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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일자리 동향과 그 공간분포 특성 분석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국토분야 제도현황 및 그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분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일자리 문제는 대도시와 그 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대도시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지방 시‧군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종사자의 지역정착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총량 못지않게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토분야 제도는 개발절차의 간소화와 토지이용의 유연화 등을 통해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이나 산업구조 측면의 접근과 더불어
일자리 수급불일치를 위한 공간정책이 병행될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국토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도시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토지이용의 유연화 등을 병행할 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도시생활여건의 정비와 문화적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정책은 지역‧도시공간에 대한 정책과 연계운영 필요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개발‧실시계획의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기준의 정비 필요
 토지이용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복합용도지구,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의 활용제고, 네거티브
입주기준 확립 등 필요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일자리창출 규모와 연계하는 지원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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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화두로 대두
∙ 이론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대책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과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적기에 적절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거나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음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구조 개선 노력과 더불어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이
적기에 적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국토분야의 제도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중요한
물리적 조건이 된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우리나라의 일자리 변화를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변화 동향을 살펴본
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국토분야 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과제를
검토
∙ 현행 국토 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의 촉진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
∙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국토분야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추진
실태와 개선과제를 구체화
∙ 제도 현황 및 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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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공간분포 특성
□ 산업별 일자리 현황과 변화 특징
∙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약 60% 수준으로 총량적으로 본다면 우리와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다른 나라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 그러나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1차, 2차 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 모두
에서 감소세를 보기고 있으며, 최근에는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율이
2차 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할 정도로 감소
∙ 일자리 총량의 변화를 산업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은 크게 둔화하고 있으며 고차서
비스업의 일자리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 일자리 분포의 변화동향
∙ 지난 10년간 일자리 증가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대도시 지역에서
일자리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업의 증가에 기인
∙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전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일자리는 많은 지역 감소
∙ 이와 달리 인구 50만 미만의 지역은 대부분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중 다수에서 전체 취업자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제조업 고용은 증가
∙ 그러나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경우 근로자 기준 제조업 종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기준 제조업 종사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도 미진
∙ 이는 소도시 지역의 정주여건과 연관되는 것으로 실질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
□ 일자리 수급의 공간적 불일치
∙ 워크넷의 직종별 구인·구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과 산업에 따라 구인·
구직의 격차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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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직종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구직이 구인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나 제조
단순직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는 구직이 구인을 크게 초과하나 대도시 외 지역
에서는 구인이 구직을 크게 초과
∙ 이를 일자리의 수급이라는 점에서 보면 대도시에서는 제조 단순직의 경우에도
일자리는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 그 외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적음을 의미
∙ 이러한 편차의 근본원인은 지역산업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수급의 공간적 불일치로 나타남
∙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의 정주환경이 일자리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그림 1 | 시·도별 구직·구인 인원 비교(2018년 기준)
[총 구직·구인 규모]

[제조 단순직의 구직·구인 규모]

자료 : 통계청(KOSIS)이 게재한 워크넷 구인·구직(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국토분야 제도 분석
□ 국토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 국토 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기업 투자 지원이나 입지확보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
∙ 토지이용 및 개발 절차의 개선, 기업의 입지 확보 과정의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적기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 소요 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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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지구내 입주기준의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희망하는 곳에서 투자가가능하게
지원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 개발사업 추진 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일자리 수급의 미스매치 완화에 기여
∙ 복합용도지역제도나 집단입지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연관 산업의 집적을 가능하게
함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역량 강화를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 현황과 과제
∙ 1990년대 중반부터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협의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등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추진
∙ 용도지역 구분의 단순화, 복합용도지구, 입지규제최소지역 제도 등 용도지역‧
지구제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 추진
∙ 제도 개선결과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크게 단축된 것으로 평가되나 그 외
제도의 경우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

4. 제도 운영 실태 조사
□ 조사 목적 및 방법
∙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토분야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수행
∙ 설문조사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사업시행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 사례조사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및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관계자 면담조사를
통해 추진
□ 국토분야 제도 운영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 국토분야 제도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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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인식을 공유
∙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소해야할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여건변화나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제도를 지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으로는 지구지정 등 사업 시작단계에서는 기준의
강화가, 사업추진단계에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사업추진의 초기단계, 즉 수요 검증단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단계에는 현재보다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실제
사업추진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기인
∙ 사업추진단계에서 간소화하여야 할 절차로는 계획승인 및 관련 인·허가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각종 영향평가와 용지 전용절차 협의 및 심의절차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와 규제완화 등이 중요함을 지적
∙ 제도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 조사 결과 복합개발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성이 높은
반면 시급성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주요 개발사업 제도 운영실태 조사
∙ 총 소요기간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개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기업의 적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쉽게 함으로서 지정 후 미개발도 증가하는 부작용
∙ 통합위원회의 구성이 인허가 기간 단축에 중요한 효과가 있으나 다양한 주민
민원이나 환경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가 어렵
다는 한계도 존재
∙ 수요검증이후에 주민의견수렴을 추진함으로서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실수요 검증과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및 관광단지 모두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니고 있어 토지이용의 유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복합단지를 통한 도시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보면 도시에서 원거리에
입지해 그러한 서비스 기능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복합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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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기피하는 경향
∙ 네거티브 입주기준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간의 기준 불일치로 실제
적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이나 인근 기업과의 갈등 방지를 위해서는 환경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영향평가 및 토지전용협의는 개발의 장기화를 야기하는 원인의 하나로, 법적
기준이 있으나 관계공무원도 그 소요기간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준 적용이
모호하고 협의 의견 또한 다양하여 어려움을 경험
∙ 특히 산지나 해안지역 등 환경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관광단지
개발의 경우 대상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있으므로 관련 비용보조, 유사 사업을 활용한 평가기간 단축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

5. 국토분야 제도 개선방안
□ 제도 개선 기본방향
∙ 기업이 계획하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제도개선 추진
∙ 지역 여건이나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
∙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제도와 운영기준을 재편하는 ‘목표 지향적
제도개선’
□ 국토분야 제도 개선방안
∙ 기업과 인재가 희망하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특히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구조나 지역노동시장
정책에 장소기반의 공간정책을 연계하여 운영
∙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구 지정 타당성 검증 제도 정비, 인허가 관련 심의
위원회의 통합심의제도 확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운영 확대, 영향평가의
절차 구체화, 지역주도 개발체계로의 전환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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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요건이나 지원제도 등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고, 개별 법률이 정한 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
∙ 네거티브 입주업종 제도를 개발사업 지구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관련 제도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행위기반 토지이용 관리 제도를 도입
∙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시 기반시설 지원제도와 산업지원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규모와 정부지원의 연계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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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이 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토분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연구목적과
연구방법론을 서술하였다. 연구범위와 분석방법을 구체화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이 연구가
지향해야 할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국가의 주요 현안이 된지는 이미 오래전이나 최근에는 그 중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1)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도 1년간 일자리(취업, 고용 포
함)와 생산·수출에 관한 기사는 총 476,091건이며 그중 일자리에 관한 기사는 총
242,521건으로 51%를 차지하여 생산·수출에 관한 기사를 초과하고 있다. 같은 사이트
에서 1990년도의 기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할 경우 일자리 관련 기사가 21%, 생산·
수출 관련 기사가 79%임에 비해 본다면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크게 증가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관
련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증가는 경제성장과 연동되어왔다.

1) https://www.bigkinds.or.kr/ (2019년 11월 10일 접속)

제1장 서론 ･ 3

200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
가의 연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자리 부족이 국가적 현안과제가 된 것은 일
차적으로는 일자리 증가를 이끌어오던 경제성장의 둔화에 기인한다.

그림 1-1 | 우리나라 GDP 및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KOSIS)의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 수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정부는 일자리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
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일자리 부족이 단기간 내에 쉽게 해소될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2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2017년 66.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64.4%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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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2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한민국

66.1

65.8

65.6

65.4

65.1

64.8

64.4

EU 28

55.9

56.2

56.2

56.1

55.8

55.6

55.3

G20

63.8

63.5

63.2

62.9

62.5

62.2

61.8

ASEAN

72.5

72.4

72.2

72.1

71.9

71.7

71.5

BRICS

64.6

64.3

63.8

63.4

63

62.6

62.2

출처 : ILOSTAT, ILO modelled estimates(2018.11.), (https://ilostat.ilo.org/ 2019년 3월 9일 접속)

물론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자 비중의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취
업자 비중은 다른 선진국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자
리 문제는 일자리의 총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볼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가 많은 편에 속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의 중위 임금에 비해 2/3미만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저임
금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중 포
르투갈, 미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의 절대적 규모와 더불어 일자리의 수준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 이는 산업별 고용구조와도 연관된다.
그림 1-2 |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국가별 비교(%)

주 : 저임금 근로자는 근로자 소득 중간 값 대비 소득 수준이 2/3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출처 : ILO STAT, ILO modelled estimates(2018.11.), (https://ilostat.ilo.org/ 2019.3.9. 접속)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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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고용구조가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산업부문별 일자리 비중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나 금융
업의 취업자 비중이 국가 경제발전 수준과 유사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상대
적으로 부족한 반면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성장 부문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新성장 동력의 발굴․육
성과 잠재성장률의 제고, 창업의 촉진과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고용과 투자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증대 중심의 세제감면제도 도입 등에 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산업의 시
장진입에 대한 「선(先) 허용, 후(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나 정부 부처별로 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그 자체의 육성뿐만 아니라 기
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적기에 적소에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
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투자는 토지나 건물 같은 물리적 공간을 필요
로 한다. 토지나 건물 등 물리적 공간의 확보는 시장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Vandermeer & Halleux, 2017,1458쪽).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업투자가
지연되고, 일자리 창출이 늦어졌다는 언론 기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2) 반대로
토지이용이나 공장건축과 관련된 행정 절차 지원을 통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조
기에 실현되기도 한다.3) 즉,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 실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물리적 근거가 되는 국토분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분야의 제도, 즉 국토의 개발이나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기업 입지를 위
한 공간이자 투자실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해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규제

2) 시장경제신문, 2019.9.20., SSG 물류센터 급한데... 정용진, 땅 찾다가 하세월 (http://www.meconomynews.com,
2019년 11월 10일 접속)
3) 울산시는 A조선산업체가 울산미포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자 산업단지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함으로써 공장 부지를 확보하여 3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울산광역시,
울산시, 2년 연속 지방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16년 5월 1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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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역 간 경제활동 친화성 비교평가에 있어서도
공장설립이나 주택건축, 유통·물류 등에 관한 토지이용 및 입지 규제를 핵심요인으로
다루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이 연구가 국토 분야의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즉,
산업경제 관점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노
동시장 관점에서 인력 양성과 역량강화,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토 분야에서는 이러한 투자계획이 조기에 실제 투자로 구현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국토분야 제도는 기업투자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규모 및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토 분야 제도와의 상충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토분야 제도
개선은 일자리의 조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일자리 변화를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변화 동향을 살펴본
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필요한 국토분야 제도의 방향을 검토한다. 둘째, 그러
한 방향에 비추어 현행 국토 분야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더불어 셋째,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국토분야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구체화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4) 대한상공회의소, 2019,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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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연구 주제의 개념적 범위 : 「국토 분야 제도」 및 「일자리 창출」
□ 국토분야 제도의 범위
이 연구는 국토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것으로, 국토분야의
제도와 일자리 창출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
다. 혹자는 국토 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수행에 앞서 이 연구가 ‘국토 분야 제도’와 ‘일자
리 창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포괄적으로 보면 국토분야의 제도는 국토․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국토분야 제도의 범위 내에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규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일의 연구에서 이러한 모든 제도를 포괄하
여 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토분야 제도를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과 직접 연관된 제도로 한정하고자 한다.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호는
용도지역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
도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등이 있으나 이들은 공히
용도지역에서 정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근본취지는
용도지역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용도지역제도는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용도지역 제도 그 자체, 가령 기존 용도지역 구분 방식의 적정성
이나 용도지역의 통합 또는 세분화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연구목적에서 밝혔
듯이 이 연구는 토지개발이나 이용 제도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정한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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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업의 투자수요 발
생 시 용도지역제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가의 여부 및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를 제고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실제 기업투자나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특정 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이루
어진다.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주어진 용도지역이나 토
지이용계획을 수용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용도나 계획의 변경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이는 보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정한 사업지구의 지정
과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43개에 대
해 열거하고 있다. 이에는 임대주택 공급지구나 공공주택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등
다양한 목적의 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지구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약
하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사업지구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특별
구역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새만금사업지역 등과 같이 이미 사업이 추진되어
제도개선의 실익이 없거나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제도개선의 효과가 제한적인 지구까지 포
함된다. 연구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사업지구까지 이 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우므
로 여기서는 그 목적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업지구에 한하여 연구에 포함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검토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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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의 사업지구 중 기업투자와 관련한 사업지구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관광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제39조, 제40조의2
준산업단지, 특수지역, 공장입지유도지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시장정비구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항만법」 제42조, 제56조

항만배후단지,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출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일부 발췌

한편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표 1-2>에 수록된 사업지구는 대부분 산업단지
와 물류단지 및 관광단지라는 3개의 경제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가령 경제자유구
역의 경우 그 구체적 사업내역은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및 관광지의 개발로 구성되며,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 또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및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지구의
제도적 특징과 추진절차 및 그 개선과제 등을 분석함으로서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 촉
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자리 창출」의 범위
국토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을 열
거하면 ① 국토분야 신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직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②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 일자리 창출, ③ 기업투자촉진과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의 증대, ④ 기업투자의 조기화에 따른 일자리 조기 창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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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은 위의 4가지 유형중 첫째와 둘째의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령 권영섭 외(2018)의 연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 각 부처가 그 소관
법률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자율형 자동차나 드론산
업, 건설산업 등이 국토분야의 중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이지 국토분야 제도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이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진입장벽 완화나 연구개발의 촉진, 관
련 인재 육성 등과 같은 대책을 필요로 하며 이는 산업 및 인력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더욱이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권영섭 외, 2018 ; 조준모 외, 2016 ; 최세림
외, 2018)가 수행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산업육성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으며, 기업의 조기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업집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간접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제도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라는 점에서 볼 때 국토분야의 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서부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역으로 특정한 지역에 제한된
제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데, 가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사업지구 중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새만금 사
업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지구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대안
등의 적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초장기적 과제에서 단기적 현안 과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기적·단기적 과제에 대해 주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超)장기적 과제의 경우 이미 많은 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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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그 개선의 방향 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3) 내용적 범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연구
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국토분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
색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의 공간분포와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한다. 일
자리의 공간분포는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제도개선이라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가
나가야할 장기적 방향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국토분야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분야 제도가 일
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이 연구의 주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최근 우리나라 국토분야 제도의 개편동향과 그
성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과제 등은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제도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과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
해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과제 등을 확인한다. 개발사업 추진의 개선방향은 정
책수립을 지원하는 전문가나 계획수립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시행기관 등 이
해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이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방안은 토지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특히 입지허용 기능 또
는 유치기능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토지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의 개선, 개발촉진
및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등 3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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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이론 및 제도 동향에 대한 문헌연구, 통계조사와 설
문조사 및 면담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토분야 제도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과 이들 제도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 문헌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연구방법론 및 연구 관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는 일자리의 공간분포 동향 분석, 국토개발 및 이용 분야 제도 개선의 필요
성과 개선방향 설정, 관련 법제 연구,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국내·외의 사례와 해외 연구 조
사를 통해 일자리의 공간분포의 특성과 향후의 전개방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
하여 고려해야 할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상의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통계분석은 자료
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탈
(KOSIS)에서 수록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였다. 다만, 통계청의 자료는 미시적
현황자료나 국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행정통계자료나 통계 원자료를 구득하여 활용하였으며, 이외에 우리나라 일자리의 미
래 동향을 전망하기 위해 국제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자리 동향 분석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취업자 관련 통계로 이는 통계청에서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지와 관련한 자료는 이를 통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최근 기업분석에서 많이 활용하는 ㈜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로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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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토지개발과 용도지역에 민감한 제조업의 입지 분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제약요
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공간분포와 관련한 자료는 산업통상
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공장등록현황 원시자료
등을 구득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을 다른 국가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은행 데이터 센터(World Bank Data Center)와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 DB인
ILOSTAT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3) 설문 및 심층 면담조사
□ 설문조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 운영실태는 기존 문헌연구나 통계분석을 통해 구
체적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설
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제도개선 필요성과 과제 도출 및 제도개선 방향 설정을 위해 해당 분야 정책수
립을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과 사업시행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
상적인 설문조사는 최종 수요자, 가령 이 연구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수요 기업이 토지개발이나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토지개발이나 이용에서 발생하
는 현실적 문제는 계획을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이나 토지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사
업시행자 집단에서 더욱 잘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한 이유는 이에 있다.
설문지의 항목은 크게 제도 개선 필요 분야 및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국토분
야 개별 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중요도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지연을
야기하는 주요 규제 사항의 조사, 주요 개발절차별 개선방향 및 과제별 개선의 시급성
과 중요성 등이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이 연구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조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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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교원, 토지개발 관
련 계획수립과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의 종사자 및 토지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공영개발기구 종사자 등이다.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 2일부터 2주일간 수행하였으며, 연구진이 사전 연락을 통
해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한 후,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12부이나 그중 일부에서 결측치의 과다 등으로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어 이를 제외한 1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3 | 설문조사 참여자 및 설문지 회수 현황
유효 회수 부수

설문조사 참여기관

시행기관 등

70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엔지니어링 기업(도화, 동명, 선진, 동해 등)
의 종사자

전문가 집단

38

대학교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한국개발원(KDI), 대구경북 연
구원, 전북연구원, 경남연구원, 제주연구원 등의 연구자

합계

108

-

출처 : 저자 작성

□ 심층면담조사
설문조사는 통계처리를 통한 자료 제시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 통계의 해석이나 외
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사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토지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
를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조사는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나 기업투자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특히 사례조사 지구에서 나타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도출, 사례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 검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는
관련 제도 소관 중앙정부 부처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계획수립 기관 및 개발사업 시
행사 담당자, 민간기업 임원 등 총 15인이다. 심층면담 조사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및
주요 면담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심층면담의 결과는 이 연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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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조사 부분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 인용문 형태로 제시
하였다.

표 1-4 | 심층면담 대상자 현황 및 주요 면담사항
연번

소속기관

직위

주요 면담 사항

1

○○ 광역지자체

국장

물류단지 개발의 애로사항 및 주요 개선과제 및 효과

2

○○ 기초지자체

주무관

물류지원센터 시설관리 관련 개선과제

3

○○ 기초지자체

주무관

공동물류센터 개발의 애로사항

4

○○ 공사(공기업)

계약담당 직원

물류단지 관련 사항(경인 아라뱃길 인천 물류단지)

5

○○ 주식회사

실장

물류단지 개발의 조건, 제도개선 사항 등

6

○○ 광역지자체

주무관

관광단지 개발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7

○○ 연구원

부연구위원

관광단지 개발제도 개선과제

8

○○ 엔지니어링

부사장

해양관광단지 개발절차 및 인허가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9

○○ 광역지자체

과장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10

○○ 광역지자체

과장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11

○○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단지 계획의 개선과제

12

○○ 연구원

책임연구원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분양제도의 개선과제

13

○○ 제약

상무/전무(2인)

실수요 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애로점 및 인력수급불일치 해소방안

14

○○ 정보통신

이사

인력 수급불일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15

○○ 부(중앙부처)

사무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제 개선방안 등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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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추진 틀
이 연구의 추진절차와 각 추진단계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 연구 흐름도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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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제도 개편이나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며 토지개발이나 이용과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그
리 많지 않다. 이는 토지이용은 시장수요가 결정한다고 보는 경제학의 전제와 관계된
다(Vandermeer & Halleux, 2017,1458-1459쪽).
규제와 일자리 창출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킨다고 지적한다.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기업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정재원의 연구(정재원, 2016 ; 2017)가 이에 해당한다. 규제가 미국경
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한 Coffey 등의 연구(2016)나 미국 연방정부
의 규제가 미국경제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rain 등의 연구(2014)도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2017, 1∼7쪽)는
규제는 그 자체로 이행을 위한 비용을 유발하고, 발전과 혁신의 지연을 야기하며, 기업
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각각의 제도(규제)가 사
회적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본연의 목적과 경제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총량적 관점에서 규제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 이 연구
에서 그 성과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정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로 예상되는 일자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권영섭 외, 2017; 최세림 외, 2018, 강만옥 외, 2015)의
다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서 나아가 신산업성장에 따른 부가가치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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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 등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규모를 산정하기도 한다.
권영섭 등(2017)은 국토교통분야 서비스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수입대체와 내수시장 확대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조
준모 등(2016)은 드론산업 규제 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질적 방법론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드론산업의 규제완화는 드론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수입대체와
국외 수출증가를 유발하여 관련 산업 매출증가 및 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투자 및 연구개발 촉진으로 관련 인력·인증분야의 고용창출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항
공 MRO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분석한 최세림 등(2018)의 연구 또
한 조준모 등(2016)의 연구와 유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희 등(2016)은 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가 신규 숙박시설 건립과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발하고 숙박과 융합하는 다양한 목적(관광 등)의 수요 개발을 가능
하게 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규제나 제도의 미비에 대
해 분석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 검토해야할 규제나 제도의 도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가 아니라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기 때문에 이
들 연구의 관점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아야 할 선행연구의 두 번째 유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
발제도 등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산업육성이 아닌 특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수의 학
자에 의해 추진되었다(이원섭 외, 2007 ; 조준모 외 2014, 지역발전위원회, 2017).
특히 이원섭 등(2007)은 우리나라 주요 지역개발 정책의 제도적 특성과 운영성과에
대해 분석한 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
다. 이 연구는 개개 제도의 개편방안보다 전체로서 지역개발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 및 지역개발정책의 집행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국토분야
제도 개편의 방향성 정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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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홍운선 등(2016)은 지역특구제도 연구에서 개개 특구가
다양한 특례규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그는 법규 그 자체보다는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
에서 후속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국토분야의 제도개선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주로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된 이 연구들은 특정한 제도의 개편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정성적·정량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가령 조준모 등(2014)은 도시첨단산업
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규제의 강화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
다는 연구도 있다. 가령 강만옥·조일현(2015)은 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
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환경정책이나 환경규제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잘 설계된 법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후 지불해야할
값비싼 비용을 절감하고 사전에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공
공지출을 절약하게 한다고 주장한다(Institute for Policy Integrity, 2017). 그러나 연
구의 논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지출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맥
락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개편을 통
한 기업부담의 완화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산업육성 등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그러
한 일자리 창출을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토분야 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도개선과제
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도 그 자체보다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기업투
자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이 연구와 주요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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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1

