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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
1.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권영섭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2.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변필성 국토계획평가센터장)
3.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김은란 책임연구원)
4. 저성장기의 도로교통 투자 전략
(김혜란 책임연구원)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권영섭 국토 ․ 지역정책연구센터장
｜ 차례 ｜
1. 국토의 나침반, 국토종합계획
1) 국토종합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2) 국토의 나아갈 방향 제시
2.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정량적 성과평가
2) 정성적 성과평가
3.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실효성
1)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저하 원인
2)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
4.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이슈 및 발전방안
1) 성격 및 역할
2)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3) 내용적 범위 조정 및 국토공간구상
4) 타 계획과의 관계
5) 실천력
5. 국토종합계획 관련 법률정비 및 관계정립
1) 국토기본법 정비
2) 관련 법률과의 관계정립

참여 연구진 ｜ 김선희 선임연구위원ㆍ하수정 책임연구원ㆍ정우성 책임연구원ㆍ한지우 인턴
본 자료는 2015년도 국토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
의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국토의 나침반, 국토종합계획
1) 국토종합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이다. 국토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의 공간
범위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국토는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를 전국, 도, 시․군, 지역, 특정지역 등 5가지 형태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계획이란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담는 공간계획이다.
우리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민 개개인이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에서도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헌법」 제120조제2항)고 국토종합계
획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나아갈 방향 제시
한국의 국토면적은 99,720㎢로 세계 109위, 인구는 약 5,150만 명(2015년 기준)으로
세계 26위이며,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의 고밀도 국가이다1). 그러나 산지비율이 약 65%에
달해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고밀국가이다. 이에 따라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을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최상위 법정․장기․종합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장기발전방향에는 국내 여건변화는 물론 세계경제변화 흐름에 주파수를 맞추어 우리
국토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국토종합계획은 이런 방향을 바탕으로 국토공간상의
모든 활동들을 조종하고, 종합하는 역할 수행을 요청받았다. 미래로 갈수록 종합․통합․시스템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문계획간 상관관계를 공간계획인 최상위 국토종합계획에서 반영하

1) 도시국가는 제외함. 세계 1위는 방글라데시, 세계 2위는 대만임(통계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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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와 경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통합․시스템
적 사고가 가능하겠느냐, 20년의 장기계획은 필요하지 않다는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을 수립한 이래 제4차국토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모두 세 차례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토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토종합계획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 및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토종합
계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정량적 성과평가
국토종합계획은 경제성장과 국토공간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어느
국가나 저개발상태에서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분야는 국토개발이며, 국토개발이 국가의 경제성
장을 견인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도로 및 철도, 에너지, 산업단지 개발 등 계획적 각종
인프라 공급이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당시인 1970년 1인당 명목 GNI는 257달러였으나 2014년에
는 2만 8,180달러로 약 110배 증가하였다. 산업단지 및 공공택지 공급증대는 산업 및 주거
등 국토 공간 근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제4차국토종합계획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국토개발보다는 국토관리, 국민 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계획적 신도시 및 주택단지 개발로 주택 수 증대와 주택보급률 100% 달성, 상수도 보급률
증대 등으로 국토공간관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도로확충과 경제성장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간 연결성이 증대되었고, 이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생활의 질은 높아졌다.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미래 선도·국민 중심의 국토정책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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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적 성과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영향력과 기여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1963년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제1차부터 제3차까지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3년
국토기본법을 개정하여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으로 설정하였다.
2003년에 설정된 국토관리 이념에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부터 제4차국토
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까지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한 결과(최고 5점) 점점 낮아지
고 있으며, 이는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이런 결과는 90년대 중반이후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토종합계획의 위기가 초래되었
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림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의 기여도

자료: 본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국토종합계획의 공간상 달성성과를 기본이념별로 보면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 순으로
나타났다. 효율성(3.7/5)은 높았으나 형평성(3.1/5)과 환경성(3.0/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 등 효율성은 높은 달성도(4.0/5)를 보였으나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련된 형평성 및 환경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을 위주로
한 압축성장의 결과인 동시에 계획과 정책변화의 time lag(시간지체)로 형평성과 환경성은
서서히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국토종합계획도 인프라 공급위주의 양적지
표에서 수요자 중심의 질적 지표 개발을 통해 측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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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이념별 달성도
(단위: 5점 척도, 명, %)
기본
이념
환경성

국토공간상의 달성성과
세부 내용

평균

1) 국토의 자연환경 보전 및 체계
적 관리

3.3

2)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과 관리

3.0

3) 지역균형발전

2.9

4) 삶의 질 향상

3.4

5) 지역 경쟁력 제고

3.4

6)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

4.0

기여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4
(2.7)
5
(3.3)
14
(9.3)
3
(2.0)
4
(2.7)
1
(0.7)

33
(21.9)
41
(27.2)
41
(27.2)
20
(13.3)
17
(11.3)
5
(3.3)

43
(28.5)
65
(43.1)
51
(33.8)
56
(37.1)
59
(39.1)
28
(18.5)

57
(37.8)
35
(23.2)
39
(25.8)
58
(38.4)
60
(39.7)
83
(55.0)

14
(9.3)
5
(3.3)
6
(4.0)
14
(9.3)
11
(7.3)
34
(22.5)

형평성

효율성

자료: 본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실효성
1)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저하 원인
국토종합계획의 국토관리 이념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위상이 저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국토종합계획이 국토기본법에 의거한 법정․장기․종합․지침 계획이자 실천계
획(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의무화, 국토기본법 제18조))이지만 세계화․지방화․다원화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 다양한 부문의 법과 계획이 등장하였고, 개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국토종합계획 무용론과 유용론이 제기되었다. 무용론은 통제 가능한 부분과
통제 불가능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무용론은 크게 계획의 여건변화 측면, 계획의 성격측면,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측면
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계획의 여건변화 측면에서는 첫째, 국토개발이 성숙단계에 진입 즉, 높은 인프라 보급률로
계획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산업화 주도시대에서 민간이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등 거버넌스가 변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의 성격 측면에서는 사회가 급변하여 미래 예측이 어려운데 장기계획이다 보니 더
예측불가하다는 점, 비법정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과 유사한 각종 비전, 구상 등이 추진되고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미래 선도·국민 중심의 국토정책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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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이다. 종합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토종합계획과 부문별․하위 계획
간의 부정합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의 등장과 타 부처와 규제나 계획 등의 중복문제 발생
등이 위상을 저하시키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공간계획인데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및 내용이 미흡하고 이 때문에 인식 또한 높지 않다.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원인이다. 첫째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이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의 전유물화하여
협업 및 협동연구가 미흡하고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국가균형발전특
별법과 지역발전5개년계획이 출현하였고 이는 재원(지역발전특별회계)과 조직(지역발전기획
단) 및 제도(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제도)를 가지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집행되고 있어서
국토종합계획의 관심과 위상 저하는 불가피하다. 둘째는 계획집행의 실천력 미흡이다. 정권교
체에 따른 정부의 공약사항이 국토종합계획보다 실천성에서 우선시되는 등 20년 장기의
국토종합계획은 일관성과 실천성에서 취약하다. 셋째는 국토종합계획의 실적․성과평가나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지자체나 타 부처에 계획의 달성도나 국토공간상의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국토종합계획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실천계획)을 전문가들조
차 인지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홍보가 미흡하다.
[표 2] 국토종합계획 무용론의 근거
요인
계획
여건변화

계획성격

내용
∙ 국토개발이 성숙단계에 진입
∙ 높은 인프라 보급률로 필요성 저하

국토여건 변화
거버넌스의 변화

∙ 정부의 산업화 주도시대에서 민간이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변화

장기적 성격

∙ 사회가 급변하여 사회·경제적 환경의 미래예측이 한계
∙ 관계가 모호한 국토종합계획과 유사한 각종 비전, 구상 등 추진

종합적 성격

∙ 국토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 간의 부정합성
∙ 다양한 부문별 계획 등장과 타 부처와 규제나 계획 등의 중복문제 발생
∙ 최상위계획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내용 및 인식 미흡

최상위 공간계획
국토교통부 중심의
계획수립
계획과정
계획집행의 실천력
계획평가체계

∙ 재원과 조직을 가진 유사 법과 유사 계획의 출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역발전5개년계획 등장
∙ 국토종합계획이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의 전유물화
- 협업, 협동 연구 미흡, 리더십 약화
∙ 국토종합계획의 일관성․실천성 미흡
- 특히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의 공약사항이 국토종합계획보다 우선시됨
∙ 국토종합계획 성과 평가나 모니터링 미흡

자료: 본 연구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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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
국토종합계획의 무용론 주장과 더불어 유용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토종합계획이 유용하다
는 것은 국토종합계획이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실효성 요인을 국토종합계획
외부요인과 국토기본법 및 국토종합계획 자체의 내부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외부요인을 보면 헌법 제120조제2항에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부문계획들이 등장하였는바 각 부문계획들을 연계, 종합, 조정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공간계획이 담당해야하며, 공간계획의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다.
셋째, 국토의 낙후지역, 저발전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고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국토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시․도간 경계를 넘는 초지역계획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난 50여 년간 보급해온 인프라에
대해 이제는 국민안전차원에서 정비․관리할 필요가 있다.
내부요인으로는 독도를 포함한 국토전체의 영역을 법정계획이자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
획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후 남북한의 인프라 연결 등을 포함한 국토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들은 아직 도시기본계획, 도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자체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은 필요하다. 넷째, 협소한 국토의 훼손 방지 및
계획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이 필요하다.
[표 3] 국토종합계획 유용론의 근거
외부요인

내부요인

∙ 헌법상의 규정(제120조 제2항)

∙ 국토 전체의 영역을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할 필요
(독도 등)

∙ 각 부문계획 간 연계, 종합, 조정역할 수행 필요

∙ 통일 후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

∙ 낙후지역, 저발전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국토차
원의 대응 필요

∙ 지자체 계획의 가이드라인 필요

∙ 시․도간의 경계를 넘는 초지역계획에 대한 대응 필요

∙ 협소한 국토의 훼손 방지 및 계획적 활용 필요

∙ 인프라 보급보다는 정비․관리 수요에 대응 필요
자료: 본 연구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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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이슈 및 발전방안
1) 성격 및 역할
(1) 현행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상의 장단점
국토종합계획은 여전히 필요한데 법정․장기․종합계획의 성격과 내용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할지 성격의 변화 방향을 전문가
들에게 질문한 결과, 키워드는 가이드라인, 연계성, 비전, 조정, 종합, 전략, 일관성, 최상위계
획, 모니터링, 장기적, 국토관리, 협업, 큰 틀, 재원조달 등이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목표연도에 대해 제기된 각각의 주장과 논리에
대하여 장단점을 간략히 분석한 것이 <표 4, 5>이다.
[표 4] 법정․장기․종합․지침계힉과 비 법정․단기․부문․실천계획의 장단점
구분

장점

법정계획

추진력
방향‧비전 제시,
장기적 시계확보
다양한 문제‧
포괄적 시각
높은 위상
방향성 제시

장기계획
종합계획
지침계획

전략계획

지침제시적

단점
경직성
(유연성 미흡)
실천성 저하,
예측의 어려움 등

구분
비법정
계획
단기계획

구체화 미흡

부문계획

집행력 부재

실천계획

실천계획을 통해
달성가능하나
소외부문 발생 가능

정책계획

장점
시나리오 작성 등
자유로운 시각
구체화 가능
실천력 확보가능
해당부문
구체화 가능

단점
법적 구속력,
추진력 미흡
장기적 비전,
거시적 시각 부족
유사부문과
횡적연계 곤란

집행력 확보

유연성 부족

집행적 성격

정책목표와
관련성이 낮을 경우
부문의 제외‧소외
우려

[표 5] 목표연도 고정계획과 연동계획의 장단점
구분
고정계획
연동계획
목표
연도

20년

10년

장점

단점

수정계획 수립시 목표는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정 용이
계획기간(20년)이 유지되어 국토예측,
전망, 비전이 5년마다 가능
계획의 관심도‧신뢰도 제고 가능
장기적 시야(시계) 확보가 가능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과의 정합성 제고

수정시마다 계획기간이 줄어서
계획의 관심도‧신뢰도‧위상 저하
계획 수립시마다 목표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전망, 예측 등이 필요하여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사회가 급변하여 예측이 난제
계획의 존재 인식 미흡
장기적 시야확보 어려움
높은 인프라 보급률로 전차의 계획과
차별성 미흡

계획의 존재의의 인식

세션 1: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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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대안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은 구속력, 포괄성, 구체성, 기간, 목표연도, 계획수립시기에
따라 다양한 조합․대안이 가능하다. 구속력 측면에서는 법정계획이냐 비 법정계획이냐, 포괄성
측면에서는 종합계획이냐 부문계획이냐, 구체성(사업계획, 하위계획)측면에서는 지침계획이
냐 실천계획이냐, 구체성(목표달성) 측면에서는 전략(지침적) 계획이냐 정책(집행적)계획이
냐, 기간측면에서는 20년이냐 10년이냐, 목표연도측면에서는 장기(고정식)이냐 중기(연동식)
이냐, 계획수립시기는 신정부출범시기냐 기존계획시기 유지냐 등의 측면이다.
법정계획, 종합계획, 20년, 지침계획, 전략계획, 연동계획, 기존계획시기 유지 등이 1안이
라면 법정계획, 10년, 종합계획, 실천계획, 정책계획, 목표연도 고정식, 신정부출범시기
등이 2안이 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
[표 6]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재정립
구분
구속력
포괄성
구체성
(사업계획, 하위계획)
구체성(목표달성)
기간
목표연도
계획수립시기

계획의 성격

제1안

제2안

법정계획

●

●

●

●

비 법정계획
종합
부문
지침

●

실천

●

전략(지침적)

●

정책(집행적)

●

20년

●

10년

●

장기(고정식)

●

중기(연동식)

●

신정부출범시기

●

기존계획시기

●

(3)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국토종합계획은 현재 법정․장기․종합계획이며 이 성격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전략계획이
면서 실천계획을 통해 추진력을 갖는 이중전략으로 제시한 바 당분간은 이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명칭 역시 국토의 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성․종합성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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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토종합계획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공간계획에서 부문의 종합(지침포함)을
제외하면 존재의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 명칭 유지가 필요하다.
즉, 국토종합계획은 20년 주기의 장기․종합․전략계획, 5년마다 정부의 정책과 연동하는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천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현행 국토기본법
제18조의 5년 주기 실천계획의 명칭을 중기전략계획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면 가능하다.
[그림 2]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재정립 방안

2)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1) 계획기간 이슈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고 있는데(「국토기본법」 제7조제2항), 현재의
계획기간인 20년이 적정하다는 주장과 20년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제1,2,3차 계획처럼
10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기간 이슈이다. 또 국토종합계획의 정비시기는 「국토기본법」 제19조
에 “․․․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발연대 이후 10년으로는 각종 지표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이전
국토계획 기본구상은 20년으로 추진했다는 점, 각종 인프라 사업들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등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20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로는 국토종합계획은 지침적․가이드라인적 계획일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기
본계획, 도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20년이어야 한다. 셋째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환경
종합계획 등이 20년 계획이며 이들과 연계하여 20년 단위가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세션 1: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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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회귀론은 첫째, 급변하는 사회에서 10년 예측도 어려우며 계획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10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토종합계획은 실천계획이어야 하므로 10년 계획일
필요가 있다. 셋째, SOC 세부부문별 계획과 연계하여 10년 단위가 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2) 계획 수립시기 이슈
계획 수립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권 출범시기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시기 및 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시작시기 유지론과 계획의 실천성을 고려하여 정부출범시점으로 조정하
여 종합계획 수립 후 정부출범 1주년에 발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3) 계획기간 및 계획 수립시기 조정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실천성도 고려하여 현재 20년 단위 장기계획(지침계
획)을 유지하되 5년마다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하여 계획기간, 시작시기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동계획이란 목표연도를 5년씩 뒤로 미루면서 계획기간은 기존
20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연동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토기본법에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계획기간 20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둘째,
지자체에서는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예컨대, 2011~2030 등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국토종합계획은 수정계획이 2011~2020의 10년 계획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계획,
지침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상을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5년마다 정비하는 연동계획화를 제안하였다. 제5차 국토종합계
획을 2021~2040으로 수립하며, 5년 뒤에는 2026~2045, 다시 5년 뒤에는 2031~2050으로
5년마다 정비하면서 계획기간은 20년을 유지한다.
[그림 3] 국토종합계획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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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므로 계획 수립시기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20년 장기를
전망하여 계획하되 5년 계획은 구체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8), 지역발전5개년
계획(2014~2018)과 연계하여 실천력을 강화한다.
[그림 4]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기

3) 내용적 범위 조정 및 국토공간구상
(1) 내용적 범위
「국토기본법」 제10조에 제시된 계획내용의 역할, 타 계획과의 관계(누락 및 중복) 등에서
미흡함이 지적되고 수정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였는데 개편 수준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편(차별화), 소극적
개편(현실화) 의견이 있었다. 적극적 개편론에서는 첫째,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차별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이
각 부문계획, 하위계획, 지역계획을 조정하고 시스템 통합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입지관리 지침 등 상위적 관리체계 확보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토기본법의 제10조 내용에 대도시권, 동서남해안권, 백두대간권, 통일,
동북아, 탄광지역, 독도 등 초지역, 범국가지역, 낙후지역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프라 확충 등 신규 개발보다는 정비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7] 차별화론(적극적 개편)과 현실화론(소극적 개편)
차별화(외부요인)

현실화(내부요인)

￮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차별화
-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주요 내용 반영
￮ 조정 및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 각 부문계획, 하위계획, 지역계획 조정 및
시스템 통합자 역할, 상위적 관리체계 확보

￮ 초지역, 범국가지역, 낙후지역 등 포함
- 대도시권, 동서남해안권, 백두대간권, 통일, 동
북아, 탄광지역, 독도 등
￮ 신규 개발보다는 정비 방향

자료: 본 연구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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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공간구상
국토기본법 제3조 제2항에는 “균형발전의 단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
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로 명시되어
있다. 균형발전의 단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경쟁․대결
구도가 아직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의미 없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59.6%)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40.4%)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안으
로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타당한 공간단위로는 도시권(대도시권, 중도시권, 소도시권)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표 8] 수도권과 비수도권 틀 유지론과 개편론의 근거
유지론

개편론

∙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 유지
- 혁신도시, 기업도시 진행 중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가 있고, 향후에
도 성장격차 예상

∙ 국토균형발전의 공간단위로서의 의미 퇴색
-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
방 기 이전

∙ 수도권 집적경제 확산 효과 미흡
- 수도권 규제완화 시 수도권으로의 역류효과 발생
가능성 존재

∙ 이촌향도 시대 종료
-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안정화
- GRDP, 중추기능 등 수도권 집중도 완화
∙ 이분법적 구도로 지역의 개성과 창의성 상실
- 제조업이 발전된 비수도권이 수도권 모방 시 창
의성 상실로 국가제조업 붕괴 우려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역발전대책 부재

∙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지역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

∙ 국토균형발전의 저해

∙ 규제를 통한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부작용
-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필요

∙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 상황
- 국토면적의 12%, 인구의 48% 거주

자료: 본 연구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이처럼 국토공간구상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개편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 관련계획, 관련지역에 미칠 영향을 좀
더 다각도로 검토 후 장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경쟁력․균형․삶의
질 단위로서 도시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국토기본법 제3조제2항에 도시권을 포함하는
소극적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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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 계획과의 관계
(1) 타 법 및 계획과의 상호관계
국토기본법 제7조제1항에는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상호관계만 명시
되어 있다. 국토기본법상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물론 국토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기본법외 다양한 비법정계획, 공약사업들과의 관계가 미 정립되어 있다. 국토종합계획과
다양한 계획 및 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적극적 대응론이 지배적이다.
[표 9]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및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구분

현실 인정론(소극적 대응론) (명, %)

현실 타파론(적극적 대응론) (명, %)

27
(17.9)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
소관부처, 조직, 법의 목적, 계획간
수정을 통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124
(82.1)

국토종합계획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부문 및 지역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48
(31.8)

국토종합계획은 다양한 부문 및 지역
계획의 종합화 역할을 한다

103
(68.2)

3) 비 법정계획
과의 관계

다양한 예측, 전망, 비전 등은 비 법정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57
(37.8)

다양한 예측, 전망, 비전 등은 검토를
거쳐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시스
템을 구축한다

94
(62.3)

4) 공약(국가적)
사업과의 관계

국토공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
가적 공약 사업들은 정책적 판단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58
(38.4)

국토공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
가적 사업들은 정책적 판단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종
합계획에 반영한다

93
(61.6)

1)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의 관계

상황 변화시 수정가능하나 현실적으
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
본법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다양한 부문․
지역계획과의
관계

자료: 본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과의 관계정립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지침계획(20년)을 고려하여 작
성하고 국토종합계획 중기전략계획(5년)은 이들을 반영하여 관련 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국토종합계획 지침편은 20년이고 국토종합계획 중기전략계획(5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2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림 5]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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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기준연도와 목표연도가 일치
되도록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정합성 제고를 추진중이다. 예컨대, 2015년 수립하고 있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
로 연장하여 2016~2035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의 기준연
도인 2021년에 맞추어 환경부장관이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의 수정계획
(2021~2040)을 수립함으로써 최초로 연동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계획 수립이전에 비법정계획으로서 각종 구상, 비전, 전망 작업을 선행하여 추진하고
이를 법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년의 국토계획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프랑스는 2020 프랑스 장기구상 마련 후 20년
계획기간의 공공서비스계획을 수립했다. 일본 역시 국토그랜드 디자인 2050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신정부 출범이전에 국토장기발전
구상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 공약사업들이 발굴되도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신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 5년 중기전략계획에 반영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국토종합계획과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5) 실천력
(1) 국토기본법과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국토기본법에서는 장기․지침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이중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 제18조 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
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가 그것이다. 더불어 제18조 제2항 추진실적서 작성 제출, 제18조 제3항 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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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평가와 그 결과 반영, 제22조의 재정상의 조치 등이 실천과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이 위상이 저하된 원인중 하나가 실천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국토종합계획은 실천력․추진력을 가져야하는지? 가이드라인․지침계획이어야 하
는지에 대한 입장정리와 설득이 필요하다. 전문가조사결과 가이드라인․지침계획(48.8%),
가이드라인․지침계획이면서 실천력․추진력을 갖는 계획(46.3%)으로 나타나 국토기본법에서
처럼 이중성 유지가 가능하다.
[표 10] 국토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 계획론과 실천계획론
가이드라인․지침 계획

실천 계획

∙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 법 제22조에 재정상의 조치 규정이 있음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없음

∙ 20년 단위의 계획

∙ 실천계획 수립, 실적서 제출 의무화

∙ 하위계획․부문계획과의 차별화

∙ 성과의 정기적 평가와 그 결과 반영

자료: 본 연구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2) 실천력 강화
국토종합계획이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의 이행과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성과의 정기적 평가 및 반영, 부문 및 하위계획간의 정합성 확보, 재원마련
근거 규정이 국토기본법상에 있으므로 실천되지 않는 부분의 이행이 필요하다. 후자와 관련해
서는 제19조 5년 정비계획의 의무조항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재원마련 부문에서 시행령
마련 등이 필요하다.
[그림 7]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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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종합계획 관련 법률정비 및 관계정립
1) 국토기본법 정비
국토기본법의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제9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등
각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7조제3항은 20년 장기발전계획과 5년 중기전략계획
의 이중적 접근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은 초지역, 초부문,
관리․재생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제18조는 실천계획을 5년 중기전략
계획으로 수정하고 5년 성과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plan-do-see-feedback 시스템
마련, 제22조 재정상의 조치에서는 재원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1]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따른 법조문 개정방안
국토기본법

검토내용

제2조

국토관리 이념

제3조제2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정방안
∙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관계정립
∙ 절대적 개편론, 선진국동향, 관련법, 관련지역에 미칠 영향
다각적 검토 후 개편
∙ 전국을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농산어촌권으로 권역을 구
분하여 기능 분담

제6조제2항제1호

국토종합계획의 명칭

∙ 법안 명칭 유지

제7조 제1항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 각 부문계획간‧지역계획간 연계‧조정‧종합 역할

제7조제3항

20년 단위 계획 수립

∙ 20년 장기발전계획과 정권에 연동한 5년의 전략계획의 이
중적 접근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대폭 개정

제10조
제4항~제10항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지역산업 육성, 기간시설 확충·관리·재생, 국토자원의 이
용 및 관리, 생활인프라, 방재 등

제10조제5항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

지하공간에 관한 사항

∙ 관리, 재생 포함
∙ 검토
∙
∙
∙
∙

제18조 수정
5년 전략계획, 정책계획
5년 정책계획 성과평가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제18조

실천계획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19조~제20조

국토계획평가

∙ 구속력 있는 조치 규정 마련
∙ 국토계획평가가 차기 계획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 예산, 재원 규정 마련

∙ 5년마다 중기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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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률과의 관계정립
국토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및 법률 중 환경정책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
법을 중심으로 우선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와 관련된 대상계획은
국가차원에서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계획 등으로 국토․환경계
획 연동제 도입을 위해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각각 계획의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토종합계획보다 관심과 영향력이 더 높은 실정이나 법과 계획의 명칭 및 포괄범위가
상이하므로 법과 계획 명칭의 일치가 필요하다. 국토기본법은 목적과 이념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다 상위에 있으나 예산확보, 관련시책, 조직,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다 약하다.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계획이 대상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지역 간 균형 차원의 시‧도 계획 성격이
강하다.
[표 12]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구분
소관부처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목적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
상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본이념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

공간단위

수도권‧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
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구, 경제
협력권, 지역생활권

별도 조항이 없음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함

계획간의 관계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
획과 조화를 이루어야함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함

내용

국토와 관련된 내용으로 타기관의 참
여가 용이하지 않음

제3장에서 산업,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국
토교통 등 각 부처의 지역발전관련 핵심업무를
제시하여 참여 의무화

조직

제5장 제26조~제28조 국토정책위원
회 구성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지역발전지
원단 등 실무조직 설치

재정

제 22조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제30조~48조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설
치

타 계획과의 관계

하위계획수립은 의무조항, 부문별 계획
수립의 자율조항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발
전계획 수립의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와의 관계

특별한 조항이 없음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
산편성 의무화

국가‧ 지자체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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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5개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해
서는 국토종합계획의 5년 중기전략계획편에 반영하여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공공서비스계획의 내용은 계획계약에서 우선적 고려대상이고, 공공서비스계획에 누락된
계획계약 내용은 차기 공공서비스계획에 반영하는 연계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국가균형특
별법에 의한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지역 간 균형차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프랑스의 계획계약과
같이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법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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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변필성 국토계획평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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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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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 김동근 책임연구원ㆍ차은혜 연구원ㆍ이효란 연구원
본 자료는 2015년도 국토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1. 지방중소도시 발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국 시급도시 중 비수도권 소재 중소도시(인구 50만 미만의 시급도시)의 대다수가 인구변
화, 고령화, 재정력, 소득, 일자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다.
[표 1] 지방중소도시 현황
구분
지방중소도시
평균(43개)
전국중소도시
평균(62개)
전국시급도시
평균(77개)
전국 160개
시‧군 평균

연평균
주민등록인구
변화율
2000∼2013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
2000∼2013년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
2012∼2014년

지방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
2011∼2013년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
2000∼2010년

-0.08%

6.50%p

0.296

302.6억 원

0.78%

0.62%

5.84%p

0.419

309.0억 원

1.51%

0.93%

5.41%p

0.506

507.6억 원

1.72%

0.0002%
(0.53%)

7.71%p
(5.19%p)

0.332

278.8억 원

0.54%
(1.86%)

주: 1) 시급도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키지 않음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국 값임

지방중소도시는 그동안 실질적인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특히
제2차 계획(1982~1991) 및 수정계획(1987~1991) 등은 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전략
하에 지방중소도시를 도시체계와 중심지체계상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였다. 지역․도시 분야 주요 정책 및 사업,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어
온 지역발전특별회계(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은
사실상 대도시와 농산어촌(또는 낙후지역)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정연우․이삼수 2009).
그리고 2014년부터 시작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지방중소도시와 다른 시‧군 간의 연계협력
은 강조하지만, 연계협력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전국 또는 광역단위 도시체계 내 중소도시
위상을 고려하지 못했다. 게다가 연계․협력의 제 측면인 교통인프라‧서비스, 기능적 상호보완,
공통으로 인지되는 지역정체성, 공동의 조직역량 등도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방중소도시의 발전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도시체계 속에서 다른 도시와 영향을 주거나 받으며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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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방중소도시 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도시체계 내 위상은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거하는 관계적 속성이지만 일자리 수, 인구 등 내부속성과 결합했을 때 도시 중요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할 수 있다. 도시체계, 도시네트워크 등에 관한 선행연구(Rimmer
1996; Neal 2011a; Meijers 2007)에서도 도시의 중요도 또는 기능을 인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고,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지방중소도시 발전방향이 내부속성보다는 오히려 관계적 속성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도시체계 내 위상 고찰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경제 저성장이라는 상황에서는 내부속성
(node attributes; 특히 인구, 고령화율, 일자리 수 등)을 향상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지방중소도시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도시체계에서의 위상(또는
중심성)을 올리거나,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된(geographically networked)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을 제고시켜야 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을 추구해야 한다. ‘구조적
이점 가설(structural advantage hypothesis)’에 따르면, 도시체계 내 위상이 높은 도시는
정보 접근성 우위와 정보 통제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 다양성 및 상호보완성의
토대 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기회를 얻게 된다(Neal 2011b).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이
높은 도시만이 구조적 이점 가설에서 강조하는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해당 도시에 지리적으
로 연결된 도시도 공간적 스필오버와 외부효과를 통해 그러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시체계 내 위상, 중심성 등 관계적 속성에 근간을 두는 지방중소도시 발전은 그
속성의 기저에 있는 흐름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연계협력, 임계규모(critical mass) 달성,
도시 간 공유재로서 생산‧이용되는 네트워크 유지‧관리 등을 지향한다.
이러한 제반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도시체계 내 위상 등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지방중소도시
발전방향, 정책적 지향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중소도시를 정의하고, 현황을 고찰하였
으며, 도시체계 내 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특히 관계적
속성, 그리고 중소도시 발전을 둘러싼 제반 가치(삶의 질, 생산성, 최소보장, 장소의 효용,
공간상의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도시 간의 연계협력을 논의하였다.

