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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 물류운송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내 화물 수송량의 증가
n 국내 화물 수송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 중 90% 이상은 도로 운송으로 수송 분담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 국내 화물 수송량은 연평균 1.74%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특히 화물 수
송량 중 도로 수송은 2016년 기준 91.1%로 수송 수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비영업용 수송량이 통계에 포함되면서 도로 수송량에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였고,
도로 수송량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5.43%,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4.56%로 집계됨
- 그에 반해 철도와 항공은 연평균 증가율이 0.00%에 가깝게 산출되었으며 해운의 경우 약
–0.002%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도로의 물류운송은 2012년부터 90% 이상을 차지하며, 해운이 약 7%, 철도 약 2% 그리
고 항공 0.1% 수준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 도로 수송 분담률은 2012~2016년, 4년 동안 연평균 0.11% 성장하여 국내 물류운송은 도로
인프라에 높은 비율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물류중점도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3

그림 1 국내 화물 수송량 및 수송 분담률
단위: 수송량(천 톤)

단위: 분담률(%)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교통부문수송실적, 저자 재작성.

생활물류1)의 등장 및 성장
n 인구구조, 사회구조의 변화는 물류 환경과 운송에 대한 수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수는 약 562만 가구로 2000년의 222만 가구에서 약
152.6% 정도 증가(통계청 2018)

∙ 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은 27.2%로 1990년 9% 대비 증가세가 뚜렷하며, 2020년에는
약 3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통계청 2018)

n 인터넷·모바일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내외 전자상거래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인 성장 중

∙ 온라인 쇼핑시장의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2% 이상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시장의 매출액도 연평균 191% 성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세빌스코리아 2015)

∙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
액은 123.2% 증가(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2018년 국내 총 택배물량은 25억 4300만 개(약 2억 1천 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9.6% 성장한 수치임

1) 본 연구에서 생활물류는 “재화를 국민으로부터 수탁하거나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및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택배, 배달대행, 포장이사, 퀵서비스)” 등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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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시장 택배산업의 물동량 변화 추이 분석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

n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택배서비스 시장의 경쟁 심화와 택배 평균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49.1회/년, 국내 경제활동인구2)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92.2회/년이며, 이는 2017년보다 각각 4.3회(국민 1인당), 7.3회(경제활동
인구 1인당) 증가한 수치

∙ 택배 1개당 평균단가는 매년 1~3%대의 하락폭을 지속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0.8% 감
소하여 그 하락세가 둔화됨
- 2018년 2229원으로 집계된 택배 단가는 전년 대비 19원 감소한 금액임(국가물류통
합정보센터 2019)

n 택배 평균 단가의 지속적 하락은 택배 이용횟수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2)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여 노동능력과 노동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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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택배 이용횟수 추이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

그림 4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 추이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

화물자동차 증가 및 대형화
n 국내 등록자동차수의 15.5%(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화물차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
이며 이와 함께 대형화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화물자동차는 연평균 0.3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수용도형 화물차
의 성장세는 연평균 5.13%로 타 유형의 화물자동차에 비해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
음

∙ 전체의 70% 수준을 차지하는 일반형 화물차의 증가세는 0.95%이며 덤프형의 대형화물
차는 1.6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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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물자동차 차종별 등록 추이
단위: 천 대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일반형

2,370

2,207

2,265

2,327

2,393

2,445

2,487

2,533

연평균 증가율(%)
0.95

덤프형

49

48

49

50

51

52

54

55

1.68

밴형

700

606

582

559

539

515

486

458

-5.87

특수용도형

384

366

390

417

450

480

514

545

5.13

합계

3,503

3,228

3,286

3,354

3,433

3,492

3,540

3,591

0.36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차종별화물자동차등록통계.

∙ 1톤 미만 차량은 전체 화물자동차의 80% 정도이며, 1~3톤, 3~5톤 순으로 화물차의 구
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화물자동차의 톤급이 증가할수록 크기의 대형화가 이루
어짐)

∙ 톤급별 추이를 살펴보면 20톤 이상의 초대형 트럭이 연평균 4.12%의 높은 증가율을 가지
며 8~10톤, 12~15톤, 3~5톤 순으로 약 2.54%, 2.03%, 1.30%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화물자동차 규모별 등록 추이
단위: 천 대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1톤 미만

2,830

2,598

2,649

2,702

2,771

2,816

2,850

2,894

0.32

1~3톤

266

236

236

239

241

242

244

243

-1.24

3~5톤

170

163

166

172

176

180

184

186

1.30

5~8톤

94

90

92

94

96

98

101

101

1.08

8~10톤

14

13

13

13

14

15

16

17

2.54

10~12톤

19

17

16

15

15

14

14

14

-4.82

12~15톤

20

20

21

21

22

22

23

23

2.03

15~20톤

16

14

14

14

14

14

14

14

-1.22

20톤 이상

74

76

79

83

86

91

96

98

4.12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적재량별화물자동차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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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7년 기준 화 물차 연료에서 경유 사용의 비중은 93.2%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의 주범
이 경유차임을 감안할 때 화물차의 증가는 대기오염에 큰 원인이 될 수 있음

∙ 국내 화물차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톤 이하 트럭의 대부분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
하고 있음(석주헌 2017)
- 화물차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의 대응책으로 화물전기차가 2015년부터 생산되고 있으
나 이는 2017년 기준 총 54대로 집계되어 전체의 약 0.002% 비중으로 극히 낮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

화물자동차의 사고 발생 현황
n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6% 수준이지만, 전체 교
통사고의 24.9%, 교통사고 사망자의 2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 2019)

∙ 화물차 관련 사고는 차량대수에 비해 사고건수는 높지 않으나 사고 한 건당 사망자 수를 나
타내는 치사율이 4% 이상으로 전체 치사율의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3%)

n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50% 이상이 화물차 사고로 발생하였으며, 화물차량의 사고
심각도는 커브·곡선 구간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됨(고용석 2014)

∙ 고속도로에서의 도로환경별 화물차 교통사고 중 직선구간에서 연평균 약 800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사망자 수 전체의 19.1%(2018년 기준)가 커
브·곡선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화물차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직선구간의 경우 약 0.09명인데
반해 커브·곡선부에서는 약 0.32명의 사망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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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속도로 도로환경별 화물차 교통사고 추이
단위: 건

합계
커브·
곡선
직선
기타
구역

’11

’12

’13

’14

’15

’16

’17

’18

발생건수

132

121

85

73

107

64

72

64

사망자수

20

33

19

18

29

18

16

21

발생건수

712

653

652

720

903

986

855

925

사망자수

73

103

104

94

78

114

90

88

발생건수

11

20

7

8

22

14

10

6

사망자수

0

0

0

1

0

2

0

1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통합DB. http://taas.koroad.or.kr/ (2019년 9월 25일 검색).

n 전국의 고속도로 중 수도권과 경남지역을 잇는 고속국도 축을 중심으로 화물차의 통행량이
높음

∙ 전국 고속도로 중 경부, 중부내륙, 서울외곽순환,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에서, 수도권 내
에서는 경부, 서해안, 영동,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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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현황

출처: 국가교통DB센터 2012.

n 화물차량의 도로 혼입률은 사고발생 빈도수와 양의 상관성을 가짐(박효신 외 2007; Zhong
외 2009; Kwak 외 2010)

∙ 화물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차체(車體)가 높고 길며 무겁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나 도로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 발생(한상진 외 2014)
- 화물차 차체 높이로 일반 차량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및 추월 시 화물차 차량 길이
인지가 어려운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
-

도로 물류운송의 정책과제
n 도로를 이용한 물류운송 여건을 살펴보고 향후 나타날 문제점을 전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국내 물류운송의 도로수송에 대한 의존율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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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에 의해 생활물류도 급속한
성장 단계에 있음

∙ (예상 문제점) 화물차의 증가 및 대형화에 따라 1. 도로혼잡이 가속화되어 운송의 효율성
이 저하되고, 2. 경유 기반의 화물차 운행으로 교통부문의 석유에너지 사용이 증가되며,
3. 도로의 화물차 혼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n (정책과제) 1. 물류의 생산성(Productivity), 2. 운송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3. 도
로교통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함
그림 6 본 연구의 흐름

출처: 저자 작성.

n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책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물류중점도로’의 개념을 새
로이 도입하여 관련 해외 사례의 시사점 도출 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의 물류운송 부문에 생산성, 지속가능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축된 도로
인프라를 ‘물류중점도로’로 명명하기로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n 물류중점도로
ü 물류운송 및 상업용 차량의 통행이 관리되는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로
ü Productive, Sustainable and Safe Roadways for Freight and Commercial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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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외 물류중점도로 정책추

진 사례조사
앞서 정의내린 ‘물류중점도로’의 주요 키워드 1. 생산성, 2. 지속가능성, 3. 안전성에 부합하는 선진 해외
사례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정리함

물류의 생산성: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n 중요물류도로제도의 창설 배경은 일본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시 야기된 기존 긴급수송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함

∙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물류운송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트럭 운전사의 고령화는
일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야기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해 트럭 운전사의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06년 92만 명을 정점으
로 2017년 기준은 약 8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음

∙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물류운송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해
시 도로 네트워크의 기능 저하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당시 구마모토현의 긴급수송도로(약 2천km) 중 50개소가
지진피해로 인해 전면 통행금지 되었으며 이에 대해 2016년 7월 내각부가 수행한 여
론조사 결과, “재해 시의 도로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50% 이
상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과제들을 인식하고 중요물류도로
제도 창설을 통해 평상시 및 재해 시 모두 안전하고 원활한 물류운송을 고대

n 일본은 2018년 3월 도로법 개정을 통해 물류운송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물류
도로(重要物流道路)제도를 새롭게 만듦

∙ 경제 선순환의 확대와 대규모 재해 시 네트워크 확보의 관점에서 도로 정책에서 차지하
는 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재무성은 2019년 예산 중 “효율적인 물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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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강화” 항목에 전년도 대비 29% 증액된 4374억 엔(약 4조 5천억 원)을 배정

∙ 이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도 물류 네트워크 강화, 물류 시스템 효율화 등의 대책을 국
가의 주요 시책으로 내걸고 2018년 3월 도로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도로 물류망 확
보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물류도로’ 제도를 수립함
- 중요물류도로는 평상시와 재해 시에 있어서 중요한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접근도로를 중요물류도로로 지정하고 필요한 기능 강화 및 지원책을 실시하는 제도
- 초대형 트럭이 원활하게 통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의 하드웨어(시설 구조 등), 소프트웨어(네트워크, 운영방안) 정비 추진전략이
포함됨
그림 7 일본 중요물류도로 개념

인구감소･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트럭운전 기사
부족 현상 심각화

구마모토 지진 시, 구마모토현 내 긴급수송도로
약 2천km 중 50개소 통행금지

국제 해상 컨테이너차량(40ft 높이)* 5년 사이 약 1.5배
증가

재해 발생 시 도로이용이 불안하다/약간 불안하다
응답한 비율 50% 이상

• 트럭의 대형화에 대응한 도로 구조의 강화
• 재해 시 도로 복구 신속화(지방관리 도로의 정부의 재해 복구 대행 제도 창설)

출처: 池下 英典 2018, 저자 재작성.

n (주요 내용 1) 기존 약 10만km에 걸쳐 지정된 긴급수송도로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네트워크 재구성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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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긴급수송도로(緊急輸送道路)]
Ÿ 고속자동차국도(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일반 국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와 혼슈 시코쿠 연락도로를 칭하는
명칭으로서 일본 전국 자동차 교통망을 형성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정의됨
Ÿ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빠르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浅井建爾. 2001)

∙ 1996년부터 제도화된 긴급수송도로는 도도부현의 방재회의에 의해 도도부현지사(지자
체장)가 특별 지정하는 도로로서 약 40종류에 달하는 재해거점지역(공항, 항만, 지자체,
공공시설 등)과 간선도로(고속도로 및 국도)를 연결하고 있음
- 하지만 적지 않은 종류의 재해거점지역을 다루며 1차에서 3차 교통네트워크 대안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활한 물류 실현을 위해 보다
관리 가능한 범위 내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네트워크로의 재구성에 대한 요구가 커짐

∙ 이에 기존의 긴급수송도로 중에 고규격(高規格)간선도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핵심
물류 네트워크로서 새롭게 도로망을 지정하였으며, 거점지역 설정에 대해서도 거점공항3)
과 주요 항만, 철도화물역으로 한정시킴으로써 기존의 긴급수송도로보다 단순하고 물류에
특화된 기능적 도로망을 갖추게 하였음

3) 일본 공항법에 의해 규정된 국제 항공 수송망 또는 국내 항공 운송망의 거점이 되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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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긴급수송도로와 중요물류도로 체계
[긴급수송도로의 체계]

[중요물류도로의 체계]

∙
출처:

國土交通省 2018, 저자 재작성.

n (주요 내용 2) 재난의 유형 및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복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

∙ 일본 정부가 지방관리도로의 재해 복구 및 시설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대 자연 재난
에 의한 피해시설로 대상이 한정되었지만, 중요물류도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은 재난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국가가 대신하여 신속히 복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됨
- 토사 재해 위험이 높고, 지진 및 집중 호우 시 전면적으로 통행이 금지되는 취약구간에
대한 대체로의 경우에는 재해 시 구급, 구명 활동과 긴급 물자의 수송을 대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중요물류도로로 지정하여 정부에 의해 신속히 복구 가능하도록 함

물류중점도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15

그림 9 중요물류도로의 선정 예시
[기간도로가 근접한 경우]

출처:

[기간도로가 근접하지 않은 경우]

國土交通省 2018, 저자 재작성.

n (주요 내용 3) 국제 해상 컨테이너 적재 트럭의 급격한 증가 및 상용차의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 구조 강화

∙ 국제 해상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트럭에 의한 물류운송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 국제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대형 트럭이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중요물류
도로 제도를 정비
- 기존 도로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트럭규모의 제한은 높이 3.8m, 길이 12m, 총중량 20t
이나, 국제 해상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트럭의 경우 높이가
4.1m로 설계되므로 이에 맞춘 도로 정비가 요구됨

∙ 중요물류도로로 지정하면 높은 수준의 도로 구조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도로구간(터널
및 교량하부 포함)을 신설, 개량하여 초대형 트럭의 여유 있는 주행이 가능하도록 정비
함
- 현재 일본의 초대형 트럭은 연간 약 30만 대 수준으로, 국제 해상 컨테이너의 수송
통행허가 차량의 14%를 차지
- 향후에도 초대형 트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활한 물류 수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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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부 허가취득 기준을 완화시키는 법적 내용을 포함함

n 2019년 4월 약 3만 5천km 구간이 중요물류도로로 선정되었으며 대체로 및 보완로는 약
1만 5천km 지정 완료

∙ 약 87.1% 구간이 고규격간선도로 및 직할도로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외 약 4500km
구간은 주요 거점지역의 라스트 마일(Last Mile)4) 기능을 하는 도로가 선정됨

n 2019년 7월 국제 해상 컨테이너를 운반 대형 차량이 특별한 허가 없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구간을 지정하여 공표

∙ 도로 관리자가 도로인프라 구조 등의 관점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한정하
여 일정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 차량 통행 허가가 불필요토록 조치함
- 지정된 ‘대형차 유도 구간’만을 통행할 경우, 개별 도로 관리자와의 협의 불필요

4) 최종 목적지로 배송하는 물류의 마지막 단계, 본래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마지막 거리에서 파생된 물류 분야의
최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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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요물류도로 선정 개요
[선정 노선 연장]

[특수 차량 운행신청 건수 및 경로]

[국제해상컨테이너 적재 가능 초대형 트럭 사례 (4.1m 높이)]
중량
약 40톤급

높이
4.1m

길이 16.5m
출처: 池下 英典 2018, 저자 재작성.

운송의 지속가능성: 유럽의 e-하이웨이
n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운송부
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 중

∙ 운송 부문의 화석 연료는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14%, 유럽
지역의 23%를 차지하고 있음(Schulte and Ny 2018)
-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으
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운송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적극 줄이려는 노력
중

∙ 차량 에너지원의 전기화는 이에 대한 전략적 성공의 핵심 요소로 판단되어, 유럽을 중심
으로 대기 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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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발표되고 있음
-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인도 또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에 적극적인 태도
를 보이고 있음
- 프랑스 PSA그룹 및 볼보 등 유럽의 기존 완성차 기업들도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및 개발
계획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해왔
던 도요타도 중국에서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을 발표함

∙ EU는 운송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의 25%가 화물차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트럭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050년까지 도로화물 운송부문에서 CO2 배출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
그림 11 화물차량 및 교통운송부문의 CO2 배출량 예측치
[부문별 CO2 배출량 추이]

[트럭 종류별 CO2 배출량]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7; Europa E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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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 동향
국가

추진 현황
Ÿ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합의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 수도 오슬로에서 2017년부터 경유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금지 조치
- 일반 승용차, 단거리 버스, 경량 트럭은 무공해 차량만 등록하는 방침
Ÿ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계획 수립 중
- 전기자동차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추진 중
- 자동차세 5년간 면제, 기업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관련 세금 40% 수준 공제
Ÿ 2016년 10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연방하의원 통과를 이끌어내진 못함
- 자동차 산업이 독일 산업의 중추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
Ÿ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하원 통과
- 신차에 대해서만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추진
- 법안의 최종가결 시,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포함

영국

프랑스

Ÿ 2040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
- 예산지원과 함께 경유 차량에 대한 높은 부담금 부과 예정
Ÿ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
- 1997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와 2001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점진적 퇴출

인도

중국

Ÿ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는 정책 추진 발표
-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유차는 수도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
Ÿ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 마련 중

n 화물 운송차량의 탈화석연료화가 시급하나 전기차가 현재까지 상용화되지 못했던 주원인 중
하나가 배터리의 한계라는 점이 중요함

∙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교하여 배터리의 충전시간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것은 전기차의
치명적인 약점이며 더욱이 전기차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터리의 효율 저하로 인
해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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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물류운송을 위한 대형 트럭의 경우 승용차보다 더 큰 배터리가 필요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으
로는 거대 차종을 움직이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기충전도로 등장

∙ 전력을 충전하며 달릴 수 있는 도로, ERS(Electric Road System)가 등장하였으며 유
럽 및 미국에서 실증되고 있는 화물운송 중심의 팬터그래프식 전기충전도로인 e-하이웨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함
그림 12 친환경 대형 트럭 유형 및 에너지 효율성 비교

출처: Siemens 2018.

n 전기충전도로의 외부 전원 공급 기술은 세 가지 방식(1. 팬터그래프식, 2. 노면 전도성 충전
식, 3. 유도성 충전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팬터그래프식(Pantograph concept 또는 Conductive overhead)의 경우 열차 및 전
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과 유사하며 이미 오랜 기간 입증된 안정적인
기술 유형으로 ERS에서는 트럭 위의 팬터그래프를 통해 전력을 공급 받는 형태임
- 기존의 도로인프라에 전력선만 구축함으로써 비내연 화물차의 주행이 가능토록 하며 승
용차와 트럭의 혼재 상황에서도 본선의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반면 현재의
설계 개념으로는 중형차량(버스 및 트럭)을 대상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 존재

∙ 노면 (혹은 측면）전도성(傳導性) 충전식(ground or side based Conductive charging)
은 도로 표면에 통합된 도체 라인을 통해 차량에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화물차 이외
의 승용EV(Electronic Vehicle)의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
음
- 다만 아직 더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이 요구되고 전력공급 장치의 구축 및 수리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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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높은 초기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 존재

∙ 유도성 충전식(Inductive charging system)은 도로 포장면에 설치된 유도 루프를 통
해 비접촉 상태에서 차량에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임
- 전도성 충전식과 동일하게 도로를 주행하는 EV라면 차량유형 및 크기에 관계없이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로의 전면적 재구축 및 재포장이 필요하며
낮은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짐

n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위의 세 가지 외부 전원 공급 방식 중에서 팬터그래프식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팬터그래프식의 전기충전도로는 1km당 약 13억 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유동성 충전은 최소 27억에서 최대 64억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됨
표 5 전기충전도로 유형별 구축비용에 대한 연구 결과
기존 연구

ERS 기술 유형

구축비용 (million€ per km)

Ranch (2010)

팬터그래프식(Pantograph)

~1.01

Sundelin et al. (2017)

전도성(Conductive) 충전식

~1.67

Boer et al. (2013)

유도성(Inductive) 충전식

2.04~3.06

Olsson (2013)

유도성(Inductive) 충전식

2.56~4.92

Wilson (2015)

유도성(Inductive) 충전식

2.19~3.24

출처: Taljegard,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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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기충전도로 외부전원 공급 기술 유형

출처: PIARC 2018.

n 시스템의 설치비용이 비교적 낮고 운영 효율성이 높으며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팬터그래프식 전기충전도로는 현재 e-하이웨이의 명칭으로 스웨덴, 미국, 독일에서 실증
중에 있음

∙ 화물운송 중심의 팬터그래프식 ERS인 e-하이웨이는 2016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개발되어 시범 운행되고 있음
- 일상적인 주행은 경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전력 공급선이 설치된 구간
에서는 모터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노면전차와는 달리 전력공급선이 종료되는 지점부터
는 타 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도로운영 시스템을 갖춤

∙ 스웨덴 정부는 철강 및 제지 등의 산업지역인 스톡홀롬 북부 E16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e-하이웨이를 설치하고 스웨덴 스카니아사와 독일지멘스사의 하이브리드 트럭을 이용하여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으며 2년간의 실증 후 현재 고속도로 전역의 확대 운영에 대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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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하이웨이 실증 추진 현황
스웨덴

미국

독일

Ÿ 2016년 6월 세계 최초의 e-하 Ÿ 2017년 11월 남부 캘리포니아 Ÿ 2019년 5월 프랑크푸르트 근처
이웨이 개통 및 실증 시작(E16
고속도로 실증 시작(1.6km)
의 아우토반 6마일(약 10km)
고속도로: 2km)
Ÿ 다양한 대체 연료 기술을 갖춘
구간 개통
Ÿ 스카니아사가 제작한 하이브리
하이브리드 트럭 테스트
Ÿ 지멘스사가 건설을 담당하였으
드 트럭 사용
Ÿ LA와 롱비치 인근에 자리 잡은
며 독일 정부의 1400만 유로
Ÿ 스웨덴 교통국(Trafikverket)의
항구와 철도를 연결하는 화물운
(17억 원) 투입
자금 지원 프로젝트

송 처리를 위해 운영

Ÿ 2022년까지 실증 실험 진행

출처: 저자 작성.

∙ 미국의 e-하이웨이는 서부 지역의 심각한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었으며, 지
멘스사는 미국에 스웨덴과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사우스코스트
공기질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간에 2마일
(약 3.2km) 길이의 e-하이웨이를 구축함
- 이 구간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류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높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
구 시설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
- e-하이웨이 시범 실증을 위해 지멘스사가 전력선 설치를 맡았으며 볼보의 자회사 ‘맥
트럭(Mack Trucks)’이 해당 구간을 주행할 수 있는 e-트럭 개발을 담당함

∙ 최근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부터 다름슈타트까지 이어지는 아우토반 A55)의
10km 구간에 대한 e-하이웨이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Elektrifizierter,
innovativer Schwerverkehr auf Autobahnen (Electrified, innovative heavy
traffic on highways)”의 의미인 ELISA(에리자) 프로젝트로 명명되고 있음
- 철도운영이 어려운 지역의 대체 수송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독일 정부는 2022
5) 독일 중심부에 위치하며 하루 동안 트럭의 통행량이 독일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서 해당 실증실험 대상 구간으로 선정되었음(약
13만 4천 대의 승용차 통행, 이 중 대형 트럭 약 1만 4600대, 약 11.89%).

24 2019년 정책제안서 I

년까지 실증 실험을 진행한 후 전국 아우토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또한 향후 전체 수송용 트럭의 80% 가량을 전기트럭으로 교체하기 위해 지멘스사와의
협업을 통한 전기트럭 시스템 개발에 700만 유로(한화 약 900억 원) 투입
그림 14 스웨덴과 독일의 e-하이웨이 실증사업 개요

출처: Siemens 2018.

n e-하이웨이는 변전소에서 트럭 휠까지 80~85% 수준의 높은 에너지 전달 효율을 가지며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 주행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트럭의 적용으로 추가적인
비용 효율을 얻을 수 있음

∙ CO2 배출량의 높은 비율이 화물수송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의 경우 도로 이외
의 다른 교통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 상황에서 3개국 e-하이웨이의
실증 및 향후 확대 계획은 지속가능한 물류 운송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

도로교통의 안전성: 미국의 화물차전용차로
n 도로상 화물차가 혼재하였을 때 교통안전 및 인프라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이
에 대응책으로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및 차로가 제안되고 있음

∙ 도로의 운영 측면에서 화물차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 전용도로 및 차로”와 특정
시간 동안 도로 전체를 화물차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화물차 우선도로 및 차로”의 개념
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이명신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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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화물차 전용도로 및 차로 정의]
Ÿ 화물차 전용도로: 화물차의 편익을 증진시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도로의 화물수송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일반차량과 분리하여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한 도로
Ÿ 화물차 전용차로: 화물차의 편익을 증진시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도로의 화물수송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일반차량과 분리하여 화물차를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한 차로
출처: 이명신 외 2009; 유정복 2002.

∙ 해외에서도 화물차 전용도로 및 차로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그 적용 사례는 많지 않으며 화물차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것인지, 화물차
분리 목적이 무엇인지, 설치되는 구간의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의 기준
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음(백정한 2019)
[해외의 화물차 전용도로 및 차로 정의]
Ÿ 화물차 교통을 일반차량과 분리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교통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한 도로 또는 차로
출처: 백정한 2019.

표 7 화물차 전용도로·차로 유형
유형

내용

Exclusive Truck Lanes

화물차 전용도로 설치를 통한 분리

Nonexclusive Truck Lanes

화물차 차로 설치를 통한 분리

Dual-Dual Roadways

승용차 전용도로 및 차로 설치를 통한 분리

Truck Interchange Bypasses

합류구간에 화물차량 우회도로 설치

Truck Climbing Lanes

오르막 구간에서 화물차량 분리

출처: 백정한 2019.

n 위의 다섯 개 유형 중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획 중인 미국 조지아의 Exclusive Truck
Lane인 I-75의 화물전용도로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함
n 미국 GDOT6)는 I-75번 고속국도 약 38마일(61km)에 화물차 및 대형 상업용 차량의 전용
운행을 위한 차로 구축을 계획 중

∙ 상업용 차량에 의한 화물운송은 조지아주 전체 물류량 중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
6) 미국 조지아주 교통국, Georg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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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2015년 5377억 USD →
2040년 9936억 USD)

∙ 조지아주에 진입하는 트럭의 70%가 조지아주에 최종 목적지가 있으며, 서배너
(Savannah) 항구7)는 미국 내에서 혼잡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물류거점시설
로 향후 화물 운송의 증가에 대한 인프라적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n 서배너 항구와 플로리다주를 잇는 구간에 대형 상업용 차량 전용 운행을 위한 두 개의 분리
된 차선을 건설함으로써 물류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도록 설계

∙ I-75에서 북쪽 방향의 트럭 교통량을 McDonough와 Macon 사이의 구간에서 분리
차로로 자체 진출입구가 설치된 별도의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이는 Commercial
Vehicle Lanes로 명명되며 약 18억 USD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기준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검토 중이며 건설은 2025년에 시작되
어 2029년에 완료될 예정
- GDOT는 서배너 항구에서 오는 트럭 운송량이 많으며 조지아주 내로의 화물 운송 비율
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구간을 선정(2040년까지 두 배 이상 교통량 증가 예상)
그림 15 I-75 화물차전용도로(Commercial Vehicle Lanes) 설치 구간 및 조감도

출처: GDOT 2018.

7)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항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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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CHRP8)(2010)는 화물차량의 비율, 물류거점지역과의 연결성, 그리고 도로의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구간에 화물전용도로가 구축될 경우 발생하는 기대효
과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일반차량과 화물차량 간의 상충지점 최소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연평
균 대형사고 발생이 약 41~45% 수준으로 저감될 것으로 추정

∙ 화물도로의 구축은 화물차량 통행시간을 줄여 생산성(Productivity) 및 혼잡구간 내 화
물차량 분리를 통한 이동성(Mobility) 보장에 긍정적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제시
표 8 I-75 화물전용도로 구축을 통한 안전성 향상 편익(2035년 기준)
노선 구분
I-75

대형 교통사고 발생 추정치 (year)

교통사고 발생 저감률

기존 차로

화물전용도로

구간 N-1

14

9

45%

구간 N-2

10

7

41%

주: 구간 N-1: 북쪽 방향으로 I-285에서 Bartow/Gordon County line까지 구간
구간 N-2: 북쪽 방향으로 Bartow/Gordon에서 Tennessee까지 구간
출처: NCHRP 2010.

8) 미국 고속도로 합동 연구처(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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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I-75 화물전용도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편익(2035년 기준)
구간 N-1
구분

구간 N-2

기존 차로

화물전용도로

기존 차로

화물전용도로

속도(m/h)

27

52

56

62

화물차량비율(/100mi)

500

500

500

500

주간 근무시간* 내 운행가능거리(mi)

162

312

336

372

주간 근무시간 내 운행수익(USD)

810

1,560

1,680

1,860

비용(USD)

684

684

684

684

순수익(USD)

126

876

996

1,176

(a)ton·mile당 수익

0.04

0.14

0.15

0.16

(a)의 증가율

-

261%

-

7%

주: 구간 N-1: 북쪽 방향으로 I-285에서 Bartow/Gordon County line까지 구간
구간 N-2: 북쪽 방향으로 Bartow/Gordon에서 Tennessee까지 구간
* 8-hour Day Shift (6 hour driving)
출처: NCHR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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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 물류중점도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해외 정책사례의 시사점
n 물류운송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외 물류중점도로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Ÿ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심화되는 트럭운전사의 부족 문제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물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현재 일본 정부는 중요물류도로제도의 추진을 바탕으로 보다 “강한 물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관 연계 강화에
관한 시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

∙ (생산성 향상에 관한 시사점)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여 물류의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도로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재난재해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로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현재 도로법 제10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
도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로가 갖는 이동성(Mo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을 기준으
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도 구분되고 있음
(유럽의 e-하이웨이)
Ÿ 스웨덴과 독일의 실증 실험을 통해 e-하이웨이 시스템은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이점9)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지멘스사의 지속적 실증을 통해 10만km 주행 시 트럭 한 대당 약 2400만 원의 연료비가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시사점) 현재 화물차가 발생시키는 CO2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추세로 장래 더욱 확대될 물류시장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화물차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9) 물류운송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형 화물차를 전기에너지로 주행시키기 위한 대형 배터리가 필요하며 수 톤에 달하는
배터리의 탑재는 트럭의 중량 상승을 발생시켜 도로노면 파손과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 비록 초기 구축비용이 높더라도
e-하이웨이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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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화물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전년대비 0.8% 수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됨(한국에
너지공단 2018)
(미국의 화물전용차로)
Ÿ 도로의 시설적 측면에서 일반 여객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분리시킴으로써 차량 간 상충지점의 최소화
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화물차량의 근무시간 중 운행거리가 증가됨에 따라 운송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템으로 판단됨
연평균 대형사고 발생이 약 41~45% 수준 저감되며, 운송 수익도 261% 증가될 것으로 분석됨

∙ (안전성 향상에 관한 시사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의 사고심각도가 높으므로
화물차의 혼입률이 높고 곡선 구간이 다수 포함된 노선에 대해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 수 전체의 19.1% (2018년 기준)가 커브·곡선부에서 발
생

국내 물류중점도로 추진 방향
n 분명한 정책 목표 설정 후 차세대 기술 연계와 신개념 도로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도로 정책
추진 필요

∙ (차세대 기술 연계) 국가 물류중점 도로망의 운영 전략에 맞춘 특화된 기술을 적용한
도로의 고도화 방안 마련
- 차세대 기술(AICBM10))을 인프라에 접목하여 화물수송의 증가와 대형화에도 도로에 가
해지는 피로 및 사고 위험도를 낮추어 물류운송의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 도로의 친환경 에너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운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 (신개념 도로체계) 법적·기능적 도로 체계와는 별도의 방안으로서 향후 국가의 물류운
송 전략을 반영하는 신개념 도로체계 구축
- 국가 도로망 운영에 있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도로망계획 수립 후 체계적 운영을 통한 물류운송의 생산성 및 안전성 관리 : 교통물류
거점과 주요 도시를 잇는 지선국도11) 개념의 확대 적용방안 검토 고려
10)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AI, IoT, Cloud, Big data, Mobile의 축약형
11) 국도의 본선과 제1･2종 교통물류거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정 예정) 또는 이를 포함하는 도시를 직접 연결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경우 및 도로 간 연결을 통해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경우에 주변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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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에너지 사용 트럭의 보급과 통행패턴 예측을 통한 물류중점 도로체계 수립 및
지속가능한 전략 도로망 지원
그림 16 물류중점도로 도입 정책방향

출처: 저자 작성.

향후 연구 과제
∙ 전략적 물류중점도로망의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선정기준안 마련
- 기존의 국도 승격 기준을 고려하며 물류중점도로에 특화된 선정 기준안 추가 마련: 생
산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측면에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 제시

∙ 제시된 기준안 적용 및 빅데이터(교통안전공단 eTAS 운행기록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국내 도로 물류운송 패턴을 반영한 전략적 물류중점도로망 선정(시범사업 구간 검토)

∙ 전략적 물류중점도로망 도입에 의한 물류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측면의 직간접 효과
검토 및 장래 국토변화를 고려한 물류중점도로 종합적 운영전략 제시
- 장래 국토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화물교통량 및 통행 패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물류중점도로 운영전략 마련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도로법 시행령 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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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화물교통량 통행배정 시뮬레이션 결과
[2017년]

[2040년]

[화물교통량 증감률]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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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n 뉴욕시는 2019년 4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관련된 장기 플랜 ‘OneNYC 2050’
수립(2019.4.22.) 및 그린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활성화
법)’를 통과시켜(2019.4.18.) 그린뉴딜 추진 기반 강화

∙ (OneNYC 2050) 2050년까지 뉴욕시가 안고 있는 가장 도전적이면서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린뉴딜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 전략계획
- 교육,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 빈곤과 안전
문제, 노후인프라 문제, 지구온난화 및 환경 문제 등에 대해 뉴욕시가 전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개방성, 포용, 진보’의 가치에 기반한 그린뉴딜을 추진함으로써, 뉴욕시를 보다 더
혁신적이고 굳건하며 공정한 도시(strong & fair city)를 만드는 것이 핵심
Ÿ (Climate Mobilization Act) 기후활성화법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 수립된 일종의 법적 규제
- 중대형 빌딩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저감 대책이 시급
- 10개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평가시스템 및 재정혜택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

n 그린뉴딜 정책을 도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은 뉴욕시가 우수 선도
사례
Ÿ 기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경기회복과 재투자를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종합계획(New Energy for America Plan)’이 중장기 계획 역할을
하였고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이 근거법 역할을 함
Ÿ 정당 차원에서 2019년 2월, 미국 민주당은 의회에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여 미국
사회에 그린뉴딜 재쟁점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경제(net-zero carbon economy)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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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공공 주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경제적 불균
형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
Ÿ 도시 차원에서는, 뉴욕시를 따라 LA가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공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법은 아직 부재한 상황
- 뉴욕시가 자체적인 그린뉴딜 법·제도를 마련한 지 약 1주일 후인 4월 29일, L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공정성 실현 및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린뉴딜 장기 플
랜 ‘Sustainable City pLAn’을 발표
- 하지만 뉴욕시의 기후활성화법과 같은 강력한 종합적 규제법 마련은 보이지 않고 있음

n 본고에서는 법과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도시 차원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의 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Ÿ 우선 ▲ 2장에서 뉴욕시가 그린뉴딜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 3장을 통해 그린뉴딜의 장기 전략계획 OneNYC 2050의 주요 내용을 분석
▲ 4장에서 OneNYC 2050의 장기 비전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실
행수단인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
으로 ▲ 5장에서 뉴욕 그린뉴딜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에 기반하여 국
내 도시 중 뉴욕시와 견줄 수 있는 서울시에 대한 적용 방향을 제시함
- 2장 및 3장은 2019년 4월에 발표된 ‘OneNYC 2050: 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New York City Government 2019)
- 4장은 뉴욕시 의회 홈페이지(https://legistar.council.nyc.gov)에 게재된 입법안 내용
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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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입법안 내용의 해당 링크
기후활성화법 결의안 66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331993&GUID=78C453B3-D0
3B-49C7-AE5E-255E41404254&Options=&Search=
기후활성화법 결의안 845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913765&GUID=E13F1BA3-7E
B8-420F-BDEE-FB142E95BE4C&Options=&Search=
기후활성화법 입법안 276-A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332071&GUID=A2326DB7-EB
E2-4CF3-AC1D-50834B9BDDC9&Options=&Search=6

기후활성화법 입법안 1031-A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557664&GUID=9AE78AF4-EE
E1-40BE-A1FB-14A3B00EA9C8&Options=&Search=
기후활성화법 입법안 1032-A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557657&GUID=B4C3A822-2F
BB-45FD-8A74-C59DD95246C1&Options=ID%7CText%7C&Search=1032
기후활성화법 입법안 1251-A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761080&GUID=19EFEA3A-AD
FE-47E5-94E9-6F8DA9EF8B3E&Options=ID%7CText%7C&Search=1251
기후활성화법 입법안 1252-A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761079&GUID=6D07BB04-33
55-4C2F-AC39-07C636842490&Options=ID%7CText%7C&Search=1252
기후활성화법 입법안 1253-C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761078&GUID=B938F26C-E9
B9-4B9F-B981-1BB2BB52A486&Options=ID%7CText%7C&Search=1253
기후활성화법 입법안 1317-A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830889&GUID=D5499519-6A
FA-4C23-A1A4-10EAA8048A67&Options=ID%7CText%7C&Search=1317
기후활성화법 입법안 1318-A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826175&GUID=3AE6DC47-10
D9-479A-AEBD-3DF0F421AEC5&Options=ID%7CText%7C&Search=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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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뉴욕시의

그린뉴딜 추진배경
뉴욕시의 두 얼굴: 이미 충분히 강하고 여전히 성장 중인 도시
n 뉴욕은 세계의 경제 수도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으로 강했고 현재에도 계속 성장 중인 강력한
도시임
n (인구) 뉴욕시의 인구는 사상 최고치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중
Ÿ 경제적 기회를 찾아 뉴욕시

그림 1 뉴욕시의 자치구별 인구 추이

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
중에 있으며 2017년 현재
860만 명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50년에는 900
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 도시권으로 확장하면 뉴욕
시 대도시권 인구는 2017
년 현재 2300만 명에서
2050년2600만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18-19, 저자 재작성.

Ÿ 모든 자치구의 인구가 소외
된 곳 없이 고른 증가세
- 로어맨해튼(Lower Manhattan), 다운타운 브루클린(Downtown Brooklyn), 윌리엄
스버그(Williamsburg) 해안가와 같이 과거의 상업 및 산업 지구뿐만 아니라, 사우스
브롱크스(South Bronx)와 이스트 뉴욕(East New York)과 같이 수십 년 전에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지구에서 새로이 불고 있는 경제 성장과 함께 새로운 인구 성장 중심
지가 출현함에 따라 5개 자치구 모두 거주자가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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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브롱크스(11%)와 브루클린(10%)이 가장 높은 인구성장
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그림 2 뉴욕시의 자치구별 예상 인구 성장률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18-19, 저자 재작성.

n (다양성) 세계 최고의 인종·민족적 다양성을 보유

∙ 어떠한 인종·민족 집단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미국 내 유일한 도시
- 백인 33%, 히스패닉 29%, 흑인 23%, 아시아계 15%로 구성
Ÿ 300만 명(37%)이 넘는 뉴요커의 출생지는 미국 밖, 즉 이민자로 구성
Ÿ 뉴욕 내 사용 언어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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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뉴욕시의 인종·민족별 인구 비율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19, 저자 재작성.

n (경제) 사상 최대의 경제 호황 중
Ÿ (일자리 증가) 다양한 산업에서 직주근접･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도 감소
- 일자리수가 약 450만 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떤 시기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
- 뉴욕시가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함에 따라 금융, 보험, 언론과 같은 전통 산업에서부
터 기술, 패션, 디지털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고용기회가 확대 중
- 맨해튼뿐만 아니라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내 뉴욕 시민들의 주거지와 근접하며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
- 실업률은 4% 초반대로 대공황 이후 역대 최저 달성
Ÿ (소득 증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시민 소득 증가
- 2019년 1월, 뉴욕주 전역에서 시간당 15달러라는 최저 임금이 제정된 이후 150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 중앙값이
상승 중
Ÿ (교육력 증가) 조기 무상 교육 확대
- 미국 공교육(의무교육 범위)은 만 5세부터 유치원(Kindergarten)에서 시작되기 때
문에 그 이전부터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따로 사립학교에 보내야 하나, 뉴욕시는
201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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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부터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Pre-K(Kindergarten)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7만 명의 4세 아동들이 Pre-K를 통해 양질의 전일제 무상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이는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그림 4 뉴욕시의 일자리 및 실업률(2000-2018)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20, 저자 재작성.

n (재정) 높은 재정자립 및 세수입으로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재투자

∙ (재정자립)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통해 90% 이상의 재정자립도 달성
- 현재 뉴욕시 예산의 절반가량이 재산세와 개인소득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는 1980년 대
비 약 30% 증가한 수치임
- 의회가 인프라 및 주택 투자를 축소함에 따라 연방정부 재정 지원이 1980년 15%에서 현재
9%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세수입 증가를 통해 극복

∙ (예산투자) 예산의 40% 이상을 교육, 주택, 경제 개발에 지출(1985년 수준의 3배 이상)
- 뉴욕시가 거두는 수입의 1달러 중 27센트는 교육에, 17센트는 의료 서비스, 노숙자
서비스 등의 안전망 프로그램에, 11센트는 경찰 및 소방대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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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뉴욕시 예산의 수입 및 지출 구성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a, 21, 저자 재작성.

하지만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고 포용적이지 않은 도시 뉴욕
n 과거 분리 및 인종차별 정책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 환경,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n (심각한 주거부담) 주거 부족 문제와 높은 집값으로 인해 소수계층만 살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음
Ÿ (임대료) 뉴욕 시민 절반 이상이 부담스러운 주택 임대료로 인해 고통
- 시민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
- 시민의 1/4 이상이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
Ÿ (주택 공급) 주택공급 물량이 인구증가율 및 그로 인한 주택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
- 뉴욕시는 2014년 이래 주거 부담이 적은 주택을 최대 물량으로 건설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주택 개발 속도가 인구 증가율과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어 주택 부족 및 그로 인한 임대료 상승 문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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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가정 현황(HUD 소득 집단에 따른 분류, 2017)

* HUD: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25, 저자 재작성.

n (경제적 불안정) 일부만 경제호황을 누리고 대다수는 배제되고 있음
Ÿ (임금소득) 뉴욕시의 경제적 산출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저·중소득자에 대한
임금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 속도와 동등한 속도로 증가하지 않아 경제적 불안정에 직
면
- 시민들의 소득 중 상위 0.1%가 하위 50%의 소득합계 대비 4배 수준이며,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빈곤 또는 유사빈곤 상태
- 느린 임금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뉴욕의 중산층 붕괴 위기감 고조
Ÿ (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영향으로 하위계층의 실직 가능성 증가
- 기술 혁신의 중심지인 뉴욕시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제조업, 소매업, 주요
금융회사 관리부서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요구
- 자동화 추세는 계속 확산되어 최대 40%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뉴욕시는 판단
- 적어도 40만 명의 뉴욕 시민이 전업 프리랜서로서 가정 간호보조원, 개인운송차량, 환대산
업(歡待産業)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정적 안전성이 가장 낮은
저장벽(low-barrier), 저숙련 직업들이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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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뉴욕시의 빈곤 및 유사빈곤 시민 비율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28, 저자 재작성.

n (부와 건강의 고질적 불평등) 과거 분리 및 인종차별 정책1)의 유산은 부와 소득뿐 아니라 건강과
교육 측면에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지속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

∙ (임금)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 상당한 불평등에 직면
- 전업으로 일하는 흑인 여성 임금은 백인 남성의 57% 수준
- 40년 경력을 가진 뉴욕시의 히스패닉계 상근직 여성 근로자는 성별 임금격차로 인해 40년
동안 총 150만 달러의 소득을 잃은 것으로 추정
Ÿ (고용기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흑인 및 히스패닉 근

1) 뉴욕시는 관용과 포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지만, 미국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배제와 인종 바탕의 폭력을 경험하였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초기 네덜란드와 영국 정착민으로 인해 백인사회로부터 무력으로 분리되었음. 노예제도는 1827년까지 합법이
었으며, 이탈리아, 유대인, 중국인 이민자들은 19세기 내내 이민 배척주의자들의 폭력을 겪어내야만 했음. 여기에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흑인 분리정책에 의한 영향도 있었음. 186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흑인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
라는 분리평등정책(separate but equal)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적 원칙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인종 분리 정책을 정식으로
인정한 것임. 이 원칙에 의하면, 학교 등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의료시설, 주거 등에 있어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인종에 따라 사용 구역을 제한하고 분리해도 모두 평등한 것이 됨. 이 정책은 1954년에 이르러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판결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100년간 지속된 인종분리 정책 유산은 이후에도 뿌리 깊게 작용해 왔음. 21세기에도 여전히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과 관행이 뉴욕시 전역의 불공평한 자원 분배와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였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대출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도록 유색인종 공동체에 대해 특정 경계 지역(redline)을 지정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분리 지구를 형성하였음.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주택 프로젝트, 시민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대부분
유색인종 공동체)이 이주하도록 했으며, 불공평한 부지 선정은 빈곤한 지역사회에 오염을 가중시켰음. 1970년대 뉴욕시의 재정
및 경제적 쇠퇴로 인하여 투자가 중단되었고, 저소득층의 유색인종 지역사회에서는 화재가 빈발하였음. 1980년대 만연히 퍼져
있던 마약 문제를 근절하고자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은 유색인종 청년들을 무자비하게 투옥시켰으며 젊은 가정의
혼란을 야기하였움. 2000년대와 2010년대 초, 뉴욕 경찰이 사용한 ‘정지-질문-신체 수색(stop-question-and-frisk)’ 전략은
주로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적용되었음(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36-37; 위키피디아 ‘분리평등정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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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실업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
- 2017년 기준으로 뉴욕시의 흑인 실업률은 백인 실업률의 2배
Ÿ (재산) 백인과 백인이 아닌 가정 간의 부의 격차 심화
- 백인 가족이 가진 재산의 중앙값은 10만 달러 이상인 반면 흑인 가족의 경우 중앙
값이 1만 달러 수준으로 10배 차이
- 가정 간 부의 격차는 교육, 재정 지원 등 자녀의 삶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
수 세대에 걸쳐 불평등 강화
Ÿ (건강) 유색인종에 대한 건강 격차 심화
- 흑인 뉴욕 시민의 조기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은 도시 평균의 2배 이상 상회
- 거주자가 주로 흑인, 히스패닉 계열이며 빈곤층이 다수인 이스트 할렘(East
Harlem)의 기대수명은 바로 옆 동네인 빈곤층이 적고 주로 백인이 거주하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Upper East Side)의 기대수명보다 8.6년이 짧음
Ÿ (교육) 유색인종에 대한 교육 격차 심화
-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2019년에 뉴욕시의 8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흑인 및 히스패닉계는
10% 수준
-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 중 75% 가량이 빈곤층 가정
그림 8 뉴욕시의 조기 사망률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30, 저자 재작성.

n (기후 비상사태) 글로벌 온실가스가 기후를 변화시켜 더 큰 폭풍우, 높아진 해수면, 보다 강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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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으로 도시 경제, 생태계, 인프라, 공중보건, 삶의 방식 등에서 뉴욕시를 위협하고 있음
Ÿ 2012년 북대서양 사상 최대 규모의 허리케인 샌디(Sandy)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 발
생
- 뉴욕시에서만 44명이 사망하고
190억 달러의 피해 발생

그림 9 해수면 상승에 따른 뉴욕시의 홍수범람 예측

Ÿ 현 추세에 따르면 2100년에 전
세계 온도가 2.17℃ 상승할 것으
로 예상
-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높은 파고
및 폭풍우로 인하여 코니 아일
랜드(Coney Island), 록어웨이
반도(Rockaway Peninsular),
헌츠 포인트(Hunts Point), 트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a, 9, 저자 재작성.

록스 넥(Throggs Neck), 이스
트 할렘(East Harlem), 스태튼 아일랜드의 이스트 쇼어(East Shore) 등을 중심으
로 해안 지역에서 하루에 두 번씩 홍수가 발생하거나 영구적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에어컨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도시의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여름철 정전 사
태의 규모와 정전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인프라 중단, 식품 및 의약품 변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Ÿ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정책 조치 추진을 결정
- 뉴욕시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뉴욕시의 노력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 세계 온
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후변화를 심화시켜 뉴욕시를 위협
- 뉴욕시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도시라는 점, 연방정부가 파리기후협약으로부터 탈퇴함으로
써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뉴욕시가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선택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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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2005~2017)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32, 저자 재작성.

n (인프라 노후 및 수요 변화) 기존의 인프라는 낡았고 첨단 인프라는 부족함
Ÿ 기존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자금 투자 및 개조 작업이 미흡
-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하철·버스 시스템, 상수도망 등 대부분의 물리적 인프라
는 100년 전에 건설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의 투자 중단으로 인하여 현재 대규모
구획의 수리가 절실한 상태
- 뉴욕시 하수관 연식은 평균 85년, 수도관 연식은 평균 70년이고 전력망은 1920년
대에 구축이 되었으며, 교량 및 터널의 경우 10개당 1개의 비율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었고, 지하철의 경우 2012년 이래 정시운항성이 25% 감소했고 승객수도 감
소 추세로 전환
- 그러나 주요 수리 및 확장 프로젝트들은 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자금마련 난항
(예: 맨해튼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체형 철도-터널 시스템 공사 부진)
Ÿ 현대적 신규 인프라 구축 또한 미흡
- 뉴욕시 가정의 1/3은 고속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하고 이는 경제적 기회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격차를 야기
- 전례 없는 데이터 플랫폼 및 시스템의 양적 증가로 인해 뉴욕시 전체의 디지털 발자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커들이 점점 지능화하여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
나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경제 및 사회
보안에 대한 문제점 노출(2016년에 해커의 공격 분야 1위는 금융 서비스 기업)
Ÿ 공중 보건 인프라 구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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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인구밀도와 혼잡한 대중교통 시스템, 국제 여행의 중심지로서의 특성상 감염
성 질병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나 그에 걸맞은 공중 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
그림 11 뉴욕시 지하철의 승객수 및 정시성 추이

출처: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34, 저자 재작성.

n (민주주의 위협)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공동체의 분열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내 국수주의(Nationalism)와 불관용(Intolerance) 증가 추세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
한 불신이 확산되고 공동체의 분열이 야기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원칙이 약화
-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금지 및 반이민 정책에 따라 다양한 인종·민족 이민자로 구
성되어 있는 뉴욕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뉴욕시에서 추방된 이민자 수는 2016
년 이래로 265%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수치
- 아울러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이민 신분이나 범죄 경력 때문에 투표권 박탈

∙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공공 프로세스 참여 약화
-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현실 부정 및 파리기후협약 탈퇴, 주요 동맹국과의 국수
주의적 무역 전쟁을 일으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 촉발 등이 미국의 국가 위상을
저해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 약화
- 또한,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당파싸움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3주간의 셧다운(연방정부 부분폐쇄 사태)으로 공공기관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전
국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시민들의 공공 프로세스(public process) 참여를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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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Pew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
부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는 18% 수준
그림 12 미국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신뢰(1958~2017)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35, 저자 재작성.
Pew Research Center, 2019에서 재인용.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부상과 제시: 그린뉴딜
n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sio)는 뉴욕시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와 ‘불평등’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는 근본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 포용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합의, 즉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추진
Ÿ 과거 기후변화의 대처 방식이 기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의 실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인식
- 가난한 사람도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자연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교육과 녹색일자리 등을 통해 소득과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
며, 가난한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방재환경이 안 좋은 곳에 살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삶의 질 등의 피해를 겪을 확률이 높은데,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등을 통
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위를 뛰어 넘어 가난한 사람의 불평등과 불공
정성을 해결하는 수준까지 친환경정책을 추진해야 비로소 기후변화 문제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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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동시에 온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
- 종합하면, 유색인종 공동체, 이주민 공동체, 기타 최하층 및 소외 공동체에 대해 역
사적으로 이뤄져왔던 억압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즉 경제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가 바로 그린뉴딜의 핵심
그림 13 그린뉴딜 개념

출처: 저자 작성.

n 불평등 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OneNYC 2015’에 공정성 가치를 더욱 강화하
고 다양성·포용성 가치를 새롭게 추가·강조하여, 그린뉴딜 정책 ‘OneNYC 2050’으로 발전

∙ 블라지오 시장은 2014년 취임 직후부터 오랜 역사 동안 뉴욕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Pre-K for all’, ‘Vision Zero’ 등 많은 개별 정책전략들
(<그림 13> 참조)을 추진하였고, 이들을 총망라하여 2015년에 ‘One New York’
(OneNYC 2015)으로 종합
- OneNYC 2050의 전신이라 할 수 있으며, 각 분야에서 성장, 공정성, 지속가능성, 회복탄
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
- OneNYC가 해를 거듭하며 2016, 2017, 201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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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OneNYC 2050’ 추진까지의 정책 계승 흐름

정책

시작연도

Pre-K for all
Vision Zero
One City: Built to Last

내용
유치원(Kindergarten) 입학 전 4세 아이들에게 전면 무상 초
기 아동교육 제공
안전한 거리 만들어서 교통사고 0 달성

2014

Housing New York

빌딩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2050년까지 80% 온실가스 삭감
저소득층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

Career Pathway

경력자 재교육, 저숙련/저임금자 재교육

One City, Rebuilding Together

허리케인 샌디 재해로부터의 복구 전략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거주민들
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혜
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ID NYC
NYC Community Schools
Strategic Plan

2015

3년 내에 양질의 커뮤니티 스쿨 100개 이상을 만들고, 교장·
학부모·교사가 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학생 교육성과 제고

The CEO Poverty Measure
Report

CEO(Center for Economic Opportunity)가 매년 뉴욕시의
빈곤율을 측정해 빈곤 퇴치 정책에 활용

Ten-Year Capital Strategy

뉴욕시 정책목표들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10년 펀딩 전략 수립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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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그린뉴딜 장기 전략계획:

OneNYC 2050
시민 참여 및 지역협력 기반으로 비전 및 우선 순위 결정
n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뉴욕시민들이 시와 지역사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응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루트를 통해 조사 실시

∙ 웹, 설문지, 대면조사를 통해서 1만 4천 명 이상의 뉴욕시민이 OneNYC 설문 조사에 참여
- 시민들에게 “뉴욕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뉴욕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1만 4천 명 이상이 온라인, 편지, 소셜미디어, 도서관, 공공행사에서 배포된 설문지를 통해
11개 언어로 응답·제출

∙ 5개 자치구 투어(5-Borough Tour)를 통해 50건 이상의 대면 행사를 실시하여 거주자, 중
소기업 기업주, 청소년, 노인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약 2400명의 의견을 수집
- 즉흥 이벤트 및 지역사회 모임 27건, 소규모 논의 및 강연 13건, 중･고등학교에 대한 청소
년 참여 방문 4건, 자문위원회 및 워킹그룹회의 9건 등 총 53건의 대면행사 실시

∙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LinkNYC 캠페인을 통해 약 360만 건의 디지털상 의견 빅데이터
를 수집

n 뉴욕시민의 60%는 주택 또는 교통 문제가 뉴욕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응답

∙ 주택 문제, 교통 및 인프라 문제, 일자리 및 경제적 안전성 문제, 교육 문제, 공공 안전 문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Top 5로 선택됨

∙ 하지만 문제 인식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구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센트럴 브루클린 주민들은 주택 문제를 가장 관심 있는 문제로 지목한 반면 이보다 남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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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지구는 교통 및 인프라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임
- 사운드뷰(Soundview) 거주자는 일자리와 경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 바로 인근
의 칼리지포인트(College Point) 거주자는 공공안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
그림 15 뉴욕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뉴욕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40, 저자 재작성.

n 뉴욕시민 설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가 지역협력 기반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

∙ 자문위원회는 시민 및 지역사회 지도자, 지지자, 선출직 공무원, 정책 전문가 등 5개 자치구
및 글로벌 공동체를 대표하는 3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회의는 글로벌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찰력 있는 지역 도전과제를 제시
- 아울러 기후, 교통, 시민, 인력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워킹그룹을 두고 비영리단체 및 당국
으로부터 110명의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접근법 고안

∙ 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주변 도시와 카운티에서 26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초청하여
소통형 워크숍(interactive workshop)을 통해 지역 과제 논의
- 노던 뉴저지, 롱아일랜드, 웨스턴 코네티컷, 웨스트체스터, 퍼트넘, 로클랜드 카운티공무
원이 참여하여 주택, 일자리, 교통, 기후변화와 같이, 광역권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n 최종적으로 8개의 목표를 우선순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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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Pre-K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으로 전일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4세의 아이들이 30
대 중반(2050년)이 되어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릴 때 물려주고 싶은 뉴욕시의 8가지 모습을
비전목표로 설정
- 민주주의가 활기차고, 경제가 누구에게나 포용적이며, 모든 지역사회가 번성하고, 모두의
삶이 건강하며, 누구나 우수한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고, 기후가 살기 좋으며, 도시
내 이동이 효율적이고, 인프라가 현대적인 뉴욕시
그림 16 OneNYC의 2050년 비전: 2050년 뉴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출처: 저자 작성.

구성 및 주요 내용
n 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더 강하고 공정한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
야 할 8개 전략목표 및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

∙ 각 목표들은 개별적 발행물을 통해 목표에 대한 맥락과 향후 뉴욕시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적
행동들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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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OneNYC의 2050년 비전: 2050년 뉴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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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목표 주요 내용

[활기찬 민주주의(A Vibrant Democracy)] 모든 뉴욕 시민들이 뉴욕에서의 시민생활과 민
주적 삶을 영위할 것이다.
- 모든 뉴욕 시민들이 시민 생활과 민주적 삶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약화된 사회적 유대를 복구
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포용 경제(An Inclusive Economy)] 경제 성장이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수호할 것이다.
- 포용적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역사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모든 뉴욕 시민이 뉴욕시의 경제력으로부터 혜
택을 얻도록 보장할 것이다.

[번성하는 지역사회(Thriving Neighborhoods)] 모든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주거 부담이
적은 주택을 이용하고 공원과 문화생활을 쉽게 누릴 것이다.
- 지역사회에 공평하게 투자함으로써, 뉴욕시는 소득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처로 부를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건강한 삶(Healthy Lives)] 건강 불평등이 해소되고 모든 거주자들이 번영할 수 있는 동등한 기
회를 가질 것이다.
-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고 인종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이 보다 길고 완전한 삶을 영위하
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Equ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학교가 다양하고 공
정한 공간이 되어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 다양하고 공정한 학교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의 뉴욕 시민들이 활동적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가정을 부양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다.

[살기 좋은 기후(A Livable Climate)]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
처할 것이다.
- 화석연료에서 자유로운 미래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고 책임감을 가질 것이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효율적인 이동성(Efficient Mobility)] 신뢰성 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
로 뉴욕 시민들이 개인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뉴욕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

으로 안전하게 뉴욕 시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여유를 증진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대적인 인프라(Modern Infrastructure)] 신뢰성 있는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뉴
욕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번영을 이를 것이다.
- 뉴욕시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도시가 기능하게 할 것이며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운영을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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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neNYC 2050의 8개 목표별 30개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목표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1. 모든 뉴욕 시민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활기찬
민주주의

2. 세계 각지에서 온 새로운 뉴욕 시민들을 환영하고, 이들이 시민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의와 평등한 권리를 증진하고, 뉴욕 시민과 시 정부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
4. 세계무대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혁신을 촉진한다.
5.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 시민이 이러한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

포용 경제

6. 공정한 임금과 혜택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7.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 소유권, 의사결정력을 확대한다.
8.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9. 모든 뉴욕 시민이 안전하고 주거 부담이 적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번성하는
지역사회

10. 모든 뉴욕 시민이 거주 지역의 열린 공간과 문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촉진하고 치안 유지 활동을 강화한다.
12. 장소 기반 공동체 계획 수립 및 전략을 도모한다.
13.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건강한 삶

14. 모든 지역사회의 건강 및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형평성을 개선한다.
15. 모든 지역사회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16. 건강 및 복지를 위한 필요조건을 성립하는 물리적 환경을 설계한다.

17. 뉴욕시가 유아 교육 측면에서 선도적 국가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교육의 평등
18.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K-12)의 기회와 성취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및 우수성
19. 뉴욕시 학교의 통합, 다양성, 진학률을 개선한다.
20. 탄소 중립성과 100% 청정 전기 사용을 달성한다.
살기 좋은
기후

21. 지역사회, 건물, 인프라, 해안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보다 강화한다.
22.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모든 뉴욕 시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23.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위해 투쟁한다.
24. 뉴욕시의 대중교통망을 현대화한다.

효율적인
이동성

25. 뉴욕시의 거리가 안전하고 높은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한다.
26. 교통 혼잡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27. 지역과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현대적인
인프라

28. 핵심적인 물리적 인프라 및 위험 완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수행한다.
29. 21세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한다.
30. 자산 관리 및 주요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모범 사례를 구현한다.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44-47,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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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그린뉴딜법:

뉴욕시Climate Mobilization Act2)
제정 배경
n 뉴욕시는 2014년에 시법 66(Lacal Law 66)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
년 대비 80% 줄이기로 결정

∙ 기존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더욱 상향하고 법적으로 의
무화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5년 배출량(59.2MtCO2e) 대비 MtCO2e 삭감 필요

∙ Local Law 66은 뉴욕시 그린뉴딜 추진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법으로 온실가스
80%를 2050년까지 줄인다는 의미에서 ‘80x50 law’라는 별칭으로도 불림
그림 18 뉴욕시의 시법 66에 따른 80X50 감축 목표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6a, 16, 저자 재작성.

2) 영단어 Mobilization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한다는 의미의 ‘동원(動員)’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전쟁 따위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병력을 소집하고 군수 물자를 징발하며 모든 기관을
전시 체제로 재편성하는 군사 용어의 의미도 있어 ‘Climate Mobilization Act’를 ‘기후동원법’으로 직역하게 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이 글에서는 기후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살려 ‘기후활성화법’으로 의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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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6년 9월, ‘New York City’s Roadmap to 80X50’ 발간을 통해 Local Law 66 목표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장기 전략을 나타낸 로드맵 공표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의 80%를 줄이기 위해서 빌딩

그림 20 2013년 뉴욕시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분야에서의 감축 역할이 매우
중요
- 온실가스 80% 저감 경로는 빌
딩에서 46%, 교통에서 20%,
폐기물 분야에서 2%, 기타 자
연감축분 12%로 구성(빌딩,
교통에는 에너지효율화와 결
합)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6b, 22, 저자 재작성.

그림 19 NYC Roadmap to 80X50의 2050년까지 80% 온실가스 감축 경로

(단위: 이산화탄소 백만 톤)

출처: New York City Government 2016a, 11.

n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빌딩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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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70% 가량은 빌딩에서 배출
- 따라서 노후화된 온실가스 다배출 빌딩을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키는 방식이 타 산업에서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식보다 비용 및 효과측면에
서 더 효율적

n 특히, 중대형 빌딩에서의 집중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 필요

∙ 연면적이 2만 5천ft2(약 2300m2) 이상인 중대형 빌딩(large and medium-sized
buildings)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가량을 차지

n 이에 따라 뉴욕시는 2019년 4월 18일, 80X50 목표 실현을 위해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
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시키는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

법 구성 및 내용
n 기후활성화법은 10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형태

∙ 8개의 입법안(Introduction)과 2개의 결의안(Resolution)으로 구성
∙ 2019년 4월 18일, 뉴욕시 의회에서 찬성 45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10개 법안
일괄 통과
그림 21 기후활성화법 입법안 표지 일부 및 10개 구성 법안 목록

출처: 저자 작성.

n 각 구성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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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ntroduction No. 1253-C) 빌딩 개보수(Building Retrofits)

∙ 기후활성화법 10개 법안 중 가장 핵심 규제법안
∙ 연면적 2만 5천ft2(2300m2) 이상인 중대형 빌딩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
가스 40%, 2050년까지 80% 감축 의무화
- 뉴욕시 정부 건물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감축이라는 더
공격적인 목표 적용

∙ 뉴욕시에 ‘건물에너지·배출성능실(Office of Building Energy and Emission
Performance)’을 설립하고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총괄
- 기축, 신축, 주요 리노베이션에 대해 빌딩 에너지 및 배출 성능을 감독
- 정부 차원에서 빌딩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평가 프로토콜을 확립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 빌딩 에너지 사용 및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배출량 평가방법과 배출량 제한·목표·계획 등을 보완
- 빌딩 주인이 배출량을 평가하여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여 매년 빌딩 온실가
스 배출량 평가를 받고 입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본 법조항은 2024년부터 중대형 빌딩에 적용이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제한 실시
- 현재 각 빌딩 코드별로 차등화하여 2024~2029년 배출 제한량과 2030~2034년 배출 제
한량을 지정·적용
- 2050년에는 모든 빌딩에 대해서 차등 없이 동일 배출 제한량(0.0014tCO2e/ft2/년;
1.4kg/ft2/년)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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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물 용도(빌딩 코드)별 온실가스 배출 제한량
빌딩 용도

(단위: tCO2e/ft2/년)

2024-2029

2030-2034

0.02381

0.01193

M(상업)

0.01181

0.00403

I-1(노인생활지원시설)

0.01138

0.00598

A(집합시설)

0.01074

0.0042

R-1(호텔, 기숙사)

0.00987

0.00526

B(비즈니스)

0.00846

0.00453

E(교육), I-4(어린이집, 보육원)

0.00758

0.00344

R-2(거주, 다가구)

0.00675

0.00407

F(공장, 공업)

0.00574

0.00167

S(창고), U(주차)

0.00426

0.00110

I-2(병원), B(실험실, 재난응급실, 헬스케어),
H(고위험 시설)

2050

0.0014

출처: 저자 작성.

n (Introduction No. 1252-A)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재정 지원(PACE Financing)

∙ 빌딩 주인에게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 설치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펀딩을 제공하기
위한 ‘Sustainable Energy Loan Program’ 실시
- 이는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파이낸싱에 관한 것으로 건물 에너지효
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 정부가 빌딩 주인에게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이나 에너지 효율성 개선 공사에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하고, 빌딩 주인은 에너지 비용 절약, 소규모 에너지 발전 등으로 이익을 창출하
며, 정부 자금을 재산세 등을 통해서 장기 상환(예: 20년)

n (Introduction No. 1251-A) 빌딩 에너지효율 등급(Building Efficiency Grade)

∙ 빌딩 에너지 효율 등급 범위 기준을 상향
- 기존에는 50%만 넘어도 B등급이 부여되었으나 70% 기준에 맞춰 전체적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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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빌딩 에너지 효율 등급의 상향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기존 범위

100-90%

89-50%

49-20%

19-1%

개정된 범위

100-85%

84-70%

69-50%

54-1%

출처: 저자 작성.

n (Introduction No. 1318-A) 발전소 철폐 연구(Power Plant Phaseout Study)

∙ 뉴욕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접속 가능한 ‘장기 에너지 플랜
(long-term energy plan)’을 수립하고 매 4년마다 갱신 의무

∙ 장기 에너지 플랜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철폐하기 위한 연구내용을 포함해야 함
- 뉴욕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하면서 충분한 용량의 배터리 저장장치를 지닌 대형 전원
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도시 내 가스화력발전소(5개 자치구 내 21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해야 함
-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할 경우 교체 시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청정에너지의 배터리 저장장치에 대한 잠재적 기술에 대해서 조사·분석해야 함

n (Introduction No. 1317-A) 대형 풍력 터빈(Large Wind Turbines)

∙ 뉴욕시 건물부(Department of Buildings: DOB)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수단 중 풍력에
너지 생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함

∙ 뉴욕시 건물부는 적정 입지에 ‘대형 풍력 터빈(large wind turbines)’ 설치에 대한 기준·기
술·인가에 대해 개발하고 지원을 실시해야 함
- (정의) 빌딩 코드에 대형 풍력 터빈을 200m2 면적(swept area) 이상인 터빈으로 정의
- (풍속) 130 mph(58.1 m/s)까지 견뎌야 함
- (폐기) 제조업체의 판단에 따라 터빈의 수명이 다했거나, 12개월 이상 연속해서 발전 불가
능 상태에 있을 경우 폐기
- (기타) 외관(색상), 디자인 기준, 제동 및 잠금, 음영, 신호간섭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n (Introduction No. 1031-A) 녹색지붕 정보(Green Ro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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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대체에너지실(Office of Alternative Energy)은 오피스 정보와 함께 그린 루프의
설치 및 그린 루프 관련 자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보존

∙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alternative energy project)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 (정의)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최소 50kw 이상 발전되도록 만드는 건축공사

∙ 빌딩 코드에 그린 루프 시스템(green roof system) 정의를 구체화
- 생육배지, 가공토, 여과포, 내장배수시스템 등이 결합된 지붕 조합물(roof assembly)과
추가적인 경관시설물 또는 152mm 이하의 초목으로 덮인 지붕 덮개

n (Introduction No. 1032-A) 신축 건물 대상 녹색지붕(Green Roofs for New Construction)

∙ ‘지속가능한 지붕구역(sustainable roofing zone)’을 뉴욕시 빌딩 코드에 신규로 추가
- (정의) 태양광 전기발전 시스템, 그린 루프 시스템 또는 이 둘의 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지붕
조합물

∙ 신규 건축 및 주요 리노베이션 시, 지속가능한 지붕구역 설치 의무화
- 지붕면적이 200ft2(18.5m2) 이하의 경우 최소 4kw 이상의 태양광 전기발전 시스템을 설
치
- 지붕 경사가 2/12 이하인 경우(4kw 이하) 최소한 그린 루프 시스템을 설치

n (Introduction No. 276-A) 소형 건물 대상 녹색지붕(Green Roofs on Smaller Buildings)

∙ 상기 Introduction 1032-A에서 설정된 지속가능한 지붕구역의 적용 대상을 확장
- (기존) 지붕면적이 200ft2(18.5m2) 이하의 경우 최소 4kw 이상의 태양광 전기발전 시스템
을 설치
- (추가) 건축물 용도가 Group R(거주)에 속하는 5층 이하의 건물에는 100ft2(9.2m2) 이하
의 지붕면적에 4k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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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는 1032-A(지
속가능한 지붕구역)의 적용이 특정 빌딩의 비용 수용성(affordability)에 미치는 잠재적 영
향에 대한 분석을 4년 내에 실시
- 세금 면제, 대출, 보조금 지급, HPD 운용 등의 측면을 고려

∙ 상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년 후에 1032-A 적용 요건 조정
- 비용 수용성 및 재정적 실행가능성으로 판단

n (Resolution No. 66) 녹색지붕 세제 감면(Green Roof Tax Abatement)

∙ 그린 루프 설치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을 1ft2당 15달러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뉴욕주 입법부
(State Legislature)에서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하도록 하는 결의안
- 그린 루프 설치비용은 평균적으로 25달러/ft2인데 반해 기존의 정부 지원금액은 20% 수준
인 4.5~5.23달러/ft2로 낮기 때문에 그린 루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액을 60% 수준(15
달러/ft2)으로 증가시키도록 뉴욕시의회가 뉴욕주 입법부에 요구하자는 내용

n (Resolution No. 845) 천연가스관 설치 반대(Williams Pipeline Opposition)

∙ 뉴욕주 환경보호부(N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윌리엄스사
(Williams Companies)3)로 하여금 뉴욕항을 통과하는 ‘북동 공급 강화 파이프라인
(Northeast Supply Enhancement Pipeline)’ 건설을 허가한 수질검사증명서(Water
Quality Certification)를 다시 거부하도록 하는 결의안으로,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천연가스는 70~90%의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고, 메탄은 CO2에 비해 대기열을 30~80배
더 흡수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온실가스의 주범임
- NAS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대기의 메탄 농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윌리엄사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 때문임
- 천연가스 수요가 향후 1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 윌리엄사의 분석결과는 타 공공기관
(NY Independent Power System Operator, Long Island Power Authority, US

3) Williams Companies사는 미국 오클라호마(Oklahoma)주 털사(Tulsa)시에 본사를 둔 에너지회사로서 천연가스 처리 및 운송이
핵심 사업인 포춘 500대 기업임. 이 회사는 트랜스 콘티넨탈, 즉 대륙을 횡단하여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도 뉴욕시를 포함하는 북동부에 천연가스 공급을 강화하는 NESE(NorthEast Supply Enhancement) 프로젝트 진행을
추진 중에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뉴욕항 앞바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수압 파쇄를 통해서 추출하고 이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망에 연결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강화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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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추정과 반대여서 인정할 수 없음
- 윌리엄스사는 2000년부터 최소 64건 이상의 환경규제를 위반하였음

표 4 뉴욕시 기후활성화법 구성 및 주요 내용
법안
번호

주요 내용

분야
Ÿ

입법안 1253-C

빌딩 개보수

Ÿ

Ÿ

입법안 1252-A

입법안 1251-A

입법안 1318-A

에너지효율개
선 재정지원

준 마련
연면적 2,300㎡ 이상의 중대형 빌딩을 대상으로, 주용도별(병원, 상업,
창고 등)로 ‘2024년~2029년’, ‘2030년~2034년’에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설정
중대형 빌딩의 기존 건물, 신축, 개축 시 상기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만족
의무화

Ÿ

빌딩 주인에게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 설치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펀딩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에너지 융자 프로그램(Sustainable Energy
Loan Program)’ 실시

Ÿ

빌딩 에너지 효율등급 범위를 상향 조정

에너지효율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등급

화석연료발전
소 철폐

뉴욕시에 ‘건물에너지･배출성능실(Office of Building Energy and
Emission Performance)’을 신설하고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기

A
100~90
199~85

B
89~50
84~70

C
49~20
9~55

D
19~1
54~1

Ÿ

5개 자치구 내에 있는 21개 가스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의 전원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및
장기 에너지 플랜 수립

Ÿ

뉴욕시 건물부(DOB)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수단 중 풍력에너지 생성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풍력 터빈 설치에 대한 기준･기술･인가에 대한

입법안 1317-A 대형 풍력 터빈

개발 및 지원을 실시
Ÿ

뉴욕시 대체에너지실(OAE)은 그린 루프(green roof)의 설치 및 그린 루프
관련 자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빌딩코드에 그린 루프
시스템 정의를 구체화

Ÿ

지속가능한 지붕구역(sustainable roofing zone)을 뉴욕시 빌딩코드에

입법안 1031-A 녹색지붕 정보

입법안 1032-A

신축대상
녹색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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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추가하고 신규 건축 및 주요 개축 시 지속가능한 지붕구역 설치를
의무화

Ÿ
입법안 276-A

결의안 66

결의안 845

소형빌딩 대상
Ÿ
녹색지붕
녹색지붕

Ÿ

세제감면
천연가스관
설치 반대

상기 1032-A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지붕구역 적용 대상을 5층 이하 건물
대상으로 요건 조정 및 확장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HPD)는 지속가능한 지붕구역 적용이 빌딩의 비용
수용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분석
그린 루프 1ft2 설치마다 제공되는 부동산세 감면을 15달러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뉴욕주 입법부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하도록 하는 결의안

Ÿ

뉴욕주 환경보호부(DEC)가 뉴욕항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허가하는 수질검사증명서(Water Quality Certification)를 거
부하도록 하는 결의안

기대효과
n 뉴욕시는 그린뉴딜법 기후활성화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기대효과 창출을 예상

∙ 2030년까지 600만 톤의 CO2 감축(도로 위 차량 100만 대 감소 효과)
∙ 매년 2만 6700개의 녹색일자리(green jobs) 창출
∙ 매년 43명의 조기 사망 및 107명의 응급실 입원을 방지
n 비영리단체 ALION이 2019년 4월 16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활성화법의 가장 핵심인
1253-A 법안만으로 매년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매년 2만 3626개
∙ 유지관리, 서비스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매년 1만 6995개
그림 22 비영리단체 ALION이 분석한 기후활성화법 추진 효과

출처: ALION 2019, 저자 재작성.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 69

05 결론 및 시사점
n 뉴욕시의 그린뉴딜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그림 23 뉴욕시의 그린뉴딜 추진 프로세스

출처: 저자 작성.

n (①방향과 가치 선정) 가장 우선적 단계로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가치를 선정

∙ ‘강하고 정의로운 뉴욕시’가 되어야 한다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가치(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성장성, 공정성, 다양성·포용성)를 선
정
- 공정성과 포용성을 다른 핵심가치와 같이 중요하고 동등한 가치로 선정하였으며, 중앙정
부의 정책기조 장벽(트럼프 행정부의 국수주의 및 불관용 기조)을 넘어 글로벌 리더 도시로
서 핵심가치 실현에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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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②가치 간 사회적 합의 도출) 두 번째, 핵심가치의 높은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그린뉴딜)를
도출

∙ 다섯 개 핵심가치의 높은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즉 환경적 정의 실현 없이 경제적 정의
를 완성할 수 없고 반대로 경제적 정의 실현 없이 환경적 정의를 완성시킬 수 없다는, 환경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적 정의 실현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그린뉴딜을 도출
- OneNYC 2050 수립 이전에 OneNYC 2015부터 2016, 2017, 2018 수립 등을 통해 포
용성, 공정성 가치의 중요성과 환경 연관성에 대한 합의를 꾸준히 실시
- 기후활성화법 제정 이전에도 80×50법(Local Law 66) 등의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그린뉴
딜법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무브먼트 창출

n (③공통가치 기반 목표·계획 설정) 세 번째, 분야 간 단절 없이 공통된 핵심가치에 기반한 장기
목표(goals)와 계획(initiatives) 설정

∙ 민주주의, 경제, 지역사회, 건강, 교육, 기후, 이동성, 첨단인프라 등 각 분야가 공통된 핵심가
치(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성장성, 공정성, 다양성·포용성)에 기반하여 OneNYC 2050
이라는 그린뉴딜 장기 목표와 계획을 설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정책 추진은 모두 도시의 핵심
가치 상승으로 귀결되어 시너지 효과 창출

n (④실행력·실천력 강화) 법 제정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과감한 목표 실현을 위해
가장 목표 실현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실천력 강화

∙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줄이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선언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강제할 수 있도록 기후활성화법을 제정하여 실행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가장 효
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건축분야에 집중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목표선언에
대한 실천력을 극대화

n (⑤재원기반 확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정책 및 중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녹
색금융 기반 재원조달 전략을 마련하고 법으로 규정

∙ 건축분야의 과감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중점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활성화법
의 ‘지속가능에너지 융자 프로그램(입법안 1252-A)’과 같이 안정적인 재원 조달 장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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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제고
- 지속가능에너지와 금융수단을 결합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금융형태
인 ‘녹색금융4)’의 활용 및 활성화와 연계

n 뉴욕시의 그린뉴딜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서울시’(뉴욕시와 견줄 수 있는 대도시)에 적
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가능
n 첫 번째, 도시 방향 및 핵심가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 서울에는 현재 뉴욕시의 ‘강하면서 정의로운 도시’와 같은 뚜렷하고 명확한 방향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서울시의 슬로건은 ‘I·Seoul·U(나와 당신이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 ‘융·통·
성’ 등이 존재하나 뉴욕시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가치 도출이
어려움
- 그린뉴딜에 입각했을 때, 슬로건(방향)에 공정성과 포용성 가치의 존재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주요 환경에너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2014.8
월 수립)이 지향하는 가치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인데 공정성 및 포
용성 가치를 포함·확장함으로써 이를 매개로 서울시의 다른 주요 종합정책과의 연계를 강
화하고 서울시 전체의 핵심가치로 설정

n 두 번째, 그린뉴딜이라는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함

∙ 환경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이 결핍될 경우 다른 한쪽도
이루기 힘들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정부의 단계적인 노력 필요
- 뉴욕시가 OneNYC 2015를 기점으로 OneNYC 2050을 창출하고 80×50법 마련을 시점
4)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형태임. 국제연합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에서는 녹색금융을 ①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②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활동, 이상 각각 친환경 자금 확대와 비친환경 자금 방지 두 가지 방향의 개념으로
정리함(출처: 녹색금융종합포털). 두 번째 개념 방향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기후활성화법의 결의안 845(윌리엄스사의 천연가스관
설치 반대) 또한 녹색금융의 하나로 볼 수 있음. 해당 지출을 줄여서 확보한 금액을 통해서 친환경 자금 투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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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후활성화법 제정에 성공했던 것처럼, 그린뉴딜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 도출
과정이 요구됨

n 세 번째, 공통된 핵심가치에 기반한 목표 및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제, 주거, 건강, 이동성, 첨단인프라, 지역사회 등 각 분야의 정책·장기계획들이
기반을 두는 공통된 핵심가치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는 각 분야의 분절을 야기하여 자칫 상충된 가치 추구로 인해 정책동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예: 저소득층에 대한 공정성이 고려되지 않는 첨단인프라 구축은 계층 간 디지
털 격차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음)

n 네 번째, 그린뉴딜과 관련된 서울시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건물에서 약 70%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만큼, 건축과
같은 우선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동력을 집중해야 함
- 모든 건물에 대해 동시에 추진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여 기후활성화법과 같이 건축물의
규모, 용도, 신축·기축에 따라 차등화된 감축절차 및 단계별 배출기준을 적용

n 다섯 번째, 법적 근거를 갖는 녹색금융 기반 재원조달 전략의 강화가 필요함

∙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
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BRP5))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BRP 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실시 중이나 지원 규모와 대상, 민간금융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내실화를 제고해야 함
-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에 한하여 현재
융자 지원 중인 건축부문(창호, 덧창, 내·외벽의 단열성 강화), 기계부문(자가 열병합 발전
기 설치, 냉·난방 효율성 향상), 전기부문(조명, 공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항목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등까지 포함·확장하고 신축을 포함해 지원 대상 건축물 분야와
지원금액 또한 확대
- 이때 늘어나는 재정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금융과 더불어 민간금융 참여 확대, 민간투
자 허용 등을 통해 민간재원을 활용한 녹색금융 전략 설계 및 활용

5) Building Retrofit Program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 73

CHAPTER

1

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 분석,
2010-2017

1. 도시체계 내 도시 영향권의 이해 | 77
2. 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과 그 변화 | 90
3.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134

01 도시체계 내 도시 영향권의 이해

n 전국적으로 고속철도, 고속도로가 확충되고, 수도권 광역전철이 충청남도 및 강원도까지 확장됨
에 따라 국토 전체의 공간구조가 변하고 있음

∙ 변화의 핵심적 내용은 대도시 또는 그에 준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권역이
광역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전국화되고 있다는 것임

n 지금까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는 대체로 ‘중심도시’와, 해당 중심도시와 계층적 관계를 형성하는
‘배후지’로 구성되는 ‘도시권’ 획정을 통해 고찰해왔으나 이는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함

∙ 기존 도시권 획정방식은 대체로 개별 도시가 단 하나의 도시권에만 포함되는 상대도시권 개
념에 입각하기 때문에(이성호 2018), 중심도시와 배후도시 간의 계층적 관계뿐만 아니라 여
러 중심도시 간의 관계, 배후도시 간의 관계, 다른 중심도시의 배후도시가 또 다른 중심도시
와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Van Oort et al. 2010)

∙ 하나의 도시권에만 포함시킨 도시들은 공간적으로 연접되도록 도시권을 획정함으로써 개별
도시가 복수의 다른 도시들과도 중심-주변의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며, 비지(飛地)적으로 위
치한 도시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 출근통행 이외에 다양한 목적흐름(쇼핑, 여가 등)을 통해 형성된 도시 간 관계 속에서 도시
간의 중심-주변의 관계를 고찰하지 못함
- 최근에는 통근뿐만 아니라 업무, 쇼핑 및 여가 등 다양한 목적통행을 고려하여 도시권을
통근권, 업무권, 일상생활권의 다층적 도시권으로 이해(이성호 2018)

∙ 기존의 도시권 획정방식은 경계 설정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중심도시가 주변 배후지에 동일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권 내에서의 영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n 기존 도시권 획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의 ‘영향권’ 개념을 도입

∙ 도시체계 속에서 개별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다양한 흐름을 주고받으면서 해당 도시들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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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배후지로 포섭하려는 영향력을 가지며, 도시의 영향권은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

∙ 개별 도시가 갖는 영향력과 영향권은 해당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을 나타내며, 영향권 간에
는 중첩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도시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도시가 별도의 영향권을 형성하기
도함

n 도시의 영향권을 측정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제약(network constraint)지수를 활용함

∙ Burt(1992)가 제안한 네트워크 제약지수는 특정 행위자의 행동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서 제약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개발된 지수임

∙ 네트워크 제약지수를 도시체계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망이
다른 도시의 하위 체계로 포섭되는 정도를 의미(변필성 외 2016)
- 네트워크 제약지수의 식은 특정 도시가 다른 도시의 하위 체계에 직접적으로 속한 정도와
특정 도시와 연결된 다른 도시에 의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는 부문으로 나뉘
어져 있으며, 따라서 특정 도시 그 자체와 특정 도시와 연결된 도시들이 다른 도시에 의존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큰 값을 가짐(<그림 1> 참조)

∙ 네트워크 제약지수를 통한 개별 도시의 영향력과 영향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개별 도시는 그 자체의 영향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의 영향권 내에 속할 수도 있고,
어떤 도시의 배후도시는 다른 도시의 배후도시로도 기능함을 파악할 수 있음
- 비지적(飛地的)인 도시 영향권 설정이 가능하고, 특정한 기준 없이 다양한 목적통행에 기초
한 영향권 파악이 가능
- 개별 도시가 다른 도시와 맺는 상이한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음

n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제약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과 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대상]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중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수
원, 청주, 전주, 창원)의 11개 도시

∙ [분석자료] 국가교통DB의 2010년, 2017년 기준 전국 지역 간 목적통행
- 목적 통행 중 출근통행, 쇼핑통행, 여가통행 고려

∙ [분석단위] 특 ․ 광역시의 자치구를 합한 시･군 단위 기준으로 167개 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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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의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OD 행렬에서 특 ･광역시 내 자치구와
시 단위 내의 행정구는 하나의 노드로 통합하고 광역시의 군지역(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
군, 인천 강화군 및 옹진군, 울산 울주군)은 별도로 분리하여 시･군 단위의 OD 행렬로 변
환하여 분석

∙ [분석방법] NetMiner 4.0을 이용하여 분석 + 분석결과를 시각화
그림 1 네트워크 제약 개념

[노드 B와 C의 관계]
Ÿ 노드 B 그리고 B의 연결망에 위치해 있는 노드
E와 F는 노드 C의 연결망에 위치함
Ÿ 동시에 노드 C 그리고 C의 연결망에 위치한 노드

[노드 A와 C의 관계]
Ÿ 노드 A는 노드 C의 연결망에 위치하지만, A의
연결망에 위치해 있는 노드 I와 H는 그렇지 않음
Ÿ 동시에 노드 C는 노드 A의 연결망에 위치하지만,

중 일부(즉 E, F)만이 노드 B의 연결망에 위치함
→ C는 B에 네트워크 제약을 가한다고 볼 수 있음
→ 노드 C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망에 노드 B를 중심으
로 하는 연결망이 하위체계로 포섭될 가능성 높음

C의 연결망에 위치한 어떠한 노드도 A의 연결망
에 위치하지 않음
→ C는 A에 네트워크 제약을 가한다고 볼 수 없고,
A가 C에 네트워크 제약을 가한다고도 볼 수 없음
→ 노드 C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망에 노드 A를 중심으
로 하는 연결망이 하위체계로 포섭될 가능성 낮음