2

∙과제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
∙연구자: 이원섭, 장철순, 변
필성, 이용우(2007)
∙관련 문헌 연구
∙연구목적: 일자리 창출 관점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의
에서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
인터뷰 조사와 간담회
의 집행체계와 집행방식의
대안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
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제안

3

∙과제명: 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연구자: 강만옥, 조일현 ∙문헌연구
∙환경정책의 고용효과 이론고찰
∙기존 사례 분석
(2015)
∙국내외 사례분석
∙연구목적: 새로운 환경정책 ∙통계분석(부분균형분석
∙환경정책과 고용효과 실증분석
이나 환경규제의 도입이 일 및 일반균형분석)
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

주요
선행
연구

본
연구

연구방법

∙과제명: 국토교통서비스산업
의 일자리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자(년도): 권영섭·민성
희(2017)
∙연구목적: 국토교통서비스산
업 분야에서 기업의 신규 진
입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장진입을 막는
차별적인 요소 및 지원제도
를 분석하여 국토교통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
도적 개선방안 제시

∙국토교통 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산업간 상
호연관성
∙문헌연구
∙주요 선진국 사례
∙전문가 자문회의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실태와 잠재
∙통계자료 분석
력: 거시적 접근
∙관계자 인터뷰 및 기업 설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제약요인과 일자리
문 조사
창출 규모: 미시적 접근
∙관련법령 검토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론 연구 및 기존 제도의
특징과 운영실태 분삭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국 ∙관계 법령 검토
토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국가 및 지자체 담당자 등
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방안을 제시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지역개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이론
및 효과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지역개발 정책의 평가
∙다른 국가의 지역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
계 사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 혁신방안

∙국토분야 관련 법령과 제도 분석
∙기존 제도의 성과와 운영실태 분석
∙기존 제도의 취약성과 개선과제 분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개선 방
향과 추진방안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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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이 연구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개편 방
안 제시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는 향후 토지이용 및 국토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이 연구는 제도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제도개
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자리 관련 국토분야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
토분야 주요 과제별로 제도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조사하고 체계화하여 제시함
으로서 향후 정책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술적 기대효과
국토분야, 즉 토지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계획적 개발이나 성장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규제나 기업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관점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
연구는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을 지라도 그 목적이 기업투자가 아
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투자가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토지이용과 개발관련 제도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제도개선과 일자리 창출 간 연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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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일자리 현황과 공간분포 특성 분석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특성, 특히 산업적·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일자리
현황과 변화특징, 일자리 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산업별 일자리 현황과 변화 특징
1) 일자리 총량의 변화와 수급 불일치
장기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일자리와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1963년
우리나라 인구는 약 2,726만인, 취업자는 756만인이었으나 2017년에는 인구 5,136
만인, 취업자는 2,673만인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구 1천인 당 취업자 수는 1963
년 277인에서 2017년 520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
한편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0.6%2)를 기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발전수준이 유사한 다른 나라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양호한 것이다. 세계은행의 동일한 통계에 의하면 통계에 수록된 183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고용률이 높으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도 많은 곳은 아이슬란드
(74.5%), 뉴질랜드(66.8%), 스위스(65.1%), 오스트레일리아(61.5%), 노르웨이(60.9%)

1)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 및 취업자 통계
2)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수치로 통계청(KOSIS)의 국제통계 중 고용통계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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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림 2-1>은 국가별 고용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을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3).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
해 양호한 상황이며,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일
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림 2-5 |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고용률의 비교(2017년 기준)

자료 : 고용률 - 통계청(KOSIS) 국제통계, 1인당 국내총생산 – World Bank Data Center의 1인당 GDP 통계
(https://databank.worldbank.org/data/indicator/NY.GDP.PCAP.CD/1ff4a498/Popular-Indicators#
2019년 3월 4일 접속)

이러한 견해는 금재호(2012)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문제
를 일자리의 총 규모보다는 일자리의 질 및 양극화의 문제로 보고 있다.
고용문제의 핵심에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의 해소가 있다. 한국은 일자리가 없는 국가가
아니다. 단지 직장은 있어도 일하고 싶은 일자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미래가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양극화
해소를 통한 일자리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금재호, 2012, 2쪽).

3) 분석에 사용된 국가는 총 27개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스위스, 미국, 호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영국, 일본, 체코,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터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그리스 등임. 통계는 모두 2017년 기준이나 호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통계의 미비로 2016년 자료를 사용함(자료 출처는 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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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자리 증가율이 여전히 인구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나 단위
인구 당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일자
리 문제에서 수급불일치(mismatch)를 강조하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의 문제도 이와 연관시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가령 김영
생 등(2013)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청년인구의 비노동력화와 연계시켜 설명하면서 그
주요 원인을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학진학률 및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쏠림 현상에서 찾고 있다. 즉, 근로여건(일자리의 안정성과 급여수준 등)과 학력
간의 수급 불일치가 구조화되면서 현재의 청년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에 의하면 일자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현재도 전국의 빈 일자리는 211,416개(2017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를
2010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종사자 대비 빈 일자리 비율이 1.4%에서 1.2%로 감소하
고 있으나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빈 일자리의 비율이
여전히 크게 나타난다. 특히 제조업의 빈 일자리는 52,083개에 달하여 가장 많은 규모
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이들 산업은 급여수준이나 근로환경의 취약성으
로 인해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쉬운 업종에 해당한다.
물론 일자리 문제가 수급 불일치의 문제로만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구조
와 지역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의 부적응을 단순히 수급 불일치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는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미
를 지니는데, 이는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가 장소의 성격과도 긴
밀히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과 연관된다(한국중소기업학회, 2018). 이에 대
해서는 뒤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2) 산업별 일자리 규모 변화와 동향
산업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일자리 증가는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일
자리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일자리의 총량에 관한 한 1차 산업과 2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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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차 산업을 따라 잡을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격차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1차 산업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전체 취업자에
서의 비중이 2차 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2차 산업의 취업자는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
로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자리의 절대규모마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3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전체 취업자의 80%에 달하고 있다.
그림 2-6 | 우리나라 취업자 수의 산업별 구성 변화(1963년∼2017년)

자료 : 통계청(KOSIS) 「주민등록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그림 2-7 |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KOSIS) 「취업자 수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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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1차, 2차 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우리나
라의 일자리 증가를 주도해온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율이 2차 산업의 취업
자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할 정도로 둔화되고 있다.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한편 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산업별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자리의 질적 수준으로는 공공행정과 출
판·영상·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업 및 제조업이 종사자당 급여나 상용근로
자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고용규모가 큰 3개 산업을 비교하면 제조업이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 양호한 위치를 차지함에 비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급여와 안정성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2-8 | 산업별 종사자 규모와 고용의 질적 수준 비교(2015년 기준)

주 : 원의 크기는 산업별 종사자 규모를 나타낸 것임
자료 : 통계청, 2015년 기준 경제 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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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별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국토분야 제도 개
선이라는 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성장할 산업의 일자리 공간을 조기에
제공하고, 쇠퇴가 예상되는 산업의 일자리 보호와 유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별 일자리 변화가 특정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쇠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별 일자리 동향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산업 내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미래 일자리를 예측한 연구(가령 이진면 외, 2018)는 있으나 대부분
신산업의 성장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 일자리를 전망한 것으로 전체 산업을 대상
으로 각 부문의 일자리 변화를 전망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아마도 이는 신뢰할 수 있
는 지표개발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일자리 성장 방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
리나라 일자리의 지역적 변화방향을 추측해 보고자 한다. 미래 일자리 성장 방향은 한
국가의 산업구조는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정에 전제를 두고 있다. 즉,
저개발 국가일수록 1차 산업 고용의 비용이 높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화를 거쳐
서비스부문이 주도하는 경제로 이행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 산업부문 역시 유사한 경로
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망에 사용된 자료는 세계은행 데이터센터
(World Bank Data Center)의 2017년 기준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 자료와 국제노동
기구 통계DB(ILOSTAT)의 2017년도 국가별 경제활동 종사자 현황이다. 전망에 포함
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1개 국가4)이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일자리 전망이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산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 고용부문은 제
조업과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이들 3개 부문은 공히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
수록 전체 산업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부문에 해당한다.

4) 31개 국가는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이스, 헝가리,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미국임. 자료는 2017년 기준이나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16년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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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제조업 종사자 비중

자료 : 1인당 국내총생산 – World Bank Data Cente(https://databank.worldbank.org/data/indicator/) 2019년 3월
4일 접속, 업종별 종사자 수 – ILOSTAT(https://ilostat.ilo.org/) 2019년 3월 2일 접속

공교롭게도 이들 3개 부문은 대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된 일자리 창출원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가 대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들 산업은 대도시에서도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산업부문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대도시 지역의 경우 일
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다른 산업부문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보완할 수 있으나 지방의
소도시 등은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다른 산업부문이 입지하기를 기피하는 지역이라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0 |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도소매 및 자동차 판매업」 종사자 비중

자료 : 표 2-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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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중

자료 : 표 2-5와 동일

이들 3개 부문과 달리 다수의 산업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종사자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부문은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며, 이외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예술,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업」 또한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부문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일자리 비중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나
라 일자리 창출에서 이들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2-12 |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자료 : 표 2-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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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정보통신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자료 : 표 2-5와 동일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 부문 중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전문·과
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그 입지에 있어 대도시 지향성이 강하다. 따
라서 현재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이들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대도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예술, 오락 및 레크리에이
션업」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가령 우리나라의 군(郡) 지역에서도 입지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이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향후 우리나라 일자리의 지역별 분포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4 |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비중

자료 : 표 2-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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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자료 : 표 2-5와 동일

그림 2-16 |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예술,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업」 종사자 비중

자료 : 표 2-5와 동일

3) 기업규모별 일자리 규모 변화와 동향
산업발전에 따른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규모의 변화 또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기업규모에 따라 토지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에 대한 연구는 종사자 수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기업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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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연구의 다수는 경제력의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주로 다
루어 온 경향이 있다. 종사자 수라는 관점에서 기업규모의 변화 방향을 다룬 연구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증가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산업
부문(대분류 기준)별로 기업규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는 뒤에서 다룰 제도개선방향의 설정이 기업규모 변화 경향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1997년에서 2017년까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 사업체는 약 117만개가 증가하고 그 종사자는 816만명이 증가하였다. 전체 사업체
고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약 13만개의 업체가 증가하
고 고용은 약 79만명이 증가하였다. 기업규모 변화를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
으로 사업체의 평균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12). 전국을 수도
권과 광역시(서울, 인천 포함) 및 도 지역(경기 제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모든
지역에서 사업체 평균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7 | 전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각 년도

이와 달리 제조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 10.89인에서
2017년 9.46인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체의 평균 규모
변화는 전체 사업체의 평균 규모변화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른 산업부문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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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제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면적이나 산업단지 내 최소필지면적 기준 등 규모에
따라 입지제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조업체의 소규모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3천㎡ 이상이 보통이던 산업단지 내 최소필지면적을 900㎡까지 하향 조정하였
다.최근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소규모화의 경향을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2-18 | 제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각 년도

한편 기업체 당 평균 종사자 규모의 변화는 글자 그대로 평균적 개념에 불과하다.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입지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다 세부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변화동향을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종사자 수 9인 이하 사업체의 고용증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이며, 5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 고용 증
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시설관리업과 건설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으로 나
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
업」과 더불어 종사자 수 9인 이하 사업체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제조업
의 소규모화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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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증가 현황과 산업별 구성비(2007∼2017년)
종사자규모별

계

9인 이하

전 산업
5,683,241 2,000,284
제조업
14.9%
18.2%
건설업
10.3%
6.4%
도소매업
11.0%
20.6%
운수/창고업
4.1%
2.8%
숙박/음식업
8.7%
19.3%
정보통신업
2.8%
2.0%
금융보험업
1.5%
1.0%
부동산업
2.0%
4.3%
전문과학기술업
6.7%
4.7%
시설관리업
8.4%
2.2%
공공행정업
2.6%
0.0%
교육서비스업
5.2%
3.1%
보건사회복지
17.2%
9.5%
예술여가
2.1%
2.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7 및 2017년

10-49인

50-299인 300 - 499명 500명 이상

1,344,911
12.0%
10.2%
9.2%
5.5%
6.6%
2.5%
0.8%
1.0%
6.0%
6.0%
2.2%
5.2%
26.7%
2.3%

1,221,333
18.5%
10.7%
4.5%
5.8%
1.5%
2.9%
1.6%
0.0%
4.8%
10.2%
1.8%
8.5%
24.7%
2.8%

249,754
9.9%
17.1%
1.7%
1.9%
2.5%
9.7%
-1.1%
2.8%
10.5%
16.8%
6.6%
6.5%
12.0%
1.3%

866,959
7.9%
17.0%
3.5%
2.8%
-0.3%
3.1%
4.3%
0.5%
14.1%
21.3%
9.2%
5.4%
10.9%
0.3%

표 2-7 | 2007년 대비 2017년도의 사업체 규모별 구성비 변화
(단위 : %p)

종사자규모별

9인 이하

10-49인

전 산업
-2.0%
-0.2%
제조업
3.7%
-2.5%
건설업
-3.3%
-6.0%
도소매업
-0.8%
0.2%
운수/창고업
-4.3%
3.2%
숙박/음식업
-1.7%
1.6%
정보통신업
2.6%
-2.2%
금융보험업
1.3%
-4.8%
부동산업
4.9%
-4.0%
전문과학기술업
-2.1%
-1.7%
시설관리업
-2.1%
-0.3%
공공행정업
-0.4%
-0.6%
교육서비스업
-0.8%
-0.5%
보건사회복지
-10.4%
6.8%
예술여가
-6.8%
3.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7 및 2017년

50-299인

300 - 499명

500명 이상

0.5%
0.5%
0.7%
-0.1%
0.1%
0.2%
-4.1%
0.3%
-2.2%
-3.4%
-2.5%
-2.8%
-0.2%
6.9%
3.6%

0.3%
-0.1%
1.2%
-0.1%
-0.2%
0.2%
2.8%
-0.9%
1.2%
0.2%
-1.5%
-0.8%
0.6%
0.2%
0.2%

1.5%
-1.5%
7.3%
0.8%
1.3%
-0.3%
1.0%
4.1%
0.1%
7.0%
6.4%
4.5%
0.9%
-3.5%
-0.5%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2007년에서 2017년까지 각 산업별로 사업체 규
모별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2-2).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은 1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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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종사자 수 9인 이하 기업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건설업과 전문과
학기술업, 시설관리업 및 공공행정업은 중규모 이상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이
한 것은 정보통신업으로 종사자 수 9인 이하의 소기업과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의 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10인에서 299인 규모의 기업 비중은 감소하여 규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이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다는 점
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 원인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토지이용이나 개발 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은 제조
업이다. 그동안 제조업 부문 기업의 투자는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
었으나 앞으로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은 이들보다는 소기업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국토분야의 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모변화에 따른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일자리 분포의 공간적 특성과 그 변화
일자리의 변화가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최근의 연구들은 일자리
성장에서 도시지역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있다. 일자리의 증가가 교외지역에서 도심
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업은 우수인력을 견인하기 위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도시지역
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도심이나 교외지역에서 공히 복합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보행가능하면서 대중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며, 이 결과
밀도와 접근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전략의 핵심용어처럼 등장하고 있다5).
도시계획 등 국토분야에서 제기되는 최근의 많은 정책 대안을 이러한 경향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물론 서구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일자리 동향이나 정책대안이 사회적·경제
적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우

5) Florida R., 2018, Fast-Growing Companies Prefer Vibrant Parts of Cities and Suburbs
(https://www.city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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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일자리 동향도 기본적으로는 서구의 연구들이 지적하는 맥락에서 크게 벗어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 개선의 방향도
서구의 그것과는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일자리의 공간분포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일자리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자리 분포의 지역 간 비교와 그 특징
일자리의 지역 간 분포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일자리의 도
시집중 경향일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을 서울을 핵으로 하는 하나의 대도시로 보
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인구와 사업체 종사자의 추이를 보면 수도권 규제나 성장관리
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인구와 사업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도시(서울시 및 광역시)의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다.
그림 2-19 |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 종사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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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2-15>는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전체로서 대도시보다는 수도권으로 집중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일자리 증가와 인구 증가로 구분하여 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비중 증가와 일자리 비중 증가를 구분하여
보면 대도시로서 서울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표 2-3>은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산업별 종사자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기준 서울시 인구는 우리나라의 19.4%, 경기도는
24.4%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산업별 종사자를 보면 서울시는 제조업과 하수·폐기물
처리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인구비중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제조업과 여가관련 서비스업 및 하수·폐기물처리업에서 인구 비중
을 초과할 뿐 그 외의 나머지 산업부문 종사자 비중은 인구비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8 |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산업부문별 종사자 구성비 현황(2015년 기준)
전국
(인)
인구

종
사
자
수

수도권

인천 경기 소계 광역시 시부 군부

소계

51,069,375 19.4%

5.7% 24.4% 49.5% 20.2% 23.7% 6.6%

50.5%

제조업

4,042,960

7.1%

6.0% 30.9% 44.0% 18.4% 29.4% 8.2%

56.0%

도매 및 소매업

3,129,260 29.2%

4.3% 21.2% 54.7% 19.6% 20.6% 5.1%

45.3%

숙박 및 음식점업

2,118,353 22.7%

4.7% 20.8% 48.2% 19.5% 25.2% 7.2%

51.8%

교육 서비스업

1,559,792 21.9%

4.6% 22.6% 49.1% 20.7% 24.5% 5.7%

5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3,360 21.3%

5.0% 21.0% 47.2% 21.3% 24.8% 6.7%

52.8%

건설업

1,317,337 27.3%

3.7% 17.0% 48.1% 20.2% 24.4% 7.3%

51.9%

운수업

1,096,392 25.5%

7.0% 20.7% 53.2% 22.0% 20.6% 4.1%

4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69,245 40.0%

4.2% 17.6% 61.9% 19.4% 16.5% 2.3%

3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6,374 45.4%

2.8% 23.1% 71.3% 14.7% 11.7% 2.3%

2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4,231 22.1%

4.7% 21.1% 47.9% 20.6% 24.8% 6.7%

52.1%

금융 및 보험업

742,974 38.4%

3.4% 14.1% 55.9% 20.3% 19.8% 4.1%

4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87,969 19.8%

4.9% 15.9% 40.6% 20.5% 25.1% 13.8% 59.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62,946 62.2%

1.4% 16.9% 80.6% 9.7%

1.7%

1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526,855 32.1%

4.2% 22.9% 59.2% 19.8% 18.5% 2.4%

4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6,834 21.9%

4.3% 24.9% 51.2% 17.4% 23.5% 7.8%

48.8%

8.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4,336

8.0%

6.5% 25.7% 40.2% 16.0% 32.9% 10.9% 59.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4,888 11.6%

5.9% 14.0% 31.6% 19.3% 32.3% 16.8% 68.3%

자료 : 통계청, 2015년 기준 인구 총조사 및 2015년 경제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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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서울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을 살펴볼 때도 지역 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지방
의 광역시는 산업부문별 비중이 인구비중과 유사한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 광역
시에서 인구 비중과 차이를 보이는 부문은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이 대표적인데 이들 부문은 각각 전체 산업종사자의 62.2%와 40% 이상이 서울시
에 집중하여 그 외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부문이다. 그 외의 부
문을 본다면 제조업과 여가관련 서비스업 및 하수·폐기물처리업이 인구 비중에 비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의 시와 군 지역에서는 광역시에서 집적수준이 미진한 제조업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집적하고 있다. <표 2-4>는 이를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각 지역의
산업별 비중을 인구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1.0보다 높으면 인구에 비해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것을, 1.0보다 낮으면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표 2-9 | 인구대비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부문별 종사자 구성비 현황(2015년 기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소계 광역시 시부 군부 소계

제조업

0.37

1.06

1.26

0.89

0.91

1.24

1.24

도매 및 소매업

1.50

0.77

0.87

1.11

0.97

0.87

0.78

0.90

숙박 및 음식점업

1.17

0.83

0.85

0.97

0.96

1.06

1.08

1.03

교육 서비스업

1.13

0.81

0.93

0.99

1.02

1.03

0.87

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0

0.88

0.86

0.95

1.05

1.04

1.02

1.04

건설업

1.41

0.66

0.70

0.97

1.00

1.03

1.10

1.03

운수업

1.32

1.23

0.85

1.08

1.09

0.87

0.63

0.9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6

0.74

0.72

1.25

0.96

0.70

0.35

0.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4

0.50

0.94

1.44

0.73

0.50

0.34

0.5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4

0.84

0.86

0.97

1.02

1.05

1.01

1.03

금융 및 보험업

1.98

0.61

0.58

1.13

1.00

0.83

0.62

0.8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2

0.86

0.65

0.82

1.02

1.06

2.09

1.1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1

0.25

0.69

1.63

0.48

0.34

0.26

0.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5

0.74

0.94

1.20

0.98

0.78

0.37

0.8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3

0.76

1.02

1.03

0.86

0.99

1.19

0.97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41

1.15

1.05

0.81

0.79

1.39

1.65

1.1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60

1.04

0.57

0.64

0.95

1.36

2.54

1.35

1.11

자료 : 통계청, 2015년 기준 인구 총조사 및 2015년 경제총조사

제2장 일자리 현황과 공간분포 특성 분석

․ 41

<표 2-4>는 수도권이라고 하나 서울과 인천 및 경기는 전혀 다른 산업구조를 지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광역시와 시·군 지역이 다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
다. 지방의 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서울과 유사하며, 경기도는 지방의 시·군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산업부문별 구성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구도
보다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이라는 구도가 더 중요함을 말한다. 다만
인천시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와 달리 경기도와 유사한 구조
를 보이는데, 인천이 대도시로서의 성격보다는 서울의 관문도시이자 산업도시로 성격
을 지닌 채 발전해온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0 | 지역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가 현황(2005∼2015년)
인구
증가현황(2005-2015년)
인
구성비
수
도
권
지
방
자료 :