2) 용어정의
먼저 도시의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ies)’은 도시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지칭하는데,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도 개념적으로 포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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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도시체계’는 전국 또는 광역단위에서 일군의 도시 간에 발생하는 흐름 및 상호작용
(예: 승용차, 버스, 철도 등을 이용하는 여객통행 흐름)으로 구성되는 연결체계를 의미한다.
셋째, 도시의 ‘내부속성(node attributes)’은 도시내부의 상주인구, 일자리 수, 고령인구
비율 등을 포괄하며, 관계적 속성과 대체로 무관하지 않다. 넷째,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도시발전’은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거하는 연계협력을 통해, 임계규모를 달성하고
도시 간 공유재로서 네트워크의 효과적 생산‧이용을 가능케 하여 도시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의미한다.

2. 지방중소도시의 실태
1) 지방중소도시 정의
지방중소도시를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인구가 50만 미만(2013년 현재)이
면서 ‘지방자치법’ 제7조의 시(市)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소재 시급도시’라고 조작적
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에서 인구 기준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이다.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지방자치법 제7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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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의에 따라 일차적으로 42개 시급도시를 지방중소도시로 설정하되, ‘태백시’를
추가하여 총 43개 시급도시를 지방중소도시라고 설정하였다. ‘태백시’는 인구가 5만 미만이지
만, 시 설치 당시 인구가 5만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도시에 포함시켰다.
[표 2] 도별 중소도시 및 시급도시
구분
충청북도
(2)
충청남도
(7)

지방중소도시
(43개)

구분

인구 50만 이상
(15개)

충청북도
청주시
(1)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1)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포항시
(9)
(1)
영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6)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2)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전라북도
전주시
(5)
익산시, 정읍시
(1)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화성시, 안양시,
(5)
순천시, 여수시
안산시, 부천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7)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28)
고양시, 수원시,
제주특별자치도
남양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2)

수도권중소도시
(19개)

제천시, 충주시

과천시, 여주시, 하남시, 포천
시, 의왕시, 안성시, 구리시,
양주시, 광주시, 김포시, 광명
시, 시흥시, 오산시, 이천시,
군포시, 평택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주: 시급도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키지 않음

2) 지방중소도시 현황
지방중소도시 중 대다수에서는 전국중소도시와 수도권중소도시에 비해 인구가 감소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고령화 수준도 높고, 재정력, 지방소득세 총액, 일자리 수
변화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수도권중소도시에 비해 지방중소도시는 인구, 일자리
수 등 지방중소도시 자체의 내부속성을 향상시키기는 쉽지 않으므로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
으로 구성되는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관계적 속성,
즉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또는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위상)을 높이거나,
그에 따른 편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간의 연계협력, 임계규모 달성, 공유재로서의 네트워크
생산‧이용 및 유지‧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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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중소도시 현황: 전국 및 수도권 중소도시와의 비교
구분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
국인 합계 변화율

전국

전국 시․군
(160개) 평균

수도권중소도시
(19개) 평균

지방중소도시
(43개) 평균

전국중소도시
(62개) 평균

0.64%

0.11%

2.35%

0.01%

0.73%

0.53%

0.0002%

2.20%

-0.08%

0.62%

185.24

205.31

(2000∼2013년, 연평균)

주민등록인구 변화율
인
구

(2000∼2013년, 연평균)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
국인 합계

181.29

250.74

(2013년, 천인)

주민등록인구

177.61

243.73

182.22

201.07

5.19%p

7.71%p

4.34%p

6.50%p

5.84%p

12.22%

19.48%

10.96%

16.33%

14.68%

-7.56%p

-8.38%p

-8.35%p

-8.48%p

-8.44%p

28.56%

23.50%

28.56%

24.84%

25.98%

0.332

0.683

0.296

0.419

22.56%

42.10%

22.13%

28.45%

278.78

323.30

302.64

308.97

121.86

141.14

142.69

142.21

1.54%

1.33%

3.47%

1.21%

1.90%

2.67%

2.44%

3.99%

2.41%

2.89%

71.48

91.71

80.66

84.05

0.54%

3.18%

0.78%

1.51%

(2013년, 천인)

65세 이상 비율 변화량
(2000∼2013년)

고
령
화

65세 이상 비율
(2013년)

20∼39세 비율 변화량
(2000∼2013년)

20∼39세 비율
(2013년)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
재
정

(2012∼2014년)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
(2012∼2014년)

지방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
소
득

(2011∼2013년, 억원)

주민등록인구 대비 지방
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
(2011∼2013년, 천원)

사
업
체
일
자
리

사업체 수 변화율
(2000∼2013년, 연평균)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율
(2000∼2013년, 연평균)

근무취업인구
(2010년, 천인)

근무취업인구 변화율
(2000∼2010년, 연평균)

1.86%

주: 1) 160개 시․군은 행정시 그리고 광역시의 군을 포함함.
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외국인, 인구주택 총조사의 근무취업인구,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그리고 재정고(lofin.mospa.go.kr)와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각각의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세통계연감 및 지방세정연감의 지방소득세를 가공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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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구변화, 고령화 및 청년층 비율 변화

주: 시급도시(중소도시 제외)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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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정력

주: 시급도시(중소도시 제외)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포함하지 않음.

[그림 3] 지방소득세

주: 시급도시(중소도시 제외)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포함하지 않음.

세션 1: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

39

[그림 4]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주: 시급도시(중소도시 제외)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포함하지 않음.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미래 선도·국민 중심의 국토정책 어젠다

40

[그림 5] 근무취업인구

주: 시급도시(중소도시 제외)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포함하지 않음.

3. 도시체계에서의 지방중소도시 위상 분석
1) 도시체계 내 위상 분석 방법
도시체계는 일군의 도시들이 국가 단위 또는 그 하부지역 단위에서 “인구, 물자, 정보의
흐름을 통해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연결체계로서(이양재 1992: 30; 이옥희 1990),
도시 간의 흐름 및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도시의 인구, 일자리 수, 산업 등 도시의 내부속성은
“도시체계 내 다른 도시들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되므로(이양재 1992:
30), 도시체계와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에 대한 분석이 공간정책에서도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도시체계에서의 지방중소도시 위상을 도시체계 분석 및 사회연결망 분석의
틀 내에서 파악하기 위해 ① ‘중심성지수’ 및 ‘영향력지수’, ② ‘지배력지수’, ③ ‘네트워크
제약’ 등을 사용하였다. 첫째, 중심성지수는 특정 도시가 다른 도시로부터 유입흐름을 끌어들임
으로써 갖게 되는 도시체계 내 위상을 계량화한 것이다. 그리고 영향력지수는 중심성지수를
단순화시켜 특정 도시가 다른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산출함으로써 도시의 위상을
세션 1: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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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료하게 나타낸다. 둘째, 지배력지수와 네트워크 제약은 각각 도시의 위상을 해당
도시가 도시체계 내 총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도시(또는 그에 준하는 도시)로부터의
영향권에 속하는 정도 또는 자체 영향권에 다른 도시를 포함시키는 정도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셋째,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와 인구 및 일자리 수 간 상관관계도 분석함으로써 도시의
중요도를 내부속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관계적 속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관계적 속성에 기초한 도시발전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도시체계 내 위상의 기저에 있는 도시 간의 흐름 및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교통DB
의 전국 지역 간 목적별 여객통행 OD자료(2005년 기준과 2012년 기준)를 가공하여 분석에
사용하되, 세부목적별 통행량의 합계인 총 목적통행량을 사용하였다. 총 목적통행량은 통근,
통학, 업무, 쇼핑, 여가‧친교‧오락, 귀가 등 세부목적 통행을 포괄하는데, 이것은 도시, 특히
중심성 높은 도시가 통근통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 통행의 목적지가 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Veneri 2013). 공간단위는 지자체 단위인 시(특별시, 광역시 및 광역시 구부(區部),
특별자치시 포함)와 군(광역시의 군 포함)으로 설정하여 전국 168×168 OD 행렬을 만들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행수단은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해운을 포함하며, 통행량의 단위는
‘사람통행/일’이다.
[그림 6] 도시체계에서의 지방중소도시 위상 분석 및 관련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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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및 시사점
지배력지수,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네트워크 제약을 사용하여 도시체계 내 지방중소도시
위상을 분석한 결과, 지방중소도시는 도시 간의 흐름 및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도시체계
속에서 차별적인 위상(또는 중요도)을 가진다.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평균은
전국중소도시와 수도권중소도시 각각의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지배력지수 평균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도시체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정도로 대규모의 유입흐름을 끌어들이는,
즉 지배력지수 값이 큰 지방중소도시가 존재하고, 그렇지 못한 도시도 존재한다. 어떤 지방중소
도시는 주변의 다른 도시로부터 상당한 비중의 흐름을 끌어들임으로써 주변 도시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갖게 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중소도시도 있다. 대도시를 비롯하여 다른 도시로부터 네트워크 제약을 받아 해당 도시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는 지방중소도시가 있고, 반대로 다른 도시에의 네트워크 제약을 통해
해당 도시를 자체 영향권에 포함하는 지방중소도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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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중소도시의 지배력지수(2005년, 2012년)
2005년
지배력
지배력
대비
지수
지수
2012년
(2005년) (2012년)
비율

도시

도시

2005년
지배력
지배력
대비
지수
지수
2012년
(2005년) (2012년)
비율

전국 168개 지역 평균

0.96

1.04 107.8% 안동시

0.48

0.32

66.0%

전국중소도시(62개) 평균

0.63

0.74 118.2% 영주시

0.31

0.24

77.4%

지방중소도시(43개) 평균

0.41

0.48 115.6% 영천시

0.30

0.27

92.0%

수도권중소도시(19개) 평균

1.11

1.33 120.4% 광양시

0.30

0.26

89.1%

시급도시(중소도시 제외,15개) 평균

2.85

3.42 119.9% 나주시

0.47

0.36

77.7%

특별시 및 광역시(구부) 평균

9.29

8.45

91.0% 목포시

0.50

0.71 142.6%

강릉시

0.45

0.35

79.0% 순천시

0.61

0.71 116.0%

동해시

0.31

0.22

70.6% 여수시

0.52

0.28

53.6%

삼척시

0.19

0.20 105.2% 군산시

0.51

0.49

96.3%

속초시

0.19

0.28 149.3% 김제시

0.34

0.58 169.5%

원주시

0.55

0.57 103.6% 남원시

0.30

0.19

춘천시

0.45

0.59 131.7% 익산시

0.77

0.88 114.9%

태백시

0.25

0.15

0.38

0.23

거제시

0.16

0.30 192.6% 서귀포시

0.01

0.17 1957.4%

밀양시

0.24

0.30 125.3% 제주시

0.09

0.20 218.7%

사천시

0.24

0.42 178.2% 계룡시

0.34

0.21

양산시

0.83

1.51 181.9% 공주시

0.44

0.49 110.6%

진주시

0.79

0.77

98.5% 논산시

0.41

0.49 120.8%

통영시

0.24

0.37 156.6% 당진시

0.25

0.44 175.5%

경산시

1.16

1.75 151.0% 보령시

0.27

0.22

경주시

0.81

1.08 132.3% 서산시

0.29

0.42 143.4%

구미시

0.94

1.32 140.2% 아산시

0.65

0.79 121.8%

김천시

0.32

0.30

93.1% 제천시

0.25

0.30 119.6%

문경시

0.23

0.20

87.2% 충주시

0.35

0.34

상주시

0.28

0.24

84.0%

59.1%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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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60.8%

62.5%

79.4%

99.1%

[표 5] 지방중소도시의 영향력지수(2005년, 2012년)
2005년
영향력
영향력
대비
지수
지수
2012년
(2005년) (2012년)
비율

도시

도시

2005년
영향력
영향력
대비
지수
지수
2012년
(2012년) (2005년)
비율

전국 168개 지역 평균

1.00

1.00 100.0%

안동시

2.05

1.96

전국중소도시(62개) 평균

0.92

0.94 101.6%

영주시

1.18

1.32 111.2%

지방중소도시(43개) 평균

1.06

1.08 101.4%

영천시

0.35

0.24

66.7%

수도권중소도시(19개) 평균

0.61

0.63 102.7%

광양시

0.68

0.59

86.3%

시급도시(중소도시 제외,15개) 평균

1.89

1.98 105.0%

나주시

1.18

0.46

39.2%

특별시 및 광역시(구부) 평균

7.62

7.00

91.9%

목포시

2.68

3.01 112.0%

강릉시

1.72

1.39

80.8%

순천시

1.77

2.65 149.8%

동해시

1.28

0.96

74.4%

여수시

1.56

0.57

삼척시

0.79

0.92 116.2%

군산시

0.86

1.24 143.8%

속초시

1.25

1.42 113.7%

김제시

0.49

1.08 220.7%

원주시

1.49

1.88 126.6%

남원시

0.84

0.78

춘천시

1.98

2.45 123.6%

익산시

1.46

1.65 112.9%

태백시

1.14

0.61

정읍시

0.72

0.66

91.9%

거제시

0.44

0.65 147.3% 서귀포시

0.79

0.65

83.2%

밀양시

0.32

0.31

98.3%

제주시

1.11

0.83

75.1%

사천시

0.65

0.86 130.9%

계룡시

0.36

0.24

68.4%

양산시

0.38

0.79 209.0%

공주시

0.67

0.74 111.1%

진주시

3.72

2.75

73.7%

논산시

0.65

0.88 135.9%

통영시

0.82

1.03 125.7%

당진시

0.40

0.67 167.1%

경산시

1.17

1.28 109.6%

보령시

0.60

0.45

경주시

1.22

1.16

94.5%

서산시

0.62

1.02 163.9%

구미시

1.75

1.80 102.8%

아산시

0.58

0.58 101.0%

김천시

0.57

0.35

60.5%

제천시

1.04

1.15 110.1%

문경시

0.77

0.75

96.9%

충주시

0.81

0.66

상주시

0.69

0.83 119.1%

53.2%

95.8%

36.3%

92.5%

74.7%

82.1%

도시체계 속에서 개별 지방중소도시는 차별적인 위상 또는 중요도를 가짐과 동시에,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발전을 위해 다른 도시(또는 지역)와의 연계협력(계층적 기능분담,
수평적 상호보완 등)의 여건 및 가능성에 직면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구(또는 일자리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는 의미 있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주변 도시(또는 지역)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방중소도시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미래 선도·국민 중심의 국토정책 어젠다

46

[그림 7] 영향력지수와 인구의 상관관계

‘영향력지수와 인구’ 간의 상관관계
전국 160개 시‧군
0.686**
전국중소도시(62개)
0.338**
지방중소도시(43개)
0.490**
주: 1)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외국인등록 통계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임.
2) 상관계수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임.
3)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양측검정).

[그림 8] 영향력지수와 일자리 수의 상관관계

‘영향력지수와 일자리 수’ 간의 상관관계
전국 160개 시‧군
0.698**
전국중소도시(62개)
0.315*
지방중소도시(43개)
0.360*
주: 1) 일자리 수는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의 근무취업인구임.
2) 상관계수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임.
3)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양측검정);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양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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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영향력지수와 인구 변화의 상관관계

구분
‘영향력지수와 인구 변화’ 간의 상관관계
전국 160개 시‧군
0.276**
전국중소도시(62개)
-0.175
지방중소도시(43개)
0.038
주: 1)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외국인등록 통계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임.
2) 상관계수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임.
3)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양측검정).

[그림 10] 영향력지수와 일자리 수 변화의 상관관계

구분
‘영향력지수와 일자리 수 변화’ 간의 상관관계
전국 160개 시‧군
0.283**
전국중소도시(62개)
-0.193
지방중소도시(43개)
-0.021
주: 1) 일자리 수는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의 근무취업인구임.
2) 상관계수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임.
3)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양측검정);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양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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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지수에서와는 달리,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평균이 전국중소도시와
수도권중소도시보다 높다는 점도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발전과 그것을 위한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조적 이점 가설에서 함의하는 바와 같이,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
속에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 또는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편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른
도시(또는 지역)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 또는 삶의 질의 유지‧향상을
가능케 하는 임계규모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임계규모는 이미 전개되어
온 도시 간의 흐름 및 상호작용 활성화를 전제로 하며, 그러한 활성화 속에서 활용가치를
갖게 되는데, ‘도시 상호 간에 상주인구 규모 또는 일자리 수를 차용하는 효과(borrowed
size)’를 실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중소도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중소도시에
비해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일자리 수 변화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체
인구 또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4.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
1) 도시체계 내 위상에 따른 유형화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에 의한 지방중소도시 유형분류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분류되는
지방중소도시의 계층적 속성(대도시로부터의 영향, 중소도시 간의 상호 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제약도 함께 사용하여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에 따른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지배력지수 및 영향력지수 각각의 기준 값을 근거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지배력지수와 영향력지수가 모두 1 이하’와 ‘그 이외’, 즉 2개 그룹으로 압축할
수 있다. 지배력지수와 영향력지수의 기준 값은 2012년 전국 168개 지역의 평균이 각각
1.04(지배력지수 평균)이고 1(영향력지수 평균)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지방중소도시가 ‘전국적 수준에서 대도시로부터 네트워크 제약을 받는지 여부’와 ‘특정
시․군(대도시 포함)에 네트워크 제약을 더 많이 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대도시가 전국적 또는 광역적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중소도시는 비교적 주변 시․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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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제약을 토대로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를 수행하되,
부차적으로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기준 값을 사용하여 유형 내 세분화를 통해 유형 간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중소도시를 유형 1∼4로 분류하였다. 네트워크 제약에 따른
4개 그룹과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에 따른 2개 그룹을 교차시키면, 전자의 4개 그룹이
사실상 후자의 2개 그룹 간에 나타나는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값 범위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유형 1’은 대도시 영향권 내 이차중심도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도시 영향권 내 부심형’이
라고 명명하였고, ‘유형 2’는 대도시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변배후지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대도시 영향권 내 주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 3’의 도시는 대도시 영향권 외의 지역중심도
시로서 특정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에 네트워크 제약을 가하므로, ‘대도시 영향권 외 중심형’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4’는 대도시 영향권 외 중소도시로서 유형 4 중 일부는 지역중심도시(유형
3)의 영향권 내에 있고 다른 일부는 유형 3의 영향권 외에 있으므로 ‘대도시 영향권 외
주변형 또는 독립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1]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유형 1과 2>

<유형 3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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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지수 1 이하 그리고
영향력지수 1 이하

구분

지배력지수 1 초과 또는
영향력지수 1 초과

<유형 1>
8개 도시

대도시 영향권 내
부심형

논산, 남원

<유형 2>
10개 도시

대도시 영향권 내
주변형

충주, 아산, 계룡, 공주, 정읍, 나주,
김제
김천, 영천, 밀양

<유형 3>
13개 도시

대도시 영향권 외
중심형

거제

<유형 4>
12개 도시

춘천, 익산, 구미, 경주, 경산, 양산

강릉, 원주, 속초, 제천, 서산, 군산,
목포, 순천, 안동, 영주, 진주, 통영

대도시 영향권 외 동해, 삼척, 태백, 당진, 보령, 여수,
주변형 또는 독립형 광양, 문경, 상주, 사천,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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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방중소도시 유형 1과 2: 대도시 영향권

주: 유형 1은 ‘대도시 영향권 내 부심형’, 유형 2는 ‘대도시 영향권 내 주변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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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방중소도시 유형 3과 4: 중소도시 네트워크

주: 1) 유형 3은 ‘대도시 영향권 외 중심형’, 유형 4는 ‘대도시 영향권 외 주변형 또는 독립형’임
2) 유형 3과 4의 일부 도시가 특정 대도시로부터 네트워크 제약을 받지만(제약지수 값은 5% 이상
10% 미만), 대도시로부터의 네트워크 제약 지수 값의 전국 합계는 10% 미만임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내부특성 고찰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및 일자리, 고령화 및 청년층 비율, 산업, 재정력 및 소득을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 일자리 수, 지방소득세, 산업 등 내부속성 요건을 설정하고 적용함으로써,
지방중소도시를 ‘제조업 근간의 지역경제발전 거점’, ‘소비 및 공공‧복지 서비스공급 중심지’,
세션 1: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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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도시’1)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해당 유형분류를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유형
간의 교차를 통해 도시체계 내 위상에 따른 유형별 내부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6] 지역경제발전 거점 및 서비스공급 중심지 요건 설정
구분

요건

요건 충족 도시

[요건 1]
∙ ‘제조업 LQ’(2010년 전국 대비 근무취업인구 비중)가 1을 넘고 ‘제조업
근무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연평균)이 0%를 초과함
∙ 동시에, ‘인구’(주민등록인구 및 체류외국인 합계)가 2000∼2013년에
성장했거나, 또는 ‘일자리 수’(총 근무취업인구)가 2000∼2010년에 성
장함

유형 1

경주, 구미,
양산, 경산

유형 2

아산

유형 3

거제, 통영, 군산

유형 4

사천, 광양, 당진

유형 1

경주, 구미, 양산

유형 2
유형 3

아산
거제, 군산

유형 4

광양, 당진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서산

유형 4

여수

[요건 1]
∙ ‘서비스업(1)과 (3) 각각의 LQ’(2010년 전국 대비 근무취업인구 비중에
근거)가 모두 1을 넘음
∙ 동시에, ‘서비스업(1) 일부, 서비스업(2) 일부, 서비스업(3) 중 최소 두
개 부문’에서 ‘근무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연평균)이 0%를
초과함

유형 1

춘천

유형 2

-

유형 3

강릉, 원주, 진주,
목포, 순천

유형 4

태백, 제주

[요건 2]

유형 1

춘천

[요건 2]
∙ ‘제조업 LQ’(2010년 전국 대비 근무취업인구 비중)가 1을 넘고 ‘제조업
근무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연평균)이 0%를 초과함
제조업
∙
동시에,
‘지방소득세 총액’(2011∼2013년 3개년 평균)이 지방중소도시
근간의
평균을
상회함
경제발전

거점

[요건 3]
∙ ‘제조업 LQ’(2010년 전국 대비 근무취업인구 비중)가 1 미만이지만 0.9
를 넘음
∙ 동시에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함
① ‘제조업 근무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연평균)이 0%를 초과함
② ‘인구’(주민등록인구 및 체류외국인 합계)가 2000∼2013년에 성장했거
나, 또는 ‘일자리 수’(총 근무취업인구)가 2000∼2010년에 성장함
③ ‘지방소득세 총액’(2011∼2013년 3개년 평균)이 지방중소도시 평균을
상회함

소비 및 ∙ ‘서비스업(1)과 (3) 각각의 LQ’(2010년 전국 대비 근무취업인구 비중에 유형 2
공공‧복지
근거)가 모두 1을 넘음
강릉, 원주, 진주,
서비스 ∙ 동시에, ‘인구’(주민등록인구 및 체류외국인 합계)가 2000∼2013년에 유형 3 목포, 순천, 제천
성장했거나, 또는 ‘일자리 수’(총 근무취업인구)가 2000∼2010년에 성
공급
유형 4
동해, 제주
장함
중심지
[요건 3]
∙ ‘서비스업(1)과 (3) 중 하나’에서만 ‘LQ’가 1을 넘고 ‘서비스업 (1)∼(3)
중 하나 이상’에서 ‘LQ’가 1 미만이지만 0.9를 초과함
∙ 동시에, ‘서비스업(1) 일부, 서비스업(2) 일부, 서비스업(3) 중 최소 두 개 부
문’에서 ‘근무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연평균)이 0%를 초과함
∙ 그리고 ‘인구’(주민등록인구 및 체류외국인 합계)가 2000∼2013년에 성장
했거나, 또는 ‘일자리 수’(총 근무취업인구)가 2000∼2010년에 성장함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군산

유형 4

-

1) 기타 중소도시는 제조업 근간의 지역경제발전 거점, 소비 및 공공‧복지 서비스공급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상대적으
로 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경제발전 거점 또는 서비스공급 중심지로서 기능하지 않거나 못함을 의미하
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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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간의 경제발전 거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13개 도시 중 8개 도시가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4개 유형 중 1(‘대도시 영향권 내 부심형’)과 3(‘대도시 영향권 외 중심형’)에
균등하게 분포한다. ‘소비 및 공공‧복지 서비스공급 중심지’로 분류될 수 있는 10개 도시
중 7개 도시가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유형 중 1과 3에 포함된다. ‘기타 중소도시’로
분류될 수 있는 나머지 20개 도시는 유형 1∼4 각각에 포함되는데, 유형 2(‘대도시 영향권
내 주변형’)에 상대적으로 집중된다(20개 도시 중 9개 도시).
[표 7] 지방중소도시 유형(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내 도시내부속성에 따른 분류
구분

도시내부속성에 따른 분류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지배력지수 1
그리고
<유형 1>
대도시 영향권 내 영향력지수 1
부심형
지배력지수 1
(8개 도시)
또는
영향력지수 1

<제조업 근간의
지역경제발전 거점>
13개 도시

<소비 및 공공‧복지
서비스공급 중심지>
10개 도시

<기타 중소도시>
20개 도시

-

-

논산, 남원▽

구미*★‡, 경주*★,
경산★‡, 양산*★‡

춘천★‡

익산

이하
이하
초과
초과

충주★, 계룡★‡,
지배력지수 1 이하
공주★, 정읍▽,
아산*★‡
그리고
<유형 2>
나주▽, 영천*▽,
대도시 영향권 내 영향력지수 1 이하
김천*, 밀양*▽
주변형
지배력지수
1
초과
(10개 도시)
또는
김제*▽
영향력지수 1 초과
지배력지수 1 이하
거제*★‡
그리고
<유형 3>
대도시 영향권 외 영향력지수 1 이하
중심형
지배력지수 1 초과
강릉★, 원주★‡◎,
서산*★‡, 군산★‡,
(13개 도시)
또는
제천★, 목포★, 속초, 안동, 영주*▽
통영*★‡
영향력지수 1 초과
순천★‡, 진주★
삼척★▽, 보령*★,
지배력지수 1 이하
당진*★‡, 광양*★‡, 동해★, 태백▽,
<유형 4>
문경▽, 상주*▽,
그리고
제주★‡◎
대도시 영향권 외 영향력지수 1 이하 여수*★, 사천*★‡
서귀포*★
주변형 또는
지배력지수
1
초과
독립형
또는
(12개 도시)
영향력지수 1 초과
주: 1)
2)
3)
4)