   

 



 ×    ≠  

  
    ≠ 
   




  노드 가 로부터 받는 네트워크 제약 정도단위  
  노드 로부터 로의 목적통행량
  노드 의 연결망에 위치해 있는 노드
출처: 변필성 외(2016, p.36-37)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가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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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과 그 변화

1) 서울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서울의 출근통행 영향권은 인천과 경기도 내 시 ․ 군을 넘어 강원도의 대부분 시･
군과 충청남･북도의 일부 시･군을 포함하고 있음
- 2010년 서울의 출근통행 영향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거쳐 강원도와 충청도로 고
르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순창군과 울진군 같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지역 또한 서울
의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서울의 출근통행 영향권은 남쪽으로 보다 확대되어 대전과 서해안권의 보령, 서천
등이 서울의 출근통행 영향권으로 포함되고 있지만 오히려 동남쪽의 충북과 강원 일부 시･
군은 서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음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통행인 출근통행에서 나타나듯이 고속철도의 활성화, 수도권 광역전
철의 확장 등은 서울로 혹은 서울로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
여하였으나 일일 통근의 한계거리 효과로 인해 평택, 안성 이남으로는 강한 영향권이 나타
나지는 않음

∙ [쇼핑통행] 서울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출근통행에 비해 넓게 분포하고 강원도와 충청도를
넘어 경상북도 및 전라북도의 일부 시･군과 제주도까지 분포하고 있음
- 2010년 서울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강원권으로의 교통망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충남의 상당수 시･군과 경상북도 일부 시･군, 제주도까지 영향권에 포함하고 있음
- 2017년 서울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2010년과 달리 강원도와 경부축, 경상남도 방향으로 영향
권이 확대되고 그 강도도 강화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일부 시･군에 미치던 영향은 2017년
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에 비해 보다 비지적인 경향을 보임

∙ [여가통행] 서울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출근･쇼핑통행에 비해 넓어 전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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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의 경우 네트워크 제약지수 5% 이상의 강한 제약관계에 놓인 시･군은 강원도와
충청도 전체 시･군에 해당함
- 2017년의 경우 충청도의 상당수 시･군은 서울의 여가통행 영향권에서 그 정도가 약해진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에 놓인 시･군은 서울의 여가통행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
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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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 서울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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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 서울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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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울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9 서울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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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패턴을 통해 서울의 영향권을 살펴본 결과 그 함의는 다음과 같음
- [공간적 특성] 일상적인 통행인 출근통행은 약한 연계의 영향권 확대가 나타나지만 그 한계
선(평택, 안성까지)이 명확한 반면에 쇼핑이나 여가 통행에서는 서울의 영향권이 전국 수준
으로 넓게 나타남과 동시에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특성을 보임
- [시간적 특성] 시기적으로는 2010년과 2017년 사이 서울의 영향권은 주요 고속교통망을
따라 확장하면서 특정 교통축에 속하지 않은 시･군에 미치는 서울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축상에 위치한 도시들은 영향권이 확장･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2) 서울 이외 광역시의 영향권과 그 변화
n 인천(동지역)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인천(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은 인천광역시 내에 속한 강화군, 옹진군과 함께
경계를 접한 부천시, 김포시를 영향권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권에 포함됨
- 2010년과 2017년의 경우 영향권에 큰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던 영
향권과의 제약관계가 다소 약해지는 경향을 보임

∙ [쇼핑통행] 인천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2010년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으나, 2017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이 약한 영향권 내에서 사라지고 남쪽으로
비지적인 영향권들(예: 임실군, 금산군, 홍성군 등)이 나타나기 시작

∙ [여가통행] 인천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서울과 유사하게 전국 대부분 지역을 영향권으로 포함
하면서 일부 지역이 강한 영향권 내에 포섭된 형태를 띰
- 2010년에 비해 2017년의 경우 인천의 여가통행 영향권 내에 강하게 포함된 지역과의 연계
가 약화되었으며, 전라남도 남부와 동해안 시･군이 약한 영향권에서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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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천(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1 인천(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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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천(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3 인천(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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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인천(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5 인천(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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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산(동지역)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부산(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 내에 강하게 속한 지역은 부산과 접한 김해, 양
산, 창원과 더불어 밀양, 함안에 이르며 넓게는 포항, 거창까지 영향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의 경우 울산의 동지역과 울주군이 모두 부산의 출근통행 영향권에 강하게 속해있
었으나, 2017년의 경우 울산, 울주군과의 제약은 다소 약해지고 거제, 통영, 진주 등과의
연계는 강해졌으며 하동군과 남해군은 약한 영향권에 포함
- 거가대교 개통(2010년 12월) 등의 교통망 개선이 거제, 통영 등 경상남도 서쪽의 시･군이
부산의 출근통행 영향권으로 포함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쇼핑통행] 부산(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출근통행과 유사하게 남해안을 따라서 하동
과 동해안을 따라 포항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음
- 2010년에 비해 2017년의 쇼핑통행 영향권의 범위는 줄어들었으나, 충주, 문경, 상주 등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이 부산의 쇼핑통행 영향권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근통행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쇼핑통행의 영향권 내에 속하지 않았던 거제, 통영, 고성
등은 부산 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에 매우 강하게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통행] 부산(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강원 남부지역과 전라남도
일대에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도 약하게 영향권에 포함
- 2010년에 비해 2017년 부산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그 범위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경우 영향권 내에 포섭된 정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서 경주, 거제 등이 비교적 강한
영향권에 포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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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부산(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7 부산(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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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부산(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9 부산(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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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부산(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1 부산(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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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구(동지역)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대구(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시･군을 포함하고 있
으며, 경상북도 내의 시･군은 특히 매우 강하게 영향권 내에 포섭되어 있음
- 2010년의 경우 경상북도 내 시･군 상당수가 대구의 출근통행 영향권에 강하게 속해 있었으
나, 2017년에는 경상북도 남부의 일부 시･군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고 북부 일부 시･군
에 대한 영향력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 [쇼핑통행] 쇼핑통행 또한 출근통행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의 상당수 시･군은 대구의 쇼핑
영향권 내에 속해 있음
- 2010년과 2017년 사이의 쇼핑통행 영향권에서는 출근통행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남부
지역에 대한 대구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북부에 대한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통행] 대구(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강원도 일부 지역
과 전라남도 일부 지역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
- 2010년과 2017년 사이의 큰 변화는 없으나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접한 시･군들이 영향
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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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구(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3 대구(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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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대구(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5 대구(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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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대구(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7 대구(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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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울산(동지역)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울산(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은 울산 내에 속한 울주군, 경주시와 함께 부산, 창
원, 청송 등을 포함
- 부산의 출근통행 영향권이 2010~2017년 사이 울산지역으로는 다소 감소한 상황에서 울산
은 출근통행 영향권이 다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의 출근통행 영향권 경쟁 속에서 울산
이 경남지역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쇼핑통행] 울산(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대체로 출근통행의 영향권과 비슷한 범위와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2017년 사이에 포항에 대한 영향권이 다소 강해지고 영천과 군위로 영향권이 일부
확장된 것을 제외하고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음

∙ [여가통행] 울산(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대체로 경상도 상당수의 시･군과 강원도 일부
시･군에 걸쳐 있으며, 출근통행 영향권에 강하게 속한 울주군, 경주를 제외하고는 영향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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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울산(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9 울산(동지역)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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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울산(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1 울산(동지역)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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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울산(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3 울산(동지역)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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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광주(광역시)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광주는 전라남도의 모든 시･군을 출근통행 영향권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고창, 담양, 순창 등 전라북도 남부의 시･군들도 영향권으로 포함
- 2010년과 2017년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내 영암과 해남, 진도 등은 2010년에
비해 2017년에 광주의 영향권에 보다 강하게 포섭되는 반면 전라북도의 시･군과 순천, 광양,
여수 등은 포섭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음

∙ [쇼핑통행] 출근통행과 마찬가지로 광주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을 포함
하고 있음
- 2010년에 비해 2017년의 경우 전라북도의 시･군들이 광주의 쇼핑통행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통행] 광주는 여가통행 측면에서 전라도 대부분 지역과 함께 호남선을 따라 대전, 청주
등을 자신의 영향권 내로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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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광주(광역시)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5 광주(광역시)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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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광주(광역시)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7 광주(광역시)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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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광주(광역시)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9 광주(광역시)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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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전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대전은 강원도에 가까운 충청북도 제천과 단양을 제외한 충청도 모든 시･군을 출근
통행 영향권 내로 포함하고 있음
- 대전과 강하게 연결된 출근통행 영향권은 인접한 세종, 청주, 공주 등이며, 서해안 지역의 보령,
서산, 당진 등은 약하게 연결되어 있음
- 2010년과 2017년의 대전 출근통행 영향권은 큰 차이는 없으나 충북 일부 지역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거나 대전으로부터의 제약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 [쇼핑통행] 대전의 쇼핑통행은 출근통행과 마찬가지로 대전과 강하게 연결된 충청남도 시･
군을 중심으로 영향권을 형성
- 단, 2010년의 경우 충청남도 내 시 ․ 군을 쇼핑통행의 영향권으로 포섭하고 있던 데 반해,
2017년의 경우 충남 내 시･군은 영향권에서 줄어들고 전라북도의 시･군을 영향권으로 포
함하고 있음

∙ [여가통행] 대전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출근통행 영향권으로 강하게 묶인 지역 이외에는 약하
게 전국의 상당수 시･군을 포함하고 있음
- 약한 영향권은 2010년에 비해 2017년 다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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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대전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 대전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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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전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3 대전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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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대전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5 대전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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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시 외 대도시의 영향권과 그 변화
n 수원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수원의 출근통행 영향권은 대체로 경기남부의 화성, 오산, 용인을 강한 영향권으
로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와 서울, 인천에는 약하게 영향을 미침

∙ [쇼핑통행] 수원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출근통행과 마찬가지로 화성, 오산, 용인을 영향권 내
로 강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출근통행에 비해 영향권의 범위가 작게 나타남

∙ [여가통행] 수원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충남지역과 강원도지역으로 넓게 퍼져 있으나 강한
영향권 내에 포함된 지역은 출근통행과 마찬가지로 화성, 오산, 용인 등임

n 청주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청주의 출근통행 영향권은 청주와 인접한 지역을 강한 영향권으로 포함하면서 충청
남･북도에 걸쳐 있으나 2017년 이후 그 영향권이 축소

∙ [쇼핑통행] 청주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출근통행이나 여가통행에 비해 전체 영향권의 범위는
작으나 세종, 증평, 괴산, 보은 등 인접지역을 영향권 내로 강하게 포섭하고 있음

∙ [여가통행] 청주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충청도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남부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그 영향권이 축소되어 세종시와 진천군은 강한
영향권에 포함하는 반면, 강원도와 충청남도 서해안지역의 시･군은 영향권에서 제외됨

n 전주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전주의 경우 전라북도 대부분의 지역을 출근통행 영향권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2010
년에 비해 2017년에는 전라남도지역이 영향권에서 제외

∙ [쇼핑통행] 전주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출근통행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지역에 대체로 강하
게 연계되어 있으나 2017년 충청북도지역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임

∙ [여가통행] 전주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근통행, 쇼핑통행과 비슷하게 전라북도 내에서 강한 연계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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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창원의 영향권과 그 변화

∙ [출근통행] 창원은 경상남도 전반에 출근통행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2017
년 경남 서부지역인 진주, 고성, 사천, 하동 등을 영향권 내로 강하게 포섭

∙ [쇼핑통행] 창원의 경우 2010년 쇼핑통행의 영향권에 비해 2017년에는 영향권이 매우 크게
축소되었음

∙ [여가통행] 창원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경남지역과 경북 남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함안,
의령, 창녕, 합천 등 인근지역과 강하게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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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수원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7 수원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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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수원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9 수원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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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수원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1 수원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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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청주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3 청주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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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청주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5 청주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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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청주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7 청주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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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전주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9 전주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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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전주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1 전주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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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전주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3 전주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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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창원의 출근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5 창원의 출근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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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창원의 쇼핑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7 창원의 쇼핑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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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창원의 여가통행 영향권(2010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9 창원의 여가통행 영향권(2017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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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종합
∙ 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은 해당 대도시가 입지한 광역도의 행정경계를 넘어 두 개 이상의
도 행정경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영향
권도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통행인 출근통행의 영향권은 쇼핑이나 여가통행에 비해 영향권
의 범위가 작으며, 여가통행은 상당수의 대도시에서 그 영향권이 전국적으로 분포함

∙ 우리나라 도시체계는 중심지 이론에 입각한 일방향적인 계층구조보다는 다방향적인 네트워
크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교통망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가 미치는 영향의 공간적 범위는 확장되고 있으나 인근 도시
들이 하나의 대도시에만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은 줄어들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도시체계에서 상위 계층을 차지하는 대도시와 하위 계층에서 대도시의 배후
지로 기능하는 중소도시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위 계층에 속한 도시 간의 관계, 특정 대
도시의 배후지에 속하면서도 다른 대도시와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간 상
호 의존성 관계가 출현하고 증가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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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인구 및 기능의 비수도권으로의 분산과는 별도로, 다가올 초고속화
및 초연결시대에 맞춰 새로운 시각의 국토발전 전략 필요
- 서울, 비수도권 광역시(또는 광역시 동지역)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상생활의 광역화, 더 나
아가 전국화를 반영하여 국토공간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접 대도시와의 연결성 유지 및 확보가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점도 감안하여 국토･지역계획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제반 맥락에서 국토공간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필요

∙ 국토･지역, 도시 등 공간정책 수립･실행의 공간단위를 이슈별로 유연하게 설정하여 대응
- 대도시의 영향권 내에서 배후지로 기능하는 시･군들은 복수의 대도시 영향권 내에 속해
있고, 목적통행별로 각 대도시의 영향권에 포함된 정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획권역
설정 시 유연하고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
- 광역정책 수립･집행 시 공간적으로 연접해 있지 않으나 서울이나 인천, 수원의 영향권 내에
속해 있는 시･군과의 관계도 고려
- 인천, 경기도 내 모든 시･군들이 서울의 영향권 내에 강하게 포함되어 있고, 인천, 수원 또한
자체적인 영향권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수립하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전국의 모든 시･군이 하나 이상의 영향권에 속해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경계를 넘어 영향권
단위에서의 기초분석을 토대로 도시･군기본계획 등 시･군 단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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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n 연간 미세먼지 농도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PM10)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PM2.5)는 정체상태이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증가하였음
- 미세먼지 농도는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41㎍/㎥ 로 낮아졌으며 초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부터 감소하여 2017년에는 23㎍/㎥을 나타냄(국립환경과학원
2019)
-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는 2017년 29일에서 2018년에는 45일로 증가하
였으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일수는 2017년 43일에서 71일로 증가함
(한국환경공단 2019)

∙ 국제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 증
가로 인한 건강, 생태계, 산업분야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
- (건강)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폐암 및 호흡기, 순환기 질환 발생으로 조기사망
증가,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 등
- (생태계) 대기 및 수질 악화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저하 등(OECD 2016)
- (산업) 작물의 수확량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변화, 배출량 저감조치에 따른 공장가동률 감소
로 산업 생산성 감소, 가시거리 악화로 인하여 항공 등 관광 산업 영향 등(OECD 2016)

n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20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하여 국민의 87.2%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와 실외활동 제약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으며, 실내 활동 증가
와,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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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경제적인 비용1)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국민들은 미세먼지 대책에 동참하고, 비용지불 의사를 내비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와 같은 운행 제한이 시행된
다면 84.5%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운동에도 72.4%가 참여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환경부 2018)
- 국민의 55%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불 가능한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4532원으로 나타남(현대경제
연구원 2019)
- 서울시의 경우 가구당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지불의사 금액이 월평균 1만 1508원2)으
로(서울연구원 2018),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n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대응 정책실효
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8년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
였음
-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201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질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6%
에 해당하는 등 다른 환경 문제에 비해 국민 체감 정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남
- 국민 절반 이상이(57.5%)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44.6%의 국민이 불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나(환경부 2018) 국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함

∙ 또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은 최근 4년간 20% 증가하였으나 효율성을 고려한 미세먼
지 저감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국회예산정책처 2019)

1)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마스크, 각종 세정제 등을 구입하는 데 2018년 기준 월평균 약 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2) 서울연구원(2018)의 연구에서는 연평균 13만 8107원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를 위하여 “월평균=연평균/12”으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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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배출량 감축에 91%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중 수송부문의 감축을 위한 예산이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음3)
- 수송부분의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1톤을 저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0.28억
원~63억 원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4)

n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시·공간적 현황을 파악하고 미세
먼지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인자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배출원
중심의 분야별(산업, 발전, 생활, 수송 등) 접근을 통한 분석을 추진해옴
- 분야별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노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량
을 저감시키는 대책을 주로 수립함
- 각 분야별 노력에 따라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였음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을 고려한 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미세먼지의 생성과정 및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고 나아가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 미세먼지 영향인자 종합을 통해서 현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종합하고 추진 중인 대책을
미세먼지 인자별로 구분하여 향후 미세먼지 대응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함

n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현황과 원인을 고찰하고, 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
분포에 기여하는 잠재적 원인을 고찰하고자 함

∙ 미세먼지의 시간적, 공간적 현황에서 나타나는 국토공간적 특징을 밝혀낼 수 있는 인자
를 제안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 중 국내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인자

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3)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발전, 산업, 생활 부분은 규제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송부분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4) 2018년도 재원 투입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기준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0.28억 원/톤), 노선버스 CNG버스 교체(0.74
억 원/톤), 재생에너지 발생비중 확대(5억 원/톤), 친환경차 보급 확대(50억 원/톤), 전기이륜차 보급(63억 원/톤)으로 나타남.

02 미세먼지의

시·공간적 분포 현황
n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중 지름이 10㎛ (PM10,
미세먼지) 또는 2.5㎛(PM2.5, 초미세먼지) 이하의 매우 작은 물질을 뜻함

∙ 2019년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미세먼지법)에서미
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합해 미세먼지로 정의(법제처 2019)5)하여 기술하고 있음
- 사람의 머리카락과 비교하였을 때 미세먼지는 1/6 크기이며, 초미세먼지는 1/20~1/30 정
도의 크기임(<그림 1> 참조)
-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입자크기 1㎛ 이하의 극초미세먼지
(PM1)도 미세먼지 내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음(매일경제뉴스 2019)
그림 1 미세먼지의 크기 비교

출처: 휴먼시티 수원.

1) 국내 미세먼지 농도의 시계열적 현황
∙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세먼지 도시별, 월별 농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의 연도별,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함(국가통계포털 2019)
- 미세먼지 농도분포를 위해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5)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로 정의하고 있음(법제처 2019)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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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분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함
- 계절별로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는 3~5월, 여름철 미세먼지 농도는 6~8월, 가을철은 9~12
월, 겨울철은 1~2월 및 12월로 설정하여 비교하였음

∙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시점부터 꾸준하게 감소 추
세에 있음
- 2010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4㎍/㎥이었으나 2018년에는 41.5㎍/㎥까지 감소하
였으며, 2015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5.6㎍/㎥에서 2018년 23.3㎍/㎥까지 감소하
여 WHO 기준6) 나쁨에서 보통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그림 2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의 시계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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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 것은 미세먼지주의보 및 경
보발생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7)
6) WHO의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미세먼지(㎍/㎥): 좋음(0~30), 보통(31~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
- 초미세먼지(㎍/㎥): 좋음(0~15), 보통(16~25), 나쁨(26~50), 매우 나쁨(51 이상)
7)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은 다음과 같음(법제처 2019).
- 미세먼지 주의보: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미세먼지 경보: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의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 초미세먼지 경보: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의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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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횟수가 2016년과 2017년에 비하여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초미세먼지주의보도 1.8배 증가해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초미세먼지 경보일수는 2015년과 2016년에는 발령되지 않았으나, 2017년과 2018
년에는 각 1회 발령되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표 1 전국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미세먼지
구분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횟수

일수

횟수

일수

횟수

일수

횟수

일수

2015년

235

59

6

3

173

70

-

-

2016년

187

29

23

4

90

39

-

-

2017년

188

25

17

4

128

42

1

1

2018년

374

39

38

6

315

70

1

1

출처: 한국환경공단 2019.

∙ 월 평균농도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시계열적 변화가 나타남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3월의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월의 월평균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월별 농도의 변이를 살펴보면 1~5월, 11월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냈으
며, 1~3월, 5월, 11~12월 월평균 초미세먼지농도 또한 나쁨 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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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

단위: ㎍/㎥

70.0
60.0
50.0

농도(㎍/㎥)

40.0
30.0
20.0
10.0
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세먼지

54.3

55.4

59.6

55.9

58.7

44.2

34.3

32.0

32.6

39.8

50.3

49.3

초미세먼지

30.5

29.0

32.3

26.0

25.8

24.8

19.3

17.0

18.3

20.3

28.3

28.8

출처: 저자 작성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계절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계절별 농도
순위는 다르게 나타남
- 미세먼지의 농도는 봄철에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겨울
철에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름철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철이
사계절 중 두 번째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봄철 미세먼지 농도는 2011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에는 2010년과
2013년이 가장 높았음. 가을철 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겨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철에는 2015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음. 가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에 가장 높았으며, 겨울철 미세먼
지 농도는 2019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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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국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계절별 농도

단위: ㎍/㎥

미세먼지
구분

초미세먼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58.0

36.9

40.9

53.0

28.0

20.3

22.3

29.4

2010년

58.0

41.3

50.0

56.3

-

-

-

-

2011년

66.3

38.3

41.7

55.7

-

-

-

-

2012년

54.3

33.7

40.3

50.3

-

-

-

-

2013년

58.7

41.3

38.3

55.7

-

-

-

-

2014년

61.0

39.3

39.7

54.3

-

-

-

-

2015년

55.0

38.0

38.0

59.0

26.7

23.3

22.3

30.0

2016년

60.3

35.3

43.0

48.3

30.0

21.3

24.3

28.7

2017년

59.3

34.3

39.3

48.7

29.3

19.0

21.7

30.0

2018년

49.3

30.0

37.7

49.0

26.0

17.7

20.7

29.0

2019년*

51.3

33.0

-

58.0

28.0

20.0

-

34.5

* 2019년 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6월까지 관측치를 활용하였으므로, 봄철 외에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움.
출처: 저자 작성.

2) 국내 미세먼지 농도의 공간적 분포
∙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세먼지 도시별, 월별 농도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계절별 미세먼
지 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함
- 미세먼지 농도분포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미세
먼지 농도분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함
- 행정구역의 변화로 인하여 통합된 시군(충청북도 청원군, 경상남도 마산시, 진해군)의 경
우 가장 최근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석함
- 관측치가 기록된 전체 114개 도시 중에서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의 관측값 기간이 1년
이하인 도시는 14곳으로8) 해당지역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공간적으로 표시하
였으나 정량적인 비교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8)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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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간
적 패턴이 다르게 나타남
- 미세먼지의 농도는 수도권 위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는 수도권 외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남
- 미세먼지의 수준이 보통 수준인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평택시, 전라북도 익산시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4 미세먼지(좌)와 초미세먼지(우)의 도시별 연평균 농도분포

단위: ㎍/㎥

출처: 저자 작성.

∙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주로 내륙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동해와 남해지역의 농도가 낮
게 나타남
-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월과 관계없이 수도권지역의 농도가 높은 패턴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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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세먼지의 도시별 월평균 농도분포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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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주로 서해안지역과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남
- 초미세먼지 고농도시기(겨울·봄철)에는 초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
향이 나타났으며 농도가 낮은 여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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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초미세먼지의 도시별 월평균 농도분포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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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고농도 지역
이 형성되어 있음
- 모든 계절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라북도지역과 충
청남도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동해안지역이 서해안지역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부지방이 중부나 남부지역에 비하여 낮은 농도분포를 나타냄
그림 7 미세먼지의 도시별 계절별 농도분포

단위: ㎍/㎥

봄

여름

가을

겨울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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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북서쪽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동해안 및 남해안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음
- 고농도 시기(봄철 및 겨울철)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름
철에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남
- 여름철에는 봄, 가을, 겨울철에 농도가 높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8 초미세먼지의 도시별 ․ 계절별 농도분포

단위: ㎍/㎥

봄

여름

가을

겨울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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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미세먼지 배출현황9)
∙ 국내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초미세먼지
와 미세먼지 모두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꾸준하게 감소하였음(<그림 2> 참조)
- 2015년 이후부터는 비산먼지, 생물성연소의 공식배출원 추가10)에 따라서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함
그림 9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250,000

단위: 톤

PM10
PM2.5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시도별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Precursor)11) 기여도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특성
을 보임
- 미세먼지의 1차 배출 외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간접 물질의 배출량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
-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은 경상북도가 가장 높게(19.9%) 나타났으며, 이어서 충청남도

9)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시차가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6년 배출량 자료를 2019년 6월에 발표하였으며,
물질별·지역별 상세정보가 수록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는 발표 예정임(2019년 12월 1일 기준).
10) 2015년부터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를 공식배출원에 추가하고 해당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음.
11) 어떤 물질대사나 화학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뜻함(시사상식사전, s.v. 전구체
(Pre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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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와 경기도(14.1%), 전라남도(12.5%) 순으로 나타남
- 초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 또한 경상북도가 가장 높게(22.6%) 나타났으며, 이어서 충청남
도(18.8%)와 전라남도(13.6%), 경기도(11.1%) 순으로 나타남
- 황산화물은 충청남도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22.8%) 나타났으며, 전라남도(17.3%), 울산
광역시(13.7%) 순으로 나타남
- 질소산화물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16.3%)을 차지했으며, 충청남도(10.8%)가 차
순위로 나타남
-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경기도가 가장 높은 비율(18.1%)을 차지했으며, 경상남도(10.5%),
울산광역시(9.5%)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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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도별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배출량 기여도*

단위: %, 2016년 기준

구분

NOx

SOx

PM10

PM2.5

VOC

서울특별시

5.9

1.1

3.7

2.5

6.2

부산광역시

4.0

3.0

3.0

2.5

4.0

대구광역시

2.4

1.2

1.7

1.4

3.1

인천광역시

4.0

3.4

2.7

2.2

5.1

광주광역시

1.0

0.1

0.8

0.6

1.6

대전광역시

1.3

0.2

0.7

0.6

1.5

울산광역시

4.1

13.7

2.0

2.5

9.5

세종특별자치시

0.5

0.0

0.6

0.4

0.7

경기도

16.3

4.3

14.1

11.1

18.1

강원도

6.7

4.9

4.1

3.9

2.5

충청북도

5.9

2.5

4.1

3.9

3.9

충청남도

10.8

22.8

16.5

18.8

7.2

전라북도

3.3

1.9

4.4

3.5

7.0

전라남도

8.5

17.3

12.5

13.6

8.5

경상북도

8.8

11.0

19.9

22.6

8.3

경상남도

8.2

8.6

6.0

5.5

10.5

제주도

1.5

0.6

1.7

1.2

1.1

바다

7.0

3.3

1.4

3.1

1.4

*식생은 제외한 배출량 기여도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발생 기여도12)를 살펴보면 산업 관련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황산화
12)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산정방법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에서
기술하고 있음(국립환경과학원 2018).
- 제조업연소: 연료 연소량을 산출하여 계산하여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계산
- 생산공정: 제품 생산량과 원료 투입을 기반으로 산출
- 유기용제 사용: 페인트, 잉크, 세탁소 용매 등 휘발성이 큰 유기 용제의 사용량에 따른 배출량을 산출
- 에너지 수송 및 저장: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휘발성이 강한 VOCs의 배출량을 산정
- 도로이동 오염원: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비도로이동 오염원: 자동차 이외 내연기관을 장착한 철도, 해상선박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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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및 기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비산먼지(46%)이며, 그 다음으
로는 제조업 연소(31%), 비도로이동오염원(7%), 생물성 연소(6%) 순임
-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은 제조업 연소(37%), 비산먼지(17%), 비도로이동오염원(15%),
생물성 연소(12%)에 의해서 주로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질소산화물은 도로관련 오염원이 가장 큰 비중(61.1%)을 차지하고 있으며, 황산화물은 산
업관련 연소(56.4%)와 생산공정(31.4%)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음
-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유기용제의 기여도가 대부분(54.5%)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배출원별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배출량 기여도

단위: %, 2016년 기준

구분

NOx

SOx

PM10

PM2.5

VOC

에너지산업 연소

11.7

25.5

1.7

3.2

0.8

비산업 연소

6.9

6.7

0.6

1.0

0.3

제조업 연소

14.0

24.1

30.8

36.7

0.3

생산공정

4.5

31.4

2.9

5.2

18.2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2.9

유기용제 사용

-

-

-

-

54.5

도로이동 오염원

36.3

0.1

4.5

9.7

4.6

비도로이동 오염원

24.8

11.5

6.7

14.3

4.0

폐기물 처리

1.1

0.6

0.1

0.3

5.8

기타 면오염원

-

-

0.1

0.3

0.1

비산먼지

-

-

46.2

17.2

-

생물성 연소

0.7

0.0

6.3

12.1

8.6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폐기물 처리: 폐기물 소각, 폐수처리, 매립, 퇴비화 등에 따른 배출량
기타 면오염원: 식생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습지나 토양에서의 배출량을 산정
비산먼지: 도로운행으로 인한 재비산먼지와 사업장 또는 공정상에서 배출구 없이 대기로 발생하는 것
생물성 연소: 고기 및 생선구이, 노천소각, 농업잔재물 소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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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세먼지 발생의

잠재영향인자 고찰
1)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 및 과정
∙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크게 자연적 발생원과 인공적 발생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미세먼
지 생성과정에 따라서 1차 생성과 2차 생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5> 참조)
- 미세먼지의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식물의 꽃가루와 같은 생물학적 유기물질 등이며, 인

공 발생원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매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속함(환경
부 2016)
- 미세먼지의 1차 생성은 산불 및 쓰레기 등의 소각,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자동차 등의 배기
가스, 도로 등 고체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임(현상민 2018)
- 미세먼지의 1차 생성은 주로 미세먼지(PM10)의 농도와 상관이 있음(서울시 미세먼지정
보센터 2019)
-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은 가스로 생성된 황산화물 혹은 질소산화물을 전구물질로 화학반응
을 일으켜 발생하게 됨(환경부 2016)
표 5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성과정에 따른 구분
구분

1차
미세먼지

2차
미세먼지

자연적 발생

인공적 발생

∙ 화산(가스 배출 없이)
∙ 바다(연안지역의 해염 에어로졸)
∙ 건조한 지역의 토양침식
(풍화로 인한 광물먼지 암석 및 광물)

∙ 에너지 공급을 위한 소각설비
(발전소 및 지역난방시설)
고정 ∙ 폐기물 소각설비
∙ 국내 화재(가스, 석유, 석탄 등)

∙ 산업공정
∙ 산림 및 수풀 화재
∙ 도로교통
∙ 생물학적 유기물질(꽃가루, 포자, 미생물) 이동
∙ 철도운송, 선적, 항공교통
∙ 메탄(습지 및 아산화질소)
∙ 황산화물(SO2, SO3)
∙ 황산염(대부분 황산디메틸과 바다의 황화 ∙ 질소산화물(NO, NO2)
수소)
∙ 암모니아(NH3)
∙ 질산염(토양 및 해양)
∙ 비메탄휘발성탄화수소(NMVOC)

출처: Zablockaja 2005; 김정곤 외 2018, 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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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2차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과 주변 환경 및 규모에
따른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박종길 외 2003)
- 지방규모(5km)에서는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도시규모(50km)에서는 2차 오염물질 생성,
지역규모(50~500km)에서는 장거리 수송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도시 내 미세먼지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도시의 구성요소, 자연 및 기후적
인 조건, 공간구조 및 배치, 형태가 있음(김정곤 외 2018)
표 6 도시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및 특성
구분
도시 구성요소

자연 및 기후적 조건

공간구조 및 배치, 형태

주요 특성
∙ 입지적 요소: 도시유형(공간구조), 기능, 도로
∙ 디자인적 요소: 도로협곡, 터널, 녹지, 바닥재료
∙ 식물적 요소: 식물형태, 낙엽 및 잎 면적 등
∙ 날씨 패턴, 바람
∙ 난류, 침적, 지형

∙ 안정성(공기의 수직운동)
∙ 굴뚝 높이와 가스 온도

∙ 건축물 형태, 밀도 등 공간적 요소
∙ 도시공간유형에서 비롯되는 도시 열섬화에 따른 대기변화
∙ 도시 바람길(신선한 공기 통로)을 통한 유입
∙ 차량 통행량, 도로구조 및 형태

출처: 김정곤 외 2018, 25 수정.

∙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직접적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의 배출량과 대기 중
의 화학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기상요소, 환경요소, 흡수원 등의 대기 중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림 10 미세먼지의 생성과정과 영향인자의 모식도

출처: 환경부(2016)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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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농도의 잠재원인인자 고찰
∙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인자를 추출하고
자 하였음
- 미세먼지 배출량과 전구물질, 기상요소, 환경요소, 흡수원 등의 요소 등이 영향인자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2007)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상조건 변화와의 상관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통계기법을 활용하였음
- 미세먼지 농도와 온도, 습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온도차(최고온도-최저온도)
와 습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황사, 풍향, 강수량, 풍속, 습도의 기상 요소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황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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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세먼지와 기상조건 변화와 상관관계 고찰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2007, 93.

∙ 부산광역시(2015)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지형 및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특성, 기후조건, 교통, 산업 활동, 에너지 이용으로 나누어 구분함
- 제시된 인자 중 미세먼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기상조건, 교통, 항만 물동량을 제시
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인구감소, 산업 활동 감소,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 청정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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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산광역시의 미세먼지 배출량 증감원인 분석
항목
지형 및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특성
기후조건

교통

산업
활동

에너지
이용

현황

(초)미세먼지 배출량
증

감

지형·지세
토지이용

대지 및 토지 이용 현황 증가

인구

총 인구수 감소

주거특성

아파트, 단독 주택 등 가구 수 증가

○

○

기온

평균기온 및 극점최고기온의 상승

○

강수량

장마철 집중 호우에 의한 강수량 증가 외
다른 연중 강수량 감소

○

도로현황

도로 총 면적 증가

○

차량등록

차량등록 증가

○

교통량

자가용 이용자 증가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소
(10년간 지역별 집중도 변동 예상)

○

농·임·어업

종사자 감소

○

제조업 및 광업

종사자 감소

항만 물동량

물동량 증가

○
○

화석연료

석탄, 석유 소비량 감소

전기

산업용 및 전기 사용량 증가

○

도시가스

수송, 산업 등 도시가스 이용량 증가

○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증가

○

○

출처: 부산광역시 2015, 46.

∙ 전라북도(2017)의 연구에서는 기상인자(온도, 습도, 풍향, 풍속, 고고도 풍향 풍속) 등의 특
성을 분석하고 지형, 용도지역 현황, 건축물 현황, 도로 현황, 공장 현황, 대기오염 사업장
현황 등의 정보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함
- 공업지역, 공장건축면적, 공장용지면적, 공장종업원수, 녹지지역, 상업지역, 거주인구수,
건축물면적, 도로면적, 유동인구수, 주거지역, 해발높이 반경에 따라서 추출하여 미세먼지
의 농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공장관련 인자들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형관련 인자, 도로관련 인자, 인구관련 인자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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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중요도 분석 결과

출처: 전라북도 2017, 45.

∙ 임소영 외(2017)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및 일산화탄소(CO)를 선정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전구물질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Positive)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이산화질소 배출이 미세먼지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 순으
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선형회귀모형을 통해서 전구물질과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의 상승폭을 추정한 결과 이산
화질소가 10% 상승하면 초미세먼지는 3.8%, 미세먼지는 2.6%의 농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산화질소 배출로 인한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증가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는
데, 이는 지역의 기상여건, 자연환경, 지형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미세먼지 관리 시 전구물질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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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각 전구물질의 영향
구분

PM2.5

PM10

이산화질소(NO2)

0.347***

0.262***

이산화황(SO2)

0.038

0.134***

일산화탄소(CO)

0.232***

0.129***

주: *,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출처: 임소영 외 2017, 50.

∙ 박순애 외(2017)의 연구에서는 석탄 화력발전과 경유소비량, 제조업생산, 국외요인배출량
및 풍향에 의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중국 산둥성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계열의 풍향 비율이 한국의 초미세먼
지 농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하지만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유사용량, 석탄화력 발전거래량,
제조업 및 화학 산업 생산계수도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음
-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시멘트 산업 제조업 생산지수에 따라서 초미세먼지 농도 증
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표 9 도시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및 특성
중국 측 요인

국내 연료 요인

국내 산업 요인

구분

한국 PM2.5

한국
PM2.5

1.000

중국 산동
PM2.5

0.480***

1.000

서풍계열
풍향비율

0.402***

0.358***

1.000

경유
소비량

0.113*

0.046

0.098

1.000

석탄발전
거래량

0.115*

0.106*

-0.091

0.058

1.000

화학산업
생산지수

0.041

-0.013

0.083

-0.097

-0.059

1.000

시멘트산업
생산지수

-0.103

-0.027

-0.095

0.112*

산동 PM2.5

서풍계열
풍향비율

-0.210*** -0.243***

경유
소비량

석탄발전
거래량

화학산업
생산지수

시멘트산업
생산지수

1.000

주: *,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출처: 박순애 외 2017,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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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농도 잠재영향인자 종합
∙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미세먼지의 1차 배출원과 2차 생성원인이 될 수
있는 전구물질(대기오염 물질)의 생성량이 공통적으로 활용되었음
- 지표활용에 있어서 배출원과 관련된 영향인자는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어 미세
먼지의 지역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기상인자의 경우 일부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미세먼지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향, 풍속 등의 지표가 많이 활용되었으며, 화학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
온, 습도 등도 활용됨
- 환경요소 중에서는 지형, 건축물 밀도 등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자들이 미세먼
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 흡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면적 등은 일부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인자 파악이 필요함
표 10 미세먼지 농도 잠재영향인자 종합 결과
구분

기상요소

배출원

환경요소
흡수원

인자

국립환경과학원
(2007)

부산광역시
(2015)

전라북도
(2017)

산업연구원
(2017)

박순애
외(2017)

기온

○

-

○

-

-

습도

○

-

○

-

-

강수량

○

-

○

-

-

풍향

○

-

○

-

○

풍속

○

-

○

-

-

부분별 배출*

-

○

○

○

○

대기오염
물질 농도

○

○

○

○

-

인구밀도

-

○

○

-

-

지형**

-

○

○

-

-

건축 밀도

-

○

○

-

-

녹지면적

-

-

△***

-

-

* 부문별 배출은 수송, 산업, 발전 등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 배출과 2차 생성에 관련된 전구물질을 직접적으로
산출한 경우를 인자로 선정하였음.
** 지형인자는 건축물을 제외한 자연 상태에서의 지형을 의미함.
*** 흡수원에 해당하는 녹지면적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가능성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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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및 정책제언
∙ 미세먼지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고 미세
먼지의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
이 부각되고 있음
-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별·공간별로 다른 분포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미세먼지의 평균농도는 떨어지고 있으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고
농도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주로 봄철과 겨울철에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철에 가장 낮게 나
타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겨울-봄)에 집중관리 대책(미세먼지 시즌제 등)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 미세먼지의 공간적인 분포는 봄철과 겨울철에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초미세먼지의 공간적
분포는 봄철과 겨울철에 다르게 나타나 오염물질별로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함
-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일부지역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
세먼지 관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현재까지의 미세먼지 대응은 배출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의 특징과 관계없이 미
세먼지 대책을 수립·적용하였음
-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공간적 미세먼지 적응 대책(바람길 도입, 미세먼지 흡수원 확충 등)을 활용한다면 지
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의 배출원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기여도가 높은 배출원(항만지역 선박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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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신도시 비산먼지 대책 등) 중심의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여건(기온, 강수량), 지형적 조건(지형, 고도), 미세먼지 직접
발생량 및 미세먼지 2차 생성 전구물질 배출량 등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음
- 미세먼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배출과 관련된 변수
이나 기상요소(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등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
- 또한, 환경요소(지형, 도시구조) 및 미세먼지 흡수원 등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분석을 시작한 단계이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함
- 분석결과 미세먼지는 수도권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초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전
역에서 높게 나타나 미세먼지 영향변수들의 기여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중 국내 원인에 집중하였으
므로 추후 국외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기여도가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특성 인벤토리와 및 국내·국외 기여도에 대한 연구가 추진
중이므로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미세먼지 관련 저감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미세먼지의 농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 간의 상호 관계와 지연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인자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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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차시대의 도래

1) 전 세계적 친환경차1) 보급 속도 증대
∙ 전 세계 친환경차 보급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2억 5천만 대가 보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중 배터리식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s: BEVs)의 비중
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s)에 비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 노르웨이의 경우 2018년 기준 신차판매량 중 친환경차 비율이 46%에 육박하고, 스웨덴, 미
국 캘리포니아주 및 네덜란드 또한 각각 7.92%, 7.82%, 6.57%에 달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그림 1 세계 친환경차 시장 변화 추이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1) 본 연구에서 친환경차는 Zero Emission Vehicle을 의미하며, 이는 배터리식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수소연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s)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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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소개된 150종의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15%였으며, 여러 제조
사에서 다양한 소형 전기차뿐만 아니라 SUV 및 트럭 전기차 모델 또한 선보이고 있어 향후
친환경차 구매계층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박종훈 2019).

∙ 학계뿐만 아니라 전기차 제조사와 부품 생산업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성능개선 및 생산비
용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차 기술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임
- 203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 차량의 가격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특
히, 배터리 가격의 절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됨(Lutsey and Nicholas 2019)
- 차량 소유비용(Ownership cost)은 2024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보유자가 내연기관차 보
유자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 측면의 경제성 확보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Lutsey and Nicholas 2019)

∙ 미국(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약 10여 개 주)과 중국에서 도입한 전기차 의무생산제도 (Zero
Emission Vehicle Mandate Program)는 전체 자동차 생산수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
경차로 의무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미국 내에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을 확정한 상태임(에너지전환포럼 2019)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기구(UN, EU 등) 또한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
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화석연료기반 중심의 수송용 에너지 수급체계는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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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량 종류별 소유비용의 변화 추이

주: BEV는 배터리식 전기차,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임. 250, 200, 150, 50은
배터리 완충 시 전기 동력 주행가능거리를 의미하고 Conventional차는 내연기관차량을 의미
함. 즉 BEV250은 전기동력으로 1회 완전 충전 시 250마일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의미함.
Car는 일반승용차 Crossover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 Sport utility vehicle은 스포츠유틸
리티차 (SUV)를 의미함.
출처: Lutsey and Nicholas 2019.

2) 수소차(Fuel Cell Electric Vehicles) 시장의 성장
∙ 수소차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시장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2030년까지 약 60만
대가량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 수소차 시장은 전 세계 약 1만 2천여 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에 비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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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느림. 이는 수소차 자체 가격이 전기차 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수소차 인프라 보급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수소차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가격 및 기술비용이 전기차 대비 높은 실정
- 전기차의 경우 완속충전 시 일반 가정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소의 경우 수소충전소
보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에너지 보급체계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 생산 판매 중인 수소차 모델은 현대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등 총 6가지로,
전기차 대비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나, 2025년까지 31개 종의 수소차가 생산될 것으로 예
측됨(NPROXX)

∙ 2050년 수소차의 신차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Heid,
Linder, Orthofer and Wilthaner 2017)

3) 한국의 친환경차 보급: 정부주도형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 현 2019년 4월 기준 한국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는 약 6.5만 대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약
43만 대 수준이지만 정부는 ‘저공해차 의무생산제도 도입(2020년 4월 시행예정)’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음(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안))
-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는 8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 중이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니로 등을 포함한 25여 종이고, 수소차는 현대차에서 생산 중인 넥쏘가 유일함(친환경
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2019년 9월 30일 기준).

∙ 현재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 충전인프라 설치 및 구매보조금 지급 등 친환경
차 보급률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혜택을 줄여나갈 예정임
-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었으며,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
전력 가격에 대한 할인혜택도 중단될 예정임(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2019년 9월
30일 기준)

4) 친환경차시대를 맞이하며
∙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신차판매량 점유율을 기준으로 친환경차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는 늦어
도 2030~2040년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의 의지와 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도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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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것으로 예상됨

∙ 오랜 시간 동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왔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
지수급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공해 대체 에너지 발굴 및 이용 활성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임

∙ 친환경차 활성화 정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이동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2)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단기간에 사
라지지 않을 정책으로 판단됨

∙ 내연기관차시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교통관련 법제도들을 친환경차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화석연료사용량 및 내연기관용량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교통세제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먼저 국내 교통세제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친환경차시대에 대비한
해외 교통세제 개편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교통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2)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시 운행가능 거리에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차종에 따라 상이하며, 최근 모델(2단계 전기차) 의
경우 380km 이상 운행 가능하므로 개인의 일상생활 중 이동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임. 수소차의 경우 수소충전소의
공간적 분포 측면에서 제약은 있을 수 있으나, 1회 충전 시 60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주행거리 측면에서 큰 제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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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친환경차시대와

국내 교통세제의 문제점

1) 국내 교통세제 현황
∙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구매, 보유 및 운행 단계에서 부과되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
세, 취득세는 구매 단계에서만,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에서만, 교통에너지환경
세 및 주행세는 운행 단계에서만 부과되지만 교육세는 구매 및 운행 단계 모두에서 부과됨
(<표 1> 참조)

∙ 세 가지 단계 중 친환경차 시대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거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세제는 보유
와 운행 단계의 세금 제도임(최재성 2019)
표 1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
구분

구매

보유

Ÿ개별소비세(국세)
세금(유형)

Ÿ교육세(국세)
Ÿ부가가치세(국세)
Ÿ취득세(지방세)

운행
Ÿ교통에너지환경세

Ÿ자동차세(지방세)
Ÿ지방교육세(지방세)

(휘발유&경유)(국세)
Ÿ교육세(국세)
Ÿ주행세(지방세)

자료: 최준욱, 이동규(2017, 90), 최재성(2019, 49)에서 재인용.

2) 자동차 구매 및 보유 관련 세금
∙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관세 등이 있으며 취득
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국세임
-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의 5%(단 1000cc 이하 경차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를 부과하며 관세는 수입자동차가격의 10%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는 자동차출고가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각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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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를 부과하지만 경차의 경우 취득세를 4% 부과함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차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차종 및 차량가격에 따라 상이함(<표 2> 참조)
- 내연기관차인 하이브리드차가 혜택이 가장 적으며, 수소차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표 2 저공해차 세제혜택

구입단계
등록단계

단위: 만 원

부문

배터리식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소계

최대 530

최대 270

최대 660

개별소비세

최대 300

최대 100

최대 400

교육세

최대 90

최대 30

최대 120

취득세

최대 140

최대 140

최대 140

자료: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및 해당 법의 시행령 참고(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참고(https://hybridbonus.or.kr).

∙ 자동차 보유세는 지방세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이용자·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가짐(이소영 2018)
-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 배기량 및 용도별로 세율이 상이하며, 배기량(cc당)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27조 1호에 규정되어 있음
- 연비가 높은 차를 우대하는 과세구조를 가지며,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세율
감액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짐

∙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배기량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으로
고정세액을 자동차세로 부과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27조)
- 차량의 중량, 가격 등에 상관없이 지방세로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
치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 부담금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음

∙ 현재 기준 친환경차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세금은 자동차 보유세 10만 원과
저공해차 세제혜택 범위 초과분이 전부이며, 도로인프라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 측
면의 세금 부담이 부족한 실정

3) 국내 수송용 연료세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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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용 연료의 구매와 관련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들의 부가세인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관세는 원유 수입가격에, 부가가치세
는 모든 유류 세목을 포함한 거래가격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금임(이소영 201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
련 사업 및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임(교통·에너지·환
경세법 제1조)

∙ 2009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과세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현재 기준 과세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이 기한이 만료된 후 개별소
비세로 편입될 예정

∙ 현재 기준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252원, 475원(휘발유) 및 340원(경유)
이며, 법률이 정한 경우에 따라 그 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교통·에너지·환경세
법 제2조 제3항)

∙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로 교육세와 주행세가 있으며 각각 15%, 26%
가 부과되고 있으며, 기본세율은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 가능함
표 3 국내 유류세 현황

단위: 원

유류세
부문

관세

휘발유(원/리터)

3%

-

경유(원/리터)

3%

LPG(원/리터)

3%

교통·에너지
개별소비세
·환경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행세

475.00

79.35

137.54

10%

-

340.00

56.25

97.50

10%

252.00

-

41.25

-

10%

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해당 법의 시행령 참고(http://www.law.go.kr).

∙ 국내 수송용 에너지 세제는 화석연료의 소비량에 대한 종량제적 성격을 가지며, 이 경우 지속
적인 차량 연비 개선(하이브리드 차량 등) 및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세수 확보 측면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최재성 2019)

∙ 현행 전기차 충전 요금은 전압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지만 kWh당 52.5원에서 232.5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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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요금이 적용되어 약 50% 할인을 받고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진 않고 있음(한국전력 사이버지점, 2019년 9월 24일 기준)
- 최근 연구에서 도로인프라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전기차 이용
자에게도 1kWh당 약 57원 정도의 세금부과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도입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김재경
2018)

∙ 수소차 충전용 수소가격은 현재 kg당 약 7천 원 가량이며, 수급 및 유통 관리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4500원까지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음(한국가스공사 2019)
- 현재 국내 수소차 충전용 수소에 대해서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할 방침(기획재정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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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친환경차 도입에 따른 도로인프라 관련 세수부족 전망
∙ 정부는 2030년 전기차 100만 대, 2040년 수소차 약 300만 대 등 친환경차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의 보급으
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 도로관리비용 증대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실정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적정 SOC 투자 규모 추
정에 관한 연구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42조 원 수준의 투자가 가능한 것으
로 추정되었고, 경제성장률의 변동에 따라 적정투자 수준은 변화할 수 있음(김호정 외 2018)
- 2.5~2.8%의 경제성장률 고려 시 중앙정부는 2.28~3.75조 원, 지방정부는 1.27~2.08조 원, 공
기업 및 민간투자액수는 각각 1.56~2.53조 원, 0.55~0.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2.5~2.8% 경제성장률 고려 시 주체별 SOC 투자재원 부족 추정 결과

단위: 조 원

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

2018

1.48~2.9

0.68~1.34

0.75~1.48

0.31~0.61

2019

1.5~3.47

0.95~1.69

1.05~1.86

0.42~0.75

2020

2.77~4.21

1.55~2.35

1.77~2.69

0.67~1.02

2021

2.68~4.21

1.56~2.45

1.93~3.03

0.66~1.04

2022

2.52~3.98

1.63~2.58

2.28~3.59

0.67~1.06

평균

2.28~3.75

1.27~2.08

1.56~2.53

0.55~0.9

총계

11.41~18.77

6.37~10.4

7.78~12.65

2.74~4.48

자료: 김호정 외 2018, 60.

∙ 또한, 친환경차는 배터리 무게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 차량 대비 중량이
15% 증가하며, 이로 인해 도로의 피로누적으로 빈번한 도로파손을 유발하여 도로유지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됨
※ 혼다 어코드 1524 kg, 동급 전기차(혼다 Clarity BEV) 1838kg, 동급 수소차(혼다 Clarity
FCEV) 1875kg

∙ 이와 더불어 스마트 도로의 건설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 첨단화,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현재수준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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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친환경차 도입 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휘발유 승용차가
전기차로 대체된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세 손실규모는 약 5813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총액의 3.7%에 해당함(김재경 2018)3)

∙ 최근 정부의 수소차 보급목표를 반영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 교통세제 개편 없이, 친환경차
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5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이 정부의 목표대로 이
루어진다면 교통세 약 19조 6천억 원, 자동차세 약 20조 8천억 원, 교육세와 주행세 각각
3조 원, 5조 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최재성 2019)
그림 3 국내 친환경차 보급(정부목표치 달성 시)에 따른 세입 감소 예측

자료: 최재성 2019, 55.

∙ 따라서 현 교통세제 및 친환경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는 미래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3) 이 결과는 2019년 발표된 정부의 2040년 기준 국내 수소차 290만 대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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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환경차시대와
해외 교통세제 개편 사례
1) 교통세제의 종류와 도로재원 조달 메커니즘
∙ 일반적으로 도로재원 조달을 위한 교통세제의 종류와 재원 조달 메커니즘은 보통세, 목적세,
도로사용요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나눌 수 있음(<표 5> 참조)
-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경비 조달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 지출
항목에 구속되지 않는 소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로 도로인프라 건설·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음
- 목적세는 해당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세로, 교통세제 중에는 자동차
세, 연료세, 환경세가 해당하며, 이 항목 세입액은 도로사업 재원 조달에 사용할 수
있음
- 도로주행세 및 유료도로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로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주행거리세, 주행시간세, 구간별 유료도로제도(Toll) 및 특정지역단위 도로이
용료(road pricing) 등이 있고, 이를 도로건설·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development cost charges)은 상업지역개발분담금과 도시개발분담금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도로인프라 개발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분담금 성격을 지님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가지 방식을 특정해서 도로관련 사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조합한 재원 조달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
내 도로재원 조달 방식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교통세제는 사회 및 교통여건과 에너지 수급체계의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교통세제 개편의 이유는 무분별 개발 중심에서 환경보호 중심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패러다임 변화부터 세수 부족 충당, 친환경교통수단 활성화, 형평성
제고 등 매우 다양함

∙ 이 장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의 친환경차 보유와 운행 측면에서 부과되는 전반적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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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교통세제 개편 방향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함
-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로인프
라의 건설·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세 형태의 교통세제뿐만 아니라 보통세 형태로 부과되고 다
목적 활용되는 교통세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 <표 5>에 제시된 교통세제 중 친환경차 관련 과세가 가능한 세제로는 보통세, 도로관련 목
적세, 도로주행세 및 유료도로세가 있으며, 이 장에서는 이들 세제에 대한 해외 교통세제
개편 사례를 살펴봄
표 5 교통세제 유형 및 재원 조달 메커니즘
유형

재원 조달 메커니즘

특성

다목적 세금

보통세

∙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항목으로 부과되는 조세
∙ 일반경비 조달을 위한 세금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임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과세되는 항목
∙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구입 시, 주기적인
자동차검사 시, 또는 자동차 등록 갱신 시 부과

연료세

∙ 자동차 연료 구입 시 부과되는 항목으로 종량제 성격을
지님

환경세

∙ 차량의 주행거리 또는 공해발생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거리기반 주행세

∙ 차량 주행거리에 기반을 두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부과됨

시간기반 주행세

∙ 차량의 도로인프라 이용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도로관련 목적세

도로주행세

유료도로제도

개발부담금

도로구간별 통행료
(Tolls)

∙ 도로이용에 대한 요금을 구간별(거리에 따라)로 부과하거나
지점통행에 대한 통행료를 톨게이트에서 부과하는 방식

지역단위 도로이용료
(Road pricing)

∙ 특정 지역을 설정한 후 지역에 진입할 때 해당지역 도로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로 혼잡관리
방식으로 이용됨

상업지역 개발
비용 분담금

∙ 새롭게 개발된 상업지역의 도로인프라 개발에 대해 비용
분담 차원에서 부과하는 분담금

도시개발
비용 분담금

∙ 새롭게 인프라가 개발된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거주민
또는 지자체에 부과하는 분담금

보조금(Grant funding)

∙ 지역 또는 국가 간 균형을 맞춰 이들 간 사회경제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한 쪽 지역 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보조금

사적 기부금

∙ 개인, 조직, 기업 등에서 도로 유지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로관리를 돕는 방식

자료: Conference of European Directors of Roads(2017, 10)의 유형구분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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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 거리 기반 교통세 부과 (Road User Charge)
∙ 일정 기간 동안 주행한 거리를 계측하고, 주행거리(km)를 바탕으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매우 높은 세금 부과 방식임

∙ 주행거리를 실측하고 차종, 중량, 운행구간, 혼잡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과세하는
세제로 수익자부담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높은 제도
- 하드웨어 설치 및 데이터 수집 및 부과 등 초기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으
나,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임(김재경 2018)
- 단, 주행세 부과를 위해 운행구간 자료의 활용 시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료 수집 및 활용 측면에 있어 높은 수준의 보안시스템 구축이
필요

∙ 뉴질랜드: 친환경차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부과
- 영업용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가 1997년 도입되었고, 현재도 3.5톤 이상 디젤
차량과 연료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세가 부과되고 있음(<표 6> 참조)

표 6 뉴질랜드 영업용 차량 주행세 부과기준
차량 종류

1단계 요금

2단계 요금

가솔린 및 디젤 차량

79 cents
(약 600원)

30 cents
(약 230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9 cents

전기차

79 cents

19 cents
(약 150원)
9 cents
(약 70원)

주: 1단계 요금은 1년에 1만 4천km까지 요금이며, 사적인 통행도 포함, 2단계 요금은 1만 4천km 이상 주행 시 부과되는
요금으로 영업용 통행만 부과.
자료: New Zealand Internal Revenue(https://www.ird.govt.nz/topics/income-tax/day-to-day-expenses/claiming
-vehicle-expenses/kilometre-rates-for-business-use-of-vehicles-2018-2019-income-year) 뉴질랜드 주
행거리세 부과 지침 참조.

∙ 미국: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로의 전환 검토
- 미국은 연료세를 기반으로 조성된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을 도로 이용
자의 부담금으로 인식하여 이를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해왔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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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연기관차량의 연비 개선 및 대체연료차량의 도입으로 인해 세수 부족을 겪어오
고 있음(<그림 4> 참조)

그림 4 미국 2015년 기준 도로신탁기금 부족분 예측

자료: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9.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콜로라도, 오리건,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을 중심으로 주행거
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최재성
2019)
- 오리건주에서는 2026년 주행세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약 20여 개 이상의 주에서
공식 연구가 진행되거나 주행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서부지역
주들은 주행세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 중(<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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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주별 주행세 관련 계획

자료: International Bridge, Tunnel and Turnpike Association(2017), 최재성(2017, 5); 최재성(2019, 27)
에서 재인용.

∙ 유럽 주요 국가: 영업용 대형 화물차 대상 주행거리세 도입(Kirk and Levinson 2016)
- 스위스에서는 2001년 3.5톤 이상의 영업용 트럭을 대상으로 주행거리세를 도입하였으며,
중량별 다른 세율을 적용함[예: 10톤 트럭의 경우 km당 0.31 스위스프랑(약 380원), 35톤
트럭은 0.8 스위스프랑(약 980원)을 부과]
- 독일은 7.5톤 이상 모든 트럭에 대해 연방도로 사용 시 주행거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엔진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함[저공해엔진 및 세 개 이하의 차축을 가진 트럭은 km당 0.125
유로(약 170원), 일반엔진 및 네 개 이상 차축의 경우 km당 0.214 유로(약 410원) 부과]
- 오스트리아는 2004년 3.5톤 이상 트럭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주행거리세를 부과하
였으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신엔진이며 세 개 이하의 차축을 가진 트럭에 대해 낮은 세율
을 적용함[최신엔진 3개 이하 차축: 0.2198유로(약 290원)/km, 노후엔진 4개 이상 차축:
0.4473유로(590원)/km]

3) 친환경차 보유관련 세금 부과
∙ 친환경차에 매년 등록세 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량 무게를 기반으로 정
률세액을 부과하거나, 모든 친환경차에 대한 동일 세금(정액)을 부과하는 보유관련 세
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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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주별 친환경차 등록세 추진현황

∙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은 미국의 경우 매년 자동차 등록세를 부과하며, 유럽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음(대한석유협회 2018a)
- 현재 국내 친환경자동차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해당지역의 일반경비 충당을 위해 사
용되는 보통세지만, 시도·지방도 등의 도로관리를 사용할 수 있음

∙ 미국: 약 20여 개 주에서 목적세 성격의 친환경차 등록세 도입 중
- 친환경차에 대한 도로인프라 이용자 부담금 측면의 세수부과 필요성의 대두로 인해
도입되기 시작한 세제로 작게는 50달러(약 6만 원)부터 많게는 200달러(약 24만 원)
까지 매년 부과되는 등록세임(그림 6, Jenn 2018)
- 주마다 과세 방식이 상이하여, 모든 종류의 전기차에 대해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
는 주도 있으나(예: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주 등), 배터리식 전기차(BEV)
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주도 있음(아이다호,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주 등, PHEV에 대해 더 적은 등록세 부과)
- 미시건주의
경우등록세
친환경차
중량에
따라서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주: 그림의
네모 안은 각 주별
관련 내용(주별
코드-관련법안명/도입시기/친환경차
차종별
등록비)임.
자료: Jenn 2018, 6.

있고,

3.629톤(8천 파운드)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정액세금 부과(전기차 235달러/117.5달
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135달러/47.5달러)

- 유타주의 경우 조세저항 및 친환경차 보급 속도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세율을 증가시키고 있음(전기차 기준 2019년 60달러, 2020
년 90달러, 2021년 120달러)

∙ 유럽 5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 유럽 5개국의 자동차세 형태로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시설
건설·유지·관리 목적을 가진 목적세형태의 세금이 아니므로 미국의 등록세와 차이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190g을 초과할 때 과세하지만

(Wappelhorst 외 2018), 대부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 기준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보유세 부과를 10년간 유예하고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km 초과차량에 대해 1g당 2유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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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원)의 보유세를 부과함(Wappelhorst 외 2018)
- 최근 실제 이용자 대상 실험결과 볼보 V60, 토요타 프리우스, 미쓰비시 아웃랜더 등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작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95~106g/km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남(Plötz 외 2017)
-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영국에서도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
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298유로(약 40만 원), 130파운드(약
20만 원)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음

4) 화석연료세 기반 교통세제 개편(화석연료세 인상 포함)
∙ 화석연료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수송용 에너지로 이용하는 가솔린
및 디젤 차량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정액 또는 정률의 세금을 부담하는 교통세제 개편 방
식임

∙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8년 유류세 인상법안(SB1)을 통과시켜 1리터당 40원을 인상하
여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 교통세 지속가능성을 개선함(캘리포니아 교통국)
- 미국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연방도로신탁기금 부
족으로 1993년까지 약 60원 인상에 그쳤고, 이후 인상하지 못함(같은 기간 구매력 상
승을 고려하면 73% 추가 인상이 필요했으나,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에는 실패함)

∙ 프랑스는 2014년 연료세에 탄소세 부분을 포함하였고, 2018년 5월 기준 리터당
0.6629유로(약 870원, 가솔린), 0.5940유로(약 780원, 디젤)를 연료구매 시 지불하도
록 하고 있고 이는 연료에 부과되는 총 세금의 각각 61%와 58%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인프라 자금 조달에 사용하고 있음(2016년 기준
33%, 대한석유협회 2018b)

∙ 핀란드(1990), 스웨덴(1991), 스위스(2008), 아일랜드(2010), 포르투갈(2015) 등 유럽
주요 국가는 탄소세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하여 화석연료 가격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
과하는 방식으로 연료세를 개편해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세입액이 일반회계로 편
입되고, 세금이 교통인프라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대한석유협회 2018b)

∙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경우 2008년, 앨버타주는 2017년 탄소세를 도입하였
으나 대부분 교통과 무관한 용도로 세금이 이용되고 있으나, 앨버타주의 경우 공공교통
등 저탄소 인프라 정비에 세금이 일부 사용되고 있음(대한석유협회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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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교통세제
∙ 대체 연료세 부과 방식은 전통적인 화석연료세 부과방식과 같이 전기 및 수소 충전 시 사용량
에 비례하여 kwh 또는 kg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직까지 도로인프라 건설·유지·관
리를 목적으로 대체연료세가 도입된 사례는 없음
-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결과 가솔린 자가용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kWh 당
약 5.8센트(약 65원), 수소 1kg당 1.09달러(약 1,200원)가 적정 세율로 산출됨(Jenn
2018)
- 미국의 주에서는 대부분 현재까지 추가적인 전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기
차 충전을 위한 전기료 할인, 직장 내 전기차 충전기 무료사용 혜택 또는 전기차 전용 전기료
부과 프로그램 마련 등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유럽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전기차 충전에 부과하는 전기세는
kWh당 0.161유로(약 210원, 프랑스)에서 0.280유로(약 370원, 독일)이지만, 목적세가
아닌 소비세로 부과됨(Wappelhorst 외 2018)

∙ 유료도로제도 및 지역단위 도로이용료 징수 방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통수요관리(혼잡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임
- 유료도로제도는 아직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현재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총 13개 주에서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
해 현재 혼잡구간에 설치된 유료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Hartman and Pula 2019)
- 영국 런던 도심의 혼잡지역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에서는 친환경차의
도로이용료가 100% 면제되며, 이 범위는 점차 늘어날 계획임
- 노르웨이에서는 2018년까지 900km에 달하는 유료도로 이용료를 100% 감면 받았으나,
현재는 50% 할인혜택만 부여하고 있음(<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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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캘리포니아 친환경차용 다인승차량 전용차로(HOV Lane) 접근 허용 스티커 및
런던 초저공해존

HOV 스티커

2019년 및 2021년 10월 기준 초저공해존
부착위치
캘리포니아 친환경차용 HOV 차로 접근 허용 스티커
및 부착 위치(2018-2021년 사용)

런던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https://www.dmv.ca.gov/portal/dmv/?1dmy&urile=wcm:path:/dmv_content
_en/dmv/vr/decal); 영국 런던 교통국(https://tfl.gov.uk/modes/driving/ultra-low-emission-zone/
ulez-where-and-when).

6) 소결 및 시사점
∙ 일반적으로 도로 건설·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조달 방식은 크게 일곱 가지 유형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친환경차에 부과가 가능한 세금 또는 요금제는 보통세, 목적세, 주행
세 및 유료도로제도가 있음

∙ 세계 각국은 친환경차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세제를 개편해오고 있고, 내연기
관의 용량 및 화석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체계에서 탈피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중량, 주행거리, 주행시간 및 혼잡기여도 등 과세기준을 다양화하고 있음

∙ 각 국가는 다양한 교통세제를 두 가지 상이한 방향으로 개편해오고 있는데 1)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경우와, 2) 친환경
차 도입으로 인한 도로관련 재정 상황 개선, 내연기관차 이용자와 친환경차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추가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경우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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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의 교통세제 개편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보급속도를 지연하지 않는 동시에 화석연료세 기반 도로재원 조달체계를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안정적 개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목적세 형태의 연료세를 기반으로 도로 건설·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해왔기 때
문에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해 이들 차량에 대한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
고 있음
- 주로 화석연료세 인상, 등록세 부과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주행거리세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친환경차 구매, 충전, 도로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음

∙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차량별 탄소배출량을 활용하여 친환경차 보유 관련 자동차세 개편 및
수송용 연료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1990년부터 최근까지 교통세제를 개편하였으
나, 이는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도로재원 조달에 활용되는 경우는 드문 실정
- 최근 대형 화물차 위주로 도입된 주행거리세(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를 도로 인프라 관리
에 이용하는 사례와 일부국가에서 탄소세의 일부를 교통부문 전입금으로 활용된 사례(프
랑스, 캐나다 앨버타), 친환경차 점유율 상승에 따라 세제혜택을 줄여나가는 사례(노르웨
이)를 볼 때 향후 유럽에서도 도로재원 조달과 관련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세 탄소배출량 기준 및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
세제가 개편된 것이지만,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에 대한 유
럽과 미국의 친환경차 보유 관련 교통세제를 살펴본 결과 유럽은 보유세 추가 부과 방식을,
미국은 등록세 할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세액 산정 시 중심가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
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는 유럽 국가들이 환경성에 가치를 두는 반면 도로재원 조달 목적
으로 등록세를 부과하는 미국은 도로이용자 간 형평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보조금이 배터리식 전기차/수소차 보조금과 비
교하여 현격하게 적은 것을 고려할 때, 현 교통세제는 보조금 산정체계에 환경적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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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임. 보조금 지급 중단 시 다른 종류의 교통세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담아내야 할 것임

∙ 한국의 현재 교통세제와 도로 건설·유지·관리 재원 조달체계 또한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개
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국 상황에 맞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과 과세 방식을 적절히 조합
하여야 친환경차시대의 도래를 늦추지 않고 원활한 도로 관련 재원 조달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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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방안 검토
1)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방안 평가 기준
∙ 한국 상황에 맞는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3장에서 도출한 다양한 대안
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친환경차 및 각국의 도로재원 조달체계 특성에 고려하여
검토 기준을 마련한 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 평가할 필요가 있음4)

∙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친환경차시대의 교통세제 및 도로재원 조달 체계 개편 방안을 평
가한 연구에 따르면 <표 8>과 같이 세수확보 가능성, 세율조정 가능성, 장기적 지속가능
성, 행정적 소모비용, 수익자부담원칙 부합성, 형평성 등 총 여섯 가지 차원에서 정성적
검토 기준을 제시함(Jenn 2018)
- 여섯 가지 검토기준 모두 국내 교통세제 개편방안 평가 시에도 필요한 기준으로 판단
되며, 1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친환경차시대의 도래라는 전제하에 각 세제 개
편 방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현시점에서 국내 교통세제 개편 시 친환경차 보급 지연에 미치는 영향 및 세제 변화에
따른 갈등유발 가능성에 대한 기준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주는 세제와
도로 관리 측면 과세를 종합적으로 개편·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차 보급 지연
효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 정부의 새로운 세제의 도입 또는 세제 변경은 기존 세제에 익숙해져 있는 납부자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 마찰 또는 조세 저항 등의 형태로 나타남.5) 교통세
는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세금으로 국내 조세로 인한 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함
4) 본 연구에서는 교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정성적 평가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세제 도입 시 확보될 수 있는 세입액
등을 포함한 정량적 분석은 향후 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임.
5) 국세청 용어해설, 조세 마찰은 세 부담의 불만으로 개개인과 당국이 티격태격하면서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조세 저항은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반대 행위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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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대안 평가를 위한 기준

n 세수확보 가능성: 친환경차에 대한 추가적 또는 전체 차량에 대한 세금부과방법 전환에 따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가?
n 세율조정 가능성: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n 장기적 지속가능성: 새로운 교통세가 자동차 기술변화에 따라 도로유지 및 관리 재정 확보에 장기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n 행정적 비용: 새로운 교통세 징수 방법에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이 얼마인가?
n 수익자부담원칙: 사용자가 이용한 만큼 내는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n 형평성: 화석연료 차량 이용자 및 친환경차 이용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아닌가?
자료: Jenn 2018.

2) 국내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대안 평가
∙ Jenn(2018)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세제 개편 대안을 재검토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주행거리세는 장기적으로 행정적 비용, 친환경차 보급지연 효과를 제외한 모든 평가기준
에 만족스러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해외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부 화물차량에 대해서만 또는 시범사업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할 때 기술적·비용적 요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유 관련 세금은 현 수준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제도이며, 수익자부담원칙
에서도 동떨어진 제도이지만, 낮은 행정비용 등의 장점이 있고 적정한 세율로 부과할 경
우 친환경차에 대한 초기 과세방식으로 이용하기 용이함
- 단, 이 경우 지방세로만 편입되고 있는 현 세제에 대한 변화는 필요해 보임

∙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한 화석연료세 인상은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
으나, 도로 건설·유지·관리 재원 조달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낮고 내연기관차·친환경차 이
용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이므로 장기적 교통세제 개편 방향으로 부적합함

∙ 대체연료세 부과 방식은 연비 개선에 따른 교통세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문제를 제외하
면, 주행거리세처럼 중장기적 도로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교통세제 개편 방향으로 적합
한 것으로 보임. 충전용 전기 할인혜택 중단 시점과 동시에 개편할 경우 조세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료도로제도 또는 지역단위 도로 요금제 방식은 모든 도로에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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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통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부적합함
- 단, 친환경차 교통세제 혜택 부여를 위해 주로 사용되어온 제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혜택 중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표 9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대안 평가
평가항목

보유관련 세금
(등록세·자동차세)

주행거리세

화석연료세 인상

대체연료세

유료도로제도/지역
단위 요금제

세수확보
가능성

Ÿ 세수부족액 전망에
맞춰 세액 결정 시
Ÿ 전체 도로 구간/지
Ÿ 연비 개선 및 친환
Ÿ 친환경차 도입에
가능
역에 대한 이용료
Ÿ 자연스럽게 세수부
경차 도입에 효율
따른 세입감소분
Ÿ 현실적으로 정확한
부과 시 가능하나
족 문제 해결 가능
적 대응 가능
확보 가능
예측/세 부과가 어
현실적으로 어려움
려움

세율조정
가능성

Ÿ 세율 조정이 가능 Ÿ 자동적으로 물가상 Ÿ 자동으로 물가 상 Ÿ 세율 조정이 가능 Ÿ 세율 조정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설
승률에 따라 세율
승률에 따라 세율
하도록 제도를 설
하도록 제도를 설
계할 수 있음
조정 가능
조정 가능
계할 수 있음
계할 수 있음

장기지속
가능성

Ÿ 연비 개선 및 친환
Ÿ 연비 개선 및 친환
경차 도입에 대응 Ÿ 현 수준 보유세(10
Ÿ 친환경차 도입에
경차 도입에 대응
Ÿ 연비 개선 및 친환
가능
만 원)로는 장기 지
따른 문제는 해결
이 불가능하여 지
경차 도입과는 분
Ÿ 장기적인 총 주행
속 불가능
Ÿ 연비 개선에 따른
속가능성이 낮은
리된 제도
거리 변화에는 문 Ÿ 제도 개선 필요
문제는 상존함
제도
제 소지 있음

행정적
비용

수익자
부담원칙
부합성

Ÿ 높은 비용 예상Ÿ단, Ÿ 현 시스템에 추가
Ÿ 행정비용이
저렴한 기술로도
적인 과세이므로
낮은 제도
구현 가능성 있음
저렴한 편임
Ÿ
Ÿ 차량 중량 및 이용
Ÿ 수익자부담원칙과
시간 고려 시 가장
동떨어진 제도
Ÿ
부합하는 제도

제일

Ÿ 높은 행정비용
Ÿ 추가적인 도로이용
Ÿ 전기차의 가정용
료 부과를 위한 과
단독주택 완속충전
도한 행정비용 발
기 사용 시 과세 어
생
려움

환경성 측면에서 Ÿ 에너지환경세 부분
수익자부담원칙에
을 제외하고 교통 Ÿ 도로이용 측면 수
부합
부분만 부과 시 수
익자부담원칙에 부
도로유지관리 측면
익자부담원칙에 부
합함
에선 부적합
합함

형평성

Ÿ 제도 설계에 따라 Ÿ 상대적으로 이용자
Ÿ 모든 도로를 유료
Ÿ 역진성이 낮은 제
차이 있음
부담 측면에서 중 Ÿ 내연기관차량 이용
도로화 하지 않는
도
Ÿ 일반적으로 고소득
립적
이상 거주지역별
자와 형평성 높은
Ÿ 저소득자에게 좀
자에게 유리한 제 Ÿ 고가 친환경차 이
형평성 문제 소지
제도
더 유리함
도
용자에게 유리
가 있음

국내
친환경차
보급 지연
효과

Ÿ 종량제 성격을 가
Ÿ 보급지연 효과가 Ÿ 친환경차 보급지연
진 추가세금 부담 Ÿ 연 1회 정액을 납부
일부 있을 것으로
효과가 일부 있을
으로 인한 지연효
해야 하므로 납세
보임
것으로 보임(현재
Ÿ 친환경차 보급 지
과 큼
자 부담이 커 보급
Ÿ 사용량에 따른 충
부과 중인 요금 혜
연 효과 없음
Ÿ 모든 차량 동시 개
지연 효과가 있는
전 시 과세로 사용
택을 중단하기 때
편 시엔 영향이 적
것으로 보고됨
자 부담 낮음
문)
을 것
Ÿ 새로운 형태의 세

Ÿ 현 세제혜택을 줄
Ÿ 새로운 형태의 세
Ÿ 현 세제혜택을 줄
이는 방식으로 갈
금으로 조세 갈등
이는 방식으로 갈
Ÿ 화석연료차량 이용
등 유발 가능성은
유발 가능성이 있
등 유발 가능성은
자들의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을
음
상대적으로 낮음
예상됨(프랑스에서
것임
Ÿ 특정지역 이용자들
Ÿ 과세액·과세방식
이미 발생)
과세액에 따라 갈
의 조세저항 가능
설정 중요
등 유발 가능
성 높음

국내
금으로 갈등 유발
조세제도
가능성이 있음
변화로 인한 Ÿ 과세액과 과세방식
갈등 유발
설정 시 신중한 검
가능성
Ÿ
토 필요

자료: Jenn(2018, 24)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상황에 맞게 저자 재구성(친환경차 보급지연 효과, 국내 조세제도 변화로
인한 갈등 유발 가능성, 유료도로제도 평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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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정책제언

∙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학계·산업계 전반에 걸친 노력은 차츰 결실을 맺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는 친환경차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화석연료세 세입을 중심으로 마련해온 도로 건설·유지·관리 재원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
른 연비 개선 및 친환경차(대체연료차) 도입에 따라 향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통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중량, 주행거리, 탄소배
출량 등 과세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된 세계 주요 국가의 교통세제를 검토한 결과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
한 세제혜택과 친환경차에서 발생한 도로관리비용에 대한 분담금 징수(과세)를 조화롭게 설
계하여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요소로 판단되며,
혜택 위주의 현 친환경차 교통세제를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교통세제 개편 방안을 세수확보가능성, 장기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 총 8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친환경차 보유 관련 세제 개편(등록세 부과
또는 자동차세 개편) 및 대체연료세 도입이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는 주행거리세가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으로 판단됨

∙ 다만 교통세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세 마찰 또는 조세 저항 등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 시 합리적인 과세액 산출 및 효율적인 과세 방식 설정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세 부과를 위해서는 교통인프라의 건설·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총비용의 산정과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한 장래 소요예산 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세액이 산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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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집 이슈와 민관협력의 필요성
1) 빈집 이슈의 부상 및 문제 대응 노력
n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구시가지 등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는 전국의 빈집이 19.7만 호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06.9만 호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126.5만 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1)

∙ 2017년 기준으로 빈집은 전체 주택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거부터의 추이를 살펴
보면 2015년 6.5%, 2016년 6.7%, 2017년 7.4%로 빈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에는 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농어촌 빈집 증가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지만 저출산·고령화
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산업 쇠퇴,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노후된 도시 구시가지에서 빈집
발생이 증가하면서 도시 내 빈집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표 1 주택 유형별 빈집 수와 빈집 비율(2015~2017)
구분
합계

2015
빈집 수(호)

2016
비율(%)

빈집 수(호)

2017
비율(%)

빈집 수(호)

비율(%)

1,068,919

6.53

1,120,207

6.71

1,264,707

7.39

단독주택

261,542

6.58

278,200

7.01

309,697

7.81

아파트

571,333

5.83

580,208

5.78

669,620

6.45

연립주택

54,485

11.23

57,252

11.63

64,272

12.79

다세대주택

165,969

8.74

187,763

9.38

205,186

9.90

비거주용 건물

15,590

7.66

16,784

8.33

15,932

7.63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2015~2017).

1) 통계청 자료의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미분양·미입주 포함, 폐가 제외)’을 의미하는 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여 지칭 대상이 상이함,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정책
시행 대상 빈집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가용 자료의 한계로 대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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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빈집의 발생 원인은 주택 및 소유자 자체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집 발생이 촉진되고 있음

∙ 내부적으로는 주택 자체의 구조·기능적 측면이 불량하거나 규모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
지는 등 주택의 활용도가 낮으면 수요가 감소하여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외에도
소유자 사망 이후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방치하는
등 개인의 문제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빈집이 발생될 수 있음(이다예 2019; Mallach 2006;
Hillier et al. 2003)

∙ 외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산업 쇠퇴에 따른 인구 유출 등 거시적
인 사회 변화의 영향이나 신시가지 개발 및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공공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빈집이 발생할 수 있음.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면 외
부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빈집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이다예 2019; 임유경,
임현성 2012; 전영미, 김세훈 2016; 한수경, 이희연 2016)

n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안전, 보건·위생, 미관 측면의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임

∙ 위험한 상태로 노출된 빈집은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고 범죄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며, 쓰레기 적치나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보건·위생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지역의 미관 저해 요소로 작용함(박성남 외 2016; NVPC 2005)

∙ 이러한 이유로 빈집이 증가하면 지역 공동체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Mallach 2006; Schilling 2002)

n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간 관련된 법제도가 마련되고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등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추세임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비, 2016년 1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도
시지역의 빈집 정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2),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빈집 정비 조례(2019

2) 「건축물관리법(2020년 5월 1일 시행)」 제정에 따라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던 빈집 정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고 「건축물 관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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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전국 111개 지자체)를 제정하여 운영함

∙ 2017년에는 빈집 정비 활성화와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부터 시행됨
- 「빈집법」 제정으로 공공의 빈집 조사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각 지자체는
빈집 실태조사를 수행한 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집을 관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대응할 수 있게 됨3)
표 2 빈집 관리에 대한 주요 법 조항

n 농어촌정비법
ü 제64조(빈집 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n 건축법
ü 제81조의2(빈집 정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다음에 해
당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n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ü 제4조(빈집정비계획) 시장·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ü 제5조(실태조사) 시장·군수 등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ü 제11조(빈집 철거)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근거하거나 지방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소유자가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ü 제11조의2(빈집 매입)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
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빈집밀집구역의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빈집 자체에 대한 정책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주거 안정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부분이 이를 대체할 예정임.
3) 다만, 「빈집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빈집 개축·증축·대수선, 용도변경, 철거 등)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농어촌 및 준농어
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현재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관리는 주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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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낙후·쇠퇴지역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임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등 환
경 개선사업 내에서 빈집 정비가 이루어짐(성은영, 윤주선 2017; 이희연 외 2017)

∙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
링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을 확보하여 주택의 상태에 따라 철거 또는 수리한 후 주차장, 공원, 텃밭, 커뮤니티
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시의 햇살둥지 사업과 폐가 철거 사업, 인천시의 폐·
공가 관리사업, 대구시의 폐·공가 정비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 지자체별 빈집 관련 정책 및 사업
구분

사업명

서울시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부산시

내용
6개월 이상 빈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불량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6년간 전세금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

햇살둥지 사업

빈집 수리 후 학생,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폐가철거 사업

폐가 철거 후 주차장, 공원, 텃밭, 쉼터, 운동시설 등 설치

착한텃밭 조성 사업
빈집 하우징 클린 시스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폐가 철거 후 민간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텃밭 등의 주민
편의시설 조성
안전, 미관저해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청소 및 폐쇄 조치
빈집 정비 후 게스트하우스, 카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인천시

폐·공가 관리 사업

대구시

폐·공가 정비 사업

광주시

공가 정비 사업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조성
(3년 활용 조건으로 지원)

빈집 프로젝트

빈집을 활용하여 문화공간 조성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연계

소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에 공동주택건립 비

제주도

빈집 정비 사업

폐·공가를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정비하여 재활용
빈집 철거 후 주차장, 공원, 텃밭 등 조성
(3년 활용 조건으로 지원)

용과 빈집 정비사업비 지원

원주시

도심 빈집정비 사업

도심 빈집의 위해성이 높은 경우 폐쇄 조치 및 폐기물 수거

군산시

도심 빈집정비 사업

빈집 정비 후 주민 공간 조성 또는 저소득층 임대

전주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자료: 성은영·윤주선 2017, 6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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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후 임대주택,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조성
(임대주택은 5년, 공공용지 3년 활용)

n 이처럼 빈집 문제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 중심의
빈집 실태조사와 물리적 정비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임

∙ 빈집 관련 제도의 대부분은 불량한 빈집을 선별하여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등
공공 중심의 물리적 정비에 집중함. 그러나 공공의 정비만으로는 인력과 재정의 한계로 인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으며, 빈집 정비가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인식되어 시행
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음(이다예 2018)

∙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빈집이 관리되고 정비되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고 소유자의 관
리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빈집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빈집 관리·활용에 대한 민관협력 필요성 및 주요 사례
n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빈집 관련 제도, 공공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빈집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지방정부는 재정 여건상
빈집 정비에 큰 예산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인천투데이
2019)

∙ 또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려 하여도 소유자 확인이 어렵거나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지역 차원에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론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n 증가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빈집 문제에 공감하며 지역에 밀착하여
빈집을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이 요구됨

∙ 앞서 빈집 문제를 살펴 본 다수의 연구자들은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였
으며, 관련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지원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함(강미나
외 2017; 박성남 외 2016; 임유경, 임현성 2012; 한승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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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한 빈집을 철거·폐쇄하는 등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역할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빈집 관리·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적용하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임(한승욱 2015)
그림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민간 중간조직 중심의 빈집 활용 체계

자료: 한승욱 2015, 12.

n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심각한 빈집 문제를 경험한 몇몇 지역들은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를
시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주목받아 왔음

∙ 앞서 빈집 문제를 경험한 지역들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공공과의 협력을 시도함으로써 빈집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주력함.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추세임
표 4 빈집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민관협력 사례
구분

국외

국내

사업명

내용

영국
리즈

캐노피 프로젝트

지방정부·주택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빈집 임대계약 체결, 자원
봉사자들이 수리 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독일
라이프치히

집지키는 사람의 집
증·개축의 집

사용에 의한 보전을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와 사용자를 연결하
고 사용자의 빈집 수리 및 활용을 지원

일본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

NPO가 중심이 되어 빈집 사용자를 모집하고 주민들과 빈집
활용을 논의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 설치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를 사업자로 선
정하여 빈집 수리 후 공유주택으로 임대

부산시

착한텃밭 조성

부산시에서 폐가를 철거하면 민간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
으로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인천시

빈집은행

민간단체인 빈집은행에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빈집을 청년주
택·도시농장으로 활용, 빈집 수리 교육 진행

자료: Canopy, HausHalten e.V., NPO法人 尾道空き家再生プロジェクト 공식 자료와 성은영, 윤주선(2017)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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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 사례 1] 영국 리즈 캐노피 하우징의 ‘캐노피 프로젝트’(Canopy 홈페이지 참조)
- 캐노피 프로젝트란 비영리기관인 캐노피 하우징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빈집을 수리하여 주
거 공간이 필요한 노숙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며,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해
당 주택을 사용할 노숙인이 직접 주택을 수리한다는 특징이 있음
- 캐노피 하우징은 자선 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기금과 임대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지방정부와 지역 주택 공급 업체 등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빈집 임대 계약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주택 수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 빈집의 사용자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자신이 직접 그 공간을 수리하는데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소속원이 되고 취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건축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노숙인 감소에 기여함
- 캐노피 프로젝트는 노숙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는 자조 모델이고, 사회적 약자
를 지원하는 봉사 프로그램인 동시에 빈집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점을 가짐. 프로
젝트가 소규모로 진행되어 신속한 빈집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 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동체 결속이 강화되고 지역 재생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됨

∙ [민관협력 사례 2] 독일 라이프치히 하우스할텐의 ‘집지키는 사람의 집’, ‘증·개축의
집’(HausHalten e.V. 홈페이지 참조)
- 공공(도시재생국)의 지원 하에 역사적 건축물을 지키는 린데나우지구협회 멤버를 중심으
로 학생 및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 시민단체 ‘하우스할텐(HausHalten)’을 설립함
- 하우스할텐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본 개념은 역사적 건축물(빈집)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자
에게 빈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도록 하는 것임
- 집지키는 사람의 집(Wächterhaus): 2005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하우스할텐은 소유자와
계약하여 빈집 목록을 구성하며, 사용 희망자를 모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5년간 임대함.
공공 지원은 없지만 사용자는 해당 공간을 선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증·개축의 집(AusBauHaus): 2011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하우스할텐이 소유자와 사용자
를 연결하면 임대 계약 후 사용자가 빈집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유연한 사용을 위해
수리를 허용하며,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받고 기술자를 소개하거나 수리 공구 등을 대여해
주고 자금조달 방법이나 수리 관련 상담을 지원함
- 하우스할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빈집 소유자-사용자를 연결하고, 활용에 대해 조언하거
나 수리를 지원하는 등 빈집의 보존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빈집 사용자의 기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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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등을 통해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함
그림 2 해외의 빈집 관리 및 활용 관련 민관협력 사례

리즈 캐노피 프로젝트

라이프치히 집지키는 사람의 집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

자료: Canopy Housing, HausHalten e.V., NPO法人 尾道空き家再生プロジェクト.