합 계
3,790,424
100.00%
서 울
84,141
2.22%
인 천
359,171
9.48%
경 기
2,063,662
54.44%
소 계
2,506,974
66.14%
광역시
428,889
11.32%
시 부
1,243,592
32.81%
군 부
-389,031
-10.26%
소 계
1,283,450
33.86%
통계청, 인구 총조사 및 부가조사 각 년도

전체 취업자 증가 현황 (2005∼2015년)
거주지 기준
근무지 기준
인
구성비
인
구성비
4,532,695
701,366
368,924
1,619,997
2,690,287
783,915
1,000,279
58,214
1,842,408

100.00%
15.50%
8.10%
35.70%
59.40%
17.30%
22.10%
1.30%
40.60%

4,528,233
874,133
274,946
1,493,243
2,642,322
740,317
1,021,194
124,400
1,885,911

100.00%
19.30%
6.10%
33.00%
58.40%
16.30%
22.60%
2.70%
41.60%

이러한 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주요 지역별 인구 및 취업자
규모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2-5>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10년간 수도권 인구는 우리
나라 인구증가의 66.1%를 점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2%로 가장 적고, 인
천이 9.5%, 경기가 대부분인 54.4%를 점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증가가 실질적으
로는 경기도의 인구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취업자의 증가 또한 경기도가 가장 많으
나 세부적인 양상은 다소 다르다. 지역 내 일자리 증가를 의미하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증가를 보면 전국 인구 증가의 2.2%를 차지한 서울시에서 19.3%가 증가하였으며 인
구증가의 54.4%를 차지한 경기도는 근무지 기준 일자리의 증가의 33.0%만을 차지하
고 있다. 인구는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일자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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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 비중과 비교하면 서울시로의 상대적 집중
도가 경기도에 비해 확연하게 큰 것이다.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지방은 우리나라 인구 증가
의 33.9%를 차지하고 근무지 기준 일자리의 41.6%를 차지하였다. 그중 지방 소재
광역시는 인구증가의 11.3%를 담당하였으나 근무지 기준 일자리 증가는 16.3%로 인
구 증가를 크게 초과한 반면 지방 소재 시 지역은 인구증가의 32.8%를 차지하였으나
근무지 기준 일자리 증가에서는 22.6%만을 차지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공히 일자리 증가가 대도시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지방의 군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근무지 기준 일자리는 2.7%가 증
가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일자리의 지방 분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표 2-11 | 지역별 제조업 취업자 및 서비스업취업자 증가 현황(2005∼2015년)
제조업 취업자 (2005∼2015년)
거주지 기준
근무지 기준
인
구성비
인
구성비

수
도
권

지
방

합 계
서 울

서비스업 및 기타 취업자
거주지 기준
근무지 기준
인
구성비
인
구성비

476,801 100.00% 475,518 100.00% 4,055,894 100.00% 4,052,715 100.00%
-93,148 -19.50% -135,768 -28.60% 794,514 19.59% 1,009,901 24.92%

인 천
경 기
소 계

29,020
161,000
96,872

6.10%
33.80%
20.30%

13,646
204,636
82,514

2.90% 339,904 8.38% 261,300 6.45%
43.00% 1,458,997 35.97% 1,288,607 31.80%
17.40% 2,593,415 63.94% 2,559,808 63.16%

광역시
시 부
군 부

99,715
226,288
53,926

20.90%
47.50%
11.30%

86,317
218,698
87,989

18.20%
46.00%
18.50%

소 계
379,929 79.70% 393,004
자료 : 통계청, 인구 총조사 및 부가조사 각 년도

684,200
773,991
4,288

16.87%
19.08%
0.11%

654,000
802,496
36,411

16.14%
19.80%
0.90%

82.60% 1,462,479 36.06% 1,492,907 36.84%

<표 2-6>은 지역별 제조업 취업자와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서울시는 제조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근무지 기준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국 증가분의 24.9%를 차지하였다. 경기도는 인구증가에 비해 일자리 증가
가 적었으나 제조업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전국 증가분의 43%를 차지하여 서비스업
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 증가분 31.8%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특징은 지방의 시·군 지역에서 나타난다. 지방 소재 시 지역의 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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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전국 증가분의 32.8%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근무지 기준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전국의 46.0%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일자리 증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
타나는 반면 근무지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분의 19.8%로 인구증가분에 크게 미
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근무지 기준 제조업 취업
자는 전국 증가분의 18.5%인 87,989인에 달한다. 이와 달리 근무지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국 증가분의 0.9%인 36,411인에 불과하다. 지방의 군 지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의 2.4배에 달한다. 지방의 군 지역은 제조업 일
자리 증가가 지역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지역별 일자리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시·
군·구별 근무지 및 거주지 기준 취업자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2-16>은 그 결과
를 표현한 것으로 전체 산업취업자 수 증가와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를 4개의 지역유형
(특·광역시 구·군, 그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10만 이상∼50만 미만
도시, 인구 10만 미만 시·군)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6>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군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다수 지역에서 감
소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인구 10만∼50만 도시나 인구 10만 이상 도시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체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가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이들 지역은 전체 산
업보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균형선(근무지 기준 증가와 거주지 기준 증가가 동일한
지점으로 그림 내에 대각선으로 표현)에서 더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에서 직·주간의 분리가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서는 특·광역시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 지
역의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만 미만의 87개 시·군
중 9개 지역에서만 근무지 기준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며, 8개 지역만이 거주지 기
준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총량적으로 본다면 거주지 기
준 제조업 취업자 증가보다 근무지 기준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더욱 많다. 또 거주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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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와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균형선에서 분산된 정도를 보면 제조업 취업자의 분산도
가 전체 산업에 매우 크고, 다른 유형의 지역에 비해서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제조업 취업자의 직주 분리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 규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20 | 지역특성별 전체 산업 취업자 및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2005년∼2015년)
전체 산업 취업자 증가율(2005∼2015년)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2005∼2015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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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가로축(X축)은 거주지 기준 취업자 증가, 세로축(Y)축은 근무지 기준 취업자 증가이며, 각 원은 개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KOSIS)의 2005년 및 2015년 인구총조사(부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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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는 일자리 창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구체적으로 이 통계분석이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개략적 통계분석의 결과이나 위에서의 분석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닐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당연한 예상일 수 있으나 향후의 일자리 부족은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특히 중소도시나 소규모 시·군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서 분석한 국가별 1인당 GDP 수준과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구조가 다른 나라와 다른 예외적 경로를 밟을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숙박·음식점업 또한 유사한 경로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서비스업이
나 연구개발업, 금융업 등은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현재
의 일자리 구성과 지난 10년간 취업자 변화에 대입해보면 앞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의
일자리는 더욱 증가하고, 지방의 일자라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에 의존하여 지역 일자리 증가를 경험하였던 지방의 시·군 지역은 중대
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위의 분석이 제시하는 또 다른 시사점은 지역의 정주여건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는 것이다. 지방 소도시에서 제조업 근무지 기준 취업자 증가에 비해 거주지
기준 취업자 증가가 적다는 것은 지역내 제조업체의 일자리는 많이 증가하나 그 일자리
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지
역이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에게 적정한 정주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많
은 노력을 기울여 기업의 투자를 지역 내에 유치하지만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은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입지한 이유가 통근이 가능한 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를 온전히 소도시의 문제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의 기업유치 효과를 지역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은 분명할 것이다. 즉,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정주여건의 정비와 병행될 때에만 기업유치나 산업
육성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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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수급의 공간적 불일치
위에서 우리는 일자리 문제가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편차가 앞
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의 지역적 편차에 관한 논의를 통칭
하면 일자리 수급의 공간적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한국중소기업학회
(2018)의 연구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직자들이 대도시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실제로 일자리 수급의 공간적 불
일치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 연구 또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간략한 통계를 통해 일자리 수급의
공간적 불일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2-17>은 통계청(KOSIS)에 게재된 2018년도 워크넷 통계의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통계 중 직종별 구직과 구인 인원을 시·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총
구직·구인 인원(그림 2-17 중 좌측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 모든 시도가 구인
보다는 구직자가 많은데, 그 차이는 전국적으로는 1.71배에 달한다. 특히 대도시(특·
광역시)의 경우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며, 그중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대도시
는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道) 지역은 강원과 경북만이 전국 평균을
초과할 뿐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21 | 시·도별 구직·구인 인원 현황(2018년 기준)
∙ 총 구직·구인 인원

∙ 설치·정비·생산직 구직·구인 인원

자료 : 통계청(KOSIS)이 게재한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2018년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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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 「제조 단순직」의 시·도별 구직·구인 인원 현황(2018년 기준)

자료 : 통계청(KOSIS)이 게재한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2018년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에 비해 주로 제조업이나 그 유사업종 종사자가 많은 직종이라 할 수 있는 「설치·
정비·생산직」의 경우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많아 구직자의 구인자 대비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0.93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2-17의 우측 그림). 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지역은 모두 구인 대비 구직자의 비율이 1.0을 초과한다. 특히 대전시는 3.24,
서울시는 1.82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도(道) 지역의 경우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집적
된 경기도와 경남 및 충남·북, 전남은 모두 구인이 구직보다 많다. 즉, 전체로서 설치·
정비·생산직의 경우 구직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그 직종을 필요로 하는 일
자리가 대도시 내에 있는 경우 그렇지 않으며, 역으로 제조업이 집적된 곳이라고 할지
라도 도(道) 지역에서는 해당 직종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의 고용률 차이가 크지 않고 모든 지역이 일자리 부족으
로 고민하고 있는 여건에서도 구직자의 지역적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설치·정비·생산직」 중 「제조 단순직」의 지역별 구인·구직 현황을 살
펴보면 더욱 잘 나타난다. 「제조 단순직」의 구인 대비 구직자 수는 0.78로 「설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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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직」의 0.93보다 낮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직자 수 비중이 1.0을 초과하여 대전은 2.13, 부산은 1.91, 서울은 1.46에 달한다.
이에 비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도(道)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구인에 비해 구직
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인과 구직의 격차는 지역 내에서 일자리의 확보가
능성, 일자리의 성격이나 급여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나 전체 구인·구
직 규모에서는 구직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에 비해 「설치·정비·생산직」에서는 대도시에
서는 구인보다 구직자가 더 많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단순히 일자
리의 성격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일자리 수급에 공간적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
한다. 특히 기능적 숙련의 필요성이 낮은 「제조 단순직」의 경우에도 대도시에서는 구
인보다 구직자가 많은데 비해 지방에서는 구인보다 구직자가 적다는 사실은 인력이 대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 직종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구직보다 구인 규모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이 일자리 부족으로 고민한다는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총량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일자리의 지역 간 분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
근 제기되는 지방에서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총량의 부족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청년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도 다수의 기업은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즉, 국가적으로는 구직과 구인의 문제가 공존하며, 지역적으로
는 대도시와 그 외 지역에서 구인과 구직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한국중소기업학회(2018)의 연구는 일자리의 지역적 수급불일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용관련 전문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청년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선 크게 ‘주거지와 근무지의 거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즉, 주거지와 근무지가 근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잔여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여가생활로 채울 수 있다는 발언이 지배적
이었다. (조사대상이) 서울 소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편향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구직자
나 재직자들의 근무지가 서울일 경우 상당한 연봉 차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서울 내 근무지를
두고 싶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한국중소기업학회, 2018, 176∼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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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더 적어도 서울 내 근무지를 두고 싶어 한다는 위의 인용 문구는 지방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급여수
준은 서울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직자가 서울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임금 격차로만 말하기 어렵다는
점은 임금을 통한 일자리의 지역적 조정도 어려움을 의미한다. 오히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방에서 임금상승은 기업이 지방을 기피하고 서울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면담한 ○○정보통신서비스기업의 모 이사는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방의 인력은 임금이 많이 올라 서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역량이 부족하면 싼 임금을 활용하여 서울에서 1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
으나 현재는 그러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즉 적당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구하여도
그들이 요구하는 급여가 회사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 본사에서
인력을 지방으로 파견하여 순환근무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그 조차도 직원들
이 기피하여 쉽지 않다(○○정보통신서비스 담당 이사 면담 결과).

한편 위의 인용 문구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직주 분리와 연관된다. 특히 이는
제조업 일자리와 밀접히 연관된다. 위의 <표 2-6>을 다시 살펴보자. 지방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를 거주지 기준과 근무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면 제조업 취업자의 직주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도시 지역은 거주
자 기준 취업자가 많고, 그 외 지역은 근무자 기준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지방 군(郡) 지역의 경우 근무지 기준으로 8만8천인이 증가하였으나 거주지
기준으로는 5만4천인 증가에 그쳐, 생산시설은 입지하나 그 종사자는 다른 지역에 거
주하면서 서 통근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직주 근접 지역이 더 많은 발전기회를 지닌다는 기존 연구(Chetty et al,.2014)의
지적이 있으나, 청년들이 직주근접을 바라고 거주하길 희망하는 지역이 단순히 직주가
근접한 곳이 아니라 대도시라는 점은 앞으로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발
전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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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분야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분야 제도가 토지개발이나 이용절차의 간소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역량은 다른 국가
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저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일자리 부문인 제조업과 도·소
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감소세를 보이는 업종이다. 新성장동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이러한
일자리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구조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방 소재 시·군 등 현재에도 일자
리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적
진보는 이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지역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OECD(2018, 103-109쪽)에서 강조하듯이 성장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일자리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의 변화 동향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일자리의 총
량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구인과 구직의 어려움이 공존하는
일자리 수급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 일자리의 수급불일치는 개개 기업의 근로여건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생활환경과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위 ‘일과 생활의 조화’라는 개념이 일자리 수급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 특히 청년인재들이 살기를 희망하는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희망하는 지역은 전체 도
시공간의 질적 수준 못지않게 국지적 수준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6) 대도시에서

6) Florida R., 2019, The Beauty Premium: How Urban Beauty Affects Cities’ Economic Growth
(https://www.citylab.com/life/2019/05/beautiful-cities-economic-growth-data-beauty-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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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를 희망하지만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일하기를 기피하는
것은 이의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완화에는 도시환경의 정비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수급불일치의 해소가 단순한 산업경
제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의 영역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토분야의 제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 절차 개선이나 토지개발 기간 단축 등
이 일자리 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다면, 생활, 문화, 의료 등 지역의 정주
기반 정비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지만 보다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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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일자리 창출 관련 국토분야 제도 분석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절대적인 규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적 불균형과 수급불일치의 문
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일자리 변화동향에서 확인한 과제와 일자리 창출
촉진에 국토분야 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후, 기업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기존 제도의 내용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장에서의 분석결과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
고자 하는 국토분야 제도개선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1. 국토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국토 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달리 표현하자만 국토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 연구뿐만
아니라 토지개발과 이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가지는 공통된 물음의 하나일 것이다.
국토 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의 문제일 것이다. 올해 초 한 언론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해외탈출
을 부추기고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어렵게 하여 일자리 창출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1) 수도권 규제와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자 하는
연구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양금승(2015, 41쪽)은 2008년 10월 30일 이루어
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면서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위해
5조 4,473억 원이 투자되어 1만 44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 규제나 성장관리는 이 연구의 관심이 아니다. 이 연구의 관심은 정책이
1) 매일경제 인터넷판, 2019.01.27., 67조 투자 막는 수도권 거미줄 규제, 기업 해외탈출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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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향을 지향함에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수도권의 성장을 관리하는 정책적 목적을 주어진 것이라
고 볼 때 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과 불일치하며 보다 길고 종합적인
안목에서의 검토와 그 못지않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굳이 수도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토지이용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공장입지규제는 기업입지의 지역 간 이전을 통
한 일자리의 분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투자를 어렵게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제약
하기도 한다. 또 이경희 등(2016, 132쪽)은 관광숙박사업의 투자와 고용확대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입지관련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토지이용제도는 기업입지의
근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토지이용제도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
으로 검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토지이용제도나 개발절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널리 알려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지의 조기 개발을 통한 기업의 적기투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촉진
국토분야 제도 개선이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일차적인 효과는 개발절차 단축을 통
해 기업의 적기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 절차간소화법)」 제정 당시 정부는 인허가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다. 가령, 대구시의 성서 4차 산업단지는 인허가
에 4년 1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성서 5차 산업단지는 8년 9개월이 소요되었다. 법 제
정 직전인 2007년에 성서 4차 산업단지의 생산액이 약 2,383억원, 고용인원이 약
2,000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만약 공장 가동을 3년 정도 앞당겼더라면 약 7,000억원
의 생산증가 효과와 수천개의 일자리가 조기에 창출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2)
사업지구 개발기간의 단축은 다른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농공단지의 다른 유형 산업단지로의 전환 절차는 이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최근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130) 2019년 8월 2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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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새로운 산업을 위한 입지공간으로 활
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입주기능 변경이나 기존 공
장의 증설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의 규정으로 인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설이 어려운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절차 등에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운
영 중인 농공단지를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계획서와
이행 절차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할 경우에 인허가 소요기간은 대폭 단축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추가투자가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3).

2)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의 사업 공간 확보 지원과 통한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산업이 기존 토지이용의 틀 내에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업투자
가 지연되고 기대하던 일자리 창출도 미루어지는 경우는 비교적 빈번하다. 국토분야의
제도, 특히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제도는 그 자체로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지 않으나 기업의 투자가 실제 구현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그 투자를 위한 공간을 적기에 적소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는 기업의 투자를 조기에 실
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토지이용이나 토지개발 제도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
다. 그 중 토지이용이나 계획기준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2000년대 이후 기업입지와
종사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에는 2000년대 초엽 지식산업센터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업 등의 입주를 허용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업종별 종사자수를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고용이 전체의 65.3%(약
9만 6천인), 전기전자 제조업이 전체의 18.2%를 차지하여 이들 두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9년 9월 기준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3) 정부규제정보포탈(https://www.better.go.kr/), 기업현장애로 규제혁신과제, 2019.8. 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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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가동업체 및 종사자 수 변화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통계 각년도

물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일자리 증가는 기업투자의 결과이다. 그러나 지식산업
센터 내에 지식기반서비스업 입주가 제한되었을 경우 많은 기업은 그 성장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것이며, 그 성장은 일부나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토지이용 관련 제도의 개편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투자시기를 놓치고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이의 한 가지 사례로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이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구역에 건설하기로 한 첨
단물류센터를 들 수 있다.쿠팡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6년 10월 31일이었다. 대구시의 2016년 10월
31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시 쿠팡은 1000억원을 투자하여 78,825㎡ 규모의 물류
센터를 건립하여 2018년부터 가동할 계획이었으며, 대구시는 이를 통해 1,500명의 지
역인력 채용을 기대하였다4).
그러나 실제 쿠팡이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한 것은 당초 예상한 착수시점인 2016년은
물론 센터의 가동시점으로 계획하였던 2018년도 훌쩍 넘어선 2019년 11월이다. 부지
확보가 지연된 것은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의 입주 여부에 기인한다. 당초

4)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6.10.31., 쿠팡, 친환경 첨단물류센터 전국 최대 규모로 대구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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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원했으나 전자상거래업체가 국가산업단
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소관부처
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분류 재검토 및 시설용
지 변경 등을 건의하였으며, 2018년 12월 정부로부터 쿠팡이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쿠팡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3,100억
원을 투자하여 7만8800㎡의 부지에 27만5800㎡ 규모의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2021년
1200명, 2022년 800명 등 총 20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5). 당초
2018년으로 계획되었던 물류센터의 가동시기가 2021년으로 3년 지연되었고, 이에 따
라 조기에 가능하던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3년 지연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
한 것은 장기간 지연된 기업투자를 현실화하는 것이 산업시설용지의 일부 구역을 지원
시설용지로 전환하는 절차만으로 가능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일
부 기준의 변경만으로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던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
능해 진 것이다.
비록 초기에 계획한 일정보다 많이 지연되었지만 쿠팡은 그래도 부지확보에 성공하
였다. 그러나 ㈜신세계의 경우 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아직까지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아래 언론 기사는 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Box 3-1 | 부지확보를 위한 신세계의 고민
신세계는 NE0 3호점에 추가로 하남시 미사지구에 물류센터 건립을 시도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신세계는 앞서 2015년 서울 장안동에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신세계는 이마트라는 전국적 인프라를 보유한 물류창고가 있지만 이전에 상품을 집하해 물류창고로 보낼 '물류센터'
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SSG닷컴 초기 출범시점에서 지적됐었다.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위해선 대규모 물류센터는 필수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상품이 각기 다른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으면 재고관리, 특화배송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워 고객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신세계는 하남시를 대체할 물류센터 부지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제2의 아마존, 혹은 아마존을 뛰어넘기
위해선 물류센터가 필수인만큼 신세계의 땅 찾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 시장경제신문, 2019.9.20, SSG 물류센터 급한데. 정용진, 땅 찾다가 '하세월'(http://www.meconomynews.com
2019년 11월 10일 접속)

5)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9.4.17., 쿠팡(주) 대구국가산단에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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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 1인 창조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단위: 개소, %)

