인의 발호는 개혁의 구심력을 잠식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을
저해했던 독단성과 권위적 성격은 김대중 정부 들어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정실주의와 연고
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권력운용방식은 사인화된(personified) 의사
결정구조를 정치사회에 심화시켰다.
정치사회의 부패구조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김영삼 정부 때와 같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최고권
력 주변의 비공식적 권력이 부패의 고리역할을 하는 퇴행적 양상이 반복되었다. 특히 대통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들조차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음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대
통령의 아들이나 측근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이용해 검은 돈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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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형 부패가 정치사회에 구조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민주화 이후 각 정부가 부패통제를 강조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조치를 취했
지만 정치사회의 부패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도 출범과 함께 부패통제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해 왔지만 부패수준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 출범직후
요란한 통제활동을 벌이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특히 집권세력
이 부패한 권력의 기초 위에서 출범한 경우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거나
의도적으로 비호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기도 했다.
정치사회의 부패문제는 집권초기의 부패척결의지가 제도개혁으로 구체화되지 못했을 뿐 아니
라 대통령 아들부터 핵심측근에 이르기까지 권력주변의 비공식적 요인들이 부패구조의 핵심을 형
성한데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정치사회의 이면에 자리 잡은 제도외적 부문은 의사결정과정의 투
명성과 공개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결국 부패구조의 심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민
주주의로의 이행을 거친 국가라 하더라도 정치사회의 부패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의
악순환으로 인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거나 다시 과거로 퇴행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사회의 부
패구조는 공적 조직의 목표를 사적 이익에 종속시킴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 뿐 아니라 국가경쟁
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성공적
으로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
화의 성공,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성공이 적극적 공고화나 국
가경쟁력 강화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둘째, 민주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적극적 공고화의 지체,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약화 내지 정체
현상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사회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셋째 한국에서도
선진국처럼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구조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민주화 이후
국가나 시민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할이 더 중요해진 정치사회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민주화 이후 국가경쟁력의 정체 내지 약화현상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집권한 노
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4년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국가경쟁력 평가·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력은 2003년 보다 11단계 추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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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내용을 보면‘노사협력’
분야에서 조사대상 93개국 중 92위로 최하위권이었으며‘정치인
에 대한 신뢰도’
분야에서도 조사대상 104개국 중 85위를 기록했다.‘의회의 효율성’부문에선
81위,‘불법정치자금 만연정도’
는 77위에 랭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의 적극적 공고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중의 목표가 민주화 이후
에도 계속되고 있는 정치사회의 퇴행성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
나 중앙 정부 차원의 거시적 평가와 달리 지방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
다. 2004년부터 인구와 경제규모면에서 최대 지방자치단체가 된 경기도의 경우, 2002년 7월 민
선3기 도정 출범 이후 경쟁력 강화를 도정의 전략 목표로 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년여 동안 첨단
IT산업을 중심으로 12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등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재도약
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화는 정치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차원의 과제까지 포함할 때 그 의미가 더 확장된
다고 볼 때, 민주화 이후의 국가경쟁력은 해당 정부의 수행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의 의
미뿐 아니라 민주화의 결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화가 정치적, 절
차적 차원의 제도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실질적 개혁에는 무력했다는 부정적 평가의
확대재생산은 민주주의의 적극적 공고화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세계 4강의 국가경쟁력을 자랑하던 아르헨티나가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
정성을 극복하지 못해 추락한 전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 자체 보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더욱 내실있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적극적 공고화를 위해서는
민주화를 통해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나타난 결과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민주주의의 적극적 공고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 연구를 위한 예비분석의 성격을 갖는다. 민
주화와 국가경쟁력의 조응성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국가경쟁
력의 내적 변수와 외적 변수를 함께 대입시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분
석상의 한계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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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A Study on the Factors, Problems, and Solutions Regarding Gyeonggi Province’
s
Educational Differences
하 봉 운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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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factors, to
find problems,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reduce
educational gaps among regions, Data were mainly
collected by review of literature and interviews with
personnels of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and teacher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is study shows that the educational difference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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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between schools and their locations, and mai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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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of educational gaps ar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students, educational facilities,
educational grant sponsored by local government,
private-tutoring, educational environment of schools and
homes, and etc.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more

financial

and

systematic

support(educational facilities, audiovisual materials,
laboratory equipment, and etc.)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school education especially in the low-income
areas. Secondly, educational budget should be collected
and distributed enough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for
all children in the level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
Thirdly, living conditions of low-income areas should be
improved simultaneously with educational support to
promote the quality of education. Fourthly,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such as educational institutes, libraries,
spor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in low-income area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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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울 강남의 8학군 열풍이 지방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대
전 둔산 신시가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등 지방 대도시의 신흥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
른바 지방판‘대치동’
이 속속 생겨나면서 전국이 사교육 열풍과 부동산값 폭등, 지역별 교육격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록 그동안 정부의 집중적인 교육환경 개선 노력 등으로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많이 개선되기
는 했지만, 여전히 지역(도시와 농촌, 동일 도시지역 내)간에 교육시설이나 교육여건 그리고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육의 질적 수준 측면 등에서는 상당한 교육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러한 사교육 열풍은 잔존하고 있는 지역간 교육격차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
으며, 교육문제로서 그리고 나아가 사회문제로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 내에서 살펴볼 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교육격차가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도시지역간에도 분당 등 세칭 서울인접 학군과 중·소도시간, 그리고 동일 도시 내 지역 간에도
교육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교육예산을 지원
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교육경비 보조금’
의 지역별 구성 현황를 보면 경기도 내의 지역간 격차
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교육경비 보조금’예산 중 서울 인접 대도시권의
부천, 안산, 과천, 용인, 안양 등이 조성한 예산의 비중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 지역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아예 책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최근 학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교육투자 계획이 추진되면서 학급당 학생수
와 학교당 학급수 같은 교육시설 측면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많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교육의 질
적인 측면에서의 지역간 교육격차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을 갖춘 학부모와 학생
들은 통학이 편리하고 주변에 사교육 환경이 발달된 서울인접 대도시 지역의 학교를 단연 선호하
고 있다. 대도시 지역이 교육시설 측면 이외에도 다른 교육여건 및 환경 등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
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것
은 물론, 교원들도 일반적으로 이 지역 학교 근무를 선호한다. 또한, 사교육 환경도 월등해, 대학
입시 학원, 외국어학원 등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어서 고교 취학은 물론 학원 수강을 위해서도 너
나 할 것 없이 대도시 학군 지역에서 주거를 마련하려고 하여 이 지역의 아파트 및 부동산이 폭등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는 주민들의 대도시행 때문
에 대도시의 초·중·고는 만성적인 교실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농·어촌과 소도시는 교실이 남아