∙ [민관협력 사례 3] 일본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NPO法人 尾道空き家再生プロジェクト 홈
페이지, 강미나 외 2017 참조)
- 오노미치시의 야마테 지역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개성 있는 건축물들이 다수 분포하지
만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음
- 2008년에 설립된 NPO법인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시의 빈집은행
(소유자-사용자 연결)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축·환경·커뮤니티·관광·예
술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민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빈집을 주민편의시
설,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공방, 카페 등으로 재생·활용하고 있음
- 또한, 주민들과 함께 빈집 문제나 활용법에 대해 논의하는 ‘빈집 담화’와 ‘빈터 재생 피크닉’
운영, 빈집 수리비 확보를 위한 자선 행사나 벼룩시장 개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
세미나인 ‘오노미치 건축 학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 NPO 단체가 주축이 되어 빈집 문제를 공론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빈집 문제에 대해 논의하
고 활용 방안을 결정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지속함

n 우리나라에서도 빈집 활용과 관련된 여러 민관협력 사업들이 시도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민관협력 기반 빈집 관리 및 활용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빈집살리기프로젝트, 부산시 착한텃밭 조성사업 등 빈집 관련 민관협력 사업이 시행
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참여
하는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져 문제 대응의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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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의 활동이 민관협력 빈집 문제 대응의 선도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이는 민간주체가 주도적으로 빈집 관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과의 협력
을 기반으로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됨
-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주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의 빈집 관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빈집 관리 의무를 지닌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관협력 기반 빈집 문제 대응의 가능성을 보임

n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빈집 관련 민관협력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을 강조하였으나, 국내 빈집 관련
민관협력의 현주소를 살펴보거나 민관협력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함
- 기존 연구들은 민간의 역할을 빈집 소유자-사용자 연계, 공공의 빈집 활용 사업 참여 정도
로만 논하였고, 지역 활성화나 빈집의 지역자산화 등으로는 확장하지 못함

∙ 본 연구에서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의 주요 활동, 운영 체계,
민관협력 수준, 활동의 성과 및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관협력 구조 및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활용 방안을 고민하여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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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의

빈집 관리·활용 사례
1)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빈집 현황 및 관련 정책
n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 전체에 대한 빈집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빈집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 중임

∙ 최근 인천시에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빈집 전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
정원에서는 ‘빈집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추정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을 특정하고 상태에 따른 등급을 부여함
- 2019년 기준으로 인천시에는 총 4440호의 빈집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의 빈집이 67.6%, 상태가 불량한 3~4등급이 32.4%를 차지함
- 자치구별로 보면 미추홀구가 총 1292호(전체 빈집의 29.1%)로 빈집 수가 가장 많으며,
이 중 절반(52.6%)은 단독주택, 나머지(47.4%)는 공동주택임. 빈집 수가 많은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빈집 관리와 활용이 더욱 시급한 상황임
표 5 인천광역시 빈집 현황(2019)
등급별 빈집 수

주택 유형별 빈집 수

1

2

3

4

단독

공동

비주거

무허가
빈집

4,440

1,209

1,794

841

596

2,667

1,772

1

584

중구

709

348

218

85

58

486

223

0

78

동구

569

116

223

113

117

569

0

0

236

미추홀구

1,292

156

791

250

95

680

612

0

70

연수구

33

19

11

1

2

9

24

0

0

남동구

263

173

56

12

22

63

200

0

4

부평구

664

100

143

280

141

466

198

0

163

계양구

214

74

85

30

25

71

143

0

27

구분

빈집 수

합계

서구

416

174

213

8

21

52

363

1

6

강화군

122

18

26

37

41

116

6

0

0

옹진군

158

31

28

25

74

155

3

0

0

자료: 인천광역시 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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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에서는 「빈집법」 제정 전인 2013년부터 폐·공가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원도심을 중심
으로 문제가 되는 빈집들을 철거하거나 수리하여 활용하여 왔음(국민일보 2018)
- 폐·공가 관리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구에서 빈집을 정비하는 형태로 진행됨. 각
자치구에서는 시의 지원금에 자체 재원을 추가하여 빈집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시행하거나
철거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함

∙ 그동안은 빈집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정비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수행할 예정임

n 한편, 미추홀구는 비교적 일찍 빈집 문제를 인식하고 「빈집법」 시행 전부터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
TF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음

∙ 미추홀구4)는 인천 남서부에 위치한 면적 24.8㎢, 인구 약 42.5만 명의 자치구로 중구·동구
와 함께 인천의 원도심으로 인식됨.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빈집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 미추홀구는 시의 지원을 토대로 빈집을 주차장, 공원,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전
국 최초로 빈집 조사를 시행하는 등 빈집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옴
- 2017~2018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해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빈
집 활용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빈집은행’의 활동을 지원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에는 빈집은행이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함(연합뉴스 2018)

2) 빈집은행의 설립 배경 및 주요 활동5)
n 주거와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시도하였고, 공공
과의 협력을 통해 활동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지역 문제 해소에 기여하게 됨

∙ 미추홀구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지역 청년들 중심의 빈집 수리·활용이 이루어졌고, 구

4) 2018년 7월 1일에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함.
5) 빈집은행 및 미추홀구 관계자와 진행한 심층 인터뷰 내용과 관련 기사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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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의 활동이 더욱 구체화되었음
- 청년들은 자신들의 거주 및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에 관심을 두었고, 소유자를
찾아가 설득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빈집을 수리하여 활용함. 이후 지역의 빈집 문
제를 인식하고 빈집을 재활용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며 활동 영역을 넓힘
- 2015년에는 빈집은행의 초기 멤버를 포함하여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던 여러 청년들이 구
와의 협력하에 빈집을 청년 공간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와 청년 문제를 논의하며 활동을 구상하게 됨

∙ 2016년에는 미추홀구의 제의로 전문가와 ‘빈집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진행하
였으며(인천투데이 2018), 2017년에는 청년들로 구성된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을 설립하고 ‘빈집은행’ 상표권을 획득하여 빈집 사업의 추진 주체로 자리 잡음
- 이들은 빈집 문제 및 청년 주거·창업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였고, 활동 거점
인 빈집은행 건물을 2019년 5월 27일에 개소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n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은 미추홀구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은행의 운영 권한을 부여 받았
으며, LH에서 제공한 빈집의 활용 권한을 받아 빈집 수리와 활용 사업을 진행함

∙ 2017년 10월에 미추홀구와 LH 인천본부,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빈집은행)이 빈
집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LH 인천본부는 미추홀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미추홀구 내의 LH 소유 빈집 39호를 무상으
로 최장 20년간 미추홀구에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빈집은행은 미추홀구로부터 빈집 활용
권을 받아 LH에서 제공한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연합뉴스 2019)

∙ 2018년 1월에는 미추홀구와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빈집은행 운영에 대한 협약
을 체결함으로써 빈집은행이라는 이름의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빈집 관련 업무를 수
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운영주체인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과 논의하여 지역 내 빈
집에 대한 관리·활용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중앙부처 및 인천시의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빈집은행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n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활동 장소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및 청년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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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일자리창출형)을 통해 옛 용현1, 4동 주민센터 건물
을 리모델링하고 빈집 활용과 청년 창업의 허브 공간으로 사용함

∙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공모에 지원하
였고 ‘빈집은행을 통한 창업공간조성사업’이 선정됨

∙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를 다루도록 함으로써 빈집 외 주거 문제 전체로 활동 범위를 넓힘

∙ 2018년 고용노동부와 미추홀구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형)
공모에서 빈집은행의 ‘빈집 스마트 도시농부’ 사업이 선정됨
표 6 미추홀구 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수행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사업연도

주관부처

공모사업

지원금

2017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마을공방 빈집은행’)

2억 원

2018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빈집은행을 통한 창업공간조성사업’)

7억 원

2018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집수리·가구제작 등 라이프스타일 기반 프로그램)

최대 2.5억 원

2018

고용노동부,
미추홀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빈집 스마트 도시농부’)

4.2억 원

자료: 인천광역시 2018;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8; 행정자치부 2017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기반으로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빈집은행’ 건물을 조성함
-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유휴 상태의 옛 주민센터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받음
-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공유사무실을 만들어 청년 기업이 입주하여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1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누구나 주거 관련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지상 2층은 교육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회의실로 조성함

∙ 또한,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빈집은행 프로젝트’가 진행됨
- 지역 내의 적합한 빈집들을 수리하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및 작업실을 마련하였
으며, 버섯농장을 조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빈집 리모델링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청·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함(정부혁신1번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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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빈집은행의 공간 구성
층별

면적

용도

합계

866.00㎡

-

지상2층

204.90㎡

회의실, 커뮤니티실 등

지상1층

330.34㎡

메이커스페이스

지하1층

330.76㎡

청년활동공간, 공유사무실

자료: 행정안전부 2019.

그림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빈집은행(옛 용현1·4동 주민센터)

자료: 저자 촬영(2019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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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빈집은행의 주요 업무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현재는 이와 관련하여
빈집 활용 청년주택 공급, 도시농장 조성 및 관리, 빈집 수리 교육을 시행 중임

∙ 설립 당시에는 빈집 관리나 수요자-공급자 연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빈집법」 제정
으로 민간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현재는 기존에 구축한 빈집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적용하는 것에 집중함
- 인근 대학의 학생들, 지역민들과 논의하며 빈집 활용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행정으로 연결하여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과 주민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함
- 빈집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여러 동향도 주시하고 있음

∙ 현재 빈집은행에서는 총 26호의 빈집을 수리하여 활용 중이며, 1호는 앵커시설인 빈집은행,
4호는 청년 임대주택, 1호는 집수리 교육장, 20호는 버섯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미술관이
나 체험관 등으로도 활용하였으나 지속성 부족으로 실패함

∙ [주요 활동 1] 빈집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
- 빈집 활용 시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하고 월세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무
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소유자와 협의(리모델링 비용이 약 1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면 월
세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활용)
-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
빈집은행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 다만, 빈집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만큼 재개발이 진행될 때는 무조건 나간다는 전제 조건을 적용
-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조합원과 지역 거주 청년,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거주
기회가 제공되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여 일정 기간 동안 거주케 함

∙ [주요 활동 2] 빈집을 활용한 도시농장(버섯 재배) 조성 및 관리
- LH에서 제공한 빈집은 거주 선호가 낮은 반 지하 공간이 다수. 빈집은행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춰 도시농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 다양한 작물 재배를 시도한 끝에 빈집을 버섯
재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
- 미추홀구와 빈집은행이 공동으로 빈집 활용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의 노인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총 15명의 주민이 교육 과정을 이수
- 빈집 1호를 대상으로 재배 가능성을 검토한 후 총 20호의 빈집을 도시농장으로 리모델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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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버섯을 재배, 인천 송이향 표고버섯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장터 등에서 판매
- 반 지하라는 공간적 특성상 버섯 재배가 잘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생산 물량이 많지 않아
안정적인 판매처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지속성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 지역 장터
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쟁력이 확보되진 못함

∙ [주요 활동 3] 빈집 수리·활용 관련 교육 진행
- 빈집 수리 교육 사업의 경우 미추홀구(구 단위 고용노동부 사업)와 함께 진행하거나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빈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일일 교육을 진행하기도 함
- 전기, 단열, 방수처리, 도배 작업 등의 단일 프로그램부터 주택 건설 전 과정을 짧게 살펴볼
수 있는 농막 짓기까지 다양한 주택 건설·수리 관련 교육을 시행
- 짧은 시간에 교육을 받고 건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20명 정원에 60명
이상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이고, 청년은 물론이고 중장년층도 다수 참여
- 교육비는 반나절 진행되는 교육 기준으로 1회당 10만 원 정도이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 빈집 수리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고 빈집은행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빈집은행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주택 수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
고 있으며, 정부 지원으로 마련한 공유사무실과 메이커스페이스 관리도 담당함

- 빈집 수리 경험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택 수리 사업(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지원하여 시공업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빈집은행 건물 지하 1층 청년 창업을 위한
공유사무실과 지상 1층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관리도 담당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빈집 문제와 관련된 강연 및 토론회, 도시재생 관련 해커톤(hackatohon) 등의
행사를 개최함. 지역 청년들과 빈집 활용 또는 원도심 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역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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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빈집은행의 주요 활동
부문
빈집 관련
활동

빈집 이외
활동

내용

지원 기관 (협력 기관)

빈집 활용 청년주택 공급

자체활동

빈집 활용 도시농장 조성

고용노동부, 미추홀구

빈집 수리 및 활용 교육 진행

미추홀구 또는 자체활동

저소득층 주택 수리 사업(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재단

공유사무실 운영

행정안전부, 미추홀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과학창의재단

도시재생 및 빈집 관련 행사 운영

자체활동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빈집은행의 활동 모습(빈집 수리, 도시농장 조성, 집 수리 교육, 해커톤 개최)

자료: 빈집은행.

3) 빈집은행의 민관협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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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빈집은행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빈집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와 협력관계
를 유지하여 지역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빈집 문제와 관련된 민관협력 제도가 없으므로 일자리 창출, 청년 취·창업 지원, 주거복지
등 유사한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빈집 사업을 수행함
-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단위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인천 미추홀구와 빈집은행이 함께 준비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중앙부처)와 지방비(시·
군·구비)를 지원 받았고, 이로써 ‘빈집은행’ 건물을 마련하고 빈집 수리 및 활용 사업에 투
입할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미추홀구는 LH인천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LH 소유의 빈집을
빈집은행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빈집 또는 재생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빈집은행의 참여를 독려하여 빈집은행의 활동을 지원함

∙ 빈집은행은 중앙부처와 미추홀구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역 빈집 수리 및 활
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에서 빈집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교육과 빈집 활용 사업
발굴 등 빈집 또는 재생 관련 프로그램을 시도할 때 직접 사업 추진 주체가 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참여하는 등 미추홀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

∙ 한편, 미추홀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빈집 조사나 정보시스템 구축, 빈집정비계획,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은행에서 수행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미추홀구와 감정원, LH에 의해 진행되며,
빈집은행 측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거나 함께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

n 종합해 보면, 미추홀구는 빈집은행의 활동을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빈집은행은 빈집 활용
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미추홀구는 중앙정부(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인천시)의 지원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
을 활용하여 빈집은행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빈집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LH에서 제공한 빈집의 활용을 허가하고 빈집 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요청함

∙ 빈집은행은 정부 지원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민들과 논의하여 빈집 활용 아이디어
를 구상하고 이를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더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빈집 수리 전문
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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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은행은 빈집 관련 활동 외에도 주택 수리와 교육 등 자체 사업을 마련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려 노력하고 있음
그림 5 빈집은행의 민관협력 구조

자료: 빈집은행,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공식블로그의 사진 활용,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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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의 성과와 한계
n 빈집은행이라는 허브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빈집 활용을 실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
들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여 지역 차원의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음

∙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 유휴시설(옛 용현 1·4동 주민센터)을 리모델링하고 빈집 문제와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교육 및 활동을 수행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함
- 현재 빈집은행 지하 1층 창업지원시설에는 총 여덟 개 팀이 입주하여 각자의 아이템을 가지
고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행 중이며, 1층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주로 주거 분야와 관련된 아
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장소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음
- 또한, 빈집은행 1-2층에서는 주기적으로 빈집 수리 교육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해커톤 등
의 행사가 열리며, 이는 지역 주민들과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 작용함

∙ 빈집은행은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총 26호의 빈집
을 청년주택, 도시농장, 빈집 수리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달성함
- 이 중 1호는 옛 용현1·4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빈집은행 건물로 그 자체가 빈집은
행 활동의 상징이며, 다른 1호는 빈집 수리 교육장이자 실습장으로 활용 중임
- 4호는 리모델링하여 청년 거주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조
합원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
- 나머지 20호는 LH 소유의 반 지하 빈집으로 스마트 도시농장으로 조성하여 교육을 받은
시니어들이 해당 빈집에서 버섯을 재배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스마트 도시농부’ 마을
기업을 설립하고 시니어들이 자체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무엇보다 지역 차원의 문제들(빈집 및 청년 문제 등)을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이 중요함
- 빈집은행은 빈집 문제와 청년 문제를 연계하여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조성,
빈집 수리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뿐 아니라 장년(빈집 수
리 교육) 및 노인(도시농장)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 또한, 공동체 사무 공간과 도시농장을 조성하는 등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전환하거나, 해커
톤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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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마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마을 철물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에 밀착되어 활동하
기 때문에 지역 소통이 비교적 잘 되는 편이며, 주민들은 빈집을 수리하여 활용하고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빈집은행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n 빈집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 없이 단위 사업에 기반 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빈집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역할 분담이나 협력 체계가 명확치 않은 점은 한계로 남음

∙ 빈집 문제에 대한 관련 주체별 시각이 상이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함
-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빈집 조사를 실시하거나 활용 가능한
빈집을 제공하는 공기업, 지역 주민, 현장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주체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상이하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 예를 들어, 문제의 빠른 해소에 초점을 두는 공공기관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거나, 노후주거
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개발 희망 의사가 활동의 걸림돌이 됨
- 즉,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활
용하려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부족한 점이 협력 과정에서의 한계로 작용함
- 공공이 민간의 활동을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민간주체가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진
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협력 체계가 명확히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며, 공공기관의
지원 부족이나 민간주체의 역량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사업 지속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빈집은행의 빈집 활용 사업은 지역 차원의 전반적인 빈집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중앙부처나
시정부의 개별적인 지원 사업에 의해 단발성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용도로의 활용이나 특정
빈집의 활용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음
- 미추홀구의 경우 이미 빈집 실태조사를 마쳐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구청 내에서
빈집은행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빈집 정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
에 빈집은행의 활동은 빈집 실태나 해당 계획 내용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활용이 용이한 LH의 빈집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이 소유한 빈집의
문제는 거의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년 창업공간이나 도시농장 조성과 같이 개별 사
업에 의해 지정된 활용 외에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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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2년 단위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활동
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빈집은행의 장기적인 운영 역시 보장되지 못함
-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집은행의 활동과
유사한 성격의 단위 사업들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으
며, 사업 종료 후에는 해당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예를 들어, LH와 고용노동부의 지원하에 수행되었던 도시농장 조성 사업은 사업 기간 종료
후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되어 추진력을 잃었으며, 지역의 빈집 문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구상되었으나 실현이 어려워짐
- 확실한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개별 사업에 의존한 활동이 반복된다면 민관협력은
물론 빈집은행의 운영 역시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n 결국, 효과적인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통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확실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주체가 지역에 밀착하여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빈집 문제는 결국 지역 차원의 문제이고 인구감소, 지역쇠퇴, 주거복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으므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빈집은행의 경우 빈집 문제와 청년 문제를 연계하여 빈집을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거
나 취·창업을 위한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장년층 취업 지원과 더불
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음
- 지역 내에 자리를 잡고 인근 지역 학생들과 함께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과 밀착된 활동을 이어가며 빈집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공공의 정책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러한
이유로 빈집 문제 해소에 있어 민간 영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공공과 민간은 지역에 대한 빈집의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집 관리와
활용을 논의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빈집은행의 경우 관련 주체의 시각 차이와 협력 체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단발성의 사업 시행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에 한계로 작용함
- 공공은 역량 있는 민간주체와 함께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구상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권한과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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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주체는 공공 지원을 토대로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를 창출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관련
사업을 통한 운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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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활용 방안

1) 지역 차원의 역량 있는 민간주체 발굴 및 육성
∙ 지역 내 민간주체의 부족과 민간주체의 역량 부족은 민관협력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많은 연구자들이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지
역 내에서 빈집의 관리와 활용을 이끌 수 있는 민간주체들이 부족한 상황이며, 활동 가능한
민간주체가 있는 경우에도 역량이 부족하여 공공과의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 역량
을 갖춘 민간주체를 발굴하거나 육성하여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
- 특히, 빈집 문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업
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지역의 민간 전문가나 활동가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정부는 지역 내에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주체나 주택·건축·부동산 분야
전문가를 탐색하여 이들과 함께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
여야 하는 일을 선별하여 분담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독일 사례의 경우 공공(도시재생국)이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린데
나우지구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우스할텐의 설립을 지원하고, 방치된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빈집 관리 및 활용의 중개 역할을 맡김. 이들은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건축물 수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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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민관협력이 가능하려면 주체별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원활한
협력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빈집 문제는 민관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임에도 관련 제도나 정책은 공공의 업무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 각자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민관협력을 추진할 때는 무엇보다도 공공과 민간이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음

∙ 공공은 빈집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역 전체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며, 계획 내용에 따라 빈집 관리 및 활용을 함께 수행할 민간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을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예를 들어, 빈집의 상태를 고려하여 철거가 필요하거나 기반시설의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
에는 공공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이거나 사업 모델의 발굴이 필요한 경우
에는 민관협력에 의한 빈집 활용을 추진할 수 있음. 이 때, 민간의 빈집 수리 및 활용이 원활
이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에서 빈집 소유자와의 협의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 민간주체들은 빈집정비계획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
색하고 공공의 지원 하에 빈집 관리 및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조사된 빈집 목록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선별하였다면 소유자와 빈집 사용에 대한 협의
를 거친 후 빈집의 위치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하며, 이 과정
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편, 인천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빈집 활용 플랫폼(빈집 공급자-수요자 연결)’ 구
축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 전문성을 가진 민간주체가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조사된
빈집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빈집을 추가하는 등 빈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활용 컨설팅, 수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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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3) 지역의 빈집 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사업 수행
∙ 각 지자체는 「빈집법」에 따라 지역의 빈집 현황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계획
에 근거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빈집 정비 부서와 민관협력 추진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공공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과 빈집은행의 빈집 활용 사업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원화 되어 진행되는 상황임. 빈집 현황이나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
에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실현하기 어려움
- 빈집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빈집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거나 관련 부서 간 협업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의 빈집 문제 해소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공공의 정비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활용 등을 논의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빈집 관리를 실행하는데 더욱 바람직함

∙ 또한,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빈집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각종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빈집 관리 및 활용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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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빈집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 구역이나 사업 내용을 파악하여 민관협력에
의한 빈집 활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한편, 지역 내에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주체가 관련 사업에 참여한
다면 기존의 빈집 활용 모델을 적용하거나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협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7 빈집 문제 전담 부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활용 사업 수행

자료: 저자 작성.

4) 빈집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소 및 자산화 방안 모색
∙ 공공과 민간주체는 빈집 발생 지역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야 하며, 지역 문제를 연계한 빈집 활용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빈집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대부분 노후 쇠퇴지역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으며,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등 지역 문제를 경험하
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지역에서는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빈집을 취약계층 주거 복지 문제 및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소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정착, 청·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국 리즈 캐노피 하우징은 자원봉사를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노숙인들에게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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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고 지역사회 결속력을 높이며, 빈집은행은 빈집을 활용하여 청
년 주거 및 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빈집 수리 교육과 도시농장 조성을 통해 청·장년 및 노인
들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문제 해소에 기여함

∙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빈집 활용 용도를 구상하여야 하며, 나아가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여 비용이나 기간 제약 없이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빈집을 철거 또는 수리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및 경제 활동 공간이나 외부인들의
정착 지원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함
- 일본 오노미치 NPO 법인은 주민들과 논의하여 빈집을 편의시설, 게스트하우스, 공방 등으
로 전환하고 이를 마을의 자원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
으며, 빈집은행에서는 빈집을 청년 주택, 창업 공간, 도시농장, 건설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
여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음
- 한편, 빈집 활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임. 임대 비용 및 기간,
리모델링 수준 등을 협의함에 있어 갈등 요소가 많고, 소유자 개인의 문제나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빈집을 안정적으로 장기 임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빈집을 매입하여
지역 자산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5)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지역민과의 문제 인식 공유 및 참여 유도
∙ 빈집 소유자나 지역 주민들의 문제 인식 부족과 무관심은 빈집 관리 및 활용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빈집은 지역의 위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지만 빈집의 소유자가 문제를 인
식하지 못하거나 주민들이 빈집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별다른 조치 없이 빈집
이 방치되어 인근에 피해를 주고 지역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됨(경향신문 2019)
- 또한, 빈집 소유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무관
심은 민간주체가 수행하는 지역 내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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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역 주민들과의 문제 인식 공유 및 참여 유도

자료: 빈집은행, Canopy Housing, NPO法人 尾道空き家再生プロジェクト의 사진 활용, 저자 작성.

∙ 따라서, 민간주체는 빈집 활용 사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 빈집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빈집이 지역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임을 인지시키고 빈집
문제를 공론화한다면 빈집 조사와 관리는 물론, 빈집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과 적용도
더욱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민간주체는 지역 내에서 교육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빈
집 조사나 빈집 수리 및 활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가치 상승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
- 영국 캐노피 하우징은 지역 주민들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빈
집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일본 오노미치 NPO 법인은 빈집 문제에
대한 교육과 빈집 활용에 대한 토론회, 빈집을 활용한 벼룩시장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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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제언
∙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126.5만 호(전체 주택의 7.4%)에 이름.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빈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빈집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7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의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마련됨. 그러나 공공의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빈집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민간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은 공공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빈집을 빈집 수리 교육장, 청년
주택, 도시 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도출함. 이들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빈집 활용
모델을 구상하고,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이를 실현하고 있지만 빈집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 사업만
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은 역량 있는 민간주체를
발굴·육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여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지역의 빈집 문제 전체를 고려하여 민관협력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또한, 민간주체는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소 및 자산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
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여 빈집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
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빈집 관련 민관협력 사업들이 다수 시도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단일 사례를 토대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추후 다양한 사례들과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이 활성화되고 빈집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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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젠트리피케이션 진단과 정책적

대응 필요성
n 중산층 및 자본의 투입으로 쇠퇴한 지역이 부유화(富裕化)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젠트리피케이
션’ 현상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빈번하게 자주 있는 도시문제 중 하나임

∙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글라스(Ruth Glass)가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를 처음
소개한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와 원인, 발생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
- 1980년대 들어 대규모 통계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진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짐
-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경제적 의미, 비자발적 이주와 같은
부작용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아시아 등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서 제외되
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2010년부터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2015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다룬 기사가 급격히 증가함1)
- 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에서는 서울시 도심 및 전주 한옥마을이나 부산 도시재생지역, 경
주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보도가 주를 이룸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언론 보도 빈도는 서울시가 가장 높았고, 세부 지역으로는 성동구
성수동이나 종로구 삼청동과 익선동, 마포구 연남동과 상수동, 용산구 한남동 등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임

1) 기사DB를 제공하는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제공하는 경향신문 외 21개사 기사(2000년 1월~2019년 4월)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기사는 2011년에 한 건이 최초로 파악되었으며, 그 후 2012년 2건, 2013년 6건,
2014년 19건, 2015년 268건, 2016년 898건, 2017년 876건, 2018년 852건, 2019년 30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시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서울과 성수동, 성동구, 연남동, 삼청동, 한남동 등의 기사 연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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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그에 대한 부작
용으로 영세상인이 축출되고 상권이 재쇠퇴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됨

∙ 서울시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발생 지역으로 언급되는 용산구 이태원(경리단
길)과 마포구 망원동(망리단길), 홍대 인근, 종로구 서촌과 삼청동 등에서는 임대료 급등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갈등을 빚거나 공실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2016년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유명 족발집의 임대료 갈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둔기
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주(displacement)의 대표적 사례임
- 마포구 이태원 경리단길의 경우 지난 4년간 임대료가 40% 급등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공실이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유명 방송인 등이 언론 및 SNS
를 통한 홍보, 건물주 모임 개설, 축제 개최 등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 종로구 서촌이나 북촌, 익선동과 같이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관광객이 급격히 몰리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으로 이어져 기존 거주민 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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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관련 언론보도

출처: tvN 알쓸신잡 시즌1 4회 (2019년 9월 23일 검색) (왼쪽, 위)
SBS 뉴스토리, ‘망리단길’의 빛과 그림자 (2019년 7월 26일 검색) (오른쪽, 위)
jtbc [밀착카메라] 대기업도 두 손 든 임대료…불 꺼지는 삼청동·이태원 (2019. 2. 4) (왼쪽, 아래)
MBC 뉴스데스크, [로드맨] “뜨는 게 무서워요”…폐허 된 골목상권 (2019년 9월 16일 검색)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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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과 상업지에서 발생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위기 지역을 선정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을 검토함

∙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서울형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서울시에 따르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저렴한 임대료에 의해 문화ㆍ예술가나 자영업자
등이 구도심이나 쇠퇴한 상권에 유입하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
및 영세상인이 이주하게 되는 현상으로 정의됨
- 2015년 발표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서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ㆍ홍대ㆍ합
정 지역, 성미산 마을, 해방촌과 성수동, 북촌과 서촌의 여섯 개 지역이 상업 젠트리피케이
션 위기 지역으로 제시됨(서울특별시 2015)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는 문제 공론화,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생협약 체결 유도, 상
가임차인 보호 조례 및 지원 강화, 법률지원단 운영, 지역 앵커시설 확보, 서울형 장기안심
상가 운영,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검토됨
- 또한 서울시를 포함, 성동구 등의 11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제정
하여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2)

∙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 중 대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으로부터 영세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을 조건으로 임대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 정책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신촌이나
성수동 등지에서는 사업 추진과 더불어 지역 앵커시설을 확보함

n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함

∙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

2) 2019년 9월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를 지정한 자치구는 성동구, 관악구, 마포구, 중구, 강북구,
서초구, 금천구, 종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 11개 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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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문제가 있음
-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정량적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경우, 변화
와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빨리 감지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자 사업을 조정할 수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예방이 가능함
-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를 지역 내에서 공유할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거주민 등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의 변화를 감지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진행단계에 따라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및 진행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과 분석이 가능
한 시스템이 요구됨
- 서울시에서는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3)’를 통하여 서울시 전역의 상권 변화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기본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진단과 대응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n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
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효과적인 진단과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도
출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선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진단을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현재 사용
중인 상권분석 시스템에 적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와 진행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체계를 개발
한 후, 서울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검토함
- 다음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구축하여 사용 중에 있는 상권분석 시스템에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의 적용과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통하여 문제의 발생 여부 및 진행

3)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상권분석팀)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https://golmok.seoul.go.kr/main.do)는 서울시 내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골목상권에서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생활밀접업종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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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조속히 파악하고, 지역 주민 및 정책 입안자, 전문가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지역
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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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개발
1)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에서 협조를 받은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내 45개의 생활밀접업종별 상권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본 시스템에서는 창업과 밀도, 상권 변화 지표, 매출 트렌드, 경쟁 현황, 고객 및 인구 현황,
배후지 특성 등의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상권 및 다중 상권, 행정구역 단위
로 분석이 가능함

∙ 해당 시스템은 자영업자나 창업 예정인 일반 시민과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전문가 등이 함께 사용 가능함
그림 2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

출처: 서울시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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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서울시 내 상권 모니터링을 진행하
여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상권 관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음
- 서울시 내 자영업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창업컨설팅이
나 자영업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

∙ 주요 서비스로는 ① 창업신호등, ② 내 점포 분석, ③ 서울상권 검색, ④ 지역별 현황이 있음
- [창업신호등] 행정동 단위로 45개의 생활밀접업종별 과밀도,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등의
상권 추이 정보를 제공함
- [내 점포 분석] 사용자가 일정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내 인구 및 가구, 상가업소, 주요
통계, 상권 현황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함
- [서울상권분석] 매출, 유동인구, 주거인구, 직장인구, 3년 생존율, 점포수, 평균영업기
간 등의 기준을 토대로 골목상권과 발달상권, 전통상권, 관광상권별 상권 현황을 분석함
- [지역별 현황] 45개의 생활밀접업종에 대하여 서울시 전역의 상권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함
그림 3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 주요 서비스

[창업신호등]

[내 점포 분석]

[서울상권 분석]

[지역별 현황]

출처: 서울시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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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서는 최소 행정동 단위로 상업 활동의 위험 징후나 창업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변수를 통합적으로 진단하여 활성화와 그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의 적용을 통하여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상권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2)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① : 개별 변수 산정 방법
∙ 다양한 관련 변수를 통합하여 종합점수(score)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하고 지
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 여섯 개의 하위변수
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 개별 변수 측정은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의 적용을 위해 최소 분석단위인 행정동을 기
준으로 진행하였으며, 개발이 어려운 용도지역4)은 제척한 후 분석함

∙ [상주인구] 상주인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변수임
-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 상주인구의 증가, 특히 고소득ㆍ고학력 인구의 증가는 지역
의 활성화 및 부유화를 의미함(김걸 2007; Ley 1986; Zuk 2015)
- 하지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서는 문제가 심화될수록 과잉 상업화가 발생하여(김형균
2016) 오히려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이진희 2019)
- 따라서 본 진단체계에서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될수록 상주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함
- 상주인구 측정은 인구 증가율, 인구밀도, 인구밀도 증가율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진
단체계에서는 연간 인구밀도 증가율을 활용하였으며 자료는 나이스(NICE) 지니와 서울시
공간데이터를 사용함

∙ [유동인구] 유동인구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임
-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될수록 지역이 언론에 노출되고 장소성을 형성하게 되면서 방문객
이 증가하고 점차 상권이 활성화됨(심경미 외 2018; 이진희 외 2018; 전상현 외 2016)

4) 제척된 용도지역: 산지, 도로용도구역, 하천, 문화재보호구역, 공역지역, 녹지지역,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철도, 운하, 항만, 공항(국토교통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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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인구 측정 역시 인구 증가율이나 밀도 등 다양한 방법 중, 유동인구 밀도 증가율을 활용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제공한 이동통신 통화량 기반 자료(2014~2016년, SKT; 2017 ~
2018년, KT)를 사용함

∙ [창폐업] 창업과 폐업은 상권 활성화를 진단할 수 있는 변수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의
빈번한 업종변경 현상을 내포함
- 업종 변경에 따른 창폐업 증가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인 상업활동 활성화를 의미함
(김상현, 이한나 2016; 윤윤채, 박진아 2016; 이진희 외 2018)
- 기존 임차인의 이주와 새로운 임차인의 진입 모두 상권 활성화를 진단할 수 있는 증거이므
로, 본 진단체계에서는 창업과 폐업을 동시에 측정함
- 창폐업수는 해당 연도의 전체 점포수 대비 창폐업수로 산정하였으며, 서울시 상가DB 데이
터를 활용함

∙ [영업기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될수록 빠른 업종 변경이 발생하게 되므로 영업기간
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할 수 있는 변수임
-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과정에서 빠른 임대료 상승과 변화하는 유행 등의 이유로 빈번한 업
종 변경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영업기간은 점차 감소하게 됨(김상현, 이한나 2016; 윤윤
채, 박진아 2016; 이진희 외 2018; Chapple et al. 2017)
- 영업기간은 해당 연도의 평균 영업기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서울시 상가DB 데이터를 활용
함

∙ [프랜차이즈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대규모 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요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징후임
- 일반 점포와 달리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 넓은 면적이 필요하므로 합필과 같은 젠트리피
케이션의 증거 중 하나인 개발행위 증가와도 연결됨(이진희 외 2018)
- 프랜차이즈 업체는 해당 연도의 전체 점포수 대비 프랜차이즈 업체 수로 측정하였으며, 자
료는 서울시 상가DB 데이터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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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별 변수 측정 방법
변수

측정 방법

자료

상주인구

(현재 연도 변수값* – 이전 년도 변수값*) / 이전 연도 변수값*
*
변수값 산정 = {(6월 현재 상주인구 + 12월 현재 상주인구) ÷ 2} ÷ 행정동 면적

NICE 지니,
서울특별시

유동인구

SKT(~2016)/
(현재 연도 변수값* – 이전 연도 변수값*) / 이전 연도 변수값*
*
변수값 산정 = {(6월 현재 유동인구 + 12월 현재 유동인구) ÷ 2} ÷ 행정동 면적 KT(2017~)

창폐업
영업기간

(1월 ~ 12월 전 구간 창업 횟수와 폐업 횟수 합산)
÷ {(6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수 + 12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수) ÷ 2}

서울특별시
(상가DB)

현재 년도에 영업 중인 점포의 영업기간 합
÷ 현재 연도에 영업 중인 전체 점포수

서울특별시
(상가DB)

프랜차이즈 (1~12월 전 구간 프랜차이즈 업체수 합산)
÷ {(6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수 + 12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수) ÷ 2}
업체
매출액

{(6월 현재 매출액 합산 ÷ 6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수)
+ (12월 현재 매출액 합산 ÷ 12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수)} ÷ 2

서울특별시
(상가DB)
서울특별시
(상가DB)

자료: 저자 작성

∙ [매출액]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여러 상권에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매출액
이 증가한 사례가 목격되면서 매출액 증가는 중요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로 간주됨
- 매출액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변수로(이진희 외 2018),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정책 추진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매출액이 정책 추진 전후 40%
이상 증가한 사례도 조사됨(국토교통부 2016)
- 매출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로 측정하였으며, 앞선 상업 활동 변수들과 같이
서울시 상가DB를 활용함

3)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② : 개별 변수 위험도 측정 및 가중치를 적용한 통합
∙ [위험도 측정] 개별 변수는 서울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재코딩함
- 개별 변수의 위험도 측정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의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음
- 상주인구와 영업기간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해당 지역의
변수값이 서울시 전체 평균값에 표준편차를 합한 값을 초과할 경우 음의 값이 부여됨
- 유동인구와 창폐업, 프랜차이즈 업체, 매출액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해당 지역의 변수값이 서울시 전체 평균값에 표준편차를 합한 값을 초과할 경우
양의 값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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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개별 변수의 위험도 측정 방법

위험도
고위험

측정 방법

재코딩

전체 지역 평균값 + 2σ ≤ 변수값

2

전체 지역 평균값 + σ ≤ 변수값 ＜전체 지역 평균값 + 2σ

1

전체 지역 평균값 ≤ 변수값 ＜전체 지역 평균값 + σ

-1

변수값 ＜ 전체 지역 평균값

-2

저위험

주: 상주인구와 영업기간은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력을 고려, 역변환(inverse transformation)한 후 재코딩.
출처: 이진희 외 2018, 105.

∙ [가중치 적용 통합] 개별 변수의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
여 통합 지표를 산정함
그림 5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통합지표 산정 방법

P지표값 = 0.134*A상주인구 + 0.141*B창폐업 + 0.134*C영업기간 + 0.150*D프랜차이즈 업체
+ 0.202*E유동인구 + 0.239*F매출액
* A ~ F는 위험도에 따라 재코딩된(-2, -1, 1, 2) 개별 변수값
출처: 이진희 2019, 3.

4)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③ : 젠트리피케이션 단계 구분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 및 진행단계는 통합지표를 통하여 산정된 종합점수를 토대로 진
단하되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함(이진희 외 201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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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단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이후 지역이 재쇠퇴
한 단계로 상권이 비활성화된 상태임

∙ [주의단계]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정책 추진, 소비 경향 변화 등의 원인으로 젠트리피케이
션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자본이 유입되어 상권 활성화가 시작됨

∙ [경계단계] 상권 활성화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단계로 임대료 상승, 지역 명소화, 빠른
업종 변경 등 지역 변화가 발생함

∙ [위험단계] 젠트리피케이션 최종 단계로 과잉 상업화와 비자발적 이주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후 상권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6 젠트리피케이션 단계 구분

출처: 이진희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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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1)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분석 결과
∙ (2015년) 서울시 동남권(강남구, 송파구)에서만 위험단계가 진단되었으며, 강북지역과 비
교하여 강남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단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
- 위험단계가 분석된 지역은 서울시 424개의 행정동 중 단 2개 동에 불과함
- 경계단계가 분석된 지역은 424개의 행정동 중 13개 동(11개 구, 3.1%)으로 노원구의 경우
3개의 행정동에서 경계단계가 나타남
- 전체 424개 행정동 중 초기단계가 6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봉구
(64.3%)와 성동구(58.8%)에서는 주의단계가 전체 행정동의 과반수 이상에서 진단됨
그림 7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2015)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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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2015)
자치구

초기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위험단계

총합

종로구

13(76.5%)

4(23.5%)

-

-

17

중구

11(73.3%)

3(20.0%)

1(6.7%)

-

15

용산구

11(68.8%)

5(31.3%)

-

-

16

성동구

7(41.2%)

10(58.8%)

-

-

17

광진구

11(73.3%)

3(20.0%)

1(6.7%)

-

15

동대문구

9(64.3%)

4(28.6%)

1(7.1%)

-

14

중랑구

13(81.3%)

3(18.8%)

-

-

16

성북구

11(55.0%)

9(45.0%)

-

-

20

강북구

8(61.5%)

5(38.5%)

-

-

13

도봉구

5(35.7%)

9(64.3%)

-

-

14

노원구

10(52.6%)

6(31.6%)

3(15.8%)

-

19

은평구

12(75.0%)

3(18.8%)

1(6.3%)

-

16

서대문구

11(78.6%)

2(14.3%)

1(7.1%)

-

14

마포구

9(56.3%)

7(43.8%)

-

-

16

양천구

9(50.0%)

8(44.4%)

1(5.6%)

-

18

강서구

13(65.0%)

7(35.0%)

-

-

20

구로구

9(60.0%)

5(33.3%)

1(6.7%)

-

15

금천구

7(70.0%)

3(30.0%)

-

-

10

영등포구

10(55.6%)

8(44.4%)

-

-

18

동작구

7(46.7%)

7(46.7%)

1(6.7%)

-

15

관악구

15(71.4%)

5(23.8%)

1(4.8%)

-

21

서초구

14(77.8%)

4(22.2%)

-

-

18

강남구

14(63.6%)

7(31.8%)

-

1(4.5%)

22

송파구

13(48.1%)

12(44.4%)

1(3.7%)

1(3.7%)

27

강동구

13(72.2%)

5(27.8%)

-

-

18

총 합

265(62.5%)

144(34.0%)

13(3.1%)

2(0.5%)

424

자료: 저자 작성.

- 블록 단위 진단 결과, 2015년에는 마포구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 홍대입구역 인근과 강서
구 마곡역 주변, 관악구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사이에서 선형으로 위험 징후
가 나타남
- 또한 강남구 상업가로 인근, 광진구 건대입구 인근, 성동구 한양대학교 주변, 동대문구 경
희대학교 주변, 성북구 국민대학교 주변,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 주변에서 면적ㆍ점적 위
험 징후가 목격됨
- 행정동 단위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진단된 송파구의 경우 블록 단위 진단에서 잠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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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롯데월드, 송파구청, 삼전역 일대의 주거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남
그림 8 송파구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 분석 결과(2015)

[블록 단위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세부 위험지역 파악]

출처: 저자 작성.

∙ (2016년)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서울시 동북권(강북구, 노원구, 성북구)과 서북권(은평구,
마포구), 서남권(강서구, 구로구)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진단됨
- 위험단계는 성동구와 강북구, 은평구, 강남구의 4개 구에서 분석됨
- 경계단계 비율은 2015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노원구에서는 3개 행정동에
서, 강서구(3개)와 송파구(2개)에서 2개 이상의 행정동에서 진단됨
그림 9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2016)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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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2016)
자치구

초기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위험단계

총합

종로구

10(58.8%)

7(41.2%)

-

-

17

중구

15(100.0%)

-

-

-

15

용산구

14(87.5%)

2(12.5%)

-

-

16

성동구

9(52.9%)

6(35.3%)

1(5.9%)

1(5.9%)

17

광진구

9(60.0%)

5(33.3%)

1(6.7%)

-

15

동대문구

10(71.4%)

4(28.6%)

-

-

14

중랑구

12(75.0%)

4(25.0%)

-

-

16

성북구

11(55.0%)

8(40.0%)

1(5.0%)

-

20

강북구

5(38.5%)

7(53.8%)

-

1(7.7%)

13

도봉구

6(42.9%)

8(57.1%)

-

-

14

노원구

5(26.3%)

11(57.9%)

3(15.8%)

-

19

은평구

9(56.3%)

5(31.3%)

1(6.3%)

1(6.3%)

16

서대문구

11(78.6%)

2(14.3%)

1(7.1%)

-

14

마포구

11(68.8%)

4(25.0%)

1(6.3%)

-

16

양천구

13(72.2%)

5(27.8%)

-

-

18

강서구

11(55.0%)

6(30.0%)

3(15.0%)

-

20

구로구

7(46.7%)

7(46.7%)

1(6.7%)

-

15

금천구

8(80.0%)

2(20.0%)

-

-

10

영등포구

14(77.8%)

4(22.2%)

-

-

18

동작구

8(53.3%)

7(46.7%)

-

-

15

관악구

14(66.7%)

6(28.6%)

1(4.8%)

-

21

서초구

14(77.8%)

4(22.2%)

-

-

18

강남구

16(72.7%)

5(22.7%)

-

1(4.5%)

22

송파구

14(51.9%)

11(40.7%)

2(7.4%)

-

27

강동구

12(66.7%)

5(27.8%)

1(5.6%)

-

18

총 합

268(63.2%)

135(31.8%)

17(4.0%)

4(0.9%)

424

자료: 저자 작성

- 블록 단위 진단에서는 2015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마포구와 관악구, 광진구, 성동
구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진단됨
- 마포구와 광진구를 제외한 지역은 이와 함께 강북구와 도봉구 사이 노해로를 따라서 높은
지표값이 진단되었으며, 양천구 신정역 주변과 관악구 신림역 주변에서도 위험 징후가 감
지됨
- 행정동 단위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진단된 성동구와 광진구의 블록 단위 진단에서 군
자역과 아차산역, 건대입구역과 뚝섬역, 성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과 대학가 주변에서 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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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케이션 위험 징후가 진단됨
그림 10 성동구ㆍ광진구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 분석 결과(2016)

[블록 단위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세부 위험지역 파악]

출처: 저자 작성.

∙ (2017년) 2017년 들어 강남지역과 비교하여 강북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이 급격히 늘었
으며, 특히 서울시 서북권(서대문구, 마포구)이 높은 젠트리피케이션 진행단계를 보임
- 서울시 전체에서 이전 연도에 비해 위험단계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경계단계 비율은 급증하
였으며, 위험단계는 강남구 1개동에서만 분석됨
- 초기단계로 진단된 행정동 비율 역시 이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함
그림 11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2017)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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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2017)
자치구

초기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위험단계

총합

종로구

12(70.6%)

3(17.6%)

2(11.8%)

-

17

중구

13(86.7%)

2(13.3%)

-

-

15

용산구

6(37.5%)

9(56.3%)

1(6.3%)

-

16

성동구

10(58.8%)

6(35.3%)

1(5.9%)

-

17

광진구

12(80.0%)

2(13.3%)

1(6.7%)

-

15

동대문구

9(64.3%)

4(28.6%)

1(7.1%)

-

14

중랑구

9(56.3%)

7(43.8%)

-

-

16

성북구

10(50.0%)

9(45.0%)

1(5.0%)

-

20

강북구

4(30.8%)

7(53.8%)

2(15.4%)

-

13

도봉구

9(64.3%)

5(35.7%)

-

-

14

노원구

9(47.4%)

9(47.4%)

1(5.3%)

-

19

은평구

8(50.0%)

7(43.8%)

1(6.3%)

-

16

서대문구

5(35.7%)

7(50.0%)

2(14.3%)

-

14

마포구

9(56.3%)

4(25.0%)

3(18.8%)

-

16

양천구

11(61.1%)

7(38.9%)

-

-

18

강서구

13(65.0%)

7(35.0%)

-

-

20

구로구

10(66.7%)

4(26.7%)

1(6.7%)

-

15

금천구

10(100.0%)

-

-

-

10

영등포구

13(72.2%)

5(27.8%)

-

-

18

동작구

8(53.3%)

6(40.0%)

1(6.7%)

-

15

관악구

11(52.4%)

9(42.9%)

1(4.8%)

-

21

서초구

15(83.3%)

3(16.7%)

-

-

18

강남구

16(72.7%)

5(22.7%)

-

1(4.5%)

22

송파구

18(66.7%)

8(29.6%)

1(3.7%)

-

27

강동구

6(33.3%)

12(66.7%)

-

-

18

총 합

256(60.4%)

147(31.8%)

20(4.7%)

1(0.2%)

424

자료: 저자 작성

- 행정동 단위 분석 결과와 달리 블록 단위 진단에서는 심화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징후가
2017년에 들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한강 이남의 지역에서 전반적
인 활성화 정도가 감소함
- 하지만 2015년부터 마포구와 광진구 건대입구 주변에서 확인된 위험 징후는 2017년에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행정동 단위 분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된 모습을 보였던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대학가(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주변에 점적인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으나 선형 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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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험 징후는 파악되지 않음
그림 12 마포구ㆍ서대문구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 분석 결과(2017)

[블록 단위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세부 위험지역 파악]

출처: 저자 작성.

∙ (2018년) 이전 연도에 비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
울시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단계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됨
- 초기단계는 4개 연도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으나, 주의단계 비율이 높고 위험단계
는 1개 동에서만 진단됨
- 동작구의 경우 전체 행정동의 80%가 주의단계로 나타났으며, 성동구에서는 3개 행정동이
경계단계로 분석됨
그림 13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2018)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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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2018)
자치구

초기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위험단계

총합

종로구

11(64.7%)

6(35.3%)

-

-

17

중구

8(53.3%)

6(40.0%)

1(6.7%)

-

15

용산구

7(43.8%)

9(56.3%)

-

-

16

성동구

10(58.8%)

4(23.5%)

3(17.6%)

-

17

광진구

7(46.7%)

7(46.7%)

1(6.7%)

-

15

동대문구

10(71.4%)

4(28.6%)

-

-

14

중랑구

13(81.3%)

3(18.8%)

-

-

16

성북구

14(70.0%)

5(25.0%)

1(5.0%)

-

20

강북구

9(69.2%)

4(30.8%)

-

-

13

도봉구

6(42.9%)

7(50.0%)

1(7.1%)

-

14

노원구

9(47.4%)

8(42.1%)

2(10.5%)

-

19

은평구

5(31.3%)

9(56.3%)

1(6.3%)

1(6.3%)

16

서대문구

6(42.9%)

8(57.1%)

-

-

14

마포구

9(56.3%)

6(37.5%)

1(6.3%)

-

16

양천구

10(55.6%)

8(44.4%)

-

-

18

강서구

12(60.0%)

8(40.0%)

-

-

20

구로구

11(73.3%)

4(26.7%)

-

-

15

금천구

5(50.0%)

5(50.0%)

-

-

10

영등포구

14(77.8%)

3(16.7%)

1(5.6%)

-

18

동작구

3(20.0%)

12(80.0%)

-

-

15

관악구

11(52.4%)

9(42.9%)

1(4.8%)

-

21

서초구

14(77.8%)

3(16.7%)

1(5.6%)

-

18

강남구

19(86.4%)

3(13.6%)

-

-

22

송파구

15(55.6%)

10(37.0%)

2(7.4%)

-

27

강동구

10(55.6%)

8(44.4%)

-

-

18

총 합

248(58.5%)

159(37.5%)

16(3.8%)

1(0.2%)

424

자료: 저자 작성.

- 블록 단위 진단에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경계단계와 위험단계로 진단된 블록의 밀집 현상이
완화되고 전 지역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임
- 하지만 여전히 강북구와 도봉구, 관악구와 구로구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형 위험 징후가 포
착됨
- 관악구 일대에서는 구로역에서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에 이르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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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노선을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심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강북구 일대에서는 방학역에서 수유역, 미아사거리로 이어지는 지하철 4호선 주변과 고려
대와 경희대 인근, 북서울꿈의숲 등 신개발지에서 위험이 감지됨

그림 14 관악구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 분석 결과(2018)

[블록 단위 정밀 진단]

[세부 위험지역 파악]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5 강북구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 분석 결과(2018)

[블록 단위 정밀 진단]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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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위험지역 파악]

2) 개별 변수의 변화
∙ (상주인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상주인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위험도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상주인구 위험도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감소했다 이후 2018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으로는 2016년과 2017년 서울시 동측에 뚜렷한 위험도 증가가 목격됨
- 2015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상주인구 위험도가 측정되었으나, 2016년에는 강동구와 송
파구를 포함하는 동남2권에서 뚜렷한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고,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와도 유사한 패턴을 보임
- 2017년에는 동북권에서 상주인구 위험도가 목격되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와는
대체로 상이함
- 2018년 상주인구 위험도 측정 결과 서울시 전역에서 위험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는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6 상주인구 위험도 변화

[2015]

[2016]

[2017]

[2018]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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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인구) 젠트리피케이션 단계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전반적으로 유동인구 위험도가 높게
조사됨
- 유동인구 위험도는 2015년에는 상대적으로 강남지역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강북
지역에서 높았으며, 2018년에는 서울 서북권과 도심권의 유동인구 위험도가 높게 조사됨
- 2015년에는 유동인구 위험도가 높은 서울시 동남권과 서남3권, 서북권에서 젠트리피케이
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남
- 2016년에는 은평구와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의 유동인구 위험도 결과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결과만이 비슷하게 조사됨
- 2017년에는 서울시 서북권과 도심권, 동북권에서 유동인구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와 일부 유사하게 나타남
- 2018년에는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의 서북권과 용산구를 포함한 도심권에 유동인구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는 크게 높
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유동인구 위험도 변화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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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 (창폐업) 창폐업 위험도 측정 결과는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단계 진단 결과와 매우 유사한 모습
을 보임
- 창폐업 위험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서울시 전역으로 퍼져나
가는 경향을 보임
- 도심을 제외한 외곽에서 위험도가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심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2015년에는 서북권과 동북권, 동남권 일부에서만 위험도가 포착되었으며, 이는 은평구와
강남구, 송파구에서 진단된 경계 및 위험단계와 일치함
- 2016년 관악구와 은평구,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창폐업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젠트
리피케이션 위험 징후 역시 유사하게 나타남
- 2017년에는 이전 연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나 동북2권 일부 지역에도 위험도가 증가함
- 2018년에는 강북구와 은평구, 관악구와 강서구 등에서 창폐업 위험도가 높았으나, 젠트리
피케이션 진단 결과에서는 은평구 정도에서만 위험 징후가 진단됨
그림 18 창폐업 위험도 변화

[2015]

[2016]

[2017]

[2018]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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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기간) 젠트리피케이션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영업기간 위험도 역시 젠트
리피케이션 위험 징후와 유사한 결과로 진단되었으나, 2018년에만 상이한 패턴을 보임
- 영업기간 위험도 측정 결과 4년간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서북권과 강남지역 일부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강남지역과 마포구, 도봉구에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젠트리피케이
션 위험단계 진단 결과와 일치함
- 2016년과 2017년 위험도 측정 결과, 이전 연도 결과가 더욱 심화된 것이 목격되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역시 유사함
- 2018년에는 마포구와 은평구, 강서구, 강남지역에서 영업기간 위험도가 매우 높게 분석되
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에서는 은평구와 강남지역 일부 행정동에서만 경계 및 위험
단계가 진단됨
그림 19 영업기간 위험도 변화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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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 (프랜차이즈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는 연도별 차이가 크게 없었으며, 전체 연도에 걸
쳐 관악구와 은평구, 노원구, 마포구, 송파구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남
- 강서구의 경우 연도가 지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송파구는 2015년에
매우 높게 진단된 위험도가 2018년도에 와서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노원구와 관악구, 동작구는 4개 연도 모두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해당 지역은 모두 4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
로 분석됨
- 상대적으로 도심권보다는 서울시 외곽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가 높게 진단되었으며,
전체 연도에 걸쳐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연도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가 높게 진단된 은평구와 마포구, 강남구 일대의 경
우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와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가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그림 20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 변화

[2015]

[2016]

[2017]

[2018]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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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매출액은 서울시 전역에서 위험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동
남권에서 높은 위험도를 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서초구와 강남구 등의 동남권과 도심권과 강북지역 일부에서 높은 매출액 위험도
를 보임
- 2016년에는 2015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함께 은평구에서도 높은 위험도가
감지되었고 그 결과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와 일치함
- 2017년 들어 강남지역의 매출액 위험도가 감소하였고, 동북권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가 분석됨
- 2018년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보이는 지역이 사라졌으나 위험도 패턴은 젠트리
피케이션 진단 결과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임
그림 21 매출액 위험도 변화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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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제언
n 상권분석 시스템 내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적용 가능성

∙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는 지역 활성화를 진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이 쇠퇴될 가능성 파악에도 활용 가능함
- (정책 입안자) 상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 상권분석 시스템 내 적용
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 적용이 가능함
- (일반 시민)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활성화 가능성이나 쇠퇴 가능성
을 파악하여 개인이 창업이나 점포 운영ㆍ관리를 위한 상권 변화 정보로 이용할 수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정 수준까지는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젠트리피케
이션 진단 결과 초기 및 주의단계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경계나 위험단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나 주의단계로 진단된 지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정책이나 상가 공급 등의
정책 추진이 가능함
- 경계단계에서는 상생협약이나 안심상가 운영 등 초기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 적용이
필요함
- 위험단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의 하나인 비자발적 이주나 지나친 지역 활성화로
인한 장소성 훼손과 상권 재쇠퇴가 예상되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용도지구 지정, 임
차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정책 추진이 적합함

∙ 현재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의 사용자는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젠트리피케
이션 진단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 가능함
- 정책담당 공무원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내 상권 모니터링 과
정에서 위험 징후를 파악, 정책적인 대응이 가능함
- 또한 비활성화 또는 저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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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민의 경우 창업이나 현재 운영 중인 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의 활성화 및 쇠퇴 가능성
을 가늠해볼 수 있음
- 자영업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는 창업 및 자영업 경영 컨설팅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이 가능함

n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의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 적용 방향

∙ (공간 위계별 정보 공개) 현재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서는 자치구나 행정동, 상권 단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는 공간 위계별로 보다 세밀한 정보
공개가 요구됨
- 행정동 단위에서의 진단 결과와 블록 단위에서의 진단 결과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상권 단
위나 더 세밀한 단위에서의 정보 공개를 통하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대응이
가능함
- 따라서 공간 위계별(행정동-상권-블록)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고, 수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세밀한 공간 단위에서의 분석 결과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사용자 중 정책담당
공무원에게만 공개하는 등 차등적 정보 공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타 정보와의 연계) 위험 징후가 포착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상권분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인 업종별 변화, 상권 추이 등의 정보와 연계하여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
- 상권분석 시스템에서는 창업위험도를 정상, 주의, 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
는 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위험 징후가 포착된 지역의 업종별 변화나 상권 유형별(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상권, 관
광상권) 특성을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음

n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의 정책적 활용

∙ (지역 활성화 및 위험 징후 포착)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4단계로 구분한 젠트리피케이션
단계에 따라 지역의 활성화 정도 및 위험 징후를 파악함
- 진단을 위해 사용한 개별 변수를 토대로 지역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의 조사를 통하
여 지역 특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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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은 행정동 단위로 분석이 가능하므로 활성화 정도 및 위험 징
후 역시 행정동 단위로 도출됨
- 하지만 주요 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단위에서의 분석이 요구되
므로, 구체적인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최소 단위(블록)의 재분석이 필요함
- 진단 결과는 도면과 수치를 통하여 파악한 후,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는 지역이
나 지속적인 위험 징후 또는 비활성화 징후를 보이는 지역을 추출함

∙ (위험 징후 검증)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은 후행 변수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현재 및 미래 상황
예측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나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함
- 위험 징후가 진단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나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함
- 추가 검증을 통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구체화함

∙ (적절한 정책 추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함
- 초기와 주의단계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정부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
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함
- 경계단계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지속하되, 향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 위험단계에서는 영세상인의 비자발적 이주를 방지하고 상권의 재쇠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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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에 따른 적용 가능한 정책 수단
단계

정책 수단
Ÿ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구 지정(개발사업 취소 및 구역지정 해제 예정 시)

초기단계

Ÿ 상생협약 체결 지원
Ÿ 공공임대상가 공급
Ÿ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앵커시설 확보
Ÿ 상생협약 체결 지원

주의단계

Ÿ 공공임대상가 공급
Ÿ 임차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Ÿ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구 지정

경계단계

위험단계

Ÿ
Ÿ
Ÿ
Ÿ
Ÿ

상생협약 체결 지원(강제성 확보, 재입주 보장)
안심상가 운영 지원
공공임대상가 공급
임차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Ÿ
Ÿ
Ÿ
Ÿ
Ÿ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구 지정
상생협약 체결 지원(재입주 보장)
안심상가 운영 지원
임차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Ÿ 공실 및 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자료: 이진희 외 2018, 163, 표6-1을 토대로 저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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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n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청, 2019년 3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규모는 202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장래인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된 미래 인구 지표로서 미래 복지,
의료, 산업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전 분야의 잠재적 수요와 자원의 공급 예측에 활용
- 고용의 예측, 연금 정책, 시장 규모 예측, 주거 수요 공급 예측, 토지 이용 예측, 교통 예측 등 다양
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인구는 지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방 도시 소멸과 광역시 구도심 지역의 쇠퇴 위험이 광범위하
게 확산
그림 1 장래인구추계 변화(2020~2040년)

출처: 통계청 2019년 3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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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토계획에서 장래인구는 미래 지역의 규모, 전략 및 부문별 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
며 인구감소시대에 국토계획에 활용되는 장래인구의 합리성에 대한 관심 증가(민성희 외
2016)

∙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다수의 공간계획에서 장래인구를 예측하여 미래 지역
의 규모, 비전, 전략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예: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 환경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등), 생활SOC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공간계획에서 장래인구는 미래 수요에
따른 시설 공급과 입지 선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지속가능한 국토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 인구감소추세를 반영한 공간계획의 중요성 대두
n 인구 규모·구조 변화는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도 공간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도, 시·군·구보다 세밀한 단위의 장래인구 전망이 필요

∙ 지속가능한 국토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국토계획 수립이 필요
∙ 현장 밀착형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세밀한 공간단위의 인구 현황 정보가 필요하나, 대표적인
장래인구 전망치인 통계청 장래인구는 5년 주기 전국 및 시·도 단위로 추계하는 실정
- 통계청 장래인구는 연금 및 재정정책 등 국가의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계됨에 따라, 시·군·구 이하 소지역 단위 장래인구는 예측 및
공표 대상이 아님
- 지자체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 단위의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하고 있으나 통계청 공표 장래인구추계와 기준인구가 상이하고 하위 시·군·구 장래인
구의 총합이 통계청 공표 해당 시·도의 장래인구와 불일치

∙ 각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 장래인구의 총합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비해
과다추정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시대에 지자체의 계획 시행과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 대두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2017년 6월 27일)을 통해 인구지표가 통계청 공표 장래
인구추계보다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인구 과다추정 이슈 발생
* 민성희 외(2018)에서 99개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공표 장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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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를 비교한 결과 2015년도에 계획인구 대비 주민등록인구는 지자체 평균 81.2%에 그쳤고, 2020년
이후 장래인구추계 대비 계획인구는 130%를 상회할 것으로 진단

∙ 각 시·도 지자체에서 시·군 단위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하고 있으나, 시·군 단위 인구지표
를 통해서는 지역 내 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행정구역이 변할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는 데 한계 존재

∙ 인구감소와 같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실효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행정
구역의 변화와 무관하면서도 세밀한 소지역 단위의 장래인구 전망 필요

n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정합성을 가지는 소지역(500m 격자) 단위 장래
인구 분포를 전망하고,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격자별·지역별 인구증감 수준 및 인구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것임

∙ 500m 격자1)단위로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하여 2040년까지 장래인구분포를 전망하고
격자단위와 시·군·구 단위의 인구 규모·구조의 변화를 추정·탐색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방법 가정과 동일하게 현재 지역 인구구조가 유지된다는 조건으
로 코호트2) 요인법을 활용해 시·도 단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격자 단위에 할당
- 격자 단위 장래인구의 분포 전망이 통계청 공표 시·도 단위 장래인구 추계 결과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

격자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는 지자체별 인구소멸위험지역의 공간적 구조를 파악하고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국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구 증가·감소·소멸·과소 지역(5명 이하 거주), 고령화 지역 등 인구증감과 인구구
조 변화의 공간적 분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과학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서 활용될 수 있을 것

∙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를 도시·군기본계획, 생활SOC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계획
의 목표인구 및 최적 입지 선정에 활용하여 인구 과다추정에 따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국토지리정보원 격자표준에 따르면 전 국토를 포섭하는 격자 수는 41만 5,842개로 구성.
2) 코호트는 인생사에서 동일한 경로를 경험하는 그룹이라는 의미로 인구 추계에서는 연령층과 성별이 동일한 그룹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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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지역 단위 장래인구 전망

사례 검토
1) 장래인구 전망의 기본 개념
n 장래인구 전망 방법은 장래인구 추계(projection)·예측(forecas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저출생 또는 초고령화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장래인구추계를 장래인구 기준으로 활용

∙ 장래인구추계는 사망, 출산, 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조건적 인구 전망 방법
이고, 장래인구 예측은 미래에 실현될 개연성이 가장 높은 수치를 추정하는 모형에 기반
- 장래인구 예측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 혹은 기관이 제시한 방법으로
활용한 독립변수 또는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결과에 대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 반면, 장래인구추계는 제시한 가정이 논리적이고 계산과정에 수리적 오류가 없을 경우
불확실성을 염두하고 결과를 수용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장래인구추계 과정에서 단순한 가정을 기계적으로 인구 전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에 실현될 개연성을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구변동 요인을 예측하는 과
정이 포함돼 있음

■ 장래인구추계 방법론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돼왔으며, 이들은 접근방식
에 따라 경향 외삽법(trend-extrapolation), 구조적 모델(structural model), 코호트 요인법
으로 분류(조대헌, 이상일 2011)

∙ 경향 외삽법은 선형, 지수, 지수감마, 로그, 로그감마, 로지스틱 모형 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시계열적 인구규모 추세 변화에 따른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며, 구조적 모델은 인구
규모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인과관계에 기초한 구조모형을 제시해 장래인
구를 추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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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 외삽법은 인구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구조적 모델은 장래
인구추계 결과의 유효성 검증과 독립변수 선정에 관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여 두 방법론
모두 보편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코호트 요인법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핵심 인구변동 요인으로 정의하고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한 인구균형 방정식(수식 1)을 통해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방법
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고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하기에 국가
장래인구추계에 보편적으로 활용
[코호트 요인법 인구균형 방정식 예시]

                    

(수식 1)

  년도인구
         출생아수
         사망자수
         순이동자수

2) 통계청 장래인구와 도시·군기본계획 인구지표 검토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장래인구는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한 장래인구추계
결과로,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미래 전망 및 국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동태, 국제인구 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활용
한 코호트 요인법을 통해 향후 50년간의 인구 규모·구조를 추계하고 5년 주기로 공표

∙ 2017년3)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해 전국 단위 장래인구는 2067년까지의 전망치를,
시·도 단위 장래인구는 2047년까지의 전망치를 공개

■ 통계청은 전국 및 시·도 단위 장래인구를 공표하고 시·군·구 단위의 장래인구 규모 및 구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스템을 제공(통계청 2015)

∙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 시스템 역시 해당 지자체의 생존율, 출산율, 인구변동 요인을
활용한 코호트 요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추계 결과가 상위 시·도 및 전국의 추계 결과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설계

3)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공표되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 특별추계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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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시스템의 출산력 모형은 시·도 및 시·군·구 간 연령별 출산율 관계
를 적용한 회귀모형에 기초
- 사망력 모형은 시·도 사망률 변동 공통 추세 및 개별 시·군·구 변동 추세를 통합한 Li-Lee
모형을 활용
- 순 이동자 수 산출을 위해 과거 이동규모의 시계열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출·전입지 O-D
행렬로 구성

■ 도시·군기본계획4)의 인구지표는 도시의 규모를 비롯한 공간 구조, 토지이용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이나,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증가분을 과다추정해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음

∙ 인구감소 시대 현황을 반영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을 개정(2017년 6월 27일)5)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표 1> 참조) 여전
히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등 장래인구를 과다추정하는 문
제 발생(민성희 외 2018)

∙ 인구지표 과대 추정의 원인은 먼저, 장래인구 전망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무엇보다
장래인구 규모가 클수록 도시·군의 토지개발 허가 및 시설규모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이정섭
201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
5) 4-2-5. 인구 (1)총인구는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으며, 주야간인구 및 가구(세대)의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가용토지자원과 인구수용능력,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연도의 인구지표를 적정규모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
획상 인구지표와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도종합계획상
인구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성장형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1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018.12.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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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인구지표 추정방법
구분

방법

내용

생잔모형
조성법

연령별 성별 인구규모를 바탕으로 출생률, 생존율, 인구이동
과 같은 인구변동요인을 적용한 생잔모형
도시의 인구성장이 과거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등차·등비급수, 최소자승법, 로지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기본)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보조)

추세연장법

사회적 증가분

스틱모형, 곰페르츠곡선모형, 수정지수 추계 방법 중 가장 신
뢰도 높은 상위 3개의 함수식에 의한 추계치를 산술평균하여
추계
사회적 증가분은 그 지역의 과거 개발 사업 사례 또는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인근 지역의 개발 사업 사례에 기초하여 ‘가능
유발인구’를 설정하고, 이에 추계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제한
수치를 활용
※ 사회적 증가분 = (기능유발인구 - 추계에 의한 자연증가분) x 1미만
계수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3) 소지역 단위 장래인구 전망 사례 검토
n 소지역6) 단위 장래인구 전망을 위한 방법은 인구변동 요인 고려 여부에 따라 <표 2>와 같이 비요소
모형(non-component)과 요소모형(component)으로 분류 가능(Wilson 2011)

∙ 비요소모형은 직접적인 인구 예측모형으로 과거 분포를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앞
서 살펴본 국가 단위의 장래인구추계방법 중 경향 외삽법과 구조모델의 단점을 동일하게 가
짐

∙ 비요소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을 개별적으로 전
망하고 장래인구 추계를 위해 적절히 결합돼야 할 필요 있음(한석호 2015; Keyfitz 1985)

∙ 소지역 장래인구추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적용돼왔으며,
모형의 장·단점과 정책적 활용성에 따라 국가 단위의 장래인구추계와 같이 코호트 요인법이
보편적으로 활용
6) 소지역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검토한 Wilson(2011)은 호주 통계청의 통계집계 단위인 Australian
Statistical Geography Standard(ASGS)의 SA4(인구 10만~50만 명 거주) 구역보다 작은 모든 하위 지역을 소지역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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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지역 장래인구 전망방법 분류
구분

비요소모형(Non-component)

요소모형(Component)

경향 외삽법(Trend-extrapolation)
자기평균누적이동평균모형(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비교모형(Comparative method)
회귀모형(Regression method)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ethod)
주택모형(Housing-unit method)

총인구

단순요소모형
(Simple component method)

토지이용모형(Land-use allocation model)
평균모형(Averaged projection)
연령별
인구

단축코호트모형(Short cohort model)

코호트 요인모형
(Cohort-component model)
미시 모의실험모형(Microsimulation)

출처: Wilson 2011.

n 대부분의 소지역 단위 장래인구 전망 관련 선행연구는 시·군·구 단위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코호트 요인법을 기반으로 인구변동요인 중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
변화 예측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초점(조대현·이상일 2011; 민성희 외 2016; 충남연구원
2016)

∙ Isserman(1993)은 특정 도시의 인구이동을 고려할 때, 전출율과 전입율을 모두 해당 도시
인구규모와 연관 짓는 순이동율 방법은 총인구를 증가시키는 오류가 있음을 예증

∙ 조대헌·이상일(2011)은 Isserman(1993)이 지적한 인구이동 요인에 순이동율을 활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이지역(bi-regional) 인구이동을 고려한 코호트 요인법
을 적용하여 부산광역시 장래인구를 추계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방법인 코호트 요인모형에서 순 이동을 인구이동 요인으로 정의하
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과 부산 밖 지역 간 인구 전·출입률을 부산의 인구 규모
와 부신 밖 지역의 인구규모와 연관 지어 인구이동 요인을 계산

∙ 민성희 외(2016)는 소지역 인구추계를 위한 다지역(multi-regional) 코호트 요인법을 제시
하여 국토계획 지원을 위한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를 제시
- 시·군·구 인구추계 결과를 연령별 지역별로 제시하고 인구증감 수준을 분석해 국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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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 현황을 진단
- 코호트 요인법의 인구변동 요인에서 시·군·구별 순 이동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 간
인구이동확률에 마르코프 연쇄모형을 적용하여 최종 전이 확률을 계산한 것이 특징
- 통계청 공표 시·도 단위 장래인구추계와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존인구와 출생인구를
계산하고 그 차이를 인구이동 규모로 보정

4) 격자 단위 장래인구 전망 사례 검토
n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로 장래인구를
전망해야 하며, 기준이 되는 세밀한 공간 단위는 행정구역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시계열 모니터
링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돼야 함
n 이에 따라 행정구역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격자 단위의 장래
인구 전망의 통계에 대한 관심 증가

∙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그랜드 디자인 2050’에서는 격자(1㎢) 단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
로 장래의 인구과소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을 예측하고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데 활용

n Breidenbach 외(2019)는 독일의 2050년까지 장래인구를 1㎢ 격자 단위로 추정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격자 단위 인구추계 결과와 행정구역 단위 인구추계 결과를 비교

∙ 기준 연도인 2015년에는 독일 국토를 포섭하는 전체 지역(격자) 중 39.66%에 해당하는 지역
에 인구가 거주했으며,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코호트 요인법의 인구균형방정식을 적
용해 장래인구를 추계
- 코호트 요인법의 인구변동요인으로 ① 각 격자별 사망률은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다고 가
정하고 국가 수준의 사망률을 모든 격자에 적용, ② 출산율은 격자가 속한 상위 레벨의 지자
체 값을 활용, ③ 마지막으로 순 인구이동은 먼저 국가 수준에서 인구 유입
- 특히 난민 유입 등 해외에서 인구의 유입을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격자 내 인구규
모 비중으로 할당해 정의

n 임은선 외(2017)는 500m 격자 단위의 주택용 건물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해 2040년까지 장래인
구추계를 격자별로 할당하고 이를 통해 인구소멸 가능지역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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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대장의 주거용도 건물을 500m 격자 단위로 집계하고 이를 가중
치로 활용하여 통계청 공표 장래인구추계를 할당하고, 이후 읍·면·동별 초고령자(85세 이상)
비율이 높으며 인구규모가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인구유입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장래
인구를 보정

∙ 격자 단위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하여 인구 감소·소멸 지역에서는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줄어
시설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에 생활 기반 시설 폐점 확률이 높은
시설을 추정하고 변화된 서비스 권역을 분석하여 생활 취약지역을 예측

n 최내영(2010)은 연구 당시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를 대상으로 유전적 알
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활용하여 격자 단위 장래인구를 예측

∙ 기반시설 및 지역공공서비스와 같은 정주환경 요인, 표고 및 경사와 같은 자연환경 요인, 마
지막으로 개발 촉진 및 용도지역 지구 등의 정책 요인을 유전적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오차수
준이 가장 낮은 인구를 추정하고 영향 요인을 도출

∙ 유전자 알고리즘 결과 정주환경 요인보다 자연환경과 정책요인이 장래인구 규모에 큰 영향
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대상지 내 공간 간의 정주환경 격차가 크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게 도출된 것으로 해석

n 실효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격자 단위 장래인구 필요성이 증가해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돼왔으나, 행정구역 단위 장래인구추계에 비해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고 범
용적인 코호트 요인법을 활용한 격자 단위 장래인구추계 방법론이 제안된 바 없음

260 2019년 정책제안서 I

03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방법
1) 격자 단위 인구지표의 이해
n 본 연구는 500m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의 격자 단위 인구지표
(2018년 10월 기준)를 활용하여 기준인구 도출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국토조사를 실시하
여 매년 격자 단위로 인구 및 건물 등 국토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로 공표

∙ 국토조사를 통해 공표되는 국토지표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토현황과 변화를 체계
적으로 진단, 평가,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시·도, 시·군·구, 행정동 등의 행정구역 단위 지표와
격자(100m, 250m, 500m, 1㎞ 등) 단위의 지표로 구성
- 행정경계 단위 통계는 지역 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행정경계별 데이터 융합 및
활용에 한계
- 격자 기반 국토지표는 ① 행정구역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시계열 통계, ② 유연한
공간 단위로 이종의 통계 및 데이터와 융합·활용에 용이, ③ 읍·면·동 단위 및 집계구 단위
보다 세밀한 단위의 지역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착안

∙ 2018년 국토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전 국토, 건물, 인구를 포괄하는 500m 격자체계를 바탕
격자로 정의하여 전국을 총 41만 5,842개 500m 격자로 구획하고 인구지표를 공표

■ 격자 단위 인구지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인구 정보의 생년, 성별, 주소를 활용하
여 생산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의 생년, 성별, 주소를 활용하여 개개인의 위치 좌표를 도출하고 격자
또는 행정구역 단위로 공간 집계한 성별 및 연령별 인구현황 지표를 생산(<그림 2> 참조)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인구 주소를 좌표로 지오코딩하는 과정에서 새 주소 체
계의 주소와 매칭되지 않는 인구는 격자 단위 인구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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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통계와 통계청을 통해 공표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수치 차이 발생 가능
- 2018년 10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중 새 주소체계를 통해 지오코딩된 인구는 총 5,142만
2,806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총인구의 약 99.2% 수준(5,182만 1,881명)

∙ 본 연구에서 격자 단위로 5세 연령별·성별 인구를 재집계한 결과,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격자는
21만 7,986개이고 인구가 거주하는 격자는 19만 7,856개로 추정
그림 2

격자 단위 인구지표 생산방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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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m 격자 단위 장래인구추계 분포 예측방법 제안
n 500m 격자 단위 성별·연령별 인구현황에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고, 이를
가중치를 적용해 통계청 공표 시·도 단위 장래인구추계를 격자에 할당하여 2040년까지 장래인구
분포를 전망(<그림 3> 참조)
그림 3

격자 단위 장래인구 전망 방법 순서

출처: 저자 작성.

■ 시·도 단위 장래인구추계와 정합성을 갖춘 소지역 격자 단위의 장래인구 예측방법 제안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방법 가정과 동일하게 현재 지역 인구구조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코호트 요인법을 활용하여 시·도 단위 장래인구추계를 격자 단위에 할당해 2040년까지 인
구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
- 통계청은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 방법 개발을 위해 코호트 요인법, 구성비 시계열 방
법, H-P 방법의 정합성과 예측 오차를 검증·비교한 결과 코호트 요인법이 적합도 및 안정
도 측면에서 우수하고, 다양한 자료 산출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통계청
2015)

n [1단계] 2018년 10월 기준 500m 격자 단위 성별·연령별 주민등록인구에 가중치를 적용해
2020년 장래인구추계(중위)를 격자별로 할당하고 이를 기준인구로 정의

∙ 기준인구는 통계청의 시·도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한 시·군·구 인구추계 방법에 준하여 격자
별 인구 구성비를 가중치로 시·도 단위 인구를 할당하여 설정
- 2018년 10월 기준 시·도 내 격자의 성별·연령별 인구비중이 202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2018년 격자별 성별 5세 연령별 인구의 시·도 내 비중을 2020년 시·도별 장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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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추계(중위)에 적용, 이를 기준인구로 정의(수식 2)


 


 
   × 

  



(수식 2)




 

 

 

 시도에속하는격자의성별 연령별 기준인구
 시도의성별 연령별 기준인구 통계청공표
 시도에속하는격자의성별 연령별 행정자료인구

n [2단계] 기준인구에 5년 주기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해 성별·연령별 장래인구 전망

∙ 격자별 2020년 성별·5세 단위 기준인구에 5년 주기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하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격자단위 장래인구를 추계

∙ 0~4세 장래인구는 출산율을 격자 단위 출산가능 인구에 적용하고, 해당 연령의 사망률을
적용해 도출했으며, 최고 연령은 100세 이상으로 설정

[코호트 요인법 개념도 및 수식]

 

   
    

 시도 에 속하는 격자의 성별   연령별  의   년도 추계인구
시도 에 속하는 격자의   년도 총 추계인구

출처: 저자 작성.

- 시·도별 출산율과 생존율을 하위 격자에 인구변동 요인에 반영하여 코호트 요인법 적용하
였으나, 시·도 내 격자 간 인구 이동 요인7)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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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단계] 2단계에서 코호트 요인법을 통해 추계된 격자 단위 성별·연령별 장래인구의 시·도 내 비
중을 가중치로 산출

∙ 2단계 코호트 요인법을 통해 도출된 격자 내 성별, 5세 연령별 장래인구의 시·도 내 비중을
계산하여 이를 시·도 장래인구의 격자별 가중치로 활용(<수식 3> 참조)

n [4단계] 3단계 격자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통계청 공표 시·도 단위 장래인구추계(중위)를 각 격자
에 할당하고, 이를 최종 격자단위 장래인구 전망치로 정의

∙ 3단계에서 산출된 격자별 가중치를 통계청에서 공표한 연도별 시·도 단위 장래인구추계(중
위)에 적용하여 격자단위 장래인구 전망치를 도출(수식 3)

∙ 통계청에서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와 정합성을 갖기 위해 2단계에서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계
된 장래인구를 가중치로 활용
[통계청 공표 시·도 단위 장래인구추계의 500m 격자 할당 기준]



 Pr



 
   × 


 



(수식 3)





 Pr


   

 시도에속하는격자의성별 연령별  장래년도 인구추계
 시도의성별 연령별 장래년도 인구추계 통계청공표

n [5단계] 격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행정구역 단위로 장래인구추계를 집계하여 인구규모
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탐색

∙ 격자 중심점을 기준으로 읍면동, 시·군·구, 시·도 등 다양한 행정구역 단위로 격자 단위 장래
인구추계를 집계 가능
- 격자 단위 장래인구 전망치를 행정구역으로 재집계할 때 면적 할당법과 대표점 이용법 등
다양한 공간 보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격자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를 수행

7) 통계청 공표 시·도 단위 장래인구 추계는 국제이동 및 시·도 간 인구이동을 고려한 결과이나, 시·도 내 격자 간 인구이동은 관련
정보의 부재로 코호트 인구변동 요인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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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40년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 전망
1) 2040년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
n 본 연구에서 제시한 500m 격자 단위 장래인구분포 전망방법을 통해 도출된 2040년 전국 격자의
평균 거주인구는 약 122명, 최대는 약 1만 8,448명(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으로 예상(<그림
4> 참조)

∙ 2040년 전국의 격자 단위 거주 인구의 평균이 약 122명이지만 중앙값이 약 13명으로 전망
된 것은 미래의 국토 내 공간 간 인구 밀도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 것(표준편차 약
1,103명)

∙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격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하
며, 해당 격자 내 거주 인구는 1만 8,991명8)이고, 2040년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만 7,190명으로 전망되어 22년간 거주인구가 1,801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40년에 격자 내 거주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격자로 해당
지역 내 거주인구가 1만 8,448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8년 10월 거주 인구 1만
7,192명에 비해 약 1,256명 증가한 수준
- 전국 총 41만 5,842개 격자 중 2040년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19만 7,856개로, 이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10개 격자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경기
도로 전망

n 500m 격자 내 5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인구과소지역은 2020년 전국에 4만 9,634개에서
2040년에는 5만 8,932개로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40년에 격자 내 1명 이상~5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는 인구과소지역의 비율은 총인구 거주
격자 대비 29.79%로, 2020년도 인구과소지역비율 25.09%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2020년

8) 해당 격자 인구밀도 = 18,991/0.25 
9) 2020년 인구거주 예상 격자 19만 7,856개 대비 2020년 인구과소지역은 25.09%, 2040년 인구과소지역은 29.7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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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총인구 거주 격자인 19만 7,856개 기준)
- 2020년 인구가 거주하는 격자 중에서 2040년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격자는 401개이며, 해당 격자가 밀집된 지자체는 강원도 원주, 경북 봉화, 경북 예천, 경북
문경, 경북 경주, 경남 합천, 전남 여수, 충남 태안으로 도출
그림 4 2040년 격자 단위 장래인구추계 분포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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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40년에 인구거주지역 대비 인구과소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강원도
로 2040년에는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 중 39.75%에 5명 이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추정(<표
3> 참조)

∙ 2040년도에 인구과소지역의 면적이 가장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상북도(1만
1,901개 격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감소할 것이고(세종특별자치시
18.89% → 16.82%, 제주특별자치도 24.43% → 24.00%), 나머지 시·도 지역에서 모두 인구과
소지역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3 시·도별 2040년 인구과소지역 전망
시·도

인구과소격자(개)

인구과소격자(%)

인구거주 예상 격자(개)
(2020년)

2020년

2040년

2020년

2040년

서울특별시

75

96

3.76

4.81

1,995

부산광역시

350

432

16.55

20.43

2,115

대구광역시

324

428

16.54

21.85

1,959

인천광역시

367

486

12.80

16.95

2,867

광주광역시

227

272

17.03

20.41

1,333

대전광역시

210

278

16.23

21.48

1,294

울산광역시

482

636

22.46

29.64

2,146

세종특별자치시

228

203

18.89

16.82

1,207

경기도

3,910

4,751

14.80

17.98

26,422

강원도

6,882

8,002

34.18

39.75

20,132

충청북도

4,106

4,924

28.04

33.63

14,643

충청남도

4,472

5,619

19.28

24.23

23,192

전라북도

4,269

5,056

25.51

30.21

16,735

전라남도

7,164

7,981

28.66

31.92

25,000

경상북도

9,935

11,901

31.18

37.35

31,861

경상남도

5,729

6,979

26.95

32.83

21,255

904

888

24.43

24.00

3,700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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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20년 대비 2040년 격자 단위 평균 인구증감률은 –19.58%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전국 수준에서 인
구 감소폭을 완화(<그림 5> 참조)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40년 전국 장래인구는 92만 5,203명
(1.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격자 단위 증감률 평균은 –19.58%로 전망되어 공간 간
인구 증감 추세의 양극화 현상을 예상할 수 있음

n 500m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 204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격자10)는 15만 9,917
개로 현재 인구거주지역(19만 7,856개 격자)의 80.83% 이상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4> 참조)

∙ 전 국토를 포섭하는 격자 수는 41만 5,842개로, 이 중 기준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총 19만
7,856개 격자고,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격자는 15만 9,917개
(80.83%), 인구증가 격자는 3만 7,514개(18.96%)로 전망
표 4 2040년 전국의 격자 단위 인구증감 현황(2020년 대비)

단위: 격자 수

인구소멸 위험

인구감소

인구유지

인구증가

(2020년 대비 감소)

(2020년과 동일)

(2020년 대비 증가)

(2020년 인구거주
→2040년 인구 무거주)

(2020년 인구거주)

총 인구거주

15만 9,917
(80.83%)

24
(0.01%)

3만 7,514
(18.96%)

401
(0.20%)

19만 7,856
(100%)

출처: 저자 작성.