*는 서비스업(1), (2), (3)에서 모두 근무취업인구 비중이 전국비중 이하임, 즉 LQ가 1 이하임.
★는 2000∼2010년에 근무취업인구, 즉 일자리 수가 증가함.
‡는 2000∼2013년에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 합계가 증가함.
◎는 서비스공급 중심지 중 인구(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 합계)와 일자리 수(총 근무취업인구)가 모
두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총액이 지방중소도시 평균을 상회함.
5) ▽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014년에 지정된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됨. 43개
지방중소도시 중 11개 도시가 성장촉진지역에 해당되는데, 도시내부속성에 따른 위상 중 ‘기타’에 10개
도시(‘태백’ 제외)가 포함됨.
6) ‘군산’은 제조업 근간의 경제발전 거점과 소비 및 공공‧복지 서비스공급 중심지 둘 다에 해당하지만, 제
조업 근무취업인구 비중이 지방중소도시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서비스업(1)∼(3)보다 높아 제조업 근간
의 경제발전 거점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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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의 시사점
도시 간의 네트워크 제약, 도시별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를 기초로 도시체계 내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도시체계
내 위상에 따른 유형화와 도시내부속성에 의한 분류(‘제조업 근간의 경제발전 거점’, ‘소비
및 공공‧복지 서비스공급의 중심지’, ‘기타 중소도시’)를 교차 검토하였다.
물론 도시체계 내 위상에 따른 유형화(‘대도시 영향권 내 부심형’, ‘대도시 영향권 외
중심형’ 등)가 도시내부속성에 의한 분류(‘제조업 근간의 지역경제발전 거점’, ‘소비 및 공공‧복지
서비스공급 중심지’ 등)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유형 2가 ‘기타 중소도시’
위주로 구성되지만, 유형 1, 3, 4는 도시내부속성에 의한 분류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의 내부속성만으로는 관계적 속성(특히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중소도시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고찰을 통해 보건대, 지방중소도시 발전방향 논의는
도시의 내부속성보다는 오히려, 관계적 속성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지방중소도시 그 자체
또는 지방중소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가 도시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거나
그에 따른 편익을 확보하되, 관계적 속성의 기저에 있는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관련하여, 수도권(또는 전국)중소도시에 비해 지방중소도시가
인구변화, 일자리 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열악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지방중소도시가
자체적으로 인구 또는 일자리를 증가시키기도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력지수와
는 달리,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의 지방중소도시 평균이 전국중소도시와 수도권중소도시보다
높다는 점도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가 다른 시‧군과 연계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계규모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 간 공유재로서 생산,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발전방향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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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및 유형별 발전방향
1)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지방중소도시 발전방향은 유형 간에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도시
의 관계적 속성에 기초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필요성은 향후 인구감소, 경제의 저성장으로
높아질 것이다.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은 ‘사회구성원 중 최대 다수가
가능한 한 다양한 일자리, 소득원, 시장, 또는 다양한 서비스(또는 재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재2)를 생산하듯이, 공간상에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geographically networked
places)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은 그간 중소도시 정책의 사실상 부재로
인해 ‘대도시 대 농산어촌(또는 낙후지역)’이라는 이분법이 지배적이었고 그에 따라 도시의
관계적 속성이 발현되는 도시체계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다는 문제 인식에 근거한다.
정책적 지향점은 관계적 속성, 그 기저에 있는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지방중소도
시 발전을 추진해야 함을 함의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1단계]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또는 중심성이 비교적 높아 사회 생산성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면서 경제발전 거점 또는
서비스공급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도시를 우선 육성함
- 이러한 도시는 중심적 위치가 주는 편익, 즉 구조적 이점 가설에서 제시하듯이, 정보접근성 우위, 정보 통제력, 또는
기능의 다양성 및 상호보완성에 근거하는 규모의 경제 이용 기회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큼
[2단계] 1단계와 거의 동시에, 도시체계 내 위상이 높아 우선 육성되는 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물리적 연계 및 접근성
강화, 그리고 계층적 또는 수평적 기능분담을 확대함
-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우선 육성되는 도시의 중심성(또는 그 중심성 제고)에 따른 편익(구조적 이점 가설에서 제시하는
편익)을 주변 도시로 파급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
[3단계]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이 높아 우선 육성된 도시와 주변 도시가 사실상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일체화됨(즉 지리적으로 연결됨)
- 도시 간 공유재로서 네트워크를 지속가능하게 생산, 이용하게 하며, 더 나아가 지리적으로 연결된 장소들 간의 전국적
차원의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국 도시체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함

2) ‘공유재’는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 단위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가 직‧간접적으로 공동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소비하고 이용하는 자원(예: 도시의 특정 근린이 개성으로서 갖는 협동적인 문화적 분위기, 인접한 도시 간의
기능적 상호보완 관계, 도시 간에 공통으로 인지되는 정체성 등)임. Ostrom(1990, 윤홍근‧안도경 譯 2010)에
따르면, 공유재는 해당 자원의 사용을 통해 얻는 편익으로부터 잠재적 수혜자를 배제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은 자원
을 의미함. 공유재의 생산‧소비는 공동 또는 상호 이익을 지향해야 하므로, 공유재에 대해서는 “시장교환과 시장평
가의 논리가 배제”되어야 함(Harvey 2012, 한상연 譯 2014: p.138). Negri & Hardt(2009, 정남영‧윤영광 譯
2014: 228)도 공유재가 “소유관계의 외부영역에 위치하므로 시장논리와 교환의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
함. 또한 Negri & Hardt(2009, 정남영‧윤영광 譯 2014: p.352)는 “공통적인 것의 생산은 사실상 도시의 삶
그 자체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Harvey(2012, 한상연 譯
2014)는 도시형성 과정을 공유재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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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그리고 가치

정책적 지향점은 (중소)도시 발전과 관련되는 ‘삶의 질’, ‘생산성’, ‘최소보장’, ‘장소의 효용’,
‘공간상의 네트워크’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다. 공간상의 네트워크에서 도시를 비롯한 모든
스케일의 장소가 경제발전 거점, 서비스공급 중심지로서의 효용을 발현하게 된다. 그에 따라
일자리‧소득원 또는 시장을 창출하거나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보장‧향상
하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는 상황을 지향한다. 동시에 공적재원 투입의 효율성 제고
등 사회의 생산성 극대화 요구에 따른 공간적 선택과 집중을 제약요건으로 수용한다. 동시에
전체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공리주의식 사고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균등 공간발전전략의 전제조건으로서 최소보장 요구도 제약조건으로 수용한다.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발전방향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 창출이라는 정책적 지향점하에서 지방중소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내부속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시의 관계적 속성, 즉 도시 간의 흐름
및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도시체계 내 위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유형별 발전방향의 기본적
내용은 지방중소도시가 다른 도시와 연계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계규모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 간 공유재로서 생산, 이용되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계협력은 도시 간의 ① 기능적 관련성 또는 통합, ② 인지되는 정체성 공유 또는
문화적 통합, ③ 도시 간의 공동의 조직역량 확보 또는 제도적(institutional) 통합의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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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기능적 통합 하에서 도시 간에 임계규모와 그 활용가치가 확보되기 시작하며, 도시
간에 공통으로 인지되는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면 임계규모가 일체감 또는 동질감 등으로
도시민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나타남으로써 지속가능해진다. 도시 간에 공동으로 조직역량이
발휘되고 관련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임계규모는 집합적 규칙체계(경우에 따라 법률)에
의해 계속 유지‧관리된다. 그런데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의 세분화된 내용(예: 노동력
수급, 생산요소 구매, 공공서비스 이용 등)별로 임계규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도적 통합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도시 간 임계규모 달성 과정을 통해 생산,
이용되는 네트워크는 공유재로서 특성을 가지며, ‘교통인프라 및 서비스’(물리적 측면), ‘기능적
상호보완’(경제적 측면), ‘동질감 또는 연대의식’(심리적 측면), ‘집합적 규칙’(정치적 측면)
등으로 구성된다.
유형별 발전방향은 지방중소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대도시 영향권 내 중소도시를 비롯한
공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과 대도시 영향권 외 지방중소도시 중심의 도시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5] 도시 간의 연계협력, 임계규모 달성, 네트워크 생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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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도시 영향권 내 공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은 유형 1(‘대도시 영향권 내 부심형’)과
2(‘대도시 영향권 내 주변형’)에 해당된다. 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주변 도시로의
긍정적 스필오버와 외부효과의 파급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스필오버와 외부효과의 파급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며, 대도시 영향권 내 도시 간에 공유재로서 생산, 이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질적 저하 방지, 질적 수준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대도시 영향권 외 지방중소도시
중심의 도시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은 유형 3(‘대도시 영향권 외 중심형’)과 4(‘대도시
영향권 외 주변형 또는 독립형’)에 해당된다. 비교적 중심성 높은 중소도시를 우선 육성함과
동시에 주변 시‧군과의 물리적 연계 제고와 기능분담을 추진함으로써 기능적 통합을 강화시켜
임계규모와 그 활용가치를 확보하기 시작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적 통합 및 제도적 통합을
추진하여 해당 임계규모를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게 달성해야 한다. 요컨대 지방중소
도시와 다른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 간에 형성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기반, 즉
임계규모의 실질적 달성을 추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는 도시 또는 군지역 대다수에
서의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림 16]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및 관련 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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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과 관련되는 현행 제도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광역도시계획을 들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경우 도시
간 연계협력이 포괄해야 하는 기능적, 문화적, 제도적 통합의 실천수단이 사실상 미흡하므로
관계적 속성 또는 도시체계 내 위상에 근간을 두고 지방중소도시와 다른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추진하기가 힘들다. 광역도시계획은 논리적으로 대도시 영향권 내 대도시와 중소도시 공생발전,
대도시 영향권 외 중소도시 네트워크 발전을 다룰 수는 있지만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 간의 연계협력의 제 측면에 관한 내용을 충분하게 포괄하지 못한다.
현행 관련 제도가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또는 지역) 간 연계협력의 공간적
수단으로서 갖는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가는 해당 제도 시행의 토대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국가의 지원은 궁극적으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도시체계의 질적 발전, 즉 공유재로서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의 생산 및 유지를 지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삶의 질 유지(예: 고차서비스 이용)라는 목표에 맞춰 대도시 영향권 외 지방중소도시 중심의
도시네트워크가 대도시 영향권(일부 지방중소도시 포괄)과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둘째,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 창출이라는 정책적 지향점하에서, 연계협력을 통한 임계규
모의 실질적 달성으로 도시 간에 생산․이용되는 공유재인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체
계가 필요하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도시(또는 도시민)의 자치적 공동 관리, 그에 대한 국가
지원 등 효과적인 역할분담도 요구된다. 특히 국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의한 개별
지자체 예산지원 시 상주인구가 가장 중요시되어온 관행, 지자체 간의 공동사업 추진 시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사실상 지자체 간에 균등하게(즉 1/n) 배분되어온 관행을 재검토해
야 한다.
셋째, 국가는 도시 간 연계협력 제 측면의 현 수준에 대한 정보를 도시 간 공유재인
네트워크의 생산‧이용 주체가 구득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도시 간 조정된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공동사업 시행에 따른 이득(순편익)과 도시별 독자적 행동에 따른 이득(순편익)
간의 비교 평가기법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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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 차미숙 연구위원ㆍ김상조 연구위원ㆍ박미선 책임연구원
본 자료는 2015년도 국토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수행한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공유경제와 도시 내 공간의 활용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작동 메커니즘
(1)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의 개념이며, 기존 자원(즉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공유경제
의 메커니즘은 대여자, 이용자, 공유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공유경제 작동 메커니즘과 성장 전망
공유경제 작동 메커니즘

자료: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위즈돔. 2013:23.

공유경제와 전통적 임대산업의 매출성장 전망

자료: PwC.

(2) 공유경제의 성장 전망
201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가치가 150억 달러이며, 향후 10년 내인 2025년까
지 3,3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기업회계컨설팅업체인 PwC는 2025년이
면 휴가 숙소 예약이나 카셰어링·카렌탈과 같은 핵심 서비스영역의 50%를 공유경제 부문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2025년이면 실시간으로

1) PwC. The sharing economy –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http://www.pwc.co.uk/issues/
megatrends/collisions/sharingeconomy/the-sharing-economy-sizing-the-revenue-opportunity.html
(2015년 9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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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온라인 노동력 시장이 형성되어, 기업체는 필요 인력의 절반만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스태핑(online staffing)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3) 공유경제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물인터넷(IT 기술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은 다양한 공유경제(기업) 활동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실시간 정보수집을 통해 거래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개인간
거래실적 및 타인에 대한 평판 조회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경기침제로
인한 소비의 위축,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공동체 및 능동적 소비자의 탄생 등이 공유경제
확산의 중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림 2] 공유경제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
글로벌 경제의 침체 → 소비의 위축

자료: 국제금융센터. 2014: 3.

IT 기술의 발달 → 평판시스템 발달

자료: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위즈돔. 2013: 18.

(4) 공유분야와 비즈니스 유형
공유경제는 개인, 집단, 대중 간의 유휴자원 공유를 근간으로 하며, 공유가능한 유휴자원은
공간(장소), 지식, 교통, 물건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공유에 대한 궁금점은 누가
무엇을 공유하느냐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누가 공유하는가? 공유에 참가하는
사람은 개인과 개인, 동호회나 회원제로 유지되는 집단의 구성원, 불특정 다수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무엇을 공유하는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은 물건, 공간, 서비스,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유분야는 경험·재능·지식, 공간, 교육, 도서, 물건, 숙박,
여행, 예술, 자동차, 공공정보 등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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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유분야와 비즈니스 유형
공유경제를 통한 거래자원의 범주 확대

자료: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위즈돔. 2013: 27.

공유분야별 기업 현황

자료: 김형균 2014.

2) 도시 내 공간공유 유형
공유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도시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고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1) 주택 공유
빈집이나 빈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숙박공유(도시민박)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주거공유(셰어하우징)의 형태로 나타난다. ① 숙박공유(도시민박)는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여자와 대여자를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다. ② 주거공유(셰어하우징)는 주거공간을 함께 사용할 사람들의 대상을 설정하여
모집하는 형태이다.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된다.
(2) 사무실 공유
사무공간의 공유는 사무실, 회의실 등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협업공간(코워킹 스페이
스)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고가의 대형 부동산 건물을 장기 임대하는
대신 필요한 개인 책상이나 회의·협업공간을 시간단위에서 월단위로 저렴한 가격에 지불하고
임대하는 형식이다. 사무공간, 회의실, 협업공간 등을 대여하고,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더불어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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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공유
주차공간의 공유는 낮에 비어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 주택가의 노상주차장 등을 대여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들이 주차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한다.

(4) 공공시설 공유
공공서비스시설의 공유는 평일 저녁, 주말 등의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대여하는 형태이다.

(5) 기타 유휴공간의 공유
이 외에도 가게, 독서실, 텃밭, 교회, 창작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간공유자원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가게 자투리 공간과 디자인팀
연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어 있는 공유독서실 사용,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를 텃밭으로
활용, 교회를 결혼식과 같은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기 등이 있다. 바느질, 목공예, DIY(Do it
yourself)등 다양한 일상용품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빌려주고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 마을 단위의 공유공동체 모델
단위 건축물이나 시설물 단위의 공유를 넘어서 공유자원들을 지역단위에서 연계하여 집합적 공유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모델도 일부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대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 결합한 지역기반 공
유경제 모델인 ‘BeePark Project’를 실험 중이다.

[그림 4] 도시 공간공유 유형

출처: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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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공간공유 정책동향
1) 국외 공간공유 정책동향
국외 사례를 통해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00년대 이후 시대적 흐름으로 공통적으로 인식되면서
공간공유(주택, 숙박), 교통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영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재정정책과 ‘신성장산업’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2020년 동경올림픽 대비를 계기로 ‘공유경제’에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도시공간 공유정책의 도입배경․목적에 따라 추진주체와 정책지원 방식이 상이하다. 국가별
정책추진체제와 공유경제의 정책 도입형태에 따라 정책적 개입 내지 추진주체별 역할, 지원방
식에 있어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 일본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빈집 증가 등 현안
도시문제 해결과 재생을 위해 공유 플랫폼을 연계한 유휴자원(빈집, 빈 상점 등) 활용 촉진
및 시범사업 형태의 지자체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유경제’와 산업정책을 연계하여 규제체제 정비 및 시범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보다는 개별 도시 차원에서 유휴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와 홈셰어링을
주택협동조합과 연계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공공의 기능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공간 공유정책 도입목적 및 정책효
과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공간공유 정책동향
(1) 중앙정부 차원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동향을 살피고 정책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확산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와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Uber의 불법판정과 Airbnb 과세문제 등), 최근 공유경제의 빠른 성장과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정책방향 설정을 모색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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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설정 및 현안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부처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합동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정책동향
∙ 2015년 4월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유경제 현황파악
∙ KDI에 공유경제 관련 연구용역 발주
∙ ‘공유경제의 확산: 쟁점과 해법’ 2015년 서비스선진화 포럼 개최(11.19-20)
∙ 자동차 공유(우버사태), 도시민박, 종교시설 활용(세제감면), 식당영업장소 공유와
관련된 법·제도적 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실무차원에서 대응
- 우버(Uber)의 일부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
∙ 전기차 카셰어링 시행
∙ 공유기업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터 지원

출처: 자체 작성

(2) 지자체 차원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
로서 확산되어 왔다. 2012년 서울시가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거버넌스, 공유정책개발, 공유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터넷 플랫폼 ‘공유허
브’를 구축하여 정보마당, 네트워크,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후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공유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원 활용 극대화 및 공동체문화 조성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
스템(ELIS) 검토결과, 30개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2015년 5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5개(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25개(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구, 경기 성남, 경남 거창)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자체의
공유경제 지원조례 내용분석을 통해 공유경제 활동 유형 및 지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유경제
활성화정책 발굴 및 관련기업 지원, 공유활성화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유기업 중 공간공유 분야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져
공간공유분야의 수요가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도시와 공간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소유에서 공유로 공간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국토관리 및 도시공간정책 측면에서 기존 법·제도의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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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공간공유 특성과 법·제도 개선과제
1) 도시 공간공유의 특성과 잠재력
(1) 공간공유의 다양화와 영역 확대
공간공유는 빈방이나 빈집의 숙박공유와 사무실을 코워킹 스페이스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단순 친목에서 행사, 협업, 취미, 문화생활 등 다양한 공간적 수요를 반영하며 거주공간,
업무공간, 여가공간, 공공공간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 도시공간의 시공간적 활용성 증대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발달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시공간적 단위를 세분화하여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간수요를 가진 사용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3)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적 잠재력 증대
국내에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1인가구의 증가, 청년주거 및
실업의 문제, 빈집, 빈사무실로 인한 지역 쇠퇴의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푸는 대안으로
공유의 가치와 시장성에 주목하여 진입하고 있다.
[표 2] 도시 공간공유의 도시정책적 의미
공유유형

특징

도시정책적 의미

숙박공유

∙ 빈집 및 빈방의 숙박공유(도시민박)

∙ 경제적 효과(소득증대)

주거공유

∙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한 대응(셰어하우징)

∙ 주거안정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무공간 공유

∙ 사무공간, 작업공간을 협업공간으로 활용
(코워킹 스페이스)

∙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 유휴주차면의 공유(주차공유)

∙ 주차문제 해결

공공시설 공유

∙ 주민센터, 문화, 체육, 교육시설 등 공공시
설을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개방 및 활용

∙ 공공서비스 시설의 활용성 제고

기타
유휴공간 공유

∙ 텃밭, 교회, 독서실, 빈가게, 창작공간 등
다양한 영역의 공간공유(창의적 공유모델
창출)

∙ 공간공유의 영역 확대와 활용성 증대

주차공유

출처: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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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시 공간공유 유형별 현황
공유사업 및 플랫폼 운영주체
공유유형
공공

민간
∙ 도시민박: Airbnb, 코자자(Kozaza),
BnBHERO,
LABO,
hanintel,
Homestay Korea

숙박공유
(도시민박)
∙ 주거공유프로그램: 한지붕 세대공감(서
울시)

∙ 컨셉셰어하우징: 우주(Woozoo), 서울
소셜스텐다드, 블랭크

∙ 청년허브, 무중력지대(서울시)
∙ 콘텐츠코리아랩(한국콘텐츠진흥원)
∙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 코워킹공간 공유: Space Noah, 오픈
콘텐츠랩, 하이브아레나
∙ 복합 창업생태계 허브: D.Camp(은행
권청년창업재단 운영), Maru180, 팁
스타운, 홍합밸리

주차장 공유

∙ 나눔 공유거주자 우선 주차제 (용산구)
∙ 주거지주차 공유사업(강동구)
∙ 임대아파트단지 주차공간 공유(성북구)

∙ 주차공간 정보 제공: 셀팍(Sellpark),
모두의 주차장

공공시설 공유

∙ 공공시설 개방과 공유: 주민센터, 문화,
체육, 교육시설 등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구축(서울시)
∙ 공적공간 정보서비스: 모두의 공간(국토
교통부)

주거공유
(셰어하우징)

사무공간 공유
(코워킹 스페이스)

기
타
유
휴
공
간

가게공간 공유

∙ 스토어셰어링(Store-Sharing)
∙ 어쩌다 가게

모임공간 공유

∙ 에디공: 단체가 안 쓰는 시간을 공유
∙ 네모: 셰어하우스 유휴시간 공유
∙ HESSE: 옥상을 바베큐 공간으로

창작공간 공유

∙ 공간공유, 교육프로그램 제공: 일상예술
창작센터, 문화로놀이짱

공연공간 공유

∙ 건물공터나 로비 등을 거리공연자에게
제공: 버스킹플레이(BuskingPlay)
∙ 텃밭 공유: 코코팜스

유휴농작지 공유

∙ 작은 결혼식, 반상회: 처치플러스

교회 공유
출처: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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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공유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제
공간공유 유형의 확대와 공간활용의 복합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공유플랫
폼의 발달로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공간활용이 복합화됨에 따라 기존 법제도 및 계획체계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초기 소규모 구성원 혹은 지역기반 공유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는 공여자, 대여자, 공유플랫
폼 운영자 3자에 한정되었으나 공유플랫폼의 발달로 구성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해관계자
가 더 많아지고 복잡한 갈등 구조를 양산하게 된다. 특히 공간의 시공간적 활용성 증대와
복합화로 기존 계획체계의 토지이용 합리성 부분에서 잠재적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4] 공유유형별 법·제도적 쟁점
공유유형

법·제도적 쟁점

숙박공유(도시민박)

∙ 주거지역 내 숙박업 허가문제, 세금징수 문제, 소방법 제약, 식품위생법
문제(B&B 경우)

주거공유(셰어하우징)

∙ 재임대 공유주택의 임대차계약 문제

사무공간 공유(코워킹)

∙ 사무실 내에 여러 사업자 등록 제약

주차공유
공공시설 공유
기타 유휴공간 공유

∙ 주차면 거래와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허용범위
∙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 및 관리인력 문제
∙ 사찰, 교회, 텃밭, 공방 등 공간공유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문제

출처: 자체 작성

결과적으로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공유경제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공유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공간공유로 발생하는 편익 및 사회적 가치와 건축물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계획 및 법·제도의 취지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사회의 공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공간공유의 현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기존 법·제도의 취지와 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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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 활성화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 구축
숙박공유, 사무공간 공유(협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제활
력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활용성이 높다.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의 경우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
로 허용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마을기업에 한해서는 내국인 숙박도 허용하고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등을 활용한 협업·창업지원 공간의 활성화, 공유주택으로
활용한 빈집 문제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빈 가게, 빈 사무실 등을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활성화하여 경기쇠퇴로 인한 슬럼화 방지를 꾀할 수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연계한 공유경제 거점
모델 구축하는 것을 시도해 볼 만하다. 숙박공유, 코워킹 스페이스 등 공간공유활동은 주로
기존 계획상 토지용도와의 불일치 및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용도 복합화가 가능한 입지규제최
소구역 내에 다양한 공유공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기반의 공유경제 시범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유휴공간 공유와 도시재생

출처: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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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단위의 공유공동체 모델의 제시 및 활성화
단순히 개별 시설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이나 마을단위로
공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험적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대전 ‘Beepark
Project’2)의 경우 일부지역 공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시재생과 결합한 지역기반 공유경제 시범모델로서 잠재력이 높다.
[그림 6]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기반 공유공동체 모델

출처: 자체 작성

(3) 정부자산 공유 및 플랫폼 개발
영국의 정부자산공유사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정부는 공유경제를 정부부문의
축소와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채택․활용하고 있다. 정부지출 축소, 재정수입
확보, 지역재생 등을 위한 정부자산공유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One Public
Estate Programme과 Space for Growth Programme이다.
One Public Estate Programme은 각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타 공공부문 조직이 협력하여 건물을 공유하고 남는 부동산자산을 민간에게 불하하여
불필요하게 남는 정부건물 운영에 따른 정부 (세금)지출을 줄이고 정부 부동산 매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매각 건물과 부지를 지역재생(regeneration), 지역 주택․일자리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개발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기관들이
한 장소에 모일 경우 지역주민들은 정부기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Cabinet Office 2014).
2) 빈 가게, 빈집 등 공실률이 높지만 주변지역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구역단위로 청년셰어하우스, 협업공간(코워
킹 스페이스), 공유주방, 공유도서관, 공유무대, 카셰어링 등 다양한 자원을 공유화하는 공유경제 모델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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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역 내 중앙-지방정부 간 건물공유사업(One Public Estate) 정책목표

출처: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Cabinet Office 2014: 4 재구성

Space for Growth Programme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중 빈 공간이나
여유 공간을 스타트업, 중소 상공업자, 자선단체 및 사회적 기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이다. 누구나 무료로 사무 공간,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이나
시간단위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건물의 전체 혹은 부분공간을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그리고
중소 스타트업 기업에게 무료로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저사용되는 중앙정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정책사업을 지방정부 자산에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3)
[그림 8] 저사용 정부건물 공유사업(Space for Growth)의 서비스

출처: Space for Growth 홈페이지. http://www.spaceforgrowth.co.uk/success-at-our-latest-growthevents(2015년 11월 29일 검색).

3) Business is GREAT Britain. 2015. Find a low cost space to grow. 3월 26일. http://www.
greatbusiness.gov.uk/space-for-growth(2015년 11월 1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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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기반 공간 활용성 제고 및 법·제도 정비
(1) 용도지역에 따른 숙박공유 허용기준의 차별화
Airbnb가 빠르게 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면서 법·제도적으로 논란이
증대하고 있다. 숙박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유롭게 허용해
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도시정부 차원에서
주택의 숙박시설 공유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
로나의 경우 에어비엔비의 영업활동 일부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형태로 숙박공유가
허용되고,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이용대상과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어 서비스 가능조건과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민박을 허용하고 있다.
숙박공유시장이 커지면서 공여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도시민박이나 농어촌민박,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실질상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에 대한 숙박을 제한하거나 연평균 30일 미만의 일시적 공여자를 숙박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9] 숙박공유 허용기준

일시적 공여자에 한해 숙박공유를 허
용하고,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용도
구역,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기준을 차
별화할 필요가 있다. 숙박공유 허용기준
에는 거주자 공여조건, 주택소유자의 승
인여부(임차인의 서브렛 허용 여부), 등
록 주택수의 제한, 임대기간 제한, 안전
규제, 소란행위 방지 책임, 책임보험 및
중개플랫폼의 배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출처: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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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문제 해결과 노후주거지 재생 수단으로서 셰어하우스 공급 지원
서울시의 경우 민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빈집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셰어하우스로
재임대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노후주거지
재생과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시범모델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모델의
전국 확대 적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지역의 창업허브로서 코워킹 공간의 육성 및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역의 창업허브로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런던의 테크시티는 협업 및 코워킹 공간, 아이디어 공유, 협력
네트워킹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2015년 현재 런던 전역에만 36개가 넘는 사업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회사 또는 조직이 있으며, 70개가 넘는 협업공간(제공 회사)이 있다. 이스트
런던 테크시티에 고무받은 영국 정부는 런던 이외 저발전지역의 지역발전과 고용증대, 테크
클러스터 육성, 스타트업과 창업가 지원, 공유경제 모형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북부의 혁신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맨체스터, 리즈,
셰필드의 테크 인큐베이터에게 1,100만 파운드(한화 200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 테크
인큐베이터들은 스타트업 육성, 협업 촉진, 멘토링, 학습, 비즈니스 지원 등을 제공한다(HM
Government 2015).

