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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n 연구의 배경

∙ 북한은 1950년대 소련식 중공업 중심 경제모델 도입 이후, 중소분쟁과 고난의 행군을 거치
면서 자력갱생의 경제 모델을 수립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 개혁개방적 요소들을 시험하며
제3의 경제모델 수립을 시도 중

∙ 현재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욕망은 국내외 다양한 언론매체들을 통해 파편적으로 보도되
고 있는데, 이들은 일관된 방향 없이 산발적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읽혀짐. 국토 및 도시개발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큰 틀에서의 국가 경제발전방향과 국토개발이 제대로 연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짐1)

n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이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국토 및 도시개발의 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선례가 될 만한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의 도시화 경로를
추적하고 현재 북한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은 1950-60년대 사회주의 시기 인구이
동 통제 기반의 중소도시 개발이라는 공통의 국토개발 방식을 공유. 체제전환 이후에는 각
국가의 경제발전 노선에 따라 이들을 처리, 관리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임.

n 연구의 방법

∙ 북한의 상황은 다층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만 발전 방향을 제안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북한과 부분별 유사성을 갖는 주요 포스트 사회주의 3개국의 도시화 경로를 분석하여
1) 북한은 1991년 라진·선봉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2010년 5대 경제특구 발표, 2013년 경제개발구법 발표(2018년 기준 27개)
등 외자유치 및 국제경제 편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대북제재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함. 이 때 마다 북한은 기존의 자력갱생을 다시 강조하였고, 현재는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 없는 관광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집중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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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러시아: 사회주의 시기 조성된 중공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체제전환을 시도함. 공간적으로
는 모스크바라는 역사적 종주도시가 존재하며 사회주의 시기에 자원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중소도시 개발을 시행
- 중국: 북한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음.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5개 경제특구 및 14개 경제기술개발구 설립 정책과 유사
- 쿠바: 현존하는 또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로 1962년 비핵화 이후 현재까지 미국 경제제재가
계속되며 이에 따른 국가 전략 선택에 유사성을 보임2)

n 연구 흐름도

2) 그러나 권력구조, 인접국가의 정치시스템 및 경제상황, 극단적 사회갈등을 순치하는 방법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임(박영
자,2016:20-22)

02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 동향

n 체제 붕괴 이후 30여년이 경과한 러시아 포함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이후 공간 변화에 대한
개념이 학술적으로 정립된 상태.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포스트 사회주의 발전 동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

∙ 기존 동유럽 지역의 사회주의 도시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냄(Ivan
Szelenyi,1996:287)
- 첫째, 동일한 경제수준에 있는 자본주의 도시보다 도시인구 성장률 및 도시인구 집중도가
낮음3). 둘째, 2차 대전 이후 국가 간에 도시계획 방식을 공유하면서 모든 도시에 특유의
‘사회주의 도시 형태’가 적용됨. 셋째, 같은 시기 서유럽에 비해 어바니즘(도시성)이 현저히
낮음4)

∙ 체제붕괴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례를 통해 드러난 포스트 사회주의 도시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Kiril Stanilov,2017:11-12)
- 첫째, 이웃한 서유럽 도시와 동일한 방향으로의 변화(교외화 비율 통제, 상대적으로 역동적
인 도심 및 도시 중심부,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과도하지 않은 사회 계층화)
- 둘째, 도시 자원의 민영화 수준이 높은 북미 도시화 모델로의 변화(도시자원의 사유화, 높
은 수준의 도시활동의 분산화, 소득 및 민족성에 의한 도시 지역의 엄격한 구분)
- 셋째, 제3세계 국가에서 나타나는 과잉 도시화, 종속 도시화 모델로의 변화(일자리, 도시
서비스 제공 등 도시 경제 능력을 초과하는 인구 증가. 대부분 빈곤 지역이나 소수의 상류층
및 중산층을 위한 소수 영역의 존재)
- 넷째,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상업화가 기존 문화적 전통과 강하게 결합한 모델로의 변화(주로

3)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4) 부다페스트, 프라하, 동베를린, 바르샤바, 부쿠레슈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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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 해당. 고밀도, 복합개발 등 집적된 사회모델)

∙ 중국, 베트남, 북한 등 동아시아 내 존재하는 사회주의는 각 국가별로 지역적 특수성이 강하
게 작용해 전반적인 발전 동향을 묶는 것이 어려움
- 특히 동아시아의 포스트 사회주의는 현재 진행 중으로 2020년 현존하는 5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쿠바) 중 4개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 위치하고
있음
- 현재의 동아시아 포스트 사회주의 연구는 주로 개별 국가 단위로 분야별 대응 방식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이것을 통합하여 동아시아 포스트 사회주의를 규정하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장기간 지체된 경험이 있거나, 현재까지 협력을 이루지 못한 2
개국(쿠바,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발전 동향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표 1 포스트 사회주의 동유럽 도시 변환의 특징
긍정적 특성

부정적 특성

도시 관리 측면
Ÿ 사유재산 복구
Ÿ 부동산시장 복구
Ÿ 권력 분산

Ÿ 도시계획의 후퇴
Ÿ 제도적 조정능력 부족
Ÿ 자금 부족

Ÿ 기업가 정신 상승
Ÿ 공공참여 및 NGO 역할 증대

Ÿ 공공서비스 제공 감소
Ÿ 법, 규정의 불완전한 실행

도시 패턴 측면
Ÿ
Ÿ
Ÿ
Ÿ

단일중심모델의 해체
단일기능영역의 다양화
일부 도시 지역의 활성화
오래된 산업단지의 재개발

Ÿ 건축 기준 개선

Ÿ
Ÿ
Ÿ
Ÿ

혼란스러운 개발 패턴
교외 스프롤 현상
도심 인구 감소
버려지는 산업지역 증가

Ÿ 불법 건설의 급증

도시 영향 측면
Ÿ 주택 소유율 증가
Ÿ 시장 선택의 다양화
Ÿ 쇼핑 기회의 증가
Ÿ 개인 이동성 증가
출처: Kiril Stanilov,2017:9

Ÿ 공동 주거 수준의 감소
Ÿ 공공 공간 감소
Ÿ 공공 영역의 민영화
Ÿ 도시혼잡, 공기오염 및 소음 증가
Ÿ 사회 계층화

n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 중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개혁 개방을 시작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대북제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도시화 경로를 취함

∙ 북한의 도시화 과정은 최고 지도자의 집권 시기별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김일성 시기에는 소련, 중국, 독일, 폴란드 등 주변 사회주의국 원조 기반의 대도시 재건
작업과 함께, 소련의 중소도시 육성책을 활용한 도농통합형 농촌 조성 방안을 마련함
- 해방 직후 북한의 도시화 속도는 남한보다 앞서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초반까
지도 지속되었음(조남훈,2013:39)
- 김정일 시기에는 체제선전과 함께 평양으로 집중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념비적
대규모 공사(평양축전개최를 위한 청춘거리 내 경기장 건설, 광복거리, 통일거리 살림집
건설 등)를 시행
- 동시에 1990년~2018년 사이에는 인구 30만 명 이하의 소도시들이 증가하여 전체 도시
인구가 증가함(WUP 2018, Urban Population by Size Class of Urban Settlement
도표 참고)
- 소련 붕괴 이후에 1991년 라진·선봉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 현재까
지 크게 4단계에 걸쳐서 특구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궁극적인 개혁개방에 이르지 못함5)

∙ 김정은 시기 국토개발 정책의 주요 특징은 기존 5대 특구를 확대한 경제개발구 계획,
관광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6) 등 외국인 투자 및 외화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한 사업 추진
시도를 들 수 있음
- 북한은 기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
선’(2013.3.31)을 변경.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4.20)에서 핵무력건설의 내용을
제외하고 ‘경제노선(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전환
- 김정은 시기 내부적 개혁 정책은 등소평 초기 중국과 같은 농업부문의 포전담당제, 공
업부문의 기업소책임제 실시, 시장 세력의 인정을 통한 시장경제 건설을 들 수 있으나
정치자유화 및 개방정책은 실시하지 않음(안드레이 란코프,2017)

5) 북한의 경제특구 추진 과정은 (1)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설치, (2)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및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3), 북·중 관계 변화에 따른 기존 라선 경제특구 추진 및 신의주 인근 황금평·위화도에
북·중 공동의 경제특구 건설 합의, (4) 김정은 체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등 네 단계로 구분 가능(이승
옥,2016:123-125)
6) 북한에서 관광업은 1970년대까지도 자본주의의 타락한 형태로 여겨져 무시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외화 수입 증대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함(주영환,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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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3192호(2013.5.29.)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여 다
양한 유형의 개발구를 지정. 2018년 기준, 5개 경제특구, 4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18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총 27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지정(최천운 외, 2018:69)7)
- 2016년 이후 김정은이 신년사, 현지지도 등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7개
로 2019년 현재 18개 준공된 것으로 파악되며, 관광업과 관련된 건설 및 SOC 사업이
중점적으로 건설됨8)
- 북한의 관광산업 개발에 따라 방북 중국 관광객 수는 2012년 23만 7000여명에서
2018년 현재 총 120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정은이,2019:7)

n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하면서 기존 자력갱생 노선을 재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이전 개
발계획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 있음. 그러나 새로운 경제개발구 및 관광개발 추진이 기존 북한 국토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

∙ 포스트 사회주의 이후 도시화 경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러한 각 국가별 접근방
식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적용을 시도하는 것으로 여겨짐
-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은 중국의 경제특구와 유사하며, 현재 관광산업 집중 개
발은 쿠바의 관광산업 육성 전략과 유사

∙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시기 인구통제를 기반으로 중소도시 육성책을 시행한 국가들 중 현
재 북한의 개발 계획에 영향을 끼친 국가의 도시화 경로를 추적하여 향후 북한 국토공간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사회주의 이후 도시화 경로를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
함
- 러시아: 자원입지 기반 중공업 중소도시들의 사회주의 이후 상황
- 중국: 경제특구 조성 조건 및 현재 북한과의 차이점
- 쿠바: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전략적 선택에 의한 도시 개발

7)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국내외 투자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세우고 특혜적인 우대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으로 정의되며, 그 성격에 따라 무역위주형, 생산위주형, 금융위주형, 과학기술발전위주형, 복합형으로 구분됨(리명
숙,2014:109-112)
8) 양덕군 온천문화휴양지구, 삼지연군 2단계, 삼지연-혜산 철길이 준공되었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경성군 온포온천휴양소 개건,
염분진호텔 신축은 현재 진행 중

표 2 러시아, 중국, 쿠바, 북한의 인구·도시 분포 및 개발계획 비교
도시인구분포

도시규모(인구) 별
도시 인구 구성

공통점

러
시
아

도시개발계획
차이점
사회주의 시기 사회주의 이후
대도시권

중공업 위주
중소도시 개발

1,2위 도시
중심 대도시권
개발
중소도시
기존 증·소도시
축소 및
네트워크 구축
대도시권

경제특구 활용
역방향
대도시권 조성
도시화에 의한

중
국

중소도시의
농촌 재분류

주변 농촌의
향진기업 육성

사회주의 시기
인구이동 통제
기반 중소도시
개발

쿠
바

중소도시

대도시권

농업 기반
(사탕수수농장)
중소도시 개발

아바나 및 주변
관광지구 개발
중소도시
중소도시의
도시농업 발달

북
한

농·공업 혼합
(읍도시) 기반

?

중소도시 개발

* 그래프 출처: WUP 2018 (도시인구규모별 인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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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포스트 사회주의 국

가들의 도시화 경로
1) 러시아
n 소련 및 사회주의 붕괴 이후 러시아 도시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시기별 특징을 지님

∙ 레닌 집권 이후 고르바초프 몰락까지 소련 도시개발은 4단계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도시화 과정과 구별

∙ 1단계: 10월 혁명 이후 1920년대(1917~1927년) 소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도시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 특히 레닌 초기에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다양한 도시계획안을 제안9)
- 러시아제국 시기인 1906년 단행된 스톨리빈 개혁(Stolypin Reform)으로 농촌인구의 도
시이주가 자유화되면서 도시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 당시 도시계획은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사상에 충실한 반도시론(disurbanism)
에 입각해 마련되어 대도시 팽창에 대한 과민반응이 존재.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안이 현실
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함

∙ 2단계: 5개년 계획경제 도입 후 스탈린 집권기(1928~1953년)에는 사회주의 이념 논쟁
대신 공산당 통제 하 중공업화 정책 추진에 목적을 둠.
- 1928년 1차 5개년 계획을 채택, 산업투자 자금 및 인력의 지원을 위해 농업 생산물과 농업
인구를 활용하는 강제적 농업집단화를 진행
- 도시계획은 공업화 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장, 주택, 기본적인 서비스 시설 등 노동자의 활동
을 위한 최소한의 도시개발에만 국한
- 모스코바 기본 계획(General Plan of Moscow, 1935)을 수립하여 그린벨트를 활용한
도시 확산 방지책을 세웠으나 중공업화 정책에 밀려 모스코바 내 공장 설립 후 유입되는

9) 레닌 시기 제안된 적정규모 개념 도입, 인구 20,000~50,000명 선의 소도시 선호, 이상적인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생활체제
(communal life)도입, 도시 내 대규모 녹지 공간 확보, 공장과 주거지 근접에 의한 통근시간 단축 등의 내용은 이후 1950-60녀대
흐루쇼프 시기 구체화됨