전국

서울

사례수 (개)
271,375 59,703
자금조달
77.3
73.3
홍보/마케팅
35.9
44.1
사무실/작업공간 확보
34.1
34.4
사업 타당성 분석
14.9
17.3
사업/시장정보 획득
9.0
13.6
행정절차
8.2
8.4
인력확보
8.0
10.2
기술개발
7.1
7.3
업종선정
4.0
5.7
상품/서비스 개발
1.7
1.9
경영교육
0.3
0.1
기타
5.8
5.1
출처 : 통계청(KOSIS), 1인 창조기업 통계

인천/경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

66,556
75.3
34.7
32.2
19.2
8.0
8.1
10.8
6.3
3.2
2.0
0.2
6.1

25,452
83.2
37.2
38.9
24.1
8.8
15.3
3.9
4.8
5.8
2.6
0.5
2.2

27,091
77.6
45.9
52.8
8.9
3.6
16.9
5.2
10.9
3.7
2.3
0.2
2.3

81,726
79.9
28.5
29.2
9.8
8.5
3.6
6.6
7.4
3.1
1.1
0.4
7.7

10,847
77.2
24.8
21.9
6.8
7.2
5.2
5.7
5.5
2.8
0.4
0.0
10.5

적정공간의 조기 확보 중요성이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투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용 빌딩에 입주 가능한 소기업들 역시 실제로는 적
정한 업무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통계청의 1인 창조기업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창조기업도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제
분야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토지이용 및 개발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산
업경제 분야의 제도 정비를 통해 투자가 가능해지더라도 토지이용 분야에서 이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지 못할 경우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일자리 미스매치의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수급불일치를 공간계획이나 토지이용 제도 개편을 통해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 일자리 수급불일치의 다수는 일자리의 성격이나 인력의 역량 등에 기
인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있는 일자리 규모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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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자리 수급불일치는 지역의 여건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
는 장소의 환경에서도 발생한다. 한국중소기업학회(2018)는 김영생(2013)의 연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즘 청년들은 사업체 주변의 문화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 여부를 취업결정 조건에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재직자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
은 정보를 회귀분석 한 결과 중소기업 구인난과 주변 환경 및 근무시설(amenity)이 유의미
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난다. 주변 환경(교통 및 문화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은 중소기업 구
인난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영생, 2013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8, 23쪽
재인용)

최근 정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 도시재생뉴딜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
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주택도
시기금을 활용해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산업단지 상상허브의 조성, 청
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모이는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러
한 일자리 수급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도심 내에서 기업
입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대학캠퍼스를 활용해 캠퍼
스혁신파크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부지의 활용에서 나아가 신규개발 사업도 가
급적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개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이 지역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수급불일치에 얼마
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청년이나 구
직자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환경은 일차적으로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며, 이는
교육이나 의료, 문화 등을 최소필요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의 인력수급 불
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 연구
에서 면담한 서울시 소재 ○○ 제약의 상무이사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들은 사람의 심리적 요소, 특
히 젊은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금전에 절박하
던 과거 세대와 달리 지금의 젊은이들은 좀 더 삶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현재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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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방 이전 시 이직이 증가하고 지방에서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업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안정적인 삶이 수반되어야 하며, 따라
서 한 지역 지역마다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제약, 상무
이사 면담결과)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기업의 내부적인 근무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적
어도 위의 면담에서 나타나듯이 도시환경의 정비 또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청
년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토분야의
제도는 도시나 지역 정주여건의 정비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대표
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관 산업 집적을 통한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우리나라의 토지개발 및 이용제도에서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가장 일
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연관 산업의 집적을 위한 단지의 조성이다. 연관기업의 집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조준모 등(2015)은 창조경제밸
리 조성의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창조경제밸리 조성과 입주는 네트워크를 활
용한 연구개발을 증가시켜 기술혁신을 유발하고, 이는 신수요 창출과 기술창업 증가를
통해 관련 산업의 매출증가와 고용창출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관 산업의 집적이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부산글로벌게임센터에서 그 입주기업인 「오빌리크라인」 대표와 인터뷰한 내
용은 기업의 집적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일 큰 도움 두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공간적인 도움이 정말 크구요. 두 번째는 저희끼리만
하다가 다른 잘하시는 게임 회사분들 보니까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희끼리 괜찮다
좋다했는데 그 수준이 그렇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부산글로벌게
임센터, 2017. 7. 26, 오빌리크라인 대표이사 인터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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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업의 집적은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우수한 인재의 지역유치에 도움을 주며,
기업은 그러한 지역에 입지함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쉽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
다. 즉, 우수인재의 유치가 가능한 곳이 기업의 집적지로 성장하고, 일단 기업이 집적
하게되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순환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판교벤처밸
리에 입주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전국에 2만명 정도인데, 그 중 팀을 구성하여 일할 수 있는 인력은
500명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소위 메이저 기업에서 근무하며, 전문성 있
는 인력은 너무 귀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기업가보다 피
고용인이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인력은 대부분 메이저 기업에서 경험을 축적한
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연봉도 상향시키고자 한다. 우리 회사
가 판교에 입지하는 것은 이들 메이저 기업의 전문인력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다.
IT 서비스 기업은 돈이 있어도 판교에 있지 않으면 인력 문제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소프트웨어, 담당 이사 면담 결과)

연관기능의 복합적 입지가 지역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파주
출판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파주출판도시는 북카페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 건물 내의 북카페가 처음부터 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다. 출판도시에 입주한 출
판사들은 미래 출판업의 발전이 출판사와 독자 및 작가 간의 만남과 소통에 있다고 보
고 북카페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북카페는 서점과 카페가 결합된 형태이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한 기업은
자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위한 매장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판매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즉, 출판도시 내의 출판사는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훌륭
한 사옥을 보유하고도 사옥 내에 북카페를 설치하지 못하고, 사옥과 떨어진 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다른 건물을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였던 것이다. 사옥 내에서 도
서 판매와 음료 판매 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출판도시기업협의회(2013)에서는 출
판산업의 기능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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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은 출판사를 매개로 저자와 독자에게 까지 가치사슬이 확장되는 특수한 산업이
다.···그러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
고 음료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상업지역 내에 입지한 북카페는 세련된 휴게음식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출판사 사옥에 입주한 북카페는 현대화된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출판도시기업협의회, 2013, 61쪽)

이에 대해 출판사 사옥 내에서 음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는 출판사 사옥
부지가 조성원가로 분양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출판도시의 출판사는 출
판업이라는 산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에 입주하므로 그 부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였으나, 현재 상업지역 등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더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분양받았으므로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형평성의 문제
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결국은 출판사 사옥에서 자사 서적(다른 출판사 서적 불허)의
판매와 음료 제공이 가능한 북카페의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되었으며,
아래 박스(box)와 같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서 북카페 입주가 허용되었다. 따
라서 현재의 파주출판도시 내 출판사 사옥에 입주한 북카페는 기존 제도가 현실을 반영
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개편을 추진한 입주기업의 제도 개선 노력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카페의 설치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 일부 변경을 통해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관리기본계획의 일부 문구 조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파주 출판도시 내 출판사
사옥에 북카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편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 박스(box)와 같다6).

6) 이를 통해 북카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1건의 입주계약 당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다른 출판사 서적의 판매는 차치하고 임대로 입주한 출판사의 북카
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파주출판산업단지 내 302개 사업자중 임차사업자가 206개라는 현실에 비추어 비현실적
인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임대 입주기업의 북카페 운영이 허용된 것은 2018년에 들어서이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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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2 | 파주출판도시 산업시설구역 내 북카페 설치 근거
(1) 입주대상 업종
(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8의2에 따른 부대시설은 북카페(자사제품 전시 판매 + 비알콜음료점업(56220))
를 말한다. 이는 다음 각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체로서, 1건의 입주계약 당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2) 자사제품 전시판매란 입주업체가 생산한 자사제품(단, 해당 사업장의 생산제품에 한한다)만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말함
3) 면적은 총 건축연면적의 1/3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다만, 전시관련 산업(902)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
두 시설의 합이 2/3를 초과할 수 없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3호,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에 다른 업종의 복합적 입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파주출판도시가 오히려 예외에 해당하며, 아직까지 다른 산
업단지에는 기존의 입주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기준이 제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투
자와 일자리 창출이 지연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정부 규제정보포탈에서 이를 주요한
개선과제의 하나로 적시7)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의 주요 이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토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많은 연구와 정책입안자들이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먼저 국토 분야 제도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는 토지이용유연
화와 특구제도에 주 관심을 두고 있다. 전체로서 제도·규제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계량적 기법을 사용하여 제도와 경제성장간의 상관성을 보고자하는 반면 계획
제도나 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정성적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
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7) 정부규제정보포탈(https://www.better.go.kr/) 기업현장애로 규제혁신과제(2019년 8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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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분야 제도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대부분 경제특구(Enterprise
Zone 등)의 실효성 분석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분야 제도, 특히 토지이용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성적으로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성녹영, 2019 ;
곽노성, 2019 ; 홍운선 외, 2016 ; 이동찬, 2008).
토지이용 제도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가령,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는
주로 용도지역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용도지
역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한 형태의 용도지역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경제성장과 일
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유연한 토지이용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뉴햄프셔(New
Hampshire)에서 발행되는 NH Business Review에 게재된 Norton(2004)의 글은 기
존 용도지역제도와 복합개발에 대한 최근의 인식을 잘 서술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사무소나 상업, 소매 또는 제조업용 건물을 위한 부지개발 승인을 받기 위해 지
방정부 위원회에 나갈 때 적군처럼 느낀다.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일자리와 세수기반을 원한
다. 그러나 그들의 (주로 주거지역 성장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용도지역제도는 제약이 매우
심하다.····용도에 따른 토지이용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
이다.····오늘날 스마트 성장은 소매점과 사무실과 아파트 같은 것이 혼합된 복합개발을 옹
호하고 있다. 상업지역에는 첨단기술공간이 들어서고 있다.····더 이상 우리의 공장은 중화
학제품이나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거주지에서 걸어서 일하러 갈 수
있는 거리에 근접하면 안 되는가?(Norton, 2004)

Deloitte Access Economics(2015, 12쪽)는 호주 남부산업지역(SIA)을 복합용도로
개발하면 통근시간의 단축, 물류의 효율성 증가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IA를 복합용도지역으로 재개발할 경우 고급인력이 희망하는 주택과 일자
리를 복합하여 제공함으로서 고숙련일자리의 증가가 가능하며, 직주간의 근접으로 통
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복합용지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Nabil과 Eldayem(2015, 297298쪽)은 복합적 토지이용과 사회자본 간에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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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복합적 토지이용이 증가할수록 사회자본은 증가하며, 사회자본의 증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주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 토지이용의 증가는 지역의 지속가능
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도가 산업여건변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동찬(2008)
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용도지역제는 일정한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를 미
리 정하여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의 사회경제
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용도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용도지
역제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이동찬, 2008, 72쪽).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4, 196쪽)
에서는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제 유연성 제고를 제안8)하고 있다. 이에 의하
면 현행 용도지역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복합적 공간 조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도시재생특구, 프랑스의 협의정비지구, 싱가포르의 화
이트조닝 등과 같이 기존 용도지역의 한계를 극복하여 유연한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복
합용도지구의 도입 또는 계획단위허가구역(지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196쪽).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화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제도
의 유연화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령 김상조 등(2017, 17쪽)은 용도지역제의 개편과 관련하
여 광역도시급 이상의 거대도시에서는 여건변화와 함께 도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
에 따라 용도지역을 현재보다 세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반면 중소도시급 이하
의 도시에서는 도시환경이 단순하기 때문에 현행 용도지역이 너무 세분되었다고 주장

8) 토지이용의 유연화가 용도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음, 가령 조준모 등(2014)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필지면적
규제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입주업체의 입주로 인한 인력 직접고용효과, 입주업체의 각종 생산․
지출에 의한 간접고용효과와 더불어 필지 규제완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효과·설비투자 증대효과·입주 시너지효
과·소규모 입주효과로 인한 고용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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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 Blöchliger 등(2017, 21쪽)도 토지이용규제의 영향이 분권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토지이용제도와 재정(지원)정책이 서로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이용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수단
을 지역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결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은 용도지역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계획 전
반에 걸친 과제이다(PlanSmart NJ Industry Focus Group, 2011).미국 뉴저지의 토
지이용과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에서 PlanSmart NJ Industry Focus Group(2011, 33
쪽)은 참여 기업인의 말을 빌려 “주정부가 주(州)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바른 생각을 지
니고 있으나 주 계획의 실행은 전혀 다르다. 주 계획은 뉴저지의 도시지역에서만 성공
적으로 실행되며, 농촌지역이나 교외지역의 새로운 중심지에서는 그렇지 않다. 농촌지
역과 교외 중심지가 지역성장 전략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지역여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서 나아가 그들은 과거 주 계획의 집행과정을 돌아보
면 주 계획이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학술 활동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한다(PlanSmart NJ Industry Focus Group, 2011, 33쪽).
토지이용제도를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유연
화를 넘어서 관련 제도를 단순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김치환(2005,79-80쪽)은 공장을 건축함에 있어 수요자는 공장의 설립 여부만이 중요
할 뿐 용도지역이나 총량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행정중심의 입법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입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이용 규제의 단순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PlanSmart NJ Industry Focus Group(2011)은 연구에 참
여한 연구개발 기업 대표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는 시장 진입 시기가 핵심인데, 내가 제품을 언제 시장에 내 놓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허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건축공사가 시장 수
요가 확인된 시점부터 적정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의 시간표
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PlanSmart NJ Industry Focus Group, 2011,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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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구에 참여한 한 제약회사의 대표는 보다 직설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입지를 위한 부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제도가 어떻게 적용(해석)되는지, 부지
개발을 위해 어떤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그것을 파악하는 것에만 1년이
걸린다(PlanSmart NJ Industry Focus Group, 2011, 29쪽).

다소 다른 목적의 연구이기는 하나 정희남·서승환(2010)은 토지이용 규제완화 그
자체보다 도시용지 공급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토지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아닌 주택공급과 관련한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라는 한계는 있
으나 공급시기가 중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 개선방
향 설정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토지이용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규제가 완화된 토지를 개발하
고 이용하는데 거쳐야 하는 다양한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 복잡한 개발절차의 단순화에는 인허가 제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의 개선도
포함된다. 이종한(2016,106쪽)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
의 완화가 아니라 운영체계의 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입된 규제개혁 수단이 부족하거나 아직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 할 제
도들이 많은 것이 아니다. 수단의 양이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운영이 문제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에 문제가 있음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한, 2016,106쪽).

유사한 견지에서 임성일 등(2013, 52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의 간소화 일환으
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은 업무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민원인
의 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자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과 유리된 처리기간 의무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
를 발생시키고 있다. 무리한 처리기한 의무 도입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협의·검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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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실화는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
당수 인허가 민원의 경우 현지 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인허가 처리의 지연요인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에서 관련 민원인의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오수
정화 시설설치 신고, 배수 설비 등은 현장 확인 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토지이용의 유연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루이빌(Louisville)의
기업유치지구에 대한 연구에서 Zhang(2015)은 단기적으로는 순수 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유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지
적한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 박재곤
등(2015)9)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신사업·기술 개선과 저가 임대부지·건물제공 등을
통한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이는 결국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매출 증가를
통해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의 고용효과 연
구에서 윤석천 등(2018)은 수출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경로와 고용의 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수출단지 입주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경우
기존 기업의 확장이전 또는 신규창업일 때 신규 노동수요가 크게 나타나며, 완전이전
또는 축소하여 이전할 때에도 목포지역 내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다만 이전 지역의 기
존 일자리는 감소한다. 둘째, 타 지역 사업체가 수출단지에 입주할 경우 인근지역에서
완전이전하거나 축소하여 이전하더라도 수출단지로의 노동이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목
포지역 내 노동수요가 발생한다.
물론 경제특구 제도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제도의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는 경제특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역으로 경제특구의 지정으로 인한 난개발 및 토지투기
억제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Pollina, 2009 ; Boeck et al., 2017).
9) 박재곤 등(2015)이나 윤석천 등(2018)의 연구는 고용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특정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에는 의미가 있으나 기업 입지나 고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그 효과
가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지 않아 개발사업의 지역일자리 창출효과를 단언하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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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ina(2009)는 미국의 경제개발지구에 대한 연구에서 기존 지구들은 입지와 지원
시기 및 지원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존 경제개발지구 제도가 가
지는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Pollina, 2009, 548-549쪽). 첫째, 경제개발
지구는 기업이 입지를 기피하는 문제지역, 즉 범죄, 기반시설, 종사자 접근성 등에서
취약한 지역에 지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기업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곤란하다. 둘째, 경제개발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구의 지정일로부터 일정기간 주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간 경과 후 입지하는 기업은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구지정 초
기단계에는 활성화될지라도 이후에는 신규 입지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경제
개발지구 입주기업에게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지를 이동한 기업의 경우
초기단계에는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으며, 따
라서 부동산세나 고용보조금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경제특구의 지정이 Pollina(2009)의 주장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Green 등(2001, 64쪽)은 프랑스의 특구는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접근한 결과 실
제 지정이 필요한 취약지역의 다수가 지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oeck 등(2017, 1883-1884쪽)은 경제특구가 성과만큼이나 많은 개선과제
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기존 산업지역 내에 경제특구를 지정할 경우 부
동산업자에 의한 토지투기를 유발하고, 토지나 건물가격을 상승시켜 기존 기업의 젠트
리피케이션 및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특구에서의 기업입
지나 일자리 창출이 지역내 기존 기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셋째, 유럽연합에
서 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제특구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은 대
부분 소규모 기업이나 입지이동이 가능한 기업이 누리며 결국 경제특구는 이러한 기업
을 대상으로 입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즉, 경제특구 지정이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보다 부동산 투기를 야기할 우려가 있
으며, 따라서 지구 지정 시에는 지가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Boeck et al.,
2017, 1884쪽). 특히 기존의 단일용도지구를 다용도(복합용도)지구로 전환할 경우 지
가 관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률적 용도상향은 토지투기를 유발하고 이 결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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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주택공급 제약은 물론 기업이 입주하기에는 용지가격이 너무 올라 오히려 산업용
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체 지구의 용도를 상향하기보다는
지가 관리가 가능한 특정 필지에 한해서 복합용지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Boeck et al., 2017, 1884쪽).
또한, Kogel-Smucker(2008, 138-140쪽)는 미국의 기업유치지구가 경제적 성과
에 관심을 두고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여 지역의 난개발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유치지구의 경제적 활력과 환경의 보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구 지정단계에서 환
경영향평가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
로 기업유치지구의 일차적 목적이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고
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스마트성장의 원리를 지역개발에 도입하여 경제적 요
구와 환경적 요구를 접목하여야 하다는 것이다(Kogel-Smucker, 2008, 138-140쪽).

3. 일자리 창출 관련 국토분야 제도 현황과 과제
토지이용이나 개발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이슈와 과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고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기
서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자리 관련 국토분야 제도 개편 동향
(1) 기업투자제도 정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의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 것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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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에서 시작된다. 1990년 초엽까지 기업투자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는 기업활동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는
기업투자가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당시로서는 당연한 기대에 기인한다.
1990년 대 이후 기업 활동에 대한 제도개선의 가장 대표적 제도는 1993년 제정된 「기
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많은 부분에서 기업입
지 및 토지개발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완화10)하였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① 공장입
지가 금지되는 지역(공장입지금지지역)에 대한 사전 고시, ② 공장설립유도지역 지정·
고시 및 입지기업에 대한 자금·세제상의 지원,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통지
한 토지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을 상공부장관이 일괄하여 통합고
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에서는 지정면적 30만㎡미만의 지
방공업단지(현 일반산업단지)를 건설부장관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1995년에는 법률을 전부 개정11)하면서 산업단지와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를 확대하였
는데, 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산업단지 내 공공녹지면적을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불구하고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우 행정적 협의 결과를 배제할 수 있게 한 대표적 법률 규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와 더불어 정부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
치 촉진법(법률 제4773호, 시행 1994.11.4.)」을 제정하여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설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에 민간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필요한 민자 유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 각
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도로 등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기반시설뿐
만 아니라 유통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시설(제2종 시설)로 규정하고
동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제1종 시

10)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4560호, 시행 1993.7.1.) 제정·개정 이유
1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900호, 시행 1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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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해당하는 민자유치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대시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계획사
업,도심지재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을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5624호, 시행 1999.4.1.)」으로 개칭하고, 내용
을 전부 개정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법률의 전면 개정은
기존 제도가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사업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
영되어 그 추진성과가 부진하다는 인식에 기반12)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
는 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방식 외에 건설·소유 운영 후 기부채
납(BOT)방식 등으로 다양화하고, 민간투자 사업 추진 전에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
며, 일정 기간 경과 시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제도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이다. 기업투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특히 입지
개발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는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 제도 정비사
항의 하나이다. 각 정부마다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
업단지절차간소화법)」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절차간소화법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법에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관계 기관 협의사항을 통합조정
회의를 통하여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다.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 등이 사업예정부지나 사업방식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투자
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12)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법((법률 제5624호, 시행 1999.4.1.) 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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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법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셋
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
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경관위원회 등등
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넷째,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
민의견 수렴 시에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서·교통영향평가서·재해영향평가서
및 인구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15일)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섯째, 지정권자는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일곱째,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
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이 제정되고 수년이 지난 2015년 정부는 토지이용 전반에 걸
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2015년 제정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3053호, 시행 2016.1.21., 이하 토지이
용절차 간소화법)」이 그 것이다.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인·
허가 제도가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와 신청 요건 등이 인·허가 기간을 장기화하고 불필요
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제정되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완화의 체감도가 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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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13).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은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인·허가 신청자에
게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 인·허가의 세부절차, 유사한 기존 인·허가 사례 등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
도를 도입하여 인·허가 신청자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토지이
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동시
에 착수하도록 하고, 인·허가 협의기간 및 보완요구 횟수 등을 명시하며 통합심의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의사결정이 지
연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한다.