1) 경기도 내부자료,『경기도 시·군 교육관련경비 보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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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이상과 같은 시·군 교육청 수준의 비교에서도 나타나지만, 비교적 우수 학
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 빈민층이 밀집한 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성취도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도시내에서 교육성취 수준, 교육여
건, 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으로 선정하여 다른 부문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계층간, 지역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
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생활 조건과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간의 극심한 교육격차는 교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
론 지역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때로는 경제 불안을 조성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쇠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
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평등과 통합을 도모하고 경기도 교육발전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하는 첩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의 지역간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격차 유발 요인을 규명하며,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교육격차의개념과 분석 모형
1. 교육격차의 개념
교육격차는 교육불평등이나 학력격차의 개념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들을 엄
밀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병성, 2003).
우선 교육불평등은 교육격차와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하지만, 그 주안점은 교육에 대한 이념적,
사상적, 그리고 더 나아가 상징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2) 1966년 UN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제규약’
은 다음과 같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선포했다 -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
로, 고등교육은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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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교육격차는 현상적, 실제적, 가시적 측면에서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보다 구
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교육격차 요인 분석에 있어서 학생의 타고난
능력, 지능, 성취 동기 등의 개인적 차원보다는 가정의 사회 계층의 차로 인한 사회 및 학교의 사
회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그 기능적 측면에서 교육의 과정과 결과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관점이
다. 투입요건으로서의 기회균등의 격차, 교육실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교육과정(敎育課程)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 얻는 교육효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거시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력은 학업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며, 학업성취는 수업자와 학습자의 상
호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력 격차는 교육격차의 미시적 관점으로
수업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양적, 질적 변화에 있어 제기되는 격차를 의미하게 된다.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결과나 논의는 주로 학생의 타고난 능력이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서의 결핍요건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과거에는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을 주로 학
생의 타고난 능력이나 지능, 성취 동기 등의 개인적 차원에 있다고 보았으나 점차 이런 문제는 개
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된 구조적 측면으로 옮겨왔다(김병성, 1985). 이처럼 교
육격차의 유발 요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경우,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은 매우 다
양하게 된다.
교육격차는 격차를 나타내는 대상(집단)에 따라 지역간 교육격차나 사회계층간 교육격차 등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교육격차를 보다 세분화하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의 지역
적 위치, 학교유형(인문·실업학교, 공·사립학교, 남·여학교 등) 및 학교간의 특성 등에 따른 교
육적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격차를 교육의 과정별로 세분화하면,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산출 등
에서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 특히 교육격차의 내용은 투입 단계에서의 교육투입(기회균등)의
격차, 교육 실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교육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교육
효과의 격차 등을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교육투입 단계에서는 인적·물적·재정적 자원과 학교장
의 지도성과 학교풍토 등과 같은 학교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수업의 능률성, 학습 분위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며, 교육 산출에서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변화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195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격차의 접근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
다(김병성, 1992). 그 하나는 사회구조-교육제도-학습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하는 거시적 모형이고(Persell, 1977), 다른 하나는 주로 학교의 사회적 체제 요인인 학교배경학교의 사회적 구조-학습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격차를 접근하는 미시적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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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관련 요인
가. 지능 결핍론
학생의 능력 차이에 따른 성적 차이를 말하는데 지능 격차는 유전 우위론과 환경 우위론이 대
립되고 있으나, 그 결정 요인으로는 유전, 환경, 그리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의 세 가지로 간
주되고 있다.

나. 문화적 결핍론
문화적 결핍론은 학생 가정의 문화 환경, 언어적 지각, 태도적 배경에서의 상대적 결핍 때문에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에서의 차이를 가져온다(Coleman,
Jencks)는 주장으로 학교가 학업성취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견해로서, 학교의 기능 측면
에서는 다소 비관적 견해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학생의 지능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나 학
생의 가정환경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학업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Coleman,
1966; Jencks, 1971).

3. 교육격차 분석 모형
이상과 같은 교육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교육격차는 학교체제 내에서 교육투입,
교육과정, 교육산출에서의 격차로 세분해 볼 수 있고, 이러한 학교 격차에는 지역사회의 정치·경
제·사회적 영향과 역사·문화적 전통 등의 배경변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육산출에는
학교체제 내에서의 교육투입과 교육과정 격차 외에도 학교체제 외의 배경 변인이 복합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지역간 교육격차 분석 과정을
모형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3).
한편, 교육격차 중의 하나인 학생들의 학력(학업성취도)에는 개인 요인(지능, 성별, 개인 노력
등), 가정 요인(부모의 교육 수준 및 직업,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 학교 요인(교사의 질, 교수방
법, 교육여건(학교규모, 학교평준화 유무, 학교역사 등), 지역사회의 요인(지역적 특수성 등) 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역간 교육격차 분석 모형에 따라 분석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일
부 변인들은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 곤란하여 망라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 연구의 제
한점이다. <그림 1>의 음영부분과 학력에 영향을 주는 학교 변인 중 학교 여건 등이 이 연구에서
3) 한정신, 한국 청소년의 교육격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0.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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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
Ⅰ.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Ⅱ. 역사·문화적 전통

투

입

Ⅰ. 가정의자원변인
•부모 직업
•부모 교육수준
•교육비등
Ⅱ. 학생의개인적 변인
•성별
•IQ
•시발행동
Ⅲ. 교육과정변인
•표면적교육과정
•잠재적교육과정
Ⅳ. 학교의자원변인
•학교의구조 및시설
•교사및행정가의특성

과

정

Ⅰ. 가정의심리적환경
•인지능력에관련된배경
•정의적행동에관련된
배경
Ⅱ. 개인변인
•동기
•학습습관
•교과에관련된자아개념
Ⅲ. 교수변인
•학습과제의선정
•학습과제의조직
•학습지도변인
Ⅳ. 학교의사회심리적배경
•교사-학생관계
•역할기대
•학교분위기

산

출

Ⅰ. 인지적 결과
•IQ
•학업성적
•고등정신기능
•인지형태
Ⅱ. 정의적 결과
•자아개념
•가치관
•포부수준
•정신건강
•흥미·태도
Ⅲ. 심리운동적결과

송 환

<그림 1> 지역간 교육격차 분석 모형

Ⅲ.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교육격차는 교육투입, 과정, 산출 단계에서 분석할 수 있다. 교육 투입 단계에서는 인적·물
적·재정적 자원과 학교장의 지도성과 학교풍토 등과 같은 학교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수업, 학습 분위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며, 교육 산출에서는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여기서는 교육여건, 교육 재정 및 학력
등에서의 격차를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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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가. 교육기회 격차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선호하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그리고 과천시, 네곳에만 설립되어 경기도 다른 지역학생들이 진학하기엔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항은 수원시, 성남시 등 대도시권은 일반계고등학교가 주류를 이루면서
실업계고등학교와 상호간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으나, 경기북부와 남부의 농촌지역은 대부분 종합
고등학교와 같은 실업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지역간 교원 격차
지역간 교원 격차는 두가지 측면, 즉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양적 측면
에서의 지역간 교원 격차는 지역간 교원1인당 학생수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시·군별 교원1인당
학생수의 격차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17.6명, 중학교 9.9명, 고등학교 4.6명으로 지역간 차이
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는 이농현상과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맞춰서 농촌지
역은 학령아동의 감소에, 도시지역은 인구의 유입에 따른 학령아동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
된다.
<표 1> 경기도 시·군 교원 1인당 학생수
구

분

경기도 평균

(단위: 명)

시·군별교원1인당학생수의 범위

초등학교

31.77

17.58 (18.50 - 36.08)

중학교

21.66

9.92 (14.55 - 24.47)

일반 계

16.44

10.12 (7.81 - 17.93)

실업 계

14.54

4.47 (11.52 - 15.99)