인구 증가를 방지하지 못함

∙ 3단계: 흐루쇼프 집권기(1953~1964년)에는 도시의 적정규모이론에 따른 중소도시 육성책
을 실시하고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시도함
- 흐루쇼프는 1961년 당 대회부터 1966년 제23차, 1971년 제24차 대회까지 계속해서 인
구, 산업을 분산시켜 대도시 성장을 억제하고 중소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 이러한
인위적인 중소도시 육성책은 이후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국토공간 형성에 영향을 미침
- 동시에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택의 표준화 및 조립기술 개발을 추진.
그 과정에서 대도시의 주변 녹지 잠식 현상이 나타났고 모스코바의 경우 행정구역 확장을
통한 도시과밀 해소 방안을 사용

∙ 4단계: 브레즈네프부터 개혁·개방을 표방한 고르바초프의 실각(1964~19991년)을 포함하
는 기간에는 도시개발의 뚜렷한 징후는 없으나 대도시의 서구화 경향이 등장
- 1970~1990년대는 소비자 중심 경제 성장이 특징. 그 결과 중공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서비
스 산업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여 주변 농촌 인구를 끌어들였으나 노동수요를 완전히 뒷받
침하지 못함(Becker et al, 2012:41-42)
- 이 때 소련 정부는 기존 경제구조 유지를 위해 농촌지역으로의 강제 이주, 일부 소도시의
농촌지역으로 행정적 재분류 등을 통해 농촌 지역 인구를 유지하려고 시도함(Becker et
al, 2012:41-42)

∙ 5단계: 소련 붕괴 후, 비임금 복지가 아닌 현금 수입에 개인의 생활수준이 결정되면서 거주지
이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 특히 국가가 도시 내 고용을 위해 청년층의 임시 이주를 허가하면서
인구이동 증가(Becker et al, 2012: 53)
- 체제전환 이후 성공적인 인구 성장을 이룬 러시아 도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모스코
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기존 대도시와 근교 소도시 (2) 에너지 자원 관련 중도시 (3) 자연
환경이 비교적 온화한 기존 농업 도시 (4)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도시
- 체제전환 이후 저성장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러시아 도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탄광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 도시 (2) 경제적으로 하나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 (3)
지역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도시들 (4) 사회주의 시기 조성되어 새로운 관광객 유인
책이 없는 관광 도시 (5) 대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이 주 산업인 소도시 (6) 중심 도시로부터
떨어져 비경쟁적인 성격을 지닌 농촌의 군(Becker et al, 2012:43,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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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러시아의 도시화는 크게 소련 붕괴 전 1930년대 스탈린 시기, 1950년대 흐루쇼프 시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현재 전체 인구 중 25%가 10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거주하나 전체 도시
형태의 80% 이상이 중소도시로 구성된 것이 특징

∙ 러시아의 도시화 비율은 1926년 인구 1,700만명의 17.3%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 1억명을 돌파, 73.6%를 기록. 이후 현재까지 73% 대를 유지 중.
- 1926년~1959년 사이에 도시화 비율이 총 35% 증가하는 등 급속한 도시 성장을 이뤘으며
1950년대 중반에 이미 유럽 평균을 상회하는 도시화율을 기록.
- 현재는 러시아 총 인구 감소 및 정부의 강제 이주 축소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량이 감소 추세

표 3 러시아의 인구변화 추이

1897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2002

2010

도시인구
(만명)

10.4

16.4

36.3

61.1

80.6

94.9

108.0

106.4

105.3

농촌인구
(만명)

69.6

76.3

72.1

56.1

49.3

42.5

39.0

38.8

37.6

80.0

92.7

108.4

117.2

129.9

137.4

147.0

145.2

142.9

13.0%

17.7%

33.5%

52.1%

62.0%

69.0%

73.5%

73.3%

73.7%

총인구
(만명)
도시화율

출처:Becker et al, 2012:5-6 종합해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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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러시아의 도시 인구 규모별 비율 변화 추이

분류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2002

2010

100만명 이상

26.1

23.0

15.2

21.2

22.8

26.6

28.6

26.9

50만~100만

-

3.7

15.9

12.0

15.3

14.9

12.9

16.1

50만~10만

20.2

32.5

29.6

33.3

32.3

29.8

29.6

28.3

10만~5만

18.4

13.2

12.9

11.3

11.2

11.8

11.6

11.4

5만~2만

14.6

18.0

17.6

15.5

13.2

12.3

12.1

12.0

2만 이하

20.7

9.6

8.7

6.7

5.2

4.6

5.2

5.3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출처:The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Evgeniya Kolomak,2012:9에서 재인용

∙ 소련의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는 1966년 중소도시육성책에 따라 소련의 국가계획위원회
(Gosstroy)에서 도시 규모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대규모 중소도시 건설 추진에 따른 결과
임
- 규모에 따라 (1) 자원개발과 같은 특수 목적의 1만명 이하 도시형 정착촌(urban type
settlements), (2) 5만 이하 소도시, (3) 5~10만 중도시, (4) 10만 이상 대도시, (5) 100만
인구 이상 대도시권으로 분류하고 인구 5만 이하 소도시 건설 추진

-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러시아 도시의 약 87%가 중소도시 또는 도시형 정착촌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실제 전체 인구의 약 66%는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 특히 전체 인구
의 약 25%는 인구 백만 이상의 15개 주요 대도시권에 거주(Evgeniya Kolomak,2012:8)

∙ 소련 전체 도시 인구에 대한 상위 15개 도시 인구 비율은 195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15.2%까지 떨어졌으나 체제 전환 이후 2002년에는 28.6%까지 증가. 그러나 2010년
26.9%로 소폭 감소하여 모스크바 등 주요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현재 정체 중

n 러시아의 중소도시들은 1960년대 사회주의 대도시 비판론을 바탕으로 마련된 도시의 적정규모
이론 및 중소도시 육성 강조 정책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까지 러시아 국토 공간의 근간을 이룸

∙ 도시의 적정규모 이론(optimal size of town)은 대도시화를 방지하고 전국에 중소도시를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핵심 이론
- 적정규모는 도시인구의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1930년대 2만~5만 명,
1950년대 15~20만, 1960년대 20~30만으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됨10) (French et al,
1979:11)
- 주요 대도시의 경우 도시 확산 억제를 위한 그린벨트 설정, 인구 이동 억제를 위한 주민통행
증제 실시. 이러한 대도시 주변에는 인구 30,000~80,000명의 위성도시를 도심부에서
80~100km 떨어진 위치에 건설하여 기존 도시의 인구증가를 해결하려 시도11)

∙ 중소도시 육성을 위해 인구 기준 5만 이하를 소도시, 5~10만을 중도시로 규정하고 제
23차 당대회(1966.3.29)에서 국가계획위원회(Gosstroy)가 500개의 소도시를 선정하
여 집중 개발할 것을 의결
- 도시 인프라 건설 비용과 도시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 중도시에서 1인당 비용이 가장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중소도시 육성을 강력하게 시행
- 철도나 운하를 끼고 있으며 충분한 노동력을 갖춘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모스코바에서 밀려
나는 기업들(용수소비가 크고, 전력소비가 많으며, 유류소비가 크고, 공해를 유발하는 기
업)을 분산시키려 시도

∙ 소규모 도시는 전략물자나 군수공장 등을 위한 폐쇄도시(closed city) 또는 자원지역이나
10) 결국 1970년 2월 소련에서 열린 전국도시계획대회에서 ‘적정규모이론이야말로 가장 비적정규모’라는 발표로 비판받음
11) 그러나 점진적으로 대도시 확장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도시 확산을 가중시킴. 이러한 도시 집적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일부 대도시에 한정되어 나타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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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에 정착촌 형태로 건설됨
- 1979년 총인구조사에 따르면, 도시형 정착촌(urban type settlement)은 약 2,040개
(약 1,200만 명 거주)로 집계. 개별 정착촌의 인구는 최대 약 43,000명 ~ 최소 168명
으로 구성
-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2010년 총인구조사에 따르면, 경제구조 변화 적응에 실패한
도시형 정착촌은 1,277개(총 약 780만 명 거주)로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도시는 200여 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김성진, 2018:5)
표 5 1929-2009 도시형 정착촌과 도시의 개수 변화

출처: Evgeniya Kolomak,2012:7

n 이처럼 인구통제와 경제발전 사이의 관계는 소비에트 시기 도시화의 핵심 사안으로 당시 소련의
중소도시 개발은 자원개발 및 산업화를 목적으로 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인구 이동 제한 및 노동력
재배치에 의해 가능했음

∙ 소련의 인구 이동 제한은 전통적으로 차르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나 소비에트 시대에
더욱 강화되었으며, 사회주의 시기 도시화는 인구 이동의 엄격한 통제 속에 산업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차르시대에는 농노의 유사 노예화, 유대인과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도시 거주권 제한,
정치적·형사적 범죄에 대한 오지로의 추방, 내부 여권 시스템(internal passport
system)의 내용 등을 포함(Becker et al, 2012: 4)
- 소비에트 시대에는 국내 여권제도에 따라 거주지 등록과 여행자 등록 제도를 실시했으
며 자원개발이나 전략물자 생산 등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강제적인
직장 할당이 동반됨(김성진,2018:4)

∙ 소비에트 시기 신규 중소도시의 건설은 노동력 재배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분업에 기초한
산업입지정책 바탕의 자원개발 및 산업화와 맞물려 진행되었음
- 당시 개발된 도시들은 도시 기반 시설보다는 중공업 위주 산업화 정책 추진을 위한 산업단
지 개발에 치중했음. 이 때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조성된 도시 인프라는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실제로 흐루쇼프 시기 도시-산업 간 연관성이 크게 강화된 사실이 통계적 상관관계로 드러남
- 지역의 도시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간의 순위 상관이 1897년 0.416, 1897~1926년
0.361로 미미하였으나 이후 33년 동안 0.794로 급증함. 특히 1959~1961년 사이에
0.828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냄(Lewis and Rowland, 1969:791)

n 이에 따라 사회주의 시기 러시아는 모스코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기존 대도시 생활
권 집중과 동부지역의 신규 중소도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함

∙ 러시아의 도시 발전은 (1) 소비에트 시기 산업화 정책에 의한 급격한 도시화, (2) 인구이동
통제에 기초한 발전, (3) 특수 목적 소도시 발전 등이 특징(김성진, 2018)

∙ 이에 따라 소련의 도시화 과정은 기존 대도시권의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확장과 더불어 신규
중소도시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남
- 사회주의 소련의 전국적 도시정주 시스템은 그림과 같으며 스탈린 이후 동부지역 개발을
강하게 추진했으나, 모스코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를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
의 높은 집중을 나타냄(김원,1996:73-74)
- 거시적으로 보면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동부지역에 중소규모의 공업도시를 집중 건설하여
소련을 공업국가로 육성하려했던 동진정책의 영향이 나타남.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면 강
력한 중앙통제와 주민이동통제에도 불구하고 모스코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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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1 소련의 전국적 도시정주시스템

출처: Underhill,1980:64;김원,1996:16에서 재인용

그림 2 1897-2002년의 러시아 도시 인구의 변화

출처: Becker et al, 2012:8

표 6 모스크바와 상태페테르부르크 인구변화

출처: Asya Pereltsvaig,2015.6.13.(2010년12월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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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체제전환 직후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었으
나 소련 붕괴 직후 10년간은 양 도시의 인구는 오히려 정체·감소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함

∙ 전통적으로 모스크바는 제1의 종주도시로 존재하였으며 소련 붕괴 직후 모스크바의 급속한
인구 집증을 예상했으나 일어나지 않음. 여기에는 체제 전환 이후 사회적 안정을 위해 인구이
동을 억제한 제도적, 문화적 요인이 존재했기 때문(White,2007)
- 소련 붕괴 후 공식적인 인구 이동 제한은 해제되었으나 행정개편을 통해 대도시 이주 대신
주변 중도시로의 이주를 장려해 소도시의 수를 감소시키고 중도시를 성장시킴12)
- 1990~2010년 사이 사회주의 시기 발달한 소도시 및 소도시 거주 인구를 감소시킨 결과,
러시아 도시 인구 비율 0.5% 감소, 도시 인구 수 5백 만 명 감소(Evgeniya
Kolomak,2012:7-8)
- 더불어 체제전환 직후 인구 이동을 견인할만한 주택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대도시인구
정체의 원인이 됨(Evgeniya Kolomak,2012:5)
표 7 러시아 총 도시수 변화
분류

1959년

2010년

비고

대도시권

인구 50만 이상

14

37

+23(264%)

대도시

인구 10~50만

78

127

+49(163%)

중·소도시

인구 3-10만

77

351

+274(455%)

소도시

인구 3만 이하

707

585

-122(82%)

도시형정착촌

인구 1만 이하

1495

1318

-177(88%)

2,371

2,102

-269(89%)

합계

출처: Evgeniya Kolomak,2012:.7; 김성진,2018:3 종합해 저자 작성

∙ 소비에트 시기 건설된 기존 도시들은 주변의 2차 도시, 위성 도시가 거의 없는 단일 집중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으나13), 체제전환 이후 교외지를 활용한 도시 확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12) 소련 지방정부는 기존의 소규모 도시(인구 5만 명 이하)를 농촌으로 전환하거나 주변의 중소규모의 도시와 통합하여 인위적으로
중소도시의 수를 감소시킴
13) 1997년 기준 주요 36개 대도시 지역에서 인구의 87.4%에 도시 중심지에 응집(Becker et al, 2012: 53-54)

대두됨(Becker et al, 2012: 59)
- 2000년 이후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진입하면서 성공적인 소비재 전환을 이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의 이주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Becker et al, 2012:43,56)
-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소도시들이 대도시 중심지로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며 대도시 중심지에서 소비되는 상품을 제공하여 성장하기 시작함
- 기존 중소도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교외에
과학도시(Science City)를 건설하여 세계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수출품들을 생산하고 있
음(Becker et al, 2012:43,58)