(2) 토지이용분야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개발절차의 간소화는 기업의 적기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절차의 간소화만큼이나 기업투자에 있어 중요한 제도
는 토지이용 관련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한 제도정비는 준농림지 제도의 도입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이다.
준농림지 제도는 1990년대 이후 국토이용 분야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로,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4572호, 시행 1994.1.1.)」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당시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보전위주의 국토이용관리에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
는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10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하고, 보전위주로 되어있는 국토이용
13)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3053호, 시행 2016.1.21.) 제정·개
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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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1993년 국
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나타난 토지이용 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첫째,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취락지역·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
지역 등 10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던 체계에서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
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분류한다. 둘째, 농림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하여 이용 및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나, 이를 준농림지역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정도가 심한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행위 등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행
위만을 제한하고 그 외의 행위는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셋째, 국토이용관
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림법에 의하여 중복 규제되고 있던 농업진흥지역과 보
전임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등 개별법에서만 규제하
도록 조치한다.
준농림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입지선정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도 야기되었다. 준농림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대폭 완화되고, 이
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결과 공장
등 개발사업의 난립에 의한 난개발이 이루어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준농림지에서의 공장설립 등을 규제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에서의
위임 조항이 없어 사문화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고민하는 사
례의 대부분이 준농림지 제도의 도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용도지역제도가 가지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74호, 시행 2015.7.7., 이하 국토계획법)」을 개정하
여 2015년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 외곽 위주의 개
발로 인하여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와 노후·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악화되는데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역에 따라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기존의 용도지역제
14)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4572호, 시행 1994.1.1.) 제·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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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완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
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지규제최소
구역이다15).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
는데 목적이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
항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건폐
율·용적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
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
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셋째,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를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
기준 등의 특례를 허용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도입과 더불어 정부는 2017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법률 제14795호, 시행 2017.4.18.)」을 개정하여 용도지구 내에 복합용도지구를 도입
함으로서 용도지역·지구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16).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된다(국토계획법 제
37조 제1항 제9호). 이와 더불어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
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두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는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15)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법률 제12974호, 시행 2015.7.7.)
16)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시행 2017.4.18.) 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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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복합의 개념은 국토계획법상 복합용도지구 제도 도입에 앞서 2014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53호, 시행 2014.7.15.이하 산업입지법)」의 개정을
통해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화되었다. 주택과 다른 기능의 결합을 주로 하
는 복합용도구역과 달리 산업입지법 상의 복합용지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지원·공공시
설의 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시설용지와 다른 기능의 복합을 조건으로 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복합용도지구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아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
려우나, 현재까지 제기된 사실로 볼 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합용도지구만의 차
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토계획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산업
입지법의 복합용지와 같이 다른 규정에 의해 용도복합이 가능해 지고 있고, 각 용도지
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또한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기인한다.

2) 일자리 창출 관련 국토분야 제도 동향과 운영 현황
(1) 용도지역·지구제의 유연화
□ 제도 개관
용도지역은 기본적인 토지이용규제이자 토지이용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로 기업의
투자나 경제활동의 물리적 입지는 예외 없이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그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즉, 용도지역·지구제도는 기업투자 및 경제활동의 입지를 규정하는 가장 기
초적인 제도로, 경제활동과 기업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토지이용을 위한 최초의 기본적
인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 특히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 집단적 입지를 위한 개발사업
지구가 아닌 개별적 투자사업에서는 용도지역·지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5호,16호 및 17호에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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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도지역·지구 개념 정의
구분

정의

용도지역
(법 제2조 15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용적률(건축법 제56조
의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법 제2조 16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
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법 제2조 17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
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

제도의 성격상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 혼재를 막는 가장 배타적인 성격의 제도(김동
근 외, 2016, 61쪽)로 토지이용의 목적과 한계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서 개발수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적절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김동근 등(2017, 23쪽)은 용도지역제는 성장사회에서 적합한 제도로 다음의 장점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① 명확성 :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에 대해
서 사전에 명시적으로 불허
② 공공성 : 행정기관 주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므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정부 주도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
③ 사전결정 : 개발가능 또는 허용여부를 사전에 명시하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 가능
③ 비배제성 : 모든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속성을 부여하여, 공공의 입장에서 보
다 청사진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
④ 비복합성 :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용도지역 속성을 동시에 부여하지 않으므로,
보다 명료한 계획 수립이 가능
용도지역제는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개발에 앞서 토지
의 이용목적을 규정해 놓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토지용도의 사전결정으로 인한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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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장수요와의 괴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김동근 외, 2017, 21-22쪽).
① 경직적 : 개발행위 등이 있더라도 용도지역이 바뀌지는 않으며, 개발 목적이나
내용,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재량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시장과의 괴리 : 민간의 의견 반영이 어려우며 용도지역 지정 권한이 공공(지방
자치단체) 중심으로 설정
③ 낮은 적시성 : 용도지역 지정 시점과 개발시점간의 괴리가 발생
④ 유보 개념 부재 : 용도지역 지정 시점에서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 방향 결정
⑤ 복합개발이 어려움 : 두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가진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 용도지역·지구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 현황
기존 용도지역제가 가지는 경직성 등을 보완하여 토지이용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대
표적 제도는 앞서 살펴본 입지규제최소구역, 복합용도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등을 들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
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지역(국토계획법 제40조
의 2)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
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9호)를 말하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를 의미한다. 이외에 건축법과 지구
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에서 특별건축구역, 특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경관관리나 우수한 건축 등을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
로 하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등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복합용
도지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산업입지법에 의한 복합용지 외에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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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52호, 시행 2019.11.26., 이하
산업집적법)」에 의한 복합구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99
호, 시행 2019.1.19.)」에 의한 복합용지 및 복합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2014
년 1월 14일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복합용지의 개념 도입 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제2조제7호의2) 토지
이용의 유연화를 도모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도
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제7조의3)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개발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6호)」 제2조 제1항
3호와 4호에서 복합시설 및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하고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에서는
물류단지 토지이용 계획 수립시 복합용지를 별도의 용지분류체계로 규정하여 토지이용
의 유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 전자상거래, O2O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물류서비
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물류·정보통신산업 등의 산업간 융합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
지 제도를 도입하여 복합개발의 필요성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33조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주기능의 유연화를 도모하고 있다.

□ 용도지역·지구 유연화의 성과와 한계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복합용도지구제는 용도지역·지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신산업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실적을 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이나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은 미미하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단지 구조고도
화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일부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이들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에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 김동근 등(2017, 38
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법령에서는 용도지역, 입지 등의 대상지 요건을

82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유연한 토지이용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호하
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수립지침에서는 광
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입지규제최소구
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등에 관한 지
침 1-2-1). 셋째, 따라서 토지이용 유연화 제도로 특정 지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관
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정에 따른 공익성이 큰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 등과
같이 요건을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합용도지구의 활성화에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업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복
합용도지구는 주(主) 기능 및 이와 연관된 부(副) 기능의 융합적 입지를 통해 시너지
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본연의 취지와 관계없이 그 실제 이용은 개발밀도
의 상향이나 상업적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감대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특혜 시비 및 재량권 남용 논란,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지정 절차에 대한 지역주민
의 동의 또는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용도지구는 상위계획,
관련 계획 등의 지정 근거 부족이나 해당지역에 유연한 토지이용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복합용도지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토지의 수요자와 공급자 및 관련 전문가 간에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복합용도지구를 상업지역에 준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
적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서 실질적인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이 역시
복합용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부족에 근본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 기타 용도지역 유연화를 위한 제도 현황과 평가
산업단지 등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입주가능한 시설의 배치에 있어 제한업종의 개념
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용도지역의 유연화 그 자체는 아니나 주어진 용도지역 내에서
특정 지구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기능을 유연화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제6조 제5항의 제5호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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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중 하나로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업종 결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하위 지침인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는 제한업종을 계획할 경우 따라야할 구체적 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산업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가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이
나 지구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기능을 허용용도 방식에서 금지용도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입지와 관련된 네거티브 규제는 아직까지는 그 필
요성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제도 도입의 활성화 단계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있으며, 기
존에 도입된 제도조차도 그 본래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상수원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 수도법 제7조는 네
거티브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보면 법률의 규정보다 시행령에서
는 더 엄격한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의 취지가 여건변화에 보다 유
연하게 대처하는데 있다고 볼 때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포괄적으로 행위를 규제하
는 조치를 이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취지에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표 3-14 |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에 대한 규정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

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

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

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출처 :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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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이하 생략)

또한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산업입지법의 개정 배경을 보면 실시계획 변경에 있어 네거
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요 개정 취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경미한 일부 사항만을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사항을 중요 사항 변경으로 간주토록
규정하여 실제 네거티브 방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방식은 여건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활동이나 기능에 대한 수용성
을 제고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칭해지는 일부
규정은 형식은 이에 부합하나 실제 내용에서는 그 목적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Box 3-3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있어 중요 사항의 변경에 대한 규정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출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2) 개발절차의 간소화
□ 제도 개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토지개발·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제
외의도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며, 복잡다기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개발)사
업지구의 지정과 개발은 다양한 개별 법률의 인·허가 절차와 협의 및 심의과정을 거쳐
야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적기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
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업의 조기투자를 위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과거의 개발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주로 인허가 등의 의제를 통해 지원하였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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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22개
법률 43개 사항을 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
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관광진흥법 제58조 제3항) 일부 사업신청자들은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의제처리 제도 자체의 특징이자 한계이기도 한 것으로 관광단지 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개발사업 인·허가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절차의 원스톱(one-stop)화를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기대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 인허가 기간의 단축을 위해 각 인·허가
단계별 처리기간 등을 의무화는 규정이 오래전부터 도입되었으나 관련 서류 보완기간
을 의무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 효과는 불명확하다17).

□ 최근의 제도 개선 동향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정부는 통합심의제도, 조정회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병합 수립 등 다양한 절차 간소화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 최초의 제도는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이며, 이후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에서 동 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서 통합심의제도 등
의 규정이 마련됨으로서 특정 개발사업이 아닌 토지이용 전반(국토계획법상 개발사업,
건축법상 대수선사업,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사업 등)으로 확산되었다.
통합심의 제도는 인․허가권자, 관계행정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 등이 신속한 인․허
가 결정을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
17) 보완기간을 의무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보완처리 기간을 의무처리 기간에 산입할 경우 실제로 보완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도
의무처리 시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허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보완기간을 의무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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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표 3-15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상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법률

위원회명

위원수

심의대상

심의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위원회

25명 이상 30명 이하
로 구성
위원풀제(pool)로 회
의시마다 소집하는 인
원은 지자체 마다 상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도
시․군계획조례 제․개정 등
․ 건축선지정,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미
관지구내 건축물 등
․ 경관협정에 대한 비용결정, 다른 법령에
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

30 또는
45일

․ 도시개발사업(10만㎡이상), 정비사업(5만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산업단지 등

규정
없음

건축법

건축
위원회

경관법

경관
위원회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심의
위원회

10명 이상 40명 이하
로 구성

산지관리법

산지관리위
원회

50명 이내로 구성

사전재해영
향성검토
위원회
출처 : 허태수, 2014
자연재해
대책법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
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 채석
단지 지정 등
․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등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토지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통합심의위원회가 의무화된 대표적 사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들 수 있다. 동 법 제6조는 산업단지계획의 수
립·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
기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설치를 규
정하고 있다. 심의회의 위원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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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또한 동법 제14조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경관위
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물류단지의 개발을 규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제1항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제17조 및 제18조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있
어서도 산업단지와 동일한 통합심의가 적용된다.
산업단지와 달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토
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인·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
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산업단지와 달리 재량조항으
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심의제도와 더불어 정부는 사전심의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사전심의제도는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허가 신청자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토지이용 인허가 간소
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병합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
허가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 개발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한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사례로 살펴보면 토지이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인·허가 기간의 단축을 통해 기업의 조기투자를 유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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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단지의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① 지정을 위한 준비단
계에서의 소요기간 ② 지정 후 준공까지의 소요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서 산업
단지특례법 상의 지정 준비 기간은 투자의향서 및 관련 계획(민간의 경우 산업단지계
획 및 관련 서류) 작성 기간을 말하며, 산업입지법 상의 준비단계는 산업단지 지정요청
서 및 개발계획 작성 기간을 의미한다.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간 단축효과는 산업입지법이 정
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하여 심의하는데 있다. 국토부의 산
업입지정보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개발할 경
우 산업입지법보다 지정에서 준공까지 총 소요기간이 16.8개월 단축되는데, 소규모 산
업단지는 10개월 내외가, 100만㎡ 이상 산업단지는 20개월 이상의 개발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조사에 의하면 투자의향서 작성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준비 기간
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도 지정까지
유사한 기간이 소요되어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추가적인 기간 발생은 없으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심의에 따른 기간 단축의 효과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장철순 외, 2017, 546쪽).

(3) 개발사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기존 지원제도 개관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입주기
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즉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도 사업시행자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개발사업지구 내
부지 공급가격의 인하를 유도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발자에 대한 지원은 기반시설지원과 금융·조세지원, 부담금 감면 등으로 구분 가
능하다.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소관 개발사업에 대해 다
양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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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원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과 조세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에 그친다. 가령
산업입지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
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진입도로(지원도로)와 폐수종말처리장
에 국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임대형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
토록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은 진
입도로 건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
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②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동법 제5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진입도로 지원사업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진입도로에 대한 국가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의 면적과 진입도
로의 규모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투자규모나 고용규모와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 등이 토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지구의 면
적이 넓어질수록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금액과
지원이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음에 비해 고용규모의 경우 입주기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고용과 지원을 연계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 재정을 통한 지원과 달리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이
루어진다. 「관광진흥법」 제5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의 성격상 사업시행자에 의한 시설 설치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는 관광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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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이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해 융자와 보조 및 출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와 다른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관광단지에 대한 지원이 상대
적으로 취약한 것은 관광산업을 소비산업으로 간주하던 과거의 인식이 현재까지 지속
된 결과로 보인다. 역으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산업 역할을 담당하는 제주도의
경우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은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보유한 대표적 지원 시책이다.
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물류단지의 원활할 개발과 입
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각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지원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역개발계획」은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었던 5종의 지역
개발제도를 지역개발지원법 제정(2015.1.1)을 통해 통합·단일화 한 것이다.

그림 3-25 |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에 따른 지역개발제도 변경
종전 (2개 법률 5종 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변경 (통합 2015.1.1)
지역개발계획
(발전촉진형, 거점형)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계획)


실시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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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
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를 의미한다. 즉,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
휴양시설, 역세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요건은 ① 교통 등 기반시설,
②성장 잠재력, ③ 일정규모 투자·고용 창출, ④ 인근 파급효과, ⑤ 지역생활 거점, ⑥ 민
간투자 가능성 등이다. 투자선도지구는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며, 유형
별로 지정을 위한 투자나 고용규모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재정지원 또한 상이하다18).

표 3-16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특징과 지원조치
유형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주요
지원조치

낙후지역 외 지역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65개 등)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출처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47호, 시행 2018. 10.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조정이나 개발밀도의 제한 완화 등과 같은 토
지이용의 유연화 외에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지원은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와 같이 기
반시설 건설비에 중심으로 운영된다.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47호, 시행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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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지원방안
지원 구분

지원 내용

토지이용의
유연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투자선도지
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48조)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
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
의 조세 감면(법 제51조 제1항)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
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

입주기업을 위한
인·허가 지원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제53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
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가능(제54조)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원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재55조)

지구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
련 비용의 우선 지원(동법 제50조 제1항)이 가능하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관광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
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하는 것이 가능(법 제50조 제2항)
출처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조
기타

투자선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2015년
부터 시작되어 2018년까지 7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 전
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1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국토교통부, 2019). 공모에서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16개 사업 중 2018년
까지 지정·고시된 사업지구는 6개소로, 그 사업규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8 | 투자선도지구 지정 현황
지구명칭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지정연도

면적

총사업비

2016

433,293㎡

630억

예상고용
1,246명(지역주민 507명)

남원주 역세권

2016

469,824㎡

2,844억

6,232명(지역주민 고용계획 5,584명)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2016

1,017,400㎡

2,790억

2,831명(산단 입주 후 제조시설 종사자수)

레인보우 힐링타운

2018

539,943㎡

2,048억

4,038명(건설단계 2,376명 포함)

진도 해양복합관광

2018

558,765㎡

3,508억

7,400명(건설단계: 5,658명 포함)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2018

1,260,003㎡

3,253억

9,619명(건설단계 : 1,955명 포함)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01호, 제2016-1005호, 제2016-831호, 제2018-369호, 제2018-368호, 제
2018-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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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일자리 창출이 국가 정책의 화두로 제기됨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고용과
연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연계성은 높지 않다. 가령 「지
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시 지정권자는 ①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의
부합하고 ② 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
익성을 갖추는가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5조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요건으로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하고,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일변도의 사업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시설을 개발사업지구의 특성
에 맞게 다양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산업단지에 국한되고 있다.
산업기술이 고도화되고 신기술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도 기업육성 지원시설 등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지구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시설과 소프트웨어 시설 및 프로그램이 결합
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개발사업지구를 관장하는 각 부처의 기
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그치고 있다. 이 결과 다수의 개발사업지구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진입도로 등 물리적 기반시설에 그치는 경향
이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의 경우 기업 집단입지시설이나 기
업지원시설, 주차장 및 공원 등으로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아
직까지 예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지
정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시 다른 부처가 보유한 지원사업의 우선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산업입지법 내에 마련하였으나 아직 실효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자리 창출에 주목적이 있으나 일자리 창출 가능
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미비 되어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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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요건으로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에서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으로 ① 총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② 예외적으로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총투자금
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투자액과 고용규모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고용규모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이에서 의미하는 일자
리나 고용창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지정된 투자선도지구 6개소의 사업
비 총예산과 예상고용규모를 보면 그 산출근거가 모호할 뿐 아니라 예상하는 고용의
속성(가령 상용근로자 여부나 급여수준 등)도 불명확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3-7>에 제시된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9호)는 총 고용 9,616명 중 운영단계의 고용을
7,664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단지의 가처분면적이 약 70만㎡이므로 부지면적 91㎡
당 1인의 상시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도시 내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고용밀도이다. 이와 달리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1호)의 경우 2,831명의 고용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산
업단지에 기업이 입주 완료된 후 예상되는 전체 제조시설 종사자 수일 따름이다.
또 다른 사례를 남원주 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05호)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5,584명을 포함하여 총 6,232명의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를 보면 총 469,824㎡의 부지 중 상업·업무시설용
지로 37,691㎡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창업벤처 지구와 활력거점 지구 및
복합용지지구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체 고용 6,232명 중 5,584명을 지역주
민 고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이 계획에서 실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고시 내용에 따르면 본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제3장 일자리 창출 관련 국토분야 제도 분석

․ 95

고용계획 6,232명은 전체 고용유발효과로 제시되어 있다. 계획의 전반적 내용에서 고
용과 관련한 사항의 구체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 지정 후 그러
한 고용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3개의 투자선도지구는 모두 투자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즉, 고용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은 투자액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자리 규모와 관련한 모호함이 투자선도지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대부
분의 개발사업이 이러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지원사업인 산업단지는 물
론 물류단지 등의 경우에도 개발사업의 규모와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연계하여 운영하
고 있다. 이는 부지면적이 넓을수록 기반시설의 지원규모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실제 고용창출효과 등과 무관하게 토지를 조방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지구가 더 많은 지
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제도를 비판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부분 개발사업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고용
창출을 말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용창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예를 들
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고용창출로 간주할 수 있는가 여부
도 불명확하며, 시간제 근무자의 고용규모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좋은 일자리’의 개념은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 또한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개개의 사업이나 개개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고용
을 지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토지규모나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
개발사업의 성격상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지원을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은 불가
피할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표준화된 일자리의 개념이나 좋은 일자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편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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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일자리 창출 관련 국토분야 제도운영 실태조사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국토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국토분야 제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그 개선과제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례조사는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 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자 면담을 통해 추진하였다. 사례조사의 목적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1. 조사 목적 및 방법
1) 실태조사의 목적
국토 분야 제도는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물리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각 정부는
토지개발과 이용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로
많은 규제완화나 제도정비가 있었으나 실제 그러한 제도가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
고 있으며,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토된
바가 없다. 가령 임성일 등(2013, 52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의 간소화 일환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한(2016,106쪽)이 “지금까지 도입된 규제개혁 수단이 부족하
거나 아직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 할 제도들이 많은 것이 아니며, 수단의 양
이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운영이 문제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에 문제
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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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토의 개발이나 이용과 관련한 각종 제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인식과 실제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분야 제도와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
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2) 조사방법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사례조사 2가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
다. 설문조사는 국토개발 및 이용 분야 제도가 개발기간의 단축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
하였다. 제1장의 연구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설문조사는 사업시행기관(개발기구 및
계획수립기관)과 전문가 집단(연구기관 및 대학 교원)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며
총 108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설문조사는 정책의 최종수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업이 아닌 사업시행기관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시행하였다. 이는 투자를 위한 부지나 공간이 필요한 기업이라도 실제 그 부지 개발
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인허가 과정 등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전문시행기관에 위
탁하거나 다른 개발기관이 조성한 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즉, 산
업생산이나 기업경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개선과제의 경우 기업 대상 조사가 필수
적이나 토지개발의 경우 오히려 사업시행기관 등이 조사대상으로 보다 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를 설문조사에 포함한 것은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례조사는 기업투자를 위한 대표적 개발사업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및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추진에서 나타난 애로사항 등에 대해 관계자를 면담 조사하였다.
면담자와 면담의 주제에 대해서는 제1장의 연구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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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분야 제도 운영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1) 국토이용 및 개발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1) 국토분야 제도와 일자리 창출의 연관성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국토이용 및 개발제도를 개선히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자 하
여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같은 경제단체에서도 주요 규제완
화 현안의 하나로 입지규제 완화를 요구하여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토이용 및 개발제도가 기업투자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인
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시행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이용 및 개발제도가 기업투자
나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 결과 양자 간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큰 중요성이 없다는 답변은
전체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시행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아도 두 집단 모두 양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향후로도 국토분야의 제도 개
선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1 | 국토이용 및 개발제도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
전혀 중요 크게 중요 별로 중요
하지 않음 하지 않음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총합계