고등학교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질적 측면에서의 지역간 교원 격차는 교원의 경력, 학력, 성(구성)비 등의 분포를 살펴봄으로
써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순환근무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
역간에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 분석 결과 경력과 학력의 지역간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포천시의 경우 초
등학교 45%, 중학교 50%, 고등학교 53%로 타 시·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남녀교원 성비의 지역간 편차 또한 나타나고 있다. 즉, 연천군·파주시·화성시·양평군·여주
군·포천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일수록 남자교사의 비율이 높고, 대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여교사
의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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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간 교육시설 격차
1) 과밀학급
과밀학급 기준을 초등학교 학급당 41명 이상과 중·고등학교 학급당 36명 이상으로 하여 경기
도의 과밀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976개교의 60%인 586개교가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과밀학급을 가지고 있고, 중학교 435개교의 82%인 358개교가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과밀학급
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고등학교는 314개교의 19%인 59개교만이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과밀학
급을 가지고 있어서 초·중학교에서의 과밀학급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밀학급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그 지역적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급당 41명을 기
준으로 분석한 초등학교의 경우 과천시(100%), 의왕시(100%), 시흥시(97%), 성남시(95%),
안양시(94%) 등 대도시권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과밀학급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양평군
(0%), 양주시(8.3%), 포천시(10%), 여주군(11%), 가평군(13%) 등은 상대적으로 과밀학급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학급당 36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중학교의 경우 또한 경기도 지역 시·군의 대부분의 중학교들
이 과밀학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지역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
(100%), 성남시(100%), 의정부시(100%), 안양시(100%), 과천시(100%) 등 서울인근 도시
모두가 최소 1개 학년이상의 과밀학급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가평군(0%), 연천군(16.7%),
양평군(16.70%), 포천시(25%) 등은 상대적으로 과밀학급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는 과밀학급을 보유한 학교가 적지만, 그 지역간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특히 안양시
(78.9%), 과천시(50%), 고양시(47.8%) 등의 최소 1개 학년이상의 과밀학급을 보유한 학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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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중·고등학교과밀학급 현황(학교기준)
지역(교육청별)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밀학교비율

과밀학교비율

과밀학교비율

경기도 전체

60.0

82.3

18.8

수원시

92.4

100.0

35.5

성남시

94.6

100.0

8.3

의정부

92.6

100.0

25.0

안양시

94.4

100.0

78.9

부천시

88.5

100.0

4.5

광명시

90.5

100.0

22.2

평택시

47.8

63.2

5.9

동두천

50.0

100.0

0.0

안산시

91.3

95.0

23.5

고양시

87.7

93.1

47.8

과천시

100.0

100.0

50.0

구리시

85.7

100.0

0.0

남양주

40.5

88.2

0.0

오산시

90.9

100.0

0.0

시흥시

96.8

92.3

9.1

군포시

90.5

100.0

14.3

의왕시

100.0

100.0

0.0

하남시

70.0

100.0

25.0

용인시

24.6

72.0

9.1

파주시

22.0

81.3

0.0

이천시

56.3

61.5

0.0

양주시

8.3

66.7

0.0

여주군

10.7

75.0

11.1

화성시

25.0

56.3

0.0

광주시

36.4

83.3

0.0

연천군

18.8

16.7

0.0

포천시

10.0

25.0

0.0

가평군

12.5

0.0

25.0

양평군

0.0

16.7

0.0

안성시

50.0

77.8

0.0

김포시

50.0

54.5

16.7

자주 : 최소 한학년 이상 과밀학급 보유를 과밀학교로 분류함.
자료 : 경기도교육청(2003),「경기교육통계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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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대규모학교
과대규모학교 기준을 초등학교 49학급 이상과 중·고등학교 36학급 이상으로 하여 경기도
시·군별 과대규모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976개교의 9%인 90개교가 과대규모학교 이
고, 중학교 435개교의 21%인 90개교가 과대규모학교 인데 비해, 고등학교는 314개교의 46%
인 145개교가 과대규모학교여서 고등학교에서 과대규모학교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대규모학교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그 지역적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49학급을 기
준으로 분석한 초등학교의 경우 과천시(25%), 안양시(22%), 안산시(19%), 부천시(15%) 등의
과대규모학교 비율이 높은 반면에, 양평군(0%), 가평군(0%), 여주군(0%), 안성시(0%), 포천
시(3.3%) 등은 상대적으로 과대규모 학교가 없거나 적다.
36학급을 기준으로 분석한 중학교의 경우 또한 지역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과천시(100%), 안산시(55%), 고양시(52%), 광명시(50%), 부천시(43%) 등의 과대규모학
교 비율이 높은 반면에, 양평군(0%), 가평군(0%), 여주군(0%), 안성시(0%), 포천시(0%) 등
경기 북부와 남부의 수도권외곽 지역은 과대규모 학교가 전혀 없다.
36학급을 기준으로 분석한 고등학교 경우 또한 지역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성남시(97%), 부천시(86%), 안양시(74%) 등의 과대규모학교 비율이 높은 반면에, 양평군
(0%), 가평군(0%), 여주군(0%), 안성시(0%), 포천시(0%) 등 경기 북부와 남부의 수도권외곽
지역은 과대규모 학교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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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중·고등학교 과대규모학교 현황
지역(교육청별)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대규모학교비율

과대규모학교비율

과대규모학교비율

경기도 전체

9.2

20.7

46.3

수원시

8.9

19.0

74.2

성남시

8.9

23.5

95.8

의정부

11.1

26.7

41.7

안양시

22.2

36.4

73.7

부천시

15.4

42.9

86.4

광명시

9.5

50.0

66.7

평택시

8.7

10.5

0.0

동두천

0.0

0.0

0.0

안산시

19.6

55.0

70.6

고양시

15.4

51.7

60.9

과천시

25.0

100.0

50.0

구리시

14.3

14.3

66.7

남양주

10.8

5.9

33.3

오산시

0.0

0.0

0.0

시흥시

19.4

30.8

18.2

군포시

9.5

22.2

85.7

의왕시

10.0

20.0

66.7

하남시

10.0

0.0

50.0

용인시

8.2

12.0

36.4

파주시

4.9

6.3

10.0

이천시

6.3

15.4

10.0

양주시

4.2

0.0

0.0

여주군

0.0

0.0

0.0

화성시

2.3

0.0

12.5

광주시

4.5

0.0

25.0

연천군

6.3

0.0

0.0

포천시

3.3

0.0

0.0

가평군

0.0

0.0

0.0

양평군

0.0

0.0

0.0

안성시

0.0

0.0

0.0

김포시

12.5

0.0

0.0

자료 : 경기도교육청(2003),「경기교육통계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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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설학원
경기도의 사설학원 수는 각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있다. 즉, 수원시는 경기도 전체
의 학원 중 가장 많은 12.5%가 있는데, 이는 수원시의 인구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8%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 <표 5> 사설학원 현황에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등의 도시에 학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도시는 다시 수원과, 안양 등
기존의 대도시와 성남, 고양 등 1980~90년대 개발된 신도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밖에 용
인, 남양주 등의 도시 역시 90년대 들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도시이며, 중위권의 김포시, 파
주시 등도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사설학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으로 과천시는 지방세 총액이 높으며, 재정 자립도 역시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학원의 수가 매우 적다. 이는 과천시와 매우 인접한 평촌에 많은 학원이 생겨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천시내의 학원 보다는 평촌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여주군, 양평군 등의 농촌지역은 사설학원의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
들 지역의 인구 만명당 사설학원 수와 학생 만명당 사설학원 수는 다른 지역보다 낮아 사설학원
의 수에서도 도·농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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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기도 지역별 사설학원 현황
구 분
지 역

(단위 : 개, %, 명)

사설학원수

인구 만명당

학생 만명당

(학원구성비 %)

사설학원수

사설학원수

경기도전체

13,072

(100.0)

13.70

72.95

수원시

1,639

( 12.5)

16.81

80.33

성남시

1,149

( 8.8)

12.32

67.67

의정부시

512

( 3.9)

13.94

73.60

안양시

960

( 7.3)

16.23

80.80

부천시

1,093

( 8.4)

13.99

71.51

광명시

424

( 3.2)

12.61

71.56

평택시

600

( 4.6)

16.75

86.61

동두천시

96

( 0.7)

12.93

75.28

안산시

788

( 6.0)

13.34

64.35

고양시

966

( 7.4)

11.90

59.11

과천시

45

( 0.3)

6.32

26.05

구리시

302

( 2.3)