10) 본문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2020년 대비 1명 이상 감소한 격자, 인구 증가 지역은 2020년 대비 1명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유지는 인구 수가 동일한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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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40년 격자 단위 장래인구증감률

주: 위 주제도는 격자 단위 평균 증감률을 고려하여 인구 유지 기준을 –20%-20% 사이로 가정하였음. 따라서 인구증가지역
(7,324개)은 2020년 대비 인구규모가 20% 초과 증가, 인구유지지역(9만 5,836개)은 증감률이 –20~20% 사이, 인구감소
지역(9만 4,696개)은 2020년 대비 인구규모가 20% 초과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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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군·구로 확대해본 결과, 인구가 거주하는 격자 중 2040년도까지 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의 원도심 지역으로 추정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동구, 중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
봉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대구광역시(서구)의 모든 인구거주 격자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현재 인구 거주
격자 중 약 94.06%에서 204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약 87.14%), 세종특별자치시(약 81.7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약 81.16%)가 뒤를 이어
인구밀도가 증가하는 지역의 비중이 높은 시·군·구로 도출

2) 시·군·구 사례분석 및 장래인구추계와 비교: 대구광역시
n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 검증을 위해 공간별 인구증감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대구광
역시를 심화 분석하고 현장 답사 실시

∙ 격자 단위 장래인구 전망을 대구광역시에 속한 군·구 단위로 집계한 결과, 대구광역시에서
공표한 군·구 단위 추계한 결과와 인구비중 및 증감 추세 관점에서 유사하게 도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은 통계청에서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와
시·도 단위에서 추계치가 일치하도록 설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됐으나, 대구광역시 군·
구 장래인구추계는 2015년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했기에 두 추계치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으
나 격자 단위 장래인구 전망을 군·구 단위로 재집계한 결과는 대구광역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
임(<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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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구광역시 격자 단위 장래인구 전망과 군·구 단위(지자체 공표) 장래인구추계 결과 비교
단위: 명

군·구
(계)

대구광역시
공표
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44만 6,239 240만 8,834 236만 6,938 231만 4,771

중구

7만 7,261

7만 7,179

7만 6,295

7만 4,937

동구

34만 6,255

서구

18만 5,071

34만 9,995

35만 102

34만 6,068

17만 5,797

16만 8,948

16만 3,080

남구
북구

14만 9,848

14만 5,426

14만 2,181

13만 9,226

43만 6,730

42만 282

40만 6,442

39만 2,815

수성구

42만 6,804

41만 7,864

40만 7,924

39만 8,341

달서구

58만 908

56만 4,174

54만 8,478

53만 1,840

달성군

24만 3,362

25만 8,117

26만 6,568

26만 8,464

(계)

격자단위
장래인구추계
(군·구 집계)

2020년

N/A

241만 9,246 234만 7,880 228만 4,059 221만 8,091 213만 8,365

중구

8만 1,484

7만 8,596

7만 6,018

7만 3,032

6만 9,355

동구

34만 1,136

32만 9,868

31만 8,833

30만 6,483

29만 1,827

서구

18만 9,099

18만 1,671

17만 4,911

16만 7,449

15만 8,122

남구

15만 373

14만 3,860

13만 7,934

13만 1,573

12만 4,043

북구

42만 8,352

41만 7,323

40만 7,741

39만 8,205

38만 6,508

수성구

42만 4,791

41만 813

39만 8,860

38만 8,658

37만 7,817

달서구

56만 1,677

54만 7,472

53만 5,951

52만 4,526

50만 9,506

달성군

24만 2,334

23만 8,278

23만 3,810

22만 8,164

22만 1,187

출처: 저자 작성.

n 광역시 내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달서구와 수성구로, 두 지역의 인구는 2020년
대비 2040년 각각 5만 2,171명, 4만 6,974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격자 단위 기준)

∙ 2040년까지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은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달서
구와 수성구로 추정되며, 특히 달서구 학산공원 인근 주거지역과 수성구 범물역 인근주거지
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그림 6> 참조)

n 현장답사 및 지자체 인구추계 담당관 자문11)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공표 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
역시 격자 단위 장래인구추계와 유사하게 도출됐으나, 실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예상하는 패턴
과는 상이한 지역이 일부 존재
11) 대구광역시청 데이터통계담당관을 방문해 자문 실시(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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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유가읍과 같이 최근 신규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에 장래인
구추계 증가 추세는 공감하나,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성구의 경우 정주환경
및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현재 인구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예를 들어, 2020년 수성구 범물역 북측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12)의 인구가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해당 지역의 정주환경 및 부동산 시장이 다른 지역
에 비해 양호하기에 예측보다 인구감소 수준이 작을 것이라는 의견
그림 6 2040년 대구광역시 격자 단위 장래인구추계 분포(위) 및 증감(아래)

출처: 저자 작성.

12) 수성구 범물역 북측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 해당 격자의 거주인구는 2020년 7,292명에서 2040년 5,782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대구광역시 전체 격자의 인구 감소폭 중 가장 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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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40년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 전망 결과
n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를 시·군·구 단위로 집계했을 때 2040년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이며,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추정)

∙ 2040년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에 따라 정책과 재정규모를 결정짓는 인구기준인 5만 명 미
만의 시·군·구는 총 61개로, 2019년 8월 주민등록 기준 52개보다 9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40년에 지자체 인구가 5만 명 이하로 감소할 지자체는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옥천
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경상남도 고성
군,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예상
- 단, 충남 계룡시는 2019년 인구 5만 명 미만에서 2040년 인구 5만 명 이상의 지역으로
인구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2019년 8월 주민등록 기준 4만 3,358명 → 2040년 장래
인구추계 5만 2,896명)

n 2020년 대비 2040년 전국 시·군·구 평균 인구증감률13)은 –6.07%이며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
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61.68%),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합천군
(-27.49%)으로 예상(<그림 8> 참조)

∙ 세종특별자치시의 2040년 장래인구추계는 56만 4,035명으로 2020년 장래인구추계 34만
8,867명보다 21만 5,168명 인구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14), 경상남도 합천군은
2040년 장래인구추계는 3만 3,994명으로 2020년 4만 6,879명에 비해 1만2,885명 감소
한 인구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

∙ 인구증감(수)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 2020년 장
래인구추계 56만 1,677명, 2040년 장래인구추계 50만 9,507명)
- 전국에서 인구 감소 수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함, 부산
광역시 진구(-5만 754명)와 대구광역시 동구(-4만 9,310명) 순
13) 인구증감률=(2040년 장래인구추계 – 2020년 장래인구추계)x100/2020년 장래인구추계
14) 통계청 공표 시·도 단위 장래인구추계(중위) 중 세종특별자치시 통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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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40년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 분포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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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40년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 증감률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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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내 시·군·구 단위의 최대 인구 증가·감소 지역을 추출한 결과(<표 6> 참조), 인천광역시 외
나머지 광역시에서는 204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군·구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라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 시·군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일부 시·군·구의 격자 기반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시·도 지자체 공표 장래인구추계 증감 및
실제 인구변동 추세와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경상북도 구미시는 경상북도에서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35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표 6>과 같이 격자 기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구미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시·도 공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시·군 간 인구이동 패턴을 인구변동 요인에 고려했으
나, 격자 기반 장래인구추계는 시·도 간 인구이동 패턴만을 고려했기 때문
- 또한 전통적인 장래인구추계 방법은 과거의 인구변동 요인 및 기준인구 추세에 기초하고
있기에 지역의 고용여건 변화 및 산업위기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서
실제 인구증감 현상과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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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도별 최대 인구 증가·감소 지역(시·군·구)
시·도

최대 증가 지역

증가 수준(명)

최대 감소 지역

감소 수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5만 2,171

강화군

-1만 3,499

북구

-4만 7,429

대전광역시

중구

-2만 9,197

울산광역시

울주군

-2만 6,194

인천광역시

서구

3만 1,276

광주광역시

-4만 8,830
-5만 75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1만 5,168

경기도

화성시

7만 1,939

양평군

-9,357

강원도

원주시

2만 1,087

횡성군

-4,82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만 8,859

괴산군

-6,45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7만 4,666

서천군

-6,380

정읍시

-1만 5,866

전라북도
전라남도

순천시

8,462

고흥군

-1만 4,898

경상북도

구미시

2만 9,412

경주시

-1만 7,13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488

밀양시

-1만 6,8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만 4,597

주: 시·도 중 최대 증가 지역과 증가 수준(명)이 미표기된 경우는 2040년까지 해당 지역 내 모든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임.
출처: 저자 작성.

n 2040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34%로 2020년 16%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시·군·구 지자체 중 204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그 비율이 약 58%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시·군·구의 장래인구규모와 고령인구의 비율은 반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 지자체의
인구 절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그림 9> 참조)
-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체로 인구규모 역시 매우
작을 것으로 추정되어 인구소멸 위험이 높음
- 2040년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
군(58%), 경상북도 의성군(57%), 전라남도 고흥군(55%), 경상북도 청도군(55%),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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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송군(55%)으로 해당 지역의 장래인구 역시 5만 명 미만으로 인구규모가 적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예상
그림 9

시·군·구 단위 2040년 장래인구추계 및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

주: 1) 경상북도 군위권으로 장래인구는 1만 8,205명으로 추계되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8% 전망
2) 전국에서 장래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고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전망되는 세 개 지역은 모두 경기도에
속해 있으며 부천[2.1], 화성[2.2], 남양주[2.3]로 예상
3) 서울특별시 중 2040년 인구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송파구로 약 61만 3,080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전망
4) 비수도권 지역 중 2040년 인구 규모가 5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주시[4.1], 세종특별자치시[4.2],
경남 김해시[4.3], 대구 달서구[4.4]이며, 이 지역들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특히 세종의
경우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전망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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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 현장밀착형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의 인구 현황을 촘촘하게 진단하고, 서로 다른 구획 기준의
다양한 공간데이터와 유연하게 융합 가능한 소지역 단위 인구 데이터가 필요

∙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을 위해서는 소지역 단위의 인구·가구 분
포 및 인구밀도 전망과 생활권 공간의 특징(시가화구역 여부, 개발축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
하지만, 다양한 집계단위 이종 공간 데이터와 유연하게 융합 가능한 소지역 단위 인구지표
가 부재한 실정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코호트 요인법 기반의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은 기존의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장래인구 관련 통계에 비해 장래인구의 분포를 세밀하게 전망할 수
있음
-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인구지표는 개발 가용지 산정에 제한적으로 활용될 뿐 실제 지속가
능한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문별 계획의 서비스 수요 추정 등에 활용에는 제약
- 임은선 외(2017)가 미래의 생활취약지역을 격자 단위로 예측한 것과 같이 격자기반 장래
인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위한 다양한 증거 기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인구의 이동 패턴을 시·도 수준으로 반영했기에 시·도 내 인구
이동을 미시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

∙ 소지역 단위 장래인구추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수행돼온 배
경 중 하나는 인구변동 요인(사망, 출생, 인구이동) 자료가 대부분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공개
되기 때문

∙ 시·도 간 인구 전·출입에 비해서 시·도 또는 시·군 내에서 전·출입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책적 요인과 연동돼 있어 시·군·구 장래인구
추계모형과 같이 과거 추세에 기반을 둔 인구이동 확률을 장래인구추계 모형에 적용하는 것
역시 오차가 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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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밀한 모형 개발을 위해 도시, 농촌, 도농복합지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독립적 추계
모형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코호트 요인법의 결과를 주거 공급 현황과 계획으로 보정한 통합 모형
에 대한 연구 필요

∙ Wilson(2011)이 다양한 소지역 단위 장래인구추계 방법론들에 대해 개념의 적절성, 결
과의 상세성, 예측의 정확성, 검증의 용이성, 시나리오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코호트 요인법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같이 도시가 확장 또는 성장하는 지역은 코호트 요인법을 단독으로
활용하기보다 그 결과를 주택 기반의 방법(housing-led method)으로 보정하는 등 통합 모델
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주거공급에 제약이 있는 도심과 제약이 상대적으로 작은 농촌지역을
위한 인구 추계방법론이 분리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코호트요인법과 주택기반 모델을 통합하여 격자단위 장래인구추계 모형을 개발하는
후속연구 수행 필요
- 장래인구추계 통합모델을 위해서는 신규 택지개발계획을 통한 주거지 공급과 주거 건물 노
후에 따른 재개발 계획 등을 읍·면·동 단위보다 세밀한 수준(세대 단위 등)에서 패턴을 분석
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른 격자 간 인구이동 확률을 도출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함
- 코호트 요인법과 주택 기반의 방법을 통합한 장래인구추계모형을 개발할 때 신도시 인구
유입과 원도심의 쇠퇴(빈집 증가 등) 전망 연구를 함께 진행하면 관련 국토 정책 간 연계성
및 실효성 제고 가능

n 주택 공급, 정주환경(기반시설 및 생활SOC) 자연환경(표고 및 경사도) 등 장래인구에 영향을 주
는 많은 인자를 정의하고 이를 딥러닝에 적용한 장래인구예측 모델 개발 필요

∙ 최근 딥러닝과 같이 예측력이 높은 방법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장래인구 분야
에 활용한 사례가 없어 딥러닝 기반의 장래인구 예측에 관한 후속 연구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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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역할정립 필요성
n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공간 단위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작됨

∙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외곽 신도시 개발 등의
외연적 도시확장, 건설 정책이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 과거 공공이 주도하여 민간의 사업성에 기반을 둔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과 달리 공공,
민간,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
법)」 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 2016년
도시재생 일반지역 33개소 선정 및 추진을 통해 본격화되었음

n 초기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도시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 참여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
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국토교통부
2017, 7)한다고 하였으나,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대한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 등
현장기반의 사업지원이 요구되면서 특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역할로서 현장지
원센터가 설립·운영됨

∙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장소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지역
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필수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 현장의 거점으로서 도
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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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도시재생뉴
딜사업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도구로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 특화발전과 자립성장을 유도하고자 함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년 동안 매년 100곳, 10조 원의 자금 투입(총 500곳, 50조 원)을 통해
낙후하거나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연간 1500억
원 수준으로 전국 46곳에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와 범위 면에서 현저히 확대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관리 주체와 역할 확장 요구도 필연적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사업추진과 관리체계 확립하
고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의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연구원을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기구로
활용·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광역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함

∙ 덧붙여,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참여기반 구축을 통해 bottom-up의 거버넌스를 활
성화를 위해 주민 서비스의 통합플랫폼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300곳 이
상 설치를 목표로 함(국토교통부 2018, 2)
표 1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의 주요 내용 및 세부 내용 정리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주요 내용
① 지역별 ‘도시재생대학’ 확충(2018년 50개 이상 → 2022년까지 200개 이상
② ‘소규모 재생사업’ 도입(2018년 4월, 연 50곳),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2018년 4월, 연
60곳)
③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2022년까지 300곳 이상), 주민 서비스의 통합플랫폼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세부 내용
[3.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3. 광역지자체 거버넌스 지원]
∙ 광역지자체가 권역별 뉴딜사업 및 지역중심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등의 전문역량 강화(2018년 4월)
∙ 전국 17개 시·도에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추진, 단기간 내 설치·운영이 곤란한 지역은
지방공기업 등을 활용
- 지방공업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연구원을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기구로 활용
추진(2018년 상반기)
출처: 국토교통부 2018, 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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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9년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0여 개이며, 행정위계별로 광역·기
초·현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주도의 사업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각 위계별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한
실정임

∙ 특히,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의 경우 16개의 지자체별 센터가 설립되었
으나 하위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초·현장 지원센터와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
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를 위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
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n 본 연구는 광역지원센터 현황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광역지원센터의 문제점을 탐색하
고 개선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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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관련 법·제도 현황
n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은 도시재생특별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설치 및 운영, 위탁,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례에 나타난 센터의 역할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김예성 2017,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규정된 센터의 주요 업무는 ① 도시재생활
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② 주민협의체 지원, ③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④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임

∙ 도시재생국가기본방침에서는 역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
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동일하게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계획수립 지원,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주민
참여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n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원활한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지원하고자 발간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구성과 역할, 운영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현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중임

∙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이전, 2014년 최초 발간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역할과 세부내용을 제시함

∙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소규모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밀착형 사업
계획과 활성화지역 내에서 주민체감형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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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발표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구분하여 현장지원센터 설립을 권고함

n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주도의 사업추진과 관리체계 구축을 유
도하는 등 광역자원의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지속되자, 2018년 발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 처음 제시됨

∙ 2018년 발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사
업유형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설치 권고를 달리하고 있음
-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은 광역지원센터가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았지만, 일반근
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를 광역
지자체·기초지자체·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각 담당 범위에 따라 구분함
- 이후 개정된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유형을 동일하게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를 명
시함
표 2 도시재생 가이드라인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구분 여부
분류

연도

유형

선도
지역

2014

전체 유형

일반
지역

2016
2017(개정)

전체 유형

2018
뉴딜
지역

2018(개정)
2019

가이드라인명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전체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전체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시·군·구 도지재생지원센터)

○
(시·군·구 도지재생지원센터)

○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
○

○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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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이드라인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제도 변화

출처: 저자 작성.

n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9가지를 제시함
표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④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⑥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⑦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⑧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⑨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출처: 국토교통부 2017, 8.

n 현재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에서 광역지원센터의 설치를 권고하면서 광역지원센터와 기초·현
장지원센터 간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없도록 구분된 역할 수행의 필요성과 함께 예시적 역할을 제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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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제시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으로 7개 분야 15개 업무로 나누었으며, 기초·현장센터와 구분하여 제시됨

n 가이드라인에서 센터 역할을 구분하여 예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지자체
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운영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각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고, 역할 정립에 필요한 제도가 전무함

∙ 특히, 광역지원센터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군 간 계획의 연계·조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등 행정이나, 기
초·현장지원센터 지원 등에 필요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
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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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구분(예시)
구분

광역

기초

현장

설치

∙ 광역지자체(시·도)

∙ 기초지자체(시·군·구)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뉴딜사업 지역)

정책
지원

∙
∙
∙
∙

∙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역단위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지원

∙ 사업단위 주민·상인
협의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등 지원

∙ (시·군)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구)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 지원
∙ 지역자원 및 잠재력 조사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제도 발전 조사·연구
전문가 육성·파견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실적평가 관리 지원
∙ 기초·현장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 (市)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道)시·군 간 계획의
연계·조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협업

역량
강화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지원
∙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지원
∙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 부처 협업사업 발굴·연계
∙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 지역 전문가 육성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 현장 활동가 육성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등)
∙ 자체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기획·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지원

(도시재생대학 등)
∙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주민의견 조정 및 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상인협의체 조직화 및
운영 지원
∙ 주민의견 조정, 상담 및 참여

주민

활성화 지원
∙ 아이·어르신돌봄, 방과후
학습 등 공동체활동 지원

참여

일자리
·창업

홍보

∙ 사업과정 기록화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창업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창업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

∙ 워크숍, 박람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홍보
∙ 주민주도 홍보 프로그램

∙ 마을신문 등 정보교류 매체
제작·배포

∙ 지역 언론사 간담회,
기획홍보, 사례지 팸투어 등
지원

지원

주: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광역, 기초, 현장 간 유연하게 적용·운영 가능.
출처:2019년
국토교통부
2018,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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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행사·축제 기획

03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현황

n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8월 기준 전국 176개소로 조사되었으며, 17개 광역시·도 지
자체 중 전라남도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임

∙ 2017년 10월 조사 당시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77개소(정은진 외 2018)로 파악되었던
것에 비해, 100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광역지원센터도 대부분 설립·운영 중임

∙ 이는,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어 도시재생(현장)지원센
터의 설치가 권고에서 필수로 강화되었고, 도시재생사업 계획 평가인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에서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는 등의 결과로 보임
표 5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 현황(2019년 8월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76 24

11

6

9

5

5

5

1

27

14

11

7

15

9

13

11

3

광역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

1

1

1

기초 89

8

9

2

8

2

0

1

0

14

9

3

3

7

7

11

6

0

현장 69

15

1

3

0

2

4

3

0

12

4

7

3

7

2

1

4

2

주: 광역지원센터는 2019년 8월 현황조사를 재시행하였으나 기초 및 현장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된 개수로 현시점
설립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저자 작성.

n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16개소 중 부산, 대전, 대구 등 7개 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었
던 2017년 이전 설립되었으며, 강원, 충북, 충남 등 10개소의 광역지원센터가 뉴딜사업 이후 설
립되었음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상 광역지자체의 거버넌스를 지원함에 따라 17개 시·도는 광역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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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원센터를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n 광역지원센터의 설립형태는 공공위탁이 1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위탁의 경우 인천, 울산,
전북 등 지방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강원, 충북, 충남 등 지방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파악되
며, 그 외 민간위탁과 재단법인이 각각 2개소, 행정직영이 1개소로 나타남

∙ 기초·행정지원센터의 설립형태가 대다수 행정직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광역지원센터
는 민간·공공위탁 유형이 많은 이유는 현장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역주민, 협의
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최우선시 되는 현장·기초지원센터와 달리 광역지원센터는 전문성과
기초·현장을 총괄하는 포용적 조직 성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 조직의 지역기반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위탁(지방도시공사 및 연구원)이 선호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설립형태에서 뉴딜사업 이전에 설립된 광역지원센터는 설립형태가 다양한 것에 반해,
뉴딜사업 이후 설립된 센터의 설립형태는 모두 공공위탁인 것은 ‘단기간 내 설치·운영이 곤
란한 경우 지방공기업·지방연구원 등 활용’이라는 가이드라인의 권장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n 공사나 연구원으로 위탁한 광역지원센터는 공통적으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간 임대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존 기관의 경험과 역량, 전문 인력, 기관이 가지는 지역 내 네트
워크,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지역의 도시지방공사를 활용은 기존 도시지방공사가 도시재생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
는 주체로서 주거지 정비와 혁신거점사업, 임대주택 공급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 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둠으로써 계획수립에서 사업실행까지 적극적 협
력이 용이하며 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할 수 있음

∙ 지방연구원은 해당 지역 도시정책 발굴,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 내 도시정책 연구를 주고
담당하며 지역 전문가의 핵심조직으로서, 연구원 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계획과 연계
한 도재생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 지체 도시재생 정책 발굴, 전문가 네트워크 등 견고한 기반
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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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국 광역지원센터 설립 현황
순번

지역

센터명

설립형태

수탁기관

설립일

㈜커런트코리아, ㈜역사만들기,
민간위탁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2017.07.06
컨소시엄

1

서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3

인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인천도시공사

2018.03.05

4

대구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대구경북연구원

2015.06.01

5

광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6

대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7

울산

울산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법인

재단법인

2015.06.01

2017.09.05

대전발전연구원

2015.06.24

울산도시공사

2019.06.04

행정직영

2015.09.24

9

경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경기도시공사

2016.05.20

10

강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강원연구원

2018.09.17

11

충북

충북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충북연구원

2019.06.07

12

충남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충남연구원

2019.06.18

13

전북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전북개발공사

2019.07.01

14

전남

미설립

15

경북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경북개발공사

2019.06.03

16

경남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2018.10.22

17

제주

경남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

2016.08.24

주: 음영은 도시재생뉴딜 이전에 설립된 광역지원센터임.
출처: 저자 작성.

n 한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장지원센터와는 달리 광역지원센터는 센터
의 설립시기를 비롯하여 지자체에 따라 부여되는 역할과 범위가 상이해 설립 목적이 다양함

∙ 특히, 도시재생뉴딜 이전에 설립된 광역지원센터의 경우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국
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됨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세종시가 국가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프로
젝트 추진의 거버넌스 거점 조성 필요성에 따라 설립이 추진됨(임상연 외 2017, 55)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 운영되던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도시재생선도사업
을 흡수하면서 통합운영과 안정적 센터운영을 위해 센터를 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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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지원사항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역량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설립됨(이왕건 외 2016, 63, 재정리)

∙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설립된 광역지원센터는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기초·현장지
원센터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정책 발굴, 지역 전문가 양성, 기존 도시재생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설립됨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과 기관을 잇는 일종의 연결고리로서 주민 참여도를 높
이고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강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기
초·현장센터와 지역활동가를 지원하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이
고 효율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n 대다수의 광역지원센터는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계획 수립·지원,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도시재
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사업 홍보,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여건과 센터의 상황에 따라 예산 및 구성인
원1)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상이하게 나타남
- 개원 3년차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정립을 위하여 도시
재생기업(CRC)육성 지원사업, 서울형 집수리지원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지원사업과 교
육 분야와 대상에 따라 차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13개 교육프로그램, 서울 도시재생포털
관리 등을 위해 총 45명이 60억 원 예산 규모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올해 개소한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3인,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자 도시재생 정책지도 작성, 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교육, DB 구축 등 초기
기반조성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임

1) 최근 설립된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부분 인력 3~5명 내외, 예산 3~6억 원 정도의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사업계획 컨설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자체 수요에 따라 관련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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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국 광역지원센터 업무 현황
순번

센터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울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①

②

③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현황
⑤
⑥
○

○

○
○
○

○
○
○

○

○
○

○
○
○
○
○
○
○
○

⑦

⑧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④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⑥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⑦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⑧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⑨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본 조사는 강원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광역도)센터 현황조사, 저자의 센터 홈페이지 및 메일링을 통한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으나 실제업무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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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역할 탐색
n 본 장에서는 광역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지자체 전담조직 담당자, 센터 관계자, 학계 전문
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n 2017년 설문조사2)에 따르면, 기초·현장지원센터는 광역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에서 ① 지원
센터에 대한 전문가 육성 혹은 파견 지원, ②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③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으나, 항목에 대한 세부 역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표 8 2017년 진행된 조직 위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요 역할 설문 조사 결과
1) 광역지원센터
① 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육성 혹은 파견 지원
②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③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2) 기초지원센터

3) 현장지원센터

①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①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②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②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③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③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출처: 정은진 외 2018.

n 이번 서면질의와 심층면적조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
드라인에 제시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안)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각 업무에 대해 센터별 역할 배
분, 세부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음

∙ 지자체별로 광역·기초·현장 지원센터 위계가 구축된 지 1~2년차의 운영 초기로 이러한 행

2) 설문결과는 2017년 10월 기준 운영 중이었던 77개소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설문에 참여한 5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직위계별로 센터에서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중 광역지원센터의 내용을 추출하여 재정리함(정은
진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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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계 속에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것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
시재생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상자3)를 중심으로 시행하였음

∙ 각 분야 대상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반적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박사 이상의 근무자로 한정하였으며, 행정조직 관계자 2명,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 8명, 학계 전문가 3명 총 12명을 선정4)하였고, 관련 조사는 서면질의와 심층면접조사
(In-depth Interview)의 방법을 사용하여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함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n 광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초·지원센터가 계
획에 대한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략계획
차원에서 도시 간의 계획 연계, 부처협업사업의 연계, 계획과 사업 추진에서의 방향 설정 등의 관점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광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역량구축, 전문가 매칭, 기
초지원센터의 계획 수립 지원 방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제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초와
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의견 제
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3) 본 연구는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조사 대상을 행정 조직 관계자(국토교통부 및 기초자치단체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등),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기관 등)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재생
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광역도)센터 현황조사와 각 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조사 및 메일링을 통한
현황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0년 이상 경력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은 약 200명 내외로 추정함.
4)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있어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샘플링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 조사 대상의 수 부족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추후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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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나 현장지원센터에 비해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광역지원센터가 활성화계획을 컨설팅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는 계획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 알선 업무, 타 지자체의 사례 정보를 공유하는 계획 수립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지원센터 실무자
“광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광역 지역 내 전문 인력pool 구성 및
운영·지원하고, 기초·현장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자체의 행정편의 또는 용역사의 업무편의 중심의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민의견수렴 지원”
△△△ 도시재생 전문가
“전략계획은 광역센터가 중심이 되어 탑다운 방식으로, 활성화계획은 현장, 기초센터가 중심이
되어 바텀업 방식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국토교통부 사무관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 주민 의견조정은 사업현장과 밀접한 현장·기초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되, 광역지원센
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를 유형화하여 효율적인 갈등해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초
및 현장 센터의 주민의견조정 업무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취합하여, 관련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주
민의 의견조정 업무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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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주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고 반영하는 역할은 기초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직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국비사업선정이 안된 현장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광역지원센
터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고 돕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힘들어요.”
□□□ 광역지원센터
팀장

“우리는 주민 의견들을 듣고.. 쉽게 말하면 민원이죠, 이런 일을 하는 기초·현장지원센터 코디나
활동가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장. 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요.”
◇◇◇ 광역지원센터 센터장

3)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n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능동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
재생사업의 핵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필수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나 대다수의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교육의 대상, 과정, 수업 방법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제시됨

“대부분의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중인데, 지자체별로도 행정위계별로도 차이가 없고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현가능성 평가 항목으로 교육 횟수 채우기에
급급한 지자체도 많다.”
△△△ 지원기구 관계자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분야에서 유명한 도시재생 전문가를 찾기도 힘들고, 또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우리 센터에서 전문가를 대신 섭외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 광역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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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원센터에서 왜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지원센터와 어떤
차별화를 두는지도 모르겠고. 지역에서는 일할 전문가를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광역지원센
터에서는 전문가 교육이나 발굴을 통해서 업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 현장지원센터 실무자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는 실습형 교육을, 광역지원센터에서는 이론, 정책과 같은 전달식 교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
△△△ 국토교통부 사무관

4)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n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도시재생대학
과정 교육을 통해 양성되거나,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을 통해 발굴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함(○○현장지원센터)

∙ 이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의 조직을 발굴·양성하고,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되기까지 그들의 도우미 역할이 되어야 함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겨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생성되거나,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을 통해 발굴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현장지원
센터에서 주민협의체, 마을기업관련 교육과 연계하여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전문가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아요. 실패했더라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경험인데, 의회나 언론에서 실패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실패로 단정지으면 안돼요. 이런
지원은 확대되어야 맞죠.”
▽▽▽ 도시재생 공무원
“광역지원센터는 분야별 지역전문가 pool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 전문가 매칭 및 운영 노하우
전파해야 함.”
○○○ 국토교통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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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n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참여가 관내
단체, 지역 유지 등을 중심으로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 코디, 활동가가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주민과 함께 직접 사업을 추
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광역지원센터는 인건비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 코디, 활동가 인력을 양성·파견하여 능력있는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함(○○○ 현장지원센터)

6)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n 주민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광역지원센터는 실제로 현장에서 증가
하는 사회적 경제, 문화, 복지에 대한 수요 대응 등 타 부처 및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지역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기초·현장센터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 또한, 광역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왔고, 시·구·군별로 도
시재생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만큼 센터가 각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시·구·군 도시
재생사업을 조정, 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함(◇◇◇ 광역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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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차원에서 기초·현장지원센터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등 효과가 있다. 그러나 광역센터는 이들의 의견전달자일
뿐 지역 내에서 그것을 해결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위지원센터의 협조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 광역지원센터 팀장

“주민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현장·기초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광역지원센터는 광역 내 지역
간 센터, 타 부처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기구 관계자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철도청, 도시공사 등 타 부처나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지자체는 한계가 있음. 이를 위해 광역·중앙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광역지원센터가 지역중간지원조직의 협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도시재생 전문가

7)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n 사업 또는 지자체 단위 홍보는 홍보내용, 기사의 질, 대상 등 활동의 효과가 담보되지 못하고, 대부
분 무리한 소식지 발간 및 소식지의 무분별한 배포를 통한 사업성과 만들기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마을방송·미디어의 경우 홍보 내용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적어 상시적
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차원에서 홍보내용의 수준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사업홍보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홍보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안 그래도 부족한 센터 인력들이 홍보에 에너지를 쏟기에는
다른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만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 현장지원센터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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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n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된 지 5년이 경과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 크고 작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차별 추진실적평가에 의해 겨우 성과를 측정하는 등 운영
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이나 성과관리 체계가 미비한 경향이 있음

∙ 대부분의 일반지역, 뉴딜지역(2017년 선정분)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
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n 특히, 도시재생사업 선정권한이 일부 광역지자체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관리 및 책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바, 광역의 지원조직인 광역지원센터는 센터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의 선정
부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목표 수립 및 평가측정 등 모니터링까지의 평가체계를 마련하
고, 총괄적 지원주체로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특히, 기초·현장지원센터와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밀착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광
역행정과의 관계를 활용한 평가지원을 병행하여 관내 사업을 독려할 수 있음

“광역지원센터가 관내 도시재생사업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역여론을 너무 잘 아는 위치에서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에 결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광역지원센터가 평가 전에 컨설팅을 함으로서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평가과정에서는 평가서를 검토해서 의견을 주는 정도의 역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광역지원센터 센터장

“000도 평가를 갔을 때, 광역지원센터 관계자는 볼 수 없어 의아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업수가
계속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언제까지 사업 선정 및 사업관리 전부를 담당할 수
있을까. 광역지원센터에 평가·사업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업무에 대해 지원체
계를 만들어가야 행정의 업무로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재생 전문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광역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평가와 관리 등 업무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행정과 센터의 협업은 필수적이죠.”
◎◎◎ 광역지자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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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역할 제안
n 광역지원센터는 기초·현장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행정위계에 따른
업무분배를 통해 업무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과제나 수요, 아이디어 등 물리적 환경이나 공간 정비, 사회경제적 재생으
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 담당하되 광역지원센터는 현장의 사
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기반 조성, 지역 재생정책 개발 등 간접적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
야함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광역지원센터는 광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초·현장지원센터의 적절한 역할 분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개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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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역지원센터의 직·간접 업무 분류

출처: 저자 작성.

1)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업지원 체계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n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평가·관리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평가 및 평가검증
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 중앙 지원기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하던 도시재생사업 선
정·실적 평가 지원업무 역시, 광역지자체의 지원조직인 광역지원센터로 이관되어야 함

∙ 기존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도시재생사업 평가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지원기
구 1인당 10개소 내외 담당), 실제 평가 과정에서도 검토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함

∙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광역지원센터는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업무 협력 관계를 정립하고, 광
역단위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및 사업 지원, 전문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n 한편, 광역지원센터는 전략계획 이슈 발굴 및 활성화 위주의 총괄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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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사업평가를 지원해야 함

∙ 광역지원센터는 단일 지역의 활성화계획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계획 연
계, 부처협업사업의 연계, 계획과 사업 추진에서의 방향 설정 등의 관점에서 컨설팅을 시행하
되, 각 분야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문가를 네트워크화하여 적합한 지역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n 기초·현장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업DB 구축, 지역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 검토, 주요 지표 분석을 통한 관내 도시재생 정책 발굴 및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지역과 밀접한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사업 현장에 대한 수요와 현황 파악, 데이터 구축 등 상
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광역지원센터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출처: 서수정 외 2014, 34, 저자 재작성.

n 충청남도의 경우 지속적인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도 단위의 정기적·일괄적 사
업 모니터링을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통적인 모니터링 지표
를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는 장소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과 데이
터에 기반한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계획수립
을 지원하기 위함임(충남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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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적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전문가 육성, 지역 역량 강화
n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수강 대상의 특성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고려하여 교육 과정, 운영방식, 교육 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마련해야 함

∙ 도시재생대학은 지역 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창출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주민,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지역개발에 관계된 기업(공기업, 사기업), 행정 등 보
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함(전병혜 외 2017, 156)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도시재생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초급과정은 주민의 접근성과
관심도 유발이 보다 용이한 현장·기초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행정(전담조직)을 포함한 코디
네이터, 지역 대학생 등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은 광역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등 행정
위계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분배 ·진행하여 기능을 차별화하되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육생
의 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때, 강사진들의 전문성 및 교육방법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강의 프로그램의 중복성 문제
는 운영 준비단계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전 워크숍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교육방
법,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 논의와 교차검토가 필요함(전병혜 외 2017, 174)

n 장기적으로 광역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광역지원센터가 사업지역 주민
의 특성(인구구성, 참여정도 등)을 분석하여, 지자체 또는 사업지역에 적합한 전문가 및 프로그램
유형(학술기반, 사업기반, 실무기반, 갈등조정 등)을 제안하는 등 기초·현장 센터의 교육을 지원
하는 역할로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초·현장센터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강의계획서, 강의자료 등을 개발하여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 배양을 유도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 및 분야전문가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사
업현장을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등 광역지원센터는 교육지원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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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교육 지원 및 운영(안)
교육 지원

+

교육 시행
행정위계

과정

수강대상

교육내용

광역
지원센터

고급
과정

도시재생 전담조직
담당자, 시·군·구
지원센터 실무자

도시재생과 기획,
예산의 이해,
도시재생과 협치,
정책에 따른 심층 토론
및 워크숍

↑

↑

↑

↑
주민공모사업의 이해,
연계사업 발굴,
지역자원조사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교육 인력 POOL 구축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교육정보 지원

지원

지원

→

→

기초
지원센터

중급
과정

코디네이터 및 지역
대학생 등

↑

↑

↑

현장
지원센터

초급
과정

지역주민, 활동가
지역 청소년 등

↑
도시재생의 기본 이해와
관심유도, 주민 참여의
의미,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도시재생 현장 답사
등

출처: 저자 작성.

n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을 주민학교,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대학원으로 단계
를 구분하고 광역지원센터는 전담조직, 기초·현장지원센터 등 공공인력,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인력 등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인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을 운영함

∙ 초·중급 과정인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학교는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 교육하되, 이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에서는 관련 교육DB를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초·현장지
원센터를 지원하여 지역 내 체계적 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그림 5 강원도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체 및 내용
운영주체

과정명

교육내용 및 목적

광역지원센터

도시재생 대학원 대학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역대학 연계 교육 등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

↑

↑

↑

기초지원센터

도시재생 대학

지역(마을)활동가 및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등
도시재생 현장인력 양성

↑

↑

↑

주민학교

주민, 주민협의체 등 주민역량 강화,
주민 의견 수렴

현장지원센터

출처: 추용욱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터뷰,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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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 네트워크 구축
n 광역지원센터는 지역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센터 간 현장 자료 및 경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 지원해야 함

∙ 각 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 코디네이터 협의회, 기초·현장 센터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별 도시재생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학습 및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서수정 외 2014, 188).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지역기반을 마련해 주고 나아가 그들을 육성하고 파견하는데 센터가 역할
을 할 수 있음

n 광역지원센터는 기초·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넘어서 관내 민간조직,
대학,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 조직들을 상호 연계시켜줌으로서 재생사업에
서 이들 조직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

∙ 정부에서는 부처협업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부처
사업과 운영 조직들은 그들의 개별법과 조례들을 근거하고 있어 사업에 즉각적으로 추진,
투입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제공,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사업 규모가 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의
경우 많은 사업이 서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도시재생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장소중심적으로 각 지역에 정착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조직들이 서로 협력구조를 이루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서수정 외 2014, 42)

∙ 따라서 지자체를 넘어 광역차원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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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광역지원센터 지역 네트워크 구축(안)

출처: 저자 작성.

n 최근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문화, 청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경제, 여성가족, 전통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과 교류를 위해 간담회와 세미나, 정기회의를 이어오고 있음

∙ 작년 7월에는 20개의 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도시재생 뉴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 이러한 다양한 활동주체들과 실제 기획자들, 그리고 행정담당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자 함(이자복 2018, 84)

n 한편, 2017년 창립된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는 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 사업들이 보다 일관성 있고 원활히 이루어지
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정부, 시·도 행정 및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가교 역할과 센터 조직의 위상 제고와
센터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제안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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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기능

출처: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n 한편, 중앙차원의 대표적 협의체이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토부를 포함한 16개 관계부처 장·
차관의 정부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협의채널을 확대하고 지자체 사업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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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책 제언
n 이 글에서는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사례조사를 통해 광역지원센터의 중요 역할을 ①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업지원 체계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 체계적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전문가 육성, 지역 역량 강화, ③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 네트
워크 구축 등으로 제안하였음
n 제안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 정립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 권한이 명
확하게 주어져야 함

∙ 광역지원센터가 현장·기초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지자체와 정책을 협의하고 지
원하는 채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도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인식이 아직 부족함
- 센터 자체가 각 지역의 행정/재정/인력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광역지원센터는 대부분 최근 설립되어 광역·기초·현장지원
센터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 또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광역지원센터가 하위 용역기관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
협력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지원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센터를 인식하여야 함

∙ 한편,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장에서 지원
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분석, 사례공유를 통해 제도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지역특성 및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서수정 외 2014, 90), 그에 필요한 센터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함

∙ 광역지원센터가 기초·지원센터의 지원 및 정책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센터별 필수 역할
을 설정하여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나아가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재생의 지속성과 이
를 위한 지원 등 센터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추가적 역할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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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광역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방안과 장기적이
고 구체적인 조직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국
토
연
구
원

∙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역지원센터는 지
방공사, 지방연구원 등에 위탁 운영 중에 있어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짐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 및 효과, 실행가능성 등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구축된 사업DB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내 도시재생 정책 발굴 및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단기적 운영을 위한 조직형태에서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광역지원센터 예산은 전액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야 함에 따라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위한 의회
승인 등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부하는 국비 사업비 중 일부를 광역지원센
터의 운영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n 광역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파견 등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
속적인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함

∙ 현재 광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도시문제
를 관리하고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구성원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지역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
- 광역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각 도시재생센터의 구성원은 주민 참여를 위한 공동체 기반 형성, 주
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지원해야 함에 따라 동일한 맥락으로 역량 강화와 그에 따른 근무안정성 지원이 필요함

∙ 광역지원센터는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 내 조직으로 성장해야
하며, 조직 자체만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자체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사업 지원조직의 역할
을 해야 함

∙ 광역지원센터 실무인력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관리 등 실무 능력의 지역 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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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전문 인력의 장기교육 또는 기초·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지원기구 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과 사업관리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지원기구 차원에서도 광역지원센터의 운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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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시 부상한 미국의 그린 뉴딜
n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그린 뉴딜 등장

∙ ‘뉴딜(New Deal)’은 1932년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잊힌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표방하며 공공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회경제 개혁 정책1)

∙ 2007년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뉴딜’을 제시한 것처럼, 21세기에는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하자고
제안(Friedman 2007)
Ÿ 2008년 영국 그린 뉴딜 그룹(Green New Deal Group)은 금융위기‧기후변화‧고유가의
삼중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면서 금
융‧세제‧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강조(Green New Deal Group 2008)
Ÿ 2009년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lan, UNEP)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 주요 투자 분야는 1)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2)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3) 하이브리
드 자동차, 고속철도, BRT(Bus Rapid Transit) 지속가능한 교통 4) 깨끗한 물, 숲, 토양,
산호초 보전을 담은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UNEP 2009)

∙ 2012년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 질 스타인(Jill Stein)은 낡은 회색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 공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net zero)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으로 기후위기에 맞서며, 경제권리 장전으로 건강보험, 모두
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계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 대학 무상교육 정책 제시2)

n 2019년 2월 7일, 미국 민주당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목표 ‘그린 뉴딜 결의안’3) 제출

1) Democratic promise of a “new deal” for the “forgotten man”(https://www.britannica.com/event/New-Deal)
2) https://www.gp.org/green_new_deal
3) 하원 결의안 109 (H.Res.109, 116th Congress 1st Session), 2018년 2월 7일(현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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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를 포함
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 의원 9명 ‘그린 뉴딜 결의안’ 제출(Alexandria
Ocasio-Cortez 2019).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
로 그린 뉴딜 제시

∙ 그린 뉴딜은 ‘그린’과 ‘뉴딜’의 조합. ‘그린’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파괴적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부와 이득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
식에서 벗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 ‘뉴딜’은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
것처럼 대규모 정부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 경제 번영
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Hockett and Gunn-Wright 2019)
Ÿ 결의안은 총 14쪽이며, 1.5도 IPCC 특별보고서로 시작해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경
제적 불평등과 차별문제에 대해 강조.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를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50년에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함. 결의안은
2014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경제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Ÿ 연방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펼쳐야 할 의무로 1)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2) 미국 시민 모두를 위한 수백만 개
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번영‧안정 보장 3) 21세기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성
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 투자 4) 모든 시민과 이후 세대를 위한 깨끗한 공기와 물, 기
후와 지역사회 회복력, 건강한 식품, 자연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 보장 5)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 증진을 명시함4)
Ÿ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모든 인프라 업그레이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 스마트 그리드 구축, 대중교통 확충과 고속철도 도입, 건물 에너지 효율
화, 농업부문 탄소 중립 등 14개 부문 제안(<표 1> 참조)
Ÿ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그린 뉴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활발한 논
의 진행 중. 조 바이든(Joe Biden)은 2050년 온실가스 넷 제로를 목표로 1.7조 달러
의 예산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버니 샌더
스(Bernie Sanders)는 2030년까지 모든 전력과 운송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생
4) 결의문에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는 원주민, 유색 인종 공동체, 이민자 공동체, 비 산업화한 지역 공동체, 인구소멸 위기의 농촌
공동체, 빈곤층, 저소득층 노동자, 여성, 노인, 집이 없는 사람들, 장애인, 청소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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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며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16조 달러 편성을, 엘
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청정에너지 생산과 연구에 2조 달러 편성을 공
약으로 제시(Sarlin 2019).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파리협정5) 탈퇴를 천명(CNN 2019)
표 1 그린 뉴딜 결의안에서 10년 내에 추진해야 할 14개 주요 프로젝트

n 국가적으로 14개의 인프라와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와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내에 실현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할 프로젝트
A.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B. 미국의 모든 인프라를 기후변화 재난 대응과 깨끗한 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개선
C. 청정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탄소 배출제로 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
D.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그리드 구축
E.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모든 건물개선
F. 산업 부문에서 청정 공정 방식 확산(태양광 패널 산업, 풍력터빈 공장, 배터리 및 저장 산업,
에너지 효율), 산업공정에서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방지
G. 농민‧목장주와 협력해 지속 가능하고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
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 독립적인 가족농 확대
H.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교통체계 수립, 초고속 열차망 건설, 대중교통 확충으로 내연기
관 차량 대체
I.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인한 장기 건강 영향 완화
J. 숲 가꾸기, 보전, 자연복원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고, 오염 해결
K. 훼손되고 위협받는 모든 생태계 복원
L. 기존 유해폐기물로 버려진 땅을 정화해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
M. 새로운 배출원을 확인하고 온실가스 제거 해결책 마련
N.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선두주자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세계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정보, 기
술, 전문성, 성과 공유
출처: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es109/BILLS-116hres109ih.pdf (2019년 12월 27일 검색)

Ÿ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고단한 삶을 대전환하는 정책으로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이내에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화석 문명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
정치·산업 구조 개혁 정책.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ze Movement)6)를 포함한 청년
기후변화행동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5)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2021년부터
협약대상국 모든 국가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행에 옮겨야 함.
6) https://www.sunrisemoveme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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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린 뉴딜의 3대 지향 목표

n 미국의 그린 뉴딜은 파리협정을 포함,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 경제 정책에 영향
Ÿ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의 90% 이상(민주당 96%, 공화당 83%)이 기후변
화 정책을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응답(eco America 2018)
Ÿ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1월 4일 UN에 성명을 보내 파리협정 탈퇴 통보.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 석탄발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와 보조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반환경 정책 추진.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 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분야

∙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파리
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 민주당이 승리하면
기후변화 정책이 주류화된 유럽에 그린 뉴딜을 표방한 미국까지 가세해 온실가스 넷 제로를
위한 세계 경제전환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 큼

∙ 미국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바 있음. 2015년 박근
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7) 대비 25.7%를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 이후 37%로 상향. 늘어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감축분 11.3% 추가(강찬수 2018)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온실가스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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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사회 그린 뉴딜의

필요성
n 세계 기후규제 강화와 기후위기 비상행동 확산, 기후변화 대안으로 그린 뉴딜 확산
Ÿ IPCC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를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기준 45%를 줄이고,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함(IPCC 2018)
Ÿ 스웨덴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시위 전 세계로 확산. 2019년 3월 15일 집회에 128개
국가, 2,333개 도시에서 청소년 140만 명이 참여. 영국에서는 시민들의 ‘멸종 저항’
행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Ÿ 전 세계 25개국 1,216개 지자체 기후비상사태 선포, 해당 인구는 7억 9천 8백만 명
에 달함(2019년 12월 27일 기준)8). 11월 28일, 유럽의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
(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0`을 약속할 것을 촉구
Ÿ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린 딜’을 표방하며,
2050년 넷 제로 법제화와 2030년 감축 목표 50% 상향 선언(Harro van Asselt,
Susanne Droge and Michael Mehling 2019).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한 회원국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 국경세(CO2 Border Tax)’ 도입.9) 전환 자금 확보를 위해 ‘유럽투자
은행’ 일부를 ‘기후은행’으로 전환해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 투자 제안10)
Ÿ 영국 녹색당 캐롤라인 루카스 의원(Caroline Lucas)은 2019년 3월 26일, 그린 뉴딜
정책으로 탈탄소 경제전략 법안(Decarbonization and Economy Strategy Bill) 발

8) https://climateemergencydeclaration.org/ (2019년 12월 27일 검색).
9) 탄소 국경세는 약 10년 전부터 프랑스를 비롯해 몇몇 국가가 제안해 논의되었으나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반대 입장
10)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만들어 석탄산업 관련 공동체를 포함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이들을 지원한
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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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11)

영국 정부는 G7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넷 제로 법안 제출(강상원 2019).

2019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 공약 제
시12)
Ÿ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만든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는 2017
년 7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발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재무적 영향 및
관련 경영·위험 관리 체계를 재무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금융부문에서 기후 위
험 반영 가속화

n 2021년 파리협정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온실가스배
출량 지속 증가
Ÿ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이 전년보다 2.4% 늘어난 7억 914만 톤으로 집계(관
계부처 합동 2019a). 최대 배출량을 기록했던 2013년 6억 9670만 톤을 넘어섬. 저먼워치
(German Watch)가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61위 중 58위 기
록.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현 정부에
서도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
Ÿ 2023년 UN 차원에서 각국 감축 이행 점검이 진행될 예정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
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 있음. 영국 금융
두뇌집단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한국이 석탄발전을
계속하게 될 때 손실액은 1,060억 달러로 손실액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2019). EU의 기후비상사태 선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우
려 증대(매일경제 2019a)
Ÿ 파리협약 당사국은 2020년까지 2030년 국가별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과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UN에 제출해야 함. 파리협정이 관
세장벽을 포함한 규제정책으로 자리 잡으면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국가는 경제 사회적 타격 예상
11)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2017-2019/0365/190365.pdf (2019년 12월 29일 검색).
12) https://labour.org.uk/manifesto/a-green-industrial-revolution/ (2019년 12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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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산업전환과 일자리, 고질적인 불평등 문제 상존
Ÿ 한국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 조선·철강 등은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자동차·전자·석유화학도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제조업
공동화 우려(김정식 2019)
Ÿ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자율주행차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
이는 구조조정 단행(매일경제 2019b). 전기차의 빠른 확대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 및
부품 산업을 포함한 관련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규제와 기술발전이
산업과 고용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야 함
Ÿ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과 석탄발전 관련 산업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
능에너지 산업으로 빠른 전환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13) 대책 필요
Ÿ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이고 청년실업률은 7%(2019년 11
월 기준).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14) 10.5 %이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0.4%(통계청 2019).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 대
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 등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
Ÿ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 산업
고도화 시대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영역은 에너지, 환경, 돌봄, 여가 분야 등으로
기존 산업과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는 종합정책 필요

n 경기침체에 따른 확장재정의 필요성
Ÿ 2019년 4월 발간된 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는 세계 경제 둔화와 불
확실성 증가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같이 재정 여력이 있
는 선진국은 확장재정 및 조기 집행 등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정정책 시행을 권고
(기획재정부 2019)
Ÿ 불황을 내버려 두면 실업 장기화로 인적 자본 손실이 발생하고 투자 의욕 감퇴로 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에 따른 피해와 비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개념.
14) 공식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통계청의 ‘고용 보조지표 3’을 이름. 확장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잠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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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투자율이 하락하면서 공급능력과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조영철 2019)
Ÿ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전환적 뉴딜’ 보고서를 발간,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새로운 산
업 요구에 대응해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포함한 전환적 뉴딜 제안(경
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전략적 재정투자에 의한 경로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
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재정확대 강조(유종일 2019)

n 한국사회 그린 뉴딜 필요성15)
Ÿ 그린 뉴딜은 정부의 재원, 인력, 정책 투입을 통해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할
대안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천 6백만 톤으로
줄여야 함
Ÿ 한국 사회에서도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
제이며, 불황에 따른 일자리 대책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한 가운데 ‘그린 뉴딜’은 적확
한 정책이 될 수 있음
Ÿ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기술이 발달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 일자리 창출 발생. 세
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액의 70%가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수력과 같은 재생가
능에너지에 투자되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 가스, 원전보다 더 저렴해져 그
리드 패리티(Grid Parity)16)에 도달한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효율 높은 에너지 설
비,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수소차와 제로 에너지 빌딩, 플러스 에너지 빌딩 등 기술
대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음
Ÿ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에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수립.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설정.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연결되어 있으며,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규제와 산업전환정책 필요
Ÿ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덴마크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파트너십)17)에서
15) 이유진(2019)의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담은 그린 뉴딜이 필요한 때. 2020 한국의 논점, 289-297. 서울: 북바이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6) 그리드 패러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을 말한다.
17)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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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도 안정화를 지지하며, 녹색성장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연설. 이를 위해서는 이명
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심층 평가를 바탕으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
는 정책 설계 필요
Ÿ 그린 뉴딜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해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미
국 민주당의 그린 뉴딜 재부상은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경험을 기반(Aldy 2019)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형 그린 뉴딜의 비전과 주요 내용, 추진전략 제시

덴마크, 칠레, 에티오피아, 케냐, 멕시코, 베트남이 녹색성장과 2030년 지구적 목표(P4G)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어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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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

그린 뉴딜 비교18)
1)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주요 내용과 성과
n 재임 기간(2009.1~2017.1) 동안 재정투입과 법 제정,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실행
Ÿ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시 10년에 걸쳐 1,500억 달러를 들여 500만 개의 그린 칼라
(green collar)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Collina and Poff 2009). 2009년 2월 17
일 서명한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은 경기부양책으로 7,8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녹색산업 투자액은 941억
달러로 전체 자금의 12%(French, Renner and Gardner 2009)
Ÿ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미국 청정
에너지 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이 의회(하원)에서 승인되
었지만 2010년 상원 통과 실패.19) 2013년 기후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발표
등 대통령 권한으로 그린 뉴딜 정책 수행(박시원 2015). 2015년 8월 3일, 청정전력계획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안 발표. 2030년까지 발전부문 탄소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를 32%로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8%로 상향
Ÿ 그린 뉴딜 정책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목표로 에너지, 교통, 건물,
인력양성 네 가지 부문 중점 지원(<표 2> 참조)
Ÿ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그린 빌딩, 전력망, 친환경 차, 철도 등)에 전체 투자의 51.1%에
해당하는 574억 달러 투자.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Carlock, Mangan and McElwee 2018, 7). 재생가능에너지는 393억 달러(35%), 수처
리 및 쓰레기 처리 분야는 156억 달러(13.9%) 투자

18) 본 장은 이유진, 이후빈(2019)의 “미국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6호. 세종:
국토연구원”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9)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은 온실가스 감축 실행수단으로 청정에너지 활용,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05년 기준 2020년 17%, 2050년 83%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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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9년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 중 그린 뉴딜 관련 집행 예산
부문
에너지

수송

내용

금액

전력망 현대화와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신설

110억 달러

에너지효율과 절약 부문 정액 교부금(block grant)

63억 달러

재생가능에너지 및 송전 사업 대출보증

60억 달러

철도 투자

93억 달러

대중교통 투자

84억 달러

차세대 배터리 체계(advanced battery systems) 보조금

2억 달러

저소득층 가구 내후화(weatherization) 보조

50억 달러

연방정부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45억 달러

에너지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 연구

25억 달러

에너지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직업훈련

5억 달러

건물
인력양성

자료: French, Renner and Gardner(2009, 9)에 기초해 저자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함. 이유진, 이후빈(2019, 5)에서 재인용.

n [에너지] 세금환급, 대출보증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 재임 기간 풍력 및 태양광 전력
369% 증가, 석탄생산 38% 감소,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 11% 감소
ㅇ 주요정책
Ÿ 에너지투자 세액공제(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ITC)는 태양광과 연
료전지, 소형풍력 발전시설 투자 시 투자세액의 30%를, 지열발전과 마이크로 터빈‧열병합
발전 투자 시에는 투자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 세액공제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PTC)는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등을 이용해 150kW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운전 개시 후 10년간 단위전력
생산량 당 설비비 일정 금액을 환급(장현숙 2012)
Ÿ 에너지혁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보증 프로그램(Department of Energy’s Loan
Guarantee Program)을 마련, 250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 최대 80%까지 대출 보증(유
학식 2017)
Ÿ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채권(Clean Renewable Energy Bonds, CREBs) 16억 달러 발행. 에너지 절약채권
(Qualified Energy Conservation Bonds, QECBs) 24억 달러 발행. 주 정부, 지역 정부
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 지원(장현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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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성과
Ÿ 오바마 정부 때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4배 이상 증가,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서 생산하는 전력 369% 증가, 전력 중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에서 2016년 6.5%로 증가, 태양광은 2008년 대비 2016년에 43배 증가
(Jackson 2018)
Ÿ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16년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
소 배출량은 11% 감소(EIA 2017). 2016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88년 이
래 가장 낮음. 전력믹스에서 석탄발전은 48%에서 30%로 감소하였고, 천연가스는
21%에서 34%로 증가하였으며 원전 비중은 20% 미만 유지
Ÿ 2019년 12월 27일 기준 RE10020) 참여 기업은 221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월마
트 등 미국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동맹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REBA)도 미국기업이 주도
Ÿ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말 풍력과 태양광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공화
당이 요구한 셰일가스와 원유 수출 허용. 2015년 12월 미국 의회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과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에 합의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호황 유지
그림 2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증가 추이

출처: Mundaca and Richter 2014.

20)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 2014년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연합해 시작(http://there100.org/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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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수송] 연비규제 강화, 대체연료 설비와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산업 성장
ㅇ 주요정책
Ÿ 2012년 기업평균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기준을 발
표해 평균 1갤런당 36마일(약 15㎞/L) 수준인 연비 기준을 2025년 1갤런당 54.5마
일(약 23㎞/L)로 강화. 자동차 가중평균연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벌금 형태 세금
부과, 기준에 들어맞지 않으면 0.1MPG(Miles Per Gallon)당 5.5달러 과태료 부과
(전승표 2014)
Ÿ 전기, 수력,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연료 펌프를 설치하는 주유소 등 사업
체에 세금 공제 혜택 제공. 2009년부터 미국 소비자들은 충전식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금 2,500달러를 공제받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 추가로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 공
제(최도영, 박찬국, 김수일 2012)
Ÿ 2009년 3월 19일, 24억 달러 규모 전기차 인센티브 제공 계획 발표.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전기 차량 100만 대 보급 및 배터리 개발부터 실증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기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전 산업을 대상으로 총 48개의 프로젝트 진행(최도영, 박
찬국, 김수일 2012)
Ÿ 2016년 7월 ‘전기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충전시설 인
프라 확장 사업에 최대 45억 달러(약 5조 원)까지 대출 보증, 대체연료 충전 인프라지
역 지정절차 제정 추진, 기술혁신을 위한 EV 해커톤21), 가정과 직장 내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권혁주 2016)
ㅇ 주요성과
Ÿ 기업평균연비제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자동차 판매 유도(최도영, 박찬국, 김수일 2012),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테슬라 모터스(Tesla Motors)가 급격히 성장함

n [건물] 건물에너지 효율화, 연방정부 건물과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ㅇ 주요정책

21)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정 시간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벤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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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에너지효율빌딩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2013년까지 냉난방에너지 대비 50% 이상을 절약
하면 제곱피트(ft²)당 최대 1.80달러 세금 공제, 외장재, 조명, 냉난방 등 시설 교체로 에너
지를 절감하면 제곱피트당 최대 60센트 추가로 면제(장현숙 2012). 2009년 「미국 경기회
복과 재투자법」에 따라 내후화 사업(Wheatherization)22)에 50억 달러(5조 6천억 원)를
투입해 3년 동안 약 100만 가구 주택에너지 효율화 진행(Coggin 2016a). 2015년 오크리
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 따르면 내후화 사업으로 절감한 주
택에너지 비용은 평균 283달러이며, 내후화 보조사업에 투자된 1달러는 에너지편익으로
1.72달러, 비에너지 편익으로 2.78달러의 경제적 효과
Ÿ 내후화 사업은 사전검사(advanced audit)와 직접 자금지원 제도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
었음. 전문적인 감사관이 최신 장비와 건물에너지 진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전 검사함
으로써 효율적인 개량방식 선택(Coggin 2016b)
ㅇ 주요성과
Ÿ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 감소, 저소득층 가구소득 보전 효과가 발생하였으며(Coggin
2016a), 기후진보(Climate Progress) 분석결과 1,000개의 지원기관 형성, 4,000개 사
기업 참여, 분기당 12,000개 일자리 창출

22)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내후화 사업(Wh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1973년 석유파동으로 저소득층의 난방요금을
줄이기 위해 1976년 「에너지 보존과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에 근거해 시작. 초기 플라스틱
시트로 창문을 덮고, 틈을 메우고, 문풍지를 붙이는 간단한 작업으로 진행하다가 1980년대부터 단열, 창호 등 영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 적용. 내후화 사업 신청 요건은 생활보조금지급 대상자이거나 부양아동가족부조 대상자, 6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가구당 지원액 감사 결과에 따라 최대 6500달러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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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내후화 사업(WAP)의 정책 성과

주: 가구당 4,695달러를 투입해 8,5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가구당 에너지 비용 평균 283달러 감소 효과.
출처: DOE(Department of Energy) 2018.

n 오바마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총 1,16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비농업 고용이 8.7% 증가23)
했으며(Jackson 2018), 재생가능에너지 일자리 창출에 두드러진 성과
Ÿ 오바마 대통령은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취임. 2008년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은
건설업과 제조업 실직 노동자들을 단기간에 경제에 복귀시켜야 했음. 건축장비 운전자,
지붕공, 토목기사, 용접공, 산업용 트럭운전자와 같이 기존 산업 분야에서 일하던 노동자
들이 건물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대거 일자리를 얻음(<표 3> 참고)
Ÿ 과학, 수학, 엔지니어 분야 학생들에게 매년 10만 달러의 ‘내일을 위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Tomorrow)’ 장학금을 제공해 에너지전문가 양성(KOTRA 2009)
Ÿ 2017년 저탄소 배출 발전과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에 고용된 미국인 수는 각각 80만 명과
225만 명이지만 석탄연소발전 산업에 고용된 미국인 수는 9만 명으로, 태양광과 풍력발
전 분야의 고용효과가 두드러짐. 태양광 관련 일자리는 지난 7년간 168% 성장했고, 풍력
발전의 터빈 기술자는 가장 빨리 늘어나는 일자리가 되었음(Carlock, Mangan and
McElwee 2018)

23) 오바마 임기 내 실업률 중앙값은 7.7%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정부보다 높아,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며, 그린 뉴딜 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역시 별도의 연구 필요(이유진, 이후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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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그린 뉴딜 관련 일자리
녹색경제투자 전략

대표 일자리

건물 개조
(Building Retrofitting)

전기업자, 난방기/에어컨 설치업자, 목수, 건축장비 운전자, 지붕공, 절연업자,
목수 보조, 산업용 트럭운전자, 건설현장 관리자, 건물 검사관

대중교통/화물철도
(Mass Transit/Freight Rail)

토목기사, 철도 트랙 쌓는 사람, 전기업자, 용접공, 금속 조립공, 엔진 조립공,
버스 운전자, 배차원, 기관사, 철도 건축업자

지능형 전력망
(Smart Grid)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전기 장비 조립공, 전기 장비 기술
자, 기계 운전자, 팀 에셈블리, 건축 현장 근로자, 운영 엔지니어, 전력선 설치자
와 수리공

풍력
(Wind Power)

환경공학자, 철강업 종사자, 기계 수리 기술자, 금속기술자, 기계 운전자, 전기
장비 조립공, 건축 장비 운전자, 산업용 트럭 운전사, 산업 생산 관리자, 일선
생산 감독관

태양광
(Solar Power)

전기 엔지니어, 전기업자, 산업 기계공, 용접공, 금속 조립공, 전기 장비 조립공,
건축 장비 운전자, 설치 보조, 근로자, 건축 현장 관리자

차세대 바이오연료
(Advanced Biofuels)

화학 엔지니어, 화학자, 화학 장비 운전자, 화학 기술자, 혼합 기계 운전자, 농업
분야 근로자, 산업용 트럭 운전자, 농장 생산 구매자, 농림업 감독관, 농업 검사관

출처: Pollin, Garrett-Peltier, Heintz and Scharber 2008, 6; 이유진, 이후빈(2019, 7)에서 재인용.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주요 내용과 성과
n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건설, 토목, 제품 보급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
Ÿ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국가발전패러다
임으로 녹색성장 정책 발표.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
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24)
Ÿ 2009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통과.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녹색 뉴딜사업은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 소요
예산은 50조 원 규모, 95만 6,42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Ÿ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뉴딜’ 예산 약 50조 원 중 ‘4대강 정비’를 포함한 토목사업

2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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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2조 원 투입. 9개 핵심사업 중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친환경 생태하천(eco river) 조성 등이 국가재정 투입 토목사업이며, 27개 핵심사업도
주로 정비사업, 조성사업, 시설 구축 사업 중심으로 추진
Ÿ 토목사업은 단기간 건설 분야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으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되
기 어려움. 폐기물자원 재활용, 녹색 숲 가꾸기,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은 각 부처에서 진행
하던 환경 분야 사업이며 공공시설 LED 조명 교체나 그린카 역시 보급사업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관련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
음.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성장 재정투입 방식과 효과에 대한 상세 분석
필요
Ÿ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국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해 운영함으로써 201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이 운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법·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증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의 전환에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기요금·세재 현실화 성과 미흡(관계부처합동
2019b)
Ÿ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목표는 ‘지속가능성’에 부합했으나 실행 내용과 결과가 목표와 어긋
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기보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신자유주의적 환경정책으로 생태계의 단순한 파괴를 초래하는 것이
라기보다 창조적 파괴를 추구했다”는 비판(최병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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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사업명

핵심
사업

일자리수

144,776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96,536

138,06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3,717

3,120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9,422

16,132

20,527

14,348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폐기물자원 재활용

9,300

16,196

녹색 숲 가꾸기

24,174

170,702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80,500

133,630

4,838

10,789

25,038

41,567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2,103

14,546

수변지역 녹색화

8,000

19,900

환승시설 구축

5,178

8,598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744

2,208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4,980

8,268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3,000

4,980

eco river 조성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연계
사업

재정소요(억 원)

4대강 살리기 등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340

760

전자문서 활용 촉진

800

8,43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2,599

7,767

해외 물산업 진출

1,989

1,452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1,124

7,400

하수처리수 재이용

3,767

6,001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1,936

196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 확산
바이오에탄올(E5) 등 시범 보급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30

60

272

575

11,220

24,372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2,808

4,924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5,300

9,230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7,327

52,648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881

3,130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850

850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13,356

10,030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100

10,000

그린홈 닥터 양성

160

1,332

1,130

2,800

에코로드 조성

310

920

소규모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360

532

합계

500,492

956,420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출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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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비교
■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은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구축,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토목 건설 사업 중심으로 진행
Ÿ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8년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국가 규모‧정치‧법체
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 오바마 정부는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2009년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입법은 실패했지만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의 자
금을 활용하고, 규제와 세액공제 제도 실행.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
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지원단을 구성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었음
Ÿ 오바마 정부는 프리드먼 교수가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한 정부규제와
가격정책(Friedman 2007)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과 전기차 산업
육성.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추진
Ÿ 오바마 정부 기간 전력믹스에서 석탄발전이 2008년 48%에서 2016년 30%로 감소하고,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1% 감소.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
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약속했으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을 대규모로 추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에너지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배출량 지속 증가
표 5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비교
부문
재임기간
관련법
주요
내용

오바마 정부 그린 뉴딜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2009.1 ~ 2017.1(8년)

2008.2 ~ 2013.2(5년)

‧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
‧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 입법 실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녹색성장지원단 구성

‧ 에너지 투자 및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
‧ 4대강 사업
세액 공제
‧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 연비 규제, 내후화 사업

실행방식

‧ 예산 약 50조 원 중 4대강 정비에 32조 원 투
‧ 예산 투입, 규제와 세액 공제 정책을 통해
입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육성
‧ 정부 직접 예산 집행 또는 보조금 중심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
‧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1% 감소
‧ 전력 믹스에서 석탄발전 2008년 48%에서
‧
2016년 30%로 감소.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약속했으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석탄발전 대거 추가
총 배출량 '05년 561.8, ‘10년 657.6, '13년
697.0 지속 증가(단위 : 백만 톤 CO2eq.)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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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
1) 그린 뉴딜 담론과 지지세력 확보
n 한국 사회 그린 뉴딜 담론 형성
Ÿ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증가. 환경부(폐기물), 산업통상자원부(발전·산업), 국토교통부(수송·건물), 기획재
정부(재정) 등 모든 부처의 의지와 실행 없이는 목표달성 어려움
Ÿ 한국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피해비용, 탄소국경세와
RE100과 같은 간접 규제, 해외배출권 구입비용, 석탄발전 좌초자산화 등에 대한 대비 부
족.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 강화가 예상되므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함. 정부의 모든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주류화하고 실행하는
경제‧사회‧환경 개혁 과제로 그린 뉴딜 필요
Ÿ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음. 녹색성장
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을 제안하고 토론. 국내외 그린 뉴딜 정책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예산 투입 방안 마련
Ÿ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와 국민 지지를 바탕으
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함. 지속가능발전SDGs25), 기후위기,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을 토대로 실행 정책으로서의 그린 뉴딜 추진
Ÿ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기후
환경회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다루는 일자리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민경
제자문위원회 등 정책목표와 수단이 유사한 사안에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며, 운영은 분절
되어 있음. 온실가스,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일자리 연계 차원에서 현존 위원회
를 ‘그린 뉴딜’을 키워드로 통합적으로 논의 및 결정하는 구조 마련

25) SDGs는 인류의 보편 문제(빈곤, 질병, 난민 등),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등), 경제사회문제(생산소비, 노사,
고용 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2015년 UN에 의해 수립된 17개 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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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린 뉴딜 - 다양한 논의 주체가 상향식 방식으로 논의해야
Ÿ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정부 주도 하향식이었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등장한 그린 뉴딜
은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정당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상향식으로 논의해야 함.
그린 뉴딜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여성,
빈민, 소수자들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경합과 토론 진행
Ÿ 기후위기 대안으로 정당에서 그린 뉴딜 정책 준비 중. 녹색당은 기본소득과 불평등 문제를
결합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 예정26). 정의당은 진보의 경제 대안정책으로 그린뉴딜경제
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한 발
전, 녹색 일자리 해법을 담은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제안(배지영 2019). 더불어민주
당 김성환 의원은 탄소세 부과를 통한 대규모 재정투자로 발전·수송·건물 부문 산업전
환을 담은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 제시(김성환 의원실 2019)
Ÿ 서울특별시는 도시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 구상을 위한 기후행동포럼 구성‧운영, “자
치와 사람"을 뜻하는 서울지역 활동가 모임 <자람>은 그린 뉴딜 활동가 양성 프로그
램 진행. 충청남도는 탈석탄에 따른 일자리 경제 대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준
비 중.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 준비. 광주시에서는 시민
들이 ‘그린 뉴딜 100인의 원탁’ 워크숍을 열고, 2020년 총선에서 그린 뉴딜 의제화
활동 진행
Ÿ 향후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일자리위원
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공동 논의하고 담론을 확장할 필요
표 6 국내 그린 뉴딜 정책 준비 동향
선언주체

내용

향후 계획

녹색당

2050 넷 제로 입법 제안

정책당대회에서 넷 제로 사회와 Real
그린 뉴딜 정책 마련

정의당

기후위기 대응·탄소 배출 제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구성 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2050 탄소제로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 도입 제
2050 넷 제로 특별법안 준비 중
안
2050 넷 제로 선언과 1.5도 에너지 계획 수립

서울의 약속 2.0 계획 수립을 통해
2050 넷 제로 구체화

충청남도 기후비상상황 선포, 2050년 탈석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
연구 준비

26) 녹색당 정책대회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는 질문들> 발표(http://www.kgreens.org/?p=2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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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뉴딜 정책 적용 방안
n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국정 운영에 탄소 예산제도 도입과 적용. 경제성장률
(GDP)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지표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지표 개발 필요
Ÿ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저지선 1.5도 목표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감축목표량을 지키기 위
해서는 탄소예산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감축을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함. 탄소예산
은 경제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단계별로 설정하
고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부처별, 사업별 온실
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예치(banking)와 차입(borrowing)을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Ÿ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재정정책,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주택정책, 일자리정책을
혁신적으로 재배치하고 예산 투자. 정부 재정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 기술 개발,
사업 지원에 우선 투입. 정부와 민간이 전환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온실
가스를 줄이는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
Ÿ 그린 뉴딜이 경제성장률(GDP, 국내총생산)27)을 중심으로 한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에 갇
히면 ‘케인스주의’적 경기부양책이나 토목사업으로 변질할 가능성 높음(이광석 2019).
그린 뉴딜이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지표를 재설정해야 함
Ÿ 국가 주요 지표로 경제성장률(GDP)을 사용해왔다면, 그린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 달성 여부와 불평등 해소, 시민 행복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
표를 발굴해 적용. 새로운 지표에 대한 연구와 합의 필요
Ÿ 경제성장률(GDP)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시도
되고 있음. 뉴질랜드는 국가 정책과 예산의 목표를 ‘부(GDP)의 성장’에서 ‘행복 증진’으
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김현대 2019).28) 아이슬란드는 총리실 직속 기구인 ‘웰
빙지표위원회’가 국가 웰빙 측정을 위한 39가지 지표를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주요
3대 항목으로 사회, 경제, 환경을 두고 세부항목에 기대수명, 건강, 평생학습, 상호신뢰,

27)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28) 뉴질랜드 2019년 행복예산안에는 정신건강 증진, 아동 빈곤개선, 마오리족과 남태평양 주민 보호, 국가 생산성 증진, 경제구조
전환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경제구조 전환에는 ① 농업과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8천만 뉴질랜드 달러) ② 철도
투자 확대(4100만 뉴질랜드 달러) ③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기관 설립(2.29억 뉴질랜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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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노동시간, 직업 만족도, 공기 질 등 일상에 미치는 변수 반영.29) GDP는 39가지 지표
중 하나가 됨

n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재구축
Ÿ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후위기,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대비 예산을 편성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로 재정비해야
함
Ÿ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 상·하수관, 가스관과 송유관, 전력선, 통신선, 지하철/지상
도로와 교량, 철도, 공항과 항만, 댐과 저수지, 발전소 등 2016년 기준 공공인프라
약 10.3%가 30년 이상 낡은 상황(경향신문 2019).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운영 인력
고도화 대책 마련.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 운영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장애인과 어
린이, 노약자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적응과 안전 강화 대책도 필요
Ÿ 대기오염, 플라스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화학물질 유출 사고,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확
대되고 있으므로, 환경·안전·폐기물 인프라 예산과 인력 확대로 녹색산업 활성화

n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 관리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Ÿ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함. 그린 뉴딜을 통해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전 제시와 규제, 기술 개발과
지원, 사회적 약자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함
Ÿ 경로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는 재정투자가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산업 지원
에서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 시장과 수요를 창출해 스타트업과 인재가 육성되
는 방식으로 추진(유종일 2019)
Ÿ 탈석탄 정책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연결되고, 내연기관 생산판매 금지 정책이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탈탄소 산업 분야에서 시장
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정책의 역할이 필요함.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
지, 교통, 건물 부문의 정책 비전 제시와 규제‧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에너지) 수요 관리와 전환을 위한 에너지 가격·세제·시장 정책 재편, 전기요금 개편, 한국

29) 아이슬란드 총리는 약 700년의 역사를 지닌 ‘오크예퀴들’(Okjokull) 빙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아 사라진 점을 언급하며,
이런 환경 재앙이 정부가 새로운 지표를 고민하게 된 계기라고 밝힘(연합뉴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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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개혁안 마련, 전력시장 제도 개편, 효율개선 사업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사업장 에
너지효율 지원 또는 세금 환급제도 마련
- (교통) 내연기관 퇴출 시점 설정, 수송에너지 가격 세제개편,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 LNG
선박 지원, 전기·수소차 확대, 다양한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 확대
- (건물)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너지 등급의무화(진단→계획→모니터링→실행→인
증서 발급),30) 제로 에너지건축과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공공건물, 어린이집, 임대주택,
노후주택, 생활SOC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
Ÿ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소통과 융합 강화, 정책조정을 통해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
리 창출을 실행할 통합 추진체계 구축

표 7 탈탄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비전 제시와 규제

기술 개발과 지원

사회적 약자 대책

탈석탄·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에너지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전기요금 합리화, 수송에너지 분야
가격 세제 개편,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규제 등

전환기술과 산업에 대한 R&D 투자
와 검증‧적용,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
도 설계, 시범사업 지원과 보조금

정의로운 전환
친환경화물차 구매지원
민감계층 사용 건물 그린 리모델링
영세사업장 ESCO 지원, 연료전환

n 자치분권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 먹을거리, 경제체제로 전환
Ÿ 그린 뉴딜은 지방정부나 지역 공동체에서 기후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전략. 지방정부는 지역 인프라, 공공 서비스의 개발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며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화석연료 인프라를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
Ÿ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규모에 맞는 그린 뉴딜 정책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
대. 생활 SOC,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지역에너지, 푸드 플랜, 사회주택, 공
유경제, 행복경제 등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시도해온 다양한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로 재구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은 에너
지, 교통, 건물뿐 아니라 폐기물 관리, 도시 인프라시설 관리, 도시공원과 숲 등 여러 다양

30) 건물 에너지등급화,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으로 기술과 인력확보, 시장 창출 → 민간부문 확장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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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역을 포함
Ÿ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야 함. 그린 뉴딜 정책이
일자리와 지역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중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도시전환모델, 농촌전환모델, 자립섬 모델, 산업단지 모
델, RE100 모델 등) 구축과 지역전환센터 설립(온실가스, 에너지, 사회주택, 마을 만들기,
사회적경제 연계)
Ÿ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와 같은 도시 지자체가 그린
뉴딜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 도시 방향 및 핵심가치 설정 2) 그린뉴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3) 공통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목표 및 장기계획 수립 4) 관련 조례
나 법규 제정 5) 법적 근거를 갖는 녹색금융 기반 재원조달 전략 필요(이정찬 2019)

3) 그린 뉴딜 정책 추진전략
n 법과 행정조직, 위원회 재구축 – 재정조달 방안
Ÿ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목표, 나아가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하는 그린 뉴딜은 정부 정책
추진과 운영 방식에서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경제와 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
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법, 행정체계, 정부위원회 재편, 국회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등
Ÿ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의 체계와 위원
회 구조를 통합 조정해 넷 제로 입법과 기후변화법 검토. 이는 2022년 대선에서 법, 제도
화,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구체화할 수 있음
Ÿ 그린 뉴딜 정책 수립과 예산 규모, 투입 방안 마련 필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예산 수립
과 결정방식도 전환해야 함. 그린 뉴딜 정책계획 수립, 소요예산 측정, 인력양성 및 조달
계획 수립, 정책효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Ÿ 그린 뉴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필요. 미국에서는 현대통화이론부터 부유세 부과, 채
권 발행까지 다양하게 논의. AOC는 그린 뉴딜에 필요한 재원을 최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최고세율 70% 소득세를 부과해 조달하자고 주장(CNB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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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단기 적용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 실험
Ÿ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그린 뉴딜 방식으로 정책실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융합. 예를 들면 1) 하수도 시설과 같은 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고도화
(ICT 연계) 2) 도시재생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접목해 기존 건축물과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생산형’으로 전환 - 에너지효율 인력양성과 고용창출31) 3)
영세산업 현장 에너지효율 설비 보조금 또는 세금 환급제도 4) 공공기관, 어린이집,
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생활SOC 제로건축물 5)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등
Ÿ 가격·세제·시장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실행. 건물과 노
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 노후주택의 냉난방에너지 비용을 줄
여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 발생, 온실가스 저감,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 건축 분야 에너지효율 기술개발로 산업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1) 생활 SOC로 지역 체육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건물을 지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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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Ÿ 파리협정과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인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인식 확산.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과 ‘멸종 저항’, ‘기후위
기 비상행동’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확산
Ÿ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미국에서 결의안으로 제출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미국사회에서 그린 뉴딜은 민주당 대선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2020년에도 활발히 논
의될 것으로 전망
Ÿ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며 일자리와 경기부
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이명박 정부
의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그린 뉴딜 정책 준비 필요
Ÿ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석
탄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단기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데 그침. 2009년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경기회복과 재
투자법」에 따른 재정 투자,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
차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확대.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그린 뉴딜 정책의 기초를
닦음
Ÿ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함. 정부 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류화하고, 실행에 옮
기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 시스템 개혁과제로 그린 뉴딜 설정
Ÿ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으로 1)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탄
소예산제도 도입·운영 2)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재구축
3)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관리 기반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4) 자치분권과
연계 지역 에너지, 먹을거리, 경제체제로 전환 5) 법과 행정조직, 재정조달 방안 마련
6)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 실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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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내외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그린 뉴딜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 방안 마련. 규제, 요금, 세제, 시장제도 개편을 통해 녹색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
자리 창출 방안 마련. 비전 설정과 규제, 기술과 산업혁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통합
설계해 산업생태계 구축
Ÿ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주택정
책을 혁신적으로 재배치(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일자
리 창출, 경기부양 정책, 가계 소득과 건강 증진 목적). 기후변화 대응 대안으로서의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과도 연결되어 있음
Ÿ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그린 뉴딜을 지지하
는 사회적 기반과 정치세력 형성. 그린 뉴딜에 대한 계획, 구현방식, 정책 의제화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사회 주요 대안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
가 있음
Ÿ 탄소예산에 기반을 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
애는 일자리를 늘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전환해야 함.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담은 그린 뉴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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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의 필요성
n 세계경제체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분석방식 필요

∙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국적기업 활동 및 무역자유
화가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산업활동은 더 이상 일국의 국가경계 내에서
존재하지 않음

∙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이 해외의 기업과 연계되는 ‘국제적 분업’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케일에서 산업분석을 위해 새로운 분석방법이 필요

n 세계경제체제를 이해하는 분석틀로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대두되고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란 경영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던 Porter의
‘가치사슬1)’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상품 생산의 전 단계에서 가치가 창출되는데, 전체 가치
사슬 단계 중 특정 활동이 거래비용의 경제학2)에 의해 다수의 국가에 걸쳐 외부화(국제적
분업)되는 것을 의미(Gereffi et al. 2005)

∙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은 점차 더욱 활발해지며, 그로 인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국가 총생산의 성장속도보다 무역량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
는 것이 이를 증명(Dicken 2015)하며, 개별 국가경계 내에서 최종 생산되어 수출입되는 교
역량보다, 중간재의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

1) 1985년 마이클 포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치사슬 개념을 소개함.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검토하여 각 활동별 원가의 행태와 겉으로 나타났거나 내재된 차별화의 원천을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사슬 분석 목적(Porter 1985).
2) 거래비용의 경제학에 의하면 생산이 표준화된 활동의 경우 외부화되어 시장거래에 의해 공급되는데, 외부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이
용이하며, 업체 간 계약 및 거래 역시 단순하기 때문임. 또한 다량 생산을 통해 재고가 남더라도 저장해 두거나 다른 기업에
판매가 가능하며, 이러한 특징에 의해 다양한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가 존재하게 됨. 반면 표준화되지 않은 생산활동(맞춤제작, 시간에
민감한 제품 등)의 경우 거래특유투자가 필요하며, 자산 특수성이 형성되어 공급자와 구매자 간 강한 연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거래비용이 증가하므로 기업 내부에 남게 됨(Gereffi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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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하여 수출입액은 더 이상 각 국가의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개별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은 더욱 증가되며 세계경제체제를 이해하는 분석틀로서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됨(김주권 2016)

∙ 이외에도 글로벌 가치사슬은 공급체계, 가치창출의 지리적 분절과 국제적 팽창을 분석하게
해주며, 신흥공업국이 세계경제체제로 통합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설명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그로 인한 각국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Gereffi et al. 2012; 이준호 외 2007)

2) 연구대상
n (데이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위해 부가가치기준 교역자료 활용

∙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란 국가 간 교역액을 부가가치 발생구조에 따라 분해한 것으로 국내
와 해외 부가가치가 결합하여 하나의 수출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함(정준호 외 2016)
- 국제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총수출을 국가별 산업별로 분해한 것이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
료이며,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의 원천과 귀착을 분
석하는 총수출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함(김지연 2018)
- 또한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에서 총수출은 개별 산업별 국내와 해외부가가치로 분해될
수 있는데, 분해 구조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OECD TiVA 자료는 ICIO 국제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부가가
치 기준 교역자료를 구성한 것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 바로 활용 가능
- 부가가치 분석연구는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요 세계산업연관표는
<표 1>과 같으며, 이 글에서는 OECD와 WTO가 작성한 ICIO (Inter-Country
Input-Output)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2018년판)를 활용하
고자 함
- OECD TiVA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WIOD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2018년판의
경우 64개국, 36개 산업분야에 대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격의 데이터를 보유
하고 있음
- 특히 해당 자료는 이미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의 형태로 총교역을 분해해둔 것으로 별도
의 총수출 분해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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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세계산업연관표 현황
대상

데이터베이스

작성기관

WIOD

EU 집행위원회

43

56(ISIC Rev.4)

2000-2014

ICIO(TiVA)

OECD/WTO

64

36(ISIC Rev. 4)

2005-2015

GTAP

퍼듀대학교

140

57(GTAP분류)

2004, 2007, 2011

Eora MRIO

호주연구위원회

190

26(ISIC Rev.3)

1990-2015

10

76(AIIO 분류)

AIIOTs

국가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IDE-JETRO)

시계열

산업(분류)

ABD-MRIO

아시아개발은행(ABD)

45

35(ISIC Rev.3)

YNU-GIO

요코하마국립대학

29

35(YNU-GIO코드)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0, 2005, 2006,
2007, 2008, 2011
1997-2012

출처: 김지연 2018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업데이트함.

표 2 OECD TiVA 2018 대상국가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약어
AUS
AUT
BEL
CAN
CHL
CZE
DNK
EST
FIN
FRA
DEU
GRC
HUN
ISL
IRL
ISR
ITA
JPN
KOR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순번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약어
MEX
NLD
NZL
NOR
POL
PRT
SVK
SVN
ESP
SWE
CHE
TUR
GBR
USA
ARG
BRA
BRN
BGR
KHM

국가명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루나이공화국
불가리아
캄보디아

순번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약어
HRV
CYP
HKG
IND
IDN
KAZ
MYS
MLT
MAR
PER
PHL
ROU
RUS
SAU
SGP
ZAF
TWN
THA
TUN

국가명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몰타
모로코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태국
튀니지

20

LVA

라트비아

42

CHN

중국

64

VNM

베트남

43
44

COL
CRI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65

ROW

그 외 국가

21
LTU
리투아니아
22
LUX
룩셈부르크
출처: OECD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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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부가가치 기준 무역출처를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 할 경우, 총 무역
량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개별 국가의 실제 기여도 평가가 가능
-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인한 중간재 교역의 증대는 무역량을 총량
(Gross)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최종재 판매 이전의 중간재가 국경을 여러 번 거쳐 중복 계산
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화시킴(김재덕 외 2014)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하부구조에 위치한 국가의 경우 총수출이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부가
가치 기여분에 대한 과대평가 문제 발생 가능
※ 2015년 기준 한국 총 수출량은 약 6,128억 달러이나, 실제 한국에 기여한 부가가치는 약 4,131억
달러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산업 간 비교우위 분석 시 최종재 수출을 기반으로 비교할 경우 국제 분업구조가 세분화된
산업의 경우 실제 기여분에 대한 왜곡 발생 가능
- 위와 같은 왜곡으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세계경제체
제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지적되고 있음
- 해당 자료가 산업수준의 총계자료이므로 개별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산업별 편제범위가 넓어 세부 산업부문으로 분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정준호 외 2016)
- 또한 국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와 해외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그림 1 한국 총 수출액 내 국내 부가가치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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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ECD TiVA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세계경제체제하
한국 전자산업의 현황 및 국제적 위치를 분석하고자 함

∙ 전자산업은 다양한 원료와 부품, 혁신기술이 융합된 산업으로 국제적 분업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 적합함
-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 활용되나, 정준호 외
(2016) 등에 의해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됨
- 또한 대규모 자본과 생산공장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과 달리, 첨단 기술력으로 대표되는
전자산업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성장이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전자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주력산업3)으로, 10대 수출품목 수출액의 50.7%
를 차지4)할 만큼 높은 비중을 담당
- 그러나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한국경
제 2019)되고 있으며, 미-중 간 무역전쟁, 신보호무역주의 등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글
로벌 스케일에서 한국 전자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 OECD TiVA 데이터의 산업분류 중 전자산업에 해당하는 ‘D26: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를 대상으로 분석

3) OECD TiVA 데이터 기준 전자산업 수출액은 2015년 한국 총 수출액의 23%를 차지할 만큼 주력산업으로, 단일 산업으로는
정보산업(24.5%)의 뒤를 이어 2위에 해당.
4)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대 수출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로 총 수출액 대비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산업에 포함되는 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컴퓨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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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방법 및 주요 개념
n 부가가치기준 교역자료를 활용한 총수출 분해 실시

∙ 국제교역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단순 총수출 분석은 중복 계산분이 발생하여 실제 부가가
치를 소유하게 되는 국가를 파악하기 어려워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부가가치 기준 교역으로, 국제산업연관표를 기
반으로 총수출을 국내 부가가치(Domesic Value Added, DVA)와 수직분업(Vertical
Specialization, VS) 요소로 분해(Koopman et al. 2014; 최기산 외 2018에서 재인용)
(<그림 2> 참조)5)
- 국내 부가가치란 총수출 중 수출국에 남은 부가가치로,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분에 의해
발생하는 해외소비 국내부가가치와 중간재 수출 후 국내로 재수입된 국내소비 부가가치,
여러 나라를 거치며 이중으로 계산되는 이중계상분으로 이루어짐
- 수직분업요소란 총수출 중 다른 국가들이 기여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최종재 및 중간재 수
입 후 재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및 해외 이중계상분으로 구성
그림 2 총수출 분해

출처: 최기산 외 2018.