시행기관

0.0%

1.4%

0.0%

5.7%

14.3%

52.9%

25.7%

70

전문가집단

0.0%

0.0%

2.6%

0.0%

13.2%

65.8%

18.4%

38

총합계

0.0%

0.9%

0.9%

3.7%

13.9%

57.4%

23.1%

108

자료 : 설문조사

1) 2000년대에는 정권교체기 마다 경제단체에서는 공장설립이나 수도권규제의 완화 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신산업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는 경향.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2019)의 기업환경 우수지역평가
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장설립이나 토지이용 규제는 여전히 경제단체의 주요한 관심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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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선하거나 벤치마킹할 제도
를 찾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다. 제도개선이 상당히 추진된 현시
점에서 전문가 등은 국토개발·이용 제도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 정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한 반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보통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지이용 제도가 기업투자를 저해한다는 통상적 인식에 비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지적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보통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결과가 현장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표 4-2 | 현행 국토이용 및 개발제도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매우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

약간
긍정적

긍적적

매우
긍정적

시행기관

0.0%

1.4%

22.9%

22.9%

17.1%

25.7%

10.0%

70

전문가 집단

0.0%

7.9%

26.3%

18.4%

26.3%

18.4%

2.6%

38

총합계

0.0%

3.7%

24.1%

21.3%

20.4%

23.1%

7.4%

108

총합계

자료 : 설문조사

2)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국토이용 및 개발 제도의 장애요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토 이용 및 개발 분야에서 해소되어야 할 장애요
인으로는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법 제도’와 ‘지역 및 산업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제도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복잡하고 긴 인허가 과정과 토지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그 외의 항목은 이들 4가지에 비해 중요도가 크게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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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국토이용 및 개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해소되어야 할 장애요인(1)
항목

1순위응답

2순위 응답

3순위 응답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법 제도

25.9%

28.0%

16.8%

지역과 산업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법 제도

23.1%

23.4%

12.1%

복잡하고 긴 인허가 과정

16.7%

15.9%

20.6%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15.7%

5.6%

15.0%

구체화되지 못한 모호한 법 제도

6.5%

10.3%

11.2%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

6.5%

6.5%

10.3%

토지개발과 관련된 중복적 규제

5.6%

10.3%

14.0%

108

107

107

총합계
자료 : 설문조사

이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두 집단 간에 다소의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전문가들은
제도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더 심각한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지역여건이
나 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제도를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
다. 이에 비해 복잡하고 긴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관 종사자들이 상대
적으로 중요시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
러한 차이는 토지이용·개발과 관련하여 두 응답 집단의 접하게 되는 주요 사안의 차이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 | 국토이용 및 개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해소되어야 할 장애요인(2)
1순위 응답
시행
전문가
기관

2순위 응답
시행
전문가
기관

3순위 응답
시행
전문가
기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법 제도

24.3%

28.9%

27.5%

28.9%

18.6%

13.5%

지역과 산업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법 제도

18.6%

31.6%

18.8%

31.6%

11.4%

13.5%

복잡하고 긴 인허가 과정

18.6%

13.2%

18.8%

10.5%

21.4%

18.9%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17.1%

13.2%

5.8%

5.3%

11.4%

21.6%

구체화되지 못한 모호한 법 제도

7.1%

5.3%

13.0%

5.3%

14.3%

5.4%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

7.1%

5.3%

5.8%

7.9%

10.0%

10.8%

토지개발과 관련된 중복적 규제

7.1%

2.6%

10.1%

10.5%

12.9%

16.2%

70

38

69

38

70

37

총합계
자료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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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일반적으로 규제완화를 곧 규제의 개선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업투자와 관련된 제도 분야에서 특히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음 절의 사례
연구에서 제시되듯이 규제완화가 반드시 신속한 개발 추진 등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개발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임성일 등(2013, 52쪽)이 지적하
였듯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현장과 유리된 제도 개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사업 추진 절차별 규제정비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사업시행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모두 사업추
진의 초기단계, 즉 실수요 검증단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단계에는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실수요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9%를 차지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온 그 동안
의 제도정비 방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답변은 실수요 검증 절차를 완화하여 개
발가능성이 낮은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수요부족이나 갈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지구의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에는 인근 다른 사업지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마
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도 규제를 강
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특히 전문가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7.3%인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에 그치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은 빠른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
음 절의 사례연구에서도 재차 언급하겠지만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되어 엄격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보다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
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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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 입주기업 등에 대한 실수요 검증 절차 규제정비 방향
대폭 완화

완화

현행유지

강화

대폭 강화

총합계

시행기관

4.3%

15.7%

25.7%

42.9%

11.4%

70

전문가집단

0.0%

7.9%

23.7%

52.6%

15.8%

38

총합계

2.8%

13.0%

25.0%

46.3%

13.0%

108

강화

대폭 강화

총합계

자료 : 설문조사

표 4-6 |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규제정비 방향
대폭 완화

완화

현행유지

시행기관

2.9%

27.1%

38.6%

22.9%

8.6%

70

전문가집단

0.0%

15.8%

36.8%

42.1%

5.3%

38

총합계

1.9%

23.1%

38.0%

29.6%

7.4%

108

자료 : 설문조사

표 4-7 | 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규제정비 방향
대폭 완화

완화

현행유지

강화

대폭 강화

총합계

시행기관

1.4%

23.2%

47.8%

18.8%

8.7%

70

전문가집단

2.6%

34.2%

31.6%

28.9%

2.6%

38

총합계

1.9%

27.1%

42.1%

22.4%

6.5%

108

자료 : 설문조사

한편,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는 개발계획수립 단계나 인허가 단계에서는 현행보다 규
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지정절차나 제반 영향평가
협의,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건축 인허가 등은 물론 개발사
업에 대한 지원 절차 역시 현재보다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실제 개발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영향평가 협의와 토지전용 절차는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의 지적은 계획승인 및 관련 인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별 법률에서 정한 협의나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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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지구 지정 절차 규제정비 방향
대폭 완화

완화

현행유지

강화

대폭 강화

총합계

시행기관

5.7%

44.3%

42.9%

5.7%

1.4%

70

전문가집단

2.6%

50.0%

39.5%

7.9%

0.0%

38

총합계

4.6%

46.3%

41.7%

6.5%

0.9%

108

자료 : 설문조사

표 4-9 |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절차 규제정비 방향
대폭 완화

완화

현행유지

강화

대폭 강화

총합계

시행기관

7.1%

48.6%

27.1%

12.9%

4.3%

70

전문가집단

2.6%

34.2%

47.4%

15.8%

0.0%

38

총합계

5.6%

43.5%

34.3%

13.9%

2.8%

108

현행유지

강화

대폭 강화

총합계
70

자료 : 설문조사

표 4-10 | 농지/산지 등 전용절차 규제정비 방향
대폭 완화

완화

시행기관

8.6%

37.1%

42.9%

8.6%

2.9%

전문가집단

2.6%

50.0%

36.8%

10.5%

0.0%

38

총합계

6.5%

41.7%

40.7%

9.3%

1.9%

108

자료 : 설문조사

표 4-11 |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절차 규제정비 방향
대폭 완화

완화

현행유지

강화

대폭 강화

총합계

시행기관

8.6%

51.4%

35.7%

1.4%

2.9%

70

전문가집단

5.3%

55.3%

34.2%

5.3%

0.0%

38

총합계

7.4%

52.8%

35.2%

2.8%

1.9%

108

강화

대폭 강화

총합계
70

자료 : 설문조사

표 4-12 | 건축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 규제정비 방향
대폭 완화

완화

현행유지

시행기관

5.7%

48.6%

35.7%

5.7%

4.3%

전문가집단

5.3%

60.5%

10.5%

21.1%

2.6%

38

총합계

5.6%

52.8%

26.9%

11.1%

3.7%

108

자료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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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 개발사업 지원 절차 규제정비 방향
대폭 완화

완화

현행유지

강화

대폭 강화

총합계

시행기관

7.1%

41.4%

25.7%

22.9%

2.9%

70

전문가집단

7.9%

47.4%

13.2%

31.6%

0.0%

38

총합계

7.4%

43.5%

21.3%

25.9%

1.9%

108

자료 : 설문조사

개발 절차별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결국 초기단계에는 기준을 강화하
고, 그 이후의 인허가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
는데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반
드시 인·허가 기간이나 개발기간의 실질적 단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설정 시에 잊지 말아야 할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4) 제도 정비의 중요성과 시급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앞서 이론연구와 제도현황 분석에서 제기
된 주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하
였다. 조사 결과 ‘복합용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성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된 반면 시급성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 제도 개선방안 별 중요도와 시급성
시행기관
전문가집단
합계
중요도 시급성 중요도 시급성 중요도 시급성
각종 영향평가 및 토지개발/전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5.57

5.48

5.39

5.47

5.50

5.48

복합용지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 활성화

5.66

4.97

5.84

5.29

5.73

5.08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규제사항 특례지구의 확대 및 활성화

4.86

4.74

5.68

5.53

5.16

5.03

개발사업지구(산업단지 등)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4.85

4.58

5.26

5.21

5.00

4.82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시설의 확대(건축규제의 완화)

4.74

4.40

5.18

5.08

4.90

4.64

개발이익 환수 등 민간의 이익 확보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4.46

4.34

4.92

4.68

4.63

4.47

개발토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상향 조정

4.30

4.16

3.62

4.47

4.07

4.64

자료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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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제도 개선방안 별 중요도와 시급성

자료 : 설문조사

이는 앞서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이
나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등 전체로서 개발과정에 대한 간소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영향평가나 토지전용 등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개선이 그만큼 중
요함을 의미한다. 이외에는 입주규제최소구역 등 규제특례지구의 활성화가 중요한 것
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 인센티브의 하나로 빈번히 제시되는 개발밀도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은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절의 사례조사에 의하면 현장에서 개발밀도의 상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가 있으나 이는 용도지역별 개발밀도의 상향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 협
의 등에서 개발밀도가 제한됨에 따른 결과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
시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과 같은 개발밀도의 상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도시에서 이격되어 개발되는 산업단지나 관광지 및 관광
단지 등의 경우 개발밀도의 조정보다는 개발용도를 조정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욱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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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발사업 관련 제도 운영실태 사례조사
1) 산업단지 개발사례
□ 개발절차의 간소화
산업단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발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추진되는 대표적 개발사업의 하나이다.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을 제정하여 다른 사업보다 먼저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망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기업의 적기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제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 개발할 경우가 산업입지법보다 지정에서 준공까지 총 소요기간이 16.8
개월 단축되며, 소규모 산단의 경우 10개월 내외가, 100만㎡ 이상 산업단지 20개월
이상의 개발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난다(장철순 외, 2017, 546쪽).

그림 4-2 | 산업단지 지정 근거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기간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장철순 외, 2017, 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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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 산업단지 지정 근거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기간 비교(준공예정 단지 포함)
10만㎡
미만

구분

1030만㎡

3050만㎡

50100만㎡

100200만㎡

200500만㎡

전체
평균

단지 수
64
92
43
49
23
2
273
0.0
0.0
0.0
0.0
0.0
0.0
0.0
산업 지정-개발계획
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0.0
0.0
0.0
0.0
0.0
0.0
0.0
특례법 실시계획-준공
41.0
49.7
59.4
58.8
62.5
71.0
52.0
총 소요기간
41.0
49.7
59.4
58.8
62.5
71.0
52.0
단지 수
39
42
21
54
34
12
202
지정-개발계획
0.5
1.5
0.0
0.3
1.4
0.3
0.8
산업
개발계획-실시계획
9.9
12.3
19.4
16.1
15.1
20.4
14.5
입지법
실시계획-준공
40.3
43.7
53.3
58.2
66.9
72.3
53.5
총 소요기간
50.7
57.5
72.7
74.5
83.4
93.1
68.8
단지 수
103
134
64
103
57
14
475
지정-기본계획
0.2
0.5
0.0
0.1
0.9
0.3
0.3
전체
기본계획-실시계획
3.7
3.8
6.4
8.4
9.0
17.5
6.2
평균
실시계획-준공
40.7
47.8
57.4
58.5
65.1
72.1
52.7
총 소요기간
44.7
52.1
63.8
67.0
74.9
89.9
59.2
주 : 특이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전체 소요기간 12개월 미만 및 120개월 초과 산업단지는 분석에서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장철순 외, 2017, 546쪽)

그러나 개발절차의 간소화는 산업단지의 개발역량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쉽게 산업
단지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산업단지 지정 후 미개발 상태에 있는 단지를 증
가시키는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3년까지 지정되어 지정 후 최소한 5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에서도 10% 이상이
미착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16 | 2010년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의 공정률 현황
지정년도

미착수

완료

합계(단지수)

2010년
2011년
2012년

13.8%
2.8%
12.1%

5.2%
5.6%
9.1%

0.0%
8.3%
3.0%

6.9%
13.9%
9.1%

15.5%
8.3%
9.1%

58.6%
61.1%
57.6%

58
36
33

2013년
2014년
2015년

19.5%
29.7%
37.0%

4.9%
5.4%
8.7%

7.3%
2.7%
4.3%

14.6%
8.1%
28.3%

17.1%
18.9%
4.3%

36.6%
35.1%
17.4%

41
37
46

2016년
총합계

50.0%
23.5%

15.8%
7.6%

10.5%
4.8%

10.5%
13.1%

7.9%
11.8%

5.3%
39.1%

38
289

주 : 2019년 3월말 현재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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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30% 이하 50% 이하 80% 이하 81∼99%

지정 후 미개발 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줄뿐 아니라 개발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개발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
다. 인근에 미개발 산업단지가 있을 경우 신규 공공산업단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입주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인근지역의 다른 산업단지 개발도 제약받는 경우가 나
타날 수 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지정단계에서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을 판단할 수 있는 지금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토지이용의 유연화 (1) 복합용지제도의 도입
산업의 융합과 기능의 복합이 미래 산업발전의 흐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
에 가깝다. 산업입지법에서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러한 흐름에 대처하기 위
한 것이다. 산업단지에서 복합용지의 구체적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능간·산업간 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산업과 그 지원시설의 복합을 통해 산업단지 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의 관심은 주로 산업과 그 지원
시설의 복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제조업과 연관 서비스업을 복합하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주거기능이나 상업기능과 제조업을 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반적다. 복
합용지의 지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종사자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그 결과 구인과 구
직의 공간적 불일치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시도는 나름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복합용지가 지정된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 및
지역중심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군(郡) 지역에서는 거의 지정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볼
때 복합용지 개발을 통한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 즉, 복합용지는 대부분 도시지역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가 주거나 지원기능
을 도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산업단지 개발의 경제성 제고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중 복합용지가 지정된 산업단지는
50개소이다. 이중 군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는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경남 창녕군과 산청군의 4개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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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지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주거나 상업과 제조업을 결합하는 방식은 그러한 지
원기능이 부족한 비도시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은 공장입
지 수요가 많은 반면 상업이나 기타 지원시설용지의 수요는 미미하다. 즉, 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는 제조업과 결합 가능한 서비스업이나 지원시설의 수요
가 불명확하여 복합용지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에서의 복합용지 개발 추진도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이
론적으로 본다면 도시지역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복합용지는 제조업과 연구개발 및 그
연관서비스업의 공간적 결합이라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지방
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는 복합용지를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위해 구미시(2017)와 안산시(2017)에
서 수립한 복합용지 수요추정 과정을 살펴보면 신도시 개발의 상권분석 방식3)이나 주
거수요 추정방식 등을 통해 복합용지의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산업간 융·복합적 발전
과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복합
용지 제도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이후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복합용지 규
모는 조정되었으나 그 규모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과 기간은 결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토지이용의 유연화 (2) 네거티브 입주업종 방식의 도입
특정 용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아니라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열거하는 소외 네거
티브 입주업종 방식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을 유연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그러나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차이로 인해 네거티브 입주업종 방식 도
입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입지법에서는 산업시설용지의 30%까지 네거티브 방식의 업
종배치를 허용하고 있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네가티브 방식을 포함할 경우의 계획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3) 가령 안산시의 경우 1차 세력권을 단원구로, 2차 세력권을 그 외 안산시로, 3차 세력권을 인접 도시로 설정한
후 수요자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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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산업집적법의 경우 2019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시설용지에는 네거티
브 입주업종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도입이 논의
되지 않고 있다. 실제 기업입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에서의 제도 미
비로 인하여 산업입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네거티브 입주업종
배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단지의 주목적인 제조시설은 업종이나 설비에 따라 환경적 위해가능성이
높아 산업집적법의 규정이 정비될 경우에도 네거티브 입주업종 배치 방식 적용에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입주단계에서 업종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환경기준 준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이를 위한 인력
이나 역량이 부족하다. 하계의 장마철 등에 한정하여 환경감독을 하는 현재의 체계로
는 사후적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다. 즉, 네거티브 입주업종 방식
은 산업입지법이나 산업집적법의 규정 개선을 통해서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와 동시에 추진될 때만 그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및 농지전용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사업면적 15만㎡ 이상의 신규 산업
단지 개발이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하
여야 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의 장기화와 비용부담 증가가 야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
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면담한 바에 따르면 총사
업비 200억원(국비100억원 지원)미만의 재생사업지구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용
역비로 지출하게 되어 용역비 비중이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입주업종이나 토지이용 변경 없이 기반시설만을 재정비
하는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도시내 입지
한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협의조건 중 부
지를 필요로 하는 조건, 가령 공원확보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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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1 | 대구도심산업단지(제3, 서대구) 재생사업 추진 연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2010.
2012
2013.
2013.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8.

09.
02.
01.
06.
07.
10.
12.
03.
07.
01.
02.
08.
09.
09.
09.
09.
10.
10.
12.
03.
09.
10.
11.
12.
12.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 선정(국토교통부)
서대구공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 착수
예비타당성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결정내용 공개
재생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고시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제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용역 착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설명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지방환경청)
재생시행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재생사업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재생계획 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
재생계획 수립 용역 준공
관리기본계획 고시 및 관리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서대구산단 기반시설 공사(1단계) 착공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국토교통부)
제 영향평가용역 준공(환경·교통·재해)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고시
제3산단 기반시설 공사(1단계) 착공

출처 : 대구광역시, 2019, 대구도심산단 재생사업 추진연혁, 미간행 내부 자료

한편 농지전용절차 또한 이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
발 담당자를 면담한 바에 의하면 농지전용은 법률에 따른 기준이 있으나 관계공무원도
그 소요기간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준 적용이 모호하고 협의시의 의견 또한 다양하
여 합리적 대책 수립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의 조사한 OO
산업단지의 경우 농지전용협의에서 협의 의견이 매번 달라져 지자체에서 적정하게 대응
하지 못하고 협의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
체의 담당 책임자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농지전용협의로
그 기준이 때마다 달라 도저히 소요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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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2 | A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의견
∙ 1차 협의 : 잔여 진흥지역 포함 요구
∙ 2차 협의 : 농업진흥지역 해제 최소화 요구
∙ 3차 협의 : 산업단지 예정지 주변 계획관리지역 추가 요구(진흥지역 비율 저하 목적)
∙ 4차 협의 : 산업단지 구역계 변경 없이 해제 승인 불가
∙ 5차 협의 : 타 지역으로의 위치 변경 요구
∙ 최종결과 : 농업진흥구역 일부를 존치하도록 산업단지 구역계를 조정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
출처 : A산업단지 담당자 면담조사 결과

2) 관광단지 개발사례4)
□ 관광단지 지구 지정 및 개발 인․허가 절차간소화
정부는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해 관련 신청승인 절차축소, 서류작
성 간소화, 의제처리 확대를 통한 별도 승인 제외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06년 관광지 등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으로써
기존의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절차에만 약 4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하여 관광개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2009년에는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승
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관광시설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던 시설물의 수량, 건축물의
층수를 제외하고 건축 연면적 만을 표시하도록 서류작성을 간소화하였다. 또 2010년
에는 지구지정 실효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관광단지도로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
인신청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고,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 효력이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사업성이 낮은 관광단지를
해제하고, 신규 민간투자와 관광단지 개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관광단지개발 사례는 인제 스피드룸, 평택호 관광단지,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개발 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면담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면담조사 대상자는 제1장의 연구방법에서 제시하였음
5) 관광개발 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지정신청에서 조성계획 승인고시까지 총10~13개월이 소요되어 27개월 정도단
축(문화체육관광부. 2012. 규제개혁 추진성과. 관광개발절차간소화에 따른 기간단축효과. p3)

제4장 일자리 창출 관련 국토분야 제도운영 실태조사

․ 115

표 4-17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 관련 제도개선사항
일시

개정법령

2006.0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08.07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
영향 평가검토 및 운영지침

2008.0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9.03

관광진흥법

2009.0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09.06

관광진흥법 시행령

2010.01

관광진흥법

내용
․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절차의 간소화
․ 관광단지 개발시 경관평가 중복개선
․ 관광단지 개발 사전 환경성 검토절차 개선
․ 관광단지 지정신청전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 생략
․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내용 간소화
․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확대 및․실효제도 도입

․ 관광단지 지정관련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규제개혁 추진성과,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광진흥법 전체 제정·개정 이유(http://www.law.go.kr/, 검색 2019.10.15.)
2018.06

관광진흥법

다만, 개발계획 수립 실무자와 면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지구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나, 지구지정 이후 조성계획 변경,
미착공 등 관광지 개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오히려 과도한 비용과 인력, 시간투입을 초
래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산업단지 사례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발 수요가 부족한 장기미집행 관광(단)지 지정해제를 통해 신규 관
광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는 제시되고 있다. 앞서 지
적하였듯이 관광단지 지정 후 2년내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계획 승인 취소
및 지정 취소되는 실효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조성 사업이 착공된 경우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장기간 조성 사업 미집행시에도 실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일반 민간사업자의 경우 관광단지 지정해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성계획 수립연장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3년)이 있으나 일부라도 공사(개
발)가 이루어진 경우 지구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OO골프장 사업
의 경우 테마파크, 리조트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 후, 골프장
만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골프장 이외의 나머지 개발을 추진하게 만들
거나, 지구해제를 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관광단지가 일부 조성된 기개발지
의 경우 취소규정이 없어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야 사업이 가능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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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춘천 라비에벨관광단지의 경우 코오롱글로벌(주)로 매각된 이
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기도 하다.
사업의 부분 시행 후 그 외 부지에 대한 개발지연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
다.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이 1단계 완료 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기 투입된 국가재정의 환수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촉진 및 개발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에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연
계하여 추진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100억원 이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기에 해당 사
업지구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정부보조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민간투자 촉진을 기대하였으나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현 시점에서 토지 수용재결 불가
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부지규모 8%정도만 개발된
사업에 투자된 정부 및 지자체 재원에 대해 향후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환수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 처리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관광단지 개발 절차간소화를 위해서는 통합심의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기간단축
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는 앞서 산업단지의 사례에서 설명한 바 있다. 통합심의위원회 제도는 토지이용절차간
소화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심의위원회 장점은 절차간소화도 있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상반되는 의견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실제적 장치의 운영이
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광단지 인허가를 승인해주는 실무담당자 입장에
서는 통합위원회의 구성이 기존의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심의위원 중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주민민원, 환경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여러 고려사항을 심도 있
게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A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 실무담당자 면담조사 결과).
이와 더불어 개발 사업시행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여 부적격 지구가 지정되거나 역
량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적격성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와 달리 관광지는
지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관광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도시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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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의 5% 미만만이 토지보
상비로 투입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 수립시 토지용도상향을 추진하여 토지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이를 담보로 개발사업비를 대출받는 구조로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관광단지 승인관련 실무자 면담). 이러한 결과 재정능력이 취약한 사
업시행자에 의해 지정후 장기미개발 관광지 발생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관광단지 지정단계에서 자본력 등 타당성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적격성
검증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 위원회는 기존의 각
종 개발위원회 도시, 건축, 환경, 교통 등의 통합이 아니라, 실제적 사업시행자를 검증
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추후 무산 또는 잦은 변경에 따른 시간, 인력,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발사업심의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주
택재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유원지시설사업,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대부분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Box 4-3 |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및 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승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2.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회계사, 세무사, 금융, 법률, 경제,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2.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3.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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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 관광(단)지 토지이용관련 제도개선사항
일시

개정법령

내용
․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2008.07

산지관리법 시행령

2009.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관광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 완화

2011.0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

2014.03

관광진흥법 시행령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2015.03.