∙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아시아 메가시티와 같은 초대도시권 정착지 구조로의 변환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중소도시의 응집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자체적인 도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중(Evgeniya Kolomak,2012:11)
표 8 1991년 이후 러시아 주요 대도시 인구 증감율 추이

출처: Becker et al, 2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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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러시아 주요 과학도시의 인구 변화
행정구역

인구

주(Oblast)

시(City)

1989년

2002년

2010년

Altai Krai

Biysk

223,328

218,562

220,466

Moskovskaya

Chemogolovka

18,488

20,284

20,986

Moskovskaya

Dubna

158,294

215,727

223,902

Moskovskaya

Fryazino

53,317

52,436

55,449

Novosibirskaya

Koltsovo

7,946

9,570

11,479

Moskovskaya

Korolyov

-

142,568

183,452

Tambov

Michurinsk

124,396

96,093

98,758

Kaluga

Obninsk

100,178

105,706

104,798

St.Petersburg

Petergof

83,800

64,791

-

Moskovskaya

Protivno

-

-

37,708

Moskovskaya

Pushchino

19,479

19,964

20,263

Moskovskaya

Reutov

68,326

76,805

87,195

Moskovskaya

Troitsk

-

-

37,708

Moskovskaya

Zelenograd

158,294

215,727

223,902

Moskovskaya

Zhukovskiy

-

101,300

104,800

출처: Becker et al, 2012:58

n 소련 및 러시아 도시화 과정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현재 러시아는 모스크바 중심 대도시권과 전국에 산재한 중소도시라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차르 시기부터 시작된 모스크바 중심의 공간 구조에 더해 소비에트 시기
적정규모 이론 및 중소도시 육성책을 시행한 결과임
- 이러한 소련의 1960년대 적정규모이론 및 중소도시 육성책은 소련 뿐 아니라 중국, 베트
남, 쿠바, 북한 등 동 시기에 도시화를 시작한 제3세계 공산주의권 국가의 국토 공간 형성에
영향을 끼침
- 북한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 대대적인 중소도시 육성책을 시행했으나, 소련과 같이 자원

개발 목적보다는 도시-농촌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의 잠재력을 높인다는 차원에
서 시행함14)

∙ 둘째, 러시아는 사회주의 시기에 이미 중공업 위주 산업화 및 자원개발 목적의 중소도시 건설
로 73%의 높은 도시화율을 달성한 결과,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경제구조에 걸맞는 공간 재편
추진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 소비에트 시기 건설된 농업, 임업, 석탄 등 특정 목적의 중소도시들은 시장경제 이후 경제구
조 전환에 실패해 자체적인 공공 서비스 관련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나타내면서 도시관리
가 이뤄지지 못해 결국 통폐합
- 이에 따라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는 기존 자원입지형 중소도시는 통폐합하는 대신, 모스크
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소비재 전환을 이룬 주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도하
는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상이하게 접근한 공간재편을 시도 중
- 이러한 시도는 평양이라는 수위도시와 함께 김일성 시기 도농연계이론에 따른 거점 중소도
시라는 유사한 공간 구조를 갖는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도시개
발 방안일 수 있음

14) 북한의 도시-농촌 연계 이론에 따른 중소도시 육성책은 1964년 2월 25일 김일성이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이후 집중적으
로 논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2019, 북한의 농촌 공간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 김일성 시기 도농연계이론을 바탕으로,한
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21권 4호] 참고.

주요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의 시사점 ․ 23

2) 중국
n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의 도시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로 국토
전략에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중국 도시들의 규모, 분포의 변화는 자연 환경,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사회주의 시기 대도
시 억제 정책,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실시한 불균형적 지역발전 전략 등 시기별 정책과
깊은 연관을 갖음
- 1842년 난징 조약 체결에 따라 홍콩 섬을 영국에 할양하고 5개 항구(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를 개항하면서 중국 해안지역부터 도시화 시작. 이후 중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해양지역과 내륙지역에 대한 지리적 중요성을 번갈아가면서 강조해왔음

∙ 1단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부터 대약진 운동 전(前 )기간(1949~1957년)은 잠정적 도시화
가 진행된 시기로 중국 정부는 소련 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자본집약적 중공업
개발을 통한 소규모 도시화 전략15) 추진
- 1930년대 스탈린의 소련식 공업화 계획은 일제강점기 만주국을 경험한 관료들, 전문가
그룹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이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각각 중공, 북한, 한국의 주요 경제
정책을 수행하면서 근대 동아시아 국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끼침16)
- 1차 5개년 계획(1953~1957년) 기간 동안 사회주의 노선에 의한 연해지구와 내륙지구의
균형 발전, 소규모 도시화를 통한 중공업 개발, 도시-농촌의 병렬 성장을 추진
- 1953년부터 소련 원조 하에 156항 중점 공정항목과 900여개 중·대형 공정항목의 건설을
통해 중공업 개발 추진. 이 때 공정항목들의 입지선정 및 배치를 도시건설과 결합. 이 기간
중공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150여개의 도시가 도시총체계획(城市總體規劃)을 수립하였으
며 156항 중 대부분이 중서부 내륙지역에 배치됨(박인성, 2010:4)

∙ 2단계: 대약진 운동부터 개혁개방 제안 직전(1958~1978년)의 기간은 국무원과 국가건설
위원회에서 ‘대도시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소도시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1·2차 반도시 운동을 통해 농촌의 인구가 증가하는 역방향 도시화가 진행됨(김종
범,1999:75)

15) 이 시기 소규모 도시화를 통해 농촌과 도시가 병렬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도시화 방식을 동시 도시화(synchrourbanization)로
정의하며 중국적 특성을 지닌 도시화의 한 유형으로 취급하기도 함 (GU Chaolin et al, 2017:849)
16)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마오쩌둥은 “짧은 기간에 후진 농업국에서 선진공업국으로 탈바꿈한 소련의 발전 경로를 따라야한다.”고
주장

- 개혁개방 이전 중국 도시화는 자본밀집형 중공업화에 필요한 대량의 자본을 농업 축적에서
구하기 위해 대량의 노동력을 농촌에 잡아두어 도시화 진행을 억제시킨 것이 특징
- 대약진운동(1958-1961)은 소련의 흐루쇼프 집권 후 소련의 경제성장정책에 대항해 실시
한 정책으로 스탈린식 공업화 계획의 중국식 수행 방식을 제안한 것. 기존 소련의 자원입지
기반 중공업화와 다르게 농촌 기반의 중공업화를 시도17). 이후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따른
비정상적인 도시인구 증가(도시화율 1952년 10.6% → 1960년 19.5%)에 대응하기 위해
1·2차 반도시 운동 추진18)(박인성,2009:124-125)
- 반도시 운동에 의해 도시화율은 1961년 19.3%에서 1963년 16.8%로 하락했으며 1977
년까지 도시 수는 19개 증가(총 188개)하였으나 자연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도시인구 증가
율을 보임(GU Chaolin et al, 2017:849-850)

∙ 3단계: 1978년 개혁개방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중국은 농촌개혁을 기반으로 해안지역
특구 조성 및 점진적 도시화를 추진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적 전통에 따라 내륙지역 중소도
시 육성책도 진행
- 1993년 덩 샤오핑이 사회주의 시장 시스템을 국가 경제 정책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경제개
혁 및 도시화 급속 진전. 이 때 연해지역 개방(1980년 5개 경제특구 지정, 1984년 14개
경제기술개발구 지정)과 함께 농업의 탈 집단화, 외국인 투자 개방, 민간 기업 허용의 3가지
정책을 동시 실현
- 효율적인 개혁개방을 위해 주변 농촌 노동력이 도시 지역 산업화에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
는 농촌개혁 및 향진기업 공업화 실시19), 국유기업 소유권 개혁 및 생산·운영에 대한 자율
성 확대, 단일 소유권 경제에서 공공 소유권 경제로의 전환 등을 추진(GU Chaolin et al,
2017:850-851)
- 연해지역 개방과 함께 균형개발의 일환으로 1980~90년대 ‘대도시의 규모를 엄격하게 통
제하고 중등도시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며 소도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전략 추
진. 이에 따라 하위도시에 대한 수위도시(상하이)의 상대적 규모가 작아지게 되고, 각 급별
도시의 수와 인구 비율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생김(김종범,1999:75)

17) 모든 농촌 인민들을 생산단위로 묶어 마을마다 생산 할당량을 부과하는 집단농장화, 대형 철강 공장을 대체하기 위해 토법고로(소형
용광로)를 사용해 농촌에서 강철 및 식량 생산을 하는 것이 골자
18) 대약진 운동 시기 추진했던 농촌 중공업 축소 및 농업 및 경공업 우선, 도시로 유입된 기존 농촌 인구의 대량 하방, 기 지정된
39개 도시의 취소, 국방 전략 상 고려에 의한 3선 건설 추진, 연해 지구 공업과 인구를 내륙에 분산·배치, 호적 관리에 의한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출 통제 등을 실시
19) 이에 따라 과잉 농촌 노동력이 주변 작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소도시 수도 증가(1978년 193 개 → 1991년 479
개) 그러나 기존 후커우 제도로 인해 농촌 지역 농민들에게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님(GU Chaolin et
al,20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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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56항 중점공정항목의 위치

출처: GU Chaolin,2017:850

그림 4 연안지대 14개 경제특구 도시

출처: 김원,1989:154

∙ 4단계: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주강 유역 계획(2011), 베이징 중심 메가시티 계획(2014)20)
을 발표하는 등 세계 경제화의 흐름에 맞춰 대도시 경제권을 조성하여 자유로운 인적교류
및 효율적인 산업, 일자리, 공공시설 배분을 추구하는 중
- 중국의 초광역 경제권은 베이징 거점의 징진지 권역, 상하이 거점의 장강삼각주 권역, 광
저우와 선전 거점의 웨이강아오 대만구 등이 해당. 각 단위들은 철도, 고속도로, 지방도로,
항공 등 다양한 교통체계로 연결되어 세계적 수준의 초광역 도시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
음

n 중국 국토 계획의 첫 번째 특징은, 1978년 경제특구 구상을 발표한 이래 다양한 유형의 특수경제
지역을 활용, 해안에서 내륙으로 점진적인 국토 개발을 진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중국의 국토 개발 방식은 특정 도시나 지역을 정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고(先行先試) 그 결과를 평가·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여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게
일반적(박인성,2009:90)
- 개혁개방 초기 균형을 중시한 ‘소도시(小城鎭) 중점 모델’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대도시 중
점 모델’ 그리고 양자의 절충모델인 ‘중등도시 중점 모델’로 점차 발전. 2000년대 이후 이
들을 종합한 ‘다원화 모델’과 ‘도시군 주도 모델’이 중국 도시 발전의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박인성, 2010:11)

∙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전국의 경제구를 크게 1단계 해안지대, 2단계 내륙지대, 3단계 서부지
대로 구분해 단계적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함
- 당시 경제특구는 홍콩(1997년 귀속)과 마카오(1999년 귀속)의 반환 과정을 원만하게 관
리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 엔진을 지속적으로 가동시키고, 동시에 대만과의 통일 정책
을 고려한 1국가 2체제(一國兩制)의 실험을 한다는 목적에 따름 (박인성,2009:90)
- 「중국 공산당 1979년 50호 문건」에 의해 “특구는 국내의 현행체제를 벗어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 하에 국가의 거시적 통제와 시장조절이 상호결합된 모델의 운행 기제를 적
극적으로 시행 관철하며,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들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시범을 보일 수 있다”고 그 성격이 규정됨(박인성,2009:93)21)
20) 메가시티는 토지이용 패턴이 상당히 불연속적이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형성. 기능적으로는 세계적 네트워크나 지역 외부와
연결되나 지역 내부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 특징(김인 외, 2006:140-141)
21) 이에 따라 수립된 경제특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하고 융통성 있는 경제정책과 시책의 시행을 통해 지역의
입지적 우세조건을 발휘, (2) 외자 유치와 다양한 대외경제합작 추진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 (3) 대외교류를 통해 국제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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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동남연해 지역 4개 도시22)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후 1984년 하이난 섬을 경제특
구로 추가 지정하고, 해안지대 14개 도시23)를 1차 개발지대로 설정해 국가급 경제기술개
발구를 설립(김원, 1989:154)

∙ 홍콩-선전 경제특구의 경우 홍콩은 외자 도입원이자 수출입 무역 기지로, 선전은 외국 기업
의 생산기지로 작동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음
-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선전의 제도개혁은 경제체제24), 행정체제25), 단계별 대외개방26)
등 크게 세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됨. 이 때 인접한 홍콩이 보유한 국제무역·금융·운수 방면
의 선진 기술과 경험이 국제적 관례에 따른 시장운영 기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줌(박인
성,2009:95)
표 10 개혁개방 초기 중국 경제특구의 추진 과정
날짜

내용

1978

Ÿ 기업유치국에 한 기업이 중국 내 일단의 지구 내에 일종의 수출산품 생산기지 건설을 제안

1979.4.5.
~28

Ÿ 쉬종쉰(중공 광둥성 위원회 서기) 등이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한 선전과 주하이, 그리고
화교 거상들의 고향인 산터우 시에 수출가공구 설립 요청
Ÿ 덩 샤오핑이 ‘해외의 수출가공구’ 대신 ‘특구’로 표현 수정