5) OECD TiVA 자료의 경우 DVA와 FVA(Foreign value added content of gross exports; 해외부가가치)로 총수출을 분해하고,
DVA를 다시 DDC(Direct domestic value added content of gross exports; 동일산업파생 부가가치), IDC(Indirect
domestic value added content of gross exports; 타산업파생 부가가치), RIM(Re-imported domesic value added
content of gross exports; 재수입된 부가가치)로 분류하는 등 총수출 분해 분류체계와 다른 분류형태로 총수출을 분해하고
있으나, TiVA 자료의 DVA값과 <그림 2>의 국내부가가치값, TiVA 자료의 FVA값과 <그림 2>의 수직분업값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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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TiVA 자료의 국내 부가가치(DVA) 값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분류체계나 분류조건 등을 달리하여 분석 실시

n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태 검토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실시

∙ 사회 연결망 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네트워크 분석)이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교통망, 무역관계, 경영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본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15년을 기준으로 10여 년간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형태
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NodeXL Pro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도출(정준호 외 2016; 최충규 2009 참조)
- 평균연결도수: 네트워크 내 노드들 간의 연결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값으로, 개별 노드
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줌
- 평균경로거리: 두 노드 간의 최단 경로길이의 평균치로,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나
타냄
- 그래프밀도: 그래프의 총 노드를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연결 수로 나눈 값
- 양자상호성(Dyad reciprocity): 노드 간 관계의 대칭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표의
값이 작으면 비대칭성을 의미하고, 네트워크가 위계적인 구조를 함의
- 위세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의 중심화(Centralization): 위세중앙성 값으로 중
심화를 계산한 지표로 네트워크의 중앙 집중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됨
※ 위세중앙성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중앙성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값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영향
력을 평가하는 지표
※ 중심화는 각 노드의 중앙성 지표값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네트워크 내 가장
중심적인 노드의 지표와 그 밖의 다른 노드들의 지표 간 차이를 파악하여 계산함

n 국가별 가치사슬 참여구조 분석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실시

∙ 개별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여 가치사슬 참여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활용(김재덕 외 2014; 김지연
2018; 최기산 외 2018 참조)
- 부가가치 수출(VAX)비율 : 총수출액 중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내 부가가
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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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액
비율   × 
총 수출액

- 수직분업(VS)비율 : 수출된 재화에서 수입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값이 높을수록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도가 높고, 이는 곧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
수입된 중간재
총 생산

 지수   × 총수출
 지수
비율   × 
총수출

- 전·후방참여도 : 전방참여란 국내생산의 해외생산 중간투입을 의미하고, 후방참여는 해외
생산의 국내생산 중간투입을 의미하며, 총수출 대비 비중으로 산출
해외생산에 중간투입된 국내 부가가치
전방참여도   × 
총 수출액
국내생산에 중간투입된 해외 부가가치
후방참여도   × 
총 수출액

- 글로벌 가치사슬(GVC) 포지션지수 : 전·후방 참여도의 상대적 크기로 산출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가치사슬 중 업스트림산업의 비중이 큼

 포지션지수    전방참여    후방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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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전자산업 교역 현황
n 2005~2015년까지 전 세계 전자산업 교역량은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역시 강화

∙ 전 세계 전자산업 교역량은 2005년 9,560억 달러에서 2015년 1조 4,150억 달러로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전까지 교역량이 상승하다가 2009년 급감하였으나, 2010
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4년 1조 4,980억 달러를 달성, 2015년에 약 830억 달러가량
감소
- 이러한 변화는 <표 3>과 같이 전체 산업 교역량 변동과 형태가 같으며, 전체 산업 중 전자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5%에서 7.89%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그림 3 전 세계 전자산업 교역량(2005~2015년)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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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 세계 전체 산업교역량 대비 전자산업 교역량(2005~2015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교역 11,052 12,695 14,831 16,983 13,531 16,183 19,261 19,424 19,902 20,239 17,938
전자산업교역

956 1,079 1,196 1,275 1,072 1,307 1,398 1,419 1,475 1,498 1,415

전자산업비율

8.65

8.50

8.06

7.51

7.92

8.08

7.26

7.30

7.41

7.40

7.89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총 수출액의 구성을 중간재와 최종재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간재
비중이 53.3%에서 49.7%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 58.9%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폭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나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
그림 4 전 세계 전자산업 수출액 중간재·최종재 구성비(2005~2015년)

단위: %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자산업 총 수출액을 국내 부가가치(DVA)와 해외 부가가치(FVA)의 구성비로 분석한 결과
해외 부가가치(FVA)의 비중이 전 기간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37.2%에서 2015
년 33.5%로 소폭 감소함

∙ 그러나 전 세계 전 산업의 해외 부가가치(FVA) 비율이 20%대 수준인 것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타 산업에 비해 해당 산업의 세계화가 진전되어 있음을
의미6)

6) 전 세계 전 산업 수출액 DAV·FVA 구성비(2005~2015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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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 세계 전자산업 수출액 DVA·FVA 구성비(2005~2015년)

단위: %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형태
n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은 그 크기가 확대됨과 동시에 강력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주요 행위자로 부상

∙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태와 변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부가가치(DVA) 수
출액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 네트워크 분석 결과(<표 4>, <그림 6> 참조)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평균연결도수와 그래
프밀도가 증가하였고, 평균경로거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가 확장됨과 동시에
밀접하고 촘촘해져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또한 양자상호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방적인 수출 또는 수입 관계가 아닌 양자간의 교역관계
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값이 비교적 높아7)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국가가 상호간의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위세중앙성의 중심화 값은 점차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특정 국가가 강력한 중심역
할을 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가들이 다수의 교역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여, 2005년에

DVA
FVA

2005
79.5
20.5

2006
78.6
21.4

2007
78.3
21.7

2008
77.8
22.2

2009
80.3
19.7

2010
78.8
21.2

2011
77.8
22.2

2012
77.9
22.1

2013
78.2
21.8

2014
78.4
21.6

2015
79.3
20.7

2016
79.9
20.1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 이론적으로 가능한 전체 노드 대비 네트워크상의 실제 노드의 비율을 나타낸 값으로 1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노드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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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점차 다양한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n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를 국가 간 국내 부가가치(DVA) 교역형태로 살펴볼 경우에도 가치사슬
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분석대상 기간 중 2005년(<그림 7> 참조)과 2015년(<그림 8> 참조)을 기준으로 국내
부가가치(DVA) 수출 네트워크를 작성하였으며, 국가 간 교역량이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만
표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우 파란색으로 표현하여, 국가 간 국내 부가가치(DVA) 교역형태
를 분석함

∙ 그 결과 10억 달러 이상 교역 관계는 2005년 102개에서 2015년 128개로 증가, 100억 달러
이상 교역관계는 6개에서 12개로 각각 증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
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표 4 글로벌 전자산업 부가가치 기준 수출 네트워크 분석결과(2005~2015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연결도수 50.36 51.53 51.86 52.58 52.17 52.64 53.31 52.83 52.95 53.13 53.36
평균경로거리 1.0869 1.0825 1.0752 1.0605 1.0669 1.0601 1.0562 1.0615 1.0605 1.0547 1.0552
그래프밀도

0.7994 0.8180 0.8232 0.8346 0.8281 0.8356 0.8462 0.8385 0.8405 0.8433 0.8470

양자상호성

0.7846 0.8171 0.8137 0.8091 0.8078 0.8103 0.8256 0.8197 0.8220 0.8162 0.8252

평균매개중앙성 6.5625 6.2813 5.8125 4.8750 5.2812 4.8437 4.5937 4.9375 4.8750 4.5000 4.5313
위세중앙성의
0.0015 0.0014 0.0013 0.0011 0.0012 0.0011 0.0010 0.0011 0.0011 0.0010 0.0010
중심화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노드엑셀 프로(NodeXL Pro)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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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글로벌 전자산업 부가가치 기준 수출 네트워크 분석결과(2005-2015)
<평균연결도수>

<평균경로거리>

<그래프밀도>

<양자상호성>

<위세중앙성의 중심화>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노드엑셀 프로(NodeXL Pro)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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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가별 전자산업 부가가치 기준 수출 네트워크(2005년)

한국

대만

미국

중국

일본

주: 1) 원본 자료 중 기타국가(rest of world, ROW)를 제외한 국가 중 국가 간 부가가치 교역량이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만
표현.
2) 원의 크기는 국가별 전자산업 부가가치 수출액과 비례하고, 선의 굵기 및 투명도는 국가 간 교역량과 비례.
3) 국가 간 부가가치 교역량이 1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파란색으로 표현.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자료를 바탕으로 노드엑셀 프로(NodeXL Pro)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8 국가별 전자산업 부가가치 기준 수출 네트워크(2015년)

멕시코
말레이시
아
중국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주: 1) 원본 자료 중 기타국가(rest of world, ROW)를 제외한 국가 중 국가 간 부가가치 교역량이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만
표현.
2) 원의 크기는 국가별 전자산업 부가가치 수출액과 비례하고, 선의 굵기 및 투명도는 국가 간 교역량과 비례.
3) 국가 간 부가가치 교역량이 1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파란색으로 표현.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노드엑셀 프로(NodeXL Pro)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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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부가가치 교역 현황
n 국가별 수출액은 2015년 기준 중국, 한국, 대만, 미국, 멕시코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한국은 순위를 유지하는 반면 타 국가들 간에는 변동이 존재

∙ 전자산업의 국가별 수출액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의 1위
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출액 역시 동 기간 1,860억 달러에서 4,930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함

∙ 그 뒤로는 한국이 같은 기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액의 변화는 920억 달러에서
1,460억 달러로 증가폭이 중국에 미치지 못함

∙ 반면 미국은 2007년 대만에 2위 자리를 넘겨준 이후 2010년과 2011년(5위)을 제외하고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05년 4위에서 2015년 6위까지 떨어지며 두 국가
모두 총 수출액이 각각 감소함

∙ 대만과 멕시코는 2005년 각각 5위와 7위였으나, 대만은 2007년 이후 3위를, 멕시코는
일본을 앞서 5위에 위치함
표 5 국가별 수출액 순위 변화(2005~2015년)
단위: 십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순
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2
3
4
5
6
7
8
9
10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말레이
멕시코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186 중국
92 한국
89 미국
79 대만
77 일본
59 말레이
40 멕시코
35 싱가포르
27 독일
27 프랑스

234 중국
99 한국
94 대만
94 미국
85 일본
58 말레이
49 멕시코
44 독일
32 싱가포르
27 프랑스

290 중국
114 한국
101 대만
96 미국
89 일본
68 독일
51 멕시코
42 말레이
37 싱가포르
29 스위스

326 중국
114 한국
99 대만
95 미국
93 일본
60 말레이
58 멕시코
54 독일
44 싱가포르
31 태국

287
104
82
72
67
55
50
43
36
26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말레이
멕시코
독일
싱가포르
태국

368
130
115
85
78
64
61
51
50
36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말레이
멕시코
독일
싱가포르
태국

423
137
123
81
79
65
60
57
56
33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일본
멕시코
말레이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459
137
119
80
80
63
61
54
53
41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일본
멕시코
말레이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499
150
124
81
67
62
59
56
56
51

중국
한국
대만
미국
멕시코
일본
말레이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507
153
131
79
67
66
62
59
59
39

중국
한국
대만
미국
멕시코
일본
말레이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n 국가별 국내 부가가치 수출액 순위는 총 수출액 순위와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010년 이후 2위를 유지하고 있음

∙ 국내 부가가치(DVA) 수출액을 기준으로 2005년에서 2015년 국가별 순위 변화를 살펴
보면 수출액 기준의 변화 형태와 차이가 나타남

∙ 중국은 2005년 1,060억 달러에서 2015년 3,430억 달러로 수출액 기준 국가순위와 동일
하게 1위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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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146
121
77
66
60
55
53
51
36

표 6 국가별 DVA 수출액 순위 변화(2005~2015년)
단위: 십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순
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2
3
4
5
6
7
8
9
10

중국 106 중국
미국 78 미국
일본 68 일본
한국 57 한국
대만 48 대만
독일 22 독일
싱가포르 21 싱가포르
프랑스 20 말레이
말레이 20 프랑스
멕시코 15 멕시코

134 중국
82 미국
73 일본
62 한국
57 대만
26 독일
23 말레이
21 싱가포르
20 프랑스
19 멕시코

172 중국
84 미국
76 일본
73 한국
60 대만
33 독일
24 싱가포르
23 멕시코
22 스위스
20 말레이

205 중국 195 중국 244 중국 281 중국 305 중국 333 중국 343 중국 343
83 미국 66 한국 80 한국 80 한국 81 한국 92 한국 96 한국 93
78 한국 63 일본 73 대만 78 대만 79 대만 84 대만 87 대만 85
67 일본 58 미국 72 미국 71 미국 73 미국 73 미국 72 미국 71
59 대만 52 대만 68 일본 69 일본 68 일본 56 일본 55 일본 50
45 독일 34 독일 39 독일 44 독일 41 독일 44 독일 46 독일 39
24 싱가포르 22 싱가포르 30 싱가포르 30 싱가포르 30 스위스 33 싱가포르 33 싱가포르 29
23 말레이 21 말레이 24 말레이 25 스위스 28 싱가포르 32 멕시코 28 멕시코 27
21 멕시코 20 멕시코 23 멕시코 24 말레이 25 말레이 25 스위스 27 스위스 25
21 프랑스 16 스위스 20 스위스 22 멕시코 25 멕시코 25 말레이 27 말레이 24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반면 전 기간 수출액 기준 2위에 위치하던 한국은 국내 부가가치(DVA) 수출액 기준
2005~2008년까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가, 2009년 일본을 제치고 3위
에 오른 후 2010년 이후부터 2위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대만 역시 2005년에서 2010년
까지는 5위였으나, 2011년 이

그림 9 국가별 전 세계 DVA 수출액 비중* 순위 변
화(2005~2015년)

후에야 3위가 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수출액 기준 순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 동 기간 미국과 일본은 수출액
기준 순위보다 국내 부가가치
(DVA) 수출액 기준 순위가 일부
같거나 더 높게 나타나 글로벌
가치사슬 중 고부가가치에 해당
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

▬ 중국

▬ 미국

▬ 일본

▬ 한국

▬ 대만

주: *개별 국가 국내부가가치 수출액/전 세계 국내부가가치 수출액
비율.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
로 저자 작성.

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반면 멕시코는 전 기간 총 수출액 기준 순위보다 국내 부가가치(DVA) 수출액 기준 순위가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중 저부가가치에 해당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독일과 싱가포르는 수출액 기준 순위보다 국내 부가가치(DVA) 수출액 기준 순위가
전 기간 더 높게 나타나 글로벌 가치사슬 중 비교적 고부가가치의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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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부가가치(DVA)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5개국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과 대만은 소폭 상승, 미국과 일본
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한국 및 주요 국가의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
n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DVA) 수출액 구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중 중간재
수출을 통해 가치획득이 주로 이루어지나, 고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
됨

∙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DVA) 수출액은 2005년 570억 달러에서 2015년 93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교역관계에서 실제 한국이 거두어들이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위
하여 국내 부가가치(DVA) 수출액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먼저 부가가치 수출(VAX)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62.7%에서 2015년 64.1%로 증가하여
큰 폭은 아니지만 점차 교역활동이 국내에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

∙ 그러나 이는 전 세계 평균치(<그림 5> 참조)와 비교할 경우 대부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
로, 글로벌 가치사슬 중 고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부가가치 수출(VAX)비율의 증가는 최종재보다는 중간재 수출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한국은 중간재 수출이 주요 국내 부가가치 획득 활동에 해당하며 점차 그
비율이 증가
표 7 한국 전자산업 수출액 구성 변화(2005~2015년)
단위: 십억 달러, %

총수출
DVA
VAX
최종재
중간재

2005
91.7
57.5
62.7
39.1
60.9

2006
99.0
62.3
62.9
37.5
62.5

2007
114.1
73.0
64.0
37.9
62.1

2008
114.1
66.9
58.7
40.0
60.0

2009
104.1
63.2
60.7
40.2
59.8

2010
130.5
80.2
61.5
41.5
58.5

2011
137.2
80.0
58.3
41.0
59.0

2012
136.9
81.0
59.2
37.8
62.2

2013
149.7
92.0
61.4
36.0
64.0

2014
153.4
96.0
62.5
35.0
65.0

2015
145.8
93.4
64.1
28.4
71.6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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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국 전자산업 DVA 수출액 구성비 변화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n 중국, 대만, 미국, 일본 모두 2015년 기준 부가가치 수출(VAX)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중간재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짐

∙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 대만, 미국, 일본을 각각 분석한 결과
일본을 제외한 3개국 모두 한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 수출(VAX)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역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5년 기준 4개국 모두 부가가치 수출(VAX)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5개국 중 한
국의 부가가치 경쟁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을 제외한 대만·미국·일본 3개국은 한국보다 총 수출규모는 작지만 부가가치 수출
(VAX)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대만은 2005년 기준 한국보다 부가가치 수출(VAX)비율이 낮았으나 이후 한국
을 능가함

∙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부가가치 수출(VAX)비율이 한국을 비롯한 3개국보다 높아 글로벌
가치사슬 중 고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만과 일본은 중간재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 획득이 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현상이
점차 강화되어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미국은 여전히 중간재 수출비중이 더 높지만 이러한 추세가 약화되는 경향이고, 중국은
최종재 수출비중이 더 높았으나 최근 중간재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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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가별 전자산업 VAX 비율 및 구성 변화(2005~2015년)
단위: %

국가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연도

VAX

2005
2015
2005
2015
2005
2015
2005
2015

56.87
69.52
62.36
70.36
87.42
92.18
86.58
84.36

최종재
51.78
46.46
36.18
27.41
39.94
42.29
39.16
32.50

중간재
48.22
53.54
63.82
72.59
60.06
57.71
60.84
67.50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1 국가별 전자산업 DVA 수출액 구성비 변화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n 한국 및 주요 4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및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순이지만 그 변화 양상은 국가마다 상
이함

∙ 한국의 수직분업(VS)지수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직분업(VS)비율은 같은 기간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와 의존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중국은 수직분업(VS)지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직분업(VS)비율은 감소하여
수출액 자체는 증가했으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
며, 원료·부품 등의 내수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만은 수직분업(VS)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직분업(VS)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 중국과 같이 원료·부품 등의 내수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폭은 중국에
비해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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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미국은 수직분업(VS)지수와 수직분업(VS)비율 모두 크게 증가하여 5개국 가운데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와 의존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중간재 수입량이 증가하여 수직분업(VS)지수와 비
율 모두 증가

∙ 일본은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는 변화는 없었으나 수직분업(VS)지수는 감소하고 수직분업
(VS)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 및 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경우 수출량과 중간재 수입량 모두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산업
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액 감소폭이 중간재 수입 감소폭보다 더욱 커 위와 같은 값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표 9 한국 전자산업 VS지수 및 비율 변화(2005~2015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11 ▬ 일본
2012 2013 2014 2015
▬ 한국
▬ 중국 2009
▬ 대만2010▬ 미국
VS지수 16,729 17,335 18,846 21,538 17,790 20,929 24,536 24,631 25,126 26,316 28,763
VS비율 18.2
17.5
16.5
18.9
17.1
16.0
17.9
18.0
16.8
17.2
19.7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2 국가별 전자산업 VS비율 변화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0 국가별 전자산업 VS지수 및 비율 변화(2005~2015년)
국가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연도
2005
2015
2005
2015
2005
2015
2005
2015

VS지수
53,153
99,935
14,372
15,203
13,891
30,706
6,940
6,583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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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비율
28.5
20.3
18.7
12.6
15.7
40.0
8.8
11.0

n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은 최종재 수출을 위한 해외 부가가치를 수입하는 비중이 더 높았으
나, 중국과 대만은 최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해외생산·수출품에 대한 중간
재 수출이 전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의 대다수를 차지

∙ 한국은 2005년과 2015년 모두 전방보다 후방참여도가 약간 더 높은 모습을 보여 최종재
수출을 위한 해외 부가가치를 수입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 기간 전·후
방참여도 모두 감소

∙ 중국은 2005년 5개국 중 전방참여도는 가장 낮고 후방참여도는 가장 높아 최종재 수출을
위한 해외 부가가치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2015년에도 전방참여도는 여전히 가장 낮으
나, 후방참여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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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가별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후방참여도 변화(2005~2015년)
<한국>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노드엑셀 프로(NodeXL Pro)를 이용하여 저
자 작성.

- 이는 수직분업(VS)지수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원료·부품 등의 중간재에 대한 내수
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대만의 경우 2005년 전·후방참여도의 분포가 한국과 비슷한 형태였으나, 2015년 전방
참여도의 증가와 후방참여도의 감소로 두 지표가 역전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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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한국, 중국, 대만 3개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방참여도가 후방참여도에 비해
크게 높으며, 그 차이 역시 점차 벌어져 해외생산·수출품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전체 부가
가치 창출 활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역시 전·후방참여도의 분포가 미국과 같은 형태이나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음
표 11 국가별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후방참여도 변화(2005~2015년)
단위: %

한국

구분
2005
2015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28.4
27.6

37.3
35.9

16.3
16.1

43.1
30.5

31.2
30.9

37.6
29.6

62.8
77.7

12.6
7.8

68.5
68.6

13.4
15.6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n 글로벌 가치사슬 내 각 국가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미국과 일본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위단계에, 한국, 대만, 중국은 비교적 저부가가치 창출활동에 해당하는 중간단계
에 위치함

∙ 글로벌 가치사슬(GVC) 포지션 지수 분석 결과 한국의 포지션 지수는 2005년에서 2015
년 사이 큰 변화 없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전체 가치사슬 중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스마일 곡선8)상 저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 해당함을 의미

∙ 중국과 대만 역시 한국과 유사한 그룹에 해당하나 두 국가 모두 글로벌 가치사슬(GVC)
포지션 지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동 기간 부가가치 수출(VAX)지수 역시 증가했
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포지션 지수가 높아 스마일 곡선상 원
료·부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고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상위단계(Up-stream)에 해당함
- 미국은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부가가치 수출(VAX)지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포지션 지수 모두 증가하며 그 지위가 더욱 강화된 반면, 일본은 두 지표 모두 감소하여
차이를 보임

10) 무담비(Mudambi)의 스마일곡선(Mudambi 2007) : 가치사슬의 각
단계를 활동 종류 및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기준으로 3단계
(up-stream, mid-stream, down-stream)로 분류.

Up-strea

Down-st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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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가별 전자산업 GVC 포지션 지수 변화(2005~2015년)
구분

한국

중국

대만

미국

일본

2005

-0.07

-0.21

-0.05

0.37

0.40

2015

-0.06

-0.12

0.01

0.50

0.38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4 국가별 전자산업 VAX 및 GVC 포지션지수 변화(2005~2015년)
<2005>

출처: OECD TiVA 2018(https://stats.oecd.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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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4 요약 및 결론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의 ‘국제적 분업’ 강화라는 변화에 따라 글로벌 스케일에서 산
업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인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형태 및 사슬 내 지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TiVA 데이터를 활용, 네트워크 분석 및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함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전자산업 교역량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간재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액 대비 해외 부가가치(FVA)비율 역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역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 및 강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일 국가의 위계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점차 다양한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게 됨

∙ 이렇게 확대되어가는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한국의 위치 및 영향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 대만, 미국, 일본을 함께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총 수출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모두 전 세계 2위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적 저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중간단계에 머무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국의 전자산업은 여전히 전 산업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하지 못하며, 핵심 원료·부품·기술력·브랜드·마케팅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음
을 의미

표 13 국가별 전자산업 GVC 분석 결과 요약
구분

수출액

DVA

VAX

VS비율

전·후방참여

GVC 포지션

한국

2위

2위↑

증가

증가

전 < 후

MID

중국

1위

1위

증가

감소

전 < 후

MID

대만

3위↑

3위↑

증가

감소

전 > 후

MID

미국

4위↓

4위↓

증가

증가

전 > 후

UP

일본

6위↓

5위↓

감소

감소

전 > 후

UP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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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중국과 대만은 총 수출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모두 각각 1위와 3위를 담당하고 있으
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과 유사한 위치에 있으나,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는 증가한
반면,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핵심 원료·부품 등에 대한 내수화
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이로 인하여 후방참여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결과적
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치가 상향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한국, 중국, 대만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총 수출액 및 부가가치 수출
액 모두 금액과 국가 순위가 감소함. 그러나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
이며 전방참여도도 높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에 해당하는 상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미국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교역액 중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내 상위단계의 입지도 강화하였으나, 일본은
반대의 양상을 보여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산업이 위축·악화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됨

∙ 결론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한국의 수출액은 증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슷한 위치였던 중국과
대만은 핵심 원료·부품 등에 대한 내수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한국 역시 핵심 원료·부품 등에 대한 내수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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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권 설정기준 마련을 위한

분석방법 비교의 필요성
1) 광역권의 개념·분석과 정책 활용을 위한 설정 기준 마련 필요
n 현황자료에 기반을 두고 현재 형성돼 있는 광역권을 분석·파악, 이를 토대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범위로서 적합한 광역계획권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에 활용

∙ 일반적으로 광역권은 생활, 경제활동, 여가 등의 측면에서 각각의 범위를 갖고 이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광역권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되는 권역은 교통인프라의 확충에 따라 범위가
확산되는 경향을 가짐(문미성 외 2008)
- 광역권은 설정하고자 하는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경제권, 광역 및 일상생활권,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광역권 설정을 위해 분석되는 지표들은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중심
도시로의 접근성, 주변도시들의 도시성의 3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음(김호철 외 2004)
- 이 분류에 의해, 통근·통학 비율, 통근·역통근 비율, 직업의존도 및 직업점유율, 전입·전출
인구수 등이 연계성 지표로 분류됨(권창기 외 2007; 장환영 외 2012)
- 접근성 지표로는 중심도시로의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가 포함됨(김호철 외 2004)
- 인구규모, 도시영향력 지표,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전업농가율, 2·3차 산업부문 취업구성
비, 인구밀도, 주·야간 인구비 등은 도시성 지표라 할 수 있음(권용우 2001; 김동주 외
2012; 이희열 외 2007)

∙ 먼저 이러한 현황자료에 기반하여 현재 형성되어 있는 광역권을 분석·파악하고, 광역도시계
획의 수립 범위로서의 광역계획권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음(김호철 외 2004)
- 분석된 광역권을 토대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인 향후 도시 간 기능연계와 도시성장
관리, 광역시설의 배치, 여건변화의 반영, 자연·역사·문화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범위로서의 광역계획권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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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현재 전국 14개 광역계획권이 지정, 204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진행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국가법령
정보센터 2019)
-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내의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

∙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행정중심복합도시권, 창원권, 광
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의 14개 광역계획
권이 지정되어 있음(국토교통부 2018)

∙ 2019년 현재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권에 대해서 204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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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국 광역계획권 지정 현황
구분

면적(㎢)

인구(명)

해당도시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
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29시 4군)

수도권

6,852.1

18,317,664

부산권

1,700.7

4,342,437

부산, 양산, 김해(3시)

대구권

4,978.2

3,110,945

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성주, 군위, 청도(3시 5군)

광주권

3,259.0

1,716,038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2시 4군)

대전권

4,638.0

2,524,369

대전,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옥천, 청원, 청주
(4시 4군)

행정중심복합도시

3,597.0

2,582,900

대전, 연기, 공주, 계룡, 천안, 청주, 청원, 진천
(5시 4군)
마산, 창원, 진해, 함안(3시 1군)

창원권

1,613.5

1,429,557

광양만권

5,279.2

728,000

전주권

2,457.0

1,428,000

청주권

3,403.1

966,192

전남 서남권

3,711.0

1,076,000

여수, 순천, 광양(3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4시 1군)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1시 6군)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
역(1시 6군)

제주권

1,847.8

553,864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2시 2군)

공주역세권

2,584.0

502,000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3시, 2군)

내포신도시권

3,496.0

1,146,000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3시, 3군)

출처: 국토교통부 2018, 70-71.

n 새로운 광역계획권 지정을 위한 광역권 설정 기준 필요

∙ 특히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광역도시계획들
은 그 수립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했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청주시의 행정구역 개편 등
충청권과 각 광역계획권 내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기점으로 진행된 기존 광역권 설정 연구들 또한 그동안의 인구이
동, 통행패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교통존 및 최신 조사된 기종점 통행량 자료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충청권 내 광역권 설정의 재검토가 필요(김광익 외 2008; 이종상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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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충청권의 광역도시계획은 대전권, 행정중심복합도시권, 청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
도시권으로 각각 나뉘어 수립됐으나, 국가균형발전과 광역권 기능의 연계·응집 취지에 부합
하기 위해 광역도시권역을 통합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충청권의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건변화 반영과 적합한 설정기준
및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표2

충청권 내 광역도시계획 수립 현황
구분

수립

변경

목표연도

계획구역(㎢)

계획인구

대전권

2005.01

2010.01

2020

4,633.87

199만

행정중심
복합도시권

2007.06

-

2030

3,597.00

370만

청주권

2001.12

2010.12

2020

1,425.00

143만

공주역세권

2016.12

-

2030

2,584.00

50.2만

내포신도시권

2016.12

-

2030

3,496.00

114.6만

출처: 국토교통부 2018, 71 내용을 재구성.

2) 광역권 설정을 위한 주요 분석방법으로서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n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은 광역권 설정을 위한 분석 시 이용된 주요 통계적 분석방법

∙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은 검토된 주요 선행연구를 비롯해 기존의 광역권 분석을 수행한 연구
들에 의해, 도시 간 연계성 및 입지적 상호작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된 통계적 기법이라 할 수 있음(김광익 2009; 이종상 외 2012)

∙ (요인분석) 광역권 내 권역을 잠재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충청권 시·군 간 군집형성을 요인분
석을 통해 파악(김광익 외 2008; 김광익 2009; 김광익 2010)
- 요인분석이란 ‘요인’이라고 하는 측정되지 않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변수를 가정
하여 관측된 상관성이 높은 변수 간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통계적 기법임(송지

380 2019년 정책제안서 I

준 2010)
-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 간에 잠재되어 있는 요인을 규정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군집을 확인
할 수 있음

∙ (군집분석) 통근통행량, 전입·전출 인구수, 중심도시로의 거리 측면에서 유사 속성을 가진
충청권 시·군 간 군집집단을 군집분석을 통해 추출(이종상 외 2012; 임병호 2014)
- 군집분석은 하나 또는 몇 가지 측면(예: 통행량, 전입·전출 인구)에서, 다른 집단에 속한
개체들보다 서로 더 유사한 속성을 가진 개체들을 군집으로 형성시켜주는 통계적 방법(송
지준 2010)
- 공간구조 분석에 이용되는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다른 통계분석방법들과는 달리 통계적
방법으로 바로 군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

n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이 활용된 충청권 광역권 분석 사례

∙ 김광익 외(2008), 김광익(2009, 2010)에서는 광역권역을 구분하기 위해 기종점 통행량 자
료 및 산업거래 자료를 활용하고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지역 간 통행 및 산업 연계성을 분석
- 2005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 및 165개 시·군의 통행 및 산업거래 자료에 대하여 모두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통행분석에 대해서는 통근·통학·업무 통행의 세 가지 목적통행을
분석하고 각각의 통행권역을 산출함
- 전국 시·군 단위 통근통행 분석의 경우, 총 34개 요인이 분석되어 산출됐으나 이 요인들을
모두 각각의 권역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요인에서 배후지역이 되는 소규모 중심지를 기반으
로 소권으로 분류하고 보다 중심성이 큰 지역에 편입시킴으로써 연계 구조를 정리
- 이 중에서 충청권은 대전권·천안권·청주권의 3개 대도시(광역중심) 권역으로 구분되며,
청주권은 다시 청주소권과 제천소권으로 나눠짐
- 충청권의 모든 시·군이 대전권·천안권·청주권에 포함되며, 특이사항으로 강원도 영월군
이 제천소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종상 외(2012)는 인적· 물적 두 가지 측면에서 광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통근통행 기종점
자료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했고 통계적 기법으로 군집분석을 활용
- 인적·물적 연계성을 나타내는 수치의 평균값을 구해 군집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두 가지 측
면을 모두 고려한 권역설정 수행
- 이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수행하면서 계층적 군집화 방법 중 평균연결법을 활용해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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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와 산업적 연계의 군집을 파악함
- 분석단위가 전국 16개 시·도이며 시·도 간 규모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각 시·도의 인구와
총생산액을 보정치로 이용함
- 통근통행량 군집분석의 분석결과로는 충청권의 경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먼저 군집
을 형성하고 이어 충청북도와 군집을 이룸

∙ 이상걸 외(2016)는 통행자료와 다른 기타자료를 분석하고 자의적인 기준과 지역특성 이해
에 의존한 기존의 광역권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수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기능적 영역을 규정
하고자 함
- 시·군 단위 기종점 통행량 자료와 마르코프 연쇄(Markov-chain) 모델을 활용, 기능적 거
리를 정의해 산출하고 군집 분석을 통해 중심도시와 군집을 이루는 시·군을 포함하여 광역
도시권의 영역을 분석
- 분석결과로 충청권의 경우,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대부분 시·군을 영향권으로 나타남
- 남쪽 방향으로 전라북도가 근접해 있음에도 전라북도의 시·군은 영향권에 들지 않고 충청
남도와 전라북도를 경계로 광역도시권이 형성됨을 보여줌
- 충청권 내에서 서천군, 단양군, 제천시만이 영향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의 요인분석 등을 통한 분석결과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이 광역권으로 포함
되는 것으로 스프롤(sprawl, 도시와 그 교외지역의 가장자리가 농촌지역으로 팽창)로 인
해 실제 광역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 해석

3) 광역권 설정을 위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의 장·단점 비교 필요성
n 주요 광역권 분석방법인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의 상대적 적합성이 판별된 바 없고, 분석방법의 선
택 및 결과활용에 대한 기준이 부족

∙ 일반적으로 광역권 설정 연구들은 기종점 통행량, 통행량을 기반으로 한 개체 간의 거리, 기능적
거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간 상호관계를 측정(배진원 외 2019; 이상걸 외 2016)
- 인구 및 물자의 이동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또는 군집분석과 같은 요약적 방법을 통해
권역을 설정하므로, 상호작용의 극대화로 인한 왜곡 또는 주요 유동 패턴의 누락 등의 우려
도 있어 옴(조대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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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이용되는 측정방법과 변수의 형태가 다양하고 방법론에 대한 주의도 있어왔지만, 방
대한 양의 도시들 간 상호관계를 군집(group)형성을 통해 요약하는 방법으로 해석이 용이
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이 가장 널리 이용되어 왔음(조대헌 2011, 34)

∙ 광역권 설정의 구성요소인 중심도시와 중심권역 설정, 배후권역 설정, 지역 내 위계구조 파악
에 관련하여 두 분석방법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는지는 검토된 바 없음(전경구 2000)
- 광역권 분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에 대해 광역권의 기능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느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된 바 또한 없음
- 무엇보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광역권 설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 광역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인 광역계획권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부족함(김호철 외 2004)

n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의 방법으로 충청권 광역권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비교하여 광역
권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의 장·단점을 논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충청권을 대상지로 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광역권 설정 결
과를 비교하여 각 분석방법이 권역설정 요소별로 갖는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함

∙ 또한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광역권 분석방법으로서 각 방법이 갖는 적합성을 논하고
자함
- 기존 광역권 분석 연구들이 행복도시 건설 시점 이후로부터 충청권의 광역권 및 대도시권
구조 개편이 두드러졌을 것으로 예상
- 기존 광역권 설정 연구들을 보완하고 최근 대도시권의 영향권 확대와 최신 조사된 자료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충청권 광역계획권 설정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

∙ 나아가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을 통한 광역권 분석결과가 실제 광역계획권 설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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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광역권 분석방법
1) 모집단과 연구대상지
n 충청권 전체를 연구 대상지로 하며, 충청권은 28개 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으로 구성

∙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연구의 대상지로 함
- 2017년 현재 대전광역시는 동구, 중구, 서구, 윤성구, 대덕구 5개의 구로 구성(대전광역시
2018)1)
- 충청북도는 3개 시, 8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포함(충청북도 2018)
- 충청남도는 8개 시, 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 포함
(충청남도 2018)
- 세종특별자치시는 1읍 9면 14동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 2018)

∙ 2017년 기준 충청권의 인구는 557만 5,873명으로 대전광역시가 152만 5,849명, 충청북도
가 161만 1,009명, 충청남도가 216만 2,426명, 세종특별자치시가 27만 6,589명을 보유
(대전광역시 2018; 세종특별자치시 2018; 충청북도, 2018; 충청남도 2018)

∙ 충청권의 면적은 1만 6,638.39㎢이고, 대전광역시가 539.46㎢, 충청북도가 7,407.67㎢, 충
청남도가 8,226.37㎢, 세종특별자치시가 464.89㎢임(통계청 2018)

1) 연구 분석을 위한 주요 데이터는 전국 250존 목적별 기종점 통행량 자료가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합성을 위해 2017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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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충청권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도

2) 자료수집
n 2017년 기준 전국 지역 간 여객 목적별 기종점통행량 자료를 활용

∙ 충청권 광역권을 분석하고 시·군 간 연계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간 인구, 물자, 재화의
연계흐름 중 기본이 되는 인구 통행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수집(한
국교통연구원 2019)
- 시·군 간 통행 연계구조의 분석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전국 지역 간 여객 목적별
기종점통행량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
- 본 자료는 2019년에 발간됐으며 기준연도를 2017년으로 하여 2018년 전국 기종점 통행
량 자료 현행화 과정을 통해 생산됨

∙ 2017년 12월 말 행정구역상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전국을 250개 존으로 설정한 자료를
제공받음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목적별 기종점 통행량 자료의 공간적 단위는 250개
시·군·구로 구분되는 소(小)존 이외에도 17개 시·도로 구분된 대(大)존, 162개 시·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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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중(中)존이 있음
- 통행목적은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오락·친지방문, 기타 7개의 통행목적 으로
구분됨
- 통행 주요수단은 승용차, 버스, 일반철도·지하철, 고속철도, 항공, 해운 6개로 분류됨
- 통행단위는 평일 평균 여객통행량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는 연평균 일교통량
(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과는 구분됨

표3

2018년 전국 목적별 기종점 통행량 자료의 분류(2017년 기준)
공간단위

통행목적
통근통행

대(大)존
(전국 17개 시·도 단위)

일상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

기타통행

쇼핑통행
여가통행
통근통행

중(中)존

일상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

(전국 162개 시·군 단위)
기타통행

쇼핑통행
여가통행
통근통행

-

소(小)존
(전국 250개 시·군·구 단위)

일상통행

업무통행
기타통행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2019의 자료목록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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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통행
쇼핑통행
여가통행

3) 연구변수 및 통계적 분석
n 충청권 28개 시·군 단위 존을 대상으로 하여 통근 목적 통행량을 주요 연구변수로 설정

∙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전국 지역 간 여객 목적별 기종점통행량 자료 중
시·군 간 연계흐름에 의한 군집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선별해 분석에 활용
-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오락·친지방문, 기타 7개의 통행목적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군 단위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시·군 간 통행량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쇼핑·여가 목적 통행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
- 통근통행량, 통학통행량, 업무통행량, 총통행량, 통근·통학 합산 통행량을 사전에 분석한
결과, 이 중에서 통근 목적 통행량이 시·군 간 상호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자료의 기준연도는 2017년이고 분석단위는 ‘여객통행/평일’임
- 분석의 공간단위는 전국 단위 162개 시·군 단위 중존 중 충청권에 해당하는 28개 시·군
단위 존을 대상으로 함2)

n 모집단의 인구·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충청권 내 인구통계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수행

∙ 인구 통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구·지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충청권 내 시·도, 시·
군 단위 인구 분포, 면적, 가구 수, 인구증가율, 통행량 분포, 전입·전출 인구수 등의 기술통계
를 분석(대전광역시 2018; 충청북도 2018; 충청남도 2018; 세종특별자치시 2018)
- 인구분포 분석자료로서 2015~2017년까지의 각 시·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각
연도별, 각 시·도, 시·군·구별 인구분포와 인구증가율을 검토
- 시·도, 시·군 단위 면적 분석자료는 각 시·도별 기본통계 자료 중 2015~2017년까지의 행
정구역 자료를 이용하여 충청권 대비 또는 각 시·도 대비 면적비율을 비교
- 시·도, 시·군 단위 가구 수 또한 각 시·도로부터 2015~2017년까지의 가구 수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그 분포를 살펴 봄

n 광역권 내 권역을 잠재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주요요인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이용
해 요인분석 수행
2) 대전광역시는 하나의 존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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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점(origin)을 변수, 종점(destination)을 개체로 설정하여 통행연계구조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시·군 간 군집형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석에 앞서, 통행의 기점을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통행연계를 이해하는 데 보다 더 직관적
이기 때문에, 기종점 통행량 자료의 행렬에서 기점과 종점의 위치를 상호 변환시킴(김광익
외 2008)
- 요인분석의 방법은 주요요인분석(principla factor analysis), 회전방법은 베리맥스 회
전법을 사용함
- 요인 추출 시에는 그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들을 주요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송지준 2010)
그림 2 시·군 간 연계분석을 위한 자료가공 절차

출처: 김광익 외 2008, 105.

그림 3 시·군 간 연계구조 분석과정
시·군 간
기종점 통행량
자료 수집
· 전국 162개
시·군
· 충청권 28개
시·군

분석수행을
위한 자료 수정

⇨

· 행렬의 변환
· 대각선 셀 값
‘0’ 처리

요인분석

⇨

· 베리맥스 회전
· 고유치 1 이상
요인추출

시·군 간
연계구조 설정

요인 정리

⇨

· 중심도시 선별
· 중심도시의
연계지역 선별

⇨

· 중심권역의 설정
· 연계권역 및
소권역 설정

출처: 김광익 외 2008, 105.

n 통행량, 인구이동, 중심도시로의 거리를 변수로 하고 계층적 방법과 와드(ward) 연결법을 이용하
여 군집분석 수행

∙ 본 연구의 목적인 광역계획권 분석과 같이 인구, 사회경제, 인프라 등의 여러 요건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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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하는 경우, 관련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집을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요인분석과는 달리 중심도시를 정확히 지정하여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계층 도시
들을 선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군집화방법 중 병합적(agglomerative)방법에 해당하는 와드 연결
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
- 도시 간 공간적 위계구조 파악을 위해 통행량 이외에도 전출·전입 인구수, 중심도시로의
거리를 분석변수로 활용

n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본분석으로 충청권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요인·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중심 대도시권역의 실제 영향권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세종-청주-공주 통합 존(zone)을 포함한
25개 존을 대상으로 요인·군집 분석 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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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한
충청권 광역권 분석결과

1) 분석대상 시·군의 특성 분석
n 세종특별자시치의 높은 인구 성장세와 대전시의 감소세, 진천군·홍성군·아산시·천안시의 성장세

∙ 2017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를 합산한 충청권 전체 인
구 557만 5,873명 중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27.4%, 충청북도는 28.9%, 충청남도는 38.8%,
세종특별자치시는 5.0%를 차지

∙ 대전광역시를 보면 서구의 인구가 48만 7,449명(대전광역시 인구의 32.0%)으로 가장 많음
- 유성구(2.4%)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모든 구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감소세(대전광역시 평
균 –0.41%)에 있음

∙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시의 인구가 84만 2,311명으로 이는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52.3%에 해
당
- 충청북도의 인구성장률은 평균적으로는 0.68%로 소폭의 상승세에 있고, 청주시와 충주시
의 상승폭은 평균 이하이며 진천(5.49%), 증평(2.0%)은 증가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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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17년 기준 시·도별 인구특성, 면적 및 통근통행, 인구이동 현황
구 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인구(명)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전체

152만 5,849

161만 1,009

216만 2,426

27만 6,589

557만 5,873

인구증가율(%)

-0.41

0.68

1.29

16.41

1.24

가구 수(가구)

60만 4,490

64만 3,006

85만 9,796

10만 5,932

221만 3,224

539

7,408

8,226

465

1만 6,638

통근통행 발생량*

69만 1,813

61만 5,877

88만 5,270

9만 6,608

228만 9,568

통근통행 유입량*

66만 1,665

61만 8,932

89만 7,408

11만 1,563

228만 9,568

전입*

16만 6,494

13만 8,936

19만 1,082

16만 6,108

66만 2,620

전출*

20만 2,044

14만 6,766

19만 5,696

11만 8,114

66만 2,620

순 이동*

-3만 5,550

-7,830

-4,614

+4만 7,994

0

면적(㎢)

주: * 충청권 내 통행량, 인구이동을 뜻함.
출처: 시·도별 통계자료 중 행정구역 통계와 한국교통연구원 2018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30.4%(65만 6,294명)로 가
장 높음
- 충청남도는 평균 1.3%의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홍성군(4.6%), 아산시(2.9%), 천안
시(2.1%)의 성장이 두드러짐

∙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27만 6,589명으로 대전광역시 동구(23만 9,752명), 중구(24만
3,540명)와 비슷한 수준이나 매년 빠른 성장세(16.4%)를 보이고 있음

∙ 충청권 전체 대비, 시·도 간 행정구역 비율은 대전광역시가 3.2%, 충청북도가 44.5%, 충청
남도는 49.4%, 세종특별자치시는 2.8%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면적은 464.89㎢로 충청남도 청양군 면적(479.11㎢)에 근접

n 시·도 단위 분석에서는 대전-충남 간 통행량이 가장 많고, 전입인구도 세종특별자치시보다 충청
남도가 더 많음

∙ 내부 통행량을 제외한 충청권 내 시·도 간 통근+역통근량을 보면, 대전-충남 간 통행량이
총 외부 통행량 중 28.3%(23만 3,848통행/일)로 가장 높고, 대전-세종 간 통행량이 그 다음
으로 22.1%(18만 2,009통행/일) 차지

∙ 충북-충남 간 통행량이 가장 낮아 8.5%(70,232통행/일)를 차지하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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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도(9.2%), 충청남도(10.5%) 간의 통행량도 10% 내외

∙ 충청권 시·도 간 전입·전출 분석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
남도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마이너스 순 이동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전입인구 수만을 볼 때, 충청권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
남도이며 전체 전입인구 합계 중 28.8%(19만 1,082인)를 차지

∙ 세종특별자치시의 충청권 유입비율은 평균수준인 25.1%임
2) 요인분석의 결과
n (28개 시·군 단위 요인분석) 대도시 중심권역과 연계 배후권역이 형성되고 충청남도의 지역중심
소권역들은 상호 연계, 충청북도의 지역중심 소권역들은 독립적으로 형성

∙ 28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분석결과
- 중심권역으로서 대전-세종-청주-공주를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권역이 형성되며, 계룡, 논
산, 금산, 옥천, 영동군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중심권역에 교차연계(cross-loaded)되는 지역은 연계권역으로 설정되며, 부여(서천, 논
산) 소권역과 옥천(금산, 대전, 보은) 소권역이 해당
- 지역별로 소권역이 형성되어 홍성(청양, 예산, 보령), 음성(진천, 충주, 증평), 서산(태안,
당진), 천안(서산, 홍성, 아산), 아산(당진, 홍성, 아산, 천안), 제천(괴산, 단양)을 중심으로
각각 지역중심 소권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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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충청권 내 28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요인분석 결과
요인

중심도시

연계 시·군

제1요인

대전광역시(5.048)

계룡시(0.987), 영동군(0.964), 세종시(0.950), 옥천군(0.931),
금산군(0.836)

제2요인

홍성군(4.970)

청양군(0.954), 예산군(0.944), 보령시(0.914)

제3요인

음성군(4.545)

진천군(0.956), 충주시(0.902), 증평군(0.713)

제4요인

세종시(4.504)

대전광역시(0.793), 공주시(0.761), 청주시(0.698),
제천시(-0.339), 논산시(0.432)

제5요인

부여군(4.469)

서천군(0.929), 논산시(0.742)

제6요인

서산시(4.772)

태안군(0.928), 당진시(0.790)

제7요인

천안시(2.181)

서산시(0.782), 홍성군(0.632), 아산시(0.455)

제8요인

옥천군(4.266)

금산군(0.454), 대전광역시(0.456), 보은군(0.874)

제9요인

아산시(4.164)

당진시(0.511), 홍성군(0.500), 천안시(0.824)

제10요인

논산시(-4.111)

부여군(-0.889), 음성군(0.459)

제11요인

제천시(-4.664)

단양군(-0.921), 괴산군(0.359)

주: 중심도시( )는 요인점수, 연계 시·군( )은 각 요인과 상관계수.

그림 4 충청권 내 28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요인분석에 의한 권역 설정

- 충청남도 소권역인 천안, 아산, 홍성, 서산 소권역들은 소권역 간 상호 연계되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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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줌
- 충청북도 소권역인 음성(진천, 충주, 증평), 제천(괴산, 단양) 소권역은 상호 또는 다른 지역
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각각 중심성을 갖고 독립적인 지역중심 소권역 형성

n (25개 시·군 단위 요인분석) 대도시 중심권역 영향력 강화, 지역중심 소권역들이 중심권역의 연계
배후권역으로 형성, 충청남도의 지역중심 소권들은 여전히 상호 연계

∙ 대전-세종-청주-공주 통합 존을 포함한 25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분석결과
- 중심권역을 확대하여 상호 연계성이 높은 대전-세종-청주-공주 통합 존을 설정했을 때 통
합 존을 비롯한 계룡, 논산, 증평, 보은, 옥천, 금산, 영동군이 중심권역에 포함
- 대전-세종-청주-공주 중심권역에 교차연계 되는 지역으로서, 아산(당진, 홍성), 음성(증
평, 진천, 충주, 괴산), 부여(논산, 서천), 단양(제천) 소권역이 연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홍성(예산, 청양, 보령), 서산(태안, 당진), 천안(서산, 아산)을 중심으로 각각의
소권역 형성
- 이 중, 충청남도 소권역인 홍성, 서산, 천안, 아산 소권역들은 소권역 간 상호 연계됨
- 대전-세종-청주-공주를 통합 존으로 간주했을 때 충청권 내 미연계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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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충청권 내 25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요인분석 결과
요인

중심도시

연계 시·군

제1요인

대전-세종-청주-공주(4.570)

영동군(0.990), 계룡시(0.953), 금산군(0.924),
옥천군(0.897), 보은군(0.802), 논산시(0.753),
증평군(0.741)

제2요인

홍성군(4.671)

예산군(0.957), 청양군(0.952), 보령시(0.925)

제3요인

음성군(4.480)

증평군(0.531), 진천군(0.941), 충주시(0.936),
괴산군(0.437)

제4요인

서산시(4.501)

태안군(0.929), 당진시(0.809)

제5요인

아산시(3.408)

당진시(0.459), 홍성군(0.762), 천안시(0.722),
대전-세종-청주-공주(-0.391)

제6요인

부여군(4.203)

논산시(0.538), 서천군(0.934),
대전-세종-청주-공주(-0.351)

제7요인

천안시(3.125)

서산시(0.724), 아산시(0.677)

제8요인

단양군(3.677)

제천시(0.794), 대전-세종-청주-공주(-0.577)

제9요인

제천시(4.298)

단양군(0.913)

제10요인

충주시(2.610)

부여군(-0.732), 음성군(0.639)

주: 중심도시 ( )는 요인점수이고, 연계 시·군의 ( )는 각 요인과의 상관계수임.

그림 5 충청권 내 25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요인분석에 의한 권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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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요인분석 결과 종합) 대도시 중심권역의 영향력이 강해 지역중심 권역들을 포섭함으로 충청권
전체를 광역권으로 설정 가능, 지역중심 소권역의 형성과 충청남도 권역들의 상호 연계

∙ 통행연계 요인분석 결과 종합
- 대전-세종-청주-공주를 중심으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등이 포함되는
대도시 중심권역 형성
- 증평군과 보은군은 중심권역과 우선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크게 천안·아산(천안, 당진, 홍성, 아산, 보은, 천안), 홍성(홍성, 청양, 예산, 보
령), 음성(음성, 진천, 충주, 증평), 제천(괴산, 단양) 소권역 형성
- 대전-세종-청주-공주를 통합 존으로 간주했을 때, 천안·아산 소권역, 음성 소권역, 부여
소권역, 제천소권은 중심권역과 높은 연계성을 보임
- 충청남도 소권역인 홍성, 서산, 천안, 아산 소권역들은 권역 간 상호 연계되는 반면에, 충청
북도 소권역인 음성, 제천 소권역들은 권역 간 상호 연계성이 적음

3) 군집분석의 결과
n (28개 시·군 단위 군집분석)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천안시까지 포섭하는 대
도시 중심권역을 형성, 여타지역 군집 간 위계는 구분할 수 없음

∙ 충청권내 28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분석결과
- 계통도(Dendrogram) 아래로부터 보이는 세종이 가장 먼저 대전과 군집을 형성
- 천안-논산, 공주-계룡-금산, 청주-옥천 간 군집이 형성되고 이들 간 다시 한 계층을 이룸
- 다시 대전-세종과 천안-공주-청주의 군집들이 상위의 계층을 형성하여 대전광역시를 중
심으로 대도시 중심권역을 형성
- 여타지역 중, 부여, 서산, 보령, 당진, 홍성, 충주, 아산, 영동이 군집 2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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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충청권 내 28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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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충청권 내 28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군집분석에 의한 권역 설정

- 단양, 괴산, 증평, 청양, 보은, 음성, 서천은 별도의 군집 3을 형성
- 군집 2와 군집 3은 그 우위를 판단할 수 없고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심권역보다 낮은 위계를
형성

n (25개 시·군 단위 군집분석) 대도시 중심권역이 청주 영향권으로 확장되며 이와 연접한 배후권역
이 형성, 여타지역 군집 간 위계는 여전히 구분할 수 없음

∙ 충청권 내 25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분석결과
- 대전-세종-청주-공주를 하나의 통합 존으로 설정 시, 먼저 상위 위계를 갖는 도시들은 천
안, 논산, 금산, 계룡, 괴산, 증평, 진천, 옥천임
- 이 중에서 논산-계룡-금산, 증평-괴산이 군집을 형성하고 옥천-진천도 낮은 위계의 군집
을 형성
- 그 다음으로 천안과 이들 군집들이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대전-세종-청
주-공주 통합 존과 함께 대도시 중심권역을 이루게 됨
- 영동-아산-충주, 보은-음성이 형성하는 군집들은 통합하여 군집 2로 분류되는데, 이는 모
두 대도시 중심권역에 인접하여 중심권역의 배후권역이라고 보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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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지역에서 형성되는 당진-홍성-부여-서산-보령-제천의 군집 3과 청양, 예산, 단양,
태안, 서천의 군집 4는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위계에 있는 군집으로 형성

n (군집분석 결과 종합)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청주시-천안시를 모두 포섭하는 중심권역
도출, 중심권역 또는 지역중심도시와 연계되는 배후권역 판별이 어려움

∙ 통행연계 군집분석 결과 종합
- 군집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 우선
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청주시와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
군이 그 다음으로 군집을 형성해 중심권역에 포함
- 중심 통합 존 설정 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이 대도시 중심권역에 포섭됨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공주시, 천안시 등이 이루고 있는 권역은 충청권의
명실상부한 중심권역으로, 위계구조에 의한 권역설정이 연계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요인분
석과는 다른 광역권 분석결과를 보여줌
- 두 군집분석 간 홍성-제천을 포함하는 군집과 예산-청양을 포함하는 군집이 대체적으로
나뉘어 구분지어지나 두 군집 중 어느 군집이 중심권역과 보다 더 연계성이 높은 지역인지
는 본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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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충청권 내 25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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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충청권 내 25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군집분석에 의한 권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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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의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의 장·단점 비교와 도출된 광역권의 비교
n 요인분석에 의해 설정된 광역권은 광역계획권 범위의 확장 필요성을 제시하고, 군집분석에 의한
광역권은 중심도시 간 연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

∙ 본 연구에서는 같은 기준연도의 통근 목적 기종점 통행량 자료와 같은 공간단위(시·군)를
이용하지만, 두 가지 다른 기법으로 충청권의 광역권을 분석함으로써 통계적 분석방법의 장·
단점을 비교하고자 했음

∙ 요인분석의 결과는 공통적으로 대전-세종-청주-공주를 포함한 옥천, 영동, 금산, 계룡, 논산
을 중심권역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권역은 영동을 제외하면 기존 대전광역권
의 범위와 비슷하고 이는 실제의 통행 영향권이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
여줌(대전광역시 외 2010)
- 현재의 생활권 범위가 과거의 계획권의 범위에 이르고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배후권역이
형성되는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광역교통인프라의 확산과 산업배치에 따른 장래 계획 및
미래 변화상을 반영하여 확장된 광역계획권 설정이 필요할 것

∙ 군집분석의 결과에서는 대전-세종-청주-공주, 옥천, 영동, 금산, 계룡, 논산을 비롯하여 천
안시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역사, 문화, 산업, 행정, 교육의 중추기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중
심권역을 도출하고 있음
- 현재 대전-천안 간 통행량이 대전-충청권 시·군 간 총통행량 중 단지 3.1%(1만 8,274 통행
/일)를 차지하고 연계성 분석에서도 유의하지 않으므로, 향후 중심도시의 위계를 갖는 천
안시, 그 배후도시인 아산과 중심 대도시권역 간에 연계를 강화하는 교통시설계획 및 광역
권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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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요인분석은 배후권역·소권역과 생활권 판별에 용이, 군집분석은 실제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중심
권역과 도시 간 위계구조 파악에 유리

∙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요인분석은 상관관계를 통해 연계성에 기초해 군집
을 형성한다는 것이고, 군집분석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위계를 설정하여 계층적으로 군집을
형성한다는 것임
- (중심권역 설정) 요인분석은 인접하고 연계성이 높은 도시들 간에 권역을 형성시키는 반면,
군집분석은 인접하거나 연계성이 높진 않아도 위계상 영향력이 큰 중심도시를 중심권역에
포함시키는 장점을 가짐
- (배후권역 설정) 요인분석은 중심권역과 연계되는 배후권역을 설정하고 지역중심과 연계성
이 높은 배후도시를 판별하여 지역중심 소권역을 설정 가능하도록 하나, 군집분석은 중심권
역 외 군집들의 위계가 대동소이하여 특정 군집을 배후권역이라 지칭하기 어려움
- (지역중심 소권역 설정) 요인분석은 중심권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 간 연계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중심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소권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나, 군집
분석은 분석변수들의 도시 간 유사성을 기초로 중심권역으로부터의 위계구조를 설정함으로
지역중심을 파악하는 데 한계
- (생활권 형성)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통행량 기반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도시들 간 형성된 군집
은 편익시설이 공유되는 단위인 생활권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군집분석에 의해 군집으로 형
성된 도시들은 연접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생활권으로 보기 어려움
- (지역 내 위계구조 파악) 요인분석은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정도를 파악하여 연계성이 가장
높은 도시들을 권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위계구조보다는 연계구조 파악에 유리하고, 군집분
석은 지역 전체의 도시 간 위계를 구분하여 권역을 구분함으로 지역 위계구조 분석에 강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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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광역권 설정을 위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의 장·단점 비교
구분
특 성

요인분석
연계성에 기초한 군집 형성
∙ (단점) 연계성이 적으나 영향력이 큰 중
심도시 판별이 어려움

군집분석
유사성을 기초로 위계에 의한 군집 형성
∙ (장점) 연계구조로 파악이 어려운 중심
도시를 포함한 중심권역 설정이 가능

배후권역 설정

∙ (장점) 중심권역의 연계권역, 지역중심
도시와 연계되는 소권역 등 배후권역의
판별이 용이

∙ (단점) 중심권역을 제외한 여타 군집 간
의 위계가 불분명한 경우 배후권역의
파악이 어려움

지역중심 소권역
설정

∙ (장점) 중심권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 간
연계구조 파악이 가능함으로 지역중심
도시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소권역 판별

∙ (단점) 도시들의 유사성을 기초로 군집
을 계층적으로 구분하므로 지역 내 인접
도시들과의 관계 파악은 어려움

생활권(군집)
형성

∙ (장점) 연계성이 높은 주변의 도시를 군
집으로 형성하여 서비스의 공유가 이뤄
지는 생활권을 파악할 수 있음

∙ (단점) 위계에 기초해 연접하지 않은 도
시들 간 군집을 형성함으로 생활권 파
악에 한계

지역 내 위계구조
파악

∙ (단점) 연계성이 가장 높은 도시들을 권
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위계구조보다는
연계구조에 초점

∙ (장점) 지역 전체의 위계를 구분하여 권
역을 구분함으로 지역 위계구조를 유추
할 수 있음

중심권역 설정

2) 광역계획권 설정 시 고려할 정책적 시사점
n 광역권은 여건에 따라 변화하고 새로운 중심도시와 배후권역이 성장

∙ 김광익 외(2008)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2005년 기준 전국 지역 간 목
적별 기종점통행량 자료를 분석
- 전국 165개 시·군 간 통근통행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에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됐고 대전광
역시, 청주시, 천안시, 제천시를 중심으로 권역이 형성, 이 중 제천권역은 청주시의 연계권
역으로 분류
-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간 연계구조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독립된 권역이라 할
수 있음
- 2017년 기준 권역설정 결과와는 달리, 중심 대도시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권에 부여군
과 서천군이 포함되는 것이 특이점

∙ 2005년 기준 결과와 비교하면 12년 사이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성장함과 동시에 대전권과 연계성이 높아지고, 대전권은 충청남도 남부보다는 이 지역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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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를 강화함
- 부여군, 서천군, 보은군은 대전-세종-청주 중심 대도시권의 연계지역으로 변화해옴

∙ 여건이 바뀜에 따라 광역권은 변화하며, 이는 광역권 분석이 광역계획권 설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현황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변화상을 분석에 담아낸다면 광역계획권 설
정에 보다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
그림 10 통근통행 기준 연도별 권역 설정 변화

2005년 기준 권역 설정*

2017년 기준 권역 설정

*출처: 김광익 외 2008, 117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표 8 충청권 내 30개 시·군 단위 통근통행 요인 분석결과(2005년 기준)
요인

중심도시

연계 시·군

제5요인

청주(11.53)

대전광역시(0.483), 청주시(0.919), 충주시(0.691), 제천시(0.537),
청원군(0.908), 보은군(0.707), 증평군(0.957), 진천군(0.972),
괴산군(0.804), 음성군(0.632), 연기군(0.747)

제7요인

대전(12.24)

옥천군(0.942), 영동군(0.635), 공주시(0.919), 논산시(0.919),
계룡시(0.972), 금산군(0.969), 부여군(0.731), 서천군(0.461)

제8요인

천안(8.72)

보령시(0.596), 아산시(0.711), 서산시(0.652), 청양군(0.697),
홍성군(0.846), 예산군(0.893), 태안군(0.571), 당진군(0.743)

제23요인

제천(11.46)

영월군(0.683), 단양군(0.925)

출처: 김광익 외 2008, 117의 내용에서 발췌함.

n 미래변화상을 예측하고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 한국교통연구원(2019)에서 추정한 2040년 통근통행 기종점통행량 자료를 이용한 요인분
석을 통해 충청권 광역권을 분석 시,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권역과 충주·제천·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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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한3) 충청북도 북부권역이 독립된 권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17년 기준 분석과는 달리 중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소권역들이 성장하여 연계됨을 알
수 있으나, 충남권역과 충북권역의 연계는 발견되지 않음

∙ 하지만 이용된 예측 통행량 자료는 2017년 기준 통행량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예측자료이기
때문에 미래변화상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천안·아산권과의 연계성 강화, 동·서 교
통축 강화 등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통행량 자료로만으로 예측된 장래 광역권 변화상의 한계점을 시사함

∙ 지목별 토지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에서 2017년 간 충청권 시·군 별 도시화 용지 비율
과 증가율을 산출하였을 때, 중심권역의 세종시, 계룡시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천안·아산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라 공장용지, 배후주거지 등
도시화 용지가 증가함을 유추할 수 있고, 진천, 음성의 성장은 수도권과의 인접성과 충북혁
신도시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음
- 향후 2040년의 미래상으로서 충청권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서
산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충주시, 제천시의 도시화 용지 증가율은 높은 성장세를 보임
그림 11 장래 예측 통행량 기준 권역설정과 충청권 도시화 추세

2040년 예측 통행량 기준 권역설정

2009-2017년 도시화율과 증가율*
*출처: 통계청의 ‘지목별 토지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 따라서 장래 새로운 지역중심도시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중심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생활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충청권 광역권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음
3) 청주시와의 연계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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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통행량 이외에도 향후 연령별 인구, 취업·종사자 수, 학생 수 등의 추계와 교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장래계획의 반영과 같이 미래상을 고려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돼야
할 것임

n 광역권 설정 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의 상호보완적 활용, 미래변화상 예측기법 개발 필요

∙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되는 광역계획권의 설정과 관련해
수행된 선행연구들이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대도시권 구조 개편과 변화된 통행패턴 등 달라
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권, 대전권, 청주권과 같은 충청권의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들은 그 수립시기와 지정시기가 충청권의 대도시권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했을 행정중심복
합도시 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이기 때문에, 재수립 시기와 변경지정 시기가 도
래했음에도 반영할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권의 광역계획권 설정을 사례로 하여 적합한 광역권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충청권 시·군 단위 지역 간 기종점 통근통행량 자료를 이용하고 가장 보편적으
로 활용되는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의 통계기법을 통해 설정된 광역권 분석결과를 비교해 분
석방법의 장·단점을 평가함
-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간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요인분석은 연계구조를 분석하는 데 강점
을 가진 분석방법으로 광역권 내 중심도시권의 배후권역 또는 배후도시를 판별하는 데 유
용함
- 군집분석은 도시 간 위계구조를 설정해 유사한 도시계층을 같은 집단군으로 구분하는 분석
방법으로 광역권 내 위계구조에 근거하여 연계구조로 설명하기 힘든 중심도시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

∙ 요인분석은 배후권역·소권역과 생활권 판별에 용이, 군집분석은 실제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중심권역과 도시 간 위계구조 파악에 유리함
- 2005년과 2017년 기준 광역권 설정 결과의 비교에서는 대전-세종-청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중심권역의 확장 및 형성을 볼 수 있었고, 2040년 예측 통행량 기준으로는 천안권,
충청북도 북부권역의 세력 강화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도시화율 변화 분석에서는 새로운 지역중심 도시들의 성장을 확인함으로써 장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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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전제돼야 하는 지역거점 설정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음

∙ 본 연구의 적정한 분석량을 위해 분석범위를 충청권으로 한정했으나, 대도시권 관리 전략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전국 단위 분석연구를 수행한다면 분
석결과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

∙ 향후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두 가지 통계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의 틀은 유지
하되, 본 연구에서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이외에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해 수행할 필요
-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중 보다 적합한 분석방법의 판별과 함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비
판을 받는 광역권 분석에 검증적 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광역계획권 설정을 위해 광역권 분석자료를 이용한다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중심권역·배후권역·지역중심 소권역 설정, 생활권 형성, 도시 간 위계구조
파악으로 구분하여 설정요소별 적합한 분석방법 적용이 필요할 것임
- 요소별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광역권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역권의 미래
변화상을 담는 순으로 광역도시계획권 설정이 진행돼야 함
- 광역권 도시 간 연계구조와 위계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계획권 설정과 공간구조
및 기능분담 구상이 이뤄져야 할 것임

∙ 향후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으로 광역권 내 생활, 경제, 여가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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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의 배경
n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성장 거점 정책임

∙ 2012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어 10개 혁신도시가 모두 준공되었고, 2019년 12월 공
공기관 153개의 이전이 완료(혁신도시 시즌 2 홈페이지 2019)

n 혁신도시는 지역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정주환경을 조성했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초기에
목표했던 만큼 정주인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시의 활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도 있음

∙ 대부분 도시가 인구가 적으니 수요가 적어서 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지 않고, 시설이 없으니
신규 유입인구가 적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음

n 혁신도시는 ‘재개발형’, ‘신시가지형’ ‘독립신도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었음

∙ 기능과 입지에 따라 도심 인근에 소규모로 입지하는 재개발형, 도시내부 또는 외곽의 나대지에
중규모로 개발하는 신시가지형,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신도시형으로 구별1)
그림 1 혁신도시 개발 유형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5, 30; 국토교통부 2019, 15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1) 각 유형별 도시 분류는 기존 문헌의 분류를 따르고 있음. 그러나 원주, 전주ㆍ완주의 경우 기존 시가지와 거리가 멀지 않아 신시가지형
과 구별이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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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혁신도시의 유입 인구 및 가구 특성은 위와 같은 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며, 도시 외곽에 건설된
신도시형의 경우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혁신도시 개발 유형에 따라 기존 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기존 도시의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입인구의 규모나 특성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신도시형은 기존 도시와 거리가 있어 기 조성된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우며, 도시권의
인구 규모가 적어 새로운 시설이 입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림

n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가족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등 형성
된 도시를 안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8)

∙ 이러한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형보다도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
형 혁신도시의 유입인구 현황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처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도시형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규모, 혁신도시와 수도권과의 거리, 인접한 도시의 규모
등도 도시의 안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비교분석의 필
요성이 있음

2) 연구의 목적
n 다른 유형에 비해 정주환경 조성이 어려운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인구구조 현황을 분석
n 신도시형 혁신도시 중 기존 도시와 거리가 다른 두 도시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 각 유형별로 혁신도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
- 두 도시는 인구를 가장 많이 달성하였지만 가족동반 이주율과 인구구조에서 차이가 있음

∙ 인구를 10세 구간별로 분리하여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특히 많이 이주하는 20~50대를 심층
적으로 분석

n 정부청사의 이전과 함께 형성된 신도시인 둔산신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혁신도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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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방법
n 연구의 공간적 범위: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 2018년 말 발표된 혁신도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계획인구의 5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와 이전인구가 가장 많은 혁신도시는 광주ㆍ전남혁신
도시와 전북혁신도시로 나타났음

∙ 두 혁신도시는 모두 신도시형 혁신도시에 속하지만 기존 시가지로 접근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이용, 신규 인프라 도입 등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됨

∙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경계는 2014년 신설된 빛가람동이지만 혁신도시 조성 및 이주가 시작
된 2012년부터 동일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금천면, 산포면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경우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시
가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독립 신도시 형태임

∙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4개 면, 동에 걸쳐져 있음2)
- 전북혁신도시는 만성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제
1, 2일반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어 전주의 서부 확장 축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n 연구의 시간적 범위: 2012~2018년

∙ 혁신도시 조성이 시작된 2012년부터 가장 최신으로 구할 수 있는 이동통계인 2018년까지
8년간 자료 분석
- 2018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2012~2018년 국내이동인구통계3)의 전출 및 전입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부는 이동인구를 합쳐서 분석하였고, 일부는 이
동가구수를 중심으로 분석

2) 효자4동의 일부가 혁신동으로 분리되기 이전 혁신도시 경계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전주시 시내의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대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침
3) 주민등록인구통계의 경우 전입 및 전출지가 드러나지 않고, 이주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이동 특성을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간격으로 조사되어 2010년과 2015년만 비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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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혁신도시 개괄 및

분석대상 도시 개요

1) 혁신도시 정책 추진 경과
n 혁신도시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의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혁신 거점을 형성하고자 했던 정책임

∙ 혁신도시는 2012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어 2019년 현재 약 7년이 경과하였으며 10
개 혁신도시가 모두 준공되었고, 2019년 2월 기준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52개
(99.3%)가 이전을 완료한 상태임(혁신도시 시즌 2 홈페이지 2019)

∙ 이전 기관 직원 3만 9,593명 가운데 62%인 2만 4,561명이 혁신도시에 정착하였고 주민등
록인구는 목표인구 26만 7천 명의 71.2%인 19만 2,539명을 달성한 상태임(국토교통부 혁
신도시발전추진단 2018)

∙ 지방세 수입 증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가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관계부
처 합동 2018)

n 혁신도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발전 지체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수도권에 가깝고 도시 규모가 작은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출퇴근을 계속하는 인구가 많고 가
족동반 이주율은 18.8%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른 도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
을 겪고 있어 ‘일자리는 있지만 머무르는 사람은 적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1인당 상가밀도 분석결과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진주) 등은 전국 평균 대비 과
잉 공급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한국감정원 2018),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전체 건물 중 상
가 건물 비중이 36%이지만 공실률이 70%에 달함(나주투데이 2019)

n 이전 거주지에 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상대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8.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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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개 혁신도시 거주자 2,230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정주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 ‘전반적 만족도’는 51.8점이며,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43.5점, 전북혁신도시는 49.3점
이었음(서던포스트 2019)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의료서비스, 교통환경, 여가활동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
며, 전북혁신도시는 교통환경, 여가활동환경,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 공공기관 이전 직원 및 가족의 경우 대부분 직장 및 사업의 이유(88.5%)로 이주하였으며,
인근 도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우에도 직장 또는 사업의 이유(39.8%)로 이주한 경우가 가장
높고, 가족구성원의 직장이전(21.7%)가 2위를 보임

∙ 이전 직원 및 가족 중 결혼을 하였으나 단신 또는 가족의 일부만이 혁신도시로 이주한 응답자
290명을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문제(47.5%), 가족의 직장문제(43.6%), 전
반적인 인프라 부족(19.8%)이 주된 사유로 조사되었음

n 2018년부터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발전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추진 중임

∙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인구의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음(중앙일보
2019)

∙ 2018년부터는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을 추진 중이
며, 주요 목표는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 입주
활성화 등 4개임(관계부처 합동 2018)
- 가족동반 이주율의 목표는 현재 58%에서 2022년까지 75%로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육시
설 등 교육시설, 의료시설, 여가·문화시설 등 정주 인프라 투자를 늘릴 계획임

2)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
n 혁신도시는 ‘재개발형’, ‘신시가지형’ ‘신도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부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으로 구분됨

∙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부산, 울산 등 기존 도심에 만들어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근무자는 평균보다 높은 이주율을 보였으며, 계획인구 달성률도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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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형 혁신도시들은 내부적으로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상가 공동화 등의 문제
를 겪고 있는 한편, 주변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시켜 모도시의 원도심을 쇠퇴시키는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음
표 1 유형별 혁신도시 계획
유형

혁신도시

계획인구
(명)

모도시인구
(만 명)

서울과의
직선거리(km)

시청과의 거리

재개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ㆍ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7,000
22,000
20,000
38,000
5,000
49,000
31,000
39,000
29,000
27,000

350
248
117
35
17
11
34
17
75
14.3

약 330
약 240
약 305
약 284
약 480
약 280
약 90
약 90
약 190
약 190

2-4km 이내
10km 이내
4km 이내
5km 이내
2km 이내
나주 9km/ 광주 18km 이내
7km 이내
13-16km 이내
전주 9km/ 완주13km 이내
8km 이내

신시
가지

신도시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5, 저자 수정;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2 혁신도시별 규모 및 인구 달성 현황
주민등록인구(2018)

이전완료

혁신도시

규모면적
(천㎡)

계획

실적

비율

기관
(개)

이전
인원

주민등록
인구대비 비율

부산
대구
신시
울산
경남
가지
제주
광주ㆍ전남
강원
신도시
충북
전북
경북
계

935
4,216
2,991
4,093
1,135
7,361
3,585
6,899
9,852
3,812
44,879

7,000
22,000
20,000
38,000
5,000
49,000
31,000
39,000
29,000
27,000
267,000

7,509
17,163
20,213
20,571
4,476
30,819
21,603
22,031
26,951
21,203
192,539

107.3
78
101.1
54.1
89.5
62.9
69.7
56.5
92.9
78.5
72.1

13
11
8
11
6
15
12
10
12
12
110

3,316
3,507
3,211
4,090
721
7,533
4,928
2,942
5,239
4,106
39,593

44.16
20.43
15.89
19.88
16.11
24.44
22.81
13.35
19.44
19.37
20.56

유형
재개발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8, 12-13,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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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혁신도시별 이전인원의 이주 통계
유형

혁신도시

이전인원
(A)

가족
동반(B)

독신․
미혼(C)

단신
이주

출퇴근

가족동반
이주율
[B/A]

미혼독신
포함 시
[(B+C)/A]

재개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ㆍ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3,316
3,507
3,211
4,090
721
7,533
4,928
2,942
5,239
4,106
39,593

1,543
1,313
1,321
1,396
339
2,979
1,446
554
2,616
1,208
14,715

924
961
824
872
189
1,854
1,523
586
1,059
1,054
9,846

848
1,218
1,044
1,822
190
2,671
1,640
595
1,524
1,500
13,052

1
15
22
0
3
29
319
1,207
40
344
1,980

46.5%
37.4%
41.1%
34.1%
47.0%
39.5%
29.3%
18.8%
49.9%
29.4%
37.2%

74.4%
64.8%
66.8%
55.5%
73.2%
64.2%
60.2%
38.7%
70.1%
55.1%
62.0%

신시
가지

신도시

계

출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8, 12, 16 표를 재배열

3) 분석 대상 도시 특성
n 분석대상인 두 도시는 이전기관 수와 이전인원이 많으며 2018년 집계 당시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시형 혁신도시임(<표 2> 참조)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이전기관 수와 이전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주민등록인구도 3만 명이
넘어 가장 인구가 많은 혁신도시이지만 원래 계획 대비 인구 달성률은 62.9%로 낮은 편임

∙ 전북혁신도시는 조성규모가 가장 크고, 이전인원, 주민등록인구 수가 광주ㆍ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계획 대비 인구를 92.9% 달성하여 신도시형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두 도시의 이전인원을 살펴보면 광주ㆍ전남이 7,533명, 전북이 5,239명으로 광주ㆍ전남이
약 1.43배 많으나, 2018년 주민등록인구는 1.14배에 그치고 있음

n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조성 규모는 크지만 기존 시가지와 분리된 신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음

∙ 광주광역시 인구는 약 146만 명으로 거점 도시에 해당하지만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간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주요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인구가 약 11만 명인 나주시
도심과도 거리가 있음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417

n 전북혁신도시는 신도시형으로 분류되지만 전주의 서부축 확장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음

∙ 전주시의 인구는 약 65만 명, 완주군은 약 9만 명으로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 비하면 모도시
인구가 적은 편이나 혁신도시 이외에도 5km 반경에 전주시의 주요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전주시 서부측 도시 경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효자4동에는 전라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대학교, 서전주아울렛, 전주경륜장 등 기반시
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으며, 인접한 팔복동에는 전주 제1산단과 제2산단이 위치하고, 인근에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주지방법원 이전 등이 진행 중임(연합뉴스 2017)

n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에너지, 방송통신, 농업지원,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주가 이루어 졌으
며, 전북혁신도시는 농축산업 및 식품 분야 및 기타 분야를 중심으로 이주가 이루어졌음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전력거래소, 한전
KDN,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
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임

∙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
작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임

n 두 도시 모두 인근 도시에서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경우 나주역에서는 12분, 광주송정역에서부터 차로 25분이 소요되
며, 나주터미널까지는 16분, 광주터미널까지는 30분이 소요됨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주시 서쪽 경계에 위치해 동쪽에 위치한 전주역까지는 차로 20~30
여 분이 소요되며, 익산역까지도 30분이 소요됨

n 두 도시는 가족동반 이주율과 출퇴근 인구에서 차이를 보임(<표 3> 참조)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편이고 단신으로 이주한 경향이 많아 계획 대
비 인구는 미진한 편이나 전북혁신도시는 단신이주 및 출퇴근 인구도 적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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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의 공간적 범위
구분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빛가람동

∙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효자5동1),
덕진구 동산동, 혁신동2), 완주군 이서면

시청과의
거리

∙ 나주시청 9km 이내
∙ 광주광역시청 18km 이내

∙ 전주시청 9km 이내
∙ 완주군청 13km 이내

이전인원

∙
∙
∙
∙

∙
∙
∙
∙

인구현황

∙ 목표인구 49,000명
∙ 2018년 주민등록인구 30,819명
∙ 달성률 62.9%

∙ 목표인구 29,000명
∙ 2018년 주민등록인구 26,951명
∙ 달성률 92.9%

입지현황

∙ 나주시 외곽에 건설되어 도심과 거리가
있으며, 광주광역시와는 교통이 불편함

∙ 5km 반경에 전주시 주요 시설이 위치
∙ 전주시 서부축 확장축의 일부로 계획

조성면적 7,361,000㎡,
이전기관 15개, 이전인원 7,533명
가족동반 이주율 39.5%
미혼독신포함 이주율 64.2%

조성면적 9,852,000㎡,
이전기관 12개, 이전인원 4,106명
가족동반이주율 49.9%
미혼독신포함 이주율 70.1%

위치도

주: 1) 국내이동통계 분석에는 기존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효자5동을 포함하지 못하였음.
2) 2017년 주민투표를 통해 덕진구 동산동, 완산구 효자 4동의 일부를 편입하여 혁신동을 신설하였고, 효자4동은 효자4동과
효자5동으로 분동되었음.
자료: 윤영모 2017, 26, 저자 수정; 윤영모 외 2018, 68-70,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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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입인구 특성 분석

1) 유입 인구 현황
n 광주ㆍ전남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의 유입인구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
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연도별 이동 통계를 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2014년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2017년까지
많은 인구가 이주하였으며 2018년에는 인구이동이 크게 줄어들었음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에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하였으며, 그 뒤로 인구 이동이 꾸준
히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 연도별 이동인구통계
구분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전북
혁신도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전입

1,316

1,404

6,083

13,410

16,208

14,707

12,369

65,497

전출

1,313

1,340

2,226

5,036

7,876

8,494

10,485

36,770

순이동

3

64

3,857

8,374

8,332

6,213

1,884

28,727

전입

20,204

20,495

38,285

32,263

32,323

24,460

27,216

168,030

전출

16,650

18,683

22,967

23,602

25,477

22,942

23,015

130,321

순이동

3,554

1,812

15,318

8,661

6,846

1,518

4,201

37,709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순이동

전북혁신도시 순이동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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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2018년 동안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순이동 인구는 2만 8,727명이며, 혁신도
시발전추진단이 발표한 <표 2>의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해보면 광주혁신도시는 인근에 인구
유입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고 출생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적게 추산되었음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혁신도시의 순이동 인구는 4만 1,910명으로 혁신도시발전
추진단이 발표한 2만 6,951명 대비 전북혁신도시는 약 1.5만 명이 더 많은 인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근에 전주 기존 시가지, 개발구역, 산업단지 등이 인접하여 혁신도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집계된 것으로 판단됨

n 연령대별 이동 인구를 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이주인구 규모는 3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북혁신도시는 30대 인구가 24.0%이며 40대 이상 인구와 중고등
학생의 비율이 소폭씩 더 많게 나타남

∙ 두 도시의 연령대별 이동 통계를 보면 30대 인구와 미취학 아동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40대 이상의 인구 이동규모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이주 규모는 작은
편이어서 동반가족 이주율의 저하가 40대 가구주의 이동 경향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 연령별 순이동인구 통계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 2018년 국내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2.4%)와 30대(21.5%)가 가장
높아 혁신도시의 인구이동은 전국 대비 30대와 40대의 이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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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도별 전입전출로 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전입인구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2015~2016년에 최
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전출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장세가 둔화

∙ 특히 20대와 30대가 매년 많이 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2018년 순이동인구의 큰
감소를 불러오고 있음

∙ 2016년부터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SRF4) 열병합 발전소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전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세한 전출 이유에 대해서는 더 분석될 필요가 있음

n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입인구와 전출인구 규모가 광주ㆍ전남에 비해 훨씬 커서 인구이동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광주ㆍ전남과 다르게 전출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음
n 연령 그룹 간에 연도별 전입 전출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그림 3 2018년 연령별 이동률

출처: 통계청 2019, 4.

4) 폐기물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생활폐기물 속 연소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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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입 전출인구 통계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2) 인구 구성 변화
n 연령별 인구 구성을 모도시격인 각 도시와 비교해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모도시와 큰 차이
를 보이는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모도시 중 하나인 전주시와 크게 차이가 없음

∙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경우 모도시의 인구와 대비하여 30대 인구와 9세 이하 인구가 특히
많고 20대, 50대 인구가 적게 나타남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40~50대 인구와 1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비교적 전 연령층이
고른 분포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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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민등록인구 성별, 5세 연령별 분포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광주광역시

전주시

나주시

완주군

주: 2018년도 자료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빛가람동’만 분석하였음.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5세별 자료를 재구성.

n 혁신도시 조성 전후의 인구구조를 비교해 보면 광주ㆍ전남은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젊은 인구구
조로 전환하였고, 전북은 인구구조는 유지한 채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음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기존 인구도 매우 적고 고령화가 심했던 지역에 30대와 40대를 주축
으로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9세 이하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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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40대와 50대 등 경제력이 있는 세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6 혁신도시 조성 전후의 인구구조 변화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주: 2018년도 자료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빛가람동’만 분석하였음
출처: KOSIS. 2012년과 2018년 주민등록인구통계 5세별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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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n 혁신도시로의 이주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전출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어 목표인
구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전출의 이유로는 2016년부터 갈등을 겪고 있는 SRF 발전소 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n 연령대별 이동인구를 보면 이주 인구는 30대가 가장 많으나 전북혁신도시는 광주ㆍ전남혁신도시
보다 30대와 미취학아동 비율이 낮고 다른 연령대가 조금씩 더 높게 나타남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가족동반이주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이 연령대별 이동인
구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모도시와의 거리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n 혁신도시 전후를 비교해 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젊은 인구구조로 전
환하였으며, 전북혁신도시는 기존 인구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성장하였음

∙ 인구 구조 면에서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30대 인구와 미취학아동 비율이 모도시인 나주나
광주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모도시인 전주시와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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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구 이동 특성 분석

1) 가구 특성 분석
n 대표전입자5)의 연령대별 이동사유 통계를 보면 두 도시 간 직업 목적의 이동이 차이를 보임
그림 7 대표전입자 연령대별 이동 사유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5) 전입신고자로 서류상 전입자 1로 기재됨. 세대주인 경우도 있고 세대원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됨. 대표전입자의 연령대 중
가장 순이동이 많이 나타나는 20~50대만을 도표로 나타내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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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 사유의 이동이 가장 많게 나타나며,
주택 사유 이동은 두 번째로 많음

∙ 전북혁신도시는 직업 목적의 이동이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며, 주택 목적
의 이동이 크게 나타나고 기타 목적의 이동이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이동은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공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고용 유입에 유리한 반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들이어서 20대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됨
- 기타 목적이 상당히 많은데 반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는 향후 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직업 목적으로 이주한 20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직
업목적으로 이주한 20대는 매우 적고 가족, 주택의 사유로 대부분 이주하였음

∙ 전국 통계와 비교해보면, 두 도시의 이동사유는 직업과 주택 사유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 사유는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남
표 6 전입사유별 전국 이동자수 및 구성비
단위: 천 명, %

구분

구분
전체

2018년

시도 내
이동
시도 간
이동

전입사유

출처: 통계청 2019, 4.