(4) 카셰어링과 연계한 주차공유 정책 마련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교통유발을 줄이지는 못한다.
교통유발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더불어 주차공유가 추진되어야 공간의 활용성 측면뿐만 아니라
교통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차공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로 카셰어링과 연계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카셰어링을
위해 고안된 주차시설 및 서비스 제공(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공동주택 지역에서 카셰어
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계획 조례에서 카셰어링 주차공간 마련 규정 신설(샌프란시스코),
카셰어링 세금감면 등 적정수준의 지방세 부과(시카고, 보스턴, 포틀랜드) 등 다양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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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및 주차공유기업과 연결된 주차공유정책은 주차면 거래의 허용 및 주차면
제공자의 인센티브 허용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사안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나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도시정책을 통합적으로 볼 때 무게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5) 공공시설 개방의 점진적 확대와 공유플랫폼 개발
현재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 시설이 비어 있는 시간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다. 학교 및 공공청사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개방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행사, 모임, 창업, 문화생활 등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간의 활용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플랫폼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표 5]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방안
공유유형

개선 방안

숙박공유
(도시민박)

∙ 일시적 공여자에 한해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용도구역,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기준을 차별화
∙ 숙박공유 허용기준에는 거주자 공여조건, 주택소유자의 승인여부(임차인의 서브
렛 허용 여부), 등록 주택수의 제한, 임대기간 제한, 안전규제, 소란행위 방지 책
임, 책임보험 및 중개플랫폼의 배상 등에 대한 내용 포함

주거공유
(셰어하우스)
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

∙ 입주자의 주거안정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조합형 공유주택 지원 방안 마련
∙ 빈집 문제 해결과 노후주거지 재생 수단으로서 셰어하우스 공급 지원
∙ 지역의 창업허브로서 코워킹 공간의 육성 및 지원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등을 활용한 협업·창업지원 공간의 활성화

주차공유

∙ 주차공유를 통한 주차문제 해결의 실효성 제고
∙ 카셰어링과 연계한 주차공유 정책 추진 필요(교통유발 감소 정책과 함께 주차공
유 정책 추진 필요)

공공시설 공유

∙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의 점진적 확대와 공유플랫폼 개발
∙ 신축 공공시설의 경우 개방을 전제로 한 설계 및 건축기준 적용
∙ 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시설의 공유 및 플랫폼 개발(Space for
Growth Programme)

기타 유휴공간 공유

∙ 공유영역 확대와 용도 복합화에 대응하는 용도구역의 조정 및 신설, 건축물관리
방안 마련

출처: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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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영역 확대와 용도 복합화에 대응하는 용도구역의 조정 및 신설, 건축물관리방안 마련
공유의 영역이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다양한 유휴공간에 대한 공유플랫폼의 성장은 도시공간 공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보여준다.
기존의 주택, 사무실, 회의실, 상가, 주차장 외에도 부엌, 교회, 가게, 독서실, 텃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공간공유 수요와 온라인 공유플랫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공간 공유 확대에 대비해 마찰이나 문제가 예상되는 기존제도
및 규제체계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배타적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 복합용
도 건축기준 마련 등). 미국에서는 도심 내 유휴토지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를
감면하고, 토지 인벤토리를 제작하는 등 유휴토지 관련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위한 용도지역을 신설하거나 규제 완화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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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 조남건 선임연구위원ㆍ정일호 선임연구위원ㆍ안홍기 연구위원ㆍ고용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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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5년도 국토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저성장기의 도로교통 투자 전략 연
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기존 도로교통 투자 진단
1) 도로교통 투자정책의 변천과 투자 전략
1950년대 전후복구 시기를 지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교통기반시설 구축에 본격 착수하여 핵심 기간도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국 도로망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표 1] 시대별 주요 도로투자 정책 변화
시대

국가 경제

도로투자 정책
철도중심투자로 도로는
초반
소규모 정비
후반
고속도로 건설 착수

1960년대

경제 미성장기
GDP/인(’69) $216

교통기반시설 구축
착수

1970년대

경제성장기 진입
GDP/인(’79) $1,713

핵심 기간도로
확충

초반

물류간선 중심 고속도로 건설

후반

국도 포장위주 사업 추진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
GDP/인(’89) $5,738

주요 기간도로
확충·확장

초반

균형개발 고속도로 건설

후반

혼잡개선 위한 건설·확장

고도성장기 이탈
GDP/인(’99) $10,404

전국 간선도로망
체계 구축

초반

혼잡개선 위한 건설·확장

1990년대

후반

계획적 도로망체계 구축

도로망
혼잡 개선

초반

국도 차로확장, ITS 구축

2000년대

지역균형개발 촉진
GDP/인(’09) $18,346

후반

대도시 혼잡 우회도로 건설
민자 고속도로 건설 활성화

위와 같은 정책의 변천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도로투자를 계획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핵심전략은 다음과 같이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투자’, ‘간선도로 중심 투자’, ‘건설 중심
투자’로 압축될 수 있다.
(1)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투자
국가재정을 이용하는 도로투자가 투자효율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지당하며, 국가정책
기조가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투자라 함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투자를 의미하였다. 도로인프라가 척박하던 시기이므로 공급해야 하는 건설사업 후보군이
방대하였기에 당시의 도로투자 전략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규모를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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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경제적 효과가 높은 구간의 건설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과거 교통시설 투자의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도로 등 교통시설 투자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를 포함하여 SOC 투자의 최적규모를 설정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들의 방법론은
생산함수 접근법, 비용함수 접근법, 성장모형, 균형모형 등 각기 상이하지만 모두 경제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투자수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통 SOC 투자와 생산성,
경제적 성과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모형에 의하여 SOC 투자의 적정 수준을 산정하였다.
(2) 간선도로 중심 투자
현재까지의 도로투자는 전국간선도로망과 지역간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일반국
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간선도로확충은 장거리 지역간 통행에 있어서 연결성 확보,
통행시간 축소 등의 효과를 가져와 전국을 반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부터 도로
등급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액의 대부분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인 간선도로망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래에 들어와 다소 완화되지만 여전히
투자의 상당부분은 간선도로망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의 도로투자가 간선도로 구축에 주력하고 도시부 도로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은 도시부
의 교통량이 대부분 장거리 지역간 통행이기보다 단거리 권역 내 생활통행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역할을 장거리 지역간 통행으로 한정하여 도시부, 지방부 도로 투자에는
국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 교통수요 증대로 인하여
대도시의 혼잡해소를 위하여 일부 혼잡구간(혼잡도로, 광역도로)에 대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투자규모도 작고 사업추진실적도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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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도로등급별 투자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

4,711

39,000

82,362

80,683

고속국도

641

10,057

14,659

13,670

일반국도

2,495

21,775

42,637

40,191

광역도로

-

-

1,742

1,510

지방도군도

-

1,925

국가지원지방도

-

1,560

5,428

6,258

기타

1,575

3,683

17,896

19,054

-

출처: 국토교통부. 2015. 도로업무편람: 154.

(3) 건설 중심 투자
인프라 투자 초기에는 도로건설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비교적 최근까지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향후 도로통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이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 신규공급에의 투자가 우선시 되었다.
당시 국가의 인프라 공급(스톡)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과,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건설 중심의 도로투자로 인하여 건설 외 부문인 관리, 안전 등의 분야는 필요에
의한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건설위주의 예산을 선 배정한 이후 잔여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규모가 결정되었다.

2) 기존 도로교통 투자의 성과
경제성장과 함께 도로부분 투자는 단기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와 비교하여 2010년대 전체 도로의 연장은 2.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나
고속도로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고속도로 IC까지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간선도로망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다만 강원도, 경북 일부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직 30분 내 고속도로 IC 접근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행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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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도권은 통행수요 집중에 따른 잦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이동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수도권 간선도로의 혼잡수준도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중장기적인 혼잡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도시 주요 도로는 고속도로와 비교하여 혼잡수준이 훨씬 심각하다. 국내 광역
대도시권의 양 축인 서울과 부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의 주요도로는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약 36%, 부산은 56%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이 지체상태로 대도시권의 혼잡 개선이
시급하다.
안전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꾸준히 교통사고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사고가 많으며, 감소추이도 더디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이 많고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점은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국내 여건변화에 불리한 요소이다.

2. 저성장기 개념정립과 도로교통 변화 전망
1) 저성장기 개념정립 및 현황
지금 우리는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다. 경제 저성장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러한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및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성장 정체 및 감소 등 ‘인구 저성장’과 국가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재정수지 악화 등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도로교통 부문의 파급영향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도로교통투자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본 연구에서의 저성장 개념
저성장

=

인구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 인구성장 정체/감소
- 고령인구 증가

+

경제 저성장
<경제성장률 저하>
- 경제성장 둔화
- 재정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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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저성장
 인구 성장둔화 및 감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1990년대 1.01%에서 2010년대 0.48%
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자녀 정책을 최근까지 강력하게 고수했던 중국의 인구성장률
(0.42%)과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30년에 정점을 통과하며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40년에는 2015년과 유사한 인구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도 나타난다. 기대수명 연장과 세계적으로
도 매우 낮은 출산율이 결부되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아직까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 20% 도달시기는 2026년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경제 저성장
 국가 경제성장 둔화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 전후로 매우
낮아졌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평균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의 감소 추이와도 유사하다. 인구고령화
에 따른 총 요소생산성 약화로 경제성장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수지 악화 전망

[그림 2]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전망 (GDP대비 비중)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라 국
세 총수입 증가보다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한 총지출
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투자에 대한 효율화 요구는
보다 강화될 것이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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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저성장에 따른 도로교통 여건 변화
(1) 고령인구 증가와 통행패턴 변화
인구 저성장으로 인하여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약 20% 가량 감소하고, 고령자는 2.5배 규모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규모는 3.4배로 증가할 것이다. 고령자는 통행거리
가 짧고 전통적으로 도보 및 대중교통을 선호하며 통행빈도는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자의 통행 행태에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첫째,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10년간 7%가 증가하였다.
둘째, 고령인구의 통행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령자의 일평균 통행원단위는 2002년 0.67통행에서 2010년 1.24통행으로
연평균 9.1%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율은 비고령자보다 4배 이상 높다. 셋째, 고령자의
승용차 이용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60대의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2000년 19.8%에서 2010년
25.7%로 약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찬성 2012).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장래에는
고령운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장래 승용차 통행량 증가와 권역별 변화
대중교통 의존 통행자가 아닌 20세 이상의 성인 인구는 다소 증가한다. 이에 기존 통행발생
량 변화 패턴을 바탕으로 통행발생원단위 변화를 가정하여 장래 총 통행발생량을 전망하면,
2030년까지 현재 대비 총 통행수요가 20% 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
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출근통행은 10% 내외로 다소 감소하는 반면, 여가오락 통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래 승용차 분담률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장래 승용차 통행수요를 예상해보면, 2030년에
는 2015년 대비 16% 가량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40년에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 도로교통 여건 변화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수도권은 광역통행의
증가로 도로교통 이동성 및 접근성 저하가 예상된다. 때문에 주요 광역 간선도로망 및 순환도로
망을 중심으로 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련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의 소통여건이 악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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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광역시의 전반적인 장래 도로혼잡 수준은 현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역시 내에서도 외곽으로 개발 가속화는 부족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승용차 분담률이 다시
증가하게 함으로써 외곽지역으로의 지역간선 및 광역도로 혼잡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방권 읍․면부에서 동부(도시지역)로의 인구이동이 나타나1)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지방권 고속도로 이동성은 양호할 것이다. 여가통행 증가 경향으로 인하여
일부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을 지원하는 관광도로는 통행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3)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
대중교통은 정해진 노선과 운행빈도(배차간격)를 가지고 운행된다. 대중교통에서 접근시
간, 대기시간은 탑승시간에 비하여 2배 가량의 비효용을 가지는 것으로 접근시간, 대기시간은
대중교통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 항목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대중교통
경영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배차시간은
운행차량의 대수와 운전자 수 등 투입요소를 조절할 수 있다.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는 고령자 무임승차로 인하여 도시철도의
수단분담이 증가하는 반면, 버스의 수단분담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
가 낮은 광역대도시는 버스의 배차간격을 늘려 투입요소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전환하게
되고, 이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품질 하락을 가져온다. 지방부는 농어촌 인구밀도 감소의
여파로 인하여 대중교통 품질 저하가 예상된다.
대중교통 선택통행자는 수단을 전환하면 되지만, 대중교통 의존통행자는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버스 노선이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면 대중교통 의존 통행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도보·자전거 외 외출이 어려워 다양한 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 있다.
(4)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대체로 감소 추세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고령 교통사고 부상자는 연평균 6.5% 가량 증가(총 교통사고 부상자수 연평균 0.3%
1) 지방권(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인구 중 도시부에 해당하는 동부 인구비율은 ’05년
54%에서 ’10년 59%로 증가(12세 이상 인구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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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율보다 높다. 고령운전
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2.6%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인구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에 2.83명으로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균인 0.99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의 인구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감소추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완만하다. 고령인구 증가는
고령보행자 및 고령운전자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인구 증가를 의미하며, 분석에 의하면
선진국 수준의 도로안전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이는 교통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 진보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이다.
[그림 3] 연령대별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3) 경제 저성장에 따른 도로교통 여건 변화
(1) 투자재원 부족
고령인구 증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 필요 증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운
용계획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연평균 5%로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재정투자계획
전체 예산은 매년 평균 2.6% 증가하는 반면 SOC 예산은 매년 평균 6.8% 감소(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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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조원→ 2019년 18.7조원)될 예정이다. 전체 12개 분야 중 가장 큰 감소율로 국내 SOC
투자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로부문 예산은 더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림 4] 중앙정부지출 중 도로투자 비율 변화

출처: 중앙정부지출 - 국가통계포털. 중앙정부 총지출(명목)
도로투자예산 – 도로업무편람(국토교통부)

도로투자 재원의 세수 부족도 예상된다. 교통투자 재원의 대부분은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인데, 차량기술발달로 인한 연비향상2), 친환경 차량의 이용 증가 등으로
장래 연료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세수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2) 민간 투자재원 활용요구 증가
최근 국가재정에서 도로투자재원 효율화 정책기조와 같이 재원조성 다각화 차원에서
민간 투자재원 활용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미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 경인선
지하화 등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투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나타난 시장이자의 하락 추세 또한 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조달비용(이자율)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 여부가 결정되는 민간 투자사업에
있어서 이자율 하락은 수익성 개선요소로 작용한다.

2)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2006년 10.67km/ℓ에서 2013년 13.81km/ℓ로 8년 동안 45%가 향상
세션 1: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

93

[그림 5] 시장이자 변동 추이

주: 제시된 시장이자율은 연리 환산, 기간 평균한 수치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요국제금리(OECD)

(3) 도로건설 완공시기 지연
도로사업이 공사를 시작하여 준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도의 준공소요기간은 평균 7.7년이었으나, 2015년에는 8.5년으로 약 1년 가량 증가하
였다. 현재 도로건설 투자비 의 대부분이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의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건설 투자비의 감소는 공사 중인 사업에 계획된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완공시기를 지연시키게 되며, 이는 매년 물가 인상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4) 도로관리 부실로 도로시설 성능 저하
도로투자재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도로 관리부문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부문과 달리 관리부문의 투자 소홀 및 투자 지연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도로시설 성능 저하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더불어 도로성능을 복구하기
위하여 장래 도로관리 예산소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 간선도로망은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교량 중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인 노후 교량이
29%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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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성장기 도로교통 이슈 및 투자 전략
1) 저성장기 도로교통 이슈
(1) 수도권 도로교통 이슈
지속적 인구유입과 대도시 외곽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통행수요 증가에 따른 혼잡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주권역 확대와 달리 업무지역 이동은 작아 장거리 통근수요
가 증가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의 고밀개발 여건으로 인하여 도로건설 부지
부족 등 근본적인 혼잡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이다. 다행인 점은 수도권은 대중교통 운영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시 이용수요
가 커서 배차간격을 줄이는 등 서비스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혹은 계획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이 고속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을 유인할 수 있다. 도로와 대중교통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얼마나
잘 정립되는가에 따라 수도권의 도로교통 여건 개선 여부가 달려있다.
(2) 광역대도시권 도로교통 이슈
광역시는 2030년까지의 통행증가도 미미하고, 2040년에는 오히려 현재보다 통행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요증가의 정점에 맞춘 도로혼잡개선을 목표로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수요가 감소기 대응을 목표로 할 것인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는
교통시설 공급 재원이 부족하여 대규모 교통시설 공급 투자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저조한 추진의 주된 이유는 지자체의 재원 부족 및 사업성
부족으로 추정된다.
또한 광역대도시권에서도 외곽지역으로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개발지
를 벗어나 외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저하가 예상된다. 대중교통
여건(노선수, 배차간격 등)이 열악한 외곽지역에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가 자리잡게 되면
이는 대중교통 수익성 악화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도로혼잡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대도시의 도로 이동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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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3) 지방부 도로교통 이슈
권역 내 통행에 있어 지방권의 주요 도로는 대체로 이동성이 양호하여 장래 통행수요
증가에도 이동성의 저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역 외 통행에 있어 여가통행의
증가로 주요간선도로 이용 패턴이 주말에는 평일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주말 여가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의 도로들의 이동성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저밀화로 대중교통 운영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이 권역을 운영하는 대중교통을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는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 대도시권과 같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인하여 도로혼잡 개선을 도모하기는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대중교통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 그렇다고 이를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은 대중교통 의존 통행자의
사회적 배제 등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4) 안전성 이슈
그간의 안전성 개선 사업은 불량한 기하구조 개선 등 시설개량 위주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차대차 사고 혹은 차량 단독사고의 감소에는 기여하였으나, 선형개량으로 주행속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보행자, 자전거, 농기계 등 교통안전취약자의 위험성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개선 사업은 사업의 유형도 경직적(보도건설로 한정)이고 필요예산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력감퇴, 순발력 및 판단력 저하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 증가는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에 취약하다. 도로시설의 노후화로 주행 중 도로시설에 의한
돌발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2) 저성장기 도로교통 투자 전략
(1) 간선도로 건설 : 선택과 집중 및 투자재원 다각화
간선도로 건설 계획 중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하다. 사업계획 당시
시점에서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들이지만, 장기간 미추진에 따른 여건변화와 도로투자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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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재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재분류·조정함으로써 선택된 양질의 도로
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으로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만, 도로 건설사업을 재분류함에 있어 당초의 계획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망’이 확충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재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거의 모든 영역이 고속도로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있는 반면,
강원도(32.5%), 전라남도(46.4%), 경북(54.5%) 등 일부 지역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매우
미흡하여 고속도로 수준3)의 간선도로망 공급이 필요하다.
[그림 6] 시대별 고속도로 서비스영역 변화

주: 짙은 색일수록 감소효과가 큰 지역
출처: 국토연구원,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고속도로망 구축효과분석 연구, 2013

정부의 도로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무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등 국가간선도로의 건설 투자재원 조성을 다각화하여야 한다. 민자고속도로는
BTO-a,BTO-rs4) 등 새로운 민자사업 추진방식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의 재무성 검토에
따른 재정고속도로의 건설보조금 차등화도 가능하다.
(2) 대도시 혼잡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
도시부의 인구 집중은 지속될 전망이며, 도시개발 방향이 점차 외연으로 확대되고 있어
통행거리 증가 및 광역통행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의 추진사업을
3) 고속도로 수준이라 함은 고품질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고속
도로의 평균건설단가는 국도의 170% 수준으로, 여건이 양호한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병행 건설한다면 도로투자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음.
4) BTO-adjusted(손익공유형)는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방식을
말하며,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
위험으로 변경하는 사업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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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수도권, 경상권 등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추진이 빠르며, 지자체의 재정여건
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비 매칭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추진체계에서 요구되는 지자체 분담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의
사업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사업추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보조 등 국비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추진력 강화가 필요하다.
(3) 관광 지원 도로 확충
관광 등 여가통행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게 더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고령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 등 삶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 지방부의 관광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도로교통부문의 투자 및
평가체계에 여가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5). 따라서
관광도로에 대한 실태조사, 관광도로 사업 타당성 평가체계 기초자료 구축, 관광도로 사업
국비지원 기준 마련 등, 관광도로 지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도로와 대중교통의 공조
인구증가는 2030년이 정점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도로시설 공급 등의
투자는 이후 인구감소기에 들어서면서 과잉공급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도로 건설투자만
으로 도시부의 혼잡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통한 승용차 통행수요
감소를 병행 추진하여 도로혼잡 감소의 역할을 분담하는 투자전략이 보다 합리적이다. 문제는
도로투자와 대중교통투자는 분리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투자에 대한 별도의 투자계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부의 장래 저성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대중교통
(버스) 예산체계를 통합하여 공로 대중교통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연계·조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교통시설 건설사업의 평가체계가 평일통행 위주이며, 교통수요 분석을 위하여 KTDB에서 배포하는 장래 기종점
통행량에도 주말의 통행수요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업시행 평가의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도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가 업무통행의 시간가치와 비교하여 약 16~33%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2008년
에 정해진 해당 비율을 아직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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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능기반 생애주기 도로 유지관리
도로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도로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과학적 분석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도로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선진국인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자산관리체계
도입으로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자산관리체계 도입으로 도로관리 투자 소홀 및 투자지연이
어떠한 위험성을 초래하는지를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필요예산 확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고속국도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나 일반국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
부 및 관련시스템 전담기관과 달리 지방도 이하(일반국도 시구역 포함)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는 생애주기비용 분석, 자산관리체계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인적 기반이 부족하며
관련 재원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6)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령자(보행자 및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저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보조하는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적인 도로환경 개선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운전자를
보조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상용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7) 보행자 안전개선 사업유형 다양화 및 관련 투자 확대
보행자의 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와의 상충이 발생하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인식하고 정지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사업은 국도변 보도설치 사업이
유일하다. 보행자 안전개선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횡단을 주행중인 차량에 인지하도록 하는 교통안내표지, 보행자 횡단 경고장치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우선 보행자 안전성 개선을 위한 투자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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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고안전개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C-ITS 및 자율주행차량 등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도
사고안전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된다면 고령운
전자와 상관없이 사고위험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NHTSA6)에서는 에서는 자동차의 자동화 수준을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차량은 아무런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0단계에 해당한다. 고령운전자의 부족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위험경보(0단계)나 속도제어 및 차간거리제어(1단
계)를 넘어 운전대와 페달을 모두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2단계 수준까지는 기술개발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동차의
충돌방지 기술 등 첨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도로 주행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안전성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7]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단계

출처: 도로교통연구원 2015.

6)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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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성장기 도로교통 투자 정책방안
1) 도로교통 시설 공급 방안
(1) 수도권 도로교통 시설 공급
단·중기(~2030) 정책방안

장기 정책방안

∙ 광역 고속대중교통체계 강화
∙ 고속도로 연계도로망 강화로 요금소 정체 해소
∙ 대중교통 연계체계 강화
∙ 고속도로 추가건설 투자(민자 등 재원조성 다
- 철도·버스 연계체계
각화)
- 승용차·대중교통 연계체계(광역교통축 중심)

 고속도로 연계도로망 강화로 요금소 정체 해소

수도권 고속도로 혼잡의 상당 부분은 IC 진출입부와 관련이 있다. 고속도로 진입뿐 아니라
진출도 고속도로의 혼잡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고속도로와 연계된 하부도로
의 용량 부족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진출하는 교통량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도로망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소규모 투자를 통하여 기존 간선도로망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고속도로 진출부의 접속지점
개선, 접속도로 및 연계도로의 접근성을 강화, 전환할 수 있는 연계도로 자체의 주행성
강화 등의 세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고속도로 추가건설 투자(민자 등 재원조성 다각화)

통행수요 증가에 따른 혼잡완화를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공급이 필요하나, 시간이 경과될수
록 개발가능지 부족 및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이 증대 등 투자여건 악화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시설에 관해서는 건설투자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높은 통행수요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재원조성이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나, 재원마
련 방안에 있어서는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조성 모델을 통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예: 정부재원 활용하되
국비지원 규모 축소, 혹은 민간자본 활용하되 충분한 용량확보, 네트워크 연계성 확보 및
낮은 통행료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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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고속대중교통체계 강화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경기 외곽 간의 광역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로시설
공급만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주요 수도권 광역교통축을
중심으로 고속의 대중교통(지하철, BRT) 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대한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함으
로써 승용차로부터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광역도로 통행의 혼잡
감소에 추가 기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연계체계 강화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광역통행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
고속급행철도 건설 등과 같은 간선 대중교통시설 공급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간선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성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효과적인 수단전환을 가로막는 매우
큰 장애요소이다. 서울은 대중교통 노선밀도 및 연계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인천지역의 서비스 밀도는 서울에 비하여 낮다. 따라서 대중교통 간 연계 및 대중교통-승용차
간 연계체계 강화를 통하여 간선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광역 대도시권 도로교통 시설 공급
단·중기(~2030) 정책방안

장기 정책방안

∙ 혼잡도로 국비지원 강화 및 혼잡·광역도로 건
∙ 주요 간선도로의 승용차-대중교통 환승체계
설 촉진
강화
∙ 대중교통 hub-and-spoke 체계 구축

 혼잡․광역도로 국비보조 차등화를 통한 건설사업 촉진

지역의 장래 수요 및 도시개발 패턴을 고려하여 도로 건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가 전반적으로는 장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설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도로혼잡과 도시개발 패턴을 고려하여 장래에도
혼잡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에 대한 도로건설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혼잡한 주요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 존재하므로, 이 사업프
로그램이 본래의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투자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역도로 사업도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이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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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한다. 지자체 지원사업에 있어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는 두 가지
정책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 간 균등배분7)보다는 혼잡에
따른 도로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해야 한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국비지원 체계 유연화
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대중교통 hub-and-spoke 체계 구축

광역시는 밀도있게 개발되는 도시지역이므로, 주요 발전축 변화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중교
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로 혼잡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고속의
대중교통 서비스(BRT, 도시철도), 지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지선 대중교통 서비스와의
연계체계인 hub-and-spoke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단,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대중교통 투자에 있어 시설투자규모와 운영비가 큰 도시철도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버스 중심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주요 간선도로의 승용차-대중교통 환승체계 강화(장기)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도시 내 주요 간선축 및 광역 간선축을 중심으로는
높은 통행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다만 도시 외곽부의 낮은 개발밀도로 인하여 지선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배차시간 증가 등의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 환승연계 시설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효율성 동시 제고가 필요하다.
(3) 지방부 도로교통 시설 공급
구분

단·중기(~2030) 정책방안

장기 정책방안

일반지역

∙ 완공위주 선투자(공사 중 사업)
∙ 국가간선도로 최소서비스 공급(자동차 전용 ∙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공급 확대
도로 연계)

관광지역

∙ 관광도로 타당성평가제도 개선
∙ 휴게소-관광지 연계 연접개발
∙ 대중교통-카셰어링, 렌터카 연계 및 관련 정
∙ 관광활성화 지원 도로 건설
보제공