16.34

85.11

남양주시

486

( 3.7)

12.96

72.50

오산시

157

( 1.2)

13.71

70.98

시흥시

493

( 3.8)

14.61

71.86

군포시

346

( 2.6)

12.86

66.87

의왕시

151

( 1.2)

12.16

72.74

하남시

137

( 1.0)

11.08

71.58

용인시

572

( 4.4)

12.66

73.26

파주시

230

( 1.8)

10.24

65.12

이천시

322

( 2.5)

17.19

91.63

양주시

177

( 1.4)

13.04

90.90

여주군

113

( 0.9)

10.80

64.20

화성시

247

( 1.9)

11.73

80.81

광주시

216

( 1.7)

14.13

92.86

연천군

63

( 0.5)

12.20

83.67

포천시

202

( 1.5)

13.81

82.89

가평군

71

( 0.5)

12.67

84.39

양평군

78

( 0.6)

9.43

59.21

안성시

191

( 1.5)

13.49

86.18

김포시

246

( 1.9)

13.64

75.63

자주 : 사설학원은 주로 중·고등학생의 보습학원 형태인 문리계, 초등학생의 재능교육을 위한 예능계, 실업계 고교의 기술계 및 경영실
무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료 : 경기도 통계연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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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지역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에서는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재정
은 1인당 교육비 측면에서 지역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적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시·군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이후,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가 지원한 교육관련 경비 보조금 규모는 2001년
265억, 2002년 533억, 2003년 570억원으로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군 자치단체별
로 2003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등은 50억원 이상을 지원하지만 양평
군, 여주군, 동두천시, 이천시, 구리시 등은 보조금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표 6> 참조).
이처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규모는 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
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
치단체는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교육경
비 보조금 지원 규모가 교육조건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많고, 교육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적어
서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교
육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지역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측면
에서 그 심각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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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기도 시·군 교육관련경비 보조실적(연도별)
구 분
시·군명
계

합

계

2003년

(단위: 백만원)

2002년

136,978

57,055

수원시

7,905

성남시

6,733

2001년

53,389

26,534

3,468

3,252

1,185

270

6,037

426

의정부

1,575

834

418

323

안양시

12,897

5,236

5,598

2,063

부천시

17,586

5,934

5,740

5,912

광명시

5,782

1,921

2,144

1,717

평택시

4,707

1,337

2,900

470

동두천

393

-

200

193

안산시

15,001

5,000

7,127

2,874

고양시

9,846

3,745

6,051

50

과천시

5,662

1,684

1,322

2,656

구리시

967

-

217

750

남양주

4,364

4,097

92

175

오산시

320

250

-

70

시흥시

4,171

1,800

1,790

581

군포시

3,860

539

1,840

1,481

의왕시

2,839

1,245

1,020

574

하남시

3,244

1,229

1,260

755

용인시

11,086

7,710

1,051

2,325

파주시

3,399

3,097

302

-

이천시

1,170

-

560

610

양주시

240

170

70

-

여주군

-

-

-

-

화성시

2,845

1,280

1,565

-

광주시

1,694

1,212

482

-

연천군

1,084

1,084

-

-

포천시

1,548

466

834

248

가평군

-

-

-

-

양평군

504

504

-

-

안성시

1,415

230

984

201

김포시

4,141

2,713

533

895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03. 1.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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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의 문제 및 발생원인
1.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의 문제
지역간 교육격차는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지역간 교육격차의 교
육적 문제로는 우선 그 자체가 공교육 정책이 추구하여야 하는 평등성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된다.
지역간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및 교육의 과정에서의 지역간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교육결과인
학력 등에서도 불평등 현상이 초래된다4). 이러한 교육 불평등 과정에서 학생들은 거주지역에 따
라 우열의식이 조장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취약 지역의 학교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발생하
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지역간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로는 지역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특정지역으
로의 학생 유입 등으로 부동산 가격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타지역간과 동일
지역내의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타지역간의 경우,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학원 등이 밀집한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분당 등 교육인프
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학교로의 진학 러시는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로 이어져 농촌지역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도시학교의 과밀화와 거대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와 더불어 같은 지역내에서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 주변으로 전입학생들이 몰려들어,
그 결과 이들 지역의 아파트 등 집값까지 들썩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5). 예들 들면, 분당 인기
고등학교 주변의 초등학교에는 전입생이 급증,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성남교육
청에 따르면 분당구 29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수는 지난 2002년 3월 7천1백17명에서 같은 해

4)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김광억 교수팀)이 지난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 1만2538명의 학생카드 기대사항을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고학력층이 모여사는 강남 8학군은 입시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합격생들을 지속적으로 배출,
고학력 부모 아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가 다시 명문대에 진학하는‘세습현상’
이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팀에 따
르면 8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전체의 전국대비 입학률은 1.5배 내외를 기록했지만 강남 8학군의 학교는 2배에서 3.5배까지
사이를 꾸준히 유지, 지방뿐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현격한 격차를 지속했다. 부모의 학력기록이 남아있는 자료로 분석한 연구
결과 1975~200년
2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가운데 대졸학력 아버지를 둔 학생은 5.8배로 증가했지만 아버지가 고졸미만인 학생은
90년대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같은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했어도 부모가 고소득-고학력인 학생들의 입학 후 성적이 비
고소득층에 비해 높았다.
5) 수원 영통과 용인 기흥 경계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을 비교한 문화일보(2004.1.일자
7 보도)의 보도에 따르면 영통지구내
성지아파트와 용인 기흥읍 서천SK아파트는 남부우회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지만, 성지 49평형 시세는 3억6000만원~4억
1000만원 인데 비해 서천SK 48평형은 이보다 최고 1억1000만원 싼 3억~3억5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삼성래미안과 의왕시 포일동 삼성래미안은 같은 단지, 같은 아파트이지만 101~105
동과 106동간에 있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
역이 각각 안양시와 의왕시로 나눠지면서 평촌동 소속 단지 25, 33평형 가격이 포일동 단지보다 2000만~3000만원 높게 형성돼있
다. 이처럼 집값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교 배정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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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천4백2명으로 2백85명이나 늘었다. 특히 서현고등학교 등 인기 고등학교가 위치한 서
현·수내동 8개 초등학교에서만 1백59명이 증가했다. 이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이 좋은 신도시
지역에 전입하려는 수요로 풀이된다. 일산 신도시에서도 백석고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
이 있는 백석동과 학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후곡마을 등지에 전입생이 급증하고 있다.

2.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의 발생원인
지역간 교육격차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의 지방재
정 격차에 의한 교육격차이다. 지방재정은 지방단체에 따라 재정규모나 그 내용에 큰 격차가 있
다. 이는 일반적으로 각 지방의 재정이 지방세를 통해 충당하게 되며, 이는 그 지역의 경제활동과
거주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은 국가 재정과 달리 지역사회의 교육, 도로, 주민, 의료 등 지방 주민의 복지 및 후생
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야의 지출 비중이 크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분석함으로써 각 지역
교육재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내 총생산, 지역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 등 지방재
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의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는 교육소비자(학부모,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을 살펴봄으로써 교육
격차의 발생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 지역내 총생산
경기도 지역별 지역 내 총생산은 각 지역 경제활동의 살펴보는 지표로 유용하다. 지역 내 총생
산은 경기도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체적으로 IMF 사태의 여파로 1998년에 감소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경기
도 전체의 지역 내 총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 내 총
생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는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용인시에 대형 놀이공원 등 대단위 사업체가 위치하여, 이로 인해 도시 전체의 경
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용인시는 대형 사업체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
로 보인다. 이 밖에 경기도청의 소재지인 수원 역시, 경기도 각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에서
10.42%의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총생산의 순위는 각 지역의 세입 항목에서
의 순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상 서울과 인접해 있어 다수의
경기도 거주민이 경기도 내에서 보다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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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기도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
구 분
지 역