428 2019년 정책제안서 I

전입사유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7,297

1,532

1,702

2,921

313

주거환경 자연환경
248

79

기타
502

(100.0)

(21.0)

(23.3)

(40.0)

(4.3)

(3.4)

(1.1)

(6.9)

4,868

711

1,039

2,369

172

187

40

350

(100.0)

(14.6)

(21.4)

(48.7)

(3.5)

(3.8)

(0.8)

(7.2)

2,429

820

663

552

142

62

38

152

(100.0)

(33.8)

(27.3)

(22.7)

(5.8)

(2.5)

(1.6)

(6.3)

n 이동인원별 순이동 건수를 보면, 1명이 혼자 이주하는 경우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7,904건
(54.7%), 전북혁신도시는 9,917건(50.5%)으로 가장 많았음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경우는 4명이 이동하는 경우였으며, 2명만 이동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이동하는 경우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7 이동인원별 순이동 건수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n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1인 세대주 위주의 이동이 지속되는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1인 세대주 비
중이 감소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세대의 이동이 증가하였음

∙ 1인 세대주가 이주하는 경우는 광주ㆍ전남혁신도시가 6,328건(43.8%), 전북혁신도시는
7,094건(36.1%)을 차지

∙ 각 도시의 상가 공실은 인구 대비 상가시설이 많이 공급된 탓도 있겠지만 1인 세대주 위주의
이동으로 인해 도시에 오래 머무르는 가족 단위의 구성원이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429

표 8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세대특성별 순이동 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인 세대주

48.2%

46.1%

39.4%

41.2%

51.7%

43.8%

부부만 이동

8.6%

7.2%

9.3%

8.1%

11.7%

8.7%

부부+자녀

24.0%

22.3%

25.8%

19.2%

13.9%

22.2%

부모1명+자녀

10.0%

10.4%

12.8%

11.0%

1.1%

10.1%

자녀만 이동

7.0%

2.4%

-0.8%

-0.3%

-10.4%

2.1%

기타

2.2%

11.7%

13.5%

20.9%

32.0%

13.0%

건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2년과 2013년은 전체 합계가 매우 적어 제대로 된 비율이 산출되기 어려워 개별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합계에는 포함함.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1인 세대주가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부부, 배우자의 이동 비율이 높아져 2018년에는 1인 세대주의
비율이 19.8%까지 낮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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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북혁신도시 세대특성별 순이동 건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인 세대주

48.4%

48.5%

31.3%

41.9%

35.2%

35.8%

19.8%

36.2%

부부만 이동

2.5%

5.9%

5.3%

4.5%

2.0%

0.1%

5.9%

4.2%

부부+자녀

11.6%

8.3%

32.4%

20.5%

31.2%

22.9%

34.5%

25.9%

부모1명+자녀

18.0%

19.6%

14.2%

13.6%

17.4%

18.6%

17.3%

15.7%

자녀만 이동

-5.4%

-13.1%

0.0%

-1.5%

-4.5%

-16.6%

0.0%

-2.9%

배우자만 이동

15.8%

21.7%

8.5%

10.5%

14.4%

54.8%

20.1%

14.1%

기타

9.1%

9.1%

8.2%

10.5%

4.3%

-15.6%

2.3%

6.9%

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n 신고한 세대주와의 관계를 보면 두 도시 모두 세대주, 배우자, 자녀 등 1인 가구 및 핵가족 중심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부모와 손자녀의 비율은 매우 적어 3세대 가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대주의 비율은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42.4%, 전북혁신도시가 38.4%로 광주ㆍ전남이 약
4% 많았으며, 배우자는 전북혁신도시가 6.5% 정도 더 많아 가족동반이주율의 차이를 볼 수
있음
그림 8 가구원 특성별 이동인구 통계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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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n 대표전입자의 지역별 이동 건수를 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총 21.9% 이동하였으
며, 전북혁신도시는 수도권의 비율이 7.7%로 낮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 보면 두 지역 다 30대와 40대의 수도권 이동자가 많지만 전북혁신도시는 20대의
순유출이 커 수도권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됨

∙ 타 시ㆍ도에서 유입되는 경우는 광주ㆍ전남혁신도시가 더 많았음
그림 9

대표전입자 연령대별, 이동지역별 순이동 건수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내이동통계, 2012~2018년 해당 읍면동 자료를 취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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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 둔산신도시와의 비교
n 혁신도시 유입 가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도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입지한 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방거점도시에 조성된 신도시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의 5대 신도시
이외에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었으며 대전의 둔산, 인천의 연수, 광주의
하남, 대구의 수성, 부산의 해운대 등이 그 예임

n 대전 둔산신도시는 새로운 혁신거점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와 유사하며, 조성
이후 30여 년이 지나 혁신도시 인구 유입 및 장기전망에 대한 비교를 하기에 적합함

∙ 둔산신도시는 1985년 이후 대전시 탄방동, 둔산동, 갈마동, 월평동, 만년동 일대에 개발된
대규모 신도시로 1997년 정부청사가 이전하였고, 대전의 행정, 상업, 문화 기능을 집중하여
새로운 도심을 형성하였음
- 정부청사가 이전한 1998년부터 5년 간격으로 인구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30대와 9세 이
하의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다가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에는 오히
려 40대와 50대 인구가 전국 대비해서도 높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주거 이동 경향이 큰 30대가 신도시로 크게 유입되었다가 이들이 이주하지 않고 지역
내에 머무르면서 50대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n 대전정부청사 이전 5년 후와 10년 후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전 거주율, 연령층,
자녀의 나이 등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경원(2008)은 정부대전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5년 간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전 5년 후인 2003년 조사에는 97.7%가, 10년 후인 2008년에는 설문조사 대상인 572명
중 96.5%가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03년에는 가족 모두가 이주한 경우는 62.1%, 2008년에는 65.8%로 나타났고 혼자만
이주하는 경우는 2003년에는 32.1%, 2008년에는 29.5%로 근소한 변화가 있었음
- 2003년과 2008년을 비교해보면 20대의 연령층은 줄어들고 50대 이상 연령이 증가하였
으며, 자녀의 교육도 유치원생이 줄어들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비율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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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둔산신도시와 전국의 연령별 구성 비교
둔산신도시

전국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1998-2018년 자료 중 둔산1~3동, 월평1~3동, 만년동, 탄방동, 갈마1~2동
자료를 통합, 분석.

n 대전 둔산신도시는 원도심의 인구가 줄어들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동서 간
지역격차가 발생하였다는 한계도 있으며(대전일보 2008), 이는 현재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모
도시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점과 유사함

3)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n 이동 사유로 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직업 사유의 이동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전북혁신도시
는 주택 사유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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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두 도시 모두 핵가족 중심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구원 특성을 살펴보면, 전북혁신도시가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비율이 높아 보다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인 세대주의 비율을 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지속적으로 1인 세대주 유입이 다수인 반
면, 전북혁신도시는 1인 세대주 이동이 줄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비율이 증가함

n 지역별 이동건수를 살펴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가 수도권 이주비율과 이주 건수가 모두 더 높게
나타났음

∙ 다만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치를 제외하면 30대와 40대의
유입 정도는 광주ㆍ전남혁신도시와 유사하였음

n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새로운 도심을 형성하였던 둔산 신도시 사례를 보면 이주율은 혁신도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초기에 비슷하게 30대와 9세 이하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다가 비중이 감소하
며, 40대와 50대 인구로 변화해가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전정부청사의 경우 이전 대상자가 대전에 거주하는 비율이 현재의 혁신도시보다 훨씬 높아
9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동반이주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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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분석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의 종합
n 혁신도시의 이주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현재는 증가세가 완화되어 인구
이동이 안정화되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광주ㆍ전남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는 같은 신도시형 혁신도시이지만 기존 도시와의 인접성과
기반시설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 같은 차이가 인구 유입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n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전북혁신도시에 비해 직업 목적의 이주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서
가족, 주택 목적의 유입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광주ㆍ전남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높게 나타나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이주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30대 인구, 1인 세대주에 이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수도권의 유입도 광주ㆍ
전남혁신도시가 더 높게 나타남

n 전북혁신도시는 주택 목적의 이주가 다수로 나타나며, 30대 인구뿐 아니라 40대와 50대의 이동,
가족 단위 이동이 보다 많이 발견됨

∙ 전북혁신도시는 주택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족 단위, 40대와 50대의 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 비해 40대와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임

∙ 1인 세대주의 이동은 줄어들고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이동해 온 지역별로 보면 20대가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면서 수도권의 비율이 7.7%로 낮게
나타났고, 전라북도의 전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n 두 도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미혼신혼기, 미취학아동기의 가구가 집중되어 있
으며, 대학교육기나 자녀성년기 가구는 적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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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기, 자녀성년기로 갈수록 인구이동률은 적어지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추가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2) 정책적 시사점
n 광주ㆍ전남혁신도시가 이전한 기관이나 이전인원에 비해 주민등록인구 달성률이 낮은 것은 직업
목적 이외에 가족, 주택 목적의 이주가 적어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나주시에 속해 있기는 하나 나주시와도 별도로 독립된 생활권을 이루
고 있고, 광주생활권으로 편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편의시설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 규모가 필요한데, 혁신도시 인구를 달성하더라도
혁신도시 계획인구 중 최대인 4.9만 명만으로 정주환경 개선을 크게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결국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주, 광주와의 교통 연계를 통해 현재 부족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n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서울의 이주인구를 유입하거나 직업적인 요인으로 인구를 유입하지는 못하
지만 주택과 가족 목적의 이주를 많이 유입하고 있으며,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만성지구, 산업단지
와 연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보면 광주ㆍ전남혁신도시보다
는 도시경계에 인접해 있어 장기적으로는 둔산과 같이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전북혁신도시는 아직은 개발 중인 지구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주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약한
편이어서 혁신도시를 계기로 서부지역의 도시 내부의 접근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n 인구구조로 볼 때 현재 유입된 30대, 40대가 시간이 흐르며 유출되지 않고 도시 구성원으로 남아
도시가 안정화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적절함

∙ 대전정부청사가 이전한 둔산신도시와 비교해보면, 대전도 초기에는 30대와 9세 이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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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다가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40대와 50대 인구
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대전청사 이전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전 거주율이 증가하고, 연령층, 자녀교육
연령도 증가하였으나 가족 모두가 이주한 경우는 이전 10년후 에도 65.8%에 그쳤음

∙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자녀교육의 이유로 별도가구를 형성하는 사회 추세로 인해 가족동반
이주율은 크게 높아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됨

∙ 혁신도시에 단신 또는 가족의 일부만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경우 주요 사유가 자녀교육문제
와 가족 직장 문제였으며 이중 자녀교육문제 개선이 이주 가구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n 향후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문제를 감안하여
배후 인구 규모 형성에 유리하고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심형 입지를 고려하여야
함

∙ 혁신도시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정주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
기 어렵고, 공공이 조성할 수 있는 정주환경에는 한계가 있음

∙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ㆍ금융ㆍ상업ㆍ 교육ㆍ 숙박시설 등 민간의 편의시설
이 도입될 수 있는 배후인구 규모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가
기존 도시와 인접하거나 도시 내부에 입지하여 도시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볼 때 도심으로 간 혁신도시가 인구 달성, 주변 지자체의 인구 흡수로
인한 갈등 등이 적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한겨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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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n 암호화폐 열풍 이후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
한 관심 증대
* 실물(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또는 금융(주식, 채권 등)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

∙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 열풍은 암호화폐에 화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냐는 논란을 거쳐 엄청난 가치 상승과 뒤이은 폭락으로 불안정한 금융거
품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줌(박주환 2019)
- 암호화폐는 새로운 화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투기대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
- 반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부작용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 육성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
다는 주장도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불안정한 가치 변동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
키는 실물 자산에 기초한 증권형 토큰을 활발하게 논의 중1)
- 시장에서의 단기 가치상승에 기초한 암호화폐 투자는 실제 수익 창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한 가치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
- 이에 비해 부동산·지식재산권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한 실물 자산을 토큰에 연동시
킨 증권형 토큰은 가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
- 자산 유동성 증대를 가장 큰 장점으로 지닌 증권형 토큰은 비유동적인 자산을 증권형 토큰
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이 주로 언급되고 있음

∙ 2007년 금융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금융시장과 결합시키
는 부동산 유동화는 상당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발휘, 특히 가치하락으로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가지 못한 투자자금이 증권형 토큰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블록

1) 암호화폐와 증권형 토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부동산 토큰화 구조 분해’의 ‘2) 증권형 토큰’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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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기술의 활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n 증권형 토큰에 대한 관심이 2007년 금융위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

∙ 공태인 외(2019)는 증권형 토큰을 통한 유동성 증대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
면서 금융기법의 과도한 적용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
- 증권형 토큰은 비유동적인 부동산을 금융시장을 통해 유동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부동
산 관련 증권과 별반 다르지 않음
- 부동산의 비유동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금융기법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표면적
으로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유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음

n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주목

∙ 증권형 토큰이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금융기법에 지나지 않는다면, 증권형
토큰을 통한 부동산 유동화는 암호화폐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과잉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으
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반면에 증권형 토큰을 통해서 기존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부동산 유동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부동산시장의 혁신·발전을 선도할 수 있음

n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활용을 높이려는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

∙ 지금까지 증권형 토큰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들은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증권형 토큰이 이
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춤(오세진 외 2019; 최지혜·한명욱 2018; 한국블록체인
협회 2019)

∙ 4차 산업혁명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김지혜
2019), 증권형 토큰을 개인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활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서비스, 특히 부동산 등기, 부동산 중개업 등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의 변화를 활발하게 논의 중(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부동산 등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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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김원식 외 2018)

∙ 새로운 변화라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
용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

n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토큰화가 기존 유동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분석

∙ [연구 목적] 부동산금융의 혁신으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토큰화가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부동산투자신탁)를 포함한 기존 유동화 방식과 어떤
측면에서 차별적인지를 분석
- 증권형 토큰이 금융시장에서 증권처럼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존 유동화 방식 중에서
부동산에 기초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리츠를 비교대상으로 선정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주식회사 형태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실시하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
- 토큰을 리츠와 비교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부동산 유동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연구 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등기·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부동산 투
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연구대상을 제한
- 현재 전 세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서비스 중에서 약 58%가 부동산 투
자와 관련(FIBREE 2019)2)돼 있으며, 부동산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서 가장 탁월한
분야는 부동산 토큰화임
- 연구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부동산산업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
펴보기보다는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안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임

∙ [연구 내용] 새로운 유동화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부동산 토큰화 구조 분해’와 ‘부동산 토큰
화 사례 분석’을 실시
- [구조 분해] 부동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데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

2) FIBREE(2019)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산업에서 블록체인 서비스가 501개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유형을
크게 부동산 투자, 거래, 등기, 자산 운영·관리, 정보 교환, 기술 지원, 계획·건설 등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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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토큰화의 과정을 몇 가지 구성요소들로 분해한 다음 기존 금융기법인 리츠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
- [사례 분석] 실제 해외사례들을 분석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유동
화 가능성을 조사

n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해서 정책적 활용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연구 의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초래하는 부동산 유동화의 질적 변화를 파악한 다음,
이와 같은 혁신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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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장점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에서 개념과 장점을 살펴봄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토큰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
해가 선행돼야 함

∙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 거래정보를 기록한 블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서 만든 블록체인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디지털 상호분산원장

∙ 그 다음 디지털 상호분산원장이 기존 거래정보 기록방식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즉
블록체인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 파악

∙ 마지막으로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함

그림 1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블록 = 거래정보 기록
디지털 상호분산원장

기술적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측면

→

기존 거래정보
기록방식

vs

디지털
상호분산원장



경제적 장점 파악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설명
출처: 저자 작성.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연구 ․ 445

n 블록체인은 거래정보가 블록에 기록되어 시간 순서에 따라 끝없이 연결되는 것

∙ 블록(block): 특정 시간 단위, 보통 10분마다 모든 거래정보를 기록한 블록 생성
∙ 해시(hash): 하나의 블록에는 앞·뒤 블록들을 연결하는 코드인 해시가 두 개씩 있음
∙ 블록체인(Block Chain): 10분 단위로 해시를 기준으로 블록들을 연결해서 시간 순서로 체
인 형성
- 블록이 시간 순서에 따라 일정하게 연결되므로, 특정한 거래가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음

그림 2 블록체인의 구조

출처: 김원식 외 2018, 11.

n 블록체인 기술은 P2P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실시간 동기화되는 디지털 상호분산원장을 구현

∙ [P2P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동이 중앙서버에 의해 일괄적으로 통제받지
않으며 네트워크 참여자(node)의 컴퓨터에 개별적으로 기록

∙ [상호분산원장, mutual distributed ledger]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
을 각자의 컴퓨터에서 분산된 상태로 개별 보관

∙ 신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된 원장들을 모두 똑같이 수정해서
분산원장의 내용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
- [블록 생성] 특정 시간 단위로 모든 거래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블록 생성
- [블록 전송] 거래정보가 담긴 블록을 네트워크 참가자 전부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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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검증] 참여자들은 수신 받은 거래정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작업 실시
- [블록 연결]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해당 블록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록에 연결
- 이 모든 작업이 10분 단위로 모든 참가자의 분산원장에서 계속적으로 발생

n 10분 내에 절반 이상의 분산원장을 동시에 수정하지 않는 한 데이터 조작 불가능

∙ 과거의 거래기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기록이 담긴 블록을 포함해서 그 뒤에 붙은
블록들을 전부 수정해야 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네트워크 참가자들의 분산원장 전체에 실시
해야 함
- 시간 순서대로 블록을 연결해서 장부를 만드는 것과 그 장부를 모든 참여자들이 분산해서
소유한다는 점이 데이터 조작을 어렵게 만듦

∙ 네트워크 참여자 절반 이상의 분산원장을 수정하면 블록체인도 조작 가능
- 분산원장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보관하는 블록체인을 진짜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
- 결과적으로 51% 참여자의 분산원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의 데이터 조작 가능

∙ 하지만 여기에 10분이라는 시간의 한계가 더해짐
-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74번 블록을 바꾸기 위해서 91번 블록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 즉 10분 전에 74~90번까지의 블록 수정을 완료해야 함(김예구 2015, 3)

∙ 이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슈퍼컴퓨터 수백 대를 동원하더라도 해킹으로 블록
체인 기술 상호분산원장을 조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김원식 외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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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블록체인 데이터 조작이 어려운 이유
블록체인의 작동 프로세스

블록체인 위조가 어려운 이유

출처: 김예구 2015, 3.

n 디지털 상호분산원장은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뢰성 확보 가능

∙ 기존에는 거래정보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된 제3자(trusted 3rd party)
활용(김예구 2015, 1)
- 공적 기관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거래정보
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 하지만 어떤 이유로 공인된 제3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기록시스템 전체가 극
심한 타격을 받는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떤 한 지점이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 또한 거래기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회 전
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증권거래소를 뽑을 수 있는데, 증권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우리나라 전
체 증권거래가 모두 중지되고, 증권거래소의 결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
자의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 정도가 달라짐

∙ 반면에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신뢰성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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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된 제3자 대신에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 정보의 검증·기록·보관을 실시하므로 단
일 장애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그리고 10분과 51%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개인이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불가능
하도록 만듦

그림 4 기존 거래방식과 블록체인 방식의 비교

출처: 김동섭 외 2016, 27.

n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축약됨

∙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술적 측면에서의 특성임
- [탈중앙화] 공인된 제3자 없이 거래의 검증·기록·보관 가능
- [보안성] 네트워크의 연산능력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해킹 불가능
- [투명성] 공개된 디지털 상호분산원장으로 거래기록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이와 같은 기술적 특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김예구 2015, 4)
- 탈중앙화를 통해 공인된 제3자에게 지불하는 불필요한 수수료 절감
- 단일 장애점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 비용 절감
- 거래기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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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관심의 기저에는 비용 절감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음

표 1 블록체인 기술의 비용 절감 효과
구분

공인인증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

ActiveX 설치

필요

불필요

인증서 보관

사용자 저장매체에 보관

(개인정보 없이) 블록체인 보관

비용

1개당 4,400원

1개당 20~30원

출처: 김도형 2017, 27에서 저자가 일부 발췌함.

그림 5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탈중앙화
공인된 제3자 없이 거래기록

보안성
기술적으로 해킹 불가능

투명성
공개된 디지털 상호분산원장
출처: 김예구 2015 등을 참고해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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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절감

↘

→

보안 비용
절감

→

→

규제 비용
절감

↗

경제적 효과로서
비용 절감

03 부동산 토큰화 구조 분해:

스마트 계약과 증권형 토큰
n 토큰을 리츠와 비교하기 위해 부동산 토큰화를 스마트 계약과 증권형 토큰으로 분해

∙ 부동산 토큰화에는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과 증권형 토큰이 활용됨
- 스마트 계약과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응용 분야
- 거래정보를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이후 계약관계에서는 스마트 계약
이, 금융시장에서는 증권형 토큰이 부각

∙ 부동산 토큰화 구조 분해는 금융시장에만 기초한 리츠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이 어
떻게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줌
- 특히 증권형 토큰을 금융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부동산 증권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계약관
계에서 스마트 계약을 분석하는 작업이 리츠와 토큰의 비교를 위해 상당히 유용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리츠와 같은 기존 방식과 질적으로 다른 부동산 유동화를 가능하
게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계약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
그림 6 부동산 토큰화 구조 분해

부동산 토큰화
리츠 = 금융시장
블록체인 기술
계약
관계

↙

스마트 계약

↘

금융
시장

➡

vs
토큰 = 계약 + 금융

증권형 토큰

구조 분해를 통한 토큰과 리츠의 비교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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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계약
n 스마트 계약은 계약의 성립 및 이행을 블록체인 기술에 결합한 ‘블록체인 2.0’

∙ 통상 스마트 계약은 ‘스스로 이행이 되는 자동화된 약정’(automated self-enforced
agreements)으로 불림(김제완 2018, 163-167)
- 블록체인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코드로서 미리 정해진 조건이 성취된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
에 기재된 자산에 대하여 계약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행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계약의 조건 성취 여부를 대리인과 같은 제3자 개입 없이 P2P 네트워
크로 투명하게 확인 가능

∙ 이처럼 거래기록의 증명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므로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 2.0’으로 부름
- 현재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보험·특허관리
등에서 스마트 계약이 활발하게 활용됨

n 계약 체결 이후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알고리즘 계약의 일종

∙ [알고리즘 계약]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계약의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것(Scholz 2017, 7)
- 인간이 미리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설정하면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계약 조건의 성취 여부
를 판단해서 계약 내용을 처리하는 방식
- 대표적인 사례로 증권업계의 알고리즘 매매가 있는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매매 기회가
발생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증권의 주문을 집행

∙ 스마트 계약이 기존의 알고리즘 계약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P2P 네트워크에 기초한
분산화된 자치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을 활용한다는 점임
(Amuial et al. 2016)
-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중앙기관의 관여 없이 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
해 투명하게 의견 일치를 이뤄냄
- 이와 같은 특성은 스마트 계약이 대부분 2명으로 이뤄진 당사자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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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펀드 모금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합동행위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

n 이행 자동화로 불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계약 비용의 최소화 가능

∙ 계약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상대방이 계약 조건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불이행 문제임
- 이와 같은 불이행 문제를 고려해서 기존 서면 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
를 고용해서 계약의 조건·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기술하고, 계약서를 공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적으로 기록해 불이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의거해서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

∙ 스마트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증명·이행이 모두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전자 계약으로 이뤄
지고, 특히 계약 조건 성취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이 소프트웨어 코드에 따라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이뤄짐
- 계약의 조건·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이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용
이 발생하지만, 종이 계약과 다르게 불이행 문제를 고려한 계약의 증명과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집행에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음

∙ 오히려 현재 스마트 계약의 쟁점은 사후적으로 인간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임
- 컴퓨터 오류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계약 내용 이행이 이뤄진 경우 이와 같은 이행에
대한 효과 부여 여부
- 반사회적 계약 또는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 공인된 제3자인 법원의 무효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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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면 계약과 스마트 계약의 비교

출처: 이정훈 2018.

2) 증권형 토큰
n ICO(Initial Coin Offering, 최초코인공개) 열풍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ICO] 발행시장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행위(백명훈·이규옥 2017,
76-93)
- [암호화폐] P2P 네트워크에서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cryptography) 기술을 활용
하는 전자화폐3)

∙ 2017년 암호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최초코인공개에 엄
청난 금액의 자금이 몰려들었고, 언론을 포함해 사회의 관심이 암호화폐에 쏠렸음(오찬종
2017)

∙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를 지불형(payment)·기능형(utility)·자산형(asset)으
로 구분(전우정 2019, 168-172)
- [지불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수단으로 활용
- [기능형]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로의 디지털 접근권 부여

3) 암호화폐를 그 이름처럼 화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음. 관련 논의로 박원익·민병길(2019), 전성인(2018)
등을 참고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암화폐의 화폐적 지위보다는 암호화폐의 공개 및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행위
자체, 즉 ICO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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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 부채나 자본과 같은 자산에 대한 발행인의 권리 의미

n 단기 투기가 상당한 피해자를 양산한 이후 금융시장에서 ICO에 대한 비판 급증

∙ 단기 가치상승에 기초한 ICO 투자는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함(최지혜·한명욱 2018,
4)
-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실체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중 하나는 암호화폐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사이
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임(한국블록체인협회 2019, 3)
-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토큰은 대부분 기능형 토큰인데, 기능형 토큰은 발행주체가 제공하
는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발행(최지혜·한명욱 2018, 20)
- 해당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 운영기업의 소유권과
거의 관련이 없는 기능형 토큰으로는 금융시장에서의 투기적 가치상승 이외에는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움

n 현재 금융시장에서 ICO의 새로운 대안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부각

∙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실물 자산)에 기초해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 개발(최지혜·한명목 2018, 5-6)
- 자산형 토큰이 주로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에 기초하는 데 비해,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지
적재산권 등 실물 자산을 토큰에 연동시킨 디지털 자산
- 증권형 토큰의 소유는 곧 토큰에 연동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토큰
발행 주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배당 청구 및 의사결정 권리를 포함

∙ ICO는 발행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토큰을 판매했지만, STO는 비즈니
스 모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토큰 발행
- STO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달리 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해야 함
- 자산의 수익에 기초해서 수익청구권 및 의사결정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증권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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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가 비즈니스 모델의 빈약한 수익 창출로 큰 곤경을 겪은 반면, STO는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특히 실물 자산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서 ICO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음
-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STO는 ICO보다 자금조달 규모가 크고 투자 리스크도 상
대적으로 낮음
- 비용 측면에서 STO는 ICO보다는 상장비용이 높지만 금융시장의 기존 자금조달 방식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 최초기업공개)보다는 상장비용이 낮음

표 2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방식 비교
유형

IPO(최초기업공개)

ICO(최초코인발행)

STO(증권형 토큰 발행)

증권유형

증권

토큰

증권

기반자산

실물유가자산

체인상 자산

실물 유가자산

상장비용

상당히 높음

상당히 낮음

보통

기업 리스크

비교적 작음

상당히 큼

적정

자금조달 규모

큼

중소형

큼

투자 리스크

중간

높음

상대적 높음

적격투자자 여부

O

X

O

투자자 보호수준

높음

낮음

보통

출처: 한국블록체인협회 2019, 5-6에서 저자가 일부 발췌.

n STO를 통해 자산 유동성 증대, 비용 감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음

∙ 오세진 외(2019, 16-20)는 증권형 토큰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자산 유동성
증대, 비용 감소, 새로운 기회 창출로 제시
- [유동성 증대] 주식과 같이 부분 소유를 통해 소액 자본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실물 자산의
암호자산화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국제적 접근성 향상으로 세
계 각국의 자본이 투자될 수 있음
- [비용 감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TO는 증권에 비해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 [기회 창출] 스마트 계약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기존과 다른 다양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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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할 수 있음

∙ 오세진 외(2019, 20-22)는 부정적 관점에서 STO의 한계도 제시
- STO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 도입이 본질적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 자산의 비유동성 및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STO의 도입만으로는 레몬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저품질의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 그리고 구체적인 정부 규제가 생겨났을 때 STO가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을 가질
지 예측하기 어려움

표 3 STO를 통한 금융혁신
구분

내용
소액화

자산 유동성 증대

자금 유입

국제적 접근성

- 토큰은 전자화폐로 이론상 무제한으로 분절이 가능(divisible)
- 자산에 대한 부분 소유를 통해 소액 자본투자 가능
- 암호화폐의 가치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상당한 부 축적
- 부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증권형 토큰으로 이동 가능
-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절차 거침
- 규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토큰은 어디서나 구매 가능
- 증권을 거래하는 것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별개

비용 감소

- 토큰을 구매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완료
상호운용성

- 실물 자산의 암호자산화를 통해 다양한 자산을 일괄 관리
- 이와 같은 상호운용성으로 효율적인 금융구조 설계 가능

새로운 기회 창출
확장 기능

- 스마트 계약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 일례로 비유동적 자산에 자동화된 유동성 공급 장치 부착

출처: 오세진 외 2019, 16-20에 기초해서 저자 정리.

3) 토큰과 리츠의 비교
n 리츠의 주요 특징은 소액화에 따른 유동성 증대, 금융시장과의 연계, 포트폴리오 효과 등임

∙ [유동성 증대] 부동산 소유권에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할 때 소액 단위로 분할하면 다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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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요 증가로 자산의 유동성 증대(박원석·박용규
2000)
-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자본이 필요하므로 부동산 소유로 자본이득
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제한됨
-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서 소액 단위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소액투자자들도 부동산에 간접적
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 시 자본이득 향유 가능

∙ [금융시장 연계] 리츠를 통한 부동산의 증권화는 부동산시장을 증권시장에 연계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으로 증권시장의 풍부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음(남연우·고석찬 2015)
- 증권시장으로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증권시장의 자금이 유입되기 쉬움
- 특히 금융위기의 저금리 구조에서는 안정적 수익에 기초한 리츠로 증권시장의 자금이 쏠릴
수 있음

∙ [포트폴리오 효과] 리츠는 다른 자산, 특히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포토폴리오에 리츠
를 편입시켜서 분산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김은주·고성수 2009)
-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에 기초한 리츠의 포토폴리오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
- 특히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임대형 부동산 리츠가 높은 포트폴리오 효과를 가
질 수 있음
표 4 리츠의 주요 특징
구분
소액화에 따른 유동성 증대
금융시장과의 연계
포트폴리오 효과

내용
- 소액 단위로 증권을 발행해서 다수의 소액투자자 투자 가능
- 리츠를 활용한 간접투자로 소액투자자로 자본이득 향유 가능
- 리츠를 통한 부동산의 증권화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연계
- 부동산시장으로 금융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입 가능
- 포트폴리오에 리츠를 편입시켜서 분산투자의 효과 향유
-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에 기초한 리츠의 포트폴리오 효과

출처: 오세진 외 2019, 16-20에 기초해서 저자 정리.

n 거래비용 절감과 확장 기능 이외에 토큰과 리츠는 금융시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 증권형 토큰의 장점으로 언급됐던 부분소유권, 자금 유입, 상호운용성은 모두 리츠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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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특징
- [소액화] 부동산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
- [자금 유입] 암호화폐시장과 증권시장의 차이만 있을 뿐 금융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입
- [상호운용성] 증권화를 통해 다른 자산과 분산투자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

∙ 국제적 접근성은 토큰과 리츠의 본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법인 토큰에 아직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큰이 누리는 상대적 이점으로 볼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비용 절감과 확장된 기능 활용은 리츠에서는 불가능하고 토큰
에서만 가능한 특징임
- 특히 스마트 계약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인간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으로 실행하는 방식
으로 새로운 계약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불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거래비용의
획기적 절감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토큰과 리츠는 실물 자산을 금융상품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공유하지
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은 스마트 계약과 같은 혁신적 거래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적임

표 5 토큰과 리츠 비교
구분

토큰
소액화

자산 유동성 증대

자금 유입
국제적 접근성

리츠

- 전자 화폐의 분절 가능성

- 소액 단위 증권 발행

- 소액자본 투자 가능

- 소액투자자의 간접투자

- 암호화폐의 엄청난 가치상승 -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 연계
- 증권형 토큰으로 부의 이전 -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유입
- (규제가 없다는 전제)
어디서나 구매 가능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용 감소

거래비용의 절감
상호운용성

새로운 기회 창출
확장 기능

- 다양한 자산의 일괄 관리

- 안정자산(부동산)에 기초

- 효율적인 금융구조 설계

- 리츠의 포토폴리오 효과

- 스마트 계약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만의 장점 활용 가능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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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동산 토큰화

해외사례
n 스마트 계약과 증권형 토큰의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토큰화의 해외사례 조사

∙ 이전 장에서 부동산 토큰화 구조 분해를 통해 스마트 계약처럼 블록체인 기술만의 장점과
결합되지 않는 한 증권형 토큰이 리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냄

∙ 본 장에서는 부동산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해외사례를 조사해서 실제 현실에서 블록체
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봄
- 국내에서는 아직 부동산 토큰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4) 해외사례를 중심
으로 조사
- 다만 해외에서도 부동산 토큰화는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STO를 통한 투자자로부터 실제
투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대부분의 사례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금융시장에 알리는 단계에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투자 유치 실적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내용을 중심으
로 해외사례를 조사

∙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영국의 다섯 가지 해외사례 조사
- 해외사례 1. ATLANT (모스크바, 러시아)
- 해외사례 2. BitRent (런던, 영국)
- 해외사례 3. Bloquid (모스크바, 러시아)
- 해외사례 4. Meridio (뉴욕, 미국)
- 해외사례 5. QuantmRE (뉴욕, 미국)

4) STO로 보기 어렵지만 국내에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기능형 토큰을 발행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http://blocktimestv
.com/news/view.php?idx=2528, 2019년 9월 30일 검색). ICO를 활용한 기능형 토큰의 발행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산의 수익에 기초한 증권형 토큰에 비해 금융시장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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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사례 1: ATLANT (모스크바, 러시아)5)
n 증권형 토큰 발행과 P2P 임대차거래 중개 플랫폼

∙ 부동산 소유권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형 토큰 발행
- ‘Property Token’이라고 불리는 증권형 토큰은 개별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음
- 각각의 Property Token은 해당 부동산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 법적 지위, 점유 현황, 재무
상태, 수익성 분석 등 디지털 기록을 담고 있음
- 토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상
승과 임대수익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받음

∙ 토큰의 거래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 산정
- Property Token을 ‘ADEX Exchange’라고 하는 거래플랫폼에 등록한 다음 토큰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따라 토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매겨짐
- 토큰의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으면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ATLANT는 이와 같은 토
큰의 가치 변화가 토큰과 연동된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
- 토큰의 수익(배당금)은 부동산의 가치상승 및 임대수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큰의 공급이
더 많아서 토큰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의미

∙ 기능형 토큰을 별도로 발행해서 네트워크의 유지·운영에 활용
- ‘ATL’이라고 불리는 플랫폼 토큰(기능형 토큰)을 네트워크 유지 인력에게 지급
- 기능형 토큰은 STO가 아니라 ICO를 통해 발행

∙ ‘P2P Rentals’는 스마트 계약에 기초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접 거래 지원
- 탈중앙화된 리뷰 시스템(Reputation)을 제공해서 리뷰 조작을 방지하고, 플랫폼에 임대
인이 등록할 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서 보호장치를 마련
- 현재 P2P Rentals는 ‘ATLANT Rent’라는 이름의 데모 버전으로 운영 중

∙ 부동산 토큰화와 임대차거래 중개의 병렬
- 증권형 토큰을 발생하는 부동산 토큰화 플랫폼과 거래정보를 연계하는 임대차거래 플랫
폼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각각 진행

5) 출처: https://atlant.io/ (2019년 9월 30일 검색); https://trade.atlant.io/ (2019년 9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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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증권형 토큰 발행을 P2P 임대차거래에 연계해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려는 시도
는 나타나지 않음

2) 해외사례 2: BitRent (런던, 영국)6)
n 부동산 개발의 자금조달 및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능형 토큰 발행
- 디벨로퍼(developer)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플랫폼에 프로젝트를 등록한 다음, 투자
자는 실물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RNTB’라는 기능형 토큰으로 환전해서 부동산 개발 프
로젝트에 투자
- 토큰 소유자는 개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의사결정의 우선권은 투자비율에 따라 차등적 부여
- 토큰 소유자는 건설 단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이용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바탕으로 건설 활동 통제
- RNTB는 기능형 토큰이므로 플랫폼서비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홍보 등을 이용할 때에도
비용으로 지불 가능하고, 플랫폼 유지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비트렌트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이 가능

∙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등 관련 계약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처리
- RNTB를 발행하는 데에도 스마트 계약 활용

∙ 부동산 개발 투자자의 탈중앙화된 건설과정 모니터링
- BitRent는 건설사와 시행사가 모든 건설과정을 수작업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비효율적
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완공지연이 부동산 개발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
- BIM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공개를 통해 부동산 개발과정 자체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투자
위험을 해결할 수 있음
6) 출처: https://whitepaper.io/document/179/bitrent-whitepaper (2019년 9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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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BIM은 자금 조달과 부동산 개발의 투명성을 한 번에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임
- BitRent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한해서 부동산의 토큰화와 부동산 관리를 연계하는
종합 서비스 추구

3) 해외사례 3: Bloquid (모스크바, 러시아)7)
n 역모기지(逆mortgage)를 담보로 증권형 토큰 발행

∙ 이자 없는 역모기지를 꿈꾸는 ‘모기지 유닛’(Mortgage Unit: MU) 토큰 발행
- 주택소유주에게 제공된 역모기지를 모아서 펀드를 구성한 다음 이에 기초해서 MU 토큰
발행
- MU 토큰에는 역모기지 펀드 계약, 부동산 가치,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고, 토큰의
수익 및 가치는 주택의 가치변동에 연동
- 만약 주택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역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상쇄
한다면 주택소유주에게 이자 없는 역모기지를 제공할 수 있음
- ‘BqT’라고 불리는 기능형 토큰을 발행해서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
고, 이 토큰 소유자는 시스템 사용권과 투표권을 가짐

∙ 스마트 계약으로 토큰 발행, 수입 배분, 투표 집계 등을 처리
-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는 MU 토큰 발행, BqT 토큰 발행, BqT 토큰 소유자 사이에
수익 배분, BqT 토큰 소유자의 투표 결과 집계로 정리됨

7) 출처: https://bloquid.org/ (2019년 9월 30일 검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cXmJsSU68iGhZz
tPeFHRKOZXN92sn6sSAtugcAAaEk/edit# (2019년 9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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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사례 4: Meridio (뉴욕, 미국)8)
n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및 투자 지원 플랫폼

∙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 컨센시스(ConsenSys)가 개발한 부동산 거래·투자 플랫폼
∙ 블록체인에 기초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부동산시장의 혁신 촉진
- 부동산의 높은 중개비용, 진입장벽, 낮은 유동성을 문제점으로 지적
- 먼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 증진 유도
- 또한 부동산 개발, 기존 부동산 중개시장, 부동산 가치에 대한 실시간 자료 제공
- 투자자는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자본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P2P
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음
-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투자자 집단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음

8) 출처: https://media.consensys.net/using-blockchain-to-expand-access-to-real-estate-4a2e3fb15f90 (2019년 9
월 30일 검색); https://www.meridio.co/ (2019년 9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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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구분소유권 거래의 활성화 시도
- 소유주가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분만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

∙ 현재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지 않고 앞으로도 발행할 계획이 없음
- 부동산 투자 및 거래를 위해 암호화폐가 아닌 미국 달러 사용

5) 해외사례 5: QuantmRE (뉴욕, 미국)9)
n 구분소유권 거래에 기초한 증권형 토큰 발행

∙ 주택소유주는 구분소유권 거래로 빚을 지지 않고 현금 확보 가능
- 주택소유주는 주택 지분 일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이자 지급 없이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최대 30년까지 현재 주택에서 거주 가능
-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빚을 떠안지 않고 주택 지분에 기초해서
현금을 추출하는 구분소유권 거래에 있음
- 주택소유주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소유권의 일부를 ‘QuantmRE’에게 양도하는 대신 그
9) 출처: https://www,quantmre.com (2019년 9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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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당하는 현금을 바로 손에 쥘 수 있음

∙ QuantmRE의 수익구조는 현재와 미래 사이 부동산 지분의 가치 차이에 기초
- QuantmRE는 구분소유권의 가치를 현재보다 미래에 더 높게 산정해서 일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10%만큼 구분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차후에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실제로 매
각할 때 그 매각 대금의 15%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할 수 있는데, 이때 현재가치의
10%와 미래가치의 15%의 차이가 QuantmRE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근원10)
-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채무불이행 문제를 남기
지 않는 스마트 계약 덕분인데, 만약 스마트 계약이 없다면 QuantmRE는 불확실한 미래
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률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비용의 증가는 구
분소유권 거래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듦

∙ 포트폴리오에 기초한 ‘EQRE’ 토큰 발행 예정
- ‘EQRE’이라고 불리는 중권형 토큰은 미국 1인 가구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식을 조합해서 만든 포트폴리오에 기초해서 발행
- 투자자는 개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EQRE 토큰을 구매할 수 있음

∙ 실시간 가치변동과 분기별 자산재평가
- 증권형 토큰의 가치는 유동화 또는 판매 실적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며, QuantmRE는
분기별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서 공표
- 이렇게 기록된 다양한 가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가가 토큰의 구매자에게 최적의 포
트폴리오 구성을 제시

10) 만약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 미래에 상승한다면 QuantmRE는 10%와 15%의 차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분의 15%도
수익으로 얻을 수 있음

466 2019년 정책제안서 I

05 구분소유권을 중심으로 본

해외사례 시사점
n 부동산 유동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소유권 거래 및 이에 기초한 STO에 주목

∙ 새로운 방식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스마트 계약과 증권형 토큰의 융합처럼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전과 다르게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것을 가리킴

∙ 소유권의 일부만을 판매하는 구분소유권 거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 없지만 스
마트 계약을 통한 구분소유권 거래의 활성화는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변화임

∙ 4장에서 언급한 Meridio의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구분소유권 거래방식과 QuantmRE의
구분소유권 거래에 기초한 증권형 토큰 발행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
- Meridio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거래비용 절감, 투명성 증진, 유동성 확대가 구분소유권
거래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한다고 주장
- 하지만 Meridio는 증권형 토큰 발행 없이 거래에 미국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계약관계의
혁신만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약함
- 반면에 QuantmRE는 구분소유권 거래에 기초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해 빚을 늘리지
않고 여전히 그 집에서 살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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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유동화

스마트 계약 활용 구분소유권 거래
거래비용 절감에 따른 거래 활성화

→

구분소유권 거래에 기초한 STO
빚 없이 거주 지속하면서 현금 확보

비용 절감을 넘어 부동산 유동화의 질적인 변화

출처: 저자 작성.

n 구분소유권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부동산 거래에 일으키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

∙ Granglia and Mellon(2018)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방식을 크게 8단
계로 구분해서 설명
- <표 6>과 같은 단계 구분은 병렬적인 변화가 아니라 순차적인 변화를 가리키는데, 특정 단
계의 실현은 이전 단계들의 완료를 전제로 함
- 예를 들어 2단계 스마트 워크플로우는 1단계 블록체인 기록을 바탕으로 가능해짐
- 1~ 4단계까지는 부동산 거래에서 기존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이라면, 5단계부터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나타냄
- 새로운 변화의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권리 분할에 기초한 구분소유권 거래의 활
성화임

∙ 자산의 일부분만을 구매하는 구분소유권 거래 자체가 완전히 새롭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구분소유권 거래의 일상화는 부동산 거래에서 새로운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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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발전단계
구분
1

블록체인 기록

2

스마트 워크플로우

3

스마트 에스크로
(escrow)

설명
-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부패 우려 지역에 블록체인 기록을 도입하면 기록 조작이 어려워짐
- 거래참여자가 볼 수 있도록 거래 진행상황 기록
- 기존 작업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이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
- 스마트계약을 통해 에스크로 대체
- 모든 계약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
- 블록체인이 기존 등기 시스템 대체

4

블록체인 등기

- 이전 세 가지 단계들이 블록체인으로 보완되는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인
데 비해, 4단계는 사적 허가 블록체인으로 완전한 시스템 구축

5

권리 분할

6

구분소유권

7

P2P 거래

8

상호운영성

- 권리를 분할한 다음 블록체인을 통해 개별 관리
-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추적 가능
- 투자자가 특정 자산의 일부분(share)을 구매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통해 거래비용이 상당히 낮아짐
- 중개인 없이 구분소유권을 개인 간 거래
- 빠른 청산과 낮은 비용으로 거래 가능, 단 법적 권리의 명료화 필요
- 여러 블록체인들의 병합 운영
- 물리적 공간과 법률적 권리에 대한 통일된 정의 필요

출처: Granglia and Mellon 2018; 송인방·양영식 2018, 11-12에 기초해서 저자 정리.

n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구분소유권 거래의 활성화 및 규모화가 촉진될 수 있음

∙ Meridi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구분소유권 거래방식을 제시
-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소유주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 80%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만든 다음 이 토큰을 ‘판게아’(Pangea) 플랫폼에서 P2P 방식으로 세계적 투자자
들과 거래할 수 있음
-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계약과 P2P
거래로 거래비용을 절감하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증진

∙ 구분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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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구분소유권에 대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다음 해당 구분소유권
으로 증권 또는 주식을 만들어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소유권의 분해·기록·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단적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구분소유권을 더 저렴한 비용으
로 더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줌

∙ 거래비용의 감소는 구분소유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그림 9 Meridio의 구분소유권 거래

출처: https://medium.com/meridio/stop-selling-your-upside-how-blockchain-can-unlock-value-in-real-est
ate-through-fractional-b492400b47a (2019년 9월 30일 검색).

n QuantmRE는 구분소유권 양도에 기초해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모델 제안

∙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 구조는 다음과 같음(Sullivan 2018)
- 주택소유주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구분소유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양도한 구분소
유권의 가치만큼 현금을 즉시 수령
- QuantmRE는 서로 다른 주택의 구분소유권들을 섞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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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증권형 토큰 발행으로 투자자금 유치
- 투자자는 증권형 토큰의 소유자로써 QuantmRE로부터 정해진 배당금을 수령

∙ 이 모델의 핵심은 주택소유주로부터 15%의 미래가치를 10%의 현재가치로 구매하는 스마
트계약에 있음(Dhir 2019)
- 주택소유주와 QuantmRE는 구분소유권 양도 계약에서 구분소유권을 양도하는 현재시점
과 주택 매각으로 구분소유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시점을 구분
- 주택의 일부 소유권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주택소유주는 여전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반대로 구분소유권을 구입한 QuantmRE는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매각해서 대금
을 받는 순간에야 구분소유권자로써 일정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음
-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주택소유주는 당장 현금을 받지만, 구분소유권을 넘겨받은
QuantmRE는 주택 매각이 이뤄지는 미래에야 현금을 받음
- 이런 비대칭성은 구분소유권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로 보상됨(<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차이는 주택가치 상승 여부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음)

∙ 불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
적 보호 장치 없이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림 10 구분소유권 양도에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
주택가치
10% 상승

10% 구분소유권 양도
(현재가치 $400,000)

→

15%
약정

↗

→

QuantmRE 6만 6천 달러 수령
($400,000×1.1×0.15)

QuantmRE 6만 달러 수령
($400,000×1.1×0.15)

↓
주택소유주 4만 달러 수령
($400,000×0.10)

주택가치
10% 하락

↘

QuantmRE 5만 4천 달러 수령
($400,000×0.9×0.15)

출처: 저자 작성.

n 구체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양도하는 QuantmRE 과정은 총 여섯 가지 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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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평가] 주택의 현재 및 미래가치를 평가하지만 대출과 같이 주택소유자의 소득수준 또는
신용점수는 고려하지 않음

∙ [서류 작업·계약]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등기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구분소유권 거래를 유치권(lien)으로 증명

∙ [거주] 주택소유자는 구분소유권 거래 이후에 최대 30년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음
∙ [주택 판매] 판매대금 중에서 QuantmRE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구분소유권 양도계약을 어
떻게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짐

그림 11 QuantmRE 과정의 여섯 가지 단계

출처: Sullivan 2018, 19-20에 기초해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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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택소유주는 구분소유권 양도를 통해 빚을 늘리는 것 없이 당장 현금 확보 가능

∙ QuantmRE의 비즈니스 모델은 주택소유주 지분에 기초해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신용
한도형 주택담보대출(home equity lines of credit),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등과 유
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채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화됨
- 부채가 아니므로 이자 지급이 없지만, 주택을 매각하는 미래시점에 구분소유권을 양도하
는 현재보다 더 많은 주택 지분만큼의 가치를 넘겨줘야 함
- 이처럼 QuantmRE 방식도 현금 확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매월 지급해서 생활에
부담을 주는 이자 지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신용한도형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비용으로 이자 지급이 없고 자격조건으로 소득수준, 신용
점수 등이 필요하지 않음(QuantmRE 2018, 14)
- 신용한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소유주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최대 신용한도를 정
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그에 맞춰 이자를 지불하는 금융상품임
- 기본적으로 대출이므로 이자를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총부채 상환 비율
(debt-to-income ratio)을 충족시켜야 하고 주택소유주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금액,
이자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반면에 QuantmRE 방식은 대출이 아니라 구분소유권 양도이므로 주택을 실제로 매각하
는 시점까지 주택소유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없고 기본적으로 소유권 거래이므로 주택
소유주(양도인)의 소득수준, 신용점수 등에 따라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음

n 역모기지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나이 제한과 같은 별다른 가입조건이 없음

∙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주택 매각 시점에 금융비용을 정산한다는 측면에
서 역모기지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나이 제한과 같은 별다른 가입조건이 없다는 측면에서 차별
적임(Sullivan 2018, 17)
- 역모기지도 주택 매각 시점에서의 금융비용 정산을 전제로 매월 이자 지급이 없지만 기본
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며, 주택 매각 시점까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
지원을 통한 공적 보증 또는 평균 수명을 고려한 상품 설계로 해결
- 이에 따라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측면 또는 전체 대출 금액의 제한이라는 상품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역모기지 상품은 일정한 나이 제한(62세 이상)을 가입조건으로 제시
- 반면에 QuantmRE 방식은 사적 주체 사이의 구분소유권 거래이므로 정책적 측면 또는상
품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가입조건이 별도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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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블록체인 기술의

정책적 활용
n 부동산 토큰화를 통해 주택소유주는 빚을 지지 않고 주택 지분 일부를 현금으로 추출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토큰화가 리츠를 통한 부동산 증권화와 어떻게 다른지 파악
하기 위해서 부동산 토큰화의 구조 분해 및 사례 분석 실시
- [구조 분해] 부동산 토큰화의 구조를 크게 스마트 계약과 증권형 토큰으로 분해한 다음 토큰
과 리츠를 비교
- [사례 분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유동화를 실시하는 해외사례
가 있는지 조사

∙ [분석결과 1] 토큰과 리츠는 부동산을 금융상품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 비유동적인 부동산을 금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유동성 증대, 자금 유입, 포트폴리
오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토큰과 리츠의 차이는 암호화폐시장과 증권시장
의 차이로 귀결됨
- 하지만 거래비용 절감과 스마트 계약 활용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스마트 계약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만의 장점을 토큰과 결합하면 리츠와는 차별되
는, 즉 질적으로 다른 부동산 유동화가 가능할 수도 있음

∙ [분석결과 2] 구분소유권 거래에 기초해서 빚 없이 주택 지분 일부의 현금화 가능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소유권의 분해·거래·기록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에 따라 구분소유권 거래의 활성화 및 규모화가 촉진될 수 있음
- 주택소유주는 미래의 주택 매각 시점에서 일정한 가치를 지급하는 구분소유권 양도 계약을
통해 이자 지급 없이 자신의 주택 지분 일부를 미리 현금화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구분소유권 거래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면서 빚을 늘리는 것 없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모기지 등과 같이 부채를 활용한 기존 부동산 유동화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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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책적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역모기지의 대상 확대 고려 필요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역모기
지 활용 기회 제공

∙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가입요건들을 제시
ü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ü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ü 부부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ü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ü 9억 원 초과 2 주택소유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출처: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2019년 11월 12일 검색).

∙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계층을 단순히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할 수 없음

∙ 일례로 김유경 외(2018)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제시
- 일부 중·장년층은 본인뿐만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의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고용 불안정에 따른 소득 감소로 고령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
-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대상의 연령을 제한하므로 중·장년층의 부동산 유
동화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 60세 이전이라도 실직으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유일한 자산이 거주주택인 경우에
한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낮춰서 대상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11), 공적
보증에 기초한 주택연금으로 다양한 수요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음
- 국가가 손실을 보증하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확대
하기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

11) 정부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함(금융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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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시장 자체에서 각기 다른 조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
-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역모기지 개념을 각자의 상황에 맞
춘 개별적 구분소유권 거래 계약조건으로 변형해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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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n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 생태 등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지역민의 삶이 침해받는 현상을 오버투어리즘1)이라 함(이서현 2018)

∙ 2012년 베니스,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유명 관광도시의 상황이 묘사되면서 트위터에 오버투어
리즘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2017년 이탈리아의 베니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크로아
티아의 두브로브니크 등에서 관광객 유입을 반대하는 시위와 관광객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
이 거세지면서 오버투어리즘이란 용어가 주목받기 시작함(이서현 2018; 이훈, 심창섭 2018)

n 여행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관광이 일상화되면서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는 점차 심화될 전망

∙ 여행의 일상화로 관광경험이 많아진 관광객들은 유명 관광지에서의 관광활동보다는 지역과
지역민의 일상에 대한 경험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관광공간이 확
장(이훈, 심창섭 2018)
- 주민의 생활공간과 관광객의 관광공간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같은 공간을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서로 간의 직접적인 불편이 발생함
-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도 이를 활용한 주민소득, 주민일자리 창출에 소홀
할 경우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갖게 됨
- 또한, 관광객 급증으로 인하여 지가상승, 상권변화, 교통불편 등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없
는 생활공간의 변화가 발생하고, 관광객으로 인해 이권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 간에도 의
견차이가 발생하며 갈등이 야기됨
n 오버투어리즘은 지역공동체 내 관련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마을단위 사업 시행 시, 지역공동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 overtourism: over(과도한, 지나친) + tourism(관광)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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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오버투어리즘의 이해
1) 오버투어리즘의 개념과 발생원인
n 오버투어리즘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포함

∙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지역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관광객
의 유입,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 투어리즘 포비아 확산,
관광객 유입을 저지하는 지역주민의 시위임(이서현 2018)

n 오버투어리즘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관광수용력, 혼잡지각,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반관광 및 관광
혐오가 있음(박주영, 정광민 2018)

∙ (관광수용력) 관광지의 물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객의 만족이 저
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에 해당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의미(UNWTO 1997;
이훈, 심창섭 2018, 74에서 재인용)
- 관광수용력의 유형으로 관광객 규모의 산술적 한계를 의미하는 물리적 수용력, 관광객이 기대
하는 관광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수용력, 물가상승이나 상권변화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관광객 허용 한계를 의미하는 경제적 수용력, 지역
정체성 변화나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수용력,
지역 자연환경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는 생물학적 수용력으로 구분됨(박주영, 정광민
2018, 14)

∙ (혼잡지각) 제한된 공간 내 물리적 밀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로 관광만족, 재방문의도
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침(박주영, 정광민 2018)

∙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특정지역에 관광객이 증가하며 관광자본에 의해 지역주민보다 관광시
장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권이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일종(박주영, 정광민
2018; 이훈, 심창섭 2018)
- 임대료가 상승하여 오랫동안 운영해왔거나 지역민에게 생필품을 팔아오던 가게가 문을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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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가 입점하는 등의 상업적인 관광지화 의미

∙ (반관광(anti-tourism)·관광혐오(tourism phobia)) 관광수용력이 초과되면서 지역주민
은 관광에 대한 반감을 갖고 모든 지역사회 문제의 원인을 관광객의 증가로 돌리며, 관광객에
대한 반감, 분노를 표출하고 이는 때로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짐(박주영, 정광민
2018)
- 지역 주민의 삶과 관광의 질이 저하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과 지역민 사이
에 갈등과 관광혐오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며 관광객에 대한 혐오와 분노 표출로 이어지게
됨(이훈, 심창섭 2018, 73)

n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그간 관광학 분야에서는 관광지수명주기이론(tourism area life cycle),
여행경력패턴이론(travel career ladder), 분노지수(irritation index), 혼잡지각(perceived
crowding), 관광지 수용력(tourism carrying capacity)등의 개념을 통해 논의되어 왔음
- 특정 지역이 매력 있는 관광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여행경력이 많은 개별관광객
(FIT)이 방문하다 점차 단체관광객 중심으로 방문형태가 변화되며 대중관광지가 되었을
때, 각 지역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 수용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관광객 방문이 이루어지
기도 함(이훈, 심창섭 2018, 73)

그림 1 오버투어리즘의 개념과 관련 이론

출처: 박주영, 정광민 2018, 18.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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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양의 문제, 질의 문제, 변화 속도의 문제, 상호이해의 문제
차원으로 설명이 가능(이훈 2018; 이훈, 심창섭 2018)

∙ (양의 문제)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선 관광객 유입으로 오버투어리즘 발생
- 특히 정주형 마을의 경우, 주민생활 시간과 관광객의 관광시간이 겹칠 때 문제는 더욱 심각
해짐(이훈 2018)

∙ (질의 문제) 특정 지역이 대중관광지가 되면서 단체관광객이 급증하게 되는데, 단체관광객이
몰릴 경우 오버투어리즘 발생 가능성이 증가
- 단체관광객은 다수의 인원이 해당 지역에 단시간 동안 집중하여 머물게 되므로 수용력 초
과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개별여행객에 비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적음(이훈 2018)

∙ (속도의 문제) 지역주민이 적응할 수 없는 단기간에 관광객이 급증하게 되면서 임대료 상승과
상권의 변화를 야기
- 주민의 생활필수시설(야채가게, 세탁소, 철물점, 목욕탕 등)이 관광객 대상 업체로 대체되
는 등 지역의 정체성이 빠른 속도로 주거지에서 관광지로 변화되고, 이러한 삶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지역주민은 어려움을 겪게 됨(이훈, 심창섭 2018)

∙ (상호 이해의 문제) 지역이 관광지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관광객, 지역주민, 토착상인, 외부
상인, 관광업체, 공공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짐
- 같은 공간에 대해서도 이해집단 간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갖기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갈등이 발생(이훈, 심창섭 2018)

2) 오버투어리즘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n 오버투어리즘은 지역사회 환경‧교통‧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 이슈를 야기하는데, 이는 관광객으
로 인해 야기된 영향이지만 지구단위계획, 이익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 문제, 도시계획, 환경, 교통,
문화재 등 수많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 지역사회에 야기하는 문제로는 환경, 교통, 사생활, 안전,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의 문제
등으로 나뉘어짐(이훈, 심창섭, 나효우, 유숙희 외 2017)
- (환경) 관광객과 관광가이드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등 청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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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무단주차 및 주차장 부족, 관광버스 주정차로 인한 공해, 교통체증, 교통사고 위험
등
- (사생활 침해) 관광객이 주민의 거주공간에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의 무단촬영, 사유
지 무단침입 등이 발생
- (사회문화적 문제) 절도, 폭력, 길거리 흡연, 공동체 변화(인구구조 및 주민구성의 변화, 주
민 간 교류 감소 및 갈등), 지역문화 훼손(상업문화 및 소비문화 침투, 지역의 역사적 맥락이
나 전통과 무관한 싸구려 상품으로 이미지 훼손, 지역의 가치 및 규범의 변화, 장소정체성
상실 등)이 발생
- (경제적 문제) 주민편의업종이 감소하고 관광객 대상 업종이 증가하는 등 상권이 변화하고,
부동산 및 물가 상승이 발생

n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지역공동체 내 여러 이해집단 간(관광
객-지역주민, 토착상인-외부상인, 지역주민 내, 상인 및 지역주민-지자체 등) 극명한 입장 차이
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되고, 공동체가 균열되는 현상이 발생함

∙ 정주형 마을의 경우 이해집단은 주민, 토착거주자, 토착거주 상인, 유입 상인, 관광객, 정책담
당자 등이 있으며, 지역문제에 대해 이해집단 간에 각기 다른 인식과 반응을 보임(박주영,
정광민 2018)
- 같은 지역주민이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는 관광활성화로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므로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세입자는 임대료 상승이 부담이 됨
- 관광객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더라도, 기존 토착거주 상인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영위하는 상권이었기에 관광상권으로의 변화에 부정적이며, 유입 상인에게는
새로운 상권 형성으로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됨
- 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광 개발보다는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과 관광개발을
바라는 주민으로 나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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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주민 정주권 피해가 발생하면 대표적으로 관광객-지역주민 간의 갈
등이 발생하지만, 지역주민 내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익 창출을 하자는 입장과 정주권
이 우선인 입장으로 의견이 양분됨
- 관광객으로 인해 피해를 보니 이를 이용하여 수익활동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제
하여 달라는 의견과 경관 보존, 지역 보존 또는 정주권 보호를 위해 오히려 더 강화를 요구하
는 주민으로 의견이 나뉘며 주민 간에도, 주민과 지자체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주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행정에서는 어느 한 편만 들 수 없어 현행을 존치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러한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감이 더욱 커지기도 함

n 오버투어리즘 현상 자체로도 지역 내 여러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만,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
기 위한 방안 자체도 집단 간의 갈등을 야기

∙ 오버투어리즘 대응 정책 유형은 관광객 대상 정책(총량 제한, 시·공간적 분산 등), 사업체 대
상 정책(관광세 부과, 사업체 규제), 지역주민 대상정책(공동체 강화, 혜택 제공, 공공시설
지원)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이훈, 심창섭, 나효우, 유숙희 외 2017)
- 오버투어리즘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방향이 관광객 제한과 같은 관광수요 억제 중심일
경우에는, 주민이나 정책담당자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관광객 대상 상인에게는 경제
적 위협이 되기도 함

∙ 2019년 10월 31일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표1> 참조)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정주권이 침해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됨
-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한 종로구와 지역구의원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건의 및
발의하여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관광객 방문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
-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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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체육관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 -----------------------------------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신 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
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
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 (2019년 11월 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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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주요 오버투어리즘 발생 사례
n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지역 수용력을 초과한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공동체 내 다양한 이
해집단 간의 갈등과 지역사회 문제 발생

∙ 필리핀 보라카이는 관광객의 집중으로 환경 수용력이 초과되자 2018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섬을 폐쇄(The Telegraph 2018)
- 보라카이 섬 내부의 산업 구성은 주로 소매업, 여행업, 가이드 및 기타산업 등 관광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자체(말레이 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역시 주로 관광
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2)(Reyes, Asis, Albert and Ortiz et al.
2018)

∙ 이탈리아 베니스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밀집, 도시 인프라 부담, 임대료 폭등과 주택
난, 생활비 상승, 환경파괴로 베니스 주민들은 더 이상 베니스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어 베니스를 떠나고 있음(CNN 2019)
- 50년 전 약 150,000명이었던 베니스 도시인구는 현재 약 53,000명만 남았으며, 베니스
시는 연간 약 1,000명의 지역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CNN 2019)
- 베니스는 크루즈 인기 기항지로, 3~4천 명이 탑승한 크루즈 한 대가 정박할 경우 크루즈
냉난방을 위해 자동차 1만 2천 대 분량의 배기가스를 내뿜을 뿐 아니라 동시에 많은 관광객
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 인프라 한계를 경험함(오마이뉴스 2017)
- 이러한 크루즈가 하루 3~4대씩 입항하였으며, 주민들의 생필품을 구매하던 채소, 과일가
게, 세탁소, 빵집 등은 높아진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
핑센터, 명품 매장으로 채워졌음(오마이뉴스 2017)

∙ 1992년 바르셀로나 시 경제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었으나, 2015년 이후 지역
경제에서 관광 비중이 12%, 일자리 15%가 관광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
르셀로나 주민들은 관광객 반대 시위나 관광버스 타이어 훼손 등 반관광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경향신문 2017)

2) R Reyes, Asis, Albert and Ortiz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보라카이 6개월 폐쇄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이 PHP 20.8억에서
PHP 83.15억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관광객은 필리핀의 대체 섬을 방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손실은 적으나 지역차원에서
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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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서울, 제주 등 주요 관광명소에서 급격한 속도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오버투어리즘의 발생과 이
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 야기

∙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매일 7천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투기, 주차난 등 주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지난 5년 동안 관광
객이 약 2배 증가하며 임대료 폭등, 범죄율 증가, 쓰레기 및 하수처리 용량 초과, 교통체증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야기(이훈, 심창섭 2018)

∙ 제주도 우도는 약 2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평균 관광객은 8천 명 이상인,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지역 내 여러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지역공동체
붕괴가 야기됨(이서현 2018)
- 쓰레기 처리 문제, 교통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은 저하되고,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지역 토착 상인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 갈등이 심각해짐(이서현 2018)
- 또한, 관광수입이 지역 내 환원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지지 않으며 각종 사회
기반시설은 관광객과 공유해야 하기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되고 상대적 박탈감
마저 느끼고 있음(이서현 2018)
- 이와 관련된 주민의 민원이 반영되어 2017년 7월부터 차량입도제한이 실시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마을 내 교통사고 감소와 배의 승하선이 편리해져 차량입도제한 정책을 반기는
반면 지역상인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박주영, 정광민 2018)
- 또한, 지역상인 내에서도 이륜차, 삼륜차 렌트 업체와 투어버스 업체, 전기차 렌트 업체 등
만 차량입도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입장임(박주영, 정광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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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감천문화마을의 주민주도 사업,

협력적 거버넌스와 시사점

1) 감천문화마을 선정 사유
n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시 사하구 감내 2로(감천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약 40년
이상 부산의 개발에서 소외된 해발 120m 고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2000년 중반
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떠나고 빈곤과 노인만 남은 마을로 전락(우양호 2019a)

∙ 감천2동은 1957년 6.25 피난 시 태극도 신도의 집단 이주 정착촌으로 당시 이주 주민들은
감천2동에 정착하며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는 모든 길이 통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뒷집의 조망권의 보장이었음(경산신문 2014)
-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계단식 집단주택 양식과 미로 같은 골목길을 보유하게 됨

∙ 1991년에는 인구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하였으나 2018년에는 약 7,300명이 거주하고 있으
며 폐ž공가도 300여 채 이상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며, 현재도 공동화장실, 재래
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다수임(부산광역시 사하구 2016)

n 인구감소, 빈집 증가 등 쇠락하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을은 전환기를 맞게 됨(경산신문 2014)

∙ 2009년 지역 예술가와 주민, 행정이 합심하여 마을미술 프로젝트 ‘꿈꾸는 부산의 마추픽추’사
업을 추진하며 마을 일대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함

∙ 2010년부터는 마을의 독특한 경관과 색채로 인한 공간적 가치를 살려 최대한 마을의 모습을
보존하며 문화·예술적 요소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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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80년대 감천문화마을의 전경(우)와 2019년 현재의 전경(좌)

출처: (좌) 감천문화마을 작은박물관, (우) 저자 촬영.

n 이후에도 행정, 마을공동체, 전문가 3자가 합심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기업과 동네상권이 살아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각광받는 마을로
변모

∙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은 여러 재생사업 및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관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외부 마을 활동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한계를 경험하며 주민이 주
도하는 마을사업의 필요성 절감(경산신문 2014)

∙ 또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발현하여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조직 및 운영은 점차 감천문화마을에 적
합하도록 진화됨
- 급격한 관광객의 증가로 주민생활이 불편해지자 감천문화마을운영협의회의 일부 주민대
표의 강력한 주장으로 입장료(천 원) 징수가 결정되었고, 이후 공동체의 숙의과정을 거치며
마을주민 전체의 의견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우양호
2019a)

∙ 여러 해에 걸쳐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이어짐에 따라 예술가는 마을에 상주하거나, 공가를
빌려 입주하면서 예술가들은 마을공동체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며 주민과의 접촉이 깊
어지며 예술가와 마을이 상생하는 전략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여러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
의 도움도 뒷받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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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감천문화마을의 기 추진 사업
연도

마을에서 진행된 마을미술 사업 내용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꿈을 꾸
2009년
∙ 주민참여 유도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
는 부산의 맞추픽추> 선정, 공간조형작품 10점 설치

2010년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10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 ∙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업: 미로미로골목길 프로젝트> 선정
빈집프로젝트와 골목길 재생 프로젝
∙ 행정안전부 지원 <자립형 공동체사업> 추진으로 아트숍 트 진행
과 공동작업장이 조성 – 섬유, 도자기, 금속 창작공예품 ∙ 주민 스스로 문화콘텐츠 개발의 계기
제작 및 판매
가 됨
∙ 고용노동부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 사업> 추진으로 ∙ 마을에 완전히 상주하거나 공가를 빌
BI(Brand Identity)제작, BI를 활용하여 종이가방, 엽 려 입주한 작가가 늘어나며 예술가와
서, 마을지도 등 제작
주민들의 접촉이 깊어짐

∙ 부산광역시 지원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 ∙ 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된 흉물스러운
진되어 주민생활기반이 개선되고, 공동시설 및 지역특화 공ž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입주작가를
2012~
시설(감내맛집 등)이 설치
유치하는 ‘감내풍경 프로젝트’ 등 주
2013년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감천문 민들의 생활 공간인 마을 곳곳에 예술
화마을 마추픽추 골목길프로젝트> 미술작품 10점이 설치 작품들이 들어섬
2014~ ∙ <감내풍경 프로젝트>로 마을의 흉물스러운 공ž폐가 리모
2015년
델링하여 입주작가 유치

∙ 유명건축가의 설계로 빈집을 예술창
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 방문
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 ∙ 기존 프로젝트가 윗마을에 집중되어
고, 2016마을미술프로젝트((재)아름다운맵)와 부산광역 있어 마을미술이 아랫마을로 내려가
시 사하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공미술 사업인 <2016 고, 방문자들의 동선을 아랫마을로 유
2016년

마을미술프로젝트-공모 2.기쁨 두 배 프로젝트: 감천 아
랫마을 내려가기 마을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선정되어
12개의 작품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4개의 작품은 주민참
여로 이루어짐

도하기 위한 프로젝트. 실제 주민들을
모델로 하는 마을사람 이야기를 통해
주민 참여의식과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자 함

n 미국 CNN, 프랑스 르몽드지, 중국 국영방송 등 국내외 매스컴에서 감천문화마을의 변화를 재생
사업의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감천문화마을은 각종 수상을 하게 되면서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이 급증함(부산일보 2018)
n 감천문화마을은 관광객 과잉유입으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함

∙ 감천문화마을 방문객수는 2017년 205만 명에서 2018년 257만 명 이상으로 매년 급증
- 매년 감천문화마을 주민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주민수보다 200~300배 이상의 관광객 수
증가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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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천문화마을의 물리적 수용력은 1일 2,601명으로 계산되었으나 이보다 약 1.6~4배 이
상의 관광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박경옥 2018)

∙ 공시지가 상승률도 급증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함
그림 3 감천문화마을의 물리적 수용력과 관광객 (1일 기준)

주: 1) 관광객 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stat/tourStatSearchDis.do)의 ‘월별 관광지점 입장객
수/일’로 계산.
2) 수용력은 박경옥(2018)의 연구에서 계산된 2,601명을 의미함.

표 3 감천문화마을의 주민수, 관광객 수, 공시지가 변화
항목
주민수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593 10,433 10,155

9,716

9,286

8,859

8,434

8,125

7,729

7,349

관광객수
(명)

미집계

미집계

공시지가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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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25,126 98,348 304,992 656,163 1,381,361 1,841,323 2,050,297 2,570,521
581

596

602

609

705

718

736

769

출처: 1) 주민 수: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busan.go.kr/index.nm)
2) 관광객 수: 2011~2013까지 자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2016) 마을 입구 박물관 앞에 설치한 무인계수기 측정 자료이며,
2014~2018년의 관광객 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2019)
3) 공시지가는 우양호(2019b, 418) 인용.

n 감천문화마을이 관광명소로 부상함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이해집단 간 갈등 발생

∙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발생 초기에는 관광객과 주민 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남
- 2013년 3월부터 감천문화마을신문에 거의 매달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이 나타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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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갑작스런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피로감과 이로 인한 마을의 변화에 주민들의 원
망이 표출되기 시작
- 감천문화마을의 구조적 특성상 대문이 없고 외부소음이 잘 들리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소
음공해가 발생하고, 산비탈에 형성된 마을 구조상 길가에서 한발 내려서면 접근할 수 있는
주거지의 지붕 또는 옥상을 오르내리며 발생하는 기물 파손 등의 불편, 쓰레기 무단투기,
골목길 통행불편, 대중교통 이용 불편, 관광객의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 발생 등의 민원
이 제기됨(감천문화마을신문 2013년 3월호)

∙ 감천문화마을의 가장 큰 문제인 폐ž공가를 사들여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마을이 깨끗
해지고 발전하고는 있으나 지역주민에게 체감되는 혜택보다는 불편과 고통만 가중됨
-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회관이 주민 동의 없이 북카페로 전환되고, 주민들이 모여 앉
아있던 골목은 관광객이 들어차는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은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정작
주민들은 별다른 혜택 없이 불편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

∙ 마을이 관광지화되면서 발생하는 이권과 개발에 따른 이익 배분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이 발생(이훈, 심창섭, 나효우, 유숙희 외 2017)
- 조그만 가게라도 운영하는 마을주민은 관광객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인
한 불편함에도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을 기다리지만, 주말에 쉬어야 하는 주민에게는 쉴 수
있는 공간마저 빼앗기게 됨
- 마을공동체 내 구성원은 마을에서 살아온 기간에 따라 원주민과 신주민으로 구분될 뿐 아
니라 세입자, 상인, 건물주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집단들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마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집단 간 갈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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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감천문화마을의 공동체 갈등 양상

출처: 익명 2019a; 2019b의 인터뷰; 권평이, 김진희 2016; 연합뉴스 2018; 우양호 2019a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n 이와 같이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지역공동체 내 이해집단 간 갈등이 발생한 감천문화마을이 어떠
한 방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3)

∙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국내외 다양한 대회에서 수
상하였으며,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기에 감천문화마을의 거버넌스를 살
펴봄으로써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에 대한 시사점 제시가 가능

3) 연구의 내용은 거버넌스 관련 분야 교수 2인(익명 2019d; 2019e), 사하구청 감천문화마을 담당자 1인(익명 2019f), 주민협의회
회원 2인(익명 2019b; 2019c), 마을주민 1인(익명 2019a)과 인터뷰 실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면접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사, 논문, 마을신문 등의 2차 자료로 확인 및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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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감천문화마을 수상 내역과 수상 사유
연도

주관사 및 수상 내역

2012

수상 사유

∙ 추진협의체를 통한 문화마을 조성, 행정기관 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2년 지역·전통문화
긴밀한 연계 및 조례 제정,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
브랜드사업’ 우수상
계적으로 사업 추진, 창조적 활용 등
국제연합인간거주위원회와 아시아경관디자인학
∙ 민관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룬 모범도시로 인정
회 주관 ‘2012년 아시아도시경관상’ 대상

2013
2014

안전행정부 ‘2013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대통령상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
마을공동체’ 우수상

∙ 주민협의회 구성으로 주민주도 마을 자생력
강화 등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

2015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 프로젝트
로 인증

∙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낙후된 마을을 살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
들의 적극적,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짐

2016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대통
령상

∙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
여정도, 공간기획, 실행과정에서의 문화적 창의성,
지역적 특성 반영 등을 종합적 평가

2018

멕시코시티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공동주
관 ‘제3회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 특별상

∙ 문화적 가치가 민주적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개
발, 시민과의 연계성이 우수한 도시 정책에 대한
수여

n 감천문화마을의 관광지화로 발생하게 된 수익, 이권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서도 돈을 버는 자와
벌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 갈등이 발생했으며, 이를 와해하는 주체로 주민협의회가 운영됨

2) 갈등해결을 위한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n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갈 적극적
인 소통채널의 구축과 의사결정 주체가 필요

∙ 마을의 관광지화로 인한 변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지닌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이 필요(이훈, 심창섭, 나효우, 유숙희 외 2017)
- 지역주민 간에도 개발을 주장하는 주민과 보전을 주장하는 주민, 오랫동안 거주를 해오던
주민, 새롭게 이주한 주민, 관광객으로 수익이 생기는 주민, 관광객으로 피해를 본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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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주민, 지역 환원에서 혜택을 받는 주민과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 건물주, 세입자,
상인 등 여러 입장과 의견이 존재
- 주민들은 지역의 관광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단일화된 소통창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민원성 답변이 아닌 지역구성원 주도의 논의와 논의된 사항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행력을 갖춘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필요

∙ 지역공동체 내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의 관광지화로 인해 발생하
는 이권(예: 지가 상승, 임대료 상승 등)에 대한 입장 차이임
- 관광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공정한 지역 환원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 필요

n 감천문화마을 공동체는 도시재생사업 시 전문가, 예술가, 주민의 모임이 발전한 형태로 2010년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감천문화마을 성격에 맞는 공동체로 진화하며
현재 (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로 운영 중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2010년 11월 ‘감천동 문화마을운영협의회’ 운영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105명의 회원으로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로 확대 개편, 이후 2013년 감천
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자본금 2천만 원, 회원 127명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기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4))
- 초기에 감천문화마을운영협의회 및 주민협의회는 주민 자원봉사단체의 형태로 운영되었
으나, 사업규모가 커지고 부작용도 심해지며 체계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체감(제민일보
2017)
- 설립정관에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방문객에게 친절한 마을, 주민 스스로 지속하는 마을
3가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지향적 성격의 조직임
- 현재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운영위원회 16명을 총
회 때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이들이 문화마을을 실질적으로 운영.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
기 위해 마을기업사업단, 홍보단, 봉사단, 생활개선사업단, 민박사업단, 문화예술사업단5)
의 6개 분야의 단장을 뽑아 자율적으로 운영함(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4) https://gamcheon.or.kr/ (2019년 9월 26일 검색).
5) 사업단의 활동으로 ① 마을기업사업단은 마을기업(감내카페, 감내맛집, 고래사어묵 등)을 운영‧관리하고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
② 홍보단은 감천문화마을의 소식과 모습을 담은 신문 <감천문화마을신문>을 매달 2천 부씩 발행하고 보도자료를 작성 ③ 봉사단은
골목길과 작품 안내, 교통질서, 청소 등을 맡음 ④ 생활개선사업단은 마을기업 운영수익으로 페인팅, 방음창 설치 등 소규모 집수리를
시행 ⑤ 민박사업단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담당하고 수익은 마을주민을 위해 환원 ⑥ 문화예술사업단은 골목축제 개최 및 문화공연
지원을 담당함(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사업단 활동 https://gamcheon.or.kr/?CE=culture_03 2019년 9월 27일 검색).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 사례연구 ․ 495

∙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축하고 정교화 과정을 거치며, 사하구의 제도적 지원
까지 더해져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타 지역에서 찾기 힘든 감천문화마을만의 공동체
조직으로 진화
- 주민협의회 6개의 사업단은 2013년부터 진화되어 온 주민협의회 사업과 조직의 산물임
(우양호 2019a, 24)
- 맞춤형 지역공헌사업도 고령인구가 많은 감천문화마을의 인구 구성 특성 및 상하수도, 고
질적인 마을의 문제에 맞춰 펼쳐지고 있음(제민일보 2017)

n 주민협의회는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적 성격의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정하게 처리 및 분배하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의 역할로는 주민의 생활과 연계된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추진,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주민의 참여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기념품 및 특산품의 생산과 판매 등의 수익사업임(감천문화마
을신문 2012년 8월호)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9개로 이 중에서 1개소는 협의회에서 임차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밖에 국유지, 사유지 재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하구와 위탁ž협약을
맺고 있음
- 예를 들면, 기념품사업, 카페, 맛집,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등은 사하구청에서 협약에 의해
위탁을 맡기고 있으며, 위탁사업 매출액 중 인건비,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주민
환원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마을사업을 통한 운영 수익금은 주민복지기금 조성, 주민 생활 불편 해결 및 복지 제공을 위해
환원함으로써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마을사업의 수익금으로 수도시설 부족으로 인
해 주민들이 매일 겪게 되는 불편이었던 목욕, 세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내작은목간(마
을목욕탕), 감내빨래방 설치
- 급증한 관광객으로 마을버스 탑승이 불편해지자, 주민협의회는 20인승 미니버스를 구입
하여 정류소와 지하철역까지 자체 운행하는 행복버스 운행
- 임대료 상승으로 마을 내 유일한 채소가게가 문을 닫자, 마을협의회와 주민센터는 사업 수익금
으로 트럭을 섭외하여 이동 채소가게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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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개인 집 및 골목 수리, 북카페 개소 후원금, 감정초등학교 장학금, 쓰레기봉투와 생필
품 배포 등 배분 영역 확장(부산일보 2019; 우양호 2019a)
- 일상생활 속의 기본적인 복지에 집중하고, 이후 정주여건을 높이는 데 집중

n 주민협의회는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폐ž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사회, 예술
인 등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중심 역할 수행

∙ 주민협의회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사업 방향을 세운 후 주민
자치위원회,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클린사하와 업무 협약을 체결. 주민들, 마을 입주작가
도 마을에 대한 책임감으로 매주 1회 모여 폐ž공가를 청소하고, 환경디자인 작업을 실천함으
로써 문화공간 및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변모시킴
- 그 예로, ‘소행성 B612 기념품숍’은 주민소득 창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ž공가 집 2채
를 매입하여 조성된 곳으로 2018년 2월부터 주민협의회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고 이곳에
예술가가 입주6)하여 마을의 활력을 높이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감천문화마을을 모색하는
사업을 진행함
- 감천문화마을은 입주작가와 지역주민을 연계하는 주민작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
가는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고, 주민은 전문기술을 익혀 마을의 특색을 살린 문화상품
을 개발, 판매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노인들은 전문기술(도자기, 천연염색, 목공예, 금속
공예 등)을 익혀 예술가와 함께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에 입주하여 주민 및 방문객과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작가를 공모함

∙ 감천문화마을은 2017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정책(도시재생)부문 최고상을 수상하였는데
선정 사유로는 마을의 폐ž공가와 나대지를 주민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임(감천문화마을신문 2017년 10월호)

6) 입주작가 시설현황으로 총 8개의 시설이 있음
2013년 개관 - 소똥갤러리(36.04m2), 회윤(29.11m2), 감천연가(58.28m2), 카툰공방(21.15m2)
2015년 개관 – 독락의탑(59.13m2), 공공의방(49.76m2), 별계단집(54.51m2)
2018년 개관 - 레지던시(63.06m2) https://gamcheon.or.kr/?CE=culture_03 (2019년 9월 2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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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계획과와 협력하여 커뮤니티 플랜이 현실성이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봉사와 주민환원사
업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는 역할 수행

∙ 2013년 6월 주민협의회 회의에서 주민환원사업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2013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감천문화마을주민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줄이고자 함
- 이에 따라, 감천문화마을은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 같이 관광객 배척,
주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음(제민일보 2017)
- 즉, 관광으로 인해 마을 주민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수익
이 마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환원되기 때문임(연합뉴스 2018)

∙ 감천문화마을 주민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 제공
-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수익금은 다시 마
을로 환원되는 시스템이며, 주민들도 직접 관광객을 대상으로 점포를 운영하며 수익 창출
- 또한, 예술가들과 협업으로 만든 어린왕자 캐릭터 등 마을의 캐릭터 상품을 출시하며 새로
운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마을주민에게 환원
- 이러한 사업을 통해 현재 마을에는 약 100여 개 이상의 일자리(사하구 고용, 공동체 고용,
행복발전소 작업자 및 입주작가 모두 포함)가 창출되었으며, 마을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
해 생활이 불편해진 측면도 있으나, 노인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좋은 점으로 꼽음

n 감천문화마을 마을사업의 취지는 마을주민이 마을재생사업 및 관광지화로 인한 이익에서 소외되
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우양호 2019a)

∙ 이를 통해 마을주민은 관광객으로 인한 체감하는 복지가 높아지면서 관광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어듦

3)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n 감천문화마을은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을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
들 간에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의와 상호 작용을 통해 마을을 운영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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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 주민협의회의 목표는 방문객이 많이 오는 것, 마을을 가꾸는 것이며, 지자체의 목표는 주민
거주 공간의 개선, 상인은 장사가 잘 되는 것, 지역민들도 감천문화마을이 잘 알려져 방문객
이 많이 찾고 기반시설이 나아지는 것이 목표임. 이처럼 감천문화마을 관련 당사자들이 공통
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누구나 잘 살게끔 하는 마을가꾸기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하구청은 공적인 영역에서 주민환원사업으로 도시가스 연결,
분류식 하수관 설치 등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마을기업
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생활개선사업단을 두고 도색, 장판, 벽지,
집수리, 난간수리 등의 사업을 시행 중

∙ 감천문화마을은 마을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협의회 주도의 마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해
결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행정, 전문가, 예술인, 주민, 민간부문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

n 주민협의회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동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로서 마을사업운
영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 제고 노력

∙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 마을대학(바람직한
마을만들기 주민 역할, 해외도시재생사례 등), 안전관리교육, 친절교육 등 학습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세미나, 아카데미 등의 교육을 통해 마을 특산품 제작 및 판매를
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교육이 도입되며 공동체 역량이 강화됨

n 감천문화마을 마을사업은 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지자체로부터 행정적인 지원과 통
제를 받음

∙ 부산 사하구는 주민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7:3 정도의 수준으로 관여함
- 지원 내용으로는 마을 시설 설치 및 정비 시 주민협의회에서 어려워하는 행정적인 부분을
거들며, 사하구에서 주민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협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며 주
민협의회 일 자체는 관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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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도, 부산 사하구는 자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
화마을 조성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협의회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표 6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구성

n 조례는 총 18조와 부칙으로 구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천2동 천마산과 옥녀봉 사이의 산 비탈면에 계단식으로 형성된 마을
의 역사성과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도심 속의 예술⋅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와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구역), 제4조(책무), 제5조(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이행방안)
제7조(주민협의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마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감천문
화마을주민협의체를 둔다.
제8조(기능) 주민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심의⋅결정한다.
1.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 내 마을기업 등 수익사업에 관함 사항
3.
4.
5.
6.
7.