1979.7

Ÿ 광둥성 정부가 국무원에 선전시를 ‘수출특구’로 지정해 “특수 정책과 융통성 있는 시책”을
시행하겠다고 신청.
Ÿ 당 중앙위원회는 “광둥성과 푸젠성이 대외경제활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특수 정책
과 융통성 있는 시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
Ÿ 당 중앙위원회는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와 푸젠성의 샤먼에 ‘수출특구’를 시험적으
로 설치한다고 결정

출처: 박인성,2009:90-92의 내용 저자 재정리

기술의 발전추세를 관찰·연구하고 국제시장의 각종 정보를 수집, (4) 간부들을 훈련·양성
22) 1.선전(深圳), 2. 주하이(珠海), 3. 산토우(汕頭), 4. 샤먼(廈門)
23) 1.친황다오(秦皇岛市, Qinhuangdao), 2.톈진(天津市, Tianjin), 3.다롄(大连市, Dalian), 4.옌타이(烟台市, Yantai), 5.칭다오(青
岛市, Qingdao), 6.롄윈강(连云港市 , Lianyungang), 7.난퉁(南通市, Nantong), 8.상해(上海市, Shanhai), 9.닝보(宁波市,
Ningbo), 10.원저우(温州市, Wenzhou), 11.푸저우(福州市, Fuzhou), 12.광저우(广州市, Guangzhou), 13.잔장(湛江市,
Zhanjiang), 14.베이하이(北海市, Beihai)
24) 최초 토지사용권 거래 시도, 주식제 기업과 자본시장 제도 도입, 초빙에 의한 인재 채용 도입, 경쟁에 의한 승진 도입, 노동
계약 제도의 개혁
25)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기구의 정예화, 정부심사비준제도의 개혁, 조달제도의 개혁, 법치행정, 정부행위의 규범화
26) 선전의 대외개방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짐 (1) 경제특구(1980년대 초반): 3래1보(三來一補) 특구 설치 초기 자금, 기술,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노동집약형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대외개방을 확대 (2) 경제기술개발구(1980년대 후
반~1990년대 초반): 지식형, 기술집적형 선진공업구조를 목표로 하는 경제발전전략과 산업 정책으로 조정 (3) 종합연계개혁시범구
(1990년대 중반 이후):고급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기지 구축 추진.(박인성,2009:98-100)

∙ 당시 중국의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는 성장극 이론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으나 후커우
정책에 의해 인구이동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 집중도는 낮으나 자본 집중도
는 높은 상태를 유지했음
- 1987년 기준, 초기 5개 경제특구는 인구 성장률, 임금 수준, 거주 인프라 수준 지표 등에서
내륙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Xiangmina Chen, 2001:354-359)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 해안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경제적 이익 분
배를 시도하거나, 내륙의 중·소도시(镇) 성장을 장려하여 전체적인 도시 분포에 균형을 맞
추려 시도함 (Xiangmina Chen, 2001:360)
표 11 중국의 특수경제구역 유형별 지정일과 주요 구역
특수경제구 유형
경제특구

지정일
1980년

Ÿ 선전, 샤먼, 주하이, 산터우, 하이난

1984년

Ÿ 따리엔, 친황다오, 톈진, 옌타이, 렌윈강, 난통, 민항, 홍차오, 차오허
징, 닝보, 광저우, 잔지앙 등 14개

1990년

Ÿ 상하이 푸동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1992~1993년
(국가급)

종합연계
개혁시험구

주요구역

Ÿ 잉커우, 장춘, 선양, 하얼빈, 웨이하이, 쿤산, 항저우, 샤오산, 워저우,
롱차오, 동산, 광저우 난샤, 훼이저우 따야만, 우후, 우한, 충칭, 베이
징, 우루무치 등 18개

1994년

Ÿ 쑤저우 공업원구, 따시에 공업구

2000~2001년

Ÿ 허페이, 정저우, 시안, 창사, 청두, 쿤밍, 궤이양, 난창, 스허즈, 시닝,
후허하오터, 타이위엔, 난닝, 인촨 등 14개

2005년 6월

Ÿ 상하이 푸둥 신구

2006년 5월

Ÿ 텐진 빈하이 신구

2007년 6월

Ÿ 청두-충칭

2007년 12월

Ÿ 우한 도시권과 창사-주저우-샹탄 도시군

2008년 12월

Ÿ 선전

출처: 踪家峰,2008:177;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中國改革」,2009.4:12; 박인성,2009,p.100에서 재인용

∙ 14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설립 이후에는 주요 3개 삼각주 지구를 중심으로 점-축-면-망
형태의 도시화 진행
- 개혁개방이후 급속하게 발전한 대표적인 축은 (1) 광저우-선전-홍콩 축(주강 삼각주), (2)
난징-상하이-항저우 축(장강 삼각주), (3) 베이징-톈진-빈해신구(瀕海新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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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이후에는 상하이 푸동신구(浦东新區) 개발이 추진되면서 상하이를 핵으로 하는
장강삼각주지역이 중국 전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경제지역으로 부상
- 더불어 같은 시기에 13개 변경도시, 5개 장강 연안 도시, 4개 변경 성· 자치구의 성회(省會)
도시(성정부소재지), 11개 내륙 성회도시 등 내륙 및 기타 연안 도시 또한 연이어 개방함(박
인성, 2010:6-7)

∙ 2000년대 이후에는 지구별 주요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종의 도시집합체(城市集合
体: Urban Agglomeration)인 도시군(城市群)이 형성, 발전함
- 현재 중국 전국 국토도시체계 내 도시밀집지구는 총 70여개에 달하며, 이들은 형성 단계
측면에서 3단계로 구분 가능. (1)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와 배후농촌지구를
포함하는 도시권(城市圈) (2) 수 개의 도시권으로 구성되는 도시군(城市群) (3) 도시군과 도
시군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도시군선연대(城市群線延帶) (박인성, 2010:7-9)

∙ 그러나 2019년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균형개발 전략
을 포기하고 주요 도시군 집중 개발로 선회하는 결정을 발표함
-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1) 중앙도시 및 주요 도시군집들의
경제 발전에 집중하며 (2) 중국의 방대한 산업 생산 시스템과 제조업을 활용해 효과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국가 공급망을 고도화할 것을 결정(연합뉴스,2019.8.29.)

n 중국 국토 계획의 두 번째 특징은, 개혁개방 이후 점진적인 도시화 추진 과정에서 인구 수를 도시
관리의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이에 따른 도시 규모 분류를 바탕으로 지역별 도시 성장을 조절했다
는 점을 들 수 있음

∙ 개방경제 이후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전체 인구의 급증과 거대한 인구 이동에 따른 급속
한 도시화임27)
- 중국의 총 인구는 1949년 약 5억 4천만 명에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약 14억 3천만 명을 기록. 이러한 인구 증가는 급격한 도시화율 증가와 함께
이뤄져 중국의 도시화율이 20%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은 22년에 불과28)
- 1978년 개방경제 이후로 중국의 도시인구가 급증하였으나 본격적인 광역도시화가 진행
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까지 도시와 농촌의 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됨

27) 1985년 7월부터 1990년 6월까지는 농민공들이 호적을 도시로 이전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불가하여 원적을 농촌에 유지한
채 도시에 임시 거주하는 형태를 지님
28) 영국의 120년, 프랑스의 100년, 독일의 80년, 미국의 40년, 구소련의 30년, 일본의 30년에 비해 급속히 이뤄짐(윤종석,2019:2)

표 12 중국의 인구변화 추이

1949

1960

1970

1980

1990

2000

2008

2010

2012

5,765

13,073

14,424

19,140

30,195

45,906

62,403

66,978

73,111

농촌인구
48,402
(만명)

53,134

68,568

79,565

84,138

80,837

70,399

67,113

62,961

66,207

82,992

98,705 114,333 126,743 132,802 134,091 136,072

도시인구
(만명)

총인구
(만명)

54,167

도시화율 10.64% 19.74% 17.37% 19.39% 26.40% 36.21% 46.98% 49.94% 53.72%
출처:중국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최유섭·김창경,2015:301에서 재인용

표 13 중국 도시 규모 (5류7급)
유형(五類)

등급(七檔)

초대형도시
(超大城市)

1

특대도시
(特大城市)

2

대도시
(大城市)
중등도시
(中等城市)
소도시
(小城市)

상주인구(명)

후커우 정책 전략

해당도시

1,000만 이상

엄격하게 통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광저우,
선전 등

500만~1,000만
이하

적절하게 통제

창춘, 다렌, 지난, 우시, 닝보,
푸저우, 샤먼, 창사, 쿤밍 등

3(I형)

300만~500만 이하 합리적으로 결정

-

4(II형)

100만~300만 이하 합리적으로 결정

-

5

50만~100만 이하

적절하게 개방

-

6(I형)

20만~50만 이하

완전히 개방

-

7(II형)

20만 이하

완전히 개방

-

출처:최유섭·김창경,2015:295; Kam Wing Chan et al,2017:143을 취합해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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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를 이뤘으나 공간지니계수를 통해 주요 국가의 도시 집중 정도를 비교
해보면 현재까지 중국을 포함한 기존 소비에트 국가들의 도시 집중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
- 전 세계 1,657개 인구 20만 이상 도시의 평균 계수는 0.56이나, 중국 0.33, 러시아 0.45,
우크라이나 0.40 등 기존 소비에트 블록에 속했던 도시들의 평균 계수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2000년 기준)
- 중국의 경우, 1960년대 반도시화 정책의 효과로 공간지니계수(인구 20만 이상 도시)가
1957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 이르러서야 초대형 도시들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집중에 의해 공간지니계수가 증가하기 시작(Kam Wing Chan
et al.,2017:142-143)
- 현재 전 세계 인구 규모 10위권 내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은 아직까지 인구 수
대비 메가시티의 수가 적은 편이며, 현재 중국의 초대형도시들은 자연 상태에서 기대되는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낮은 상태(Kam Wing Chan et al.,2017:144)

∙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 시기 중국이 소련의 도시 적정규모 이론에 영향을 받아 도시 유형을
인구 규모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도시 성장을
조절했기 때문
- 「중국도시계획법(中華人民共和國城市規劃法)(1990.4.1. 시행)」제1장 제4조에 따르면 시
구(市區)와 근교구(近郊區) 비농업인구를 기준으로 대도시 50만 명 이상, 중등도시 20
만~50만 명, 소도시 20만 명 이하로 규정(박인성,2009:28)
- 이후 국무원이 <도시규모 분류기분에 관한 통지(關干調整城市規模劃分標準的通知
(2014.11 발표>를 발표하여 중국 도시화 발전에 부응하는 두 가지 새로운 기준을 발표.
(1) 도시 인구 분류 기준을 기존 ‘비농업인구’에서 ‘상주인구29)’로 수정 (2) 도시를 규모별
로 5개 유형· 7등급(五類七檔)으로 분류(최유섭·김창경,2015:295)
- 사회주의 시기 인구 규모별 도시의 인구 성장률을 보면 중소도시 육성책과 후커우 제도가
유효했던 1990년까지 소도시일수록 도시 성장률이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음.30) 1990
년대 이후부터 비후커우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대도시일수록 도시 성장률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로 복귀(Kam Wing Chan et al.,2017:143-144)
29) 상주인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지역에 거주함과 동시에 본 지역의 호적을 가진 사람. 2. 본 지역에 거주함과 동시에
본 지역 호적을 신청한 사람. 3. 원 호적 소재지를 떠나 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 4. 본 지역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외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최유섭·김창경,2015:295)
30)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자유로웠던 1953~1957년의 기간은 제외됨

표 14 1953-1982년 도시의 인구규모 별 연 평균 인구 성장률

출처: Kam Wing Chan et al.,2017:146

표 15 1982-2010년 도시의 인구규모 별 연 평균 인구 성장률

출처: Kam Wing Chan et al.,2017:146

n 이러한 중국의 인구 수 기반의 도시 유형 분류 및 지역별 도시 인구 조절은 소련의 균형 개발노선에
기초한 중소도시 육성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 국가가 도시 규모
별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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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린 시기 특수목적 소도시의 대대적 건설은 흐루쇼프 시기 적정 규모 이론 및 중소도시
육성책으로 발전하며 이후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국토 공간
형성의 근간을 이룸
- 사회주의 시기 중국은 도시 행정구역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진(镇,town)의 정의를 변경
하여 전체 도시 개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시화 비율과 중소 도시의 공간 분포를 인위적
으로 조정
- 1955년 중국의 첫 번째 공식 통계자료에서 총 5,404개의 진(镇,town)이 존재했으나, 사
회주의 역방향 도시화 추진에 따라 1963년 진에 대한 기준을 재조정해 대다수의 진이 농촌
지역으로 재분류되어 같은 해 총 3,148개, 1982년 2,664개로 진(镇,town)의 개수를 점차
감소시킴

∙ 그러나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대도시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소도시(镇,town)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도시화와 도농 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시도
- 1980년대에 중국에서 중소도시가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층 노동력이 농촌에
서 인근 중소도시로 이동 (2) 기존 농촌을 중소도시로 재분류 (3) 기존 읍을 중소도시로 재정
의 (4) 도시 철폐라는 기존 정부 방침에 대한 재교육(Xiangming,1991:343)
- 이에 따라 소도시의 개수가 1984년 중반 5,698개에서 6개월 만에 7,280개로 증가. 1987
년 소도시는 총 11,102개로 집계, 1980년대에만 10,000개 이상의 소도시가 증가하여 3
억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 인구로 재분류. 그러나 이러한 소도시들은 소도시 인접지
역의 성격에 따라 수준별 격차가 크게 다름(Xiangming Chen, 1991:345)