1998년(전년대비 증가율%)

1999년(전년대비증가율 %)

기준년(1995년) 가격(단위: 백만원)

2000년(전년대비증가율 %)

경기도전체

70,721,248 (- 1.96)

87,552,233 ( 23.80)

105,312,881 ( 16.86)

수 원시

7,929,535 (-12.32)

9,442,416 ( 19.08)

10,972,755 ( 16.21)

성 남시

4,695,093 ( 6.72)

4,943,182 ( 5.28)

5,366,071 ( 8.55)

고 양시

2,615,514 (- 4.65)

2,792,888 ( 6.78)

3,357,305 ( 20.21)

부 천시

5,220,359 ( 4.01)

5,882,133 ( 12.68)

6,821,386 ( 15.97)

안 양시

3,700,949 (- 5.16)

4,214,796 ( 13.88)

5,008,682 ( 18.84)

안 산시

6,008,535 (- 9.99)

7,901,671 ( 31.51)

9,338,315 ( 18.18)

용 인시

6,380,828 ( 12.96)

9,843,916 ( 54.27)

13,019,889 ( 32.26)

의정부시

1,322,291 (- 3.94)

1,385,558 ( 4.78)

1,506,640 ( 8.74)

남양주시

1,253,245 (- 1.17)

1,386,644 ( 10.64)

1,727,275 ( 24.57)

평 택시

3,554,583 (-16.97)

4,707,053 ( 32.42)

5,713,797 ( 21.39)

광 명시

1,422,296 (-10.18)

1,825,669 ( 28.36)

1,990,732 ( 9.04)

시 흥시

2,836,968 (- 3.62)

3,355,001 ( 18.26)

4,350,193 ( 29.66)

군 포시

1,599,290 (- 6.64)

2,207,293 ( 38.02)

2,656,517 ( 20.35)

화 성시

3,352,516 (-12.15)

4,276,418 ( 27.56)

5,993,207 ( 40.15)

파 주시

1,620,292 ( 6.72)

1,930,897 ( 19.17)

2,005,576 ( 3.87)

이 천시

5,069,065 ( 48.08)

7,001,472 ( 38.12)

8,280,708 ( 18.27)

구 리시

667,812 (-10.50)

1,004,194 ( 50.37)

1,067,010 ( 6.26)

김 포시

1,285,308 (-15.98)

2,054,382 ( 59.84)

2,438,393 ( 18.69)

포 천군

999,074 (- 5.60)

1,162,979 ( 16.41)

1,487,448 ( 27.90)

광 주시

1,220,691 (- 0.10)

1,397,625 ( 14.49)

1,829,760 ( 30.92)

안 성시

1,325,619 ( 0.63)

1,662,087 ( 25.38)

2,062,121 ( 24.07)

하 남시

457,733 (- 9.71)

499,593 ( 9.14)

648,969 ( 29.90)

의 왕시

792,781 (-19.25)

971,835 ( 22.59)

988,582 ( 1.72)

양 주군

1,133,182 (- 1.73)

1,360,326 ( 20.04)

1,519,451 ( 11.70)

오 산시

1,076,505 ( 2.92)

1,108,826 ( 3.00)

1,522,304 ( 37.29)

여 주군

789,462 (-11.13)

835,294 ( 5.81)

1,049,736 ( 25.67)

양 평군

388,029 (- 6.66)

431,096 ( 11.10)

436,757 ( 1.31)

동두천시

668,033 ( 38.95)

542,604 (-18.78)

595,532 ( 9.75)

과 천시

573,701 (- 6.03)

675,568 ( 17.76)

775,451 ( 14.79)

가 평군

382,768 (-10.74)

355,239 (- 7.19)

391,025 ( 10.07)

연 천군

379,191 (- 5.19)

393,577 ( 3.79)

391,295 (- 0.58)

자료 : 통계청 DB 2000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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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나. 지역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표 8>에서 재정규모는 각 지역의 교육재정의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정 자립도 역
시, 해당 지역의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우선적으로 경기도
지역별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는 78%를 나타내고 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시의 경우, 95.8%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
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과천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가 주로 거주하고 있어 거주민의 소득 수준이 높은 현상을 반영하
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안양시, 용
인시 등도 80% 이상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가평군, 연천군, 포천군과 같은
미개발 지역의 경우 재정 규모는 물론 재정 자립도 역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지
방재정이 열악하고 따라서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
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보조 없이는 적절한 공교육여건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표 9>에 나타난 경기도 지역별 재정력지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재정력 지수는
그 기준선인 1을 넘어 1.02에 이르고 있지만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크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과천시, 고양시 등은 지수가 1이상이어서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에 속해 있는 반면에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
시 등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수도권 외곽 지역은 재정력지수가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논단 2004년 겨울호 ●79

정책포럼

<표 8> 경기도 재정자립도

(단위: %)

지 역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국 평균

63.4

59.6

59.4

57.6

54.6

56.2

경기도평균

83.9

79.1

77.5

78.0

76.5

77.8

수원시

91.0

88.7

89.0

86.0

86.3

74.4

성남시

90.5

88.3

83.9

89.7

88.7

84.8

의정부

69.3

70.1

65.8

72.7

65.4

63.1

안양시

92.6

91.3

87.1

86.4

83.0

83.5

부천시

85.8

82.6

78.3

80.6

84.7

81.4

광명시

69.8

63.4

68.8

72.1

67.6

66.3

평택시

58.8

53.2

56.6

58.6

53.3

47.7

동두천

43.0

46.5

46.5

49.2

40.8

29.7

안산시

93.6

86.6

85.3

81.6

76.9

73.4

고양시

94.1

83.5

81.6

87.8

90.0

84.8

과천시

96.3

97.1

95.2

96.3

94.8

95.8

구리시

71.0

67.0

61.3

56.0

59.9

65.9

남양주

50.2

60.2

62.4

63.8

65.9

55.0

오산시

46.1

46.1

49.3

45.1

53.9

50.1

시흥시

78.9

75.6

79.0

72.6

66.3

59.4

군포시

82.4

84.7

77.5

77.7

74.2

71.2

의왕시

60.6

56.8

59.9

62.1

60.0

55.3

하남시

59.9

66.9

57.0

49.0

53.5

46.4

용인시

87.8

87.3

83.8

88.7

79.1

79.0

파주시

51.5

49.7

51.0

53.2

52.5

53.1

이천시

44.6

49.8

54.9

55.8

59.7

53.0

양주시

43.4

42.3

54.2

54.2

47.3

49.4

여주군

32.5

33.5

35.6

33.8

41.5

36.1

화성시

56.6

59.2

63.7

69.8

64.2

63.8

광주시

59.9

57.2

64.7

65.6

69.3

58.4

연천군

25.8

22.5

26.2

25.1

30.4

22.7

포천시

43.4

50.0

43.6

46.3

42.2

37.5

가평군

31.0

33.8

26.7

32.8

29.2

26.2

양평군

28.6

27.4

31.0

31.4

23.5

25.4

안성시

33.8

35.4

33.1

36.2

39.8

36.2

김포시

60.2

61.6

65.2

64.2

55.6

52.5

자주 : 산출식=(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100
1. 전국 및 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일반회계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2. 자치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3. 지방세중 지방교육세는 제외하며, 자립도가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음.
자료 : 경기도청(2003), 경기도예산개요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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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경기도 재정력지수
지 역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국평균