마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마을 내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축제 등 주민 공동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른 지역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문화마을로 입점하는 업소(업체)에 대하여 문화마을 조
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입점허용 등에 관한 사항

8. 문화마을의 경관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주민협의체간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주민협의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하고, 문화마을 조성에 관심
과 열정을 가진 학계⋅예술계⋅문화계⋅행정기관 등의 외부인사들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인사들의 참여는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제10조(회의), 제11조(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제12조(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제13조(체
험주택 조성⋅운영), 제14조(관광 상품 개발⋅판매), 제15조(지원), 제16조(공유재산의 관리),
제17조(준용), 제18조(시행규칙),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또한, 부산 사하구는 마을의 정체성과 장소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옥외광고물, 야간 경관 조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프랜차이즈 입점 불허,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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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색채, 높이 등을 규정
- 감천문화마을의 관광객으로 인한 이익의 외부 유출 및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편의점, 카페 등의 입점이 제한됨(연합뉴스 2017)
표 7 감천문화마을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내용

n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6-161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A=188,177㎡)
ü 한국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산복도로 인근 주거지로 감천문화마을의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 형태⋅높이⋅용도 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유도와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ü 대상지를 중점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1·2, 감내1·2로구역, 옥천로구역, 옥천로75번길구역 등
7개로 나눈 뒤 각 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건축물의 용도, 높이, 형태 및 외관을 규제
ü 대상지 전 구역에서 프렌차이즈점을 불허함
출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40호. https://www.busan.go.kr/nbgosi/view?sno=37205&gosiGbn=N&curPage=1
(2019년 9월 26일 검색).

n 마을주민은 주민협의회 회원으로서 회의를 통해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하고, 마을사업을 비롯하여
마을의 공통된 신념을 공유함

∙ 주민협의회는 마을의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총회(매년 1회), 정기회의(매월 2회: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법인에 등록된 등기이사들 위주의 임원회의이며, 두 번째 수요일은 운영위
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 및 사업구상을 함
- 주민협의회 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는 특별회원과 후원회원, 발언
권, 선거권, 의결권을 모두 갖춘 일반회원으로 나뉘어지며, 일반회원은 감천문화마을에 2
년 이상 거주한 주민, 상인, 예술작가 등의 자율적 참여로 하되, 일반회원의 정원은 120명
으로 한정함
- 주민협의회 임원들은 마을사업 조성 초창기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마을운영에 열정적이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마을 운영사안에 대해 약 1시간 30분~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며 결정함

∙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는 소통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매월 마
을신문 발행,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나누는 주민간담회, 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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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발굴 주민토론회,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며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에 마을
이 보도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던 정보소통은 대내외적으로 발전
그림 2 마을수익사업(유료 지도화)에 대한 안내(좌)와 주민협의회 공개채용 배너(우)

출처: 저자 촬영.

n 주민협의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는 관광객, 마을주민, 정부, 전문가, 문화예술인, 외지인 상인
등이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외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 경계나 배척보다 설득과 포용으로 상생을
추구하며 관계망 형성

∙ (관광객) 마을주민 및 주민협의회는 주차안내, 쓰레기 수거 등 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배려
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려 노력하고, 관광동선상에 에티켓 표지와 관광객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을 게시하며 관광하는 장소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임을 인식시킴(박주영, 정광민
2018)
- 마을스탬프 지도 등 마을에서 소비한 금액은 마을을 위해 사용됨을 알리며 유료화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마을을 위한 소비활동으로 유도

∙ (마을주민) 주민협의회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마을에 대한 불편과 개선사항을 들으며(예: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것들: 하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악취, 장마철 호우로 인한 마을 골목길
의 배수로화, 골목길의 도시가스 간선 설치 등) 마을환원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과 문화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참여 유도
- 감천문화마을 주민작가 양성 및 문화상품 개발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등

∙ (정부/전문가) 마을회의 등에 공무원 및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하여 마을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을 받으며, 주민협의회도 타 마을에 비해 많은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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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주민협의회는 마을의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네트워크
를 확대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공모를 통해 이를 지원
- 부산 사하구에서도 감천문화마을에 입주하여 주민, 방문객과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작
가를 공모하였으며, 예술가들은 주민작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을에 재능을 기부하
고, 주민은 전문기술(천연염색, 목공예, 회화, 금속공예 등)을 익혀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
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등 문화마을 조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관광객들은 더욱 깊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문화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을
과 예술인들이 상생하는 전략적 관계가 형성

∙ (외지인 상인) 외지인과 원주민의 비율이 약 6:4 정도인 상인회7)는 2016년부터 주민협의회,
상인, 주민센터, 사하구청에서 매월 회의를 열고 상생방안을 모색(우양호 2019a)
- 상인회칙(안)에는 문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마을 이미지를 높이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상인과 대화를 통해 문화마을
가꾸기에 상인들을 참여시키고 있음
- 상인회는 관광객 급증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14~18통 주민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기
부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을 통해 마을과 상생하는 방안 모색

n (협력과정) 주민협의회는 주민, 예술가, 공무원, 상인,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과
정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마을 주민은 마을재생사업과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득을 창출
하는 자립형 생활공동체 형성이 가능(우양호 2019a)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성공적인 마을 운영을 위해 외부 다양한 기관 및 자원과 연결되
어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을 현안에 대한 협력적 활동을 이루어내고 있음(우
양호 2019a, 425)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와 연계된 단체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감천2동 주민자치회
(주민센터), 복지단체(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종교단체(아미성당, 관음정사), 폐기물업
체(클린사하), 공공인프라업체(부산상수도사업본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등이 있음
(우양호 2019a, 425)

7) 현재 전체 상인 중 약 70% 이상 상인회에 가입하였으며,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는 상인들의 상인회 가입을 독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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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공동체 역량 강화가 이루어짐
- 2010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은 협의회를 구상하고 이 조직은 점차 조직
화되며,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계획가, 전문예술인 단체, 교수들, 마을활동가, 상
인들, 종교단체, 관청 등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주민협의회 스스로 외지인, 특히 외
지 상인들과 화합과 상생 추구
그림 5 감천문화마을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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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n 주민협의회는 부산 사하구의 지원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결속력을 지속하기 위해 주민협
의회 자체도 정관과 운영규칙이 있음

∙ 정관상 (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마을의 경관과 원형보전을 위한 다각
적인 방안 강구 및 역사, 문화 등 지역자원의 재발견과 활용을 통한 마을만들기”로 명시(감천
문화마을신문 2014년 2월호)
- 법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법인과 각 시설운영비, 축제 등 행사 운영비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한 기금적립과 재투자 등에 사용하고 문화마을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원사업을 추진함(1. 방문객으로 인한 불편해소사업과 생활환경개
선사업, 2.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n 그렇지만 무엇보다 거버넌스의 협력을 촉발하는 동인은 주민복지 및 주민소득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수익 창출과 공동체 책임의식임

∙ 감천문화마을 자체가 마을재생 등의 사업 조성 이전에는 마을은 어둡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위주였으나 사업 조성 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오고, 마을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이해집단으로부터 협력과 참여를 받고 있음

∙ 마을미술프로젝트로 마을재생의 성공모델이 되고, 관광객이 늘어나자 젠트리피케이션, 외
지인의 증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혜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
으나, 주민협의회는 마을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마을 주민 외 타인에 대한 배척보다는
상생과 공존을 선택하며 마을의 우선순위가 형성됨

n 그 결과로 감천문화마을은 2년 연속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10년 이상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마을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어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형성

∙ 감천문화마을의 재생사업은 전국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립형 생활공동체가 형
성됨(우양호 2019a; 홍순구, 한세억, 이현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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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몰리고, 이를 통해 마을주민이 수익을
내고, 수익은 마을주민에게 환원되는 순환고리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 공동
의 목표를 주민들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주민협의체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
한 원동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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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제언
n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일찍부터 나타난 유럽의 관광도시들(바르셀로나, 베니스 등)은 여러 이해집
단 간에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광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교환
하고 해결방안 모색 시도

∙ 바르셀로나는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민참여형 조직인 관광위원회
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지역주민, 공무원, 학계, 정부담당자, 전문가, 여행사, 사업자, 시민단체 대표 등 60명으로
구성된 바르셀로나의 관광위원회의 운영원칙은 ① 투자자의 원칙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
익, ②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특정 집단, 로비에 의해 흔들릴 수 없음, ③ 관광으로 인한 수익
의 지역환원이며, 관광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생중계되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함(이훈, 심창섭, 나효우, 유숙희 외 2017)

∙ 이탈리아 정부가 10만 톤 이상의 유람선이 베니스 대운하로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자, 베니스
항만청장은 크루즈 입항이 최대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 관광 부문 이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생각하고 특정 시간 관광객 수 제한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CNN 2019)

n 이와 같이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입장 차이를 좁힐 적극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사업 추진 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간의 여러
견해를 대변하여 입장차이를 좁혀줄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된 마을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의 급증으로 야기된 현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문제, 지구단위계
획문제 등 여러 사안이 맞물려 있으며, 관광지화로 인한 개발 이익을 누리는 데 있어 상대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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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처한 상황과 견해가 다르므로,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
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주민 간 상호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을조직이 필요함

∙ 공공기관 주도의 마을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 참여하게 된 마을조직의 경우 이권발생
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마을조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얻기 어려움

n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관광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 전체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주도의 마을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주민협의회 중심의 마을사업 운영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역량이
필요. 이를 위한 컨설팅, 자문, 교육 등의 전문가를 지자체 차원에서 연결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n 주민협의회 주도의 마을사업 운영이 지역사회 전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절한 감
독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 필요

∙ 마을사업 운영과 지역환원 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관리ž감독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마을기업의 지역환원과 감독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사업의 지역환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운영을 위탁
한 마을사업 외에도 어떠한 형태의 마을사업이 지역에 환원을 해야 하는지, 환원수준은 어
느 정도인지, 환원에 대한 감독의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지역공동
체를 위한 주민주도 마을사업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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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의 배경
n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2)

∙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으며, 정
비기반시설의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도 등에 따라 사업이 구분됨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중심 지역의 기반시설 및 주택정비 사업인 반면, 재개발사
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사업시행주체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시행하는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
간중심의 조합이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특히, 민간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현 제도상에서 다양한 문제
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착안하여 접근하였음

n 국내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
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및 유착관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민간중심의 시장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사업방식이라는 평가 속에 대도시 중심의 노후주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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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실적을 보여 온 재건축, 재개발은 점차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 요구가 증가하는 주택시
장 환경변화로 인해 자산주도의 정비방식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주체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합 및 민간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사업비 책정, 보상 문제 등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

∙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주체인 주민조합의 경우 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중복적 동의, 각종 영향평가의 중복 등 사업지연의 절차적 문제점 등이 발생되었
으며, 최근 몇 년간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탈법사례가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되었지만, 이에 대해 주목할 만한 처방이나 대책은 수립되지 못함

∙ 분양가상한제 시행(2019. 11. 6, 대상지역 발표)의 영향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감소
하는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건설사의 이익을 위한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

∙ 또한,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전월세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기존 원주민의 유출현상
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은 저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n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
도가 있지만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공관리제도가 도시정비법상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법적 의무규정이 아님에 따라, 사
업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중심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홍콩 및 일본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국내에 산재된 이
해관계자 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n 국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
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외 사례를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제도
들을 검토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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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n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제도, 사업절차,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인터뷰 내용 분석
∙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분석 및 비활성화 원인 분석
∙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일본의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결론 및 정책제언
n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 분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제도,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 매뉴얼, 조
합표준정관, 국외사례 문헌 및 홈페이지 등)

∙ 주요 도시정비사업 지역 관계자 인터뷰 내용 분석(조합장, 관계공무원 등)
그림 1 연구 흐름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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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 도시정비사업 문제점 및
공공관리제도의 실태분석

1) 국내 도시정비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n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주요 갈등구조

∙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 임차인, 시행 및 시공사 그리고 행정 등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음

∙ 즉, 조합과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
여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해당사자 간 갈등을 동반하고 있음

그림 2 도시정비사업 내 갈등구조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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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갈등구조 아래 법·제도상 문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 사업운영상의 문제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표 1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
문제점

세부 내용

법적 판단기준 모호

∙ 건축물의 노후/불량성 기준
∙ 정비기반시설의 양호도 기준

형식적인 법적 권한

∙ 형식적인 도시사의 권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정비기금 설치권 등)

주민을 위한 제도 미흡
추진위/조합을 위한
법·제도의 부적합성

∙ 주민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 법적으로 규정된 주민제안제도의 제도적 허점이 악용되고 있음
∙ 구체적이지 않은 법규정을 악용하여 나타나는 탈법사례(추진위 구성)
∙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적 규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출처: 저자 작성.

∙ 주민제안제도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주민의견수렴 제도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정비계획 수립·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사업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책임회피성 제도로 보일 수 있음
-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개발이익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준비위원회 등의 자금을 지원
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민제안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음(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8, 67)

∙ 또한, 추진위원장이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로 취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비리나 탈법이 개입되는 사례도 많음
표 2 도시정비사업 관련 사업절차상 문제점
문제점
소통절차 부재
사업감독 시스템 부재

세부 내용
∙ 주민참여절차 및 과정의 부족
∙ 주민의 능동적 참여장치의 부족
∙ 추진위, 조합에 대한 감시, 감독시스템의 부재
∙ 각종 비리, 탈법 행위 발생

∙ 전문관리업제도의 현실적인 업무수행 한계
명확하지 않은 제도적 처리 ∙ 사업지 내 국공유지 매입절차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와의 분쟁
∙ 각종 비리, 탈법 행위 발생
세입자 지원대책의 미흡

∙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자 이주 시, 이주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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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측면에서, 조합은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초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
에 이러한 조합을 지원하였던 정비업체의 역할을 추진위원회·조합이 보조하는 역할로
확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가 신설됨
- 특히,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인가 등 조합과 정비업체 측에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복
잡하고 어려운 업무수행은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부추김
- 또한, 조합 측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전문지식과 사업자금을 시공사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전문업체가 조합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시공사와 조합장을 음성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보일 수 있음

∙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뒤 재개발, 재건축 개발붐이 일자, 지자체,
LH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는 감정가로 조합에 매수되도록 강권하는 등 조합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최근, 반포주공 1단지 사례)

∙ 세입자의 주거지원 대책 측면에서도 기본계획상에 이주지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
인 주거지원 방향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 계획은 정비기본계획상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대전시, 광주시 조례 등)
표 3 도시정비사업 관련 사업운영상 문제점
문제점
비용의 전가 문제

세부 내용
∙ 제도적 모호성 및 비전문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사용된 자금 및
불법소요자금 등은 결국 조합원의 비용으로 전가

∙ 건설사-정비업자 간 로비(영업징계 면피)
사업운영과정상 불법사례 ∙ 건설사-조합장 간 로비(사업편의 제공)
∙ 건설사-담당공무원/심의위원 간 로비(민원발생 해결 명목)
사업시행 근거 미흡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요건이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주관적·자의적 재량에 의존하고 있음

조합운영상의 문제

∙ 임시총회 자료상 임원의 이력서 부실
∙ 구체적인 용역비용 제시 없으며, 총사업비용에 대한 세부명세 없음
∙ 조합운영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출처: 저자 작성.

∙ 준비위원회의 경쟁으로 인해 사업동의서 확보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요구·불
법자금 지급
- 주민동의를 매수함에 따라 주민의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소요비용은 결국
조합으로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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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에서 사업편의를 위해 조합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 빈번
- 조합장, 조합임원 및 고문변호사가 공모하여 조합 분쟁, 설계변경 등을 해결해준다는 명목
으로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 등

∙ 조합임시총회 문서를 살펴보면, 조합장 후보자 이력서의 부실문제, 사업비 내 조합운영
비의 과도한 책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

n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주요 인터뷰 내용3)

∙ 본 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추진한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대전시
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하여 실제 사업진행 단계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한 것임

∙ 도시정비사업의 전체 진행 프로세스는 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 지역별 부
동산 시장상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사업 이해도, 정비사업 업체, 건설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놓인 환경이 다름에 따라 지역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문
제점이 상이함

∙ 아래 내용은 대전광역시 용운동 일대 재건축조합의 관계자 의견 중, 공공관리제도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4 대전광역시 용운동 조합관계자 의견(2019. 3. 6)
조합원 간 정보공유에 대한 의견
▸용운동 주택재건축사업은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조합원들 간의 사업내용 공유는 네
이버 카페 등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공유를 하였음
▸과거에는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등이 없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용을 공유하였
는데 정보를 올리는 사람과 그것을 구득하는 사람 모두 정확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는지 확신
하지 못해 항상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였음
사업계획상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차이에 대한 의견
▸관리처분계획이 이루어지더라도 이후에 사업진행에 따라 현장과 계획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사업비 항목의 경우 해당 조합에서는 학교용지 분담금,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상하수도 분담금
3) 본 인터뷰 내용은 수탁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시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해당 인터뷰 내용 중 공공관리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추출하여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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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기존 예상과 달리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정부 부담금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남
공공에서 지원하는 추정분담금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우리 조합의 경우 처음 예상한 사업비 대비 가장 변동이 컸던 것은 각종 부담금 부분이었음
▸초기 단계에는 건축에 들어가는 토지비·공사비 등을 많이 신경 쓰는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에 간과했던 사업비 항목들이 크게 영향을 미침
▸2003년 당시 초기 추정분담금 분석결과 분담금을 내지 않고 2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사업시행 결과 세대별로 1억 4,850만 원을 분담금으로 지불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사업내용 변화에 따른 사업지연은 공사비 및 조합운영비 등 부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을 불러오
며 사업성을 날로 악화시키는 요인임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분담금이 상승해왔으며 이러한 갈등상황이 지속
됨에 따라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을 겪어옴
▸시스템을 통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성 분석결과를 조합원 간에 서로 공유하고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해당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공공관리제도 활용 계기에 대한 의견
▸기존 사업 시작시점에는 정비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비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사업비 뻥튀기 등으로 조합과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음
▸2016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 업체를 통한 기존의 사업방식을 버리
고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신탁방식을 사용한 것이 사업성공의 주요 요인이
라고 봄
▸신탁사는 규모가 크며 감리, 설계, 회계 등 사업관리를 위한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원활하고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였으며 투명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임
▸지방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관리업체들이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
진되는 데 있어 신탁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이해주체 간 투명한 정보공개
와 사업에 대한 이해임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부족임. 언론에 보도되는 것
처럼 도시정비사업은 이권이 크게 걸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 정비사업관리업체, 그리
고 조합장과 조합원 간 불신이 쌓일 경우 갈등이 지속되며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음
출처: 대전광역시 2019, 127-129,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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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대전광역시 탄방동 일대 재건축조합의 관계자 의견 중, 공공관리제도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5 대전광역시 탄방동 조합관계자 의견(2019. 4. 8)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사안마다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과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노
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
▸또한,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서 새로 바뀐 공무원을 교육해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공공지원 미흡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비서류나 협력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시청·구청에서 제공해 주면 좋겠음
▸사업 추진절차, 필요 구비서류,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잘 안내해준다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사업추진 단계별로 해야 할 일과 필요 구비서류를 미리미리 알려주고,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녹색인증, 지중화사업 등 사업인가에 필요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력업체를 알
아봐야 하는데 시스템이 이러한 업체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임
▸ 나아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안내서(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공공시스템 등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조합원 동의서를 받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데 전자결재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조합원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사업비와 관련하여 공개입찰 기능을 시스템이 갖추었으면 함
▸조합에 필요한 용역업체 계약 시 시에서 공공의 개입을 통한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리베이
트 의혹 등의 불만과 분쟁이 줄어들 것임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위탁사업 추진의 장점에 대한 의견
▸신탁회사를 통할 때 사업추진이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만큼 수수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됨
▸기존 시공사가 투자하게 되는 공사비를 신탁회사가 대신 투자하여 위험을 대신 부담해주는 시스템
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시공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일반 정비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비해서 약 1.5~2배의 수수료가 들 것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할 문제임

출처: 대전광역시 2019, 130-132,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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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본 연구에서 201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추정분담금시스템 구축’과 관
련하여 대구도시공사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 중 공공관리제도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요 내용은 타 지역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비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
며, 이에 대해 공공이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이 원인으로 의견이 모였음
표 6 대구도시공사 관계자 의견(2019. 7. 10)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상 조합-시행사-시공사 등 단계별 추진에 따라 금융권 이자비용, 금융수수
료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게 됨
▸이는 곧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심지어 보상비, 민원해결비용도 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주택 공급 시 700세대가 이윤창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세대를 공급할 경우 공사비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음
▸지역 건설사의 폐쇄성 때문에 공사비 산출이 영업비밀로 여겨지고 있음
▸민간사업의 건축비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며, 도시공사 등에서 왈가왈
부할 수 없는 상황임
공공지원 미흡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현재 지자체 지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는 취진위원회, 조합에서 활용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음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조합장은 물론, 정비업체, 시공사까지 공공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관계자 인터뷰 후 저자 작성

2)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개요
n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

∙ 공공관리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본 제도는 설계자·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게 선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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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공공의 자금융자 확대와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
율적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송 등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며,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
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임(서울특별시 2010b, 1)

∙ 즉, 공공관리제도는 시민중심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의 복잡성과 전
문성, 자금조달능력을 완화하고, 참여주체 간 음성적 비리 척결, 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해소, 사업정보의 원활한 공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이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참여업체(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등)의 선정
및 관리방법 개선, 추진위원회 선거절차 개선, 추정분담금 등 사업추진 정보의 공개, 관
리감독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공공관리제도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기업인 LH공사,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
사,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표 7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도입목적
부문

내용
자금조달 위주의 불합리한 업체 선정방법 개선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도시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추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사업추진과정에서 법적 문제점이 사전 차단되도록 지원

사업 추진 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지원을 통해 음성적 자금유입 차단으로 비리발생 근절

사업 진행과정에서 공공의 지원·관리기능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출처: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http://dynamice.busan.go.kr/total/main.d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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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공관리제도 도입배경 및 취지

출처: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cleanup/view/publicSumry.do) 참고.

n 공공관리제도의 추진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
자체 조례에 관련조항이 명시되어 있음4)

∙ 공공관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하
는 사업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

∙ 공공관리제도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추진위, 조합 등)
- 참여업체: 정비사업 추진업무를 도와 사업시행자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업체
- 공공지원자5): 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공공지원자
4) 해당 조항은 2016년 3월 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제77조의 4항(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에 기존 조항들이 개정되
면서 처음 도입되었음.
5) 공공지원자의 주요 업무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공공시행 전환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지원에 한함),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감사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추진위
원회 구성 후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업체 미승계 시 정비업체 선정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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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관련 법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http://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91024,16383,20190423)/제118조);
동법 시행령(http://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20181213,29360,20181211)/제27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3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
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 등에게 있다”고 명시하
고 있음

∙ 또한,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선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6)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명시함

∙ 공공지원 관련 비용부담은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며, 주요 비용부담 내용7)
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비용,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 위탁관리자8)에

등 선정에 대한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 등이 있음.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2항: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9.>.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4항: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 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위탁관리자: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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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위탁 시 공공지원 위탁수수료임

∙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상 공공지원을 위한 적용기간을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 후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공공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 개입시기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음9)
그림 4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개입시기

출처: 서울특별시 2010a, 9.

n 공공관리제도의 주요 업무

∙ 공공관리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
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음(서울특별시 2010a)
- 추진위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공공시행 전환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 정비업체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지원에 한함)
-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6항: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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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은 제도상 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이 일부지원
가능함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 공공관리 위탁수수료(위탁관리자에게 위탁시)
- 위탁기관: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주택보증공사 등
그림 5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프로세스

출처: 서울시 구로구(https://www.guro.go.kr/div/partinfo/D000000445.jsp?categoryVal=1004)

∙ 서울시에서는 2010년에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프로세스 및 관련 업무를 매뉴얼로
구축해놓은 상태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음

∙ 또한, 서울시에서 구축해 놓은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관리 운용매뉴얼’은 일부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외 지방지자체에서는 국내 도시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및 다양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임

n 공공관리제도가 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지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상
에 공공지원에 대한 관련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님에 따라 해당 공공관리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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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도
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
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민간중심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의 무리한 간섭과 감독은 사업비 추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정평가사(협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시공을 담당
하고 있는 건설사의 수익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건설사의 경제사정 악화는 건설인력의 감소 등 일자리에 영향을 미쳐, 장기
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비계획수립,
사업승인 및 정비구역지정, 민원해결,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재건축·재개발 사업관리 등
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해 공공지원의 업무가 명시적으로 업무지침
에 나와 있지도 않으며, 순환보직체계인 공무원의 업무적 특수성으로 인해 5~10년의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연속성에도 한계가 있음

3) 시사점
∙ 국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이해관계자 간 이익 다툼
을 위한 갈등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비사
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공의 참여가 제한적임

∙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의 단축과 사업비
절감 등의 부분에서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도적 완결성이 부족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주민과의 소통부재, 조합 및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제도적
허술함,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며,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

∙ 특히, 사업 추진 시 조합원 간의 정보공유,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
적인 관리, 복잡한 사업추진절차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신탁관리를 통한 사업을 추진
하는 지역이 일부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임

∙ 무엇보다도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큰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초기
사업비를 정비업체나 시공사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관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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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면 사업비 충당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공공의 입장에서는 공공관리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인력이 부족하며,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
점을 가지고 있음

∙ 공공관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다음 장에서 기술한 해외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보고자 함

∙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콩 및 일본사례는 국내와 같이 민간중심의 개발사업 추진과정
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공공의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사업추진과정에
서 파생되는 사회적 갈등을 상당부분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홍콩의 경우,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을
‘정비사업 위원회’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
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우리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행정적인 절차가 더욱 복잡
함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
통하는 창구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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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

1) URA(Urban Renewal Authority)의 개요
n URA 설립 개요

∙ 홍콩의 URA(Urban Renewal Authority, 市區重建局10))는 2001년 5월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 도시재생 조례에 따라 홍콩의 낙후된 도시 지역의 재개발·재생을 추진 및 촉
진하기 위한 법적 기관으로 토지 개발 공사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음(URA 홈페이지
참조)

∙ URA는 세계수준의 도시공간에서 양질의 주택을 통한 활기찬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추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더 나은 생활환경과 이웃을 제공하기 위해 낙후된 건물을 재건축하여 재개발을 가속화
- 도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낡은 건물의 재건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
- 역사적 및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유지 및 복원하여 보존하고 지역 특성을 유지
- 도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구조를 강화하고 활성화

∙ URA의 사업주체 및 파트너는 거주민, 임차인, 정부, 개발 및 금융기관, 학계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URA는 2014년까지 총 54개의 재개발 프로젝트, 2개의 보존 프로젝트, 1개의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함

n URA 사업목표

10) 영문(Urban Renewal Authority)으로는 도시재개발국 또는 도시재생국이라고 해석되며, 중국·홍콩 언어로는 市区重建局(도시갱
신국)이라고 해석됨에 따라 본고에서는 내용적 성격에 따라 ‘도시재개발국’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고, Urban Renewal Authority
Committee는 ‘도시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라고 명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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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A는 재개발, 도시재생, 유산 보존 및 활성화를 포함하여 URS(Urban Renewal Strategy,
도시재생전략)에 따라 ‘재개발’ 및 ‘재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음(Hong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2011, 6)
- URA는 ‘사람 우선, 지구 기반의 공공 참여’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재생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정부의 도시재생전략에 제시된 지침을 따름
- URA는 홍콩 사람들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삶을 창출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사업,
즉 재개발 및 재활, 유산 보존 및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공공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URA는 이사회 회원에게 사업과 관계된 모든 자료
를 공개하고, URA 이사회는 가능한 한 대중에게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별 감사를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 포괄적인 지역기반 접근 방식을 반영하여 DURF(District Urban Renewal Forum)가
지역 재생이 필요한 오래된 도시지역에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시범
운영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URA는 이러한 포럼을 통해 그동안 추진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또는 신규로 개발할
지역에 대해 현지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n URA 사업추진 방식

∙ 홍콩의 URA를 통한 재개발사업은 사업구조에 따라 ‘사업실행’ 또는 ‘사업지원’ 등의 방식으
로 구분될 수 있음(Hong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2011, 8)
- (a) 자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자체사업 실행)
- (b) 공공의 목적달성과 개별 건축 소유주 간의 합의를 통한 재개발 추진(공동사업 실행)
- (c) 개인 및 조합의 재개발 추진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사업지원)

∙ URA의 재개발 사업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Hong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2011, 10)
- (a) 제안된 사업지역이 오래되고 낡았으며 건물조사(안전성 조사 등) 및 DURF에 의해 검증
된 긴급 재개발 지역인지 여부
- (b) 건물에 기본 위생시설이 없거나 적절한 유지 관리 부족으로 잠재적인 화재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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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어 있는지 여부
- (c) 제안된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조건 만족성 여부
- (d) 제안된 사업지역이 재개발 및 구조 조정을 통해 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 (e) 재개발 후 제안된 사업지역이 더 나은 토지 이용을 달성할 것인지 여부
- (f) 제안된 사업지역 내에서 건물의 재생이 실행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옵션인지 여부

∙ URA는 재개발을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원하는 개인 및 조합에
게 자료를 공유하게 되고 온·오프라인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URA는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Urban Renewal Strategy, URS)을 수립하여 체계적
인 도시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음
- 특히, 도시재생전략(URS)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업구역의 물리
적인 조건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교통,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
하고 있음(People first, district-based and public participatory approach)

∙ 도시재생전략을 통해 사업단위별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작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도시재
생포럼(DURF)이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DURF는 관련 전문가, 주민, 지역의원, 비영리단체, 사업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
되는 민관합동 자문위원회임
- 해당 포럼을 통해 재생사업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며, 사업예정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
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를 시행(Hong Kong Development Bureau
2011)

n URA 사업추진 결과(2017)

∙ 2017년에 사업 완료된 60개 사업구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성과(Urban Renewal
Authority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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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재개발 사업 추진의 성과(2017년)

출처: Urban Renewal Authority 2017, 12 참고하여 작성.

∙ 무엇보다 홍콩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에 불편했던 공동주차장, 주택과의 접근성
개선, 상업지역과의 경계, 공공광장의 설립 등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활사업 부분에서는 총 4,779건의 사업지원이 있었음(Urban Renewal Authority 2017,
13)
- 건물 리모델링 2,434건, 통합 유지보수지원 1,270건, 건물건설 보조금 지원 500건, 건물
필수검사 보조금 지원 409건, 스마트 빌딩사업 지원 166건 등

∙ 도심개발로 인한 이재민 가정지원 및 주민 사회봉사 프로그램 추진(Urban Renewal
Authority 2017, 14)
- 세입자 현금지원 110건,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에 이주지원 169건, 도시지역 내 재활성
화 92%, 자원봉사자 830명, 지원서비스 6,400시간, 예술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41건, 서
비스 수혜주민 580,000명 이상 등의 효과를 나타냄

2)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Urban Renewal Authority Committee)의 역할
n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역할

∙ 홍콩은 도시재개발국(URA) 내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해 사업계획, 인적·물적 관리, 재무성 검토, 보상, 감사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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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감사하기 위한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음

∙ 2001년 URA의 설립과 함께 구성된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등의 정비사업이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동시에 이해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불법비리,
사업자금의 원활한 지원, 합리적 보상정책,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며, 성공적인 도시정
비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1990년대까지 소규모 개발에만 의존해왔던 홍콩정부는 URA의 도시재생전략과 함께 ‘재개
발(정비사업)위원회’ 제도를 통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을 빠르게 재건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URA 사업의 목적과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는 7개 분과의 상임위원회를 설립했으
며, 각 위원회는 의장직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과 공동 선출
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URA의 주요 위원회와 위원회별 역할은 다음 <표 9>와 같음
표 9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역할
구분

역할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 사업 추진상 내부 통제 및 사업 리스크 관리
∙ 사업의 재무 및 운영 정보의 신뢰성, 무결성, 적시성 및 적합성
감독
∙ 사업의 운영 및 관리 관행 준수 여부 관리
∙ 사업에 투입되는 URA 자원 고용의 경제, 효율성 및 효과
∙ 특별 프로젝트 및 조사, 회계 정책
∙ 외부 감사 검토 및 내부 감사
∙ 사업에 투입된 연간 재무보고 및 감사

개발사업 이의제기위원회
(Development Project
Objection Consideration
Committee)

재무위원회
(Finance Committee)

∙ URA 조례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한 이의 제기(사업절차,
사업비용, 이해관계자 갈등 문제 등)
∙ 이의제기에 대한 URA의 심의 준비
∙ 사업자금 요구사항 검토 및 사업관련 재무정책 수립
∙ 잉여자금의 투자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연간예산 수립
∙ 연간 사업계획 검토 및 5년간 사업비 재무구조 검토
∙ 개발에 따른 주택분양가격 및 목표 임대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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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정책 검토

인적 자원 보수위원회
(Human Resources and
Remuneration Committee)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급여 조정 및 검토
∙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조직의 효율성 및 인적 자원 관리

토지, 주택 보상위원회
(Land, Rehousing and
Compensation Committee)

∙ 토지 보조금, 재산 취득, 보상 및 재 주택과 관련된 정책 및 문제
검토
∙ 개별 소규모 사업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절차상 해결방안 제안
∙ URA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 정책 및 기준 검토
∙ 개발사업 관련 기업의 5년간 기업 계획 및 연간 사업계획에서
사업선택 제안
∙ 도시 계획위원회에 재개발 관련 사업관련 계획 제출

계획, 개발 및 보존위원회
(Planning, Development and

∙ 재개발 계획 및 개발 관련 변수 및 설계 문제 검토
∙ 재개발 사업지역 보존 및 활성화 제안

Conservation Committee)

∙ 정책의 영향을 받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요청한 URA 정책
적용에 대한 경영진의 결정 검토

검토위원회
(Review Committee)

출처: Urban Renewal Authority 2018, 72-73 참고하여 저자 작성.

∙ URA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는 현재 각 분과 위원장과 26명의 위원으
로 구성되었으며, URA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위원회는 중앙부처의 토지국장, 기획국장, 건물국장 및 주택 담당국장이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정부에서도 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또한 현 이사회에는 법무 법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 4명의 입법
카운슬러(counselor)가 있음

∙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는 대부분 비상임 이사이며 공무원이 아닌 회계, 재무, 자산, 계
획, 측량 및 사회사업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됨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이사회는 1년에 6회 정도 개최되며, 정비사업별로 이사
회를 소집하여 사업 컨설팅, 주요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함

∙ 지역사회 참여와 이해를 위한 위원회 활동 추진
-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는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URA 프로젝트의 진행에 관한 관련 지구 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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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도움
- 또한 지역 컨설턴트, 주택소유자, 임차인 등 지역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5개의 지구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시 재개발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의견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관련 지
구에서의 URA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향상시킴
- 도시 재생 및 재개발 전략의 목표에 따라 URA는 개발사업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전시회, 설문조사, 공개 포럼 및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공공 참여활동을 개최함
-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각각의 사업추진 제안이 이루어진 후 소유자, 임차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공개 브리핑 세션 개최
- URA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미나, 컨퍼런스 및 전문가와
기타 조직의 회의에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브리핑 세션을 제공함

∙ 웹사이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의 홍보 및 투명한 정보제공
-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는 URA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중요한 민간개발 사업이나
URA가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기본 전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
- 2009년부터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다국적 언어로 제공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이해도
를 높이고 있음
- 또한, 재개발 작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매년 입법위원회의 개발
패널에 전년도에 완료된 재개발사업의 재무 결과를 공개하는 관행을 시작함
그림 7 URA의 웹사이트

출처: Urban Renewal Author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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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RA의 주민 설문조사

∙ 위원회 내부감사를 통한 사업 비리 척결 및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URA의 내부 감사 부서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 위원회뿐만 아니라 URA
내의 모든 부서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
- 운영 및 비용 가치 감사의 주요 목적은 URA 자원의 비용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 이사회 지침 및 일반적인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
로함

3) 시사점
∙ 홍콩의 재개발 사업은 공공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구조로, URA라는 준정부기
관 내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 제도’를 앞세워 정비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우리나라와 같이 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추진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음

∙ 공공관리 지원방식도 건축 리모델링, 건물 유지보수, 건축보조금 지원 등 사업의 형태에 따
라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의 사업계획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
원하고 있음

∙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는 7개의 분과로 구분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관리감독,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재정적 검토, 인력지원, 보상처리, 계획수립, 정책결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20여 가구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일곱 차례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토지
등 소유자에 집중된 우리나라 제도와는 달리 홍콩은 임차인의 이주나 재정착에 매우 적극적
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임

∙ URA를 통해 추진되는 모든 지역재개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부터 계획의 적절성, 주민참여,
임차인보상 등 절차상 필요한 전 과정에서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
단계별 회의록과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개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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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민의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주목할 만한데,
공공의 참여 아래 정기적인 지구협의회를 개최하며, 사업지구별 전문 자문위원회, 공개포럼,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
소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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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본의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

1) 일본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개요
n 일본에서의 재개발 개념

∙ 일본의 도시정비사업의 개념은 ‘마을만들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마을 만들기”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개별 주택
별로 재건축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토지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일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지역 및 각 권리자에게 더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생각하고 있음(Urban Renewal
Coordinator Association of Japan(이하 URCA11)) 홈페이지)
- ‘도시 재개발’은 현재의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기능과 거주성을
향상하고 안심, 안전하고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임(URCA
홈페이지)
- 또한 소유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공동으로 개축하고, 건축 규제의 완화와 보조제도
등을 활용하면서 행정과 협력, 도시를 부활시켜 나가는 사업 방법임(URCA 홈페이지)

∙ 도시재개발은「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방재 거리 구정비
사업’, ‘우량 건축물 등 정비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에도 활용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비 수법을 지역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고도의
도시 기능과 높은 방재성을 갖추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의 아파트 수는 2016년 말 기준 약 633만 가구에 달하며 그중 106만 가구가 1981년
11) 일본 도시재개발 코디네이터협회(Urban Renewal Coordinator Association of Japan, URCA)는 1979년10월 설립되어
1985년 일본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형태의 단체로 1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도시 재건축 및 재개발 컨설팅,
도시정비사업 기술의 향상지원 및 인재의 육성, 재건축·재개발 계획 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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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한 아파트로 조사됨(URCA 홈페이지)

∙ 매년 오래된 아파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내진 성능의 부족 이외에도 구조 및 설비의 노후화,
현재의 생활 상태에 맞지 않는 크기와 구조, 물리적·사회적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 필요가 있는 아파트가 해마다 증가

∙ 재건축은 아파트 재생의 중요한 선택이지만, 2016년 4월 1일 현재 개축을 실현한 아파트는
개축 진행 중인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서 244건 정도에 그침(URCA 홈페이지)
-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파트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일본에서는 맨션이라
부르는 노후된 다세대주택의 사업성 또한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아 재건축 사례가 낮은 편임

∙ 이러한 ‘마을 만들기’의 중심에 재개발·재건축 코디네이터 제도가 있으며, 사업의 효과 증진,
사업절차상 행정 지원, 금융 지원 등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n 재개발사업의 종류

∙ 제1종 시가지재개발 사업
- 도시 재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자 및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권리자
의 생활과 재산을 지키면서 추진하는 공동 개축방법임
- 종전 권리자의 권리는 권리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건축물 및 현금청산으로 대체
되며, 고도 이용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부지는 매각 사업비에 충당되고 있음
- 또한, 도로와 역전 광장 등 공공시설 정비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많음

∙ 제2종 시가지재개발 사업
- 공공성·긴급성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제2종 재개발사업에서 관리 처분
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며, 시행자는 시행지구 내의 토지·건
물 등을 인수하며, 인수된 사람이 희망하면 현금청산 대신 분양권을 주게 됨

∙ 방재거리 정비사업
- 밀집 시가지의 방재거리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농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방재시
설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과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 새로운 건물의 권리변환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빈터에 대한 권리 변환이
나 공터에서 처분도 가능한 사업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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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건축물 등 정비사업
- 시가지 환경 개선과 양질의 시가지 주택 공급 유도를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
개축 등에 대하여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우리나라 뉴타운사업과 유사함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권을 매입하여 등가
교환 방식12)으로 추진되는 것이 많은 사업임

∙ 아파트(맨션) 재건축 사업
- 노후 아파트 재건축도 도시 재개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재건축법에 따라 권리
변환 방식과 개발자가 일단 매입하여 교환하는 등가교환방식이 있음

∙ 도시재개발 사업
- 종전의 권리자가 토지와 건물을 민간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완성된 건물의 새로운 소유권을
환매하는 ‘등가교환방식’ 과 신탁은행에 자산 활용을 맡겨 신탁 배당금을 받는 ‘신탁사업’
등의 방법이 있음

n 재개발사업의 주체

∙ 재개발의 목적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의 추진주체가 되는 사람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시가지 재개발사업은 민간이나 지방 공공단체
등이 사업 주체(시행자)가 될 수 있음

12)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업자가 공사비 또는 건축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의 특분권을 갖는 방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업자는 이와 같이 하여
자기가 취득한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따라서 법률상으로 기존의 수단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실용에 알맞은
토지이용방식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국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도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3/4 범위 안에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일종의 등가교환방식에 유사한 교환방식이라 할 수 있음(매일경제, http://www.mk.co.kr).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 539

표 10 사업 주체별 재개발사업 추진방법
주체

사업추진 방법

조합 시행

∙ 5명 이상 권리자들이 모여 조합을 조직하고, 사업구역 내 권리자 전원이 조합원이 되어,
토지 · 건물의 공동화에 따라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면서 건물의 정비와 함께 광장 및
도로 정비를 실시

개인 시행

∙ 권리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공동 또는 조합시행과 같이 권리자 전원이 시행자가
되지 않고도 대표 1인 또는 여러 명이 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지역 내의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서도 개인 시행자가 될 수 있음

재개발 회사
시행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과 노하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
는 것으로, 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시행자가 될 수
있음
∙ 재개발 회사가 실질적인 권리자의 과반수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함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광장 및 도로 정비 등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
시행
서 주변을 포함한 주택 재개발에 의해 일체적인 마을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음
∙ 도시재생기구는 시가지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개선을 도모하거
나 국가의 시책에 근거하여 임대주택 건설과 시가지의 재개발을 할 경우 시행자가 될 수
도시재생기구
있음
및 지방주택
∙ 지방주택 공급공사는 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의 건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시가지의 재개발
공사 시행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될 수 있음
출처: URCA 홈페이지 참조(http://www.urca.or.jp/coordinator/04biz_approach.html)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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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재개발사업의 지원방법

∙ 재개발 사업의 주요 지원방법
- 일본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의 상황과 경제 여건을 근거로 적절한 선택이 요구됨에 따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의 보조금 · 부담금 및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제
상의 우대조치도 지원받고 있음
- 재개발 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과 주민의
재개발 의지에 따른 재개발로 구분되며, 도시 계획 결정 → 사업 계획 결정 → 권리 변환
계획(또는 관리 처분 계획) 결정 절차를 거친 다음 준공처리절차를 거치게 됨
- 재개발 코디네이터는 이런 복잡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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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공공의 재개발사업 지원방법
구분

지원방법

사회 자본
정비
종합교부금

주요 내용

∙ 조사 설계 계획 비용, 토지 정비 비용 공동 시설 정비비 등 재개발 빌딩
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
재개발 건축물 ∙ 보조율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대상 사업비의 2/3, 국가는
정비에 대한 지원 1/2이 정해져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1/3, 지방 공공단체에서 1/3
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중심 시가지와 밀집 시가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실
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대상 금액의 할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공공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

∙ 시가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이를 관리
하게되는 지방 공공단체는 시행자에 대한 보조가 있음
∙ 보조율은 원칙적으로 부담금의 1/2을 국가가 부담

융자제도

∙ 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주택금융 지원기구와 민간 도시 개발
추진기구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
∙ 또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지방 공공단체 시
행의 경우) 사업자금 등은 채권 발행 인정

세금혜택

∙ 재개발 사업에서는 권리변환에 대한 피해를 입은 권리자에게 재산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인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
음
∙ 이러한 세금 외에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각종 우대
조치

건축규제 완화

∙ 재개발 기법을 활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토지를 합
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개발과정에서 집약한 토지에 도로 등의 도시 기반시설과 열린
공간 창출 등 일정한 조건을 통해 용적률 할증을 받을 수 있음

출처: URCA 홈페이지 참조(http://www.urca.or.jp/coordinator/04biz_approach.html)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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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 코디네이터 제도
n 재개발 코디네이터 컨설팅의 개요

∙ 재개발 코디네이터란?
-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자와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합의
형성을 위한 지도·조정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사업 협력자와의 조정도 필요함
- 또한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재개발의 기획·계획·경영·법률·세무·평가·보상·설계·시
공·관리 운영 등 다양한 분야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컨
설턴트)의 참여가 필수적임
- ‘재개발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전문가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조정하고 도시
재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 입장에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임
- ‘재개발 코디네이터’는 도시 재개발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
고 엄격한 심사를 받고 가입한 전문가이며,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마을 만들
기 추진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
그림 9 일본의 재개발사업 이해관계도

출처: Urban Renewal Coordinator Association of JAPAN (http://www.urca.or.jp/coordinator/coordinator.html) 참고
하여 저자 작성.

n 재개발 코디네이터의 역할

∙ 재개발 코디네이터는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일본재개발 코디네이터 협회’에 등록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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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격인으로, 본 협회는 재개발 코디네이터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재개발 코디네이터
의 기술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여 시가지 재개발의 원활하고 광범위한
촉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협회의 주요 사업은 재개발과 관련된 인재양성, 마을 만들기 상담·지원, 아파트 재건축
에 관한 상담·지원 등임
- 재개발 코디네이터 협회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관리 조합 임원 등
을 대상으로 아파트의 재건축·수선 및 개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 어드바이저가 상담을 실시함

∙ 코디네이터 업무의 단계구분13)
- 1단계: 사업초기 기본 계획 작성 단계까지의 업무
- ２단계: 준비조합 설립에서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업무
- 3단계: 도시계획 결정에서 조합 설립까지의 업무
- 4단계: 조합 설립에서 공사 착공까지의 업무
- 5단계: 공사 착공부터 준공(해산)까지의 업무

∙ 단계별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
- 재개발 사업의 5단계는 업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준비, 검토, 계획, 실시의 4단계
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별 핵심활동은 다음과 같음

13) 재개발 코디네이터의 업무 내용은 일본 도시재개발 코디네이터협회에서 발간한 「조합 시행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코디
업무 계약 지침」)에 나타낸 업무 구분을 바탕으로 협회 업무 기준위원회에서 재개발 코디네이터 코디 및 관련 컨설팅 업무로
구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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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재개발 코디네이터의 업무내용
단계구분

단계별 업무

사업준비

재개발, 마을
만들기의 발의

주요 활동
∙ 주민협의를 통한 스터디 그룹 구축
∙ 마을 만들기 홍보활동
∙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와의 협의 지원

사업검토

∙ 사업실시를 위한 기본정책 검토
조합 설립을 위한 ∙ 지역현황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검토조직의 설립 ∙ 주민 합의 형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턴트, 설계사 등과의 협의체
구축

사업계획

∙ 주민과 함께 사업추진 방법 검토 및 기본설계 구상
도시계획의 결정
∙ 자금계획 검토 및 권리자 의향조사
또는 재건축 결의
∙ 주민 합의 형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턴트, 설계사 등과의 협의체
등
구축

사업실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설립

∙
∙
∙
∙

사업 추진절차 구체화 계획 수립
사업일정 관리, 이해관계자 조정계획 수립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수렴
보상, 세금, 법률 관련 협의체 구성 지원

출처: URCA 홒페이지 참조(http://www.urca.or.jp/coordinator/01coordinator.html)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재개발 코디네이터의 핵심업무
- 지구 현황 데이터 및 권리자 의향을 조사하여 선정된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
- 부동산 시장의 동향 조사를 기초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사업 방법을 선정
- 지역의 과제를 정리, 선정된 사업 방식에서 지역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검토
- 기본계획의 설계 방침에 따라 사업 계획, 권리 조정 계획, 처분 계획, 자금 조달 방법, 관리
운영 계획 등의 기본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지도

∙ 사업 단계별 컨설팅 업무 내용
- 사업의 단계마다 재개발 코디네이터 및 측량, 평가, 보상비용 산출, 건축 설계, 상업 컨설턴
트 등 각 전문 컨설턴트의 업무 내용은 업무 계약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 사업지역의 자료수집, 개발방향의 설정, 사업구조 검토, 기본구상, 사업성 분석 및 예측,
기본계획 작성 및 적정성 검토 업무는 조사계획 단계에서 보상계획 단계에 걸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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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재개발 코디네이터의 단계별·업무별 주요 역할
구분

단계별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지도내용
∙ (1단계) 분양 및 임차예정자 조사, 주요 필요시설 수요 조사
∙ (2단계) 토지, 건물 등 지역 현황 조사, 주거 실태조사, 권리자 의향 조사

① 조사 계획

∙ (3단계) 조합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현황 실사 정책의 조정 및
지도
∙ (4단계) 지반조사, 주변지역의 영향조사 등
∙ (5단계) 기본 업무(조합 운영지도, 행정관리 조정)
∙ (1단계) 계획상 요구되는 기본설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검토
∙ (2단계) 사업기본설계(1), 도시계획시설 및 협의자료 작성
∙ (3단계) 사업기본설계(2), 공공시설계획, 가설점포계획 등 작업방침 조정 및 지도

② 디자인(설계)

∙ (4단계) 실시설계, 보조사업 관련 검토, 공공시설의 설계, 권리 및 공사비 등 조정,
가설점포 설치 및 운영 조정 및 지도
∙ (5단계) 건축 확인 신청, 상업시설 설계, 공사감리, 준공검사 등 준공절차 등 조정
및 지도
∙ (1단계) 자금계획 정책, 기본 개념의 조정 및 지도
∙ (2단계) 추정사업비 검토 , 자금조달계획 작성, 용도별 비용 산정 등

③ 자금계획

∙ (3단계) 항목별·연차별 사업비의 산정
∙ (4단계) 실행예산의 작성, 자금조달계획의 작성, 수입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5단계) 자금 계획의 재검토, 수정 확정에 실시, 검토, 검증· 확인에 대한 지도
∙ (1단계) 권리 변환 및 작업의 기본 방침 결정, 사업추진 절차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합의 형성을 위한 정책 조정 및 지도
∙ (2단계) 종전· 종후자산의 평가, 권리변환방식의 산정, 권리변환모델 초안 작성

④ 권리변환계획

∙ (3단계) 권리변환계획 초안 작성 및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정책조정 및 지도, 각종
기준의 작성, 개별 권리자의 조정 및 합의
∙ (4단계) 종전· 종후자산의 평가, 배치계획 작성, 각종 조서 작성, 개별 권리자 조정
및 합의, 권리변환계획서 및 서류 작성, 각종 등기서류 준비
∙ (5단계) 가액의 확정까지 권리 변환 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한 정책의 조정 ·지도
∙ (1단계) 각 작업의 방침의 확인 · 조정 및 관리 운영 계획의 목표의 구체화
∙ (2단계) 관리운영 프레임 설계(행정계획, 관리법인 설립 등)

⑤ 관리 운영계획

∙ (3단계) 관리운영 경영방침 설정, 관리주체검토, 관리법인 설립, 관리규약검토
∙ (4단계) 관리조직에 대한 검토, 관리주체의 결정, 관리비, 각종 요금 계산,
수선적립금 보험료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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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별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지도내용
∙ (5단계) 준공 후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를 목표로 관리 운영 계획의 내용을 확정
∙ (1단계) 보상계획 작업의 정책 입안, 보상 계획의 과제 검토, 종전자산 평가 정책의
입안, 보상 내용 조정 및 통보, 각 계획 부문과의 조정
∙ (2단계) 보상 관련 규정 검토, 종전자산 평가가격 조정, 보상비 총액 검토

⑥ 보상계획

∙ (3단계) 건물평가 및 보상비 조정, 개별 추정보상비 산정, 보상 협의방법 검토, 보상계약서
검토
∙ (4단계) 손실보상기준 작성, 보상 협의, 보상계약 등
∙ (5단계) 기본 업무(조합 운영지도, 행정관리 조정)
∙ (1단계) 조합 등 조직구축을 위한 정책입안과 지도, 조합 활동의 정책수립 및
운영지도, 조합 활동방침 기획, 이해관계자 간 신뢰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

⑦ 조직과 사무처리

∙ (2단계) 사무국의 운영지도, 홍보 PR 활동의 기획 및 실시지도
∙ (3단계) 회의체 운영지도, 조합설립 준비활동 지도, 사업 팸플릿 작성
∙ (4단계) 회의체 운영지도, 홍보기획 세부지도, 사무국 운영지도, 사업 브로슈어 제작
∙ (5단계) 조합활동의 운영지도, 조합해산절차 안내, 법적 주의사항 지도 등
∙ (1단계) 사업시행 인가까지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권리자 대응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의 정도와 그 방법의 방침 수립

⑧ 권리자 대응

∙ (2단계) 권리자 상담, 합의 형성 지원
∙ (3단계) 대체지역 임시주거 정책 수립, 권리자 상담, 합의 형성 지원
∙ (4단계) 권리자 상담, 대체지역 임시주거지 검토, 각종 민원 대응
∙ (5단계) 권리자상담, 준공 이후 개별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 지원
∙ (1단계) 사업추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설치 및 연락조정, 도시계획시설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행정관리 실시(도로, 철도, 상하수도, 주차장 등), 지자체 조례 등
관계법령 검토
∙ (2단계) 사업 협력자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지도 및 조정, 행정 관리 실시

⑨ 관계기관 협의

∙ (3단계) 사업인가, 보조금 등 절차관련 지원, 공공시설 설계에 대한 협의, 방재관계
협의, 세무관계 협의, 사업자금대출 등 금융기관 협의 등
∙ (4단계) 인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의·조정, 등기 보상에 관한 세무, 자금 조달 등에
관한 협의·조정 총괄지도
∙ (5단계) 공사 진행에 따른 보조금 관련 협의·조정 실시, 공공시설 관계의 조정, 공사
완료에 따른 검사, 건물에 관한 등기, 세무, 자금 조달 등 실시 협의 조정 작업 총괄
·지도

출처: URCA 2011, 2-6,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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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일본에서의 도시정비사업은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한 사업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코디네이터를 통해 각 단계별 정비사업을 지
원하고 있음

∙ 공공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정비지원금, 융자, 세금, 건축규제 완화 등 실질
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필요한 사업비와 용적률 완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재개발 코디네이터는 사업의 준비과정부터 실시단계까지 주민과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수렴
하며, 계획수립을 위한 활동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컨설팅하고 있음

∙ 일본의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은 ‘도시 재개발 코디네이터 협회’라는 조직을 통해 단계별 업무
를 구체화하는 등 세계 어느 국가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각종 행정자료 작성, 자금계획 및 지원, 사업 전반적인 관리,
보상계획, 관리처분계획, 법률 대응, 관계기관 협의 등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지원이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개발을 통한 자산가치 증진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업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식을 통해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정책을 바탕으로 세입자를 비롯하여
지역 내 근린시설을 함께 개발하여 지역 내 커뮤니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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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지금까지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공공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실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홍콩과
일본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지원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
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 홍콩의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사례는 불법비리 문제 > 재정지원 > 주민과의 소통 측면
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일본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 사례는 사업주체의 전문성 확보 > 주민과의 소통
>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특히, 두 가지 사례 모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관리 인력의 부족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러한 홍콩의 주민지향적인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비롯하여, 재개발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다음
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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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사례를 통한 국내적용 시사점 도출
국내 도시정비사업
주요 문제점
관련 인력의 부족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불법비리 문제

사업주체의 전문성

재정 지원

주민과의 소통

국내 적용 시사점
홍콩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
∙ 위원회제도 운영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공공관리 지원

일본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
∙ 재개발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지자체 행정업무 및 공공관리 지원

∙ 주민과 개발자·건설사·임차인·
∙ 사업에 대한 이의 제기(사업절차, 사업 지자체 간 중간에 위치하여 사업의
비용, 이해관계자 갈등 문제 등)에 대해 갈등에 대해 조정자 역할 수행
위원회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갈등 해결 ∙ 사업일정관리, 이해관계자
조정계획 수립
∙ 감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업비 내역
전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내역을 ∙ 조합 운영지도, 행정관리 조정
웹사이트에 공개해 투명성 확보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수렴
∙ 인적자원보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 보상, 세금, 법률 관련 협의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조합 등)에 구성 지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유착관계 근절
∙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중앙부처 국장이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 확보

∙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와의 협의
지원
∙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 전 과정의
행정과 사업관리 지원

∙ 주택금융 지원기구와 민간
도시개발 추진기구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 토지주택보상위원회를 통해 사업자금 구조가 형성
대출 및 기준 검토
∙ 자금계획 검토 및 권리자 의향조사
∙ 재무위원회에서 사업자금 요구사항
검토 및 재무정책을 수립

∙ 공개포럼,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의 ∙ 주민협의를 통한 스터디그룹 구축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해
∙ 주민 합의 형성을 위한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컨설턴트, 설계사 등과의 협의체
있음
구축

출처: 저자 작성.

2) 정책제언
∙ 먼저, 지자체(공공) 차원에서 공공관리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야 할 것임
- 현재 지자체 공무원 인력이 순환보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별
정직 등) 및 인원의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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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등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전문기업인 LH공사,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등에 보다 체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노력 필요

∙ 둘째, 홍콩과 같은 공공 및 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사업계획 대한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화, 체계화하여 기존의 공공
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셋째, 일본의 재개발 코디네이터 제도와 같이 국내에서도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협회를 신설하여 사업지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와 같이 ‘정비사업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이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조합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관리 매뉴얼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단계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협회 신설을 통한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 넷째,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한 갈등완화 측면
에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추진위 구성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
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와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등에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타 지방광역시 및 중소도시 등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국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명시된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체나 시공사에게 초기사업비를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여섯째, 공공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라 일부 반발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사(협회), 건설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함
- 공공관리제도 추진 시 감정평가사를 활용한 전문위원회 구성
- 지역 건설사의 수익을 보조해줄 수 있는 세제 해택 마련 등

∙ 이러한 제도개선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부작용을 사전
에 검토해야 할 것이며, 관련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방안도 고민해 봐야 할 과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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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 발표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19.4)」,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2019.6)」을 발표하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적인 추진

∙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2019년 6월)하였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공간분석과, 지역 수요에 맞는 시설 도출과정에 대한 내용 미흡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야 하나, 현재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중복검토만 하고 있어 공간적 분석 필요
- 또한 지역에 맞는 시설선정 과정과 지방정부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역할 안내가 미
흡하여, 현재 광역지자체는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경과와 유사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시재
생 거점시설로서 생활SOC 시설선정 도출과정 방법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역할 제시를 목적
으로 함
- 본 연구는 첫째, 그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업추진의
성과와 한계, 특성을 도출
- 둘째,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별 국가최저기준을 활용, 이에 따른 시설별 접근성 개념을 적용
하여 생활SOC 사업의 시설선정 및 도출과정에 대한 방법 제시
- 셋째, 이를 통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 제시

∙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의 생활SOC 복합화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연계 추진을 통해, 보다 객관
적인 접근성 분석과,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재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16개의 마을 단위 세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기준으로 국가적 최저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광역지자체별로
200m*200m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결과가 배포되어 있어 지역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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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큼
- 또한, 생활SOC가 도시재생거점시설로 작동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가
까운 위치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을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어 추후 시설의 운영·관리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
록 지원.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는 생활SOC 시설복합화 과정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 제시에 초점
- 생활SOC 복합시설은 주민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누리는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위치하는 객관적인 공간 분석과 지자체의 역할 정립이 중요
- 본 연구가 생활SOC 시설복합화 과정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 제시에 초점을 맞춘 이유
는, 현재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정을 시설별 접근성 분석을 활용하여 시민 중심
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사업추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
- 공간분석에 따른 기능 및 위치 선정과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은 지속가능
한 생활SOC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본 연구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실제적인 사업주체인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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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SOC 복합화 정책 추진 현황

1) 생활SOC 개념
∙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
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생활SOC 3개년 계획(안))
- ‘국무총리 훈령(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
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 정
의(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생활SOC는 기존의 도로 및 철도 등 SOC 시설과는 차별적으로, 시설보다는 ‘사람’을 중심
으로 국민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건강·안전·환경 분야 등과 관련
한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의미(임미화 외 2019)

∙ 이와 유사한 의미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하여 확충하도록 되어 있음
-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은 국민행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기초서비스시설
및 지역공동체 회복의 거점공간이 될 공동이용시설을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하여 확충하
는 것을 목표로 함(국토교통부 2013).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최저기준 설정은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공급 필요성에 근거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국토교통부 2013)

∙ 지금까지의 SOC는 생산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한정되었으나, ‘생활SOC’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일

그림 1 생활SOC의 개념

상생활이 기본전제인 안
전시설 및 생활밀착형 시
설로 정의되며 ‘기초생활
인프라’ 개념과 함께 통
용되고 있음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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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SOC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n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2018년 8월 ‘생활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을 발표
- 정부는 체감 가능한 생활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우리 주위에서 손에 잡히는 변
화”를 미래의 청사진으로 생활SOC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
하여 시행(관계부처 합동 2018)
- 생활SOC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① 국민 삶의 질 향상, ②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③ 생활 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19년 4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
정 가이드라인(2019년 6월)」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

n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9년 4월 15일)

∙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
-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목표

∙ 목표: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1) 구축
∙ 3대 분야: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 [여가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 체육시
설을 3.4만 명당 1개소 수준으로 공공체육인프라, 문화시설,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 [생애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어린이·취약계층 돌봄시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안전한 삶터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총 투자규모: 3년간(2020~22년) 총 30조 원(지방비 포함 시 48.3조 원) 투자

1) 핵심생활인프라 공공도서관,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 돌봄 센터, 초등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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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9년 6월 13일)

∙ 2019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복합화대상 시설을 선정,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발표
-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복합화 대상 10종: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국민체
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
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 복합화의 형태: 수직복합화, 수평복합화, 중복복합화
∙ 사업유형은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
표 1 생활SOC사업 관련 범정부 추진일지 및 주요 내용
일자

관련부처

주요 내용

비고

2018.08.27

부처 합동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15차 경제
장관회의 안건 중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13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2018.10.04

국가건축정책
위원회(국토교통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동네 건축부터 확 바꾼다
(공공건축혁신 9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2018.11.01

부처 합동

2018.08.31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방안
- 2019년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약 8.7조 원)
- 공공기관 투자, 규제혁신 등 통한 생활SOC 투자 확대

2018.11.1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8.11.29

국토교통부

2018.12.17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01.23

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2019.04.15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04.26

국토교통부

2019.06.03
2019.06.13
2019.10.31

(건축문화경관과)

관계부처 합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시범사업지 지원계획
(2,257억 원) 확정

19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 회의
14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
론회 개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개최
(생활밀착형 SOC 확충 위한 3개년 계획 수립-2019년 3월까지 추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
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
-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2022년 30조)

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 계획(안) 발표 이후,
추가 확정 발표 없이
원안 수용으로 추진 중

주민센터 등 생활 SOC 디자인이 개선됩니다(건축설계공
모 운영지침 개정)
민간건축가 참여로 생활SOC 등 공공건축디자인 품질 높인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확정
- 2019년 9월 말까지 2020년 생활SOC 복합화(10종 시설)
사업 선정 추진

15차 균형발전
위원회 회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전국 289개 선정

출처: 임미화 외 2019, 4,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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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
사업유형

정책목표

주요 내용

주기능 시설

돌봄플랫폼(①)

고령화 및
돌봄 수요 대응

Ÿ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체육플랫폼(②)

주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Ÿ 지역의 스포츠·여가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
형 융복합 스포츠·여가 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문화플랫폼(③)

문화 중심 지역
자치 기반 구축

Ÿ 지역의 문화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
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지원

공공도서관

복합플랫폼

소통·협력 기반의
사회혁신 활성화

Ÿ 일, 삶, 놀이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창의 공간 조성

①+②+③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b, 6.

∙ 정부의 지원 및 시도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를 통해 지역의 필요한 시설을 복합화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에 필요한 기능 및 방법에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유도
- 또한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별 복합화 사업이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
로써, 사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
- 향후,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지역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 추진하여 정책
시너지 강화

n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국토교통부 2018c)

∙ 2018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
립)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을 개정

∙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 재정립
- 기존의 방침기준에 따라 도시재생기반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근린에서 거주와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근린영역의 주민 생활
밀착형 시설로 확장하여 기존 시설들을 모두 포괄
- 기초생활인프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기능의 시설로 범위를
개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체감도가 높은 시간 단위로 국가적 최소기준을 제시
- 기초생활인프라는 마을단위시설과 지역거점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마을단위시설은 도
보, 지역거점시설은 차량 시간 거리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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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지역거점시설 및 마을단위시설로 구분
- 시설의 위계와 규모를 고려하여 공간적 집적을 통해 규모화가 필요한 시설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시설을 구분하여 지역거점시설과 마을단위시설로 구분

∙ 전국의 기초생활인프라 16개 시설(마을단위시설)을 200*200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표 3 지역거점 및 마을단위시설 구분
구분
지역거점시설

공간위계

공급목적

공급주체

규모

서비스위계

기능복합

소생활권

낙후지역
개선

공공

대규모

고차

대규모 복합시설

소규모

저차

(국계법상 도시기본계획)

공공
마을
아파트 수준
우선투입
마을단위시설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편의/복지
기준상 근린권역)
(민간고려)

소규모 다기능시설
(마을커뮤니티센터)

출처: 국토교통부 2018, 3.

n 서울시 10분 동네 사업(서울도시재생포털, 2019년 9월 25일 검색)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은 민선 7기 시정 4개년 핵심 과제 중 하나
- 주민주도의 공동체가 살아 있는 ‘10분 동네’ 마을 재생을 목적으로 취약한 생활편의시설을
공공에서 우선 공급하고, 사회적 기업·공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2)하여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마을주차장 확충: 유휴 공간 활동 등 다양한 주차장 설치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인근 여유주차장 활용, 인접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등)

∙ 재생지역, 해제지역 등 생활SOC 취약지역 대상 10분 도보권 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SOC
확충(도시재생지역 및 해제지역 우선 추진, 빈집 활용)
- 생활SOC가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하며 도시재생지역, 해제지역부터 우선적으
로 검토. 이후 일반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2) 서울특별시 조례 제7197호, 2019년 5월 16일 조례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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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국공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설치(빈집 활용 연계 추
진)
- 시설은 생활체육시설, 마을주차장, 쌈지공원, 작은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집 등

∙ 2019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기준: ① 추진의 시급성, ② 추진 효과성, ③ 지역 간 형평성을 종합 검토
- (추진의 시급성) 시범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자치구 –저층 주거지 면적, 정비사업 해제지역
면적, 도시계획 규제지역 등이 많은 지역
- (추진의 효과성 )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자치구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개선사
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연계
- (지역 간 형평성) 생활권별 안배, 자치구 재정자립도 고려
- 시범사업 공급시설은 선정된 13개 자치구에 대해 취약 생활SOC를 분석한 후 자치구와 협의과
정을 통해 최종시설을 결정.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확보지역을 우선 선정, 2개 이상의
시설복합화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 시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단위로 추진 예정

∙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22) 종합계획 수립(서울연구원)
-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생활 SOC
공급을 위한 지역별 현황 실태 분석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중장기 확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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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10분 동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출처: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surc/seoulInfo/socPilotProjectPromotion.do)

3) 도시재생 거점시설(지역거점)로서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중요성
n 정책 및 사업의 성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지원 확대: 그동안 주민들의 공공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방정부의 비중이 더 컸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음. 하지만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일상생활의 변화를 느끼
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
- 현행의 공급체계는 1개 과가 1개 시설을 공급하고 있는 칸막이 방식이었으나, 복합화를 통해
시기 및 기간을 조율하여, 한 개의 단위시설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이 가능

∙ 사업추진의 기반여건 마련: 대표적으로 하나의 부지에 여러 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부지 효
율성을 높임
-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 재정립을 통한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하고, 국가적 최저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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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접근성 기준 도입을 통해 시설의 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하여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
수립 시 참조 가능하도록 함

∙ 하지만, 현재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인근에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기존 시설 또는 추
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검토만 있을 뿐,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및 부족지역에 대한 객관
적인 공간 분석이 부재하는 정책적 한계 존재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집행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관리계획)을 평가하
지만, 시설의 기능 및 위치에 대한 광역적인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검토 필요

n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의 필요성

∙ 생활SOC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
이고, 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 생활SOC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
- 생활SOC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 가능한 사람 중심의 SOC 시설이며, 이를 통해 직·간
접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도시재생의 앵커시설로 , 생활SOC 시설복
합화 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최근 지자체에서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한 개의 부지에 한 개의 시설만을 유치하는
것보다 다양한 시설을 함께 복합화하는 것을 선호(관계부처 합동 2019a)
- 또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화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생활SOC시설보다
집적·복합화되어 있는 시설이 이용자 편리성이 높음

∙ 생활SOC 복합화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주
민들이 물리적·유기적으로 융합 및 발산하는 공간을 조성
- 복합화를 통해 공급된 거점시설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단일의 건물에 공
급되며, 이는 세대 간 융합 및 다양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급하기에 효과적임
- 거점시설은 주민들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이 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주도의 운영 및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

∙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활력 또한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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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특성 도출

∙ 생활SOC 복합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본 결과, 거점시설은 주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접근성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집객성, 프로그램 및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성의 특성
을 가지며, 생활SOC 공급 시 취약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생활SOC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해야 함

∙ 4가지 특성을 활용하여 생활SOC의 공간적 분석을 위한 정책 특성의 틀로 제시
-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생활SOC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때, 더욱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해지며, 지속가능한 시설 및 지역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함
- 네 가지 특성(접근성, 집객성, 참여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이 공급될
때, 효과적으로 지역의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표 4 정책의 특성 도출
생활SOC 정책 및 사업
구분

특징

특성
도출

생활SOC 3개년 계획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가이드라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분석

서울시 10분 동네

3가지 목표 추진

생활SOC복합형태 제시

(여가·활력/생애

(돌봄/체육/문화/

마을거점, 지역거점을

생활SOC 취약지역

돌봄/안전·환경)

복합플랫폼)

구분하여 공급현황분석

우선 공급

다양한 연령계층을

다양한 연령계층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우르는 집 객성

아우르는 집객성

접근성

사업의 시급성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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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생활SOC 복합화 사례 분석

1) 분석의 틀
n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거점시설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운영 중인 사례와 계획 수립 중인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

∙ 본 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거점시설로서 역할 및 성격을 분석하
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는, 지자체의 자체사업
이나 해당 부처 개별사업으로 운영･추진되었음
- 생활SOC 복합화 사례 중 하나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금산군 다락원’과, 지자체사
업으로 추진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도시재생뉴딜의 어울림플랫폼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금산군 다락원’은 7개 중앙부처의 12개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건립한 대
표적인 생활SOC 복합화 사례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우수사례 중 하나임
-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도서관의 기능이 주기능이나, 도서관과 함께 마을커뮤니티를
위한 문화거점 및 생활문화강좌 및 작은 영화관,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의 경우 아직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2020년 4월 착공 예정),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 거점공간의 특성과
복합화된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거점시설 기능을 분석하고자 함

∙ 거점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며, 이를 통해 특성 도출
- 첫 번째, 주민의 삶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함(접근성(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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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집객성). 커뮤니티 거점시설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세대 간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집객요소가 있어야 함
- 세 번째, 이용자들이 거점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활동으로 확대 할 수 있
는 커뮤니티 수렴 ·발산의 거점이 되어야 함(참여성)
- 네 번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SOC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역 및 빈집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사업의 시급성)

2) 금산군 다락원(국비지원사업)(신혜정 2005 참고)
n 사업의 개요

∙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금산 다락원은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목표로 사업을 추진하
여, 2004년 10월에 개관된 복합건물임(일부 체육시설 2005년 말 준공)
- 충남 금산군은 2000년 12월 금산읍 중도리, 금성면 양전리 일원 부지에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 목표로 추진
- 금산군 다락원은 7개의 중앙기관이 지원하는 12개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건립한 복합 문화복지시설. 부처별로 지원되는 예산을 한 부지에 모아, 각 건물의 개별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집중화시켜 건립
표 5 금산군 다락원 개요
∙ 위

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성면 양전리 일원 / 36,266㎡(건축면적 17,143㎡)

∙ 사업규모: 6개 동으로 구성(생명의집(공연장), 만남의집(사무실), 장애인·청소년의집, 노인의집,
여성의집, 농민의집)
∙ 도입시설: 생명의집(문예회관), 도서관, 청산회관, 문화원, 건강의집(보건소), 스포츠센터, 만남의
집(관리동), 청소년의집, 장애인의집, 여성의집, 농민의집, 노인의집 등이 위치

n 시설 현황

∙ 다락원은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을 프로그램 및 공간의 모티브로 삼았으며, 모든 연령대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문화복합시설을 건립

∙ 단지 내 시설은 개별로 위치하지만,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등 공동으로 운영 가능한 시설들을
함께 건설하고, 운영·냉난방 등의 설비 또한 중앙집중식으로 건립하여 비용 절감과 함께 운
영의 효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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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운영 및 실태

∙ 각 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운영의 시너지 효과 발휘. 개별 시설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별 연령대를 타깃으로 하는 시설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됨

∙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방문하여 아이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엄마는 요리강좌를 수강하는
등 수요자를 고려한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 효율 극대화

∙ 다락원은 총 3개의 부서로 운영 중. 시설의 내·외부 및 스포츠센터 운영과 환경정리를 위한
총무팀, 공연업무를 총괄하는 공연기획팀,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팀을 운영. 운영 측면에
서도 시설별 개별이 아닌 공동 조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임
표 6 금산 다락원의 업무내용 구분
구분

업무내용

총무
(관리 분야)

∙ 다락원 시설 업무
∙ 수영장 스포츠센터 입장객 관리, 기계설비 관리 및 운영
∙ 시설물 외부관리 및 중앙통제실, 기계실(냉난방기, 공조기), 통신시설관리,
가스설비 및 승강기 시설 관리·운영
∙ 다락원 내 환경정리

공연기획

복지

∙ 공연업무 총괄
∙ 무대음향, 기획초청공연, 작은 영화관 관리 등
∙ 무대 대관업무 및 관리
∙
∙
∙
∙
∙

복지업무 총괄
다락원 복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및 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인과 아동 상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출처: 금산다락원 홈페이지, 저자 재정리.

그림 3 금산군 다락원 부처별 지원사업

출처: 신혜정 외 2005,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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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및 한계
- 다락원은 중앙정부의 할거주의로 시작은 어려웠으나, 결국 협력을 통해 각 사업비를 동시에
확보하여 7개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12개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건립
- 건축 및 운영관리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비 및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시설의 중복
기능을 통합하여(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등) 개별 핵심기능을 강화함
-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운영활성화의 시너지 효과 제고
- 금산군 다락원은 주민 건강·문화·복지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음악, 수영, 제과·제
빵, 취업준비까지 가능한 115개의 다양한 강좌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연 수강인원이
4만 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음(굿모닝충청 2015)

∙ 금산군 다락원은 다양한 부처의 국비지원사업을 하나의 단일건물에 통합하여 복합기능 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전 연령을 어우르는 평생학습센터를 조성
- 공용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등)을 한곳으로 집중 강화하여 공간 및 예산의 효율
성을 높임
- 하나의 단일 건물을 통해 공사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준공 후 프로그램 운영
또한 유기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3)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지자체 자체 사업)(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참조)
n 사업의 개요

∙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2015년 6월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립공공도서관으로,
골목길을 둘러싸고 있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을 고쳐 도서관 기능과 기존 마을공간,
주민생활을 융합시킴

∙ 2015년까지 은평구 구산동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1개의 학교가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과 문화시설은 전무하였음. 그리하여 학부모들(자원봉사자)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 설립을 추진

∙ 본 사업은 본래 신축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건축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예산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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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존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합의,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것을 주민들이 건의함. 은평
구는 기존 5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공연장 1개소를 증축하는 설계안을 도출
표 7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개요
∙
∙
∙
∙

위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3길 29-23(구산동 44) / 1,572.90㎡(건축면적 860.64㎡)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 14.7m
총사업비: 65억 원(토지, 건물 매입비 제외)
도입시설: 북카페, 음악도서관, 음악연습실, 생태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만화도서관, 시청각자료실,
문화강좌실, 열람실, 갤러리, 동화구연실, 열람실, 어린이독서토론실, 수유실, 다목적강당, 커뮤니티룸

n 운영주체 및 실태

∙ 은평구청은 준공 전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운영업체를 모집하였고, 도서관의
기획 및 설계 과정을 함께 한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이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어 운영

∙ 준공 이후 개관을 준비하며 은평구는 도서관 축제를 개최하고 도서관 중심의 마을사업을 추
진하는 등 도서관을 매개로 한 마을 공동체 구축에 더욱 힘씀. 도서관이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
는 것을 넘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함

n 성과 및 한계

∙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의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음. 특히 주변 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주요 수요층을 고려한 청소년과 만화를 특화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였고,
단순히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활동의 공간으로, 주민에게는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을 직접 고용하여 마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그러나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한계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 입
장에서 업무공간과 동선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어려움

∙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주거밀집지역 내에 위치하여 내부적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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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주민들의 생활 속에 밀접한 공공시설
그림 4 구산동 도서관마을 전경

출처: (좌)구글 이미지(구산동 도서관마을 검색), (우)저자 직접 촬영.

∙ 도서관 제안부터 설계, 운영까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수요자에게 맞는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음

∙ 운영 측면에서는 마을협동조합이 도서관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일어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지역 거점· 문화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 및 기획 측면에서는 전문인력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4)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계획수립 중)3)

n 사업의 개요

∙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은 도지새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2017년 12월 14일)되어 활
성화 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 추진 중
-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2018년 11월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

∙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의 단절된 토지와 미활용 공익시설용지 등이 장
3) 시흥시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2018. 11. 28 고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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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으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고, 도로 등으로 단절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의 양극화가 일어
나고 있음

∙ 이에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이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으로 선정되어 스마트 도시재생을 접목한 안전한 환경 구축사업 추진이 시작되었고, 그중
도시재생의 문화-경제-아동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어울림센터 건립을 추진

∙ 이곳은 지역 내 모임·문화·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주민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표 8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 개요
∙ 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번지 / 8,360㎡
∙ 사업규모: 어울림센터(12층), 행복주택(25층), 470세대, 주차장 455대 등
∙ 총사업비: 1,070억 원
∙ 도입시설: 어울림센터, 공공시설, 수익시설, 행복주택
∙ 어울림센터 도입기능(안): 복합 커뮤니티 시설, 50+일자리허브, 시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컨벤션
등 전시시설, 실내 스포츠 시설, 공유 오피스, 생활안전인프라, 문화체험 상업시설 등
출처: 시흥시 내부자료.