7) 1차계획(06-10) 수립당시 5대 광역시에 대하여 각각 3건씩 사업계획이 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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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위주 선투자(공사 중 사업)

지방부 도로건설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완공위주 집중 투자하여 준공을 촉진한다.
 국가간선도로 최소서비스 공급(자동차 전용도로 연계)

고속도로 건설의 당초 목표인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
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전 국토를 중심으로 국가간선도로의 최소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고속도로 건설이 저조한 지역은 예상되는 통과 교통랑이 작고 사업
타당성이 낮은 지역이므로 고규격인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보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계획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계한 국가간선도로망
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공급 확대

지방부는 낮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운영이 어려워진다. 고령자나 교통약자,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대중교통 의존 통행자의 원활한 활동 및 통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의 공급이 확대되어 이들이 사회적 배제를 겪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며, 농어촌지역 등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지역은 대부분 지자체 재정여건
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광도로 타당성평가제도 개선 및 관광도로 건설 사업 추진

여가통행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건설투자는 여가활동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지방 관광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가도로 투자를 위한 별도의
사업 프로그램 혹은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말의 통행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지역관광통행 관련 통계, 주말
기종점통행량 등), 여가통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업무통행이 적고 여가통행의 비중이 높은 강원권 지역의 접근성 부족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의 타당성 평가체계를 관광도로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평가 방법론을 포함하여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도로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광지 대중교통 터미널에 카셰어링, 렌터카 연계

고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관광 및 여가활동이 크게 증가하지만, 평소 승용차를 운전하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여행을 위하여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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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목적지가 대중교통 여건이 잘 갖추어진 대도시가 아닌 다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의 불편함(노선 고정, 스케쥴 고정 등)으로 인하여 여행을 통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광지 주변까지의 통행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해당 대중교통
터미널(역사)에서 카셰어링 및 렌터카 이용이 용이하도록 주차공간 조성 및 카셰어링, 렌터카
이용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지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과 휴식을 통한 여가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휴게소-관광지 연계 연접개발

도로는 지금까지 이동의 경로로서만 활용되어 왔으나, 휴게소와 관광지 연계 개발, 휴게소를
통한 경관쉼터 조성 및 걷는길 조성 등 도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로의 가치 제고와 국민들의 여가활동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2) 도로 관리부문 정책 방안
(1) 안전 관리 방안
단·중기(~2030) 정책방안

장기 정책방안

∙ 자동차 중심 안전개선 사업 → 고령자를 위한 ∙ 도로위계별 자율주행 전략 수립
보행자 통합 안전개선사업(보행안전시설 등)
∙ C-ITS 기반 돌발상황 제어 및 자율주행 인프라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자율
법·제도 정비
주행 인프라 법·제도 정비
∙ 간선도로 중심 C-ITS 인프라 기반 구축

 고령자를 위한 보행자 통합 안전개선사업 추진(보행안전시설 등)

자동차와 보행자의 접점에서 고령보행자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고령 보행자 안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신호 횡단시설에
보행자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고장치를 두어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령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통행속도를 낮추어 운영하는 것도 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려하여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성도 제고할 수 있는 통합 안전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보행자 안전개선을 위한 보도설치, 횡단보도 설치, 교통안내 표지, 신호기 운영
등의 개선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세션 1: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

105

 C-ITS 기반 돌발상황 제어 및 자율주행 인프라 법·제도 정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고령운전자의 시력, 순발력, 판단력 등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돌발생황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을 지향하는 첨단도
로교통정보 기술은 돌발상황에 대한 인지․판단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지 자동차 센싱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인프라 간 통신을 통한 돌발상황의 확산을 차단(교통
사고 정보 전달을 통한 연쇄충돌사고 회피 등) 하는 기술도 포함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도로에 도입하기 위한 자율주행
인프라 법․제도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도로위계별 자율주행 전략 수립, 간선도로 중심 C-ITS 인프라 기반 구축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차량 통신 및 차량-인프라 통신을
바탕으로 한 무인자율주행 인프라를 어떤 도로에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기존 첨단교통정보 시설을 전국의 모든 도로에 설치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인프라를 전국의 모든 도로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C-ITS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시설 유지관리 방안
단·중기(~2030) 정책방안

장기 정책방안

∙ 자산관리체계 제도화 및 주기적 시설성능 평가
∙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국가주도의 민자고속도
제도 도입
로 유지관리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 표준화)
∙ 간선도로 중심 도로자산 D/B 고도화 및 자산관
∙ 자산관리 기반 도로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리 핵심모델 개발
시행
∙ 지자체 주요도로 유지관리 전략 수립·시행을 위
∙ 지자체 주요 도로의 노후교량 개축 지원
한 국가 지원(인력 및 기술)

 자산관리체계 제도화 및 주기적 시설성능 평가제도 도입

장래 사용년수 증가에 따른 노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시설을 오래도록 사용하
기 위하여 포장, 교량 등의 주요 시설물을 포함한 도로시설 관리에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우선 정비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시설성능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하여 객관적, 과학적인 도로시설 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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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도로 중심 도로자산 D/B 고도화 및 자산관리 핵심모델 개발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시설성능 열화모델 등 자산관리 핵심모델
구축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간선도로 중심의 도로자산 D/B 고도화를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도로자산 D/B의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개별 지자체에서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자체 주요도로 유지관리 전략 수립·시행을 위한 국가 지원(인력 및 기술)

지자체는 자산관리체계나 생애주기비용 관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기술적 자원이
부족하다. 지자체의 도로관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기술적인 지원(포장관리,
사면관리, 교량관리 등의 기본 플랫폼 및 활용지침 제공)과 관련 인력지원(지자체 관리업무
인력 보강 및 교육)이 필요하다.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국가주도의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2030년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협약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민자도로들이 발생한다.
민자도로들은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들이므로 이에 대한 성능 유지관리는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참고로 하여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표준화하고
국가 주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산관리기반 도로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구축된 도로자산 D/B 및 자산관리 핵심모델을 기반으로 자산관리기반 도로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 유지관리 투자규모 또한
자산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지자체 주요 도로의 노후교량 개축 지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중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종 중 하나가 노후교량의 개축이다.
교량 개축은 교통량이 많지 않거나 우회도로가 있을 경우 기존교량 폐쇄 후 개축이 가능하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일수록 주변 도로에 미치는 혼잡 영향 및 이용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교량이용 폐쇄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건설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등 교량 개축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된다. 재원부족으로 노후교량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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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및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성장 정체 및 감소 등 ‘인구 저성장’과 국가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세수감소 등 재정악화와
관련된 ‘경제 저성장’의 지속이 예견되는 가운데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도로교통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통 투자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기된 도로교통 투자 관련 이슈를 이동성 및 접근성, 안전성 측면으로 검토하고, 도로교통투자
의 투자전략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성장기 도로교통 투자 전략을 간선도로 건설의 선택과 집중
및 투자재원 다각화, 대도시 도로 혼잡 개선에 관한 국가의 역할 강화, 도로와 대중교통의
상생발전, 성과기반 생애주기 도로관리,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관광지원도로 확충의 6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별 도로교통시설 공급과 도로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단․중기 도로교통투자 정책방안과 장기 정책방안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 투자 계획체계, 모니터링 체계, 재원조달
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성장의 제약요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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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5년 국토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청년 문제와 주거
최근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일 것이다.1)
일자리 문제는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 일자리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주원인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현상, 기업의 글로벌화
및 경쟁의 확산 그리고 지식경제의 출현 등에 의한 경제구조의 변화, 고학력인구의 증가와
일자리의 불부합 등을 들 수 있다.
청년층의 또 다른 문제인 주거 문제는 일자리 즉 소득과 무관치 않다. 소득은 주택수요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발표된 가구 소득변화를 보여주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들어 20~30대 청년층의 소득증가율이 처음으로 감소했고2)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청년층의 소득 감소는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이 과거보다 나빠지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의 대표적인 주거문제가 주거비부담 증가와 원하는 주택의 부족현
상이다. 주택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인구․가구 측면에서는 젊은 연령층 감소와 1~2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외 경쟁 심화와 노동시장 개편 등에 따른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그 결과로 주택시장에서는 전세주택이 감소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월세주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임차가구의 임대료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 Rent to Income Ratio)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 RIR은 전국
20.3%, 수도권 21.6%로 20%를 초과하고 있다. 가구의 지불능력을 상회하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주택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소득 중 20% 내외를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초반의 청년층이나 저소득
층의 저축과 소비 축소는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적 자금관리계획 수립을 어렵게
한다.3)

1) 이 연구에서는 청년을 25~39세 연령층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구주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의 소득은 전년대비 0.6% 감소하였다.
3)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나타난 39세 이하 청년층의 평균저축액을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저축액이 주거실태조사에서는 2006년 151.8만원 → 2010년 87.9만원으로, 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07년 74.8만원
→ 2012년 54.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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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 소득 불확실성과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지불능력이 저하되어 주거불안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동일한 수준의 주거소비를 위해서는 주거비부담을 늘리거나,
증가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소비의 질을 저하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등의 주거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의 어려움에서 한걸음 나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과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여건 악화가 시발(始發)이 된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포기로4)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문제가, 주택시장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즉, 주택수요를
받쳐주는 새로운 계층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지 못해 만성적 수요부진을 겪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과 경제적 문제들은 장래 주택수요의 핵심인
20~30대가 주택시장의 유효수요층에서 이탈 혹은 수요 감소를 초래해 주택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청년 주택수요 감소는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더 낮은 주거서비스를 소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년이 처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변화로 인해 주택시장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해 최근 2030세대가 처한 상황을 빗대어 ‘5포 세대’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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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층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소비실태
1) 청년층의 경제적 특성5)
(1) 일자리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 여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25~39세 청년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수는 2000년
938만 명에서 2014년 837만 명으로 약 100만 명이나 감소했다. 남성은 2000년 594.4만
명에서 2014년 499.6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343.6만 명에서 337.3만 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성 경제활동인구 중 25~29세의 감소폭이 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고용률은 평균 60.2%로 25~29세 청년층은 73.9%, 30~34세 74.1%, 35~39
세의 고용률은 73.7%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청년층 남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2000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6)
2003년 청년층과 2008년 청년층 코호트의 차이를 이중차분값으로 살펴본 결과, 고용률은
-1.5%p, 경제활동참가율이 –1.0%p 낮아졌고, 실업률 감소폭도 둔화되었으나 0.5%p 낮아지는
데 그쳐 전반적으로 청년의 고용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단위로 볼 때 25~29세, 30~34세에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실업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반연령대 청년층의 고용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의 질 변화

2003년 청년층과 2008년 청년층에서 전반적으로 상용직 비율이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증가해 고용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상용직 비율은

5) 청년층의 고용의 질, 소득, 저축과 소비, 순자산과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국노
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노동패널은 1998년~2012년까지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분석자료 제약을
감안해 분석은 청년층을 2008년을 기점으로 2003~2007년(이하 2003년 청년층), 2008~2012년(이하 2008년
청년층)의 두 기간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을 25~29세, 30~34세, 35~39세 등 5세단위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령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비교는 2003년 청년층과 2008년 청년층 코호트의 변화에 대한 해석은 이중차분값을
통해 산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하여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변수를 2003년 기준으로 실질화
하였다.
6) 2014년 25~29세는 69.4%, 나머지 연령층은 약 9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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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 2008~2012년은 –1.5%p 감소하였다. 이를 5세 단위별로 보면, 2008년 청년층
코호트의 25~29세에서만 상용직 비율이 소폭 감소했을 뿐 다른 연령대에서는 상용자 비율이
큰 폭 감소하였다.
(2) 가계소득 및 자산
 소득 변화

2003년 청년층의 경우 37.9%의 소득증가가 있었지만, 2008년 청년층은 9.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29.7%에서 13.5%로 둔화되었고 비근로소득도
138.0%에서 –32.3%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은 2003년 청년층 코호트와 2008년 청년층 코호트에서 연령 상승에 따라 총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2003년 청년층의 경우 연령 상승에 따라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청년층 코호트에서는 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가구소득 변화 추이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리

 저축과 소비 변화

2003년 청년층 코호트의 경우 저축과 소비가 각각 11.6%와 31.2% 증가하였으나, 2008년
청년층 코호트는 저축은 8.0% 하락하고 소비는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경우 저축과 소비 모두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2008년 청년층의 월평균 저축액이 2003년 청년층보다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저축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의 경우,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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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서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둔화폭은 소득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는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에서 필요성 경비 등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저축액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월평균 저축과 소비 변화 추이
<월평균 저축액 변화>

(단위: 만 원)

<월평균 소비액 변화>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리

 순자산과 부채 변화

2003년 청년층의 경우 총자산은 67.8%, 부채는 111.7%, 순자산은 58.3% 증가하였다.
반면, 2008년 청년층 코호트에서는 총자산 20.7%, 부채 27.5%, 순자산 21.8%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25~29세의 경우 높은
수준의 부채 증가율이 유지된 것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2003년 청년층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라 총자산과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청년층에서는 총자산과 순자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총자산 및 순자산 변화 추이
<총자산 변화>

<순자산 변화>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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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 원)

2) 청년층의 주거소비실태7)
(1) 주택점유형태
2005년부터 월세 거주가 확연히 증가하는 등 청년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본격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안정적이던 자가, 전세, 순수월세 거주 비중이 200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세는 2000년 44.4% → 2010년 34.0%로, 순수월세는 4.1% → 3.1%로 감소했으
나, 보증부월세는 13.6% → 26.9%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증가현상은
25~29세에서 두드러져 2000년 13.2%에서 2012년 35.3%로 22.2%p 증가하였다.
2003년 청년층에 비해 2008년 청년층 코호트에서 자가 및 월세의 증가율과 전세의
감소폭이 모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여건 악화, 실질소득 증가율 둔화, 주택가격
상승기대 약화로 전세 선호 증가, 결혼 감소 등으로 신규 가계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5세 단위별로 보면 25~29세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월세의 증가율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4>에서 2008년 청년층 코호트에서 자가 비중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 비중 감소세가 줄고 월세 비중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2003년 청년층
코호트와 비교할 때 전세 비중은 낮고 월세 비중은 높아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8)
[그림 4]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주택점유형태 변화 추이(%)
<자가비중>

<전세비중>

<월세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리

7) 청년층의 고용의 질 변화 등과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주거소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8)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임대 → 자가, 월세 → 전세로 전환하는 가구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2년
이내 자가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 가구도 2006년 46.3% → 2014년 38.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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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면적 소비
2003년 청년층은 10.5㎡, 2008년 청년층 코호트는 10.8㎡로 별 차이가 없었으나 25~29
세의 경우에는 각각 2003년 13.2㎡에서 2008년 8.5㎡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청년층 코호트와 2008년 청년층 코호트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25~29세
에서 -4.7㎡, 30~34세에서 –3.2㎡의 주거면적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35~39세에서는 주거면적이 5.1㎡나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대조를 보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주거비용과 주거면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의
주거면적 소비에 대한 주거비용 탄력성은 자가 거주 가구에 비해 3배(2012)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에 비해 주거비용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거비용의 경우, 청년 임차가구는 주거비용이
1 증가하면 주거면적 소비를 줄이는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전 2006년 –0.031에서 2012년
–0.063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9)
(3) 주거비 부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5~39세 청년층의 경우 월세, 관리비 등이 포함된 실제
주거비가 지난 10년간(2005~2014년) 월평균 6.2만 원씩 지출한 것을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월세와 관리비가 포함된 실제 주거비로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가 평균 8.1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40~49세 5.8만 원, 50~59세 6.3만 원, 60세 이상 4.5만 원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실주거비는 가구주 연령에 관계없이 2009년 이후 5년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
며 특히 2009년 이후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의 실주거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층 가구의 실주거비 증가는 전세금 및 월세 상승, 월세 비중
증가와 무관치 않다.

9) 이는 청년층 내 자차가 여부에 따라 주거소비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자가는 –0.029 →
-0.022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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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의 주거소비 결정요인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순자산, 항상소득, (상대)주거비용 등 핵심 경제변수들이 주택점유형태와 주거면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청년 가구의 경우 주택점유형태와 주거면적 결정에
순자산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 여전히 중요하나 금융위기 이후 순자산
요인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점유형태와 자가거주의 주거면적에 대한 (상대)주거비용의 효과는 주택매매시장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처럼 가격상승이 완만하거나 정체된 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택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의
주택점유형태와 자가거주 주거면적 결정에는 자본이득의 영향력이 클 것이므로, 이러한
자본이득의 크기를 반영한 상대주거비용이나 자가거주 사용자비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임차 가구의 주거면적 수요에 대한 주거비용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비용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차 가구의 경우, 주거비용 탄력성의 크기가 자가거주
가구에 비해서 2012년 3배 정도 크다. 임차가구가 자가거주 가구에 비해서 주거비용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넷째, 주택점유형태나 주거면적에 대한 주요 변수의 효과는 분석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비청년층 가구보다 청년층 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반적으로 순자산,
항상소득, 상대주거비용과 같은 경제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는 변수 값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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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비부담능력 전망
1) 청년 주거문제
(1) 주거비부담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임금은 200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3년 202.4 수준을
보였으나, 25~29세, 30~34세, 35~39세는 각각 193.8, 182.3, 185.7로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평균의 95.8%, 90.1%, 91.8% 수준에 해당된다.10)
같은 기간 집값은 220.4, 전세값은 225.2로 상승해 청년가구의 근로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가구의 경우 월세, 관리비 등이 포함된 실제 월주거비로
지난 10년간(2005~2014년) 월평균 6.2만 원을 지출해 40대 이상의 4.3~4.9만 원에 비해
더 큰 주거비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과 전세공급 부족, 월세 증가

[표 1] 시기별 ․ 연령별 월평균 실제 주거비(2003~2014년)
(단위: 만 원)

등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구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5.0

3.7

3.1

2.1

가중시키고 주거안정에도 부

2004

5.1

3.9

3.0

1.9

2005

5.7

4.0

3.0

2.3

2006

6.1

4.5

2.9

2.5

제로 청년층 가구에서는 자가

2007

5.7

4.2

3.2

2.8

와 전세 가구 비중이 감소하고

2008

5.4

4.6

3.0

2.5

2009

5.3

4.5

3.9

2.5

2010

5.6

5.2

4.2

2.7

2011

6.7

5.2

4.4

3.1

2012

7.2

5.5

5.6

3.4

2013

6.9

5.6

6.6

4.5

증가는 주택구매력 저하로 이

2014

8.1

5.8

6.3

4.5

어져 향후 주거소비에 부정적

연간증가율

4.5%

4.1%

6.7%

7.1%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

있는 반면, 보증부월세의 비중
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부담이 큰 월세가구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주: 실제주거비는 월세, 관리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지출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10)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기준 가계소득의 경우, 2013년 185.2이고, 39세 이하 가구의 경우 203.8로 평균보다 높았
다(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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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구입자금 부족과 부모세대의 부담도 증가
고가 상품인 주택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소득과 주택금융 이용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요자가 자기자금만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는 매우 어렵다.
2~30대 청년층 가구의 저축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
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저축을 하는 주된 이유가 ‘주택마련’이나 ‘전세금 마련’등
주택 때문이라는 응답은 35~40% 정도이다. 이는 청년층 가구의 1/3 이상이 주택 때문에
저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저축행태에서 특이한 점은 저축하는 가구의 비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이들의
평균저축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액의 감소는 청년층이 결혼이나 분가로
주택을 마련할 때 과거보다 초기자본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청년층의 주택구입 자금부족은 주택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택하
도록 하는 요인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세대에 대한 의존을 높여 부모세대마저 삶의
질 저하를 강요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자녀가 분가할 경우 오랜 관행처럼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 중 14.5%는 주택구입 자금, 18.9%는 전세마련 자금,
그리고 13.0%는 보증부월세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의 20% 가량은 부모 세대 등에 주택마련 비용의 일부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원액 증가대
비 지원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년층이 자가 마련을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2006년 7,068만 원에서 2014년 1억 36만 원으로 2,968만 원(42%)
증가하였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원금액도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주택매매가격
이 20.3%(아파트는 22.3%)나 상승해 지원액 증가 대비 지원효과는 반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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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 내 주거불평등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 청년층 가구의 주거소비 면적은 2006년보
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40~54세 가구의 4.6㎡ 그리고 55세 이상
가구의 5.0㎡ 증가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청년층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 소비가 증가하였지만 청년층 가구당 평균주거면적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이하 CV)는 확대되고 있다.11) 2006년 0.38이던 CV는 2010년
0.42, 2014년 0.47로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반면 다른 연령층의 주거면적 CV는
유사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청년층 내에서 주거면적의 편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주택소비에 있어 집단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청년층의 주거비부담능력 전망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과거보다 경제성장률 하락, 가구소득 증가율 둔화, 가구의
주거비부담 증가할 것이란 가정하에 청년층의 주택구입능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분석하
기 위해 실증분석은 생애주기별 가구소득 추정, 저성장에 따른 가구소득 변동 추정, 시나리오
설정 및 시나리오별 주택구입능력을 평가하는 단계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주택구입능력 추정을 위한 분석 시나리오는 4가지로 구성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소득과
순자산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지불 가능한 주택가격과 임대료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표 2]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구분

소득

순자산

시나리오1

현재의 소득 유지

현재 순자산 유지

시나리오2

저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율 둔화

소득감소에 따른 순자산 감소

시나리오3

시나리오2+사용근로자비율 5%p 감소

소득감소에 따른 순자산 감소

시나리오4

저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율 둔화

월세가구 비중 5%p 증가에 따른 순자산 감소

11) CV: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자료의 분포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값. 40~54세 가구의 주거소비
면적은 4.6㎡ 그리고 55세 이상 가구는 5.0㎡ 증가했고, 이들 연령층의 주거면적 CV는 유사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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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014년 기준 25~29세인 청년층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얻게 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 추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수도권 거주
25~29세 청년의 경우 현재 소득이 유지된다면 40~44세가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그리고 만약 소득증가율이 둔화된다면 35~39세가 되었을 때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서 추정된 소득의 경우 청년층의 HAI 산정 시 가구소득 변화를 통해 지불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순자산의 경우는 주택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 비율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HAI 산정 시 주택구입자금 대비 대출금 비중에 영향을 주어 지불능력이
변화하게 된다.
[표 3] 시나리오별 소득 추정 결과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단위: 만 원)
60~
65세
64세
이상

시나리오1

216.2

309.8

342.9

347.5

328.2

309.7

274.9

239.2

134.1

시나리오2

216.2

303.0

328.0

324.9

299.7

276.1

239.1

202.9

110.8

시나리오3

213.9

299.8

324.5

321.4

296.5

273.1

236.6

200.7

109.6

시나리오4

216.2

303.0

328.0

324.9

299.7

276.1

239.1

202.9

110.8

시나리오1

187.7

298.6

314.3

309.9

293.0

267.9

232.8

191.1

97.7

시나리오2

187.7

292.1

300.7

289.7

267.5

238.8

202.5

162.1

80.8

시나리오3

184.3

286.9

295.3

284.5

262.8

234.5

198.9

159.2

79.3

시나리오4

187.7

292.1

300.7

289.7

267.5

238.8

202.5

162.1

80.8

구분

수
도
권

비
수
도
권

(1) 주택구입능력 전망과 구입 가능한 주택규모
 지불 가능한 주택가격

① 현재와 동일한 여건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시나리오(1)의 경우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이 25세~29세 연령구간 이후 45~49세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25~29세 연령구간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이 1.9억 원에서 빠르게 증가해 35~39세에는
3.8억 원, 45~49세에는 4.8억 원 수준까지 구입능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이 25~29세 1.6억 원에서 35~39세에는 3.5억 원, 45~49세 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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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까지 증가하다 50세 이후부터 소폭의 감소세를 보여 3.4억 원에서 4.1억 원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저성장에 따른 소득과 순자산 증가율 둔화를 반영한 시나리오(2)의 경우
가구주 연령별로 시나리오(1)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의 증가폭이
시나리오(1)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나리오
(1)과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청년층의 경우에도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이 35~39세 3.4억 원으로 나타나
시나리오(1)의 3.8억 원에 비해 0.4억 원이나 구입능력이 감소했다. 60세 이후 연령층을
제외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수준이 정점에 이르는 45~49세에서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
(2)의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차이는 수도권 1.0억 원, 비수도권 0.9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시나리오(2)에 추가적으로 상용근로자 비율 감소와 월세가구 증가를 가정하여 설정한
시나리오(3), 시나리오(4)의 경우
시나리오(2)에 비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수준이 가구주 연령별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시나리오(4)의 경우, 시나리오(2)와 소득수준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3)에 비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의 감소차가 10% 이상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소득보다 순자산 감소가 주택가격 지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과 월세가구
의 확대가 향후 주택구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35~39세 연령구간에서 시나리오(1)과 비교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은
시나리오(3)이 0.5억 원, 시나리오(4)가 0.7억 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시나리오(3)이 0.5억 원, 시나리오(4)가 0.7억 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 상승에 따른 감소폭을 비교해 보면, 시나리오(3)과 시나리오(4) 모두 비수도권이 상대적으
로 큰 감소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1)~(4)에 따른 주택구입능력 전망 결과를 종합하면, 저성장에 따른 소득과
순자산 증가율의 둔화는 주택가격 지불능력을 감소시키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현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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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의 격차가 확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월세 가구의 확대는
소득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출하면서 자산축적을 지연 또는 감소시키게 되므로 이로 인해
가구의 주택가격 지불능력도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지역별․ 시나리오별․ 가구주 연령별 주택가격 지불능력 전망

(단위: 만 원)

<비수도권>

<수도권>

[표 4] 시나리오별,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주택가격 지불능력 전망

(단위: 만 원)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시나리오1 18,807

31,652

38,421

41,890

48,234

45,068

46,775 50,717 46,499

수 시나리오2 18,807
도
권 시나리오3 18,470

30,111

34,390

35,066

38,130

34,152

33,933 34,442 34,274

29,401

33,525

34,162

37,185

33,371

33,198 33,695 33,726

시나리오4 17,371

27,202

30,953

31,389

34,098

30,745

30,442 30,332 30,668

시나리오1 16,323

30,507

35,224

37,357

43,060

38,982

39,604 40,520 33,898

비 시나리오2 16,323
수
도
권 시나리오3 15,834

28,897

31,328

31,046

33,723

29,373

28,649 27,719 25,310

27,692

29,974

29,692

32,313

28,253

27,623 26,744 24,664

시나리오4 15,038

26,042

28,136

27,731

30,105

26,382

25,627 24,277 22,510

구분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자료: 기획재정부 2013;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등을 이용하여 추정

 구입 가능한 주택재고 분석

분석을 위해 전체 주택 중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HOIS(Housing
Opportunity Index to Stock: 주택재고 대비 구입기회)를 이용하였다. 각 지표의 산정에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와 실거래자료를 이용하였다.
HOIS는 가구주 연령별로 추정된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중 35~39세 연령구간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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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분석기준으로 하였다.12) 분석을 위해서는 계층별 소득과 순자산을 추정치를, 그리고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수준은 <표 5>와 같다.
[표 5] HOIS 분석 기준,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35~39세 전체가구)

(단위: 만 원)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수도권

38,421

34,390

33,525

30,953

비수도권

35,224

31,328

29,974

28,136

자료: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와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위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와 시나리오별로 HOIS를 추정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HOIS가 나타났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대구와 울산이 낮은
값을 보였다.
서울은 2014년 기준으로 25~29세인 청년 가구가 소득과 순자산에 변화가 발생하면
35~39세가 되었을 때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재고 물량은 40.8~56.4%에 불과하고,
경기도는 72.8~83.7%만이 35~39세에 자신의 소득과 순자산을 이용한 주택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시나리오(1)과 비교해 시나리오(2)의 경우, 서울 및 광역시에서 HOIS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나리오(2)의 경우 부산, 대전, 울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성장에 따른 상용근로자 비율의 감소,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의 감소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12) 이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 가구를 형성한 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이 평균 38.9세로 추정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청년층 내의 소득계층 간 차이에 따라서도 주택구입과 임차를 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 분석에서는 평균적인 소득과 순자산 기준에 더해 소득계층별로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 및 매물 수준
의 차이 분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pp.143~159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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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HOIS 분석결과(35~39세 전체가구)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서울