0.76

0.79

0.76

0.63

0.61

0.63

경기도 평균

1.18

1.14

1.04

0.99

0.98

1.02

수원시

1.41

1.38

1.20

1.34

1.32

1.48

성남시

1.56

1.52

1.06

1.14

1.38

1.41

의정부

0.89

0.90

0.84

0.79

0.79

0.80

안양시

1.14

1.20

1.06

1.02

1.11

1.07

부천시

1.15

1.12

1.00

1.04

1.09

1.09

광명시

0.77

0.79

0.77

0.67

0.68

0.70

평택시

0.71

0.75

0.72

0.55

0.56

0.54

동두천

0.41

0.43

0.40

0.38

0.39

0.44

안산시

1.44

1.45

1.02

1.03

1.04

1.31

고양시

1.97

1.56

1.02

1.14

1.28

1.26

과천시

2.68

2.68

1.11

1.04

1.25

1.22

구리시

0.83

0.85

0.75

0.66

0.68

0.70

남양주

0.66

0.69

0.67

0.57

0.60

0.61

오산시

0.61

0.64

0.62

0.56

0.57

0.61

시흥시

0.84

1.19

0.93

0.91

0.92

0.92

군포시

1.03

1.02

0.88

0.80

0.81

0.80

의왕시

0.67

0.73

0.71

0.59

0.60

0.62

하남시

0.69

0.74

0.61

0.50

0.45

0.47

용인시

1.71

1.67

1.12

1.36

1.54

1.91

파주시

0.62

0.65

0.66

0.57

0.57

0.62

이천시

0.81

0.82

0.83

0.72

0.65

0.65

양주시

0.66

0.67

0.63

0.57

0.51

0.49

여주군

0.55

0.51

0.52

0.44

0.39

0.38

화성시

0.81

0.82

0.80

0.75

0.71

0.70

광주시

0.83

0.89

0.87

0.82

0.75

0.76

연천군

0.23

0.22

0.24

0.24

0.23

0.27

포천시

0.60

0.62

0.56

0.47

0.48

0.49

가평군

0.35

0.38

0.31

0.26

0.26

0.25

양평군

0.31

0.30

0.32

0.28

0.28

0.26

안성시

0.48

0.51

0.51

0.46

0.45

0.47

김포시

0.77

0.85

0.84

0.81

0.72

0.71

자주 : 산출식=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1.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거 기준재정수입 및 수요액 산출함.
2. 지수가 1이상이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1미만이면 교부단체.
(불교부단체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과천시, 고양시)
자료 : 경기도청(2003), 경기도예산개요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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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시·군별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과천시, 고양시, 안양시, 의왕시 등의 월평균교육비는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등의 월평균 교육비는 3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과천과 고양 지
역의 경우 월평균 교육비가 높은 것은‘학원과외비’
와‘개인 및 그룹 과외비’지출이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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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경기도 시·군별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구 분

월평균
교육비

용도 별

(단위: 천원)

교육비

학교

보충

학원

개인, 그룹

수업료

수업비

과외비

과외비

교재비

학습지

잡부금

수원시

439.7

157.5

7.2

173.5

29.0

34.0

34.5

4.0

성남시

496.1

149.9

15.9

203.9

42.8

36.7

26.1

20.8

안양시

520.6

205.6

5.9

188.1

37.9

36.3

32.6

14.2

부천시

460.9

156.4

6.3

191.5

34.3

26.4

28.2

17.8

광명시

464.5

175.9

4.3

182.6

34.6

37.9

26.8

2.4

평택시

343.2

116.2

4.5

131.2

22.1

22.1

31.2

15.9

안산시

433.8

177.1

6.9

155.9

21.6

41.4

25.6

5.3

과천시

629.6

199.9

11.1

224.1

108.5

39.4

34.9

11.7

오산시

345.2

137.1

3.6

136.8

13.3

21.3

26.8

6.3

시흥시

397.5

128.1

4.8

157.6

14.0

26.7

33.4

32.9

군포시

488.4

162.3

9.3

200.0

37.5

52.0

25.1

2.2

의왕시

508.5

173.1

8.8

204.7

34.0

24.8

30.5

32.6

하남시

499.6

204.4

2.7

156.2

50.1

43.3

27.3

15.6

용인시

422.4

151.0

6.9

156.7

35.6

33.9

36.3

2.0

이천시

328.3

95.1

6.5

133.8

19.5

42.1

25.3

6.0

안성시

360.3

141.4

9.4

145.0

17.2

26.8

19.7

0.8

김포시

445.1

164.2

8.7

144.0

42.3

38.7

33.9

13.3

여주군

298.5

111.6

7.4

106.7

15.6

34.3

17.8

5.1

화성시

387.9

156.2

9.2

142.1

18.7

36.4

21.0

4.3

광주시

364.2

141.5

6.3

147.4

7.1

25.4

19.4

17.1

양평군

370.4

174.9

8.3

104.8

19.5

43.9

16.7

2.3

의정부

371.1

120.4

5.1

146.6

23.4

21.3

31.5

22.8

동두천

373.5

121.4

10.4

144.9

15.3

28.3

21.6

31.6

고양시

587.6

170.6

17.7

232.3

88.2

29.1

38.9

10.8

구리시

387.6

160.6

4.6

145.8

17.3

16.9

21.8

20.6

남양주

426.4

176.2

14.9

126.4

22.8

42.4

34.2

9.5

파주시

407.8

154.6

5.3

158.8

21.2

35.2

23.3

9.4

양주시

347.3

133.9

6.9

128.2

13.2

28.9

32.5

3.7

연천군

302.3

84.9

2.2

133.1

12.6

13.1

29.7

26.7

포천시

447.9

160.3

8.6

135.0

23.8

38.8

43.8

37.6

가평군

383.1

114.1

4.6

124.8

19.6

29.4

26.0

64.6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2.
경기도, 2002 경기사회지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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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1.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지역간 교육여건을 균
등화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교육 취약 지역에 보상적 차원의 교육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정책 외에도 교육격차를 유발한 학교 요인 이외의 사회경제
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 지역간 교육여건의 균등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과 학교시설 등의 교육여건이 지역간에
균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여건을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
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균형적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교육 취약 지역에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 추진
지역간 교육격차는 학교요인 외에도 가정배경과 지역사회의 영향 등에 의해 유발되므로 지역
간 교육여건을 균등화하는 교육정책의 추진만으로는 지역간 교육격차가 만족스럽게 해소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육 취약 지역의 열악한 가정배경 및 사회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 부문
에서도 보상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정책(positive discrimination policy, affirmative
action)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지
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개발정책과 시민들의
소득격차 축소 등과 같이 가정배경 변인에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2.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 방안
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
1) 교육기관의 지역간 균형 배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도서관 등을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배치토록 한다. 교육기관은
시·군별로 학생수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시·군
별로 학생수급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하기는 곤란하다고 볼 때,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범위
내의 인근 지역에서라도 적정한 교육기관이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용지의 확보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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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에서는 체육장을 두지 않는 소규모학교6)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의 지역간 균형 배치와 관련하여 학원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토록 유인하는 방
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사교육을 방지하려는 정책방향에 위배되므로, 다음에 논할
학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교육자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이다.
2) 지역간 학교시설 격차 해소
지역간 학교시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절대수가 부족하고 지역간 격차가 심한
특별교실(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어학실, 컴퓨터실 등)을 집중 확보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학교
별로 강당이나 체육관을 최소 1개씩은 확보하도록 하고, 교사연구실 및 휴게실 등 교원 편의시설
을 집중 설치한다. 또한, 농촌 지역에 오래된 학교시설이 많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교육시설의 현
대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낙후 지역의 학교시설을 교육 양호 지역
의 학교시설보다 우선하여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간 교원 격차 해소
지역간 교원 평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교원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별도의 유인책(수당지원, 인사우대책 마련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낙
후 지역에 우수 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상치교사(여러 과목 강의 교사)의 대폭 축소, 교육 낙후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특수지 근무 교원에 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수당
을 지급하는 등의 유인책을 강화토록 한다.
4) 교육 낙후 지역에 시범학교 운영
교육 낙후 지역의 교육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곤란하므로, 교육여건이 우수한 시범학교
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 낙후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교
육 낙후 지역에 교육여건이 우수한 시범학교를 직접 선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범학
교는 교육 낙후 지역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한다.