∙ 이에 따라 1980년대까지 중국은 뚜렷한 종주도시 없이 대도시들이 분산된 형태를 취함
- 당시 수위도시인 상해는 특대도시의 인구과밀을 억제하는 정책 하에 통제된 범위 하에 성
장, 1996년에는 기존 도시들 중에서 도시 인구 성장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되어 중국의
수위도시지수도 작아짐 (김종범,1999:75)31)
- 그러나 당시 상하이는 인구나 인프라에 대한 집중도는 낮으나 상대적으로 산업(GIOV)에
대한 집중도는 높은 상태. 또한 주요 33개 도시에 대해서도 1984년 통계 기준 인구는
6.4%에 불과하나 이들의 산업 총 생산량은 전체 35.4%를 차지(Xiangming Chen,
1991:346)
31) 중국의 종주도시지수(primacy index)는 1937년 0.30, 1953년 0.28, 1970년 0.23, 1980년 0.19 로 1980년까지 지속해서
감소 (Xiangming,1991:346)

- 이와 같이 인구가 분산된 형태를 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역사적으로 불완전하고
산발적인 식민지 지배 및 지역별 상업 개발을 바탕에 두고 도시화 시작, 둘째, 14개 해안도
시가 한 번에 개방되면서 종주 도시화를 방지하는 역할 수행, 셋째, 기존의 이주 제한 정책
과 1970년대 후반 농촌 개혁 정책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지향적 정책의 병행
(Xiangming Chen, 1991:353)
표 16 중국의 도시 등급별 도시 수 변화 추세(1949~2005)
도시등급

설
시
도
시

1949년

1980년

1990년

2005년

2
(1.5%)

6
(2.7%)

9
(1.9%)

22
(3.3%)

4

12

22

32

(3.0%)

(5.4%)

(4.7%)

(4.8%)

9
(6.7%)

27
(12.1%)

28
(6.0%)

85
(12.9%)

중등도시

20
(14.8%)

70
(31.4%)

119
(25.5%)

226
(34.2%)

소도시

100
(74.1%)

108
(48.4%)

289
(61.9%)

296
(44.8%)

합계

135

223

467

661

건제진

2,000

2,870

11,733

19,716

대
도

초대형
도시
특대도시

시
대도시

출처:中華人民共和國民政部資料(胡欣,2007:303);박인성,2009:28에서 재인용

∙ 중국의 도시 등급별 도시 수 변화 추세를 보면 전체 도시 수는 꾸준히 증가하나 2000년대
초반까지 국가가 도시 규모별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들에 대해 초대도시 1~3%, 특대도시 3~5%, 대도시 6~12%, 중등
도시 15~35%, 소도시 50~60% 내외의 비율을 유지

∙ 중국은 사회주의 전통에 기반한 도시 별 인구 수 조절에 기인해 세계의 다른 메가리전에 비해
낮은 종주도시화를 나타냄
- 수위도시인 상하이는 특대도시의 인구과밀을 억제하는 정책 하에 통제된 범위에서 성장하
여, 1996년에는 기존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인구 성장률을 기록
- 1949년부터 1996년까지 수위도시지수, 순위-규모분포의 곡선 모두 작아지며(김종
범,1999:75-76) 2010년 총 인구 대비 상하이 인구는 1.5%, 전체 도시 인구 대비 상하이
인구는 3.0%에 불과(Kan Wing Chan et al, 20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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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으로도 2010년대 광역경제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 발발 전까지 균
형개발에 대한 노선을 포기하지 않음
- 국부적으로는 동부 연해지구에 편중된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도 거시적으로는 지역 간 격
차를 감소시키려는 발전전략을 추진. 1990년대 말 동부 연해지구와 중서부 지구 사이의
격차 감소32), 2000년대 초 동부 연해지구 내 격차 감소를 위한 국토 계획을 수립33)
- 이후 지역 및 도시정책은 지역협조발전(區城協調發展),도농통합발전(城鄕統籌發展), 자연
과의 조화(和諧), 조화사회(和諧社會)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 추진(박인성,2010:8)

n 이처럼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국토 전반의 도시 성장을 조절하면서 특수경제구역을 활용한 점진적
도시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회주의 도농이원구조를 토대로 농업개혁 기반의 중소규모 도시 육성을
통해 개방경제에 대한 수요를 흡수했기 때문

∙ 일반적으로 중국 도시는 배후지역인 농촌이 도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 혼합
된 형태임
- 중국의 도시는 규모에 따라 크게 시(市,city)와 진(镇,town)으로 구분되며, 시(市) 내부에
는 도시지역인 시 직할구(市辖区,Chinese municipality)와 농촌지역인 현(县,county)
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음34)
- 이에 따라 도시 인구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통계에 차이가 있으며35)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지표가 마련됨(Kam Wing Chan et al.,2017:138-139) 36)

∙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형태를 활용한 도농이원구조를 도입해 도시 공업화의 우선 발전을
위해 농촌 자본으로 원시 자본을 축적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특히
다양한 세부 정책을 통해 농민에 대한 신분과 주거 이동을 통제함

32) 서부대개발(1997), 동북진흥(2002), 중부굴기(2004)라는 기치 하에 지구별 거시적 지역발전전략을 추진(박인성,2010:1,8)
33) 베이징 중관촌과기원구(中關村科技圓區)(1999) 출범, 톈진시 빈하이신구의 종합개혁시범구 비준(2006), 빈하이신구 종합연계개
혁시범방안(濱海新區綜合配套改革試驗方案)비준(2008) (박인성,2010:8)
34) 중국의 도시 관련 연구는 주로 성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나 진(镇)의 변화도 중국 도시화와 도시 정책 간의 연관성을 잘
나타냄(Xiangming Chen, 1991:343)
35) 후커우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했던 사회주의 시기에는 등록된 도시 인구와 실제 도시 인구 간 차이가 없었으나 개방 경제 이후
미등록 후커우 인구의 도시 거주로 인해 실제 인구와 통계치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인구 지표를
마련하기 시작
36) (1) 시 직할구와 현의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인구, (2) 시 직할구 내 모든 인구(Population of City, PC), (3) 시 직할구 내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Urban Population of City, UPC), (4) 시 직할구 내 도시 후커우를 소유한 인구(Nonagricultural
hukou population of city, NPC). 개혁개방 초기에는 NPC의 값이 유효했으나 2000년 이후 UPC를 사용하기 시작

- 정책 대상을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하여 도시에서는 공업화 위주의 산업 정책과 단위(單
位)체제와 같은 사회경제 관리 체제를 도입, 농촌에서는 농촌집체체제 재편 실행
- 정치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의 도농차별적 선출제도를 도입, 경제적으로는 농산물의 일괄
수매 일괄판매와 협상가격차를 통한 농산물 가격 및 유통을 통제, 사회적으로는 인구를 농
업과 비농업 인구로 나누는 후커우 제도37) 도입을 통해 농민에 대한 신분과 주거 이동을
통제(박경철,2017:273-274)

∙ 이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 정책은 도시와 농촌을 별도로 다룰 수 없는 메커
니즘을 갖고 있으며, 도시화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농업개혁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꼽
을 수 있음38)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농촌 개혁을 먼저 수행해 농민의 소비 수요를 활성화 시켰고 이후
농업에서 산출된 잉여를 도시의 공업 구조조정에 투자하면서 공업화와 도시화를 진행(박
인성, 2010:8)39)

∙ 특히 개혁개방 초기 향진기업 발전은 농민의 도시 유입에 앞서 대량의 농촌 잉여 노동력
을 흡수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 향진기업은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비농업부문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비국유기업을 총칭
하는 용어로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농업 노동력을
흡수해 농가의 비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도농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일조
- 기존 인민공사가 운영하던 사기업(社企业)과 생산대대가 운영하던 대기업(队企业)을 합친
사대기업(社队企业)을 고도화 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지원

∙ 그러나 농촌의 식민지화, 농민공 이동 제한을 통해 이룩한 중국의 도시화는 중소도시
육성책을 통해 도시 간의 불평등을 조절했다는 장점을 가졌으나 도시 농촌 간 불균형은
심화되는 문제를 낳음
- 인구 이동 억제를 통한 급속한 도시화 방지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미리 차단했다는 점과 함
께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방도시의 공업 축적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재정 분권개혁을 가속
화하여 지방자치 강화가 가능했다는 장점이 존재
37) 신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1951년 도시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1953년 농촌에 확대 적용. 그 후 1958년 호구등기조례(戶口登記條例)
가 국가주석령으로 공포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엄격하게 실시(박경철,2017:288)
38) 1988-1989년 The China City Planning Review 에서는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이를 일원적, 일체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음(김 원, 1989:155)
39) 이 외에 중국 도시화의 다른 주요 동력은 (1) 농업개혁을 통한 생산력 증대, (2) 공업발전 정책의 전환, (3)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발전 정책, (4) 정부 정책과 시장화 등을 들 수 있음(박인성,20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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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당시 도시화는 공식 통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도시 후커우 미등록 인구에 의한 것
으로 이들의 규모가 매우 크고 도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법률에 의해 불평
등한 대우를 받음

n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중국은 단계별 개혁개방을 위해 기존 사회주의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화 방안을
마련하여 급속한 체제전환의 충격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음
- 사회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인구 이동 제한의 유지, 인위적인 도시 규모 별 인구 수 조절,
교통 인프라 미발달에 의한 도시 연담화 미발생 등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블록화된 지역
단위에 다수의 경제특구들을 조성할 수 있었음. 그리고 이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점진적 도
시화가 가능했음

∙ 둘째,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5개 경제특구, 14개 경제개발구 정책
에 대한 북한 자체적인 적용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세부적인 대내외적 조건에서 상당한 차이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가 국제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개발
구 추진을 통해 국제경제에 편입하기는 힘든 상황. 또한 국토공간차원에서 북한은 홍콩과
같은 선도도시가 존재하지 않음. 현재 지정된 경제개발구들은 기존 도시가 연계한 동반 성
장을 기대하기 힘든 조건. (가장 가까운 읍 도시들의 인구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
- 따라서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국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서 5개
경제특구, 14개 경제개발구의 성공요인들을 세부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북한의 실정과 비
교 연구할 필요가 있음40)

40) 개괄적으로는 국토의 부분적인 개방과 인구이동 제한, 주변 농촌 인구를 활용한 도시화 방안 등이 향후 북한 경제개발구 조성
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짐.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시기 마련된 후커우 정책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을 제한하고,
개발이 필요한 도시 주변 농촌 인구를 활용한 도시 성장책은 개혁개방 초기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3) 쿠바
n 역사적으로 쿠바는 경제적 의존국이 바뀌면서 국가 운영방식 또한 크게 달라지는 경험이 다수 있
었고 이것이 국토 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쿠바의 도시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

∙ 1단계: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1902~1959년의 기간으로 이 때 쿠바는 미국
의 정치적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임.
유사-공화국 시대로 불리는 이 시기는 미국경제 의존에 따른 수도 아바나 지역의 불평등한
성장 집중이 특징(Andrea Colantonio et al, 2006:65)41)

∙ 당시 쿠바는 독립 전쟁 기간 미국에 임시 지정된 수도가 아바나로 반환되면서 아바나를 중심
으로 한 도시 성장을 보임
- 아바나는 인접한 미국 의존적인 경제 관계에 의해 전체 국가 수입량의 80%를 처리하는 항
구를 갖추고 군사·행정·사회·문화 중심지로 성장.42) 특히 제조업의 3/4 이상이 아바나에
위치하는 등 쿠바의 산업발전이 수도 아바나에 집중(Derek R.Hall:1989,84)
- 특히 1902년 공화국 헌법 제정 후 도시개발 규제 정책 및 지방 도시의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체계를 수립하지 못해 해외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불법적인 토지 분할 및 사용을 제제
하지 못하고 아바나 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됨(Andrea Colantonio et al, 2006:65)

∙ 2단계: 1959년 혁명 투쟁부터 1989년 소련 붕괴까지 기간은 쿠바가 사회주의 블록에 편입
된 기간으로 당시 쿠바는 이상주의적 평등 정책에 기반한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
- 1959년 혁명 투쟁은 쿠바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
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했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가 결국 쿠바를 사
회주의 블록에 편입되게 만듬

41) 당시 쿠바 전체 수출량의 70%가 대미 수출(주로 농산품, 광물 등 원자재)이었고, 전체 수입량의 80%가 대미 수입(완전 조립
혹은 반조립 공산품)이며, 모든 은행 예금의 25%가 미국 은행 지점에 의해 보유되는 등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음.
특히 설탕이 국가 수출의 80% 이상, 국가소득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단일 업종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높았음. 일례로 당시
철도화물의 80%가 설탕수수 및 그 부산물로 독점되었으며 당시 철도 시스템은 설탕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 장치로 기능하였음
(Bellows, 1964 : 14-17; Derek R.Hall:1989,83)
42) 이 시기에 쿠바는 아바나와 아바나 외 지역의 불평등이 심화됨. 일례로 1953년 기준 아바나 주택의 95%가 전기를 공급받는
반면 모든 농촌 거주지의 90% 이상이 전기, 상수·하수 시설을 구비하지 못함. 또한 1959년까지 총 140만 호 중 65만~75만
주택이 표준 이하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됨(Derek R.Hall:19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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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초기에 쿠바의 이상주의적 계획가들은 식민지 농업 국가에서 독립적인 산업 국가로의
빠른 성장을 목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63-1966년까지 자체적인 경제 정책의
실현에 대한 논쟁을 벌임
- 이후 도덕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대중 동원을 시도해 평등주의는 강조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1972년 코메콘 가입 후 소련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통해 이상주의적
평등 정책 추구가 가능해짐(Derek R.Hall:1989,86)43)