56.4%

47.8%

46.4%

40.8%

부산

92.0%

84.0%

80.1%

79.0%

대구

89.0%

83.2%

80.3%

79.8%

인천

96.1%

94.2%

92.9%

90.1%

광주

97.4%

94.5%

92.6%

91.2%

대전

94.4%

86.5%

80.6%

80.3%

울산

87.5%

82.1%

76.8%

75.1%

세종

96.0%

95.2%

91.7%

91.7%

경기

83.7%

77.8%

77.1%

72.8%

강원

98.9%

98.5%

98.5%

98.5%

충북

96.2%

95.2%

93.5%

93.5%

충남

99.6%

98.9%

96.7%

96.7%

전북

96.2%

96.0%

95.7%

95.7%

전남

99.2%

98.9%

98.1%

98.1%

경북

99.4%

98.6%

96.9%

96.9%

경남
제주

95.0%
98.5%

92.8%
98.3%

90.6%
97.5%

88.8%
96.9%

자료: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와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2) 주택임대료지불능력 전망과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규모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능력 전망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능력 추정을 위한 분석 시나리오는 3가지로 시나리오 (1)~시나리오
(3)으로 구성하였다.
① 소득변화가 현재와 같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1>의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구간까지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 증가하다 이후 가파르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경우 40~44세 연령구간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 93.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비수도권의 경우 35~39세 연령구간에
서 84.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오면서 임대료 지불능력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소득 감소를 가정한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의 분석 결과
소득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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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수도권의 경우 40~44세 연령구간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가 <시나리오 2>의
경우 87.6만 원, <시나리오 3>의 경우 86.6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의 경우 35~39세
연령구간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가 <시나리오 2>는 91.1만 원, <시나리오 3>은 79.6만
원으로 5~6%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재고 분석

추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살펴보았다. 지불 가능한 주택재고
수준 평가에는 전체 주택 중 부담 가능한 주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ROIS(Rental
housing Opportunity Index to Stock: 임대주택재고대비 임대기회지수)를 적용하였다.
각 지표의 산정에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와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재고 분석 위한 ROIS를 산정하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30~34세 연령구간
에서 추정된 지불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전체가구에 대한 시나리오별 ROIS를 분석한 <그림 6>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3>의 변화 정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한 분석결과 서울, 경기,
대구, 세종, 인천 등의 순으로 ROIS가 낮은 값을 보였고, <시나리오 1>과 비교해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의 ROIS 감소폭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4년 현재 25~29세인 청년층의 임대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0~34세(2019년)에 이들이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재고는 서울 75~76%, 경기 75~78%,
부산 89~90%, 그리고 인천에는 86% 정도만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시나리오
1>과 비교하여 감소폭이 큰 지역은 세종, 경기, 전남, 서울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청년가구의
소득 감소 등 여건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6] 지역별 ROIS 분석결과(30~34세 전체가구)
<시나리오(1) ROIS>

<시나리오(1) 대비 (2), (3)의 감소폭>

주: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와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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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가구의 ROIS를 30~34세의 중간소득층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서울,
경기, 제주, 인천, 대구 순으로 ROIS가 낮게 나타났으며, 시나리오별로는 전북, 대구, 울산
지역의 ROIS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층이 임대 가능한 물량은 서울 79%,
경기 81%, 인천 88% 정도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3) 주거비부담능력 분석결과와 시사점
저성장시대로 진입으로 청년층의 가계소득과 순자산이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고용상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 이에 기초하여 주택매매가격 지불능력이 청년층의
생애주기 진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청년층의 주택구입능력에 근거해 청년층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재고량과 매물량을
주택재고지표(HOIS)를 활용해 확인해 본 결과, 저성장 가정하에 청년층의 고용상태와 소득의
불확실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청년층이 접근할 수 있는 구입 가능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4년 기준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재고 및 매물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3.8억 원~3.0억 원, 비수도권은 3.5억 원~2.8억 원이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적정한 가격이었으나, 이들 가격대의 재고가 서울은 시나리오별로 56~41% 수준, 경기는
84~73%, 부산 92~79%, 울산 88~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저렴한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주택가격과 재고의 격차는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자본 제약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 및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초기자본
제약 정도를 보여준다.
넷째, 주택매물량의 경우는 주택재고량보다 시나리오에 따른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제주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가격수준을 초과하는 주택들이 시장에서 매물로 거래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주택구입을 위한 청년층의 초기 자본제약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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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이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고용상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석한 결과, 첫째, 임대료지불능력에 근거해 청년 가구가 지불 가능한 주택재고량과 매물량을
주택재고지표(ROIS)를 활용해 확인해 본 결과, 저성장 가정하에 청년층의 고용상태와 소득의
불확실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청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지불 가능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 ․ 저소득층 청년가구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0~34세에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재고는 서울 76~75%, 경기는 78~75%, 부산 90~89%, 대구 85%,
인천 86% 수준인 것으로,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임대 가능한 물량을 보면, 저소득층(30~34세
의 1~4분위)은 서울 52~51%, 경기 57~56%, 인천 71~65% 수준이고, 중소득층(5~8분위)은
서울 79%, 경기 81%, 인천 88% 수준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청년층의 소득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재고도 부족하지만, 이들이 이주하고자
할 때 소득에 맞춰 접근할 수 있는 주택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 가구특성에 맞는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년가구의 주거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대료부담과 전월세주택 부족은 청년가구의 주거이동
제약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청년층 가구의 순자산과 소득증가율 변화(시나리오 2), 취업 어려움과 경제성장률 약화(시
나리오 3) 그리고 월세가구 비중 증가(시나리오 4) 등을 가정해 모두 4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시나리오 1은 현 추세의 연장), 청년층의 주택구입능력을 시나리오별, 연령별,
지역별로 전망해 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청년층의 주택구입능력이 현재보다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주택구입능력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월세 때문이며 다음으로 취업률 하락과
소득증가율 둔화 그리고 경제성장률 둔화의 순이었다. 이 같은 영향에 의한 구입능력 저하는
35~39세 연령층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따라서 분양 혹은 공공 및 민간임대에 관계없이 이들을 위한 주택을 추가적으로 더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계층별로도 차별화된 주택수요 진작책과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지역에는 중·저소득층의 25~34세 청년층 가구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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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1)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1) 청년 주거안정지원 정책현황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노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세대로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택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지원 정책이 일부
도입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 정책지원 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주거불안 해소책들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
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주택재고 확보의 어려움과 증가하는 주거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
는 데 근본 취지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주거안정지원 정책으로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금융지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공급,
주택특별분양지원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주택금융지원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대출,13) 안심월세대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공급지원은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 시 신혼부부 ․ 신입사원 일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제도,14) 신혼부부 ․ 대학생
대상 전세후임대주택 공급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지원 정책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 정책이 지니는 한계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장래
이들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13) 2014년 디딤돌대출로 편입되었다.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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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정책의 한계와 과제
현행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로는 첫째, 젊은 청년층이 정책적 배려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신혼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배려대상,
사회초년생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거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 배려대상, 그리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역시 대학정원 확대와 취업난으로 부족해진 기숙사 문제 완화와 생활불안 및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배려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생애주기에 맞춘 포괄적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제한된 대상자에게
한시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신혼부부나 신입사원, 대학생,
취업준비생 같은 청년층 중 극히 일부만 대상으로 하면서 정책수혜 정도도 두드러지지 않는
한시적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공급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 활용이 미흡하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
로는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청년층의 주택수요를 공공부문에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재정의 부담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월세 시대의 청년층 주거비부담과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공동거주 문화가 가능한지 실험하고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사례도 부족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9.2대책에서 대학생 전세임대 면적제한을 일반임대처럼 전용 85㎡, 3인
이상 공동거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좋은 실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주거 및 주거빈곤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주거약자로 규정되어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청년의 주거 빈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층 저소득층과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주거 빈곤이 후손으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책적 노력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주거문제를 현재의 주거안정지원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
는 정책의 목적과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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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기존과는 차별화되고 보완된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사회 ․ 경제적 환경변화가 지속될 것이고 주택시장은
이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란 점에서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의 주거불안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이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3저 시대에 대응하는 주택시장 관리방안과 주거안정지원 정책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여건 악화와 고령화 등으로 점증하는 국민의 주거복지정책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과 참여주체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시장 위기와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정부의 시장개입 요구 증대와 새로운 역할 정립을
요구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지원 정책도 넓게는 주거복지정책 선상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이 주거복지정책의 배려대상이 아닌 주택수요 창출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청년 주거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저성장시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은 청년층이 처한 사회경제적
특성,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소비량 결정요인 그리고
지불 가능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과 주택재고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층 대상 지원정책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층 가운데 젊은 연령층인 20대와 30대 초반의 경우 주택시장 진입에 자산제약과
소득제약을 크게 받는 만큼, 부족한 자산과 소득 부분을 보완해주고 장기적으로 실물자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주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첫 주택을 마련하는 30대 후반에는 구입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재고와 매물재고가
부족한 만큼 실수요자가 주택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지원정책 중
소득, 금리, 대출한도, 대출대상 제한 등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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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다음과 같은 기본방
향과 전략하에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새로운 주거정책의 3대 기본방향
전체 연령층과 청년, 청년의 내부 계층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 생애주기별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서 청년층과 다른 계층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
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자산형성지원기, 첫 주택점유지원기, 자가점
유촉진기, 주거상향이동기, 자가점유 유지 및 관리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 세부 정책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둘째, 청년층을 연령, 소득, 가구구성 등 대상 특성별로 더욱 세분화된 정책대상으로
재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비지불능력에 맞는 주택공급과 수요정책을
추진한다. 임대료 부담증가와 관련해 주택시장 측면에서 월세시대에 대한 정책대응력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셋째, 시장과 주거복지를 결합하는 정책을 확립한다. 정책추진 주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와 주택수요에 맞는 정책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고
창출하되, 가계의 자산형성지원에서 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자산기반의 복지가 실현되
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2) 7대 세부 추진전략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의 3대 기본방향에 맞춰 추진하여야 할 세부 전략으로는 첫째,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은 장기적으로 자가 점유에 초점을 맞추고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자가 점유는 소유와 거주가 일치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 때 비로소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완전한 ‘사는 곳’이 된다.
둘째, 수요측면에서 청년의 사회진입 단계부터 자산형성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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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보험 등)을 마련한다.
셋째, 청년 생애주기(연령대별), 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특성을 종합한 세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공급측면에서도 한시적이고 정책배려 차원을 탈피하고,
양적으로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월세 시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월세에 대한 연말소득공제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제도적 측면에서 주택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주택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해당지역
거주기간 강화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우선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택청약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여섯째,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주거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수요관리 관련
정책사항을 검토하여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정책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우리 사회의 장기적
구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7] 청년을 위한 새로운 주거정책 수립의 기본방향과 7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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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1) 주택수요 창출 및 맞춤형 공급 실현, 자산형성지원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현행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정책지원에서 벗어
나 계층별로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와 부산, 울산, 제주 등 비수도
권, 연령대별로는 20대 중후반, 30대 초반과 중후반으로 보다 세분화해 주택공급과 주택수
요 진작방안 그리고 주거복지지원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지원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택시장 진입연령 전후의 초기 청년층부터 자가 점유나 차가를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자립형 자산지원형성 상품을 개발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젊은 층의 경우 주택구입이나 임대주택 마련 시 초기비용 마련에 많은 애로를 겪게
된다. 특히 부모로부터 자산의 일부를 이전받는다 해도, 과거에 비해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주택가격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지원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저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금융 대출과 더불어 취득세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이연 등 주택보유에 따른
세제부담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거나 첫 주택규모 확대하는 가구의
경우 취득세를 3~5개년에 걸쳐 분납(무이자)하도록 하고, 재산세도 매각시까지 이연하여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층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생애주기별 수요지원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청년층의
주택금융지원은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되, 장래성과 기대여명을 감안해 초장기상품 개발(20
세 가입, 50년 분할납부), 수수료 부담 없는 중도금 일시상환 가능 상품, 소득이 많아지는
40~50세에 원금상환액을 커지도록 설계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금융상품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세션 2: 국민체감·스마트·국토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139

② 주거복지와 자산형성지원, 주거안정지원을 연계한 ‘저축+보험연계 상품개발’ 정책지
원을 실시한다. 방안으로는,
첫째, 자산기반복지 실현 수단으로 청년층의 자가 점유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자산형성
을 지원하는 저축 및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15) 상품을 재도입해 주택마련
을 위한 초기자금이 형성되도록 지원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보다 상향하고,
완전비과세 장기상품으로 개발을 검토한다.
둘째, 대출금이자를 납부해주는 보험 상품을 저축 상품과 연계 개발한다. 일정기간 금액
불입 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보험 상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변동의 영향을 덜 받고, 원금상환만 신경 쓰면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 리스크에
대한 불안 감소로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세밀한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한시적,
정책적 배려대상이 아닌 장기적 주택수요의 주체로 청년층이 주택시장에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용직과 비정규직 같은 고용 상태, 1인 및 무자녀 가구와 2~4인 가구, 3세대
가구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수요 및 공급지원 방안을 생애주기별로 준비한다.
둘째, 정례적 청년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맞춤형 주거안정지원 정책의 기본은 정확
한 정책대상의 파악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행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패널 등이 있지만,
조사 특성상 청년층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실태조사와 노동패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결합한 ‘청년층 주거실태 패널조사’와 ‘비주택거주 청년층의 주거실태
패널 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인 정책수립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 기시행된 지원정책들에 대한
성과평가(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부담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원과 생산적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6)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는, 첫째, 자산기반복지 실현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주택
연금제도와 연계된 신상품 개발방안을 모색한다. 일례로 제도취지에 비해 성과를 보지 못했
15) 일명 ‘장마저축’으로 2012.12월 폐지되었다. 현 청약저축은 주택공급 순서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자산형성 목
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16) 이 연구에서는 생산적 주거복지를 청년층의 자가 소유와 점유를 통한 복지의 실현이라는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
여 사용한 것이다. 이는 단지 주거복지 뿐 아니라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비용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갚아 나간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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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공유형 모기지제도와 주택연금제도를 결합시킨 신상품 출시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주거비부담능력을 고려한 ‘청년공동체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프랑
스의 공동임대 프로젝트나 독일의 공동 주거(Wohngemeinschaft), 일본의 셰어하우스처
럼 1인가구나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이 하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간+공공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17)
셋째, 공동주거 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일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2인 청년층 가구에게 70% 이상 공급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민간 비영리단체나 청년 단체에서 하도록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유형과 실제 적용 가능한지
를 찾아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장기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최저주거기준 적용 여부 등), 그리고
제도도입 가능성 및 지원기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등이 명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⑤ 청년 공동체와 도시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증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노후
주택 관리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노후주택과 공가를 구입 및 수리한 후 청년층 단체나
청년 개인에게 매각하되, 해당 주택을 쉐어하우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둘째, 사업운영주체 측면에서는 미세한 주택정책을 누가 실천할 것인가 하는 미시적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LH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관리, 주택개량사업지원 등은
주거복지정책의 지속성과 지역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택노후화, 입주 및 퇴거 등을
위해 지역에 밀착한 전문단체나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강화방안을 찾아 실행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상담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공공과 민간 위탁의 주거복지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범위 규정,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 센터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17) 우리나라도 셰어하우스는 개인공간은 확보되고 그 외의 공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
다는 점에서 10년 전부터 발달하고 있음. 2000년 31곳의 695개 방에서 2007년에는 429곳, 6897개 방으로
늘었고, 연 30% 정도로 급증하고 있음. 보증금이 저렴하고 기본적인 가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거주자 연령비율은 20대 후반이 29%, 30대 전반 19%, 30대 후반이 9%으
로 25세~39세의 청년층이 전체 쉐어하우스 거주자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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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위기에 대응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대처방안을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금융기
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별 청년주택펀드’를 조성한다.
주택금융과 관련한 기법과 상품들이 나날이 다양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혹 닥칠지 모르는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대응과 청년층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청년주택
펀드’를 조성한다. 청년펀드가 파산·경매주택,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청년층이나 단체에게
임대 및 매각할 수 있게 한다.
⑦ 마지막으로, 저렴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기수요가 여전히 많다. 청년층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이 주거사다리를 통해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회수형 주거지
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분양전환 목적의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지적 시장의 주택임차수요를 주기적으로 추정해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의 실효성
과 선제대응력을 높인다.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과 대상 계층에게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분양전환
시점의 가격에 대해 입주 2년 이내에 확정 고시하는 방안과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의한 주택관
리가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재건축과 재개발 방식을 통한 도시내 저렴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한다. 도시지
역의 전월세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공급지 대안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거정
비사업의 운용방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공임대 특히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면서 전세임대나 매입후 임대주택을 확대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원하는 경우, 공유형 모기지 방식을
차용해 장기적으로 자가 점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공유형 모기지제도
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선행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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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정책 방안: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측면
정책방안

세부정책방안

실행과제

세밀한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 마련
주택시장
및
주거복지
측면

∙ 초기 주택자금마련 저축상품 개발

○

주택보유 세제부담 완화

∙ 재산세 납부이연, 취득세 분할납부

○

생애주기별 수요지원
금융상품 도입

∙ 기대여명 등 감안해 초장기상품 개발
(20세 가입, 50년 분할납부)
∙ 수수료 부담 대폭 낮춘 중도금 일시
상환 상품 도입
∙ 소득이 많아지는 40~50세에 원금 상
환액을 늘리는 금융상품 개발

○

자산마련 저축 및
보험상품 개발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도입
∙ 소득공제 한도상향, 완전비과세 장기
상품

○

‘대출이자납부 보험’
상품 개발

∙ 일정 기간/ 금액 불입 후 주택담보대
출 이자지급 보험 개발

가구특성별 수요 및 공급
지원 방안 마련

∙ 정규직 비정규직 같은 고용 상태, 1인
및 무자녀 가구와 2~4인 가구, 3세대
가구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수요 및 공
급지원 방안

청년층 주거실태조사
정례화
주택연금 연계 상품개발

생산적 주거복지
프로그램 추진

청년 주거안정
참여주체 다양화

시장위기 대응
대처방안 마련

회수형 주거지원
프로그램 도입

단기

자립형 자산지원형성
상품 개발

자산지원형성프
로그램 개발

저축+보험
연계 상품 개발

추진시기
중장기

◎

○

∙ 청년층 주거실태패널조사
∙ 비주택거주 청년층 패널조사

◎

∙ 공유형 모기지+주택연금제도 연계

◎

청년 공동체 주택공급
프로그램 개발

∙ 셰어하우스 확대 위한 민간+공공 협
력 프로그램 확대 개발

○

공동주거 시범사업 확대

∙ 공동주거 시범사업 확대 추진
∙ 노후(준)주택 셰어하우스로 수리공급

○

노후주택, 공가 등
청년단체,
협동조합 등에 우선 매각

∙ 청년단체 주도로 노후주택, 공가 등
셰어하우스로 공급지원

청년주거지원 거버넌스
체계 정비

∙ 청년 주거안정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지역별 청년펀드 조성

∙ ‘펀드’가 파산경매주택, 미분양주택
구입 후 청년들에게 매각, 임대

◎

공동 위기대응기구 설립

∙ 공공, 비영리단체, 금융기관 참여
∙ 공공 기관 및 기금 주도로 출자해 기
금 조성

◎

분양전환 임대공급 확대

∙ 주거사다리 통한 상향이동 지원

도시내 저렴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 가로정비사업 등 활용한 맞춤
형 주거정비사업 방안 마련

공유형 모기지에 기반한
자가점유 확대

∙ 분양전환 임대 확대로 자가 점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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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청년 주택정책 및 제도 확립
지불 가능한 주택가격의 주택재고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주거비지불능력과 주택가격간의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는 1인 가구
뿐 아니라 젊은 청년가구주가 많이 거주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청년층 주거안정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수혜 대상이 제한성과 정책의
한시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가칭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주택법」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청년층 주거실태와 비주택거주자 주거실태 패널조사 관련 내용을 「주택법」에 포함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예비 및 신혼부부 등을 망라하는 전국단위의
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분양주택 청약시 청년층(25~39세) 가구주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이의 구체화
방안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주택특별공급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주택의 40%는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당국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통한 생산가능인구 증가, 주택시장의 잠재성장력 지속을 위한 정책적 사명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주택단지 조성계획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할
필요가 있다.
④ 청년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의 보완을 추진한다
(제9조 기금의 용도). 청년 공동체, 청년주택조합 등에 의한 주택공급과 관리 지원을 명문화하
고, 청년층 거주 공동주택의 수리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 및 보완한다. 향후 「주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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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차 ․ 개량 지원 등 청년층 거주안정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필요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⑤ 범정부차원에서 청년층 자가 점유촉진 지원을 위해 LTV, DTI 등 주택금융지원정책과
「지방세법」 등 관련법제의 보완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및
회수 구조 그리고 세제 이연납부 방식을 통한 일시적 비용부담을 장기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비용부담 경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표 8]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정책 방안: 주택정책 및 제도 측면
정책방안

주택
정책
및
제도
측면

추진시

세부정책방안

실행과제

관련법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가칭 ‘청년층 주거안정
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
한 기본계획’ 수립

∙ 계획에 담을 내용 관련
연구추진

「주택법」

○

청년층 조사
강화

전국단위 청년층 주거실
태와 비주택거주자 주거
실태 패널조사 실시

∙ 사전연구 및 검토 추진

「주택법」

○

청년 가구주 지원
강화

분양주택 청약시 청년
층 가구주 지원 강화

∙ 분양주택의 40%는 청년
층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
검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특별공급제도의
대상 확대

청년 공동체, 청년주택
조합 등에 의한 주택공
급과 관리 지원 명문화

∙ 청년층 거주 공동주택의
수리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을 저금리로 대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주거복지지원센터 업무
에 청년층 거주안정지
원 서비스 포함

∙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지원하는 방안 검토

「주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청년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강화

주택금융 정책 및
세제 등 보완

청년층 생애주기 고려
한 상환방식 도입
세제 이연납부로 비용
부담을 장기 분납 가능
하도록 개선

택지공급 대안 마련

∙ DTI 비율 등 연령별 차등
적용
∙ 원리금 상환액 연령별 차
등화
∙ 취득세, 재산세 등 이연
∙ 기지정 공공임대주택 사
업지구 중 일부를 청년층
주거안정지구로 활용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
진지구 활용

청년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
업시행자 확대

∙ 가로정비사업, 재건축 사
업 등의 사업 시행자 확대

주택수요관리정책
보완

「지방세법」 등
관련법제 보완

중장기

◎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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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5. 맺음말
최근 청년의 주거불안 문제는 주택정책과 더불어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해결 가능한
복합적 문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점차 약해지고 있는 청년층의 주택수요 약화의 원인을 파악해 치유하고, 주택수요의 핵심인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특정 세대에 대한 정책적
시혜(施惠)가 아닌 우리 주택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중추인 청년층이 직면한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앞에서 제안한 청년층 생애주기에 맞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청년층
주거실태와 비주택거주자 주거실태 패널조사, 그리고 주택마련 초기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의 개발 등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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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박정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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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 유재윤 선임연구위원ㆍ정소양 책임연구원ㆍ배유진 연구원ㆍ김태영 연구원
본 자료는 2015년 국토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
시재생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지방 중소도시의 점진적 재생 필요성
도심은 지역이 가진 중심성, 장소성, 다양성 등 측면에서 도시공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반면, 외곽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은 거점기능이나 재정수입 측면에서 도시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면서도
도시의 침체와 더불어 그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만 구분하였고 최근 들어서 근린재생형을 일반형과
중심시가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는 자칫 정책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 속에 있으며 비록 쇠퇴하였지만 잠재력 있는 도심공간과 경제기능을
제고하는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현장에 기반한 실증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분석을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 도심공간에 어떠한 공간적·기능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
는가를 살피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중소도시 점진적 재생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지방 중소도시 도심의 경제적 기능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주 기능을 파악하고 향후 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존 도심 기능의 활용·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점진적 도시재생이란
기존 도시개발방식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수복형 등 개발방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구현되는 형태는
기존 도심의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슈 중심의 해외사례 조사․분석
해외사례 조사 시 도심의 기존 기능을 고려한 경제적 재생과 관련한 특정이슈에 관하여
일본, 미국, 영국의 도심지역 재생사례, 또는 국가 전역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
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도심의 주요 기능인 소매업(상업)에 있어 기존 기능(소매점포)과
새로운 기능(대형점포) 간 연계·상생을 이루어낸 일본 키치조지 상점가활성화 사례, 두
번째로는 도심의 주요거리를 대상으로 역사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을 동시에 이끌어낸 미국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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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특정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끌어가는 영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내 소매상권 활성화를 통한 공간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다.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경우 메인스트리트라는 도심 내 핵심적인 거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재생 측면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었으며, 영국 BID의 주요 활동 역시
공간의 효과적 활용, 청소 및 경관개선, 안전 거리조성 등 공간의 물리적 재생과 이를 통해
활발한 상업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둘째,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하에서 분명한
역할분담을 통해 중심시가지 재생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때 공공은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기준 지정 및 평가·관리를 맡으며,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가
참여하고 각자의 역량과 수준에 적합한 역할을 통해 협력하며, 민간은 공공과의 파트너십을
이루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커뮤니티 차원의
조직이 핵심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 중 하나이다. 키치조지 활성화 협의회,
메인스트리트 상인연합회, 그리고 BID 위원회 등 실제적인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지역
차원의 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주요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각 사례가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은
회비, 이벤트 수입, 스폰서 자금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된 자금
확보를 위해 BID와의 병행도 장려하고 있었다. BID의 경우 공동의 합의 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지역 내 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징수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3.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지방 중소도시 도심의 기능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도시전체 차원에서
매크로하게 도시 발전 및 시가화 과정 분석을 통하여 도시전체 차원에서 공간적/기능적
변화의 원인과 시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도심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도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도심 기능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통계청 주민등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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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준으로 2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인 도시 중 2000년 대비 인구가 감소한 도시를
기준으로 진주, 경주, 여수, 목포, 익산, 충주, 강릉 7개 도시를 실증분석의 대상지로 선정하였
다.