6)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체육장)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시·도교육감”
이
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
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
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서·벽지 등 지
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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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교육자원센터 설치 및 인터넷과외 도입
경기도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는 학원, 독서실 등이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므로, 그 대신에 이들 기능을 종합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교육자원센터를 설립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종합교육자원센터는 경기도내에 지역별로 설치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자료의 활용은 물론
학원이나 도서관에서와 같이 다양한 수업활동이나 학습활동까지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적성·소질 계발 및 취미 활동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들의 진학 및 취업 등에 관한 진로상담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며, 교원들에게도
다양한 교수용 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여 교사들의 현장연구 활동을 지원토록 하여 종합적
인 교육자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종합교육자원센터에 교수-학습자료실, 도
서실, 학생상담실, 교원연구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한 특별활동실 등을 설치토록 한다.
또한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인터넷과외를 도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과외특강을 완전 무료로 모든 계층에 제공하는 방안과 저소득층에 대해
서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모두 가능하겠으나,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의 경우 특강에 들어가는 최소의 실비는 저렴하게 받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나.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1) 경기도에 교육업무 전담부서 확대·개편
현재 경기도는 교육행정기관과의 유기적 업무 협조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력(협력
관)을 파견받아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표 11>에서 볼 수 있
듯이, 교육과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담당 부처가 서로 산재되어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을 기대하기
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초·중·고의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등 소외계층의 교육지원을 담당할 부
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행정 지원 업무가 더욱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경기도 내에서 교육 관련 업
무를 통합·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러 부서가 분담하여 산발적으로 처리하
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
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전담부서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긴밀한 연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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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경기도의 교육 관련 업무 부서
담 당

부 서

교육관련업무

• 여성정책국청소년과

• 청소년 육성, 보호, 교육시설관리

• 여성정책국가정복지과

• 소년소녀가정지원, 보육관리

• 문화관광국문화정책과교육지원계

•교육지원,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서관,
영어마을등 관련업무

2) 교육정책협의회의 활성화
지방교육자치는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교육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지방자치
법제112조). 경기도 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소관
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도 도민들의 교육욕구
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음에
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
육·학예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정책협의회를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군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보
현재 시군의 일반회계 지원 예산은「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지
원 용도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기타 시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규정에 의거 경기도내 시·군이 교육경비를 보조한 실적은 최근 급속히 증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군에 따라 교육관련 경비의 보조 실적에 편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 주민들간에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위
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해당 지역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군 수준의 자구 노력만으
로는 지역교육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 수준에서 시·군이 최소 교육경
비를 확보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군 예산에 교육경비 지원금을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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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거나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교
육경비 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7). 또한 전북 도의회가 전북도의
지역생산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규정한 학교급식 조례처럼 경기도 또한 경기도내 농·어촌 지
역의 농수산물을 학급급식에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간접적으로 경기도의 낙후된 농·어촌 지
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정책과 사회정책의 추진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함께 지역간의 균
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기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 외에 군사시설
관련 규제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및 생활여건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이에 경기 동·북부 지역의 산업발전과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교육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교육문화시설을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배
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설로는 대안교육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휴식공간
(공원) 등이 있다.
2)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추진
지역간 교육격차는 지역간 부(富)의 격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부의 격차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상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을 설정하여 보상교육기회를 제
공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보상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

7) 참고로, 미국에서는 주(州) 내에서의 지역간 교육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 정액 교부금 제도(Flat Grant Program), (2)
기본 교육비 제도(Foundation Program), (3) 비율평형교부금 제도(Percentage Equalizing Program), (4) 지방재정능력 균등화
제도(District Power Equalizing Plan), (5) 과세보장교부제도(Guaranteed Tax Base ; GTB), (6) 교육비전액 교부제도(Full State
Funding) 등을 사용하고 있다.
8)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250만원이상인 가구는 컴퓨터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지만, 월소득 150만
원이하인 경우는 전체가구의 절반 정도만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정보격차’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정보격차란 새로운 정보기술(IT에
)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국내 전체 가구 컴퓨터 보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2002년
71.0%, 2001년 76.9%, 2002년 78.6%지만
) 가구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간 격차는 도리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와 250만원 이상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각각 52.1%, 93.5%로 두 계층간 격차는
무려 44.4% 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비록 인터넷 등의 급속한 보급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급
부로‘정보 소외계층’
이 발생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사회안정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는 시급
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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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상으로 보상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상교육은 유치
원 등 취학전 교육비 지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컴퓨터 보급8)등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대도시 지역 중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문
화·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6개 지역)와 부산시(2개 지역)에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에서도 교육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
다도 농어촌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해선 예산과 교원을 더 늘려 지원을 해야 하지만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은 예산 관
련 사항은 모두 선언적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재정적 측면에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부담
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 원리에 입각한 적극적 역차별 정책의 도입과 경기도 차원의
통합 예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교육 취약 지역을 EAZ(Education Action Zone)과
ZEP(Zones d’
education prioritaires)과 같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설정하여 낙후된 지
역의 교육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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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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사용을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해 주
십시오.

■『경기논단』2005년 봄호 원고제출 마감 : 200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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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4년 판매 간행물
종 류

번 호

연구

2002-01
2
보고서 002-02
2002-03
2002-04
2002-05
2002-06
2002-07
2002-08
2002-09
2002-10
2002-11
2002-12
2002-13
2002-14
2002-15
2002-16
2002-17
2002-18
2002-19
2002-20
2002-21
2002-22
2002-23
2002-24
2002-25
2002-26
2002-27
2002-28
2002-29
2003-01
2003-02
2003-03
2003-04
2003-05
2003-06
2003-07
2003-08
2003-09

서

명

재활용품순환시스텝활성화방안
지방의회의산출성제고방안연구
경기도대기오염물질배출목록시스텝구축방안
경기도가로수의식재및관리개선방향
경기도교통안전기본방향연구
경기도하천경관의조사와분석
농촌지역의하천오염도특성에관한연구
육로광광을통한남북한관광협력활성화방안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연구
주택순환과정에따른인구이동특성연구
신도시대중교통체계개선방안
하천환경용량의도시계획반영에관한연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기능강화방안
환경정비구역지정제도의합리적적용
아리랑1호(Kompsat-1위성영상자료체계구축및활용방안
)
경기도교통투자재원조달방안에관한연구
경기도지구단위계획운영방안
경기도시군도시기본계획의운용실태와실효성평가
성장관리프로그램구축과수도권계획합리화방안
경기도전략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중국연안지역과경기도의경제교류활성화방안
수도권의계획적개발·관리를위한기본계획및개발계획의
정합성확보방안
경기도바이오산업육성방안
경기도지식기반서비스산업육성방안
NGO의자율성확보를위한지원체제확립방안
도와시·군간의재정적역할관계에관한연구
경기도부패방지시스템구축방안
경기도농어촌주거환경개선방안연구
대형판매시설의입지및경쟁실태와규제정책
생물서식공간조사및조성지침연구
소각시설의위탁관리실태및운영효율화방안
경기지역기혼여성취업에관한연구
경기북부 10개관광지정비및운영개선방안
경기도하천관리를위한하천분류체계도입방안
경기도주거실태분석을통한주택종합계획수립방안연구
경기도개발밀도관리방안
버스노선공영화방안에관한연구
경기도지역경쟁력제고를위한대도시권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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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책임