관광진흥법 시행령

․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금지되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설치 허용

2019.0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운동·오락 시설지구와 휴양·문화 시설지구를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로 통합

․ 도시자연녹지지역내 관광단지 건폐율 완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규제개혁 추진성과,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광진흥법 전체 제정·개정 이유(http://www.law.go.kr/, 검색 2019.10.15.)

이 제도의 목적이 사업시행자의 재무 및 투자 적격성을 검증하는데 있기 때문에 위
원회에서의 주요 심의 사항은 사업자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
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회계사, 세무사, 법률 등 재무검토가 가능한 전문가 위원 위촉을 명시
하고 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하는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재무구
조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 민간사업자의 실제 사업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관광단지 토지이용 유연화
정부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시설, 규모, 용도 등에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4~2015년에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규
모, 의료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 등 의료관광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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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위의 <표 4-18>과 같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개발계획 시설지구의 간소화로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함에
따라 관광지 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는 ① 기존의 운동․오락지구
와 휴양․문화시설지구가 포함된 6개 시설지구에서 둘을 합친 관광휴양오락시설 지구로
통합 ② 각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서로
다른 시설지구에 속하는 시설이 복합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시설지구를 통합하는 대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적극적인 복합용도시설지구 도입이라기보다는 시설지구를 통합함으로
써 유사한 복수의 시설을 동일 지구 안에 설치 가능하게 유연화하고 기존의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인력, 시간을 절감하여 민간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나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분양 등 사업성과 관련이 높은 숙박시설의 복합적
설치는 현재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후 적정비율,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휴양문화,
운동오락시설 등과의 적극적인 숙박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표 4-19 |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존 제도>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운동·오락
시설지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
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
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
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
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양·문화
시설지구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
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
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
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
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
육·문화와 관련된 시설

<현행제도(개정 2019. 6. 12.>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관광 휴양·
오락시설
지구

1. 휴양·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
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
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
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
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
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
회의장, 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
과 교육·문화와 관련된 시설
2. 운동·오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케이
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
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출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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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설의 복합화와 더불어 관광(단)지 개발에서는 유원지와 관광(단)지의 중복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즉,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공공성을
요하는 시설인 유원지를 활용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원지 개발사업은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30%까지 완화(기존 20%)할 수 있고, 소규모(1만㎡) 민간조성사업이 가능하다는 등
의 이점이 있으며,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시설설치(숙
박, 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 등)가 가능함에 따라 이미 유원지를 활용한 관광개발사
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6)
그러나 제주도의 「예래 휴양형 주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유
원지로 지정되었음에도 주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수익형 사업을 전제로 개발되어 유원
지의 성격을 벗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이에 기초한 수용 재결이 무효로 결정7)됨에 따라 유원지를 활용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공공성에 기초한 관광(단)지 개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유원지 개발의 장점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원지에서 분양 또는 회원제로 주로 모집하는 숙박시설에 대
한 설치기준은 따로 없는 상태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반된 두가지 가치가 조
화될 수 있는 시설설치 기준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및 산지전용 협의
관광단지 개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단 관광단
지 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환경보호측면에서 정교한 기준
과 절차가 요구된다.

6)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11개 유원지 중 약 21%(관광지 18%, 관광단지 3%)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김중은. 이민정. 2017)
7)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등(대법원, 2011두3746,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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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산림, 해안 등 자연보호 가치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보호측면에서 더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가령 해안지역 관광숙박시설 설치의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3층 이하
건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비용이나
기간 및 인력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대상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
기도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비용보조, 유사 사업을 활용한 평가기간 단축 등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광단지 개발 시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
관이 2곳에 불과해 상황에 따라 1년여 정도 시간소요가 발생됨으로 산지전용을 수반하
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증조사기관의 사전협조 등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30
만㎡이상 산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때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 단 두 곳에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8). 물론 이는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해당된
다. 그러나 다른 사업과 달리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보전산지 포함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관광지구 지정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만 한다.해당 평가기관
의 인력 등 여러 상황으로 평가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사전에 평가가 예측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행정교류시스템 마련
등 기간의 단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모든 개발사업이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규모 이상의 전용면적 등의 경우에
만 필요함, 그러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로, 산지관리법 1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6에 의해 3만㎡이상의 산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검토를 위한 관계
전문기관 지정」 (산림청고시 제2011-14호, 시행 2011. 1. 19.)에 의거하여, 특수법인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단법
인 한국산림기술사사무소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 3개 기관 중 한 곳에서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함. 다만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적합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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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단지 개발사례9)
□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인․허가 절차간소화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
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
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 정의된다(물류시설법 제2조). 물류단지의 지정과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물류시설법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개발에 적용되는 구체적 절차는 사업시행자와 단지 면적에 따라
물류시설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절차 간소화법(이하 산업단지절
차간소화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공공사업자가 개발할 경우에는 단지면적이
1,0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 그 미만이면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이 적용된다. 민
간사업자가 개발할 경우에는 단지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 그 미만이면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법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500만㎡의 물류단지나 공공시행자가 개발하는
1000만㎡ 이상의 물류단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물류통합정
보센터10)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20일까지 운영·건설 중 물류단지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는 모두 48개소인데, 그중 운영 중인 물류단지 23개소의 평균 면적은
표 4-20 | 개발규모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와 개발 법률
구 분

100만㎡ 미만

단지면적및적용법률
500만~1,000만㎡
100만~500만㎡ 미만
미만

지 정 권 자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사 업 시 행 자
공공사업자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민간사업자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출처 : 현행 물류시설법 및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발췌 재정리

1,000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물류시설법

물류시설법
물류시설법

9) 물류단지 사례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 물류단지, 군산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및 중견기업의 자체 물류단지 개발사
업 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면담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면담조사 대상자는 제1장의 연구방법에서
제시하였음
10)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nlic/fmComplex0010.action ) (검색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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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 576㎡, 최대 규모인 경인 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의 규모는 114만 5,026㎡에
지나지 않는다. 또 건설 중인 물류단지 7개소의 평균면적은 30만 6,138㎡이고, 최대
규모인 광주직동물류단지의 면적은 57만 1,410㎡에 그친다. 그 외에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였으나 아직 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단지는 18개소이며 그 평균면적은 29만
4,561㎡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물류단지의 개발은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의 개발절차가 적용되며, 개발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단지 개발사례와 동
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개발기간의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등의 절차가 물류단지 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절차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나 관광단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애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의
지연은 주로 물류단지의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함
에 따른 것으로 주로 실수요 검증이나 주민동의 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물류시설법 제22조의7 제1항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일반 물류단지 실수요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1). 이는 물류시설법을 적용받는 물류단지나 산업단지절차간
소화법을 적용받는 물류단지 모두에 적용되며, 물류단지의 지정과 개발절차는 실수요
검증 이후에 진행된다. 즉, 실수요 검증이 완료되면 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대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요 검증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는 등의 이유로 실수요 검증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12)하고 있다.
2018년 9월 지엘글로벌디앤씨㈜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일원 일원 30만
2,088㎡의 규모에 물류단지 건설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 검증결
과 적합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실수요 검증 평가항목에 주민 의견수렴이

11)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물류시설법
제22조의7의 제3항)
12) 문화일보 인터넷판, 2019.7.1., “퇴촌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문제있다”…주민, 공익감사 청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1MW163424553369) (2019.8.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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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주변 지역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에
실수요 검증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실수요 검증결과에 따라 시행자가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도
록 되어 있어 실수요 검증 이후에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
업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물류단지의 특정지역 집중이나 물류단지 개
발로 인한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물류단지 건설에 대한 반대 민원이 발생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물류산업의 육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연구에서 면담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현장에서는 실수요 검
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실수요 검증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거나 평가지표에 “지역주민 수용성”을 추가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서 나아가 실수요 검증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교통, 사업수행 능력, 입지적
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갈등해소의 방안으로 도로나 녹지시설을 주민밀집지역 인근
에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시설이용의 활용도를 제고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와 같이 실수요 검증 이후에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면 지역주민들
이 반대할 경우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계획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수요가 검증되지 않은 물류단지 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실
체 없는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수요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
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실수요 검증과 주민의 수용성 제고라는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물류단지 내
도입기능의 다양화를 통해 물류단지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
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물류단지의 건설지연이 주민의 반대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민간사업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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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의 어려움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물류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
고 있다. 가령 2019년 「제18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는 물류산업 및 물류단지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서 제시된 주요 대책을 보면 ①
민간 개발의향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수도권은 협의
체(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② 수익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지방 후보지는 공공기여율 감면, 용지규제 완화 등을 통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③ 다수의 물류기업이 물류단지를 공동 개발하여 입주하
고자 할 경우 실수요 검증을 간소화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
다(관계부처 합동, 2019).
아직까지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 중이거나 또는 제도 개선 후 그리 긴 기간이 경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제도 개선의 효과를 이 연구에서 검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대책이 물류단지의 효율적 개발과 활성화를 지원하리라는 것만은 분명
하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
공간으로 물류단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류산업이
국가 경제의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것 없이, 물류산업은 그 자체로 약 20만
개의 업체가 58만여 명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주요 산업(관계기관 합동, 2019)임
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3). 범정부
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관심은 물류산업 및 물류단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
다 효율적인 입지공급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에
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제고는 물류단지가 지
역경제에 분명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13)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 제정된 것이 1995년이며,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예산지원은
2000년, 복합용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5년부터로 다른 토지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늦게 제도적 기반이 정비. 자세한 연혁인 국토교통부, 2018, 물류정책 업무편람, 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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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토지이용의 유연화
물류단지 내 입주기능을 다양화하고 토지이용을 유연화 하는 노력은 크게 두가지 방
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물류단지 내 복합용지의 도입과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도입
이 그것이다.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의하면 복합용지는 복합시설이 설치되는 용지를 의
미하는데, 이에서 복합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이 동일한 토지 또는 건축물
에 복합적으로 설치7되는 시설을 말한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6호, 물류단지개
발지침 제2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복합용지는 산업단지의 복합용지와 유사한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복합용지와는 다소 다르나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물류단지의 입주
기능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이를 살펴보면 ① 물류단지 개발
수요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개발기준(총 용지면적의 60%)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
화하며, ② 입주기업 물류활동과 연관 있는 업무․교육․연구시설 (물류장비 R&D 센터,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물류창고 제어센터 등) 등을 지원시설에서 물류시설로 확대하
여 인정하고 ③ 신도시·재개발 추진 시, 인근 또는 해당지역 내 일정 규모 물류시설을
계획토록 하고,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택배 등 물류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다. 이중 앞의 두가지는 물류단지내 기능 복합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면, 마지막
것은 물류시설이 다른 기능과 복합하여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
다. 다만 제도개선이 추진 중인 관계로 이러한 조치의 실질적 효과 평가에는 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물류산업과 다른 연관시설의 복합적인 입지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명칭은 유사하나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후자는 도시 내에서 입지가 필요한 첨단소기업 등을 위해 시가화
구역 내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전자는 물류시설과 다
른 시설의 공간적 융복합에 주목적이 있다. 물류시설법 제2조에 의하면 도시첨단물류
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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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일단
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이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이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
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
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물류시설 외에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등등을 포함한다.

표 4-21 | 일반 물류단지와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비교
구

분

일반 물류단지

개 발 목 적
물동량 처리 중심의 지역물류서비스 제공
판 매 방 식
오프라인 판매시설 중심
규
모
중대형 규모(10만㎡이상)
건 축 물
토지용도별 개별 건축
주 기 능
기업물류(B2B) : 제조·생산, 유통·도소매 물류
화물의 유형
중대형·중저가 화물
운 송 방 식
간선운송, 중대형 화물차 이용
회 전 율
1일~수개원
주요 수익원
물류시설의 운영수입
출처 : 국토교통부. 2016.6.20. 보도자료,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

도시첨단 물류단지
물동량 창출 및 집적화를 통한 도심 물류 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연계형 판매시설 중심
중소형 규모(3~10만㎡)
입체형 복합건축
생활물류(B2C) : 전자상거래 기반 생활밀착형 물류
소형·고부가가치 화물
지선운송, 중소형 화물차 이용
반일~수일
물류 수·배송시간 절감

즉, 도시첨단물류단지14)는 도시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산업 및 연관산업(유통·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첨단물류시설과 상류·지원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단지로, 기능적으
로는 첨단물류와 첨단산업, 쇼핑, 전시, 유통, IT 등 고부가가치 기능의 융합과 온라인
몰 산업 연계서비스의 일괄처리를 추구한다. 기존 물류기능은 첨단설비로 전환하여 저층
부(지하층 포함) 및 지상에 배치하고, 상부는 민간창의를 통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며, 단일부지에 물류+유통, 물류+지원, 물류+첨단산업 용지
등을 평면적으로 복합하거나 단일건물 내에 입체적으로 복합하는 방식을 택한다.
복합용지와 달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그 명칭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유사하나
성격은 다소 다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되는데
동 조에 의하면 ①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이나 ② 노후화된 유통
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70호,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2013~2017) 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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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신규 개발을 전제로 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달
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존 부지 위에 지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노후
된 기존 시설의 재생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6개소에 지정
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의 현재용도를 보면 5곳은 일반 물류터미널에 1곳은 유
통업무설비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해 기존 시설의 재활성화와 재생
전략으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시범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
실적은 기대에 비해 많이 지연되고 있다. 6개 시범사업 단지 중 서부트럭터미널이
2018년 11월 사업자인 서부티엔디 주식회사가 2년여의 검토를 거쳐 물류시설법에 따
른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범단
지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변화되는 물류서비스 수요
에 적극대처하고, 침체된 지역사회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사업추진이 지나치게 느리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물류산업은 그 고용규모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부문이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기술적 진보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더 다양화될 것이다.도시
첨단물류단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4-22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지역

시설명

위치

면적(㎡)

현재용도

서울

한국 트럭터미널

서울특별시 서초구

86,002

일반 물류터미널
일반 물류터미널

서울

서부 트럭터미널

서울특별시 양천구

98,895

서울

시흥 산업용재 유통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156,071

유통업무설비

충북

청주 화물터미널

충청북도 청주시

18,497

일반 물류터미널

광주

광주 화물터미널

광주광역시 북구

35,326

일반 물류터미널

대구

대구 화물터미널

대구광역시 달서구

70,022

일반 물류터미널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70호,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2013~2017),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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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을 저해하여온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제18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그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19), 그 성과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는 실수요 검증에 수반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요 검증과정에 주민참여를 촉진
하는 방안이나 공사 중인 단지가 보상지연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 후 장기미개발 물류단지를 해
소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는 물류단지가 단순한 창고나 배송기지의 역할
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주민 친화적 기능이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실태분석 결과 요약과 개선과제
1) 조사 결과의 요약
국토개발과 이용에 관한 제도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제도 개선, 특히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집중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경직
성과 획일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규제완화가 곧 규제의 개선은 아니
며 필요할 경우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다. 특히 계획수립 전(前) 단계의 실수요검증 등 타당성조사나 주민의견수렴, 사업시
행자 요건 검증 등에 있어서는 규제완화 못지않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의 기준 완화가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음은 사례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규제 개선의 방향과는 다른 것으로, 개개 제도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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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가 실제 현장
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바탕을 둔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토지이용 유연화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나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많다. 이 연구에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경직성과 복잡성은 제도의 큰 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인허가 절차나
협의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개의 인허가나 협의절차가 각기 고유
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 제도 자체의 적정성을 이 연구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다 객관적이고 예
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적기투자를 지원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기업에게
가장 극복하기 힘든 규제는 강한 규제가 아니라 가부와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불명확
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2) 세부 제도별 개선 과제
□ 실수요 검증 등 사업지구 지정단계의 개선 과제
그동안 정부는 민간투자촉진과 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실
수요 검증과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구지정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는 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서 사업지구 지정 후 미개발
과 같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우량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도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높일 수는 없다. 즉,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사업추
진 적격성이나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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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관련 인·허가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개선과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
며, 그 정점이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이나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인허
가 절차 간소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에서의 사례조사에 의하면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
은 절차간소화법에서 규정한 체계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나 농지·산지 전
용과 같은 협의과정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영향평가나 농지전
용규제 등은 그 나름의 목적을 지닌 제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의 절차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
를 영향평가나 전용협의라는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훼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 제도의 취지를 보장하면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토지이용의 유연화와 관련한 개선과제
용도지역·지구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복합용도지구나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은 기존 제도의 경직
성 완화와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에 목적이 있다. 산업단지 내 복합
용지나 복합구역, 물류단지 내 복합용지 등은 모두 산업간·기술간 융·복합적 발전 필
요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지구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활용도는 기대에
비해 높지 않으며, 산업단지내의 복합용지나 네거티브 입주업종계획 또한 그러하다.
이의 배경에는 복합용도지구 등을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새로운 경제활동의 등장에 따
른 대응조치라기보다는 기존 용도지역에 비해 고밀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특혜성 제도
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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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은 복합용도지구 등을 계획에 반영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
라서 토지이용의 유연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적극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적정
규모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합용지나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의 경우 기업이나 입주자의 관점에서는 필요
하나 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분양가능성을 모호하게 하는 부정
적 측면도 지닌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의 여건과 기업수요 등을 분석하
여 필요하다고 평가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복합용지를 지정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개발사업지구 지원제도의 개선과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산업단지 등의 주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일 것이
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
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의 경우 지원도로 건설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연결하는 고
리는 없다. 관광단지의 경우에도 같다. 관광단지는 제도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산업여
건이 미흡한 지역의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고용창출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문화
체육부·한국관광공사, 2019, 18쪽). 그러나 관광단지의 승인이나 지원에 관한 어떤
제도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볼 때 토지개발사업의 추진과 일자
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 실수요기업이 자체 사용
부지를 개발하는 경우와 달리 대부분의 개발사업지구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
로 분양할 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단계에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사업지
구 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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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주요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분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제도의 개선방안은 개발절차의 간소화, 토지이용의 유연화 등 앞 장에서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 개선방안은 신산
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업이 보다 신속하
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토분야
제도 개선의 방향 또한 기업투자가 기업이 희망하는 적기(適期)에 적소(適所)에서 적
가(適價)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이 연구는 국토분야의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제도의 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국토분야 제도 개선의 수요자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이 기대하는 기간 내에 투자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무조건적인 기간 단축보다 기업이 계획하고, 예상하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투자
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규제완화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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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적인 규제완화가 기업투자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제도는 기업투
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환경보전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다. 모든 제도가 동일한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특정 제도를 중심으로 규제완
화를 추진할 경우 제도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토 분야의 제도 개편은 제도 개편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
토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단순한 규제의 완화보다는 각각의 인허가 절차나 협
의과정이 기업의 계획이나 예상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발절차나 인허가 과정 또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라
는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도의 유연성 제고
이 연구에서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토분야 제도의 취약점 중 하나
는 제도의 경직성과 획일성이다. 제도의 정비 과정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강조
하여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곧 경직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화된 제도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유연성을 지니기 위한 궁극적 방안은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권한의 지방이
양은 지방재정 등 다양한 과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
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국토분야 제도개선은 지역 여건
이나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
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은 국가 정책의 모든 부문에 걸친 핵심적인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국토
분야의 제도 개선도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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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운영기준이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최종 목표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일자리 창출규모와 연동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나 계획승인 요건 등에 흔히 제시되는 지역경제의
성화 등과 같은 문구를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구체적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 이원
섭 등(2007)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1 | 지역개발정책의 프레임워크 재편
정책목표의 확대