1) 도심의 공간구조 변화
7개 중소도시의 공간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초기에는 시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오다가 1980년대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
신규산업단지 개발 등과 함께 원도심 범위는 일정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1980년부터 2010년 동안 매 5년마다 인구중심점 위치를 확인한
결과 인구중심점 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 건설 등 지역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도심의 주요 기능인 관리기능(관공서 등) 등이 유출되며 기존의 단핵
형태에서 다핵형태로 도시공간구조가 변화되었다. 시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신개발지역으
로 이전하고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는 등 새로운 도심이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외곽에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면서 도심 공간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도심 내 공실 발생 역시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림 1] 도심 공간 및 기능변화 과정
도시 성장에 따라
도심공간 확장(단핵)

외곽 개발에 따라
도심기능 이전(다핵)

공간 확대, 그러나 기능유출로
도심내 공실발생

2) 도심 기능의 특화 및 변화상
도심 특화업종을 분석한 결과 7개 도시에서 사업체 종사자수가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며,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및 국방 기능이었다.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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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통적으로 주요 기능이 도심 공간에서 신규개발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도소매, 외식, 금융, 보건복지 등의 기능은 높은 특화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기능에 해당된다.
[표 1]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 원도심 공간 특화기능
업종
제조업
건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문화
기타서비스업

진주
◦
◦
◦
◦

익산
◦
◦
◦
◦
◦
◦

여수
◦
◦
◦
◦
◦
◦
◦
◦
◦

경주
◦
◦
◦
◦
◦
◦
◦
◦
◦

목포
◦
◦
-

강릉
◦
◦
◦
◦
◦
◦
-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되는 도심 특화업종

충주 도시수
0
0
◦
7
◦
6
3
◦
3
◦
7
◦
1
◦
3
2
1
◦
5
◦
2
4

주: ‘◦’은 산업특화도(LQ) 1.0 이상에 해당되는 도시를 뜻함(산업특화도(LQ지수)는 해당도시 전체와 비교시 도심에
해당산업이 얼마나 특화(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지표로 통상 1보다 크면 특화산업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업체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도심 내 주요한 기능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검토해보니, 핵심 특화기능,
유지․관리대상 기능 및 향후 유치 고려 기능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먼저 핵심기능이란 과거와 현재 시점 모두 도심에서 높은 특화도를 보이며 기능간 상관성이
높은 업종이다. 소비(도소매 등), 외식(숙박음식업), 금융(금융 및 보험업), 의료복지(보건
및 사회복지)는 지방중소도시 도심을 대표하는 핵심기능이므로 우선적으로 육성·특화 필요한
기능들이다. 관리기능은 과거 대표적인 도심 특화업종이었으며, 현재 핵심 도심특화기능과
상관성을 보이는 업종들이다. 교통(운수)과 행정(공공행정 및 국방) 기능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핵심 도심특화 기능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도심내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하
게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 또는 유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치기능이란 특화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나 핵심 도심 특화기능, 유지·관리대상 기능과 상관성을 보이는 업종을 말한다.
도심내 다양한 기능 육성을 하고자 할 경우 핵심기능 및 관리기능과 연관성이 높은 문화(오락문
화), 교육(교육서비스), 기타(기타서비스업) 기능 등의 유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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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심 내 핵심기능 간 상관성 분석 종합도

4. 지방 중소도시 도심 실태분석
지방 중소도시 도심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강릉시와 목포시 도심을 대상으
로 현장조사, 심층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장조사는 도심의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층별 현재 용도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였
다. 조사 결과, 목포시와 강릉시에서 공통적으로 도심 내 공실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실은
특정 공간에 밀집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전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나타고
있었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2015년 현재 건축물 층수별 업종 현장조사 결과, 1층 공실률
14.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층 52.4%, 2층 23.8%, 3층 36.6%로 1층 이외의 경우 공실률이
높았다. 두 도시 공통적으로 현재 도심의 주력 기능은 도매 및 소매업(특히,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임을 확인하였다. 주거기능의 경우 도심의 주요 기능중 하나에 포함되며 현재는
도심내 숙박 및 음식점업 등과 혼재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 외에 기타 문화, 복지, 여가,
휴식 등을 위한 도시 내 고차서비스 기능은 두 도시 공통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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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심 내 건축물 1층 용도현황
강릉시

목포시

자료: 연구팀 현지조사결과(2015년 10월 현재)

심층 면접조사는 지자체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심 기능변화원인, 쇠퇴실태, 도심 내 도입이 필요한 기능 등을 조사하였다.
도심변화 실태의 경우 기존 도심지역 개발여건 불량, 개발 용이성 등에 따라 신규개발의
외연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인구자체가 축소되어 세력권이 축소되었고,
유동인구 자체도 감소된 실정이다. 젊은 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에 기반을 둔 젊은 층뿐 아니라 주변 소도시 젊은 층까지 모두 외곽 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역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다. 인프라 등 개발을 통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나
신규 젊은 층 등의 유입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도심내 진입을
원할 경우 활용 가능한 저렴공간 제공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과거에 비해 이용인구 등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업·서비스 및 업무 기능은 도심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도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있어서는 상가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공공
예산지원은 명분이 없어 차선책으로 물리적 도로정비 개선 등만 제한적으로 추진 중이었다.
특정지역에 국한된 특화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국지적·분산적으로 추진중
이며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황진단과 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핵심 주체 중
하나인 상인회 등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을만한 동기부여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는 도시 및 도심의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 참여자인 도심 소상공인,
산업부문 종사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도심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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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모색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도심 방문 횟수 및 목적을 조사한 결과 1달에 5회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이 14.1%로 나타났으며, 산업부문 종사자는 ‘업무 및 거래처 방문 등’이
46%, 일반시민은 ‘쇼핑’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심의 매력은 소상공인, 산업부문
종사자 모두 공통적으로 ‘도심의 역사성과 상징성’, ‘교통 접근성’을 가장 큰 도심의 매력요인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의 경우는 이와 달리, ‘쇼핑, 외식 등 서비스 시설 풍부’를
가장 큰 매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심의 단점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우 ‘주차공간 등
인프라 부족’, 산업부문 종사자는 ‘유동인구(수요) 부족’, 일반시민은 ‘교통혼잡’을 지적하였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설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산업부문 종사자, 일반시민 공통적으로
교통시설, 여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관련 질문은 소상공인과 산업부문 종사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일반시민의 경우는 ‘공원, 휴게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를 선택하였다.
[그림 4] 도심 방문의 목적(강릉시와 목포시)
산업부문 종사자

일반시민

5. 기존 도심 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 전략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은 시설 등 노후화로 인해 현재 쇠퇴하였지만, 인구 감소시대에도
여전히 거점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측면에서 도시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다. 이에 단기적·물리적 사업에서 벗어나 도심 특화기능과 연계한 근본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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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방안 도출 과정

1) 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 전략
(1) 기능적 연계
기능적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 및 기능의 유치가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심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합시설 등은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해야 한다. 도심 주거 기능의 경우 순화
및 복원을 위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거주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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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연계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림 6] 도심의 점진적 재생 기본 방향

도심내 저이용 공공시설, 국공유지 등을 주변 여건
에 따라 공공‧문화시설, 상업시설,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빈 건물, 빈집, 빈점포,
공지 등을 최소화하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고려하고, 도심 내부 혹은 도심과 주변 지역간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등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심의 주상업가로와
이면도로, 블록간에 기능 및 경관이 조화되도록 물리적 정비와 함께 통합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심내 기능,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시간적 연계
시간적 연계를 위해서는 장소성 보존과 현대적 편의성 추구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도심 장소성을 보존･활용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편의성 제고하는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원활한 승계를 위해 고령의
건물주 및 영업주 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방안이 모색되는 한편, 신규 창업수요와
연계시키는 방법 마련을 마련하고, 기존 영업주체와 창업주체간의 윈윈 프로그램, 단순한
건물의 상속･증여가 아닌 영업의 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도심 활성화 방안 도출
(1) 도심내 유휴 공간의 활용
국공유지, 이전적지, 유휴 건물, 빈 점포, 기타 저이용 되는 공간을 도심의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시민 친화적 공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간 입지와 규모에 따라 소공원,
광장 및 공공문화센터 등으로 조성 또는 청년 등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벤처형 상업공간
및 기존 기능의 세대 간 승계 등을 위한 창업 인큐 베이팅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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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공간에 민간투자에 의한 적절한 기능이 도입된다면 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2) 기존 상권의 보호
기존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협정 등을 통하여 기존 소상공인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 건물주와 입주자간의 자율적 협정에 의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
다면, 입주 상인의 안정적 영업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가치의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건물의 가치 및 임대수입 안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전에 임대료 협정을 체결토록 유도하는 한편, 임대료 협정이
체결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고지원 등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에 의한
건물신탁제도에 의하여 건물의 정비,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합리적인 임대료 관리를
대행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기능과 중복되는 업종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영업에 현저하게 중복되거나 위해가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구단위계획 등 가능한 계획수단을 통하여 기존 기능과 새로운 도입 기능 간의
조화를 유도해야 한다.
(3) 신규 창업 및 투자의 촉진
신규 창업 지원을 위해서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심상업지내에 진입하기 이전
인큐베이팅 단계에서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상업･서비스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빈
점포와 신규 창업 수요를 연계해 주는 중개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가 운영하던
점포 및 영업활동 등의 승계 시에는 양도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세대 간 원활한
영업 승계를 유도하고 젊은 창업층의 유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폐업이 불가피할
경우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하여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구역 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심 내 저이용 시설,
유휴부지 등에 지역실정에 맞는 기능과 규모의 민간투자가 유치되도록 힘쓰고, 공모형 PF
시, 지자체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공동 운영하는 방식,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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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이때 기존 상권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부지활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적절한 계획 및 정비기법의 도입
통합적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의 특성에 따라 가로와 주변의 건축물,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보도 등의 통합적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특정 가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여 통합관리를
유도해야 한다. 장소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재 등 보전해야할 자산이 있는 지역의
경우 특별계획구역(국토계획법), 특별건축구역(건축법) 등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장소
성 보전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도심 거주환경의 개선과 도심형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재생 기법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노후불량주거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
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과 같이 소가구․필지통합의
블록단위 정비사업으로 기존 도시조직을 보존하면서 주민 중심의 참여형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5) 자생적 재생기반 확보 유도
지속가능한 자생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진흥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BID)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통합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
며 특히, 초기단계에서 자금의 설치, 신탁 등의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이해 주체간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주체간, 건물주-세
입자, 기존 상인-신규 진입 사업자, 대형 프랜차이즈-개별 점포 등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초기단계에서는 공공 및 활동가 그룹이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전문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심시가지 신탁관리법인의 육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인연합회
등 자생적 조직과는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기업의 운용체계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준공공적 조직으로 이의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탁관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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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심시가지의 정비, 리모델링 사업 등의 신탁, 건물의 관리 및 임대 등 업무의 대행 및
빈 점포, 공지 등 유휴자산의 매입･비축 및 활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때 국･공유지 등에
의한 현물 출자, 출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의 융자를 활용하며, 위탁
및 대행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 보유 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초기에는 유관 공기업으로부터의 출자 및 직원 파견 등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책 지원 방안
(1) 재정 및 금융 지원
도심은 지방도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도시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금껏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의 전통시장 등에 비하여 정책지원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원,
오픈스페이스, 문화공간 등 시민친화적 시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신교통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한 선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평가시 기존 기능의 연계 및 고도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지원,
창업 및 세대간 승계, 임대료 등 도심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및 도시재생사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도시재생사업 저리융자, 소상공인 금융
알선 등) 등 기존의 재정 및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제도개선 방안
저이용 공공시설, 국공유지 등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을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유재산 개발제도(기금개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를 원용하여 공유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협정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서 임대료 협정, 세대간 영업 승계
프로그램 등 중심시가지의 이해주체들간의 자율적 협력을 지원 및 조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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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 도입을 위해 초기에는 법적기구로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지역관리기구(주민대표, 공공,
전문가)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위탁금 제도의 운영을 통해 조직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하고 독립적인 재원확보를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영향으로부
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BID 특별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도심에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을 위한 별도의 법률((가칭) 원도심(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밖에 중심시가지 신탁관리법인 육성을 위한 제도, 도심활성화 특구의 지정, 도입이
필요한 업종 유치를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용 및 중심시가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식품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지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부처 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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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 고용석 연구위원ㆍ김준기 연구위원ㆍ박종일 연구원ㆍ이병재 책임연구원
본 자료는 2015년 국토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응 기관들이 공유해야할 공통기반의
빅데이터가 ICT1), 공간정보 기술 발전 등으로 구축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ICT로 생산 및 공유 가능한 빅데이터는 재해관리 정책 및 유사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재난 시 위험에 노출된
잠재적 요구조자의 규모는 통계청의 거주인구가 유일한 자료였다. 그러나 거주인구만으로는
주간시간대 도심, 업무지역, 공장지대, 관광지 등 활동 밀집지역의 예상피해 규모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초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요구조자2) 정보의 생산과 연계가
중요하며 특히 모바일 폰 기반 동적활동인구 정보는 국민안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초동대응 정보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발생 전후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3)의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림 1]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

사람과 연결된 네트워크 기기 변화
출처: Dave Evans 2011.

사물인터넷(IoT) 개념
출처: KT의 이커너베이션 홈페이지
(http://www.econovation.co.kr/ecnvb/)

1)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2)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동인구를 의미
3) 모바일 폰 기반으로 수집・가공되는 미시 공간 단위의 활동인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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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셀 개념 및 적용가능성
1) 개념
스마트 셀이란, 실시한 활동인구의 규모파악이 가능한 최소규모의 국토공간(sensible
space)(예: 수도권은 89만개의 스마트 셀[50m×50m]4)로 구성)으로 정의하였다. 스마트
셀 정보는 인구구조(연령·성별비율), 위치(좌표), 공간정보(행정위계 등) 등을 포함하며
모바일 폰 사용자의 활동에 근거해 정보를 생산한다. 여기서 활동은 모바일 폰 통화, 데이터
송수신, 문자송수신 등을 의미하며 물리적 이동도 포함된다.
[그림 2]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 개념

예를 들어 스마트 셀 활동인구 정보를 설명하면, 2013년 11월 13일(수) 17:00시 분당구
스마트 셀 중 최대 활동인구는 서현역 자생병원 근처 셀의 2,750명로 나타낼 수 있다.
스마트 셀은 활동인구 정보와 위치정보를 50m×50m 단위로 집계화해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스마트 셀 정보는 개인(점)들이 이동(선)을 통해 스마트 셀 간 진출입하며
이러한 현상들이 면적으로 확산되면서 동적 활동변화 패턴 정보를 표출한다.
[그림 3]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 확장성

4) SKT 제공 자료의 공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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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셀의 정보는 정적정보

[그림 4] 공간위계별 모바일 빅데이터 활용방안

와 동적정보로 나누어지며, 정적
정보는 스마트 셀의 위치 및 주변
토지이용정보와 같이 고정된 정보
이고, 개인이동을 통해 생성되는
유출입 활동인구수와 그들의 특성
(연령, 성별) 등은 동적정보에 해
당한다. 스마트 셀(Smart-cell)
개념의 공간적 확장성은 주차장과
같은 미시적 공간에서부터 시·군,
광역권까지 확장이 가능해 일관된 자료를 다양한 공간정책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 구축 및 특징
(1) 데이터 구축
본 연구의 셀 기반 빅데이터는 모바일 폰 이용자에 기반한 활동인구로 무선통신사인
SKT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SKT는 모바일폰 이용자의 활동인구와 공간정보 등을 특정 공간단
위(50m×50m)로 제공하고 있다. 각 셀은 시간대별 활동인구, 활동위치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모바일 폰 기반의 활동인구로 모바일 폰 사용(통화, 데이터 전송 및 수신) 이용자만
파악가능하다. 셀의 활동인구는 기지국 커버리지와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 스마트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 자료5)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4년 11월 요일별 시간대별 평균자료를 활용하였다. 수도권의 시간대별
빅데이터 개수는 약 1.6억 개(셀개수×7일×24시간), 일자로는 약 7천만 개(셀 개수×7일)이다.
시간대별 빅데이터 정보를 연령별(6개)로 파악하면 약 10억 개까지 증가한다.

5) SKT 지오비전 통해 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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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바일 빅데이터 규모

인천시(96,903개)

서울시(172,059개)

경기도(698,120개)
수도권(스마트 셀개수: 967,082개)

(2) 모바일 빅데이터 특성 및 한계
 특성

첫째, 적용가능한 공간적 위계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셀 단위 자료로 작게는 아파트
단지에서 크게는 광역권까지 공간위계 구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개별공장 유독물질 유출은 물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원전방사능 유출 등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
둘째, 모바일 폰 사용에 근거해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수집 및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자료는 조사 기간에 한정된 현상을 나타내지만 모바일 빅데이터는
자료수집 체계의 자동화로 계절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 등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구축의 상시성은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상시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셋째, 해당지역의 활동인구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자료에서 파악 가능한
인구특성 정보는 활동인구 규모, 성별, 연령별 분포, 활동인구의 거주지와 직장지 정보 등이
있다.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등의 감염병,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활동인구의 원거주지를
통해 감염원의 공간적 확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계

앞서 기술한 것처럼 모바일 폰 사용에 근거해 자료가 생성되므로 기지국을 경유한 모바일
폰 사용건수가 줄어드는 새벽시간대는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 폰의
경우 특정 백그라운드 애플리케이션이 시간단위로 기지국과 통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한계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지국이 있는 육상(섬포함)지역의 활동인구를 알 수 있으며 해상이나 통신 불능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미래 선도·국민 중심의 국토정책 어젠다

170

지역의 재난에는 적용이 어렵다. 지하공간 활동인구 정보는 중계기로 통신이 이루어져 현재
시설로는 파악이 쉽지 않다. 중계기에 저장기능을 추가하면 가능하지만 산악지역은 기지국
설치를 위한 철탑 건설이 필요하며 일부 국립공원의 경우 기 설치된 기지국을 이용해 파악이
가능하다.

3)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검토
재난초기 골든타임 동안의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재난상황정보는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하며 이 정보는 육하원칙(5W1H) 하에 제공될 때 효용성이 제고될 것이다. 스마트
셀 기반의 모바일 빅데이터로 파악 가능한 육하원칙의 재난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떤 성별의 연령대 사람들(who)이 재난 발생 지역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정보는 재난지역 내에 위치한 요구조자의 규모 및 남녀비율 그리고 연령대 분포 파악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정보는 지리정보와 연동되므로 여가, 업무, 교육 등 활동목적(what)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빅데이터 정보는 시스템 구축이 실시간(when)으로 위치(where)파악
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대응 정보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 6>은 모바일 빅데이터가
육하원칙의 정보제공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시공간 관점에서 모바일 빅데이터는 미시 공간에서 거시 공간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재난의 특성은 시간 측면에서
지속시간과 예측가능성, 공간 측면에서는 파괴력과 영향권을 세부요소로 도출할 수 있다.
[그림 6] 스마트 셀 정보로 파악 가능한 재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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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재난특성과 모바일 빅데이터 관계

본 연구는 모바일 빅데이터의 시·공간적 고(高) 해상도 특성을 고려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유형을 각각 3가지로 구분하였다. 예로, 폭염·가뭄 등과 같이 예보가 가능하고, 수일 또는
수개월간 지속되면서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재난은 자연재난 유형2로 구분하였다.
[표 1] 모바일 빅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재난의 유형 구분
재난 유형
자
연
재
난

사회
재난

특징

유형1

태풍, 호우, 해일,
강풍 등

예보가 가능하며 수일이상 지속되면서 넓은 지역에 높은 순간
파괴력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유형2

폭염, 한파, 가뭄,
대설 등

사전 예측이 가능하며 수일 또는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넓은
지역에 걸쳐 인적피해를 유발

유형3

지진, 화산폭발 등

예고 없이 짧은 시간에 높은 파괴력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강도
높은 인적․물적 피해 발생

유형1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예고가 불가능하고 짧은 기간에서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인적․물적피해 유발

유형2

대형화재, 폭발,
화생방, 환경오염사고 등

예고 없이 몇 시간 동안의 높은 파괴력으로 넓은 지역에 인적위
주의 피해 유발

유형3

대형건축물붕괴,
사회기반시설파괴 등

예측이 어려우면서 단 몇 초간의 고 파괴력으로 인구밀집지역
에 강도 높은 인적․물적 피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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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난 활용
1) 지진
최근 동일본·네팔 대지진, 백두산 천지 온도 상승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한반도 지진발생에 대한 시‧공간 분포를 검토하였다. 활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 리히터
규모 3.0 이상이었던 시흥시 지진(2010년)을 대상으로 활동인구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1) 한반도 지진발생 동향
한반도 지진의 규모와 중심점의 시대별 변화를 동시에 표현하는 멀티차트 작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1978~2014년까지 5년 단위(단, 1970년 후반은 1978년, 1979년)로 지진발생의
시공간 패턴을 파악하였으며, 아래 <그림 8>의 원은 지진의 규모, 바 차트는 발생건수를
의미하며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한반도의 진앙지 중심점은 1980년 초 강화도 북단에 위치하던
것이 이후 남으로 이동해 2010년에는 충남 청양군 화양리 부근에 위치하였다. 이것은
1970~2014년 사이 지진 발생의 중심점이 동측 42km, 남측 108km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진발생 중심점의 이동은 기상청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로
기상청 지진관측 장비 교체시점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도가 다를 수 있고 한반도 단층구조와도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8] 시대별 진앙지 중심점 변화(197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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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흥시 사례
리히터 규모 3.0 이상 지진 중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한 시흥시 지진(2010.2.9)을
대상으로 주변 활동인구를 모바일 빅데이터로 분석하였다. 반경 5km 지역의 거주인구는
123만명으로 동별로는 부천시 중동, 인천 만수동이 14만, 부천시 상동이 11만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진 발생 지역 반경 5km 활동인구 분포를 15,992개의 스마트 셀 데이터로
검토한 결과, 활동인구는 경인선 전철역과,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등에서 높았다. 거주인구는
123만 명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모바일 빅데이터로는 활동인구 변화를 시간대별로 파악
가능하였다. 지진 발생 지역 반경 5km 활동인구와 거주인구 분포를 중첩하여 비교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외곽고속도로 시흥 TG 주변 공장, 역곡역, 소사역 등 경인선 주변, 빌라중심의
주상복합지역 등에서 활동인구가 거주인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중동, 만수동 지역에서는 거주인구와 활동인구 빈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발생시 공장지역, 주상복합지역, 전철역 주변의 잠재적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며, 모바일 빅데이터는 거주인구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주간 활동 시간대 인명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림 9] 시흥시 지진 반경 5km 활동인구 변화

시흥시 지진 반경 5km 활동인구(blue)와
거주인구(red) 분포

활동인구 시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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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전을 동반한 폭염: 종로구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에 취약한 고령층이 밀집해 있는 종로구에 변전소 고장으로 인한
냉방공급 중지와 함께 폭염발생을 가정할 경우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종로구에
해당하는 모바일 빅데이터의 셀 개수는 5,916개로, 시간대(24시간), 연령대(6개)로 확장하면
데이터 개수는 약 85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10] 종로구 모바일 빅데이터

종로구 모바일 빅데이터
(원자료)

종로구 셀별 활동인구
(공간정보화 자료)

모바일 빅데이터는 ‘폭염 주의’ 단계에서는 ‘안전유의’ 문자를 발송하고 폭염이 전력중단과
겹치는 위급상황에는 고령자 등 재난에 취약한 연령층의 위치파악을 통해 대피순위를 선정하는
데 적용가능할 것이다. 종로구 연령별 활동인구 밀집지역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은 종로3가에
40대는 종각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폭염경보 중에는 고령층 활동인구 분포를 모니터링
하고 변전소 고장발생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재난상황실에서 대피우선순위 지역을 판단하여
구급대원들을 투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시간 대피상황 모니터링으로
잔류인원 및 미 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림 11] 재난발생 상황별 활용방안

[발생 전: 활동인구 모니터링]
60대 이상 고령 활동인구
분포 현황 파악

[발생 중: 대피우선순위 선정]
폭염발생 시
구조우선순위 파악

[발생 후: 복구지원 현황 파악]
폭염피해자 구조현황 파악 및
복구현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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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재난 활용
앞서 살펴본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인구 집중이 높은 전철역 주변, 대형빌딩,
병원 등을 대상으로 유사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예비 요구조자들의 분포,
연령별 특성 등을 모바일 빅데이터로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1) 지하철역 주변 사태
활동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수도권 전철역에서 불시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전철역 주변의 활동인구를 모바일 빅데이터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수도권
전철역 526개를 대상으로 각 역 반경 500m 활동인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전철역
중 을지로입구역(2호선), 종각역(1호선), 강남역(2호선, 신분당선), 시청역(1, 2호선) 순으로
활동인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역들은 서울 대표 중심상권인 명동, 강남 등에 위치하고
활동인구도 높아 유사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활동인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수도권 활동인구 상위 10위 전철역
을지로 입

강 남

수도권 전철역(526개)

서울 지하철 2호선 활동인구

역명
운영 전철 호선
활동인구
을지로입구 2호선
94,439
종각
1호선
87,886
신분당
강남
2호선
78,402
선
시청
1호선 2호선
67,174
광화문
5호선
64,217
고속터미널 3호선 7호선 9호선 61,203
명동
4호선
58,635
동대문
1호선 4호선
58,482
신논현역 9호선
57,923
건대입구 2호선 7호선
54,253

서울시 호선별 전철역 주변 하루 활동인구 규모는 2호선 247만 명으로 가장 높았고
5호선 164만, 7호선 107만 3호선 102만, 9호선 82만 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호선별
전철역 주변 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30~4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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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서울시 호선별 전철역 주변 활동인구 규모

서울시 전철 호선별 연령대 분포

서울시 호선별 전철역 활동인구 규모

전철역 주변 활동인구의 연령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앞서 살펴본 구조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한 것과 유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전철역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종로 주변은 40세, 강남역 주변은 33세, 홍대역·신촌역 주변 31.5세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밀집해 있는 종로에 활동인구 연령이 8.5세 높게 나타나 유사시 인명피해가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 높을 수 있다.
[그림 14] 서울 전철역 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

서울 전철역 주변 연령분포

60대 이상 분포

20대 이상 분포

2) 대형병원
전염병 발생시 감염환자 발생률이 높을 수 있는 ○○병원을 사례로 활동인구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 병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21,06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거주지 분포는 서울시 55.4%, 경기도 23.7% 순으로 높았다. 지방 활동인구의 거주지
분포는 경상권 1,838명, 충청권 1,036명, 호남권 769명, 제주도 91명, 세종시 20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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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전국의 모든 253개 기초자치 단체 거주자들이 ○○병원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등의 비율이 높았으며,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 중 60명 이상 활동인구를 보이는 지자체는 제천시, 서산시, 제주시, 청주시,
천안시, 여수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병원 활동인구의 거주지 시군구 분포

전염병 확산 초기단계에서는 상황판단이 중요하며 특히, 이동경로에 대한 효과적인 파악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원은
전국에서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내원하는 곳으로 전염성이 높은 질병일 경우 한국이 반나절
생활권임을 감안할 때 전국적 확산에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유사한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국권 단위의 대형병원에 대한 활동인구 모니터링 체계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전염병 관련 재난에서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은 잠재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2차, 3차 확산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병원 활동인구 분석
구분

항목

실천내용

대비단계

활동인구
모니터링

활동인구의 거주시, 주간 활
동지역 파악
활동인구의 경로 추적

대응단계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감염자 이동경로 추적 및 이
동 통제

복구단계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감염자 격리

활동인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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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실 종합운동장: 대피로 계획
잠실 종합운동장 코리안 시리즈 야구경기 중 경기장 주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탄천 건너편 안전지대로 대피해야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모바일 빅데이터로 잠실 종합
운동장 야구장은 물론 주 시설의 시간대 활동인구로 대피수요를 산정하였다. 교통류 마이
크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Transmodeler를 이용해 잠실 종합운동장 내부 도로와
접속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대피로는 잠실 종합운동장의 서쪽 방향으로 청담교,
봉은교, 삼성교 3개로 설정하였다.
[그림 16] 잠실 종합운동장 활동인구 및 대피로

⇒

시뮬레이션 결과로 혼잡구간 및 상충구간을 규명한 결과, 종합운동장역 앞 삼거리에서
회전 교통류과 직진 교통류의 상충이 발생하여 접근차량의 지체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림픽대로로 접근하는 도로 용량이 작아서 잠실 종합운동장 내부도로에
대기행렬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급상황시 이러한 혼잡지점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
로 잠실 종합운동장 대피전략을 수립하였다. 상세 전략으로 잠실 종합운동장 남문 접근
도로에 회전 교통류와 직진 교통류를 통제하여 차량의 대피 시간을 최소화하였고, 잠실
수영장 주차장에서 대피하는 차량에게 좌회전을 금지시켜 잠실 종합운동장 남문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상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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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잠실 종합운동장 혼잡구간 및 상충구간
구분

혼잡구간 및 상충구간 설명

혼잡
지점

종합운동장역 앞 삼거리에서 회전 교통류과 직진 교통류의 상충이 발생하여 접근차량의 지
체시간이 증가함

교통
통제
전략

잠실 종합운동장 남문 접근 도로에 회전 교통류와
직진 교통류 통제

잠실 수영장 주차장좌회전 금지

혼잡구간 및 상충구간을 통제하는 위급상황 전략을 수립한 결과 무통제 시 대피완료시간은
123분, 완전통제시 79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시나리오별 대피시간
구분

대피 완료시간

평균 지체시간

case1. 무통제

2시간 03분

3.5분/대

case2. 부분통제

1시간 49분

3.0분/대

case3. 완전통제

1시간 19분

2.4분/대

외부 대피로 통제보다 내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에 대한 통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장의 관람객들이 일시에 외부로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로
집중되므로 출구수요 분산 통제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가상 상황은 출구배분, 대피로
배분 등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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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활용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각 3가지 유형에 대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활용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재난 유형1 중 태풍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단계별
활용사례 예시를 통해 그 활용방안을 기술하였다.