∙ 1959년 혁명 이후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한다’ 는 카스트로
의 이상 아래 쿠바 정부는 정책적, 공간적 차원의 이상주의적 평등 정책에 기반한 급속한 사회
주의 근대화를 진행.
- 정책적 차원의 경우, 쿠바 정부는 1960년 이후 13개의 각 지방 수도 및 만사니요
(Manzanillo) 지역에 수도 아바나(Havana)와 인구 수 2위 도시 산티아고 데 쿠바
(Santiago de Cuba)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 인프라 제공을 추진44).
- 공간적 차원의 경우, 인구와 경제활동의 탈집중화, 도시와 농촌지역의 상호작용이 주요 공
간 정책이었으며 특히 아바나의 경제활동 및 부의 집중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
도시 개발 및 정착을 주요 과제로 추진(Derek R.Hall:1989,85)

∙ 이에 따라 혁명 후 10년 동안 지방 인구 및 경제활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쿠바 정부의 자체
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1970년 사탕수수 수확 목표치에 실패한 후 소련의 국토 공간 계획을
답습한 포괄적인 경제구조 변화를 추구(Derek R.Hall:1989,87)45)
- 당시 국토 공간 정책은 첫째, 농촌의 도시화, 둘째, 아바나와 아바나 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 감소 등 두 가지로 요약됨
- 첫째, 농촌의 도시화를 위해 (1) 사탕수수 생산지와 인접한 지역에 농촌 신도시 건설46),

43) 당시 쿠바는 사회주의권 경제 분업체계에서 사탕수수, 담배 등 황금작물 생산과 니켈 광석 공급의 역할을 맡음. 이에 따라 당시
쿠바 농업은 수출 지향의 대규모 단작(單作)으로 특화되었고, 기타 생필품과 공산품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형태를 지님. 일례로
쿠바의 경우 대형 트랙터, 농약, 화학비료, 비행장을 갖춘 근대농업이 발달했으나 이와 관련된 농업자재들은 모두 수입에 의존(요시다
타로, 2007:37)
44)1960년 10월 제정된 도시개혁법에 따라 집세는 1962년부터 급료의 10% 이하로 고정. 탁아비, 교육비, 의료비 모두 무상 공급.
기본 식료품의 배급제 실시
45) 혁명 후 15년이 지난 1975년에 새로운 경제 관리 및 계획이 발표(SDPE, Sistema de Dirección y Planificación de la
Economía)되어 이 때 동시에 공간계획도 수정됨(Derek R.Hall:1989,88)
46) 당시 농촌 신도시의 약 1/3이 사탕수수 생산지, 1/4이 축산업 개발지에 건설되었는데 1964년 150여개(총 주택 수 26,000호)의
소규모 신도시를 건설하였으나 1970년대 초부터 규모가 커져 1976년에는 1976 년에는 약 135,000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335 개의 신도시 건설. 이들은 1982 년까지 360개으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약 4.5 %를 수용(Derek R.Hall:1989,91)

(2) 농촌 지역에 도시의 기본 서비스를 갖춘 새로운 중심지(comunidad) 형성47), (3) 농촌
인구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48) 등을 추진
- 둘째, 지역 간 경제적 격차 감소를 위해 (1) 지방행정단위 개편49), (2) 아바나의 신규 개발
및 투자 제한50), (3) 농업 분야의 다각화 추진51), (4) 지방 대도시 대규모 중공업 단지 건
설52), (5) 남해안·동해안 물류 중심지 개발53) 등을 추진

∙ 3단계: ‘특수한 시기(Special Period)’라고 불리는 1989년 소련 붕괴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으로 2015년 미국과의 수교 이후 ‘자본주의를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유지한다’는 기조에 따
라 탈사회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
- 소련 붕괴 후, 1990년 카스트로는 쿠바를 위한 ‘특수한 시기(Special Period)'를 선포하고
경제 및 제도 개혁을 촉진하였으나,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강화하면서54) 1980
년대 말~1990년대 초 비상암흑시기가 도래.
- 이에 따라 소련에서 지원받는 막대한 원조금과 보조금으로 유지되어 왔던 쿠바의 재정은
소련 붕괴 이후 기존의 무상 의료, 교육 및 기초생활물자의 배급제는 유지하면서 종전의
중앙집권적 관료국가 체제를 개혁하는 행정개혁 기반의 부분적인 자본주의적 사회 이동을
실험함(요시다 타로, 2007:21)

∙ 이후 2008년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의 공식 집권, 2015년 미국 수교 후 계획경제의
47) 당시 농촌 중심지 건설의 목적은 첫째, 농촌 지역의 중심지 형성, 둘째, 열악한 농촌 지역에 도시 서비스 시설 확대, 셋째, 지역
노동력 안정화, 넷째, 도시 간 이주 감소 등 크게 네 가지로 농촌 중심지 건설을 통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전력 및 용수공급,
교육과 보건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기간서비스 제공을 추진. 각 농촌 중심지(comunidad)에는 식품 및 의류상점, 카페, 보육원,
초등학교, 1차 의료시설, 서점, 공산당 사무소, 영화권을 포함(Derek R.Hall:1989,90)
48) 농지 개혁법 시행 및 모든 토지에 확대·적용, 농업 협동 조합 장려, 소규모 임차인의 임대료 면제, 농촌의 인민 상점 및 의료
네트워크 개발, 농촌 학교 신설, 농업 노동자의 완전 고용 등을 실행. 특히 1963년 최저임금 기준을 세우고 1968년까지 농촌
최저임금을 도시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함(Derek R.Hall:1989,90)
49) 아바나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적, 경제적 책임을 분산시킬 것을 의도하고 지방 행정단위를 6개에서 14개로 증가시키고 정치·경제적
으로 동질한 단위가 되도록 유도. 기존 407개의 시·읍은 평균 인구 20,290명의 169개 지방자치체로 통합(Derek R.Hall:1989,88)
50) 쿠바 정부가 농촌 개발에 집중하면서 1953년 이후 아바나의 개발이나 투자 작업을 제한함. 특히 대중동원을 통해 아바나 도심을
‘아바나의 정원’으로 교체하는 공원 및 녹지 공원 조성 작업을 통해 도시 농촌화를 추진
51) 전통적으로 농업이 강세인 동부의 오리엔테(Oriente)주를 개발(Derek R.Hall:1989,94-95)
52) 1970년대에는 비철금속 자원 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국가의 가장 큰 중공업 부지를 인구규모 2번째 도시인 산티에고
(Santiago)에 건설(Derek R.Hall:1989,94-95)
53) 남해안 물류 중심지로
R.Hall:1989,94-95)

시엔푸에고스(Cienfuegos)와

동해안

물류

중심지로

누에비타스(Nuevitas)

개발(Derek

54) 1992년 미국 의회는 국내외의 미국계 기업 및 모든 자회사가 쿠바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톨리체리법’, 이른바 ‘쿠바 민주화법’을
제정. 이 법안에 따라 쿠바에 기항한 선박은 6개월간 미국에 기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을 몰수하는 법이
부과. 1996년에는 ‘헬무드 버튼 법’과 ‘쿠바 자유민주연대법’을 제정하여 모든 미국 및 미국계 기업은 쿠바에 대한 식료품과 의약품
판매가 금지됨(요시다 타로, 200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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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안에서 시장경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남(요시다 타로,
2007:148)
- 현재 부분적인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쿠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크게 (1) 자영업자
육성 정책, (2) 실적 부진 공기업의 협동농장 전환, (3) 국영기업 자율성 확장을 위한 구조조
정 등으로 요약됨(박영자,2016:6)
- 공간적으로는 (1) 비상암흑 시기 이후 소매업, 도시농업 발달, (2) 격리관광(Enclavic
Tourism) 형태의 관광 특구 조성, (3) 아바나 인근 경제특구 지정55) 등의 변화를 들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은 외화가 바로 들어오는 관광산업 외에는 큰 진전을 보이
지 못함. 이것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지배세력, 특히 군부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국가통제를
지속하기 때문(박영자,2016:12)56)

55) 쿠바 정부는 소련과 코메콘의 붕괴 후 발생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 정책을 추진(신범철,2018:20-21)
56) 예를 들어 쿠바 당국은 쿠바의 최대 유통망 중 하나인 쿠발세(CUBALSE)를 해체하여 상점망 대부분을 쿠바 국방부 산하
TRD(Trienda Recaudadora de Divisas)로 인입하거나, 시멕스(CIMEX)라는 대형 유통망 사장을 해임하고 국방부에서 사장을
대행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모든 국영 상점망을 국방부로 편입. 더불어 쿠바 독점 통신회사의 외국자본인 이탈리아 텔레콤의
지분을 국방부 산하 기업에서 인수하는 등 통신분야에도 국방부의 이권을 확장(박영자,2016:12)

표 17 쿠바의 인구변화 추이

1899

1907

1919

1931

1953

1970

1981

2002

2012

도시인구

741,300

899,700

1,291,000

2,035,000

3,324,600

5,107,280

6,640,398

8,465,748

8,553,539

농촌인구

831,497

1,149,280

1,608,004

1,927,344

2,504,429

3,461,841

3,083,207

2,711,995

2,613,786

총인구

1,572,797

2,048,980

2,889,004

3,962,344

5,829,029

8,569,121

9,723,605

11,177,743 11,167,325

도시화율

47.1%

43.9%

44.7%

51.4%

57.0%

60.27%

68.85%

75.78%

76.78%

출처:Derek R.Hall:1989,79; National Office of Statistics of Cuba:2014 종합해 저자 재작성

n 쿠바는 유사-공화국 시기에는 아바나를 중심으로 연 평균 3~5%의 도시화율의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나, 사회주의 시기에는 인위적인 중도시 개발을 통해 아바나 이 외의 모든 주에서 연 평균
8.5%의 도시화율 증가를 달성하는 등 시기에 따라 지역별 성장에 차이를 보임

∙ 쿠바는 1996년 도시화율 74%(전체 인구 약 11,100,000명)를 달성한 이래 그 증가 폭이 점
차 감소 중
- 현재 쿠바의 도시화율은 혁명 이전 인접 농업국들의 현재 도시화율 수준(아르헨티나 87%,
우루과이 90%, 칠레 86%)보다 낮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제도 국가 들 중 가장 낮은
도시화율 수준을 유지(G. Edward Ebanks, 1998:4)

∙ 혁명 이전 유사-공화국 시기에 쿠바의 전체 도시화는 연 평균 0.3%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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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바나 지역만 예외적으로 연평균 3~5%의 급속한 도시화율을 보임
- 이것은 설탕 산업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 전후 설탕 산업의 부흥과 추가적인 산업개
발57), 도로교통 연결 개선과 관광업 성장에 기인함(Derek R.Hall:1989,78)

∙ 이에 따라 사회주의 기간에 쿠바는 전체 인구 증가율 대비 도시 인구 증가율의 감소, 아바나
의 종주도시화율 감소를 위해 노력함
-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은 첫째, 국가 정책에 의한 3·4위 도시 성장에 따른 20~50만 도시의
증가(1개→3개), 둘째, 중도시(town)개발에 집중해 중도시 거주 인구 비율의 증가(1958
년:10.6% → 1970년 17.3%)(G. Edward Ebanks, 1998:8)58)등이 있음
- 이에 따라 1975-85 년 아바나 시는 평균 0.04%의 최소 성장을 보이나, 다른 13개 지방행
정 중심지는 평균 1.9%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Derek R.Hall:1989,101)

∙ 이러한 도시 인구 분포 경향은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나 1996년 이후 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인해 달러 유입 지역(have-dollars)과 달러 미유입
지역(have-not dollars) 사이에 도시 중심지 발달 정도에 차이가 생김
그림 5 1975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쿠바의 행정구역

출처:Paul Susman1987:261

57) 특히 전국 각지에 160개의 설탕 가공 공장을 건설하여 도시 건설을 촉발 시켰는데, 주로 쿠바 동부나 항구 근처에 대규모 도시
성장을 나타냄(Derek R.Hall:1989,80)
58) 아바나 외곽과 아바나를 제외한 주요 도시(Camagüey, Holquin, Cienfuegos, Nuevitas, Mos 등)에 신규 주택 건설 및 산업
단지 배치(G. Edward Ebanks, 1998:6-9)

그림 6 197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쿠바의 행정구역

출처:Paul Susman,1987:262

그림 7 1985년 쿠바의 도시 인구 분포도

출처:Derek R.Hall:1989,81

표 18 사회주의 시기 쿠바의 총 인구 증가율 대비 도시 인구 증가율
19501955

19551960

19601965

19651970

19701975

19751990

총 인구 증가율(A)

1.85%

1.70%

2.09%

1.88%

1.77%

1.0% 이하

도시인구 증가율(B)

2.93%

2.72%

3.05%

2.79%

3.06%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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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dward Ebanks,1998:8-9를 저자가 재정리

표 19 쿠바의 인구 규모 별 도시 분포(1981년)
인구 규모

100만명 이상

20~50만명

5~10만명

2~5만명

5,000명~2만명

도시 수

1개

3개

8개

26개

138개

도시인구/전체인구 비율

19.8%

5.5%

14.7%

8%

-

출처:G.Edward Ebanks,1998:9를 저자가 재정리

표 20 쿠바 주요 도시 순위 및 인구규모(1997년)
순위

도시명

인구수

도시인구/전체인구 비율

1

아바나(Havana)

약 2,250,000명

20.2%

2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

약 500,000명

4.5%

3

카마궤이(Camagüey)

약 300,000명

2.7%

4

올긴(Holquín)