■ 시설 현황

∙ 현 부지는 시유지로 잔디 시범운영단지로 운영되고 있음.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 중 하나로
어울림플랫폼의 주요 도입기능으로 어울림센터(복합커뮤니티시설, 50+일자리허브, 시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행복주택, 수익시설 등 도입 예정

∙ 어울림플랫폼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리츠(REITs)를 설립하여 시흥시와 LH가 협의를 하였
고, 현재 민간사업자로 LH를 선정하여 업무협약을 완료

∙ LH는 2019년 9월 기본설계 완료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2020년 4월 공사 착공 예정
■ 성과 및 한계

∙ 어울림플랫폼은 문화·경제·아동을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거점 확보를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필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

∙ 또한 주변에 다양한 문화시설(시흥여성비전센터,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들이 입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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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지 예정 중이기 때문에 어울림플랫폼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현재 주변 오피스텔의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행복주택이 계획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음

∙ 시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어울림플랫폼은 주변의 체육 및 여성 문화시설과 함
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처음으로 계획이 완료되어 시공을 앞두고 있는 어울림플랫폼으로
향후 생활SOC의 복합화 추진 시 유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음

5) 시사점 도출
n 금산군 다락원,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을 통해 거점시설 역할의
특징을 분석

∙ 세 개의 시설은 복합화된 기능을 통해 커뮤니티 거점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거점시설의 역할을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도입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며, 다양한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 도입으로, 지역의 여러 세
대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접근성: 주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 세 시설
모두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집객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세대 간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집객요소 도입.
세 시설 모두 여러 시설의 복합을 통해 세대 간 융합

∙ 참여성: 이용자들이 거점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도서관, 일자리허브,
공유 오피스, 요리교실 등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참여성을 높임

∙ 단, 사업의 시급성은 각 사례지역의 노후주택단지 밀집도, 정비해제구역, 빈집 밀집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사례 분석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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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례 종합
구분

접근성

금산군 다락원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

금산군청 등 주거밀집지역,
구도심과 접근성이 좋음

주택밀집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접근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주거밀집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역세권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내·외부 접근성이 높음

있어 주민접근성은 매우 좋음
문예회관+문화원+야외공연장
+노인복지관+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국민체육센터
등 12개 시설

도서관+마을커뮤니티룸 +
생활문화시설(문화강좌실,
어린이토론실 등)
문화 플랫폼 역할

특정계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는 시설 특성상 다양한

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

연령 및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
가능(청소년 주요 타깃)

50+일자리허브 등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계층을
아우르는 주민유입 가능

요리수업, 청소년복지관,
문화강좌, 체육센터 등
주민참여성이 매우 높음

마을커뮤니티룸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 및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유 오피스 및 전시 컨벤션
기능을 통한 지역의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공간 마련

복합커뮤니티시설(컨벤션, 전시
기능)+시립어린이집+50+일자
리허브+공유 오피스+임대주택

집객성

참여성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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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어린이집과

04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과정

1) 분석의 개요
∙ 본 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A구를 대상으로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시설복합화 과정
을 도출하고자 함. 본 연구는 행정동 단위의 ‘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

∙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기준’의 마을단위시
설 12개(세부 16개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16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국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
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 (분석자료) 국토교통부 배포, 기초생활인프라 현황분석 시군구 분석자료(2018년 12월)
- 본 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 2018년 12월 개정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에 따
라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로 지자체의 활용 가능성이 큼. 또한, 주민이 누리는 기초생
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및 향유수준을 시간거리와 접근성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민체감도가 높아 쉽게 활용 가능함. 접근성 분석을 위한 격자에는 인구 데이터가 포함되
어 있어 지역별 인구를 고려한 분석이 가능함
-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활용 및 기존 기준을 반영한 선언적인 기준으로 제
시한 부분이 있지만, 국가가 선제적으로 전국 광역시도에 배포한 서비스 취약지역 및 접근
성 현황자료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분석 주요 내용) 수요를 기반으로 현재 시설 공급 현황 분석을 통해 도입기능을 도출하고,
접근성 및 지역의 노후도(사업의 시급성)를 고려한 입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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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행정동 단위의 ‘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시민수요를 기반으로 한 접근
성 분석, 생활SOC 도입기능 도출 및 입지 선정
-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시설을 도출하고, 현재 시설 공급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도입기능을 선정. 도출된 도입기능 시설의 시설별 접근성 분석(공간분석)과 지역
의 노후도(사업의 시급성)를 종합하여 입지 선정
-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어떤 기능의 생활SOC를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복합시
설 기능 및 위치 선정과정 도출

∙ (분석과정) 분석은 총 7단계를 거쳐 진행
- 분석은 총 7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 거점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
- Step1: 시민설문조사. 시민들이 원하는 생활SOC 시설을 도출 → 시민수요 도출
- Step2: 현재 시설별 위치. 시설의 중복을 막기 위한 유사시설별 서비스 수준 분석(천 명당
시설수) → 현재 서비스 수준 분석
- Step3: Step1+Step2 결과를 종합한 도입기능 도출
- Step4 도출된 도입기능 시설의 접근성 분석(현재 광역시 중심으로 분석되어 배포되어 있
는 시설별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자료를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분석. 이를 통해 좀
더 면밀한 시설별 서비스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시설별 향유수준을 도출 → 서비스 취약지
역 및 공급시설의 목표 기준 설정)
- Step5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 사업의 시급성 분석(빈집 적극 활용)
- Step6 복합시설 입지 도출 → 복합된 기능이 위치할 거점시설 입지 선정
-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광역) → 인근 지자체의 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시설 위치 검토
- 시설공급 시 부지확보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나, 거점시설의
기능선정 및 시설복합화 측면에서 고려사항이 아니기에 분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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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분석과정
분석 단계

분석 내용

거점시설
특성

Step1
주민설문조사

주민 수요조사(주민들이 원하는 생활SOC 시설)

참여성

Step2
시설별 공급 현황 분석

현재 공급되어 있는 유사 시설별 서비스 수준 분석

접근성

Step3
도입기능 선정

Step1(시민설문조사)+Step2(시설별 공급현황 분석)
→ 도입기능 선정

-

Step4
접근성 분석

선정된 도입기능(기초지자체 중심)의
시설별 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접근성

Step5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비율(사업의 시급성)
분석을 통한 거점시설 입지 분석

시급성

Step6
복합화시설 입지 도출

기능복합을 통한 거점시설 입지 도출

Step7
광역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인근 기초지자체의 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시설 및 위치 검토

집객성

비고
(주체)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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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SOC 복합화시설 선정 과정
n Step1: 주민설문조사4)

∙ 3,6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시설공급에 대한 만족도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 취합
- (시설별 만족도) A구의 시설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별로 만족하는 정도
는 5점 만점에 평균 2.6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음
- 시설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공원으로 5점 만점에 2.23점의 만족도를 보였으
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로 5점 만점에 3.22로 나타남

∙ 주민들이 지역에 추가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시설 우선순위(수요조사 1순위)
- (주민 요구시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1순위 비율을 분석
-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도서관 및 교통시설 순으로 높게 나타남

4)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의 시민설문조사에서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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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우선순위 1순위 시설
시설 구분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수요조사 ‘1순위’ 비율(%)

순위

교육시설

3.6

9

도서관

12.0

3

영유아 돌봄시설

2.7

10

노인 돌봄시설

0.9

11

의료시설

9.8

6

문화시설

17.3

1

체육시설

17.3

1

휴게 및 휴식시설

4.4

8

교통시설

12.0

3

주거편의시설

10.7

5

근린상업시설

9.3

7

계

100

출처: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의 시민설문조사에서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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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A구 시설수에 대한 주민 만족도
단위(%)
구분

점수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있지만
부족하다

보통
이다

충분
하다

모르
겠다

5점
평균

0.8
1.3
1.7
1.3
10.8
10.7
15.8
17.3
12.0
11.6
2.6
2.2
3.4
4.9
5.7
6.2
18.5
12.0
8.1
10.7
6.0
4.0
13.9
20.0
19.4
22.2
12.3
20.0
9.5
15.6
14.8
25.8
10.1
17.8
6.8
15.1
10.1
14.7
6.2
7.1

10.4
9.3
19.3
19.6
27.8
35.1
28.3
28.0
29.0
30.7
17.9
16.4
18.9
23.1
23.6
29.3
27.3
17.3
26.5
26.7
22.3
25.8
24.3
24.9
33.7
38.2
33.6
30.7
30.6
33.8
24.6
34.7
25.2
30.2
34.6
43.6
26.3
29.3
27.1
28.9

46.2
50.7
50.3
51.1
39.4
36.4
39.1
37.8
40.4
32.0
48.3
50.2
51.7
45.8
49.6
48.9
37.2
45.8
49.8
44.9
48.8
45.8
46.3
39.6
37.2
33.8
38.0
37.8
43.3
39.6
41.9
29.3
42.7
39.6
45.3
35.1
46.3
41.8
47.2
47.6

38.2
32.9
22.0
22.2
20.1
16.9
12.6
13.3
15.0
20.9
25.3
25.8
17.8
17.3
14.8
11.1
15.9
24.0
12.5
15.1
22.0
23.1
12.2
11.1
7.1
4.9
14.6
9.3
15.1
7.6
17.3
9.8
20.1
8.0
11.5
4.4
10.2
8.4
18.1
14.2

4.4
5.8
6.7
5.8
2.0
0.9
4.1
3.6
3.6
4.9
6.0
5.3
8.2
8.9
6.3
4.4
1.1
09
3.1
2.7
0.9
1.3
3.3
4.4
2.7
0.9
1.5
2.2
1.5
3.6
1.4
0.4
2.0
4.4
1.8
1.8
7.1
5.8
1.4
2.2

2.67
3.27
3.22
2.99
3.00
2.72
2.60
2.52
2.49
2.61
2.65
3.02
3.05
2.91
2.83
2.79
2.68
2.51
2.83
2.69
2.66
2.88
2.89
2.59
2.44
2.33
2.22
2.56
2.37
2.65
2.41
2.62
2.23
2.74
2.40
2.63
2.29
2.61
2.47
2.78
2.70

전체 평균
초등학교
유치원
공공도서관
사립·민간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회관 또는
노인복지회관
종합병원 및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보건소
기초의료시설
(의원, 약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주거편의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함)

전시·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간이 운동장)

지역거점 공원
근린공원
(도시공원)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시설)

서비스 지원시설
(공공 회의시설)

근린 상업시설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광역
A구

출처: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의 시민설문조사에서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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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tep2: 공급시설 현황 분석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별 공급현황을 인구 1,000명당 시설수로 살펴보면, A구의 경우 대부분
의 시설수가 인구에 비해 적게 분포하고 있음
- 특히 A구 천 명당 어린이집 10.11개, 유치원 2.00개, 초등학교 1.24개/경로당 2.54개,
노인교실 0.04개, 노인복지관 0.06개/공공도서관 0.08개로 분석됨
- 경로당과 노인교실,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시설수가 광역시의 평균 개수보다 낮음. 공공체육
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도 낮게 나타남
- A구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은 광역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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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A구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A구
시설현황(수)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교육
초등
학교

사회
복지

문화

A구

A구

광역

연령별 인구수
(19.3기준)

시설수/천인
(해당연령)

광역 평균
천인 당 시설수

248

10.11

12.37

총계

49

2.00

3.79

공립

14

0.57

2.07

사립

35

1.43

1.71

총계

23

1.24

4.11

국·공립

23

1.24

1.04

사립

-

-

0.07

0~7세 이하

8~13세 이하

24,530

18,582

경로당

162

65세 이상

63,655

2.54

5.87

노인교실

4

60세 이상

94,834

0.04

0.05

노인복지관

4

65세 이상

63,655

0.06

0.08

학습 도서관

의료

연령기준

총계

34

0.06

0.17

공공도서관

10

0.02

0.04

작은도서관

20

0.05

0.10

동네서점

전체 연령

415,172

4

0.01

0.03

보건소

2

0.00

0.08

약국

174

0.42

0.47

전체 연령

415,172

65세 이상

63,655

요양병원

15

0.24

0.21

응급의료시설

2

0.00

0.01

의원

330

0.79

0.92

종합병원

2

0.00

0.01

한방병원

6

0.01

0.01

전체 연령

415,172

한의원

91

0.22

0.27

건강생활지원센터

1

0.00

0.06

문화예술회관

5

0.01

0.01

전체 연령

415,172

박물관 및 전시관

5

0.01

0.02

체육

체육시설

243

전체 연령

415,172

0.59

0.87

휴식

도시공원

123

전체 연령

415,172

0.30

0.38

생활
편의

소매점

698

전체 연령

415,172

1.68

1.85

교통

공영주차장

121

자동차
등록대수

206,599대

0.59

0.96

(18.3분기 기준)

(시설수/천 대)

(천 대당 시설수)

출처: 통계청 자료(기초생활인프라시설수, 2016년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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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 향유수준 현황을 분석
- 향유수준은 접근편의 수준에 따라 시설별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포
- 시설별로 누적인구 90%가 거주하는 등급이 10등급에 가까울수록, 행정구역 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의미
- A구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국공립어린이집은 광역과 동일한 향유수준을 보였으
나, 시설 대부분이 광역의 향유수준보다 열악한 수준을 보임. 특히 도서관과 공영주차장은
광역의 향유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시설별 향유수준은 향후 기초지자체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사업추진 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표로, 단기적으로는 광역수준의 접근편의 수준을 목표로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수준의 접근성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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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시설별 향유수준
<양호> 

접근편의 현황
➜ <열악>

구분
10

9

8

7
A구

6

5

1

국공립유치원★

2

사립유치원★

3

전체 유치원★

전국

4

초등학교★

전국

A구
광역

5

도서관

전국

광역

전국
전국

6 국공립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1

A구
A구

A구

광역

전국

광역

A구

전국

광역

광역

A구

전국

광역

A구

전국

광역

A구

광역

A구

경로당★

10

노인교실★

11

의원

12

약국

전국

13

생활체육시설

전국

14

도시공원

전국

15

소매점

전국

16

공영주차장

전국

주: ★ 시설은 특정 연령층이 활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8c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2

A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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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전국

전국

3

광역
광역

8 전체 어린이집★

4

A구

광역
광역

A구
광역

광역

A구

A구
A구

n Step3: 도입기능 도출

∙ 수요를 기반으로 한 주민 요구시설 도출
-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설을 전제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 공급현황을 고려하여,
최종 도입기능 도출
- 주민 수요조사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1순위) 중 순위가 높은 4개 도출 : 문화시설, 체육
시설, 도서관, 교통시설(동점을 고려한 3순위까지 도출)
- 시설 공급현황 : 천 명당 시설수 및 시설별 향유수준을 광역 및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시설별
어느 수준의 향유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부족시설 도출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A구의 도입기능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으로 도출
- 주민 수요조사+공급현황+시설 향유수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도입기능 선정
- 최종적으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시설 선정
표 15 주민 수요조사+시설공급 수준을 고려한 도입시설 도출

구분

1

2

국공
국공립 사립 전체
생활
사립 전체 초등
노인
도시
공영
립유
도서관 어린 어린 어린 경로당
의원 약국 체육
소매점
유치원유치원 학교
교실
공원
주차장
치원
이집 이집 이집
시설

수요
조사*
공급
현황**

○
○

향유
수준***

도입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요구시설 1순위 시설
** : 기초지자체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이 광역지자체 기준에 비해 미달되는 지역
*** : 전국 및 광역 수준에 비해 향유수준이 열악한 지역
출처: 저자 작성.

n Step4: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

∙ 기초생활인프라 200*200 격자형 접근성 분석을 기준으로 시설별(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기준 분석
- 광역 기준으로 배포된 격자형 접근성 분석자료를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16개 시설을 중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 585

심으로 분석.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기초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면밀
한 서비스 취약지역 및 향유수준 파악
- 접근성 기준은 주민의 삶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
이해야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분석

∙ (분석결과) 16개의 시설 중 서비스 취약지역이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 및 지역 추출
- 16개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적 최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서비스 소외지역을 분석
- 특히 선정된 도입기능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의 접근 소외지역을 검토

∙ 분석대상 16개 시설의 시설별 국가 최저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을 계산
- 기초생활인프라 마을단위시설에 대한 1인당 접근성을 진단하여 등급별 구간 한계거리 와
누적인구비율을 검토
- 최저기준 이하 인구비중이 높은 시설 순으로는 노인교실(95.7%) > 국공립어린이집
(78.2%) > 국공립유치원(63.4%) > 사립어린이집(26.9%) > 사립유치원(23.6%) > 초등학
교(22.0%) > 전체 유치원(16.9%) > 전체 어린이집(12.6%) > 도서관(11.2%) > 경로당
(9.9%) >공영주차장(2.0%) 순으로 분석됨
표 16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및 최저기준 이하 인구비중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국가적
최저기준
500m
500m
500m
500m
750m
250m
250m
250m
250m
500m
1,250m
1,000m
750m
750m
500m
500m

기준 이하 전체 면적 대비 기준 최저기준 이하 전체 인구 대비 기준
면적(㎡)
이하 면적 비중
거주인구(인)
이하 인구 비중
9.64
3.52
2.48
3.6
2.04
12.32
4.68
2.36
2.6
16.64
0
0
0.04
0
0.08
1

* A구 면적 : 24.47(㎡)
출처: 국토교통부, 2018c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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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14.4%
10.1%
14.7%
8.3%
50.3%
19.1%
9.6%
10.6%
68.0%
0.0%
0.0%
0.2%
0.0%
0.3%
4.1%

266,023
98,990
70,829
92,178
46,919
328,026
112,662
52,711
41,427
401,126
26
44
8,585

63.4%
23.6%
16.9%
22.0%
11.2%
78.2%
26.9%
12.6%
9.9%
95.7%
0.0%
0.0%
0.0%
0.0%
0.0%
2.0%

[ 그림 5 ~ 그림 7 ]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

국토교통부는 ’18년 12월, 마을단위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시간단위(분)로 발표
하였으나, 분석을 위하여 거리환산값(M)을 사용하여 거리 기준으로 분석(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시간)을 보행속도 시속 3km로 재환산한 ‘국가적 최저기준 거리
환산값’ 사용)

§

하나의 격자(200*200)는 지역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연령이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인
구 적용. 또한 시설별로 국가적 최저기준은 상이(붙임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표 참고)

§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대비 접근성이 양호하면 초록색, 접근성이 소외될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

그림 5 A구 도서관 접근성 분석 결과

그림 6 A구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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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구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출처 : (상, 중, 하) 국토교통부 2018c를 재가공, 저자 작성.

n Step5: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 지역의 생활SOC가 취약한 지역을 도출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비율 분석을 통한 사업의 시급지역 분석
- 거점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중 특히 빈집이 위치
하고 있는 경우,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거점공간으로 적극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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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구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출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도시쇠퇴현황 자료(노후건축물)를 재가공,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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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tep6: 복합시설 입지 도출

∙ 도출된 기능의 접근성 서비스 취약지역 +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 사업지역 도출
- 주민 수요조사를 전제로 한 기능 도출(주민설문조사+시설별 공급현황=>도입기능 선정)
- 접근성 분석을 통해 시설별 서비스 수준을 분석. 이를 통해 시설별 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첩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중 가장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도출
- 이와 함께 사업이 가장 시급한 지역 도출을 위해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을 함께 중첩하여 검
토. 이를 모두 중첩하여 최종 사업지역 선정
- 또한 선정된 지역의 빈집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에 저·미이용되는 부지를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 모색
그림 9 복합시설 입지 도출 과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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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생활SOC 복합화 지역 도출

출처: 저자 작성.

n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및 조정

∙ 인근 지자체의 복합화 수요를 고려한 광역주도의 복합화시설 위치 검토
- 인근 지자체의 복합화시설수요를 고려하여, 중복시설을 제외하고 다양한 복합화시설이 위
치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위치 검토
- 접근성 개념을 적용하면, 연접해 있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수요 또한 고려되나, 생활SOC
시설복합화 계획은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으므로 광역시 중재가 필수적
- 광역 차원의 위치 검토를 위해 광역 수준의 ‘생활SOC 종합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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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의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생활SOC 복합화 과정’은 다양한 수요조사의 결과를 하나로 취합하여 복합화시설
(기능) 및 위치를 도출해내는 것에 의의가 있음
- Step1) 주민설문조사
- Step2) 시설별 공급현황 분석
- Step3) 주민설문조사와 시설별 공급 현황을 종합 고려한 도입기능 선정 → 기능 도출
- Step4) 접근성 분석(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 Step5) 노후건축물 분석
- Step6) 복합화시설 입지 도출 → 입지 도출
-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 분석결과를 통해 추후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자체 추
진사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생활SOC 복합시설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및 서
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합화를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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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역의 거점시설 역할을 하는 생활SOC 복합시설 선정과정과 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생활SOC 복합시설의 기능 및 입지 선정을 위해 접근성 개념을 적용한 서비스 사각지대
및 시민수요, 유사시설 중복여부 등을 분석
- 또한, 사업추진의 혼선 최소화 및 추진과정에 따른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의 주체별
역할을 제시

∙ 생활SOC 복합화 과정을 도출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춤
- 본 연구에서는 복합화의 과정을 7단계로 제시
- 현재 정책의 복합화 과정은 지역 내 유사시설에 대한 검토와 시설의 필요성, 사업집행 가능
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의 접근성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파악은 어려움
- 생활SOC 복합화 과정(7단계): Step1) 주민설문조사 → Step2) 시설별 공급현황 분석 →
Step3) 주민설문조사와 시설별 공급현황을 종합 고려한 도입기능 선정 → Step4) 접근성 분석
(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 Step5) 노후건축물 분석→ Step6) 복합화시설 입지 도출 →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 생활SOC 복합화 과정에서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제시
-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추진과정에 따라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중앙정부는 부처별 칸막이식 행정을 탈피하여 통합적 생활SOC 사업을 단기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부처별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광역시는 ‘생활SOC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개별 기초지자체와 인근 지자체
의 유사시설 중복 여부 등을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또한, 유사 중복시설이 한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조정과 함께 지역에 효과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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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함. 운영 측면에서는 복합된 시설이 연령 및 주민 특성에
따라 각각 운용됨과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유도
- 이와 함께 생활SOC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광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
조합 등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지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시민의 수요 및 재생연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
역에 맞는 생활SOC 복합 사업을 제시
-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조성 이후 운영 관리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광역/시
도와 함께 모색하여야 함

∙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및 여건과 주민 수요
에 맞춘 광역 차원의 ‘생활SOC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현재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어, 지역의 수요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위하여 인구, 환경, 기존 시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및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필요
- 생활SOC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나, 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행
정구역의 문제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유사 중복시설이 위치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조정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도시 단위의 계획이 필요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SOC의 범위 설정 및 공급방향 설정, 광역시의 생활
SOC 현황 실태 DB 구축,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DB 활용 생활SOC 결핍지역 추출 및 평가,
생활SOC별 공급 가이드라인 작성, 지역별 확충 계획 마련 등이 있음
- 또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
과 요구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본 연구의 생활SOC 접근성 분석은 시설의 양적 수준을 평가할 뿐, 서비스 질적 수준을 평가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하지만 주민들의 서비스 취약지역을 공간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시, 시설별 질적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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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적 최저기준을 활용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
– ○○ 광역시 A구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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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
§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마을 단위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시간 단위(분)로
발표하였으나, 분석을 위하여 거리환산값(M)을 사용하여 거리 기준으로 분석(시설별 국가적 최저
기준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시간)을 보행속도 시속 3km로 재환산한 ‘국가적 최저기준
거리환산값’ 사용)

§

하나의 격자(200*200)는 지역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연령이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인
구 적용. 또한 시설별로 국가적 최저기준은 상이

§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대비 접근성이 양호하면 초록색, 접근성이 소외될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

A구 국공립유치원

A구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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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 전체 유치원

A구 초등학교

A구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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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 국공립어린이집

A구 민간어린이집

A구 전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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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 경로당

A구 노인교실

A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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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 약국

A구 생활체육시설

A구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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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 소매점

A구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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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및 시간기준
구분
1

국가적 최저기준

시간기준

500m

도보 5~10분

국공립유치원

2

사립유치원

3

전체 유치원

4

초등학교

500m

도보 10~15분

5

도서관

750m

도보 10~15분

6

국공립어린이집
250m

도보 5분

7

사립어린이집

8

전체 어린이집

9

경로당

250m

도보 5분~10분

10

노인교실

500m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 추진

11

의원

1,250m

도보 10분

12

약국

1,000m

도보 10~15분

13

생활체육시설

750m

도보 10분

14

도시공원

750m

주거지역 내 주차장 확보율 70% 이상

15

소매점

500m

도보 10분

16

공영주차장

500m

도보 10분

출처: 국토교통부 2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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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배경
∙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
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 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
래 동향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주소기반 부동산 거래 자료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공간데이터가 구축된
상황
- 아파트의 경우 매년 약 50만 개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있으며 자세한 주소 정보와 상세 거래
월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흐름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공간상에 표출할 수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 할 수 있게 되었음

2) 연구목적
∙ 데이터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구축
되었음에 따라 실거래 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부동산 시
장의 변화를 정책적 함의를 배제한 시간과 공간만의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함
- 지역적인 특징, 주요 정책 입안 시기 등 경제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함
- 데이터 통계값을 활용하여 차트나 그래프로 세밀한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데이터의 고차원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간과 시간상
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고자 함
- 활용 결과는 향후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공간적 불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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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 전국 재고아파트의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2017년 기준 약 267만 호) 지역과 그 다음으로
재고아파트 수가 많은 서울(2017년 기준 약 166만 호) 지역, 경기도와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는 인천(2017년 기준 약 97만 호) 등 수도권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10년 동안
거래가 1회 이상 이루어진 동일 물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래 유형은 매매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는 약 1만 7천 단지이며, 전체 단지 10년간 거래량은 약 258만
건으로 경기도의 거래건수 약 147만 , 서울 약 78만 , 인천 32만 건으로 분석단위는 읍면동
단위
표 1 2009~2018년 분석샘플 수
구분

경기도

아파트 단지 수
거래량
구분
규모별 거래량

서울

인천

전체 합계

6805

8449

2043

17,297

1,471,055

784,418

324,615

2,580,088

소형

중형

1,053,118

1,086,533

대형
440,437

전체 합계
2,580,088

4) 연구방법
∙ 약 258만 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빅데이터 처리 연산프로그램인 알트릭스(Alteryx)를 활
용하였으며, 공간분석의 경우 Arc GIS 10.2과 Arc Scene 10.2를 활용

∙ 2장에서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 데이터의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10년간의 거래동향, 가격,
거래량, 거래율, 가격 변동률 등의 항목을 분석하였음

∙ 기초통계값은 두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음(지역별 분석 → 규모별 분석)
∙ 1차적으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을 구분하여 기초통계값을 확인한 후 지역별로 뚜렷한 변화
를 찾지 못할 경우 아파트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기초통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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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규모는 소형아파트(60㎡ 이하), 중형아파트 (60㎡ 초과~85㎡ 이하), 대형아파트 (85
㎡ 초과)로 구분하여 분석

∙ 3장에서는 2장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상 패턴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항
목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 주택 거래 집중 지역 분석: Arc GIS의 커널밀도(Kernel Density)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아파
트 규모별로 10년간 거래가 집중된 지역의 변화 패턴을 분석
- 커널밀도(Kernel Density) 분석방법은 정유석 외(2014), Okabe, A. et al.(2009)의 연
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위치한 지점에 가장 높은 값을 할당하고, 해당
포인트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값이 작아져 설정반경을 넘어가면 값이 할당되지 않으
며, 각각의 지점값들이 합쳐져서 일정 영역에 대한 공간밀도값을 부여해 주는 분석방법
- 특정 지역 내에서의 군집화 정도를 추정할 수 있기에 소형·중형·대형아파트의 거래 군집
지역을 탐색할 수 있음
- 공간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위치를 포인트(point) 형태로만 나타낼 경우 거래 집중 지역
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커널밀도 방법을 통해 거래 집중 지역을 파악

∙ 중형아파트 가격을 따라잡고 있는 소형아파트의 공간 변화 분석: ArcGIS10.2를 활용하여
공간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1)중 하나인 크리깅 보간법(Kriging Interpolation)2)
으로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중형아파트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공간상에
서의 분포 패턴을 분석

∙ 주택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의 분석: Arc GIS의 Hot Spot Analysis (Getis-Ord Gi*)3)분
석방법을 적용하여 주택 가격 변동이 집중되는 지역을 파악, 핫스팟 분석의 경우 주택 규모별
로 분석하지 않고, 지역을 따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수행하였음
* 규모별로 분석 시 재고아파트의 수가 집중되어 있는 특정 지역으로만 핫스팟이 탐지됨을
발견하여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1) 공간 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은 특정 지점(point)의 값을 관측한 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리 등과 같은 인자에 대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샘플이 추출되지 않은 지점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며 대표적으로 IDW(역거리 가중법), Kriging(크리깅
보간법) 등이 있음.
2) 크리깅 보간법은 주변의 관측값들의 선형조합으로 관심 있는 지점에서의 속성값을 예측하는 통계학적 방법.
3) 무작위한 공간 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집된 패턴을 찾을 수 있는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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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의 공간상 변화 분석: Arc Scene을 활용하여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 변동률의 변화를 고차원화하여 분석함

∙ 분석지역 중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아파트 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공간 분포를 나타
낼 때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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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초통계분석
1) 아파트 거래 동향
∙ 2009~2018년 기간 동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012년을 기준으로 빠르게 증가한 후
2015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흐름을 보임
- 소형과 중형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인하여 대형아파트가 중형과 소형아파트에 비하여 거
래량이 적음
- 분석 시작 시점부터 중형아파트보다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았지만 2012년을 기준으
로 중형아파트의 거래량이 소형아파트 거래량보다 높아짐
- 대형아파트는 소형과 중형에 비하여 거래량이 작고 거래 변동폭도 완만

∙ 수도권별 거래량 변화 패턴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5년에 다소 감
소, 재고주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거래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과 인천의 순
- 인천의 경우 경기와 서울에 비하여 거래량 변동폭이 크지 않고 완만함
그림 1 2009~2018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규모별 가격 증감률

아파트 규모별 거래량 변화

단위: %

수도권 지역별 거래량 변화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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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2년으로 약 15만 건이며 2012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여 2015년 약 36만 건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다가 2016년
부터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
- 거래폭이 가장 크게 감소한 해는 2010년으로 2009년 대비 45% 이상 감소하였으며 거래폭
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2013년으로 2012년 대비 35% 이상 증가
- 경기도와 서울의 경우 2012년도에 거래량이 각각 약 9만 건, 약 4만 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인천의 경우 2010년 약 2만 건의 거래량으로 10년간 거래량이 가장 낮음
표2

2009~2018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거래량(매매)

연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단위: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 합계

2009

142,652

73,657

25,817

242,126

2010

101,172

44,511

19,891

165,574

2011

131,755

54,650

22,676

209,081

2012

94,590

41,069

20,566

156,225

2013

147,064

68,140

34,446

249,650

2014

172,375

85,558

42,172

300,105

2015

200,674

120,055

49,097

369,826

2016

175,055

110,222

42,968

328,245

2017

154,049

105,211

36,598

295,858

2018

151,669

81,345

30,384

263,398

합계

1,471,055

784,418

324,615

2,580,088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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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09~2018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규모별 거래량(매매)

연도

소형아파트

중형아파트

단위: 호

대형아파트

전체 합계

2009

110,752

95,964

35,410

242,126

2010

73,701

66,917

24,956

165,574

2011

94,978

84,384

29,719

209,081

2012

66,340

64,971

24,914

156,225

2013

98,931

108,246

42,473

249,650

2014

119,432

126,692

53,981

300,105

2015

145,684

159,721

64,421

369,826

2016

129,738

140,368

58,139

328,245

2017

115,140

125,547

55,171

295,858

2018

98,422

113,723

51,253

263,398

합계

1,053,118

1,086,533

440,437

2,580,088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활용.

∙ 60㎡ 이하 소형아파트와 60㎡ 초과 85㎡ 이하의 중형아파트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85㎡를 초과하는 대형아파트는 전체 거래량의 17%로 소형과 중형
아파트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소형아파트는 중형아파트에 비하여 거래율4)이 높았으나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중형아파
트 거래율이 소형아파트의 거래율을 추월
-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 2017년 1월부터 2017년 4월에 한시적으로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이 중형아파트보다 증가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중형아파트 거래율이 높음

4) 거래량을 전체 거래 아파트 수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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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9~2018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규모별 월별 거래율 변화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활용.

∙ 대형아파트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서로 반대의 패턴
을 보이고 있으며 중형아파트 거래 변동폭은 크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 대형아파트는 2009년 12월부터 약 1년간 거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2월
거래율이 20.9%까지 상승한 반면 같은 시기 소형아파트의 거래율은 최대 52%에서 39%까
지 감소
- 대형아파트는 2010년 12월 이후 14%대로 거래율이 감소하였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태
로 지속되다가 2012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거래율이 17% 대로 증가

∙ 직장 출퇴근 등이 용이한 역세권 주변을 선호하는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아파
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신규 공급 소형아파트의 부족으로 소형아파트 품귀현상이 발생해
중형아파트 거래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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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9~2018년 경기도 지역 아파트 규모별 월별 거래율 변화

그림 4 2009~2018년 서울 지역 아파트 규모별 월별 거래율 변화

그림 5 2009~2018년 인천 지역 아파트 규모별 월별 거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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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실거래 가격 동향
∙ 서울 평균 실거래 가격이 가장 높고, 경기도와 인천의 순
- 수도권 지역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격은 425만 원/㎡로 나타남,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울의 소형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656만 원/㎡로 경기도(345만 원/㎡)보
다 약 1.9배 높고, 인천 소형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격은 285만 원/㎡로 수도권 중 평균
실거래 가격이 가장 낮음
- 60㎡ 초과 85㎡ 이하 중형아파트의 수도권 평균 실거래 가격은 428만 원/㎡, 지역별로 보
았을 때 서울의 중형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619만 원/㎡로 인천(295.3만 원/㎡)보다
2배 이상 높게 거래, 경기도 중형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35만 원/㎡
- 85㎡ 초과 대형아파트의 수도권 평균 실거래 가격은 480만 원/㎡,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
울의 대형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709만 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기
373만 원/㎡, 인천 330만 원/㎡
표 4 2009~2018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당 평균 실거래 가격(매매)
소형

중형

단위: 만 원

대형

경기

서울

인천

평균

경기

서울

인천

평균

경기

서울

인천

평균

전체
평균

2009

286

615

264

369

324

597

285

409

393

729

305

514

406

2010

285

595

261

355

306

586

276

381

372

716

314

481

384

2011

301

574

262

361

312

559

273

375

370

657

306

450

380

2012

294

574

256

359

302

536

258

359

336

633

309

417

368

2013

315

565

259

374

316

531

261

369

337

628

309

411

378

2014

333

586

270

393

330

544

276

386

344

635

324

425

396

2015

358

625

287

431

349

576

296

418

356

647

328

448

428

2016

388

694

311

470

376

639

318

461

377

698

346

492

470

2017

422

780

325

525

411

736

334

521

411

804

358

560

530

2018

448

839

336

551

435

784

347

533

428

848

370

561

545

평균

345

656

287

425

351

620

295

429

374

710

330

480

436

구분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활용.

∙ 서울 60㎡ 이하 소형아파트 평균 ㎡당 실거래 가격이 중형아파트보다 높게 거래
- 서울 소형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격은 656만 원/㎡로 중형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 619
만 원/㎡보다 소형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중형아파트보다 높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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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이 중형아파트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선호, 노후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의 기대 심리, 상대적으로 투자
의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기인

∙ 시간이 지날수록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점차 축소
- 서울의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 ㎡당 평균 실거래 가격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으
나 2011년부터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의 ㎡당 가격 격차가 점차 감소
-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유사하게 소형아파트의 ㎡당 가격과 대형아파트의 ㎡당 가격의 차이
가 점차 줄어들며 2015년부터는 소형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격이 대형아파트의 가격보
다 높게 거래되는 구간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인천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처럼 소형아파트 ㎡당 가격이 중대형아파트 거래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소형과 중형아파트에 비하여 거래 변동폭이 큼

∙ 장동훈 외(2013)에 따르면 60㎡ 이하의 소형아파트는 교환가치 측면에서 중･대형아파트와
비교하여 투자가치가 높아 수요가 증가

∙ 김구회 외(2016)는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지수가 서울시 아파트 규모별 매매지수와 유사한
패턴으로 변동하고, 소형아파트의 가격 변화가 가장 크고, 대형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낮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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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9~2018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규모별 월별 실거래 가격 변동 추이

그림 7 2009~2018년 경기도 아파트 규모별 월별 실거래 가격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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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09~2018년 서울특별시 아파트 규모별 월별 실거래 가격 변동 추이

그림 9 2009~2018년 인천광역시 아파트 규모별 월별 실거래 가격 변화

3) 아파트 가격 변동률 변화
∙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전년도 실거래 가격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된 해는 2012년이며, 변동률은 –3.57 %
- 2009년 대비 2010년 가격 변동률 –0.26%, 2010년 대비 2011년의 가격 변동률 0.07%,
2011년 대비 2012년의 가격 변동률은 –3.57%, 2012년 대비 2013년 가격 변동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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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이며, 2014년부터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
- 2012년 수도권 주택 실거래 가격은 –3.57% 변동하였으며 대형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4.37%로 가장 크게 변동(소형아파트 –2.37%, 중형아파트 –3.97%)
-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 변동률은 2014년을 기준으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
로 실거래 가격이 증가한 해는 2018년으로 8% 이상 상승

∙ 수도권 지역 가격 변동률 패턴과 규모별 가격 변동률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분
하여 변동률 변화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그림 10> 참조)
표 5 2009~2018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당 평균 실거래 가격변동률 (매매)
구분
2010

소형

중형

단위: %

대형

경기

서울

인천

평균

경기

서울

인천

평균

경기

서울

인천

평균

-0.41

2.19

-2.10

-0.11

-1.38

1.78

-2.05

-0.55

-1.88

1.81

-0.33

-0.13

평균
-0.26

2011

2.37

2.40

-1.92

0.95

1.66

0.36

-1.66

0.12

-1.95

-1.07

0.44

-0.86

0.07

2012

-1.93

-1.64

-3.55

-2.37

-3.79

-3.87

-4.24

-3.97

-7.44

-3.91

-1.76

-4.37

-3.57

2013

0.93

1.28

-2.71

-0.16

-0.46

-1.59

-1.28

-1.11

-2.75

-4.67

-2.04

-3.15

-1.48

2014

4.56

3.65

4.64

4.28

4.12

3.20

4.23

3.85

1.99

3.32

2.21

2.51

3.55

2015

7.61

6.06

8.53

7.40

6.50

5.39

6.84

6.24

4.22

4.32

5.94

4.83

6.16

2016

7.49

10.87

8.54

8.97

5.06

8.65

7.03

6.91

3.42

6.36

4.11

4.63

6.84

2017

6.67

11.24

5.37

7.76

5.81

11.33

4.91

7.35

4.71

9.81

3.55

6.02

7.04

2018

5.82

17.41

2.22

8.48

6.39

15.82

2.77

8.33

7.41

14.15

4.67

8.74

8.52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활용.

∙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고 점차 증가,
인천의 경우 변동률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상승의 폭은 점차 감소(<그림 11> 참조)
- 서울시의 경우 모든 규모의 주택이 2013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면서 2018년
도에 서울 소형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17.41% 가장 크게 증가
- 경기도의 경우 2017년도에 변동률 상승값이 다소 주춤했지만 주택 가격 변동률이 지속적
으로 양(+)의 값을 가지고 증가
- 인천의 경우 변동률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2015년부터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소형
아파트의 경우 2015년 8.53%, 2016년 8.54%, 2017년 5.37%, 2018년 2.22%로 점차
증가폭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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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09~2018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당 평균 실거래 가격 변동률(매매)

수도권 지역 가격 변동률

소형아파트 가격 변동률

중형아파트 가격 변동률

대형아파트 가격 변동률

그림 11 2009~2018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당 평균 실거래 가격 변동률(매매)

수도권 지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

서울 지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

경기도 지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

인천 지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

실거래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변화분석 ․ 619

4)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의 관계
∙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 분석
- 허윤경(2008)은 서울의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 변동률 간에 상호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 첫째, 가격 변동률이 거래량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둘
째, 가격 변동률이 거래량 변동률 간에 쌍방으로 인과관계를 보이는 지역, 셋째, 쌍방 인과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구분, 분석결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가격 변동
률이 거래량 변동률 간 쌍방영향을 미치나 그 외 지역에서는 가격 변동률이 거래량 변동률
에 영향을 미침
- 임대봉(2014) 연구에서는 교차상관분석, 인과관계분석, 충격분석을 통하여 아파트 거래
량과 아파트 가격 간의 관련성을 규명, 교차상관분석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거
래량을 선행하고, 그 외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가격이 동행, 인과관계분석에서는
서울이 아파트 가격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양방향 인과관계 성립, 충격반응분석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충격은 아파트 거래량
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파트 거래량의 충격은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분석
- 선행연구 검토 결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거래량을 함께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거래량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경기와 인천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고 점차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지만 변동률이 점차 감소할 경우 거래량도 함께 감소
하는 것을 확인
-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고 점차 증가하면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
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으로 계속 증가하지만 거래량은 감소
하는 패턴을 확인

∙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5)
- 주택 거래량 감소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 또는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
는 사람의 수가 감소할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한 기대 심리와 부동산･대출 규제

5) 김지현 외(2016) 연구에 따르면 거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느꼈을 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매각을 연기하는 경우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거주 아파트의 체감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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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우려로 주택을 판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음
- 반대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경우는 주택 공급물량이 증가하거나, 부동산·대출 규제 예고
등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사전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경우 거래량
이 증가
그림 12 경기도 주택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 비교

소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그림 13 서울 주택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 비교

소형

그림 14 인천 주택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 비교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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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09~2018년 소형아파트 가격 변동률과 아파트 거래 관계

그림 16 2009~2018년 중형아파트 가격 변동률과 거래 관계

그림 17 2009~2018년 대형아파트 가격 변동률과 거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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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파트 가격의

공간상 패턴 변화 분석

1) 규모별 거래 집중 지역 탐색
∙ 분석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이며, 실거래 자료를 가지고 상세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아파트의 거래 집중 지역 분석

∙ 공간상에 뿌려진 거래 포인트의 밀도 분석을 위해 실거래 자료 내 아파트 단지 주소 정보를
지오코딩 툴을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로 변환한 후 Arc GIS의 커널밀도분석방법을 적용

∙ 커널밀도 분석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10년간 소형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공간상에 표출하면 <그림 18>과 같음

∙ 2009년부터 10년간 소형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의 경우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지역 등 서남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천의 경우 부평구, 남구(현재 미추홀구) 등, 경기
도는 부천시, 안양시 등에서 소형아파트의 거래가 집중 분포

∙ 소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은 크게 경기도 부천과 수원,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서울 구로구
와 금천구 등으로 나타남.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형아파트의 거래 집중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안양시(호계동, 비산동, 안양동 등), 군포시(산본동, 당동 등), 수원시(매탄동, 영통동
등), 부천시(중동, 상동 등), 인천 부평구(갈산동, 산곡동, 부평동 등), 계양구 등, 서울 구로구
(가산동, 철산동, 구로동), 노원구(상계동, 월계동, 창동) 등

∙ 10년간의 소형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 집중 지역에 대한 상세한
파악은 어려웠고,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소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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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했을 경우 2009년 당시 수원시가 소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으
로 확인되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의 집중 정도가 옅어지는 것을 확인

그림 18 10년간 소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2009~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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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소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 시계열 변화

2011

2013

2015

2017

∙ <그림 20>은 중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소형아파트 거래 집중에 비해 도심
권 안쪽으로 거래 집중 포인트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 강서구 일대와 마포 및 서대문구 일대, 강동구 일대로 중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확인

∙ 중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은 크게 경기도 수원, 부천, 인천은 부평구, 서울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 등으로 나타남.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형아파트의 거래 집중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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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신월동, 신정동, 목동 등), 강서구 (화곡동, 염창동, 방화동 등), 강동구(천호동,
길동 등), 경기 안양시(안양동, 호계동), 수원 (탑동 등), 부천(역곡동 등), 인천은 남구 (주안
동 등), 부평구(부평동 등)

∙ 10년간의 중형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 집중 지역에 대하여 상세하
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중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
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했을 경우 안양시의 거래 집중 지역이 확인
그림 20 10년간의 중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2009~2018년)

∙ 중형아파트의 경우 소형아파트와 거래 집중 패턴이 다소 유사하나 거래량 분포범위가 소형
아파트에 비하여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수원시 매탄동, 영통동과 가까운 경
기도 화성시 능동, 진안동, 망포동에서 중형아파트의 거래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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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우 소형아파트 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구로구와 가까운 양천구 신정동, 목동 등에
서 중형아파트 거래가 집중되어 있으며, 송파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중형아파트의 집중 거
래가 확인됨
- 인천의 경우 부평구 쪽으로 중형아파트의 거래가 집중되어 있음
그림 21 중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의 변화(2009~2018년)

2009

2011

2015

2017

∙ <그림 22>는 대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소형, 중형아파트의 거래 집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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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래 집중 지역은 주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가장 크게 거래가 집중되어 있고
양천구와 송파구도 거래 집중 지역으로 확인

∙ 대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등으로 나타났으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
하여 대형아파트의 거래 집중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 서초구(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등), 강남구(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등), 양천
구(목동, 신전동, 신월동 등), 송파구(가락동, 방이동, 풍납동 등)
- 그 외에 경기도 용인시(죽전동, 상현동 등), 성남시(정자동 등), 고양시(일산동 등)

∙ 10년간의 대형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형과 마찬가지로 거래집
중 지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대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음
- 특히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했을 경우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 고양시의 거래 집중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22 대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2009~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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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대형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의 변화(2009~2018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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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아파트! 중형아파트와의 가격을 따라잡다
∙ 1장에서 서울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실거래 가격이 중형아파트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거래
되고 있음을 기초통계값으로 확인하였고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중형아파트보다 높게 거래되
는 지역을 공간상에서 확인

∙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 주변을 선호하는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사이즈의 아파트 공급은 제자리로 도심지역에서 소
형아파트의 품귀현상 발생

∙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은 소형규모 주택을 찾는 1인 가구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큰 지역에서 다소 투자의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 구매를 원하는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됨6)

∙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중형아파트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음
- 2009년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 전역, 하남시와 그 일대인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이촌동, 송파구 송파동 등에서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중형아파트보다 높게 거래되었음을 확인
- 경기도 과천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은 분석시기 모두 소형아파트 가격우세지역
- 2011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일대, 서울 송파 잠실동 일대에서 차이가 확인, 시간이 경과
할수록 과천시와 하남시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중형아파트 가격과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 중구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중
형아파트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기도 과천과 하남시 지역은 지속적인 것
으로 확인
- 소형아파트와 중형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점차 줄어들거나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중형아
파트의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도 과천지역 일대, 경기도 하남시 일
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송파구 잠실동 지역으로 판단

6) 장동훈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60㎡ 이하의 소형아파트는 투자대상으로서의 교환가치가 높아 경제원칙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대응한 공급의 증가로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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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형아파트 가격을 따라잡은 소형아파트들의 공간 분포

단위: 만 원/㎡

<2009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2010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2011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2012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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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2014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2015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2016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2017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2018년 중형아파트-소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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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
∙ 주택 가격 변동률 기초통계 분석결과 2013년까지 가격 변동률이 음(-)의 값으로 전년대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14년부터는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
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특징은 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였으나 분석범위를 경기, 서울, 인천으로 구
분하였을 때 변동률 특징 지역별로 서로 다름을 확인
- 서울과 경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변동률이 양(+)의 값으로 상승하고, 인천의
경우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나 상승폭이 점차 감소

∙ 2장에서는 변동률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 등의 일반적인 특징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주택 가
격 변동이 집중된 지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변동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Hot Spot Analysis
(Getis-Ord Gi*) 수행

∙ 세 개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규모별 패턴이 동일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주택
규모별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음

∙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을 주도하는 지역 탐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강남구 신사동과 논현동이 2010년에 주택 가격 변동을 주도
하는 핫스팟 지역으로 탐색
- 2010년 이후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는 가격 변동 주도 지역인 핫스팟 지역으로 연속해서
탐지되면서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강동구 등촌동 일대도 핫스팟
지역으로 탐지
- 핫스팟과 반대되는 개념인 콜드스팟으로 감지된 지역은 2010년 당시 탐지되지 않았으며,
2011년부터 강서구 화곡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일대에서 콜드스팟 지역이 탐지, 범위
가 점차 확대
- 2016년부터 서울시 주택 가격 변동 주도 지역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요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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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1년 서울시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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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012년 서울시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그림 27 2014년 서울시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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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016년 서울시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그림 29 2018년 서울시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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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택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 탐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0년 당시 경기도의 주택 가격 변동 주도 지역은 부천시 역곡동 일대, 수원시 매탄동과
탑동 일대, 화성시 진안동, 능동, 반송동 등에서 핫스팟 지역이 감지
- 2014년까지는 핫스팟 지역의 범위가 크지 않고 국지적으로 탐지
그림 30 2010년 경기도 가격 변동 핫스팟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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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경기도 지역의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대표적인 지역은 안양시
평촌동, 호계동, 관양동 등, 의왕시 포일동, 내손동 등
- 성남시의 운중동, 백현동, 군포시 당정동, 산본동 등, 고양시 일산동, 주교동 등에서 가격
변동 주도 핫스팟 지역이 탐지
- 핫스팟과 반대되는 개념인 콜드스팟으로 감지된 지역은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이동읍, 오
산시 갈곶동 등
- 2010년 당시 핫스팟지역으로 탐지된 지역인 화성시 일대가 2015년에 콜드스팟 지역으로
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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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15년 경기도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 경기도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이 점차 수도권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 2018년 경기도 지역의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은 성남시 정자동, 수내동, 분당동, 이매동
등 분당구 일대 전역에서 가격 변동 주도 핫스팟 지역으로 탐지
- 안양시 호계동, 평촌동, 비산동 등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핫스팟 지역으로 탐지
- 핫스팟과 반대되는 개념인 콜드스팟으로 감지된 지역은 안성시 당왕동, 평택시 합정동, 화
성시 병점동 등 2015년도 콜드스팟 지역과 유사

실거래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변화분석 ․ 639

그림 32 2018년 경기도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 인천의 주택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 탐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0년 당시 인천 가격 변동 주도 지역은 현재는 미추홀구인 남구 도화동, 주안동 일대
이며, 부평구 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가격 변동 주도 핫스팟 지역 탐지
- 핫스팟과 반대되는 개념인 콜드스팟으로 감지된 지역은 부평구 청천동, 계양구 계산동, 효
선동 일대이며, 서구 연희동, 석남동, 가좌동에서 콜드스팟 지역이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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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0년 인천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 인천지역은 2015년에 부평구 산곡동과 중구 운서동, 서구 마전동 등이 새로운 핫스팟 지역
으로 탐지
- 2010년 당시 핫스팟 지역으로 탐지되었던 부평구 부평동과 미추홀구 주안동, 도화동 등은
2015년에 핫스팟과 반대되는 개념인 콜드스팟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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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15년 인천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 인천은 가격 변동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임
∙ 주택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은 군집범위가 작고 불규칙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학익동 등 지역은 핫스팟지역과 콜드스팟지역
- 그 외 지역은 주택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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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18년 인천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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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의 공간상 분포
∙ 주택 거래량과 변동률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이면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음(-)의
값이면 주택 거래량이 감소,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진 상태로 변동폭이 감소
하면 주택 거래량이 감소
-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경기와 인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 변
동률이 양(+)의 값으로 증가하지만 주택 거래량은 감소하는 별도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음

∙ 주택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의 변화 패턴을 공간상에 표출하기 위하여 Arc Scene의 3D기법
을 활용하면 공간상의 가격 변화 패턴과 거래량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분석단위는 행정동 단위이며, 아파트가 분포해 있는 행정동만 해당
- 앞서 변동률과 거래량의 변화 패턴이 규모별로 유사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주택 규모별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지역 단위의 시계열 변화만 분석
- 각 행정동별로 거래량과 변동률을 계산한 후 거래량은 행정동 폴리곤을 돌출 시켜 거래의
정도를 표시하였고, 변동률은 폴리곤의 색상을 달리하여 변동의 정도를 표시
- 행정동 폴리곤의 색깔은 붉은 계열일수록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으로 증가하는 것
을 나타내며, 파란 계열에 가까워질수록 주택 가격 변동률이 음(-)의 값으로 하락함을 나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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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12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의 공간 분포(돌출높이=거래량)

∙ 2012년은 분석 수행 기간 중 전년 대비 주택 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해로 분석
지역 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나타내는 푸른색 계열이 나타남
- 주택 거래량의 돌출 높이가 낮고 주택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지역은 강남구 세곡동, 청담
동 그리고 중구 장충동, 종로구의 평동 등이며 거래량의 돌출높이가 크고 주택 가격 변동률
이 음(-)의 값을 가진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일대
- 거래량의 돌출정도가 높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정남면과 안성시 죽산면
- 그 외 주택 가격 변동률이 –28% 이상인 지역의 경우 거래량의 돌출높이가 매우 낮음

∙ <그림 37>은 2014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2장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시기
- 수도권 전역으로 변동률이 1 % 상승한 지역으로 표시되며 1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서초구 신원동, 은평구 역촌동, 마포구 동교동, 인천 중구 등으로 붉은색으
로 표시, 거래량의 돌출높이가 높지 않음
- 주택 변동률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량의 돌출 정도가 높은 지역은 인천 서구
마전동, 중구 중산동,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고양시 내유동, 파주시 야동동 등으로 경기와
인천지역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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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014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의 공간 분포(돌출높이=거래량)

그림 38 2016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의 공간 분포(돌출높이=거래량)

∙ 2014년도 이후부터 주택 가격 변동률이 붉은 계열로 표시된 지역이 서울을 주변으로 점차
확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우면동, 송파구 잠실동, 풍납동 지역은 거래량의 돌출높이가 높고 주
택변동률도 15% 이상 상승한 지역
- 경기 평택과 화성시, 안성시 일대는 2014년도에 비하여 가격 변동률이 음(-)의 값을 가지
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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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2018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의 공간 분포(돌출높이=거래량)

∙ <그림 39>는 2018년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률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거래량의 돌출높이가 낮고, 주택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서울시 전역 대부분
지역으로 붉은 계열로 나타남
-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 춘군동, 교산동과 경기도 성남시 갈현동, 야탑동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의 돌출높이가 높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15% 이상인 지역으로 붉은 계열로 나
타나고 있음
- 주택 가격 변동률이 음(-)의 값을 가진 지역으로 표시되는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 일대가
푸른 계열로 표시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2014년도에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져 붉은 계열로 표시되었던 지역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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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n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실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에 대하여 분석
n 분석 내용은 아파트 규모별 거래량, ㎡당 실거래 가격, 매매가격 변동률, 변동률과 거래량의 관계
에 대한 기초 통계값을 분석하고, 매매 아파트 단지의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항목에 대한 공간
상 분포 패턴을 확인
n 분석결과, 아파트 매매 거래 패턴은 지역별로, 규모별로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남
n 주택 거래량의 규모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패턴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규모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
- 2009년 당시 소형아파트의 거래 비율이 중형아파트보다 높았으나 2013년부터 중형아파
트의 거래비율이 소형아파트를 앞서가게 됨
- 대형아파트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반대의 거래 패
턴이 확인되나 대형아파트의 거래량은 다소 완만함

n 주택 가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2011년을 기점으로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대형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점
차 축소
-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소형아파트는 중형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 공간 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 툴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와 중형아파트의 가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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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 패턴을, 크리깅 보간법으로 소형아파트 가격이 중형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
래되는 지역을 공간상에서 확인
-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은 소형규모 주택을 찾는 1인가구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큰 지역에서 투자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 구매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
로 판단

n 주택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

∙ 주택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률이 음(-)의 값을 가지는 지역
- 분석을 시작한 2012년 시점에는 주택 거래량이 적고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발견
할 수 있었음
- 이러한 특징을 보인 지역은 주로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어 있음

∙ 주택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는 지역
- 2014년부터 주택의 거래는 적지만 주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발견 할
수 있었음
- 서울 강남, 서초, 잠실 등 일대에서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거래량이 많고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는 지역
-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 안성시 지역이 있음
- 해당 지역들은 2014년까지는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나
2016년부터는 주택 거래가 있어도 주택의 가격은 다소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n 본 연구는 지역적인 특징, 주요 정책 입안 시기 등 이론 및 경제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 변화로만 접근하여 아파트 시장의 변화 패턴을 공간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주택구입 수요자에게 최적의 주택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자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거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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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택 가격 급등 지역과 주택 거래 집중 지역의 판별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요약서로 공간
상 불균형 지역을 판단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향후 좀 더 면밀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확장과 더불어 분석단위의
세분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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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n 과거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은 주로 주택물량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100.7%)하며 주택 재고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 주택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주택소유 및 주거수준의 격차가 나타
나고 있음

∙ 2017년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은 103.3%인 반면, 수도권은 98.3%, 특히, 서울의 경우
96.3%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국토교통부 통계누리1))

∙ ‘상위 1% 다주택자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
만 채로 10년 전보다 54만3,000채가 증가했으며,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로 증가했음(경향신문 2019)

∙ 또한,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의 절반 이상은 다주택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060만 가구에서 2018년에는 1,300만 가구로 240
만 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주택 공급은 1,510만 채에서 2,000만 채로 490만 채
가 늘었다. 주택공급이 490만 채 늘어날 때 주택 보유가구는 240만 가구 증가한 것에
그친 것을 보면 250만 채는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이다.” (경향신문 2019)

∙ 반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005년
0.4%(5.7만 가구)에서 2018년 2.3%(45.6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음(통계청 2005; 2018)

n 이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주거양극화, 즉, 주거서비스
및 주택자산 상･하위계층 간 격차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와 각 지표별 상･하위계층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1)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2019년 9월 2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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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거양극화의 정의와
측정방법

n 일반적으로 양극화(polarization)란 사회 내부에서 중간층이 소멸하고, 상층과 하층이 분리되고 분
열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김원식 2013), 주거양극화는 ‘주거격차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음

∙ 윤주현, 김혜승, 박천규(2006)는 주거양극화를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택자산의 격차 및 이
의 확대”로 정의하였음

n 양극화의 측정방법에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10분위분배율(Decile Distribution
Ratio), Wolfson 양극화 지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은 주로 소득의 분배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임

∙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지표로서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의 비율로 작성하
며, 로렌츠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순위에 따른 인구의 누적백분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소득
의 누적 백분율을 나타냄. 이때 대각선인 완전균등선과 반달모양의 로렌츠곡선이 만드는 면
적을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 지니계수이며, 이 값은 0(완전균등)부터 1
(완전불균등)의 값을 가지게 됨(이진경 2013).

∙ 10분위분배율은 소득 하위 40%의 점유율을 상위 20%의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0~2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Wolfson의 양극화 지수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을 가진 인구계층으로 정의하고, 소득이 중위
소득으로부터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소득 양극화가 커진다고 정의하고 있음(윤주현, 김혜승,
박천규 2006)

n 윤주현, 김혜승, 박천규(2006)는 주거양극화의 측정을 위해 하위 20% 및 상위 20%의 점유율을
비교하는 5분위분배율을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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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위분배율은 10분위분배율과 유사하게 전체 가구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예: 주거면적,
주택가격 등)의 크기에 따라 정렬하고, 10등분한 후, 하위 20%가구의 점유율을 상위 20%가
구의 점유율로 나눈 값임

∙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계층과 상위 20%계층의 점유율을 비교하나, 5분위분배율을 상
하위 각각 20%계층의 점유율을 비교함으로써 양극단 계층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음

n 이 연구에서는 윤주현, 김혜승, 박천규(2006)의 주거양극화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차용하여 주거
양극화의 추이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주거양극화는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택자산의 격차 및 이의 확대로 정의(윤주현, 김혜승, 박
천규 2006)하고, 주거서비스 수준은 가구전용면적, 1인당 주거면적, PIR, RIR의 지표로 측
정하며, 주택자산은 주택가격 및 평당 주택가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함
표 1 주거양극화 지표의 의의 및 측정방법
구분

주거서비스
지표

지표

의의

측정방법

양적지표

가구전용면적

가구의 주거 소비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질적지표

1인당 주거면적

개인의 주거 소비량,
주거밀도

가구전용면적

가구원수

PIR

주택구입부담(자가)

자가가구주택가격

가구연소득

RIR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

월전환임대료

월평균가구소득

주택가격(자가)

주택자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현재주택가격

평당
주택가격(자가)

단위면적당 주택자산

주택가격

가구전용면적

주거비
부담지표

주택자산

자료: 윤주현, 김혜승, 박천규(2006, 1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 연구의 5분위분배율은 아래와 같음(윤주현, 김혜승, 박천규 2006)
최하위 계층의점유율

5분위분배율 =   
최상위 계층의점유율

∙ 5분위분배율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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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또한, 주거양극화의 추이 및 지표별 상･하위계층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8~2018년까
지의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였음

∙ 주거양극화 추이 분석 시 지역 구분은, 전국을 우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자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다시 동부(도시)와
읍･면부(농촌)로 구분하였음

∙ 각 지표별로 상·하위계층 가구의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별, 소득계층별 분포를
통해 상･하위계층별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음
※ 지역 구분: 서울, 인천·경기, 지방광역시, 도 지역
※ 가구주연령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 주택유형 구분: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주택이외의 거처
※ 소득계층 구분2): 저소득(1~4분위), 중소득(5~8분위), 고소득(9~10분위)

2) 소득계층구분은 2008년과 2018년의 주거실태조사의 소득구분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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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근 10년 주거양극화 추이

n 이 장에서는 최근 10년간 주거양극화 추이를 주거면적(가구의 주거 소비량), 1인당 주거면적(개
인의 주거 소비량, 주거밀도), PIR(자가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RIR(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정
도), 주택가격(주택자산), 평당 주택가격(단위면적당 주택자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1) 주거면적
■ 주거면적의 5분위분배율은 2008년 0.715에서 2018년 0.745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주거면
적 상･하위 20% 가구 간의 주거면적 격차는 커지는 추세에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거면적 격차가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동(洞)부
의 주거면적 5분위분배율이 0.770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 반면, 비수도권 읍·면부의 주거면적 5분위배율은 2008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주거면
적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주거면적의 5분위분배율
구분
전국
수도권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0.715

0.736

0.702

0.749

0.739

0.736

0.745

0.734

0.749

0.717

0.771

0.764

0.751

0.765

수도권_동부

0.736

0.752

-

0.775

0.770

0.758

0.770

수도권_읍·면부

0.677

0.671

-

0.679

0.639

0.642

0.651

0.693

0.719

0.688

0.723

0.703

0.716

0.719

비수도권_동부

0.709

0.738

-

0.747

0.727

0.736

0.740

비수도권_읍·면부

0.653

0.656

-

0.640

0.636

0.638

0.641

비수도권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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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주거면적은 주거면적 상･하위 20% 가구 모두에서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주거실태조사의 주거면적 조사방법 차이3)로 인한 주거면적의
감소 효과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평균주거면적의 감소폭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
도권의 주거면적 상･하위가구의 평균주거면적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3 주거면적 상･하위 20%가구의 평균 주거면적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하위20%

32.3

30.2

36.2

30.1

30.4

28.0

27.4

상위20%

113.6

114.3

121.5

119.8

116.3

106.0

107.4

하위20%

30.8

28.2

34.9

28.1

28.0

26.0

24.5

상위20%

115.6

112.3

123.1

122.7

118.3

104.3

104.5

수도권_ 하위20%
동부 상위20%

30.2

27.4

-

27.6

27.3

25.2

23.9

114.3

전국
수도권

110.6

-

122.4

118.9

103.9

103.8

수도권_ 하위20%
읍·면부 상위20%

41.1

41.5

-

40.8

40.5

39.1

39.8

126.8

125.7

-

126.6

111.2

109.3

112.8

하위20%

34.3

32.6

37.4

32.4

34.0

30.6

30.9

상위20%

111.8

116.1

119.8

116.8

114.4

107.5

110.0

비수도권 하위20%
_동부 상위20%

32.5

30.3

-

30.2

31.5

28.6

28.7

111.5

115.9

-

119.4

115.2

108.3

110.3

39.0

39.9

-

39.4

40.9

38.0

39.3

112.4

116.1

-

109.3

112.1

105.1

109.2

비수도권

비수도권 하위20%
_읍·면부 상위2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2) 1인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은 가구당 주거면적보다 상･하위가구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음

∙ 2018년 전국 기준 1인당 주거면적 5분위분배율은 0.772로, 가구당 주거면적의 0.745에
비해 높게 나타남

3) 2017년 주거실태조사부터 가구의 주거면적 조사 시 공동주택 주거면적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에
비해 주거면적이 작게 나타났음. 응답자의 응답을 통해 조사할 경우 분양면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 응답자의 응답이 행정자료에
비해 넓은 것으로 보임(국토교통부 2018). 따라서 주거면적의 시계열 비교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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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주거면적의 전국 기준 5분위분배율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동(洞)부에 비해 읍･면부의 1인당 주거면적의 격차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1인당 주거면적의 5분위분배율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전국

0.779

0.791

0.781

0.778

0.777

0.778

0.772

수도권

0.762

0.773

0.770

0.774

0.767

0.769

0.766

수도권_동부

0.756

0.769

-

0.772

0.766

0.767

0.763

수도권_읍·면부

0.796

0.790

-

0.776

0.771

0.776

0.772

0.786

0.797

0.786

0.776

0.778

0.777

0.765

비수도권_동부

0.768

0.782

-

0.773

0.768

0.764

0.754

비수도권_읍·면부

0.805

0.813

-

0.781

0.793

0.794

0.779

비수도권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2018년 1인당 주거면적 상･하위 20%가구의 의 평균 주거면적은 2008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
였으나, 하위 가구는 1.7㎡ 증가한 반면, 상위가구는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면적
의 증가는 상위 계층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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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인당 주거면적 상·하위 20%가구의 평균 1인당 주거면적
단위: ㎡

구분
전국
수도권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하위20%

12.2

12.0

13.7

14.6

14.4

13.5

13.9

상위20%

55.0

57.5

62.6

65.7

64.8

60.9

61.0

하위20%

11.7

11.4

13.1

13.8

13.5

12.6

12.8

상위20%

49.1

50.3

57.0

28.4

58.1

54.4

54.4

수도권_ 하위20%
동부 상위20%

11.5

11.2

-

13.6

13.4

12.4

12.6

47.3

48.5

-

59.6

57.3

53.2

53.1

수도권_ 하위20%
읍·면부 상위20%

13.7

13.9

-

16.9

15.5

14.9

15.7

67.0

66.1

-

74.8

66.1

66.0

68.8

하위20%

12.7

12.7

14.3

15.5

15.5

14.8

15.6

비수도권

상위20%

59.2

62.8

66.9

69.0

69.6

66.3

66.5

비수도권 하위20%
_동부 상위20%

12.4

12.2

-

15.2

15.2

14.4

15.3

53.5

56.0

-

66.7

65.5

61.3

62.0

비수도권 하위20%
_읍·면부 상위20%

13.5

14.3

-

16.4

16.4

15.8

16.7

69.0

76.4

-

74.3

78.9

76.5

75.6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3)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to Income)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주택가격의 상대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자가 거주자의 주택
구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임(국토교통부 2018, 271)
■ PIR의 전국 기준 5분위분배율은 2008년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0.93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이나, 2018년에도 0.89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洞)부에 비해 읍･면부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읍･면부에 비해 동(洞)부의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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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IR의 5분위분배율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전국

0.934

0.921

0.908

0.902

0.895

0.894

0.898

수도권

0.905

0.887

0.890

0.894

0.887

0.884

0.893

수도권_동부

0.896

0.882

-

0.894

0.886

0.884

0.890

수도권_읍·면부

0.951

0.903

-

0.895

0.876

0.860

0.894

0.915

0.901

0.902

0.894

0.888

0.886

0.886

비수도권_동부

0.894

0.876

-

0.882

0.881

0.872

0.881

비수도권_읍·면부

0.935

0.927

-

0.909

0.898

0.907

0.892

비수도권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PIR 하위계층의 평균값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인데 반해, 상위계
층의 평균값은 연도별로 비교적 크게 변동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7 PIR 상･하위 20% 가구의 평균 PIR
단위: 배

구분
전국
수도권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하위20%

1.5

1.5

1.8

2.1

2.3

2.2

2.3

상위20%

22.4

18.3

19.9

21.2

21.8

20.9

22.6

하위20%

3.0

2.8

2.8

2.8

3.1

3.0

3.1

상위20%

31.9

25.2

25.8

26.7

27.3

26.3

29.0

수도권_ 하위20%
동부 상위20%

3.3

3.1

-

2.9

3.2

3.2

3.3

31.9

25.9

-

27.3

28.2

27.1

29.9

수도권_ 하위20%

1.5

1.8

-

2.2

2.1

2.3

2.0

읍·면부 상위20%

30.9

17.9

-

20.5

16.8

18.2

18.9

하위20%

1.2

1.1

1.5

1.8

2.0

1.9

2.0

상위20%

14.0

11.5

15.2

16.8

17.4

16.6

17.5

비수도권 하위20%
_동부 상위20%

1.6

1.5

-

2.1

2.2

2.2

2.2

15.1

12.0

-

17.9

18.3

17.4

18.4

비수도권 하위20%
_읍·면부 상위20%

0.8

0.8

-

1.3

1.6

1.4

1.7

12.1

10.6

-

14.6

15.2

14.7

15.3

비수도권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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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능력 및 주거비 지불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임(국토교통부 2018, 243)
■ RIR의 전국 기준 5분위분배율은 2014년까지 상승하다 2016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로 2018년
0.860을 나타냄

∙ RIR의 5분위분배율은 PIR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월세보다 주택가격의 격차가 더욱
심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또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내에서는 동(洞)부보다 읍·면부의 5분위분
배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IR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및 동(洞)부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임
표 8 RIR의 5분위분배율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전국

0.875

0.876

0.882

0.886

0.872

0.861

0.860

수도권

0.858

0.854

0.880

0.880

0.866

0.847

0.851

수도권_동부

0.856

0.853

-

0.881

0.865

0.844

0.848

수도권_읍·면부

0.888

0.870

-

0.871

0.878

0.860

0.879

비수도권

0.882

0.887

0.862

0.878

0.867

0.869

0.859

비수도권_동부

0.875

0.878

-

0.878

0.858

0.868

0.857

비수도권_읍·면부

0.911

0.923

-

0.878

0.904

0.870

0.866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2018년 기준 RIR 상·하위 20%가구의 평균 RIR을 보면, 수도권 동(洞)부의 RIR 상위가구의
평균이 6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수도권 동(洞)부, 수도권 읍·면부, 비수도권 읍·면
부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수도권 내에서는 동(洞)부와 읍·면부의 RIR 상위가구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수도권 동(洞)부와 읍·면부의 RIR 하위가구 간 격차는 3.6%p, 상위가구 간 격차는 1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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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면, 비수도권 동(洞)부와 읍·면부의 하위가구 간 격차는 1.4%p, 상위가구 간 격차는
7.5%p로 수도권 내에서 동(洞)부 및 읍·면부의 RIR 상위가구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9 RIR 상·하위 20% 가구의 평균 RIR
단위 :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하위20%

8.2

7.9

8.5

8.9

7.7

7.9

7.8

상위20%

65.5

63.6

72.0

77.5

60.2

56.8

55.9

하위20%

9.9

10.0

10.1

10.7

9.1

9.3

9.1

상위20%

69.4

68.5

84.0

89.5

67.5

60.5

60.9

수도권
_동부

하위20%

10.1

10.1

-

11.0

9.2

9.5

9.3

상위20%

69.6

68.7

-

91.6

68.2

61.1

61.5

수도권
_읍·면부

하위20%

7.5

8.4

-

6.9

6.8

6.3

5.7

상위20%

65.0

64.0

-

53.3

54.7

44.6

45.9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하위20%

7.1

6.2

7.3

7.3

6.5

6.6

6.8

상위20%

59.7

55.0

52.9

59.7

48.5

50.3

47.9

비수도권
_동부

하위20%

7.5

6.5

-

7.5

6.9

6.8

7.0

상위20%

60.2

52.9

-

61.2

48.2

51.3

49.0

비수도권
_읍·면부

하위20%

5.2

5.0

-

6.1

4.8

5.8

5.6

상위20%

57.2

64.5

-

49.5

50.0

44.9

41.5

주: 전월세전환율은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 2016년 6.70%, 2017년
6.40%, 2018년 6.20%를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5) 주택가격
■ 자가가구의 현재 주택가격 5분위분배율은 2018년 기준 0.899로,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주거
수준 지표들 중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나 주택가격의 상·하위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가격 5분위분배율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임
∙ 2016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5분위분배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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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택가격의 5분위분배율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전국

구분

0.942

0.940

0.920

0.896

0.886

0.897

0.899

수도권

0.872

0.880

0.857

0.839

0.835

0.857

0.863

수도권_동부

0.854

0.869

-

0.823

0.822

0.851

0.857

수도권_읍·면부

0.903

0.885

-

0.860

0.820

0.812

0.817

0.915

0.917

0.901

0.882

0.876

0.885

0.875

비수도권_동부

0.818

0.856

-

0.812

0.821

0.835

0.836

비수도권_읍·면부

0.943

0.936

-

0.895

0.898

0.907

0.888

비수도권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주택가격 격차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비수도권 읍·면부의 주택가
격 5분위분배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비수도권 읍·면부의 경우 낙후된 주택이 많아 주택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윤주현, 김혜승, 박천규 2006)
■ 2018년 전국 기준 주택가격 상·하위 20% 간의 평균 가격 격차는 약 10배에 달함

∙ 주택가격 하위20%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6천 8백만 원, 상위20%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6억
7천만 원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하위 간 평균 주택가격 격차가 약 8억 원으로 비수도권의
3억 7천만 원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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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하위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가격
단위: 만 원

구분
하위20%

전국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884.9

3,372.6

4,567.2

5,088.5

6,215.8

6,138.5

6,767.5

상위20% 49,980.5 56,054.0 57,193.5 48,772.7 54,308.0 59,439.1 66,851.4

수도권

하위20%

9,108.0

9,746.6 11,183.4 10,460.3 11,606.1 11,335.8 12,710.1

상위20% 71,220.4 80,890.5 78,112.0 64,784.8 70,326.0 79,433.1 92,808.1

수도권_ 하위20% 10,783.2 11,050.8
동부 상위20% 73,846.2 84,267.3

-

11,833.3 12,959.3 12,367.6 13,795.0

-

66,873.3 72,775.5 82,652.3 96,315.2

수도권_ 하위20% 3,485.7 4,734.2
읍·면부 상위20% 35,701.4 41,025.3

-

4,809.5

-

34,006.2 33,075.4 37,732.7 37,532.1

비수도권

하위20%

1,904.2

2,331.6

3,179.5

3,774.0

5,973.3
4,714.4

7,084.9
4,618.7

6,971.7
5,312.5

상위20% 22,489.5 28,152.1 32,099.8 32,039.7 38,011.4 40,026.8 42,605.8

비수도권 하위20% 4,508.5 4,548.8
_동부 상위20% 24,778.6 31,591.0

-

6,563.1

7,435.9

-

34,930.2 41,497.4 43,882.1 46,420.1

865.6
1,160.0
비수도권 하위20%
_읍·면부 상위20% 15,257.2 18,010.2

-

2,127.0

-

20,171.5 26,472.8 26,895.7 30,180.7

2,716.5

7,241.6
2,504.6

7,595.7
3,390.6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6) 평당 주택가격
■ 전국 기준 평당 주택가격의 5분위분배율은 주택가격 5분위분배율과 마찬가지로 2016년까지
감소하다 그 이후부터 상승하고 있음

∙ 수도권의 평당 주택가격 5분위분배율은 2016년 이후 상승(0.776→0.787→0.813)하고 있
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락(0.853→0.850→0.845)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동(洞)부의 평당 주택가격 5분위분배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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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평당 주택가격의 5분위분배율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전국

0.928

0.920

0.899

0.863

0.857

0.868

0.876

수도권

0.816

0.823

0.817

0.790

0.776

0.787

0.813

수도권_동부

0.779

0.799

-

0.765

0.751

0.767

0.796

수도권_읍·면부

0.884

0.862

-

0.797

0.781

0.766

0.781

0.890

0.883

0.870

0.840

0.853

0.850

0.845

비수도권_동부

0.750

0.776

-

0.751

0.784

0.775

0.787

비수도권_읍·면부

0.931

0.923

-

0.863

0.890

0.887

0.869

비수도권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평당 주택가격 상･하위 20% 의 평균 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내의 동(洞)부와 읍･면부의
상위가구 간 격차는 2.6배, 비수도권은 1.4배로 나타나 수도권 내에서 동(洞)부와 읍･면부의
평균 평당 주택가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 상·하위 평당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평당 주택가격
단위: 만 원/㎡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하위20%

42.1

50.2

58.4

72.3

87.1

92.0

99.1

상위20%

580.4

627.5

580.8

529.1

610.3

698.2

799.1

하위20%

145.5

153.4

145.3

146.3

166.3

193.4

201.9

상위20%

789.6

866.4

791.0

696.3

742.7

908.3

1,077.4

수도권_ 하위20%

181.2

181.6

-

169.2

190.3

218.9

227.3

동부 상위20%

818.4

901.7

-

719.7

764.1

940.0

1,114.1

수도권_ 하위20%
읍·면부 상위20%

43.5

59.4

-

62.7

81.8

101.0

95.1

371.6

427.3

-

306.2

373.4

430.0

428.4

하위20%

28.6

35.5

41.9

55.0

67.1

68.9

77.4

상위20%

259.6

304.6

323.2

343.0

457.1

458.2

498.4

비수도권 하위20%
_동부 상위20%

69.3

72.9

-

91.7

105.8

111.1

113.7

276.9

325.7

-

368.9

488.9

493.1

534.6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하위20%

13.5

17.7

-

32.4

38.8

37.9

49.5

_읍·면부 상위20%

195.3

229.2

-

235.6

351.9

336.6

378.6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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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거 상･하위계층별

특성 변화
n 이 장에서는 앞에서 보았던 각 주거지표별로 상·하위계층의 특성이 2008년과 2018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하고자 함

∙ 상·하위계층의 특성 변화는 2008년과 2018년의 지역별, 주택유형별, 가구주연령별, 소득
계층별 분포 변화를 통해 파악하였음

1) 주거면적
■ 지난 10년간 주거면적 상·하위 20% 가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주거면적 하위 20% 가구는 2008
년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나(27.5%), 2018년에는 경기·인천(30.6%)에 가장 많이 분포
하고 있음

∙ 주거면적 상위가구 중 서울 거주 비중은 2008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20.0%→12.3%) 반면,
주거면적 하위가구 중 서울 거주 비중은 증가하였음(27.5%→29.2%)
표 14 주거면적 상·하위 20% 거주 가구의 지역분포 변화
서울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도 지역

계

주거면적 하위20%

27.5

27.1

20.3

25.1

100.0

주거면적 상위20%

20.0

27.1

19.4

33.5

100.0

주거면적 하위20%

29.2

30.6

18.8

21.5

100.0

주거면적 상위20%

12.3

29.8

19.7

38.2

10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2018년 주거면적 하위 20% 가구의 주택유형 분포를 보면, 2008년에 비해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음

∙ 주거면적 하위가구 중 오피스텔 거주가구 비율은 2008년 4.1%에서 2018년 8.5%로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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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가하였고,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 또한 0.7%에서 9.4%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주거면적 하위가구 중 단독 및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2008년에 비해 각각 약 7%p
씩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5 주거면적 상·하위 20% 거주 가구의 주택유형분포 변화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
텔

주택
이외의
거처

계

주거면적 하위20%

58.3

22.9

12.3

1.8

4.1

0.7

100.0

주거면적 상위20%

39.0

53.6

5.7

1.6

-

0.1

100.0

주거면적 하위20%

51.0

15.5

12.4

3.3

8.5

9.4

100.0

주거면적 상위20%

30.6

63.2

3.6

1.9

0.3

0.4

1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2018년 주거면적 하위 20% 가구의 25.5%는 20대 가구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의
12.1%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한 수치임

∙ 반면, 주거면적 상위가구 중 20대 및 30대 가구주 비율은 2008년에 비해 감소함
표 16 주거면적 상·하위 20% 거주 가구의 가구주 연령분포 변화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주거면적 하위20%

0.1

12.1

21.4

19.1

19.0

13.2

11.9

3.2

100.0

주거면적 상위20%

0.0

1.1

13.9

28.1

23.8

19.1

12.3

1.8

100.0

주거면적 하위20%

1.2

25.5

18.5

15.5

18.6

11.4

5.9

3.4

100.0

주거면적 상위20%

0.0

0.7

10.2

26.1

29.0

19.8

10.2

4.0

10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소득계층별로는 주거면적 하위 20% 가구 중 저소득층 비율이 2008년 62.8%에서 2018년
68.4%로 증가한 반면, 중·고소득층 가구 비중은 감소하였음

∙ 반대로 주거면적 상위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비중은 감소하고,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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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주거면적 상·하위 20% 거주 가구의 소득계층분포 변화
구분
2008
2018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주거면적 하위20%

62.3

주거면적 상위20%

23.1

32.4

5.2

100.0

38.9

38.0

100.0

주거면적 하위20%

68.4

주거면적 상위20%

22.3

28.0

3.6

100.0

38.1

39.6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주거면적 상·하위 가구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최근 10년간 주거면적 5분위분배율이 커진 것은
주거면적이 비교적 좁은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일반가구 중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008년 1.6%에서
2018년 4.4%로 증가하였음(국토교통부 2018)

∙ 또한,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는 수도권 동(洞)부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수도권의 주거면적 5분위분배율이 0.770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2) 1인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하위가구는 2008년과 2018년 모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주거면적 하위가구 중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08년 51.4%(서울 22.9%, 경기·인천 29.4%)에
서 2018년 61.4%(서울 27.8%, 경기·인천 33.6%)로 10.0%p 증가함
표 18 1인당 주거면적 상·하위 20% 거주 가구의 지역분포 변화
서울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도 지역

계

1인당 주거면적 하위20%

22.9

29.4

19.4

28.2

100.0

1인당 주거면적 상위20%

15.4

20.5

19.5

44.6

100.0

1인당 주거면적 하위20%

27.8

33.6

16.5

22.1

100.0

1인당 주거면적 상위20%

13.7

21.6

20.9

43.9

10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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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주거면적 하위가구 중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8년 0.5%에서 2018년
7.7%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

∙ 1인당 주거면적 상위가구의 경우 2008년에 비해 단독가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파트 비중
은 증가하였음
표 19 1인당 주거면적 상·하위 20% 거주 가구의 주택유형분포 변화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오피
스텔

주택
이외의
거처

계

1인당 주거면적 하위20%

41.0

40.9

15.8

1.2

0.6

0.5

100.0

1인당 주거면적 상위20%

55.6

35.6

6.6

1.2

0.8

0.1

100.0

1인당 주거면적 하위20%

27.9

41.8

17.5

2.9

2.2

7.7

100.0

1인당 주거면적 상위20%

45.8

42.0

8.5

1.9

1.1

0.7

1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1인당 주거면적 하위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8년은 2008년 비해 20대 가구주
와 50대 가구주 비중은 증가하고, 다른 연령대는 감소하였음

∙ 특히, 주거면적 하위가구 중 20대 가구주 비중은 2008년 4.2%에서 2018년 8.3%로 두 배가
량 증가하였음
표 20 1인당 주거면적 상·하위 20% 거주 가구의 가구주 연령분포 변화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1인당 주거면적 하위20%

0.4

4.2

27.5

34.9

17.0

8.9

5.7

1.4

100.0

1인당 주거면적 상위20%

0.1

4.1

8.5

8.6

16.8

27.3

27.8

6.7

100.0

1인당 주거면적 하위20%

0.5

8.3

20.7

32.4

25.7

8.6

2.9

1.0

100.0

1인당 주거면적 상위20%

0.1

3.5

7.6

10.9

20.4

25.4

19.6

12.7 10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1인당 주거면적 하위가구 중 저소득층 비중은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비중
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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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인당 주거면적 상·하위 20% 거주 가구의 소득계층분포 변화
구분
2008
2018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1인당 주거면적 하위20%

30.6

54.8

14.6

100.0

1인당 주거면적 상위20%

63.6

24.2

12.1

100.0

1인당 주거면적 하위20%

30.0

51.3

18.7

100.0

1인당 주거면적 상위20%

63.6

25.4

11.1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3)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to Income)
■ 2018년 PIR 상위가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서울 32.4%, 경기·인천 25.5%)에 거주하고 있으
나, 2008년에 비해서는 비중이 감소하였음
표 22 PIR 상·하위 20%가구의 지역분포 변화
서울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도 지역

계

PIR 하위20%

1.0

8.1

20.9

70.0

100.0

PIR 상위20%

35.5

34.8

14.3

15.4

100.0

PIR 하위20%

2.3

18.6

17.5

61.5

100.0

PIR 상위20%

32.4

25.5

20.7

21.5

10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주택유형별로는, 2018년 PIR 상위 20% 가구의 55.9%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의 49.3%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 PIR 하위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
는 가구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23 PIR 상·하위 20%가구의 소득계층분포 변화

2008
2018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PIR 하위20%

29.3

42.6

28.1

100.0

PIR 상위20%

61.1

26.2

12.7

100.0

PIR 하위20%

16.8

45.2

38.0

100.0

PIR 상위20%

67.9

21.2

10.9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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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
■ 주거비 부담이 큰 RIR 상위가구의 2018년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08년에 비해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고 지방광역시 및 도 지역 비중은 감소하였음

∙ 특히, RIR 상위가구 중 서울 거주 비율은 2008년 38.4%였으나 2018년에는 41.6%로 증가
하였으며, 경기·인천도 26.4%에서 28.0%로 증가하였음
표 24 RIR 상·하위 20%가구의 지역분포 변화

2008
2018

구분

서울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도 지역

계

RIR 하위20%

12.2

24.5

25.9

37.4

100.0

RIR 상위20%

38.4

26.4

18.1

17.0

100.0

RIR 하위20%

11.7

29.6

24.3

34.4

100.0

RIR 상위20%

41.6

28.0

16.5

14.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RIR 상위가구의 주택유형 분포를 보면, 2008년에 비해 단독 및 아파트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 및 주택 이외의 거처 비중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RIR 상위가구 중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은 2008년 0.2%에서
2018년에는 3.1%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25 RIR 상·하위 20%가구의 주택유형분포 변화

2008
2018

구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
텔

주택
이외의
거처

계

RIR 하위20%

58.7

31.7

6.5

1.6

1.5

0.1

100.0

RIR 상위20%

44.5

42.4

8.6

0.8

3.6

0.2

100.0

RIR 하위20%

53.7

29.6

9.8

2.5

2.0

2.4

100.0

RIR 상위20%

40.4

40.3

10.0

1.7

4.6

3.1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RIR 상위계층 중 20대 가구주 비중은 2008년 13.7%에서 2018년
24.5%로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20대 미만 및 50대 가구주 비중도 2008년 각각 1.1%→ 1.9%, 12.3%→16.3%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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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RIR 상·하위 20%가구의 가구주 연령분포 변화

2008
2018

구분

20대
미만

RIR 하위20%
RIR 상위20%

20대

30대

40대

50대

0.1

8.7

26.8

33.2

19.8

1.1

13.7

19.6

18.5

12.3

RIR 하위20%

0.1

10.9

22.2

26.9

26.0

RIR 상위20%

1.9

24.5

13.9

15.3

16.3

70대

80대
이상

계

6.7

3.7

1.0

100.0

14.3

15.5

4.9

100.0

10.0

2.9

1.1

100.0

13.4

9.6

5.0

100.0

60대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2018년 RIR 상위가구 중 71.7%는 저소득층이었으며, 이는 2008년 69.2%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표 27 RIR 상·하위 20%가구의 소득계층분포 변화
구분
2008
2018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RIR 하위20%

23.3

53.8

22.9

100.0

RIR 상위20%

69.2

22.7

8.1

100.0

RIR 하위20%

28.5

54.9

16.6

100.0

RIR 상위20%

71.7

19.4

8.9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5) 주택가격
■ 자가가구 중 주택가격 상위계층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08년에는 수도권에 약 90%가량 분포
되어 있었던 반면, 2018년에는 수도권의 비중은 감소하고 지방광역시 및 도 지역 비중이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2008년 대비 2018년에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50.7%에서 49.9%로 하락한 반면, 광
역시 및 도 지역의 자가점유율은 증가(국토교통부 2018, 62)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 상위계층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표 28 상·하위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지역분포 변화
서울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도 지역

계

주택가격 하위20%

0.4

5.7

8.9

84.9

100.0

주택가격 상위20%

51.7

37.4

5.3

5.7

100.0

주택가격 하위20%

0.7

11.1

11.9

76.4

100.0

주택가격 상위20%

40.6

32.0

18.8

8.7

10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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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중 부산(1.0%→7.6%), 대구(1.6%→4.9%)에서 주택가격 상위가구 비중이 크게 증
가하였음
표 29 상·하위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시도별 분포 변화
구분
2
0
0
8

2
0
1
8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주택가격
0.4 0.8 4.9 2.8 2.1 1.7 2.0 0.3
하위20%

5.9 8.7 11.3 9.6 17.1 19.9 10.6 1.9 100.0

주택가격
51.7 4.0 33.4 1.0 1.6 0.3 1.2 1.1
상위20%

0.8 0.8 0.6 0.3 0.5 0.2 2.3 0.2 100.0

주택가격
0.7 4.6 6.5 5.3 1.7 1.7 2.0 1.0 0.2 6.8 7.5 10.2 10.3 14.4 17.1 9.8 0.2 100.0
하위20%
주택가격
40.6 3.8 28.2 7.6 4.9 2.1 1.6 2.0 0.7 0.3 0.8 1.0 0.5 0.5 0.8 3.3 1.4 100.0
상위2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주택가격 상위가구의 경우 주택유형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매우 높으며, 2008년 68.3%에서
2018년 77.5%로 약 10%p 증가. 반면, 단독주택 비율은 24.4%에서 18.3%로 감소
표 30 상·하위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주택유형분포 변화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오피
스텔

주택
이외의
거처

계

주택가격 하위20%

75.8

13.8

8.2

0.8

0.7

0.8

100.0

주택가격 상위20%

24.4

68.3

5.4

1.8

0.0

0.0

100.0

주택가격 하위20%

56.0

24.5

16.5

0.9

0.4

1.7

100.0

주택가격 상위20%

18.3

77.5

1.8

2.1

0.1

0.2

10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주택가격 상위가구의 가구주 연령분포를 보면, 2008년에 비해 30대 및 40대 가구주 비율은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가구주 비율은 증가하였음

∙ 주택가격 하위가구에서는 50대 이하 가구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연령별 주택자산의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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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상·하위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가구주 연령분포 변화
20대
미만

20대

주택가격 하위20%

-

주택가격 상위20%

-

주택가격 하위20%

-

주택가격 상위20%

-

구분
2008
2018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0.6

4.5

10.7

15.2

27.0

32.9

9.1

100.0

0.4

13.2

29.8

25.8

18.9

10.2

1.7

100.0

0.6

5.2

12.7

21.3

23.8

21.3

15.0

100.0

0.4

11.4

26.0

27.5

21.3

9.8

3.7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주택가격 상·하위가구의 소득계층 분포를 보면, 주택가격 하위가구 중 저소득층 비중은 감소하
고 중·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자가 비중이 2008년 51.9%에서 2018년 47.2%로 감소하였는데(국토교통부
2018), 위의 결과는 이처럼 주택자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비율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2 상·하위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소득계층분포 변화
구분
2008
2018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주택가격 하위20%

74.0

22.7

3.3

100.0

주택가격 상위20%

14.7

34.8

50.5

100.0

주택가격 하위20%

65.9

28.7

5.4

100.0

주택가격 상위20%

15.3

34.9

49.8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6) 평당 주택가격
■ 평당 주택가격 상위가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수도권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지방광역시 및 도
지역은 증가하였음

∙ 특히, 평당 주택가격 상위계층 중 지방광역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2%에서 2018년
13.1%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산(0.8%→4.9%), 대구(0.4%→4.2%)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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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상·하위 평당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지역분포 변화
구분
2008
2018

서울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도 지역

계

평당 주택가격 하위20%

0.2

5.3

7.8

86.7

100.0

평당 주택가격 상위20%

57.4

37.3

2.2

3.1

100.0

평당 주택가격 하위20%

0.2

7.2

9.3

83.4

100.0

평당 주택가격 상위20%

48.3

32.0

13.1

6.5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표 34 상·하위 평당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시도별 분포 변화
구분
서울 인천 경기
평당
주택가격 0.2 0.4 4.9
2
하위20%
0
0
평당
8
주택가격 57.4 6.6 30.7
상위20%
평당
주택가격 0.2 1.6 5.5
2
0 하위20%
1
평당
8
주택가격 48.3 2.5 29.5
상위20%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1 1.9 2.2 1.3 0.3

-

5.8 8.2 11.9 10.0 18.1 19.4 11.6 1.6 100.0

0.8 0.4 0.0 0.6 0.4

-

0.5 0.4 0.6 0.2 0.3 0.1 0.8 0.1 100.0

3.0 1.4 2.0 1.7 0.8 0.2 7.1 8.1 10.8 11.3 15.1 18.2 12.3 0.5 100.0

4.9 4.2 1.1 1.2 1.1 0.7 0.3 0.5 0.9 0.3 0.4 0.8 2.1 1.2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2018년 평당 주택가격 상위가구의 72.1%는 아파트에, 17.5%는 단독주택에 거주하여, 2008
년 대비 아파트 거주 비중은 상승한 반면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감소하였음

∙ 또한, 평당 주택가격 하위 가구 중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8년 0.7%에서
2018년 1.4%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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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상·하위 평당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주택유형분포 변화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
텔

주택
이외의
거처

계

평당 주택가격 하위20%

82.0

10.1

6.3

0.9

-

0.7

100.0

평당 주택가격 상위20%

20.7

69.5

7.9

1.8

0.2

0.0

100.0

평당 주택가격 하위20%

64.1

21.8

11.6

1.1

0.1

1.4

100.0

평당 주택가격 상위20%

17.5

72.1

6.8

2.4

0.6

0.6

100.0

구분

2008
201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평당 주택가격 상위계층의 가구주 연령은 2008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하위계층의 가구주 연령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평당 주택가격 상위계층 중 30대와 40대 가구주 비율은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가구주 비율
은 증가

∙ 반면, 평당 주택가격 하위계층 중 가구주 연령 50대 이하 비율은 2008년 대비 증가
표 36 상·하위 평당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가구주 연령분포 변화
20대
미만

20대

평당 주택가격 하위20%

-

평당 주택가격 상위20%

-

평당 주택가격 하위20%

-

평당 주택가격 상위20%

-

구분
2008
2018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0.3

2.9

10.0

16.2

27.6

34.0

8.9

100.0

0.7

15.9

28.0

23.6

19.2

10.7

1.9

100.0

0.4

4.2

12.0

22.7

24.3

21.2

15.1 100.0

0.7

14.1

23.8

25.3

21.3

10.7

4.2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 평당 주택가격 상·하위계층의 소득계층 분포 변화는 주택가격과 동일한 패턴을 보임. 즉, 평당
주택가격 하위계층 중 저소득층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자가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7 상·하위 평당 가격 20%의 자가주택 소유가구의 소득계층분포 변화
구분
2008
2018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평당 주택가격 하위20%

72.7

22.9

4.4

100.0

평당 주택가격 상위20%

17.5

39.0

43.5

100.0

평당 주택가격 하위20%

63.6

29.1

7.3

100.0

평당 주택가격 상위20%

20.5

38.6

40.9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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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시사점

n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서비스(주거면적, 1인당 주
거면적, PIR, RIR) 및 주택자산(주택가격, 평당 주택가격) 상·하위 20%가구의 5분위분배율을
통해 최근 10년간의 주거양극화 추이를 살펴보았음
n 우선, 주거면적 상·하위가구 간 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가 증가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n 자가거주자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PIR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8년에도 각각 0.898, 0.860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RIR 상위 가구의 특성 변화를 보면, 2008년에 비해 수도권 비중(서울
38.4%→41.6%, 경기·인천 26.4%→28.0%), 20대 가구주 비중(13.7%→24.5%), 오피스
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이외의 거처 비중(3.8%→7.8%)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n 주택자산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주택가격 5분위분배율은 2018년 기준 0.899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까지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냄

∙ 2018년 전국 기준 평균 자가 주택가격의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약 10배에 달함
∙ 주택가격 하위 20%의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주택가격은 지난 10년간 2천 9백만
원에서 6천 8백만 원으로 약 4천만 원만 상승한 데 반해, 상위 20%는 5억 원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약 1억 7천만 원 상승하여 상·하위 간 가격 상승폭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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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책제안서 Ⅰ

문정호(연구책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화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장 물류중점도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019년 정책제안서 Ⅰ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발전방향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기초연구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I)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스마트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업지역 특성분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국토 균형발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국토발전의 전개과정 및 의의(1978~2018)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전략 연구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I)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방안 연구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방안
•스마트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간 연계성 향상 방안 연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고려한 도로부문 대응과제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안 연구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I)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해소방안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효과분석체계 연구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토지제도의 헌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토지주택 관련 정보관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국가 적용방안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수시 | 19-13

2019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제2장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 분석, 2010-2017
제4장 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 분포 현황 및 잠재영향인자 고찰
제5장 친환경차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
제6장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
제7장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적 대응
제8장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
제9장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정립 방안
제10장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제11장 OECD TiVA 자료를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12장 광역권 설정을 위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방법 장단점 비교
제13장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14장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연구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규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선용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다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보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은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제15장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 사례연구

구지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제16장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제17장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윤정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8장 실거래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변화분석

정유선 국토연구원 연구원

제19장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소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시 | 19-13

최진도 국토연구원 연구원

2019년 정책제안서 Ⅰ

김유란 국토연구원 연구원
고영화 국토연구원 연구원
조윤지 국토연구원 연구원

문정호, 김정화, 이정찬, 권규상, 성선용, 이재현, 이다예, 이진희, 이보경, 정은진
이유진, 구지영, 윤정재, 정유선, 이후빈, 안소현, 최진도, 김유란, 고영화, 조윤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비매품 / 무료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ISBN 979-11-5898-496-0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