 자연재난: 유형1(태풍, 호우 등)

태풍이나 호우의 경우 모바일 빅데이터는 대비단계에서 피해예상지역의 주민에게 대피문자
를 발송하고 주민들의 대피상황을 파악하는데 적용 가능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요구조자
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해 구조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복구단계에서는
모바일 폰 신호로 매몰되어 있는 요구조자들의 위치파악을 통한 구조 활동과 피해지역 활동인구
규모와 연령별 분포를 파악해 이재민 구호시설 위치나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 가능하다.6)
[그림 18] 태풍: 재난관리 단계별 활용사례 예시

 자연재난: 유형2(폭염, 한파, 침수 등)

자연재난 유형2의 재난은 예보가 가능한 재난으로 모바일 빅데이터는 재난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잠재적 요구조자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자연재난 유형2에 대해 본 연구는 종로구의 폭염과 강남역 침수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재난 발생 초기대응 단계에서 현장 중심의 체계적, 효율적 구조
6) 요구조자의 모바일 폰이 작동과 기지국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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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급대원·구급차 등의 한정된 구조자원
의 투입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복구단계에서 모바일 빅데이터로
요구조자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는 주간과
초저녁 활동시간대 자연재난 유형1과 유형2의 재난 발생 전 대비단계에서 잠재적 요구조자의
규모를 제거하거나 축소하는데 적용 가능하고 재난발생 후 가장 중요한 요구조자의 위치와
규모를 짧은 시간내에 파악 가능해 초기대응 단계에서 현장 중심의 체계적, 효율적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자연재난: 유형3(지진, 화산폭발 등)

지진과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난 유형3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비차원에
서 그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진과 같은 유형2의 재난 예측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 빅데이터는 재난발생 후 초기대응과 복구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흥시
지진 사례에서 분석한 것처럼 지진발생 시점이 낮 시간일 경우 동 단위 거주인구로는 공장지대,
상업지역 등의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모바일 빅데이터를 통해 지진 발생지역의
인명피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 초기단계에서 인명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구조자원 투입계획 마련과 이재민 관리, 구호활동 등의 복구계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재난: 유형1(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모바일 빅데이터로 활동인구의 원거주지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발생지점
주변 활동인구의 공간적 확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만약, 감염병 발생 시간이 10시간
이상 또는 수일 이상이 걸릴 경우 본 자료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활동인구의 원거주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시군구의 거주자 들이 이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활동인구가 밀집해 감염병 발생시
주요 전파경로가 될 수 있는 대형 의료시설, 주요 교통시설 등의 모바일 빅데이터 활동인구
정보로 감염병 확산지역을 추정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처럼 모바일 빅데이터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잠재적 감염자의 공간분포
추정을 통해 사전적으로 감염원의 공간적 확산방지를 방지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기지국
트랙킹 정보를 통해 이동경로 정보도 파악가능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구축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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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유형2(환경오염, 화생방 등), 유형3(건축물 붕괴,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자연재난과 구분되는 사회재난의 특징은 예고 없이 불특정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유독물 취급장, 대형건물, 전철역 주변 등에서 유독가스 살포,
건축물 붕괴, 테러 등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다면 현재 자료로서는 잠재적 인명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일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주직장인, 거주자를 파악해 대응가능할 수 있지만
쇼핑시설,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단순 방문자가 많아 단시간에 활동인구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모바일 빅데이터의 시공간적 고해상도 활동인구 정보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재난유형별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용방안
재난관리

재난유형별 특징
재난 유형

자
연
재
난

사회
재난

발생 전
특징

예방

발생 후

대비

초기대응

복구

유형
1

태풍, 호우,
해일, 강풍 등

예보가 가능하며 수일 이상 지
속되면서 넓은 지역에 높은 순간
파괴력으로 인적·물적 피해 발
생

○

○

○

유형
2

폭염, 한파,
가뭄, 대설 등

일기예보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
며 수일 또는 수개월 이상 지속
되면서 넓은 지역에 걸쳐 인적피
해를 유발

○

○

○

유형
3

지진,
화산폭발 등

예고 없이 짧은 시간에 높은 순
간 파괴력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강도 높은 인적·물적 피해 발생

○

○

유형
1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예고가 불가능하고 짧은 기간에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넓은 지
역에 걸쳐 인적·물적 피해를 유
발

○

유형
2

대형화재,
예고 없이 몇 시간 동안의 높은
폭발, 화생방, 파괴력으로 넓은 지역에 인적위
환경오염사고 등 주의 피해를 유발

○

○

유형
3

대형건축물 붕괴, 예고 없이 몇 초간의 고 파괴력
사회기반시설 으로 인구밀집지역에 강도 높은
파괴 등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

○

○

⇑
시간적 고해상도

공간적 고해상도

활동인구

(정보의 실시간 생산)

(50M 단위의 정보)

(연령별, 성별, 거주지 분포 및 규모)

모바일 빅데이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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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 임은선 연구위원ㆍ전성제 책임연구원
본 자료는 2015년 국토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
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정책지도의 등장배경과 개념
최근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행정 및 정책 정보를 개방하고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생활에 밀착된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미시 단위의 정량적·정성적 자료도 생산하여 정책과정에 이용하고
있다. 자료 기반의 실증적 정책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지도의 정책적 용도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고대에 군사와 통치 지원을 위해 제작되었던 지도가 근대에 국토·환경 관리와 행정통계
산출 부문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현재는 정책수립과 국민소통의 도구로 본격
활용되어 ‘정책지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정책지도(Policy Support Mapping)라는 용어는 2012년경부터 회자되기 시작하였고,
‘행정공개지도’, ‘전략지도’, ‘통계지도’, ‘의사결정지원지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양한
유사어가 반영하듯이 정책지도란 여전히 개념형성의 과정에 있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선행사례와 향후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정책지도란 “국민 또는 정책결
정자가 현안의 진단에서부터 여론의 파악, 정책방향 설정 및 대안마련, 정책시행 성과의
평가,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치기반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1>은 정책지도의 최근 활용사례로 행정자료,
국민의견 조사결과, 공간정보 등을 융합하여 어린이집 확충 및 구민안전 대책 필요지역을
도출하는 등 정책지도가 실증분석과 소통 지향적인 정책수단임을 보여준다.
[그림 1] 정책지도 활용사례: (좌)서울시 어린이집 수요 예측도, (우) 도봉구민 위험 인식로

출처: (좌) 서울특별시 2015: 9, (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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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정책지도 제작현황과 시각적 소통 이슈
1) 국내외 정책지도 제작현황 및 특성
(1) 국내외 정책지도 제작현황
정책지도는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추구하는 목적, 전달하고
자 내용, 주요 사용자와 활용처가 상이하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같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국책 및
지역 연구원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정책지도를 제작하는데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사업에서 건축정보의 정책활용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지도 도입을 시도하였으
며, 지자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광역지자체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서초구, 인천광역시 서구 등 4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가 정책지도
를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도 정책지도
제작 및 활용 전략 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 국내 정책지도 제작현황
기관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사업 기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지역
연구원

건축정보를 활용한 정책지도 서비스

2014년

서울시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2015년

서울시 정책지도 구축 및 운영

2016년

서울시 정책지도 콘텐츠 개선

인천광역시

2015년

행정공개지도

세종특별자치시

2015년

세종시 정책결정 선진화를 위한 통계지도 활용모델 개발 연구

2012년

GIS로 그리는 광산구 정책지도

2014년

주민맞춤형 정책 마스터플랜 및 지도제작

2013년

GIS를 활용한 도봉구 정책지도 구축

2014년

정책개발을 위한 GIS정책지도 구축

2015년

GIS를 활용한 장애인복지정책지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

주민참여형 소통정책지도 서초맵 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2014년

정책지도 제작/지원 사업 구축

경기연구원

2015년

경기도 정책지도 구축 및 활용방안

충남연구원

2015년

충남 마을 아틀라스 및 정책지도 구축방안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
지자체

2013~2015년

사업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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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국제기구, 주 정부, 지역단위 비영리기관, 의회 등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OECD, 북아일랜드 의회, 일본 오사카부 등은 정책 결정자와
실무자를 위해 다양한 지역지표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미국
메릴랜드 주의 iMap 서비스, 미국 애틀랜타 지역 NGO의 Neighborhood Nexsus 등은
정책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시민 등이 관심이 가질만한 지역현황 정보를 지도 시각화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표 2] 해외 주요 정책지도 제작사례
기관유형/지역
국제기구
미국
유럽
일본

구축기관
OECD
유럽위원회
메릴랜드 주
애틀란타 지역 NGO

프로젝트명
Regions at a Glance 서비스의 eExplorer
Digital Agenda Scoreboard
iMap 서비스
Neighborhood Nexsus

북아일랜드 의회

소지역 지표 온라인 지도 서비스

영국 지방자치부

주택부담가능성 지도

도쿄도
오사카부

도쿄도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도시진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서비스

(2) 정책지도 제작사례의 특성
<표 1>과 <표 2>에서 나열한 정책지도 제작사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지도의
제작목적은 크게 ① 행정기초 자료의 공유, ② 정책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 확보, ③
정책의 평가지표로 활용, ④ 대국민 정보 공개, ⑤ 국민 정책참여 지원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행정기초 자료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사례는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지도 분석결과를 활용하는데 주력한 반면 해외 사례들은
특정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정책지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외
사례 모두 대국민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정책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책지도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사례들은 ① 총괄형, ② 전문형, ③ 소통형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총괄형 정책지도는 다양한 정책주제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나, 전문형 정책지도는 특정 주제(건축행정, 도시계획, 주택부담 가능성 등)에 특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소통형 정책지도는 국민 의견이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지표나 그 분석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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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데,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기초 지자체 일부(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서초구 등)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중이다.
[그림 2] 제작내용에 따른 정책지도의 유형
< 총괄형 >

자료: http://imap.incheon.go.kr/

< 전문형 >

자료: http://measuringurban.oecd.org/#
< 소통형 >

(좌) 거주지 주변 안전도(자료: 서울시 도봉구. 2015); (우) 주민참여형 안전지도(자료: http://imap.gwangsan.go.kr/)

선행사례의 활용현황을 종합해보면, 정책지도의 주요 사용자는 정책 실무자와 결정자로
정책의 발굴·수립·집행·평가의 단계에서 정책지도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GIS분석을 통해 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버스노선 증편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OECD, 유럽위원회 등의 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회원국들이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데 정책지도를 이용하고 있다. 선행사례들
에서 정책수행 지원을 위한 정책지도 활용도는 높았으나, 지도 공개를 제외하면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정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정책에 대해 국민과 상호 소통하기 위해 정책지도를
이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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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지도의 시각적 소통 이슈
국내외 정책지도 제작사례 분석에 따르면 현행 정책지도가 행정기초 자료와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하는데 활발히 이용되는 반면 대국민 정책소통 지원 부분에서는 그 활용도가
아직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정책정보의 시각적 소통을 위한 정책지도 제작시 실무자가
경험하는 이슈사항을 더욱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지도
제작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책지도 제작시 자료
시각화 관련 애로사항은 정보의 시각적 표현, 콘텐츠 구성 및 제시(Presentation)에 대한
지식과 가이드 부족이 주를 이루었다.
대국민 정보소통 및 시각화 관련 정책지도 발전방향에 대해 물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인포그래픽과 같은 최신 기법과 정책지도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거나,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접목한다면 정책지도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응답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인포그
래픽과 같은 최신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해 지도로 나타내기 어려운 정보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포그래픽은 정보와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지도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정보를 국민이나 정책관계자
와 같은 비전문가에게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책지도 제작사례 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

[그림 3]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 접목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된 정책지도의 정보소통 관련
이슈사항을 해소하고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
도와 같은 위치기반 정보를 대
상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
는 절차적 틀과 고려요소 등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정책
지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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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및 개발방법
1)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1)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정책소통 부문에서 정책지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도 제작에
인포그래픽 접근법을 접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지도와 같은 위치요소를 포함한 정보를
이용한 인포그래픽을 다른 유형의 인포그래픽과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치기반
정보(Geographic Information)와 그래픽(Graphics) 두 용어를 합성한 지오인포그래픽
(Geo-Infographics)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지오인포그래픽의 기반개념인 인포그래픽(Infographics)에 대한 통상적 정의는 ‘한 눈에
설명되는 그래픽(Explanation Graphic)’ 혹은 ‘복잡한 정보가 쉽고 빠르게 이해되도록
데이터나 생각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그러나 인포그래픽에 대한 보다 엄밀한 정의는 ‘많은
데이터를 단순히 시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명확한 목적을 갖고 정보들 사이의 관계, 규칙,
구조를 파악한 다음, 스토리텔링을 통한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 디자인한 시각적 결과물’이라
하겠다.
인포그래픽의 개념정의를 지오인포그래픽으로 적용해보면, 지오인포그래픽이란 ‘특정
주제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위치기반 정보(정책지도 성과물 등)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내용 및 그래픽적으로 구조화한 후 스토리텔링, 인터랙션1) 등을 통해 사용자가 이야기를
듣거나 대화하듯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시각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나폴레옹의 행진’을 예시로 하여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우측 끝에 있는 인포그래픽은 프랑스 학자 샤를 조셉 미나르가 1869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략 실패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나폴레옹 부대의 진군 경로, 진군
지점별 부대규모와 기온 등의 위치기반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나폴레옹 부대의 패전
이유가 추위’라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1) 인터랙션이란 시각화 결과물 및 그 기반 자료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Roth 2011)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미래 선도·국민 중심의 국토정책 어젠다

192

[그림 4]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즉, 나폴레옹 부대의 진격 경로도와 진격지점별 군사규모 지도를 만들어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부대의 패전이유가 추위’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의
내용적 구성과 시각적 표현을 달리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진격경로라는 위치 변화에 따라
군사규모와 기온의 변화를 함께 보일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시각적으로는 그래프 형태의
유선도를 선형 차트와 병렬 배치하여 정보 간 연관성을 드러내고 선의 굵기, 방향 등을
통해 진격 및 퇴각 경로에 따른 부대규모 변화와 이동방향을 표현하여, 기온 저하에 따른
부대규모 급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진격지점에서 유선도 가지를 분기하는
시각적 표현방식과 그래픽 상단의 부연설명을 토대로 사용자들은 시선이동에 따라 나폴레옹의
패전이유를 지리적 이야기(Geographic Narrative)를 듣듯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2) 지오인포그래픽과 정책지도의 관계
정책지도의 관점에서 볼

[그림 5] 지오인포그래픽과 정책지도의 관계

때 지오인포그래픽은 정책지
도의 정보소통 역량을 제고하
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지도
는 행정업무, 통계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위치기반 자료를 융합하고 시공간 분석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여 전통적 지도로 시각화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물이다. 지오인포그래픽은
이렇게 1차적으로 생산된 정책지도 성과물 중, 정책 관계자나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핵심정보
(정책이슈, 현황, 대안 등)를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이야기로 가공하여 사용자 공감과 교감을
유도하는 정책지도의 2차 시각화 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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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오인포그래픽의 기본 요건과 개발방향
(1) 지오인포그래픽의 기본 요건
지오인포그래픽은 기본적으로 위치기반 정보를 구조화하고 시각적으로 표출하여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보의 조직화 측면에서 정보 디자인(Information Design)2)
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며, 위치기반 정보의 시각적 표출을 시도하므로 지도학 및 데이터/정보
시각화 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한다. 또한 지오인포그래픽은 인포그래픽의 한 유형이므로 정보의
알기 쉬운 표현 및 전달과 관련된 인포그래픽의 기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 디자인,
지도학, 인포그래픽 등의 문헌과 위치기반 정보의 고유 특성을 검토하여, 정보의 표현과 제시
측면에서 지오인포그래픽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설정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지오인포그래픽의 기본 요건
구분
정보의
표현

정보의
제시

요건

설명

명확성

정보의 내용이 명확하고 효율적일 것

정확성

데이터가 오류를 포함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상징성

정보 내부의 기호와 상징이 내용에 적합하도록 표현할 것

시공간적 서사성

시각화된 정보를 시공간적 서사적 구조(예: 장소별, 이동경로,
확산 등)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것

유희성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것

독창성

정보의 독창성을 갖추되 지나친 개성적 표현을 조심할 것

(2) 지오인포그래픽 개발의 기본 방향
위치기반 정보의 소통을 촉진하고 <표 3>의 기본 요건을 갖춘 지오인포그래픽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방향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지오인포그래픽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메시지(의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선정하고 지오인포그래픽 내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 세부요소 간의 시공간적 위계성, 주제적 유사성, 연관성 등의
논리적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보내용을 구조적으로 배열한다. 지오인포그래픽에 출처
자료 및 자료 가공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2) 정보 디자인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비하는 기술과 과학”임(오병근, 강성중 20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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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오인포그래픽 개발의 기본방향

둘째, 지오인포그래픽에 포함된 정보의 표현을 다양화하되 시각적 표출에 따른 왜곡된
정보전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의 정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치기반 정보라고
해서 주제도, 밀도도와 같은 보편화된 지도 표현만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자료에 내재된
주요 패턴과 정보 간의 연관성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지도 기법을
적용하고 차트, 그래프, 이미지 등 지도가 아닌 시각적 표현방법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 표현의 다양화와 함께, 위치기반 정보를 시각화한 결과물을 사용자 눈으로 지각하여
(Perception) 해석할 때 정보를 왜곡하여 이해하게 되는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기호 및 색상선정 등에 각별한 주의를 쏟아야 한다.
셋째,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장치를 지오인포그래픽에 가미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 친근감을 증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타깃 사용자의 특성과 지오인포그래픽을 접하는 환경과 목적 등
맥락적(Context)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각적으로 주목할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표현기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필요시 다양한 인터랙션
방법들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시각화 결과물을 조작하여 원하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각적 장치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용자 관점의 정보이해를 촉진할 수 있고
이는 지오인포그래픽에 담긴 정보에 대한 사용자 공감대를 제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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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절차
지오인포그래픽 개발의 기본 방향, 정보 디자인, 데이터/정보 시각화 등의 이론을 토대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의 기본 절차와 단계별 고려요소를 정의하면 <그림 7>의 프레임워크와 같다.
[그림 7]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프레임워크

기본적으로 지오인포그래픽은 ① 기획, ② 재료 수집, ③ 이야기 줄기 만들기, ④ 이야기
콘텐츠 만들기, ⑤ 흥미요소 더하기의 5단계 과정을 거쳐, 블록 쌓기처럼 개발하게 된다.
개발단계별 주요 수행 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단계별 주요 수행내용
개발 단계

주요 수행 내용

기획

지오인포그래픽의 주제, 제작목적, 사용자, 배포매체 등을 결정하고 정책이슈를 추출·선별

재료 수집

정책지도 성과물, 기타 정책·보도 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가공하고, 출처정보를 관리

이야기 줄기 만들기

지오인포그래픽에서 시각화될 이야기를 메시지 구체화, 서술방식(시간순, 공간적 위계 등)
선정, 전달양식(잡지형, 포스터형 등) 결정, 스케치 등의 과정으로 구조화

이야기 콘텐츠 만들기

이전 단계의 스케치를 토대로 개별 콘텐츠를 자료 특성과 정보전달 의도에 맞게 지도, 차
트 등으로 시각화한 후 이들을 하나로 합쳐 배포매체에 맞게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

흥미요소 더하기

중요정보를 강조하고, 독자가 이야기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보에 대한
친근감과 재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시청각 효과 및 인터랙션 등의 흥미요소 가미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미래 선도·국민 중심의 국토정책 어젠다

196

절차적으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프레임워크는 일반 인포그래픽 개발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위치기반 정보에 특화된 요소라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오인포그래픽에서 사용할 재료인 자료를 수집할 때, 재료가
되는 위치기반 자료의 유형, 구조, 속성 등 기본 특성에 대해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치기반 데이터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오인포그래픽에서 사용할 데이터의 주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데이터 및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각적 표현법을 사용하여 상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오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지오인포그래픽에 담을 이야기를 구조화할 때에도, 위치기반 정보에 보다 적합한
이야기 전달 의도와 진행 방식을 활용하여 이야기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문헌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포함한 이야기의 전달 의도는 위치현황 확인, 지역비교, 지역변화 모니터링,
공간적 집중 및 확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야기 전달방식도
시공간 경로순, 시간순, 공간위계순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5] 위치기반 데이터를 위한 시각적 표현방법의 예시
시각화
기법

예시

설명

<뉴욕시 주야간 인구변화>

적용가능한
데이터 유형

∙ 격자 기둥의 높이를 이
용하여 속성값의 지역
적 변이를 표현하는 기 ∙ 2D 공간데이터(격자
법
기반 면형) 및 시공간
∙ 지역 현황, 지역비교, 데이터(격자 기반 면
지역변화, 공간적 집중 형)
등에 관한 이야기 전달
에 효과적

3D
격자
지도

<2012년 주별 출생지역 분포>

∙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공간 데이터에서 각 지
역 별 변수 분포를 지역
경계를 유지한 채 보여
주는 기법
∙ 네트워크 데이터
∙ 지역 현황, 지역비교,
확산/이동/전파, 상호
작용 등에 관한 이야기
전달에 효과적

보로노이
트리맵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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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오인포그래픽에서 사용가능한 이야기 전달의도, 진행방식 및 장르

4. 지오인포그래픽 시범사례 제작
지금까지 지오인포그래픽 개발절차에 관해 개념적 수준에서 논의하였다. 아래에서는 주거
복지 관련 자료에 지오인포그래픽 개발절차를 시범 적용하여, 개발방법의 적용과 효과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주거복지 정책 관련 현황정보와 이슈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웹페이지와 이미지 형태로 지오인포그래픽 시범사례를 제작한다. 시범사례에
사용한 자료는 최근 10여 년간의 (연)소득 대비 주택매매가격 비율과 2012년과 2014년의
저가전세 실거래 기록이다.
첫 번째 시범사례는 사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지오인포그래
픽이다. 주거부담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연)소득 대비 주택매매가격 비율을 지도, 차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우리나라에서 내집마련 비용이 여전히 높고 그 지역차도
뚜렷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시범사례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차트와 연계된 지도 애니메이션,
수도권/비수도권별 자료 선택, 팝업(Pop-up) 차트 등을 인터랙티브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웹페이지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정보를 다양한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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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범사례 1: 사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지오인포그래픽

[그림 10] 시범사례 1에 사용된 대표적 인터랙션 기능
<우리나라 내집마련 비용의 변화
추이(2004-2014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내집마련 비용의 격차>

두 번째 시범사례는 주거안정성 현황 공유를 위한 이미지형 지오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였
다. 이 사례의 주요 초점은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의 저가전세 거래가 2014년에 서울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2012년 대비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현황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데 있다. 시범사례 제작을 위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개한 전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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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실거래를 자료를 연속지적도의 필지 단위로 지오코딩한 후 1㎢ 격자, 자치구, 권역별로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시범사례의 전달양식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인터랙티브 웹페이
지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들도 감안하여 포스터 이미지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인터랙션
장치보다는 자료의 시각적 표현 자체를 흥미롭게 하여 사용자가 관심을 끌고자 했으며,
그 결과 왜상통계지도(카토그램), 3D격자지도 등의 표출기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세 번째 시범사례는 맞춤형 정책제언 전달을 위한 이미지형 지오인포그래픽이다. 내용적으
로 시범사례 2의 결과를 일부 재활용하되, 단순 현황정보 공유보다는 2014년 서울시 저가전세
현황에 근거할 때 주택정책 관계자가 어떠한 지원책을 펼쳐야 하는지 정책제언을 담는 지오인포
그래픽으로 제작하였다. 저가전세의 공간분포와 더불어, 저가전세 수요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임차인의 연령대 및 유입지를 추가 분석하여 시각화하였다. 국민, 전문가 등 정책관계자들
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현안에서 대안의 이야기 순서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였으며, 정책제언
도 상위 공간단위를 위한 정책과 하위 공간단위를 위한 정책으로 제시하여 제언의 구체성과
체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시범사례 2: 주거안정성 현황 공유를 위한 이미지형 지오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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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범사례 3: 맞춤형 정책제언 전달을 위한 이미지형 지오인포그래픽

시범사례는 제작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절차는 지오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안내 메뉴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절차
와 더불어, 지오인포그래픽을 통해 전달할 메시지에 대한 정책적 기획과 소통전략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가이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오인포그래픽 제작에 있어, 동일한
정보라도 정보전달의 의도와 대상에 따라 시각적 표현과 의미부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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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 도구와 같은 흥미유발 수단을 활용할 때는 사용자와 전달할 정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보이해에 있어 사용자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와
지침 등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례 제작과정에서 포착된 몇 가지 보완사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시범사례를
통해 지오인포그래픽은 지역현황 정보공유 및 정책이슈 전달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표, 차트 위주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지역현황 지표의 시공간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대화형 인터랙션을 통해 사용자 관심을 제고하는데 지오인포그래픽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지도 제작으로 축적된 방대한 자료와 분석결과들
속에서 가치 높은 정보를 추출하여, 그 결과를 국민 등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지오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지오인포그래픽의 정책지도 실무적용 방안 및 발전과제
1) 지오인포그래픽의 정책지도 제작실무 적용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을 정책지도 제작실무에 적용하려면 수요조사
및 기획부터 자료 수집·가공, 시공간 분석, 시각화 및 정보소통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실무 차원에서 우선 정책지도 작성을 위한 협의체나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정책지도의 작성 주체 및 부서간 역할 분담 등 조직적 운영체계가 정비되면, 실제 업무부서
중심으로 정책지도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수집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정보를 원만히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부서가 정책지도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지도 관련 조직적 역할분담 및 자료수집 체계가 정립되면, 수요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자료를 수집하여 시공간 분석을 적용하고 지오인포그래픽을 제작·활용하고,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등의 업무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자료 분석, 지오인포그래픽 제작 및
공유 등의 업무는 기관 내부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필요시 전용도구를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의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오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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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물은 인쇄매체, 온라인 게시 등의 전통적 채널과 함께 SNS 등의 새로운 소통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SNS 등의 소통매체가 정보전달 수혜자인 국민과 양방향 정보공유에
효과적이며, 최종 사용자가 지오인포그래픽을 재생산하여 다시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지오인포그래픽을 적용한 정책지도 제작실무 체계

2) 지오인포그래픽 활용촉진을 위한 발전과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정책지도, 전략지도 등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복된 예산 투자 없이 정책지도에 대한 수요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지도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행정 집행, 국토·지역 계획 업무 및 정책 등에서 정책지도와 지오인포그래픽의
활용을 권장하도록 실무 매뉴얼, 지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보유한
위치기반 자료를 표준화된 체계로 생산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지도 성과물을
토대로 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공유를 통해 지오인포그래픽의 지속적 생산에 필요한
정보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지오인포그래픽을 포함한 정책지도 제작과 활용에 있어 다수
기관들의 공통적인 자료 수요를 해소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학산연 간의
정보공유와 방법론 확산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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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지도 활용기반 마련(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반영사항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4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 공청회, 공람 등을 위한 정보전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
달체계로 정책지도(지오인포
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픽 포함)를 활용할 수 있
도록 반영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 주민의견 청취 도구로 정책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
도를 창구형식으로 상시 활용
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
하는 체계를 도입
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오인포그래픽의 활용촉진을 위한 또 하나의 발전과제는 지오인포그래픽 및 정책소통에
관한 지속적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이다. 기술발전, 정보매체 이용행태의 진화, 참여형 정책수립
패러다임의 확산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양방향 정책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오인포그래픽
기법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정책지도나
지오인포그래픽이 일반인이나 일선 공무원에게 생소한 분야이므로, 지오인포그래픽이 정책현
장에서 거부감 없이 활용되려면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소통, 인포그래픽, 시각화 등에 대한 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도 지오인포그래픽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더불어 정보
디자인, 지도 가시화 등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공간정보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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