정책추진체계의 개편

지원제도의 개선

생활·생산·기반시설개선 일자리 창출
∙ 기존 정책 연계 : 생산·생활기반 개선 + 일자리 창출
∙ 신규 정책 추진 : 일자리 창출 지역정책 프로그램
∙ 지원제도 확대 : 부지·시설·장비 지원 +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제도 신설 : 일자리 창출 지원

핵심적인 지원대상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체

정책성과의 극대화

∙ 주민이 정책의 직접 수혜자

출처 : 이원섭 외, 2007, 115쪽

특히 현재와 같이 부가가치의 산출과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일자리 창출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구지정의 목
적에서 일자리 규모를 주요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제도에서 조차도 일자리의 기준이나
일자리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국토분야 제도 운영 전반
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것이 근본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과제로 대
두된다. 이와 더불어 개발사업지구의 지정에서부터 정부지원 및 기타 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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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안문제에 대한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1)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구체화
□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증 제도 등의 정비
타당성 검증의 강화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사
업에 재정지원 등을 집중함으로서 기업의 적기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실수요 검증 및 사업시행자 역량 평가는 현재보다 강화하되, 수요 검증단계
에서는 기업투자의향서를, 예비타당성조사에는 기업체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실수
요 검증 기준을 통일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로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직접 개발하고자 할 경우 실수요자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신용도 등 검증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업도시법의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 지정시 지역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선언적 항목으로 규정된 지역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
역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에 대한 불허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의견수렴 시기의 유연화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지구 지정 후 추진토록 규정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실수
요 검증 단계 등 사업지구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서 사업추진의 불확실
성을 사전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인허가 관련 심의위원회의 통합심의제도 확대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은 토지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절차의 통합심의를 규정하고 있
다.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에서는 이미 통합심의제도를 의무화되어 있다. 토지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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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를 토지개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심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지역개발법 하위 지침 등에 제
시하고 그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면담조사에서는 통합심의가 단순히 각종 심의기능을 단일 공간에서
동시에 심의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사실 현재 통합심의
제도가 보편화된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역
할이 상이한 경우가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이견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심
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통합심의위
원회의 운영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수립을 통한 계획수립 절차의 간소화
대부분의 토지개발 사업지구는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개발절차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계획수립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개발 사업지구의 계획수립시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수립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통합에 따라 예상되는
계획변경 비용과 시간 경감을 위해 승인권자가 부분 승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
는 방안의 도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계획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함으로서 계획수립 절차를 객관화할 필
요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사업계획 불승인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행
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불명확한 불승인 사유 제시는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개발 인·허가 과정을 가급적 단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불승인시 그 구체적 사유를 사업시행자나 기업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획의
수정·보완절차를 최소화하여 계획의 신속한 보완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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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 각 개발사업계획에서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가 과도
하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경향이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지구에서 경미한 사항을 규
정하기 이전에 ‘경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관련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환경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기능을 위해 가능성이 낮은 기능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절차 구체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 토지개발과 이용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정은 환
경영향평가와 농지·산지전용절차로 나타났다. 이중 후자의 경우에는 전용기준을 명확
히 하여 해소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토지개발 등에 있어 환경관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 네거티
브 입주방식 등이 도입될 경우 사전적 규제라는 현재의 절차보다 사후적 관리가 중요해
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나 내실화를 요구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객관화하는 것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서 검토된 의제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집중하자는 것이다. 즉, 스크린
(Screen)과 스코핑(Scoping)이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살려 이에서 검증의
필요성이 확인된 요소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배제이다.
특히 사업지구의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도 그 사업의 성격이 도로
정비 등 환경에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 저하의 가능성이 없는 계획변
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배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수 있다. 환경 위해 가능성
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으로의 업종변경이나 토지이용 변경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배제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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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환경관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계획수립이나 기업의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기업투자 시
기의 지연 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 엄격함보다는 불확실성에 있다. 특히, 녹지
율, 하천에서의 이격거리, 해안에서의 건축 층고 등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는 주요 사
항의 협의기준이 법률적 기준과 상이한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사례연구에
서 지적한 해안 관광지 개발에서의 건축물의 층고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적 규제사항과 현장에서 적용되는 임의규정이 다를 경우 절차의 불확실성은 증
가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현장에서 적용되므로 법률적 규제를 구체화한 통합지
침 등을 통해 기업의 적기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토지이용의 유연화
□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복합개발 활성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은 복합용지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복합용도지구를 제도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복합용도지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지정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복합용도지구 등을 통한 토지이용의 유연화를 위해
정부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조건, 적정 지정규모 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개별 법률이 정한 복합용지의 경
우에도 그 지정기준이나 지정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서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복합용지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합용지 제도 도입이 어려운 사업지구에서 다양한 용도의 융·복합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하
게 규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시·도별 지정물량 상한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정
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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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도시지역 내에 지정토록 규정된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녹지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구역 내 용도복합의 기준을 완화(현행 3개 이상 기능에
서 2개 이상 기능의 복합 등으로 완화)함으로서 관광지 개발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
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역 내에 입지하는 기업의 고용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네거티브 입주업종 제도의 확대
제한업종 설정(네거티브 업종) 지역은 관광, 물류 등 기업입지와 관련된 개발사업
지구 전반으로 확산하되, 궁극적으로는 행위기반 규제(performance zoning) 개념으로
확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다
른 제도에 확대 적용하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해
당 기업이 보유한 설비의 소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발전 결과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 환경영향의 저감이 큰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제조업에도 행위기반 규제의 적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녹지지역이더라도 일괄적으로 공
장설립을 불허하기 보다는 소음, 매연, 폐수 등 각종유해물질의 배출 여부와 도로, 상
하수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도
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김동근 외, 2017).
이와 더불어 정부,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법률간 상충으로 인해 네거티브 입주
업종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여 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법에서는 네거티브 입주기준을 부지면적의 3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산업집적법에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그 운영이 실질적으로 제약되
고 있다. 이는 네거티브 입주기준이 바람직한가의 여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로, 법률간
기준의 불일치는 결국 사업추진의 지연과 기업투자의 지연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144

3)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지원체계 구축
□ 민간 실수요 개발사업지구의 일자리 창출규모와 정부 지원의 연계
기업의 투자규모와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가 약해짐에 따라 부지규모 등에 따라 연
동되는 정부의 지원을 개발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환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일차적으로는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투자선도지구나 산업단지, 물류단
지, 관광단지 등의 사업에 대해 실수요기업의 고용계획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고용계획은 근로시간, 급여, 고용의 영속성 등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고용의 양
과 질이 우수할 경우 기존 지원을 초과하는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준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지원의 규모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분양목적의 개발사업지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 후의 고용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 계획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지원을 위해 제시한 고용
계획에 미달하는 성과를 거둘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을 마련한다. 미국 주(洲)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조사한 한 연구(Mattera et al., 2012, 15쪽)에 의하면 조사대
상 238개 프로그램 중 178개가 벌칙조항을 지니고 있으며, 그 외의 60개 프로그램 중
41개 프로그램은 정해진 요건 달성 후 지원이 이루어지는 성과중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제도와 산업육성 제도의 연계운영 방안 마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인재의 도시선호 경향에 따라 큰 규모의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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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추가정비 필요성이 낮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사업지구의 개발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업지원기능이나 시설 지원이 필요하
다. 정부는 도로나 상수도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에 국한된 시설지원을 보다 다양화하
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에 의한 지원이 중요하다.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원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되 각 사업에 대한 지
원상한액을 규정하고 상한액 범위내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지원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곧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권한의 지방분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
라의 법률체계와 예산지원체계에서 개발권한의 지방이전을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기업이 느끼는 투자애로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운영하
는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 개발제
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이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 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등
을 현재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토지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승인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사업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계하여 지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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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향
1) 수요지향적 일자리 공간 확충
앞에서 제시한 단기적 현안과제는 대부분 기업의 적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 투자에서 이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기업이 희망하
는 적소(適所)에 투자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입지요건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
업이 희망하는 우수인재의 확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인 국토분야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또한 기업
과 인재가 희망하는 지역에 그 입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양호한 생활환
경을 구비한, 그리하여 청년들이 살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도시지역 내 기업 입지공간
의 제공이라는 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일자리의 창출과 일자리 수급의 공간적 불일치는 이러한 도시에서의 직주 근접과 연
결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도시회귀, 특히 연구개발 등 핵심기능의 도시회귀는 세계적
경향으로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 막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지역으로
대기업의 연구기능이 재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고 있다.
기업의 도시지역 집적은 교외화에 따른 통근거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관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직주 근접을 통해
더 많은 발전기회를 지역에 준다(Pacetti et al., 2015, 7쪽). 최근의 연구들이 주장하
는 기업입지의 도시지역 회귀나 교외의 과학단지를 대체하는 도시형 과학단지나 혁신
지구에 대한 관심 증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대
도시 도심이 아닌 교외지역이나 중소도시의 발전기회를 빼앗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론의 여지가 있다. 최근 발간된 두 편의 연구를 인용하여 Florida(2018, 2109)는
오늘날 기업입지에서 주목해야 할 두가지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째는 도심이나
교외의 여부 못지않게 해당 장소가 지닌 활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도심이나 그
주변이 아닌 교외지역이라도 활력이 있는 곳에는 고성장기업이 입지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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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기업은 입지를 무작위로 선정하거나 고속도로 변 아무 곳을 선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도시나 교외지역의 활력 있는 장소에 집적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고
성장기업은 교외지역보다는 활력 있는 도시지역 내에 집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외지
역에 입지한 고성장기업은 평균적인 교외지역보다는 더 활력이 있는 장소에 입지하는 경향
이 있다. 이는 교외의 업무단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밀도가 높고, 어메니티 시설이 풍
부하며, 대중교통 연계가 양호한 업무단지에 더 많은 고성장기업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1)

기업의 입지 수요 변화는 입지 공급의 변화를 요구한다. 기업의 도시지역 회귀는 도
시내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개발에서 생산 등 다양한 기능이 도시 내로 유입되고, 여러 산업부문에 걸친 복합
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입지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이용체계에서 벗어난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Foresight, 2013,
84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용지나 복합용도개발을 토지이용의 과밀화이나 토
지이용의 인센티브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의 촉진이라
는 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나 과학단지의 주요 입지장소였던 교외지역은 새로운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입지공급을 필요로 한다. 교외지역이 청년 인재와 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
는 부지의 공급만으로 부족하다. 아름답고 활력있는 장소, 상호교류가 가능한 밀도의 유
지, 양호한 대중교통수단 등은 교외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업과 인재들이 희망하는 공간의 제공을 위한 또 다른 접근은 장소의 공간적 매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Florida는 이를 도시의 미적 프리미엄(urban beauty premium)이라고
칭하고 있다. 아름다운 장소는 그 자체로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 도시의 미적 프리미엄은 전체로서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특정 구역
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수려한 공원과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중소
도시도 젊은 인재의 집적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Florida R., 2018, Fast-Growing Companies Prefer Vibrant Parts of Cities and Suburbs
(https://www.city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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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인 젊은 인재와 부유층의 도시회귀에 대해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심업무지구
인근으로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청년 인재나 부유층의 도심 유입(gentrification)
은 뉴욕시의 소호지구와 같은 도심 인근 창고나 공장, 물류지구 등에서도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인구유입이 공원과 역사적 장소 및 랜드마크 시설이 집적된-소위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중심휴양지구(Central Recreational District :CRD)로 이루어진다
고 말하고 있다. 중심업무지구가 아니라 중심휴양지구가 인재와 부유층의 도시회귀의 거점
이 되는 것이다.2)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2018)는 일자리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장소가 지니는 공간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청년층이 중소기업 자체를 기피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공간적 이미지(브랜드)에
더 민감하다. 예를 들면,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중소기업 이미지는 문화시설 접근도 용
이하여 호감도가 높은 반면에,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임금과 복지수준이 더 높아도 청년
들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더 선호한다.∼(중략)∼따라서 중소기업이 밀집
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공간적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국중소기업학회,2018, 22쪽).

본 연구에의 기업체 면담조사에서 언급한 청년 문화를 반영한 도시정책 또한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산업경
제나 노동시장 등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공간의
틀 내에서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자리 문제를 일자
리 그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보아
야 하는 것이다.

2) 일자리 중심의 지역개발 및 지원체계 도입
앞서 현안과제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국가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2) R. Florida, 2019, The Beauty Premium: How Urban Beauty Affects Cities’ Economic Growth
(https://www.citylab.com/life/2019/05/beautiful-cities-economic-growth-data-beauty-premium)

제5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분야 제도 개선방안

․ 149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에서 나아가 우리
나라도 개발사업지구의 선정 및 지정부터 일자리 창출 역량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방
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투자선도지구나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산
업단지재생사업 등과 같은 공모형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
여 적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규모를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지구가 추구하는 일자리 기준을 구체화·객관화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개발사업의 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
는 일자리의 성격 등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 사업지구의 선정 등에서 일자리
창출 지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비교 가능한 객관화된 일자리 개념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고용파급효과 등은 건설사업에 따른 단기 일용직 등을 포함으
로서 상호간의 비교가 어렵도 사업 후 주민의 체감도도 낮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주요 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2 | 일자리 중심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구 분

⇒

변 경

투자액, 도입 기능 중심의 지정

⇒

투자액, 도입기능 + 일자리 창출규모 중
심의 지정

일자리 개념

모든 일자리를 동일하게 간주

⇒

근로시간과 임금 기준을 고려한
표준화된 일자리 개념 도입

고 용 계 획

총량적·개략적 고용 목표
건설인력 등 단기고용 포함

⇒

고용기준과 조건을 구체화한
상세고용계획 수립

인 센 티 브

부지면적, 투자액에 기반한
자동적, 일률적 지원

⇒

투자성격과 일자리 특성에 따른
선별·차등 지원과 성과 모니터링

기업 독자 노력에 의한 인력충원

⇒

투자유치 성과의 지역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수급체계 구축

사업지구의 지정

일자리 창출
성과의 지역화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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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내용과 제안된 정책방안들을 요약·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결과의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
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추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일자리 창출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의 부족이나 수급의 불일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적 진
보와 결합되어 지역간 일자리의 불균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국토분야 제도는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분야 제도의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공간분포와 그
변화동향,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토분야 제도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자리 부족은 총량적 문제와 일자리 수급의 공간적 불일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
안 많은 연구는 일자리의 총량적 부족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물론 그 원인이 총량적이던 또는 수급의
불일치에 기인하던 이는 모두 장기간에 걸친 노력, 특히 산업구조나 지역노동시장의
개편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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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일자리 정책이 이러한 장기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
업구조나 노동시장의 질적 개편은 장기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중·단기적 대응책으
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가 국가의 현안과제도 대두된 지금
의 현실에서 우리는 장기적 대응책과 더불어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 대응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이 연구에
서는 토지개발이나 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
로서 기업이 적기 적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실
적으로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자 하여도 토지이용이나 개발과 관련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고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이나 산업구조개편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국토의 이용이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도시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토지이용의 유연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절차의 간소화
를 위해서는 개발·실시계획의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기준의 정
비가 필요하다. 셋째 토지이용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복합용도지구, 입지규제최소화구
역의 활용제고, 네거티브 입주기준 확립 등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일자리창출 규모와 연계하는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삶의 장소로서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일자리 문제에서는 점점 더 공
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의 청년층은 일자리 못지않게 생활공간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한 급여수준보다는 생활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산업경제나 인력정책의 영
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정책이나 도시정책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토분야의 제도는 국토, 즉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토지의 개발과 이용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현실로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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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국토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
도가 기업이나 지역인재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가능
한 제도를 요구한다. 역으로 느슨하지만 불확실한 제도는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을 저
하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의 가장 기피하는 것이다. 지역인재, 특히 청년들은 거주지와
근무지 양자가 충족되는 일자리를 희망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토분야의 제도는 지역과 도시의 여건정비, 특히 ‘살고 싶은 도
시·지역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기반을 정비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국토분야 제도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
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다. 일자리의 창출은 기업투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기업입지공간의 확충 등은 기업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新성장동력의 발굴 등 새로운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노력을 보조하는 대안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이다.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공간적 분포
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대책 마력
을 위해서는 크게는 도시특성별 기업입지 특성과 동향, 작게는 그 안에서 용도지역별
기업입지 특징이나 그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업이 이러한 기존
제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
적 특징이 분석되고 난 이후에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개발이나 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의 애로사항의 다수가
법규 자체의 문제보다는 현장에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다는데 있다. 인·허가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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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나 토지이용의 유연화 등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과제들의 다수는 이미 법제화된
것들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각의 개별 법규가 정한 절차 이행을 위한 협의
과정의 지연이나 특혜우려로 인한 보수적인 제도 적용 등으로 인해 도입된 제도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
정을 체계화·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산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 속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
장 중심의 다양한 사례조사와 운영실태 분석에 대한 자료의 축적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기업에게 적기·적소의 투자기회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수요나 성장전략 등의 문제
이다. 즉, 입지나 토지이용 및 개발에 대한 제도정비가 실제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경제단체들이 공장 등의 설립과 관련
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과연 그러한 규제가 실제 중요하며, 이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는 사유가 일반적인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사례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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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Regulatory Reform Associated with the Land Use and
Development Control as a Job Creation Strategy
Ryu Seunghan, Park Taesun, Chang Eungyo

Key words: Job Creation, Job Mismatch, Land Use System, Regulation Reform

This research discusses the policy directions for reform regulations associated
with the land use and development system to promote job creation. The
regulations that guide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territories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firms’ decisions of industrial location and
investment. Ye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unnecessary regulations
associated with land use and development contributed to delay firms’
investments and consequently job creation. For this reason, the regulatory
reform associated with land and infrastructure policies is critically important
especially in terms of job creation.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attempt to demonstrate the
spatial patterns of job changes in South Korea, and discuss the policy measures
to respond to such changes. Secondly, this study discusses the success and
failures of related policies, shedding light onto the policy issues to solve the
shortcoming shown in past practices. Finally, drawing from the results o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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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eld research, this study aims to give shape to the major problems of
present policies associated with the us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ies,
and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given the changes of socio-economic
conditions.
Findings from this research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the urban and regional approach to promote job creation should be combined
with the flexibilization of land use as well as the simplification of licensing
process of development projects. Second, the simplification of licensing
processes requires the integration of development and practical master plans,
the introduction of one-stop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ird, the flexibilization of land use requires
the robust institutionalization of mixed-use districts, locational regulation-free
zones and negative industrial location regulations. Fourth,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stimated) size of job creation in the
first place when deciding governmental supports for land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o above-mentioned policy directions, the improvement of urban
amenity environment should be a priority, in that job creation and its locational
environment are inextricably linked. Particularly, it is widely known that youth
workers prefer to work and live in the cities wherein they can get access to
high-amenity establishments such as theaters, restaurants and rich pools of
socio-cultural opportunities. In that, future policies for job creation should not
be limited within the boundaries of industrial or labor policy measures, but
rather extending their scope to include urban and regional policies for
developing attractive and livable city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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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설문 조사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 분야 제도 개선 과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토연구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분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국토개발 및 이용과 관련 제도 중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하가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2019년 10월
☞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연구위원 (☎ 044-960-0203) (email : shryu@krihs.re.kr)

【문1】 귀하께서는 국토(토지)이용 및 개발 제도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7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1점으로 점
수를 적어 주십시오. (

)

※ 국토(토지) 이용 및 개발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 기업입지를 위한
토지개발제도를 포괄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크게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중요하다.
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⑥

⑦

【문2】 귀하께서는 현행 국토(토지)이용 및 개발 제도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긍
정적(일자리 창출을 촉진)이라고 보십니까? 또는 부정적(일자리 창출을 저해)이라고 보십니까?
매우 긍정적이면 7점, 매우 부정적이면 1점으로 점수를 적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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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약간
부정적이다.

보통
이다

②

③

④

①

약간
긍정적이다.
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⑥

⑦

【문3】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토이용 및 개발 분야에서 해소되어야 할 주요 장애요인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토지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②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법제도

③ 구체화되지 못한 모호한 법제도

④ 지역과 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법제도

⑤ 토지개발과 관련된 중복적 규제

⑥ 복잡하고 긴 인허가 과정

⑦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

⑧ 기타(

)

【문4】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토지개발사업 각 단계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투자와 일자리 촉진위해 현행보다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면 5점,
현행보다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는 1점으로 점수를 하여 표시된 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규제완화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규제의 과도한 완화는
갈등을 유발하여 실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
은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여쭙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과제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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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등 실수요 검증 절차
주민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지구 지정 절차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절차
농지/산지 등의 전용 절차
개발 및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절차
개발사업 시행자의 선정 절차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건축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

대폭 강화
(5점)

강화
(4점)

제도 개선의 방향
현행유지
완화
(3점)
(2점)

대폭 완화
(1점)

【문5】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제도가 얼마나 중요/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시급하다면 7점, 전혀 중요/시급하지 않다면 1점으로 점수를 적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별로
상관없다

잘
모르겠다

⑧

제도 개선과제

⑨

중요도

시급성

1) 복합용지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 활성화

(

)점 (

)점

2)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시설의 확대(건축규제의 완화)

(

)점 (

)점

3) 개발토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상향 조정

(

)점 (

)점

4) 개발사업지구(산업단지 등)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

)점 (

)점

5) 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제 특구 등 규제사항 특례지구의 확대 및 활성화

(

)점 (

)점

6) 각종 영향평가 및 토지개발/전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

)점 (

)점

7) 개발이익 환수 등 민간의 이익 확보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

)점 (

)점

8) 기타 : (

(

)점 (

)점

귀하의
성함은?

)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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