판
매
가격(원)

이정임
신윤득
김동영
성현찬
지우석
이양주
송미영
김흥식
조응래
이외희
송제룡
이기영
이선주
유영성
옥진아
류시균
이성룡
김제국
황금회
김군수
이수행
이상대

9,000
11,000
11,000
16,000
9,000
25,000
9,000
9,000
8,000
11,000
11,000
9,000
11,000
11,000
9,000
9,000
9,000
9,000
8,000
9,000
9,000
8,000

이상훈
문미성
박충훈
이용환
김동성
이상규
신기동
이양주
이정임
이선주
김흥식
송미영
봉인식
이성룡
송제룡
이외희

9,000
8,000
9,000
8,000
16,000
9,000
11,000
9,000
11,000
9,000
9,000
8,000
8,000
9,000
11,000
9,000

종 류

서

번 호

명

저자/책임

2003-10 경기도기성시가지내주거지정비방안연구

장윤배

판
매
가격(원)

8,000

2003-11 고령자운전특성에관한연구

지우석

9,000

2003-12 경기도내하천의건천화방지에관한연구

이기영

9,000

2003-13 경기도종합교통정보센터구축방안연구

빈미영

9,000

2003-14 성장관리프로그램구축을위한기반시설투자지역도입연구

황금회

9,000

2003-15 지방소비세제도의도입방안

박충훈

8,000

2003-16 지방자치단체성과관리를위한 BPR모델의설계에관한연구

오영균

11,000

2003-17 지방분권화시대의경기도지방채발행과관리방안

이용환

8,000

2003-18 경기도남북교류협력사업실시방안

김동성

12,000

2003-19 수도권의개발수요에대응한성장관리방안

이상대

8,000

2003-20 팔당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기금지원개선방안에관한

유영성

11,000

연구
2003-21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운용실태와개선방안연구

김제국

8,000

2003-23 생태적주거환경및주거단지조성에관한연구

이상규

8,000

2003-24 수도권대기질모델링체계구축방안

김동영

9,000

2003-25 경기도와중국주요성의외자유치활성화정책에관한비교연구

이수행

9,000

2003-26 경기도권역별산업인력수급실태와개선방안연구

신기동

11,000

2003-27 수도권지역에서의도로와철도의투자효과비교분석

류시균

11,000

기본연구 2003-28 경기도산업입지수요예측모형정립연구

문미성

11,000

2004-01 수도권대기질의지역간영향분석

김동영

9,000

2004-02 경기도하천모니터링체계구축에관한연구

이기영

11,000

2004-03 도시공원의접근성및주민친화성향상방안

성현찬

11,000

2004-04 경기도에서의배출권거래제도의적용에관한연구

유영성

11,000

2004-05 경기도자연공원지정확대및관리방안

이양주

11,000

2004

개발행위허가제운용실태에관한연구

김제국

발간예정

2004

자치행정강화를위한조세감면제도개선방안

이용환

발간예정

2004

지방정부간재정이전의정책효과분석

박충훈

발간예정

2004

청년층고용촉진을위한산학협력방안연구

신기동

발간예정

2004

경기도교통수요관리방안연구

류시균

발간예정

2004

경기도버스노선의비수익성개선방안연구

송제룡

발간예정

2004

21세기국제무역환경의변화와경기도의대응

김동성

발간예정

2004

지방의회의감시권에관한연구

신원득

발간예정

2004

경기북부농업가뭄현황감시기법연구

김상단

발간예정

2004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전략연구

이정훈

발간예정

2004

중국의산업구조전환과경기도의대응방안

이수행

발간예정

2004

BIS(Bus Information System)구축을위한기준설정과사

빈미영

발간예정

후평가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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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번 호

서

명

저자/책임

판
매
가격(원)

2004

맞벌이가구의통행특성및주거입지선택분석연구

지우석

발간예정

2004

경기도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지구단위계획운영방안

장윤배

발간예정

2004

경기도주택유형다양화를위한주택건설시스템개선방안

봉인식

발간예정

2004

지방정부의성과감사체제구축방안에관한연구

오영균

발간예정

2004

지방자치단체교육재정지원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하봉운

발간예정

2004

경기도대중교통관리기구설립방안에관한연구

조응래

발간예정

위탁연구 2002-01 경기도신호교차로운영현황및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0,000

2002-02 경기도농촌마을의환경관리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7,000

2002-03 수도권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량추성및대기오염저감정

경기개발연구원

10,000

2002-04 광역자치단체주요시책사업의성과평가기법개발

경기개발연구원

17,000

2002-05 경기도택지개발기본계획구상을위한기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7,000

책방안연구

2002-06 웹을기반으로한경기도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5,000

2002-07 경기도지역을중심으로한가뭄의재현및지속특성분석

경기개발연구원

9,000

2002-08 경기도장기요양보호체계구축에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1,000

2002-09 경기도재개발·재건축정책수립방향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3,000

2002-10 지방정부의혁신패턴분석과성공전략에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2,000

2002-11 경기도외국인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2,000

2002-12 Central-Local Relations and Local Government Reform in Korea 경기개발연구원

18,000

2003-01 경기도부품·소재제조업체수출증진전략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2,000

2003-02 경기도지역대기오염의사회적비용추정및적정수준달성방안

서울대학교/유영성

15,000

2003-03 수도권철도도심통과구간개선방안연구

대진대학교/지우석

12,000

2003-04 경기도내세계도시의발전전략에관한연구

건국대학교/이외희

15,000

2003-05 WTO/DDA 농업협상전망과경기도농업의대응방안

협성대학교/이수행

12,000

2003-06 경기도5개신도시하천관리실태조사

한경대학교/이기영

12,000

2003-07 국가경쟁력강화및국가균형발전을위한수도권의역할과과제

한국행정학회/오영균

12,000

2003-08 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의논리적합성에관한연구

한국정치학회/김동성

17,000

2003-09 참여정부실현을위한제도정비방안

인하대학교/오영균

12,000

2003-10 신행정수도와고속철도사업이 수도권에미치는영향

서울대학교/지우석

8,000

지역연구 11

시흥지역연구

송제룡외

7,000

12

양평지역연구

이양주외

7,000

14

의왕지역연구

이기영

7,000

15

용인지역연구

김제국외

7,000

16

동두천지역연구

오영균외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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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간행물 (회원제)

1. 2005년도연회비
구

분

연회비

제공자료

특 별 회 원

일 반 회 원

15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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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번역서 중 7종선택
• 경기논단
（계간）
• 경기도ㅤ경제동향과ㅤ전망 (월간）
• 뉴스레터 (월간）

2. 회원갱신및회비납부
• 홈페이지에서 간행물회원 등록 또는 전화
• 회비납부(무통장입금) : 한미은행 321-50750-243예금주
(
: 경기개발연구원)
3. 회원가입기간
• 연회원기간은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입니다.
4. 문의처
•경기개발연구원 지식정보팀 : ☎ 031) 250-3262
•E-mail : gold@gri.re.kr
•FAX : (031)250-3116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우)440-290
5.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서울프레스센타 지하1F)
•교보문고(광화문)
•서울문고(삼성역)
•영풍문고(종각)
•영풍문고(강남)
•리브로을지(을지로입구)
•삼복서점
（광주）
•영광도서
（부산）

☎734-6818 ※총판: 우편판매
☎ 397-3628
☎ 6002-6071
☎ 399-5632
☎ 6282-1353
☎ 757-8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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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영 기 (수원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김 인 중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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