약 250,000명

2.2%

출처:G.Edward Ebanks,1998:9를 저자가 재정리

n 사회주의 시기 반-도시 정책(anti-urban)은 수도 아바나의 종주 도시화율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
했으나 유사-공화국 시기 이미 수위도시로 성장한 아바나의 위치를 바꾸지는 못했으며, 현재는
수도 아바나를 중심으로 격리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 1959년 혁명 전까지 아바나는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이 집중된 곳으로 유사 공화국
(Pseudo-Republican)시기 무분별한 도시개발59)에 의해 수위도시로 성장
- 수도 아바나(Havana)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 1512년 스페인
에 의해 정복당한 후 1514년 지금의 아바나 비에하 구에서 처음으로 도시 건설이 시작됨.
이후 1607년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에서 아바나(Havana)로 수도를 이전
하면서 현재까지 쿠바의 수도로 존재

∙ 1959년 새로 수립된 혁명 정부는 (1) 아바나를 중심으로 한 도시인구율 증가 억제 정책, (2)
아바나의 추가적인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감축 정책을 실현해 일정 부
분 인구집중 감소에 기여(Andrea Colantonio et al, 2006:66-67)

59) 1959년 아바나에서 5개의 중심지와 3개의 개발 축이 확인됨(Andrea Colantonio et al, 2006:65)

-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 수도 아바나의 인구는 190만까지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20%
차지. 이에 비해 14개 주요 도시의 인구는 1959년 100만 → 1980년 180만까지 증가해
전체 인구의 18% 차지(Derek R.Hall:1989,94-95) 60).
- 즉, 사회주의 시기 쿠바의 ‘전체 인구: 도시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
아바나 도시 인구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1953년 20.8%에서 1981년 19.8%로 감
소. 특히 1990년대까지 2,3,4위 도시와의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G. Edward
Ebanks, 1998: 11)

60) 1959~1980년 아바나의 인구 증가율 26%, 연 평균 성장률 1.1%였으나, 같은 기간 14개 주요 도시는 인구 증가율 80%,
연 평균 성장률 2.8% 기록(Derek R.Hall:1989,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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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사-공화국 시기 아바나의 주요 중심지 및 개발 축

출처: Andrea Colantonio et al, 2006:67
분류

지역
(1) Colonial Centre

중심
지

(2) First Repulican Centre

특징
구 식민지 중심지로 정치, 주거, 상업 기능을 유지하며 다수의 교회 위치
1902-1930년대까지 정치적 이유로 개발되었던 중심지로 주요한 관청
및 정부청사들이 위치해 있으며, 극장 등 여가시설들이 위치

(3) Second Republican Centre

1930-1958년에 주로 정부건물을 포함한 시민 광장으로 조성된 중심지

보조
중심

(4) 베다도(Vedado)

19세기 초-중반까지 도시화가 미미했던 중심지로1950년대에 통합되어
주로 관광 기능 담당. 현재 클럽, 카지노, 카바레 등이 위치한 하바나의

지

(5) 미라마(Miramar)

관광 및 여가 생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

(6)

개발

(7)

축
(8)

West-East Coastal Urban
Development Exis

동부 하바나에 위치한 신시가지 중심지로 동서 도시개발 축으로 통합. 이
개발 축은 주거지 및 관광 활동을 위한 개발로 우수한 기반시설이 강점
61)

Rancho Boyeros Industrial
Development Axis
Cotorro Industrial Development
Axis

이 축들은 쿠바의 전통적인 지역 산업이 위치해 있으며, 공장, 작업장,
주택 및 창고 등 복합적 토지이용을 나타냄. 이 축들의 측면 지역은
회색(Grey) 하바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공장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음62)

(9) Regla Industrial Development Axis

61) 이 축은 부유한 거주지였던 서부 하바나에서부터 말레콘(Malecón)과 베다도(Vedado)를 거쳐 동부 하바나에 위치한 개인 해변인
타라라(Tarará)와 산타 마리아 델 마 (Santa Maria del Mar)까지 확장됨

출처: Andrea Colantonio et al, 2006:65를 저자가 재정리

표 21 사회주의 시기 쿠바 수도 아바나의 인구 수 증가

아바나
인구 수

1943

1953

1975

1981

1985

1990

1995

2001

900,000

1,200,000

1,800,000

1,900,000

2,010,000

2,120,000

2,240,000

2,185,500

출처:G.Edward Ebanks,1998:8-9; Andrea Colantonio,2006:63을 저자가 재정리

표 22 사회주의 시기 전체 인구 및 도시 인구에 대한 수도 아바나의 인구 비율 변화
1950

1960

1970

1980

1990

아바나인구/전체인구

19.6%

20.3%

20.5%

19.7%

20.0%

아바나인구/전체도시인구

40%

37%

-

29.0%

27%

출처:G.Edward Ebanks,1998:8-9를 저자가 재정리

표 23 사회주의 시기 수도 아바나 : 2,3,4위 도시 간 인구 비율 변화
도시인구

1943

1953

1970

1981

1985

1위:2위(산티아고 데 쿠바 Santiago de Cuba)

7:1

7:1

6.4:1

5.6:1

5.6:1

1위:3위(카마궤이 Camagüey)

10:1

10:1

9:1

8:1

7.7:1

1위:4위(올긴 Holquín)

24:1

19:1

13.6:1

10.3:1

10.3:1

출처:G.Edward Ebanks,1998:8-9를 저자가 재정리

∙ 그러나 사회주의 시기 반-도시 정책은 유사-공화국 시기 이미 수위도시로 성장한 아바나의
위치를 바꾸지 못했으며, 현재는 수도 아바나를 중심으로 기 조성된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격리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 사회주의 기간에 비생산적인 분야로 인식되던 관광산업이 소련 붕괴 후 핵심 경제 분야로
재발견되어 쿠바 경제개발의 새로운 선회점이자 국제 경제사회로의 재진입을 위한 주요
성장 동력이 됨63)
62) 세 개의 부가적인 남북 축으로 근접한 비아 블랑카(Via Blanca)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 축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첫 번째
축은 레글라(Regla)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코토로(Cotorro) 와 렌초 보예로스(Rancho Boyeros) 대로를
따라 형성.
63) Ayala(2001)와 Brundenius (2002)는 특별한 시대에 촉진되었던 새로운 광광산업 개발 전략을 주요 두 단계로 파악. 첫 번째
1990년~1994년, 국제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이 주로 외부 세계와의 환율차이를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던 시기.
두 번째 1994년~현재, 쿠바의 장기 개발 전략에서 관광사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의 역할을 갖게 됨(Andrea Colantoni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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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는 기존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관광객을 격리시키는 격리관광
(Enclavic Tourism)의 형태를 발전시킴(곽재성,2000:13)
- 국제 관광사업 촉진을 위해 (1) 관련 법규의 개정64), (2) 관련 부서 신설65), (3) 관광인력
교육시설 확충66) 등을 시행하였으며, 1990-1995년 국립 국토계획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hysical Planning)에 의해 국제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국가 계획(the
N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ourism)을 수립(Andrea
Colantonio et al, 2006:67-68)67)

n 현재 쿠바는 국제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만성적인 외환부족을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암흑시
기 식량위기 완화를 위해 긴급수단으로 고안된 도시농업이 관광업과 조화를 이루면서 각광받고
있음

∙ 특수한 시기(Special Period) 초기에는 쿠바 지도층의 관광업 진흥에 입각한 국가경제전략
에 따라 아바나의 5개 지역을 관광기점(tourist poles)으로 개발하여 국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입 창출(Andrea Colantonio et al, 2006:63)68)
- 초기 4년(1995~1998년) 간 총 국가수입의 48%를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였으며 특히 국제
관광객의 아바나로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Andrea Colantonio et al, 2006:72)
- 이 시기에 관광산업은 아바나의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쳐서 관광부의 추정에 따르면
관광산업을 통한 타 분야에 대한 관광산업의 승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69)

∙ 2019년 현재 쿠바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해외 의료인력 파견에 이어
al, 2006:67-68)
64) 경제 및 환경 개선법 (Law77)/1995,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법(Law 81)/1997, 관련 활동 규제를 위한 환경법 제정
65) 국가 지주회사 수립, 관광부(the Ministry of Tourism) 및 환경과학기술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 Science and
technology)신설, 교통에서 보건·의료를 망라하는 관광 운영팀 신설
66) 관광 부분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환"Formatur" 와 같은 교육시설 개발
67) 이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어야할 여덟 곳의 관광 우선지구를 설정하고, 쿠바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이 필요한 67곳의
관광객 기점(Tourist Poles)을 설정. 이는 후에 1997년 85곳, 2000년에 93년으로 증가하였다(Mena, 2001). (Andrea
Colantonio et al, 2006:67-68)
68) 1988년 국토계획 연구소 아바나 사무소에서는 이미 아바나를 관광 개발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990-1995
계획은 국가 관광산업 촉진전략에서 아바나가 핵심 역할을 하도록 계획. 1996년까지 5개의 지역에 대해 아바나의 관광 기점(tourist
poles) 조성(Andrea Colantonio et al, 2006:68)
69) Figueras (2003)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개의 일자리가 관광산업에서 창출되면, 생산 53, 건설 36, 교통 29, 농업 및 임업
14, 도시 서비스 및 통신 분야 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관광사업이 두 번째로 큰 외환 수입원으로 존재하며, 총 GDP의 약 10% 및 50만 개의 일자리
를 창출하는 것으로 집계됨(이정훈,2019:KOTRA 해외시장뉴스)

∙ 특히 쿠바정부는 비상암흑시기 식량위기 완화를 위해 고안한 도시농업을 관광업과 연계시켜
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관광업이 연 15%씩 성장하고 있으나 수입의 70% 이상을 식자재 수입에 사용하는 등 순이
익이 작기 때문에 2000년 쿠바 농업부는 24개의 농업생산조합이 관광호텔에 직접 농산물
을 납품하는 ‘파이로 프로젝트’를 시도(요시다 타로,2007:147-148)
- 수도 아바나의 경우, 센트로 아바나 구(Centro Havana)와 아바나 비에하 구(Havana
Vieja)를 제외한 아바나 13개 구의 전역에 도시 농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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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995년 아바나에 지정된 주요 관광기점

출처:Andrea Colantonio et al,2006:69

지역

관광지

(1) Marina Hemingway
서부해변
(2) Montebareto
중앙

개발유형
Ÿ 해양 선박 관련 시설
Ÿ 상업, 컨벤션 및 노년층 대상 여가시설

(3) Vedado-Centro Havana

Ÿ 문화 및 건강 관련 시설

(4) Old Havana

Ÿ 문화 및 상업 관련 시설

(5) Eastern Beaches and Cojimar(Sub-poles):

동부해변

Ÿ Villa Pan Cojimar

Ÿ 스포츠 이벤트 컨벤션

Ÿ Bacuranao

Ÿ 해수욕장

Ÿ Tarara

Ÿ 해양 선박 및 건강 관련 시설

Ÿ Santa Maria del Mar

Ÿ 해수욕장

Ÿ Boca Ciega

Ÿ 해수욕장

Ÿ Guanabo

Ÿ 해수욕장

Ÿ Veneciana-Brisas

Ÿ 해양 선박 및 생태관련 시설

출처:Andrea Colantonio et al,2006:68

표 24 특수한 시기(Specia Period) 아바나 총 관광객 수와 총 관광수입

관광객 수
(천명)
관광 수입
(백만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32.6

506.0

648.9

780.7

866.8

951.3

979.7

912.7

260.6

323.6

371.3

421.2

523.4

531.9

542.8

510.3

출처:Andrea Colantonio et al,2006:73; 이소정,2016:KOTRA 해외시장뉴스를 저자가 종합

표 25 쿠바의 산업 구성(2016년)
서비스업

분야

수입관세

농림
수산업

광업

제조업

비중(%)

1.1

3.9

0.5

13.8

금융

부동산

공공관리·
치안

과학

1.4

2.6

3.8

0.3

건설

전력·가스
·식수

교통·통신

상업

호텔·식당

7.0

1.6

9.2

19.8

4.7

교육

보건복지

문화·스포
츠

기타
서비스

합계

6.5

18.2

3.0

2.5

100

서비스업
분야

비중(%)

출처: 쿠바 통계청(Oficina Nacional de Estadísticas.Cuba),www.one.cu; KOTRA,2019 국별 진출전략-쿠바:8에서 재인용

n 그러나 쿠바의 관광산업 발달과 이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공동화 심화로 인
한 경제특구 조성 실패에 기인함. 이것은 서비스 부문 잠식으로 인한 경제성장 정체, 아바나와 아바
나 외 지역 간 양극화, 비공식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하경제 형성 등의 부작용을 나타냄

∙ 쿠바는 서비스업이 80.3%에 이르는 비대칭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제조업 공
동화 확대에 의한 설비 및 기술 부족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설탕가공 산업 뿐 아니라 농업·수
산업 등 1차 산업 비중도 축소되고 있기 때문(KOTRA,2019:8)
- 쿠바의 제조업 분야 공동화 현상은 국외적으로는 (1) 코메콘 붕괴와 소련의 경제 지원 중지,
(2) 중국의 제조업 부상으로 인한 제조업 수입 급증70), 국내적으로는 (1) 지나치게 국영기
업에 집중되어 있는 노동력 구조로 인한 산업 간 노동력 이동의 어려움, (2) 제조업 분야
원자재·자본 부족 및 낙후된 생산기술과 장비, (3) 제조업 분야 기술 혁신 실패 등의 원인을
들 수 있음(신범철,2018:16,19)
- 일례로 1996년 쿠바 정부는 중국의 경제특구에 영향을 받아 수도 아바나 시에서 서쪽으로

70)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은 쿠바의 제조업 활동 기반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산업, 특히 사탕수수
관련의 클러스터 활동이 대부분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함(Ritte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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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km 떨어진 마리엘항 인근에 465㎢ 규모의 마리엘 경제특구(Mariel Special
Development Zone)를 조성71)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함72)

∙ 쿠바의 관광산업 발달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아바나 중심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자영업 부문의 비공식 경제의 성장에 따른 지하경제 형성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옴
- 해안선을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된 아바나의 주요 관광 기점으로 인구 이동이 촉진되어 지
역적 불균형을 초래함. 이것은 혁명 이전 유사 공화국 시대의 도시개발 형태의 특징이었던
이중 도시(Dual city)의 재출현을 촉진
- 또한 1993년 법령 141조에 의해 자영업이 합법화되었으나, 대부분의 자영업이 숙박시설
과 식당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여 비공식 영업을 통한 비공식 경제를 성장시킴(Andrea
Colantonio et al, 2006:73-74)73)

n 쿠바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사회주의 소련의 중소도시 육성 모델은 쿠바의 도시-농촌 균형개발과 아바나의 종주도시화
감소에 일정 영향을 미쳤으나, 소련 붕괴 이후 제조업 기반 경제특구 조성에 실패하고 아바나
에 관광산업이 집중되면서 궁극적으로 아바나 중심의 도시화 경향을 바꾸지 못함
-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쿠바정부는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아바나 지역의 격리 관
광을 활용한 외화 수입에 집중하면서 사회주의 시기 조성된 다른 지방 도시들의 조건이 더
욱 열악해짐

∙ 현재 쿠바는 아바나 인근 관광산업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하면서 경제구조에 왜곡을 가져왔으
며, 이것은 서비스 부문 잠식으로 인한 경제성장 정체, 지역 간 양극화, 지하경제 형성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은 점진적 개혁개방에 실패한 북한이 평양,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삼지연
지구 등 특정 지역의 제한적인 특구 개발을 활용한 비공식적인 경제성장에 집중할 경우 나
타날 수 있는 현상들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71) 1996년 피델 카스트로 대통령은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운영에 관련된 법률 165호(Decree-Law 165)에 의거 산업단지를 ‘쿠바
영토 내에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 산업 활동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지역’으로 정의하면서 법률의 시행
승인. 여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유치 유도를 위한 특혜와 4개 지역의 경제특구(Export Processing Zone: Cienfuegos
Free Zone, Wajay Freezone, Mariel Freezone, City of Havana Freezone)의 설립을 포함(신범철,2018:20-21)
72) 여기에는 (1) 쿠바가 수출지향적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2) 혁명세대들의 외국기업에 완전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 (3)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임금구조로 인한 고임금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신범
철,2018:21-22)
73) 제한적인 자유화의 이면으로 불법택시의 영업과 가짜 시가의 제조·판매, 히네테라(jinetera)라고 하는 신세대 매춘부들의 등장
등 지하경제가 불가피하게 형성(곽재성,2000:16)

04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중국, 쿠바 등 3개국의 사회주의 전후 도시화 과정을 추적하여 향후
북한 국토 및 도시개발 시 고려해야 할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음. 이에 대한 각 국가별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러시아는 사회주의 시기에 모스크바 중심 대도시권과 전국에 산재한 중소도시라
는 이중 구조를 통해 높은 도시화율을 달성했으나,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합
한 공간 재편 추진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유사한 공간구조를 갖는 북한
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중국은 기존 사회주의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화 방안을 통해 급속한 체제전환의
충격을 완화하여 특구 개발을 비롯한 단계별 개혁개방에 성공함. 특히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5개 경제특구, 14개 경제개발구 정책에 대한 북한 자체적인
적용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세부적인 대내외적 조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쿠바: 쿠바의 사회주의 시기 중소도시 육성책은 종주도시화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침.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제조업 육성에 실패하고 아바나 지역의 격리관광을 활용한 외화수
입에 집중하면서 종주 도시화 지속 및 인프라 개발 없는 관광업 발달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남. 이것은 개혁개방에 실패하고 평양, 금강산 등의 격리관광을 활용해 외화
벌이를 하려는 북한의 현 상황과 유사함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시기 구축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중국의
특구모형을 활용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쿠바와 같은 경제성
장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한 미래 북한의 국토 및 도시개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1) 현재 북한의 공간 구조를 고려할 경우: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와 쿠바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수도 중심의 종주화 현상, 사회주의 시기 조성된 주요 중소도시들의 낙
후 및 소멸)이 예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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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북한의 격리관광 기반의 관광업 성장이 계속될 경우: 제조업 분야의 공동화와 서비스
부문 잠식으로 인한 경제성장 정체, 격리관광 지역과 비지역 간 양극화, 지하경제 형성 등
왜곡된 경제 구조로 인한 부작용 우려
- (3)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 해제에 따른 경제개발구 추진이 가능한 경우: 중국의 사례로 보면
향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제경제 편입 방식이지만 현재 지정된 경제개발구들은 그
위치, 규모, 운영방식 등에서 중국의 경제특구와 큰 차이를 나타냄

∙ 따라서 궁극적인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해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며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다음의 세부 목표 추진 필요

∙ 첫째, 현재의 폐쇄적인 관광특구 개발이 아닌 관광업의 산업연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인 개발 정책 마련
- 북한에서 항공, 숙박시설, 통신 등 기초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이 미비된 상태에서 관광업이
지속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단순 서비스업 발달에 그칠 수 있으므로 관광 인프라 건설과 연
계한 단계별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둘째, 기존 경제개발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및 새로운 개발계획 마련
-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라는 관점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 기 지정된 개발구들의 종합적인 재
검토 (현 위치·개수·규모 재검토, 지역별 적정 산업 배치, 토지시장형성을 통한 재원조달,
주변 인구 활용한 노동력 조달, 기존 공간구조와의 연계, 주변 지방도시와의 연계방안 등)
및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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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n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는 2016년 해비타트 III 결과물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국제사회의 도시정책 규범으로 제
시하면서, NUA의 단기이행을 위한 계획으로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5(UN Habitat
Strategic Plan 2020-2025)」를 수립함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는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
최된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됨
- NUA는 도시 관련 목표인 SDGs 목표 11을 구체화하고자 등장하였으며 향후 20년 간 글로
벌 차원의 도시정책 이정표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박세훈, 2016)
* UN에서 20년마다 개최되는 해비타트 회의는 세계의 정책 당국자,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20년을 기간으로
하는 글로벌 차원의 도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임

- NUA는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핵심가치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에 대한 키토 선언’과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 실행
계획’으로 구분되는 총 175개 조항으로 구성됨
그림 4 유엔 해비타트 회의 주요 의제 및 ‘모두를 위한 도시’ 실현 개념

출처: 박세훈 외. 2016; 관계부처 합동. 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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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유엔 해비타트는 2019년 5월 제1회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5」를
채택하는 등 NUA (2016-30) 이행을 위하여 노력 중임(박세훈 외, 2019)
- 해비타트 전략계획은 post-2015 개발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총회의 결의안 70/1 「세계
의 변혁: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Third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센다이 재해위험경감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유엔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욕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등을 고려하여 작성됨
- 이와 함께 전략계획 2014-19의 실행으로부터 얻은 교훈, 현재 유엔 해비타트가 수행하고
있는 내부혁신 및 유엔의 전반적인 개혁과정, 특히 유엔 개발체제의 개혁 등도 함께 고려하
고 있음(UN Habitat, 2019)

∙ 특히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준비가 유엔 회원국, 나이로비와 현장의 유엔 해비타트 직원들, 유엔
체제의 기관들, 파트너와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등이 다각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례 없이 포용
적이고 참여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행 과정과 그 결과에 기대가 큼

n NUA의 추진원칙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며 이를 통한 ‘모두를 위한 도시’의 실현
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므로, NUA 실행계획인 해비타트 전략계획 내용
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에의 시사점 제시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NUA (2016-30) 이행을 위한 단기계획인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5」의 실
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과 국제적인 아젠다의 흐름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8)1),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 도시재생전략계
획 수립 가이드라인(201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9) 2)등 우리나라 도
시재생 전략의 실행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 계획들을 대상으로 계획 내용 분석을 통하
여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2013년 제정 이후,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을 개정·시행하기 위하여 2018년에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90호) (2018년 12월 28일)
2)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9)은 모두 가장 최신년도 개정판을 참고함

02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1)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5 (UN Habitat Strategic Plan 2020-25)」의 개요
n 「전략계획 2020-25」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전략계획 2020-25」의 비전은 유엔 해비타트 비전을 인용하여 “도시화된 세계에 속한 모두
를 위한 삶의 질 개선”(A better quality of life for all in urbanizing world)임

∙ 사업 목표(objective)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과 평화의 동력으로 이루어진다”(Sustainable urbanization is a advanced as a
driver of development and peace,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for all)임

∙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는 4대 변화 영역(domains
of change)에 따라 제시함
- 4대 변화 영역은 ①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빈곤 및 공간 불평등 감축, ②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③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④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등으로 구성됨

n 「전략계획 2020-25」의 주요 내용

∙ 전략계획은 크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장 변화의 확장된 영향(Changing for increased impact)”은 급속하게 도시화 중인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제공되는 기회를 강조하면서, 재조정된 유엔 해비타트의 비전
과 임무, 명확한 관점을 제시함
- “2장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s)”은 상호보완적인 네 가지 목표와 “변화 영역”으로 구
성된 전략계획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3장 새로운 업무 방식(New ways of working)”은 네 가지 목표와 전략계획의 관점에 따
른 핵심적 이행방식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문서로 제공함

∙ 유엔 해비타트가 제시한 4대 변화 영역에서는 하나의 영역에서의 목표 달성이 다른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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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4대 영역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인권
을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밖에 오랜 시간 차별과 사회적 소외를 겪어온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다음의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고자 함
- (a) 빈곤의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사회적 포용
- (b)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번영과 기회
- (c)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 이상의 영역은 다양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차별 행위를 개
선하기 위한 관점에서 특히 여성과 청소년을 사회적 변화의 주요 주체로서 인식함

∙ 유엔 해비타트는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 이론을 [그림 2]와 같이
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 전략계획이 적용되는 5년 간 유엔 해비타트는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네 가지 목표별로 예상되는 결과를 핵심 성과지표에 따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계획임

그림 5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5」 상 변화 이론

출처: UN-Habitat. 2019.

n 유엔 해비타트의 역할

∙ 유엔 해비타트는 전 세계의 어느 기관도 단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개발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전략계획을 이행하도록 촉구함

∙ 전략계획에서는 유엔 해비타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
동 변화 달성을 위한 체계(framework)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a)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하여 유엔 체제의 전반적 전략·협력 체계 개발과 이행
- (b) 지역, 국가 및 지방정부, 학술기관, 유엔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기타 다양한 주체
의 기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후속 조치와 검토
- (c)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을 위한 행동강령(Action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을 토대로, 각 회원국에서 증거에 기반한 지침 개발, 역량
강화 지원과 성과 확산 등 글로벌 의제의 도시 차원 달성
- (d) 국제적 개발 체계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통합지원 및 모든 관련 주체를 동원한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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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계획의 내용 검토
∙ 전략계획 내용 분석을 위한 틀은 “국토교통부. 2017. 해비타트Ⅲ 의제(The 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의제」 내용분석3) 방법론을 참고하여 마련함
- 내용분석은 자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론 중 하나로, 질적 연구에
서의 내용분석은 주제나 패턴을 코딩하고 확인하는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통해 텍스트 데
이터를 얻고 이를 해석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특징임(대니얼 라이프 외, 2001)
- 박세훈 외(2017)는 해비타트 도시의제 175개 조항 중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을 분해하
여 각각이 한국적 상황에서 갖는 적합성을 분석한 후, 조항별로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우리
나라 도시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함

∙ 본고는 동일한 주제인 해비타트 도시의제 조항분석 방법론(박세훈 외, 2017)을 참고하
여, 해비타트 전략계획상에서 제시한 4대 변화영역과 12개 결과별로 핵심 내용을 추출한
후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함
- 전략계획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
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에 적합한 내용을 선별하여 재정리
할 필요가 있음
- 전략계획의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내용들을 한국 실정에 맞는 실천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전략계획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확인하고 도시재생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음

n 변화 영역 1: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거,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
설, 에너지·교통시설·건강관리·교육·공공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 확대, 안전과 보안의 보장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결과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음

∙ (a) 기본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지속가능한 이동성 및 공공 공간

3)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속성을 포함하는 모든 자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분석행위를 의미하
며, 주로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의 특성, 의도, 구조 등을 체계적인 유목과 단위에 의거해 분석하는 방법임

- “평등한 접근의 확대”라는 개념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설명된 “결과의 평등 확대”라는 전
제에 기반을 둠
- 따라서 모든 유엔 해비타트 프로그램은 정책대상으로써 기초서비스,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및 공공 공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을 우선시하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응하
여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을 가능케 하는 해결책을 제공할 것임

∙ (b) 토지와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경제 개발과 빈곤 감소를 위하여 주거와 빈민가 개선은 필수적인 정책이므로, 적절하고 저
렴한 주거 공급은 매매와 임대시장에 대한 대응 계획, 적절한 규제 마련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

∙ (C)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
- 인구 증가가 도시성장과 거의 동일한 척도로 평가되므로, 도시성장은 도심·도시 근교·교
외 정주지에 따라 개발방식이 차별화되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화합
하는 도시공동체 형성, 문화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조화롭게 실시되어야 함
표 1 “변화 영역 1”의 주요 내용과 타 의제와의 관련성
변화 영역 1

도시 및
농촌지역에
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결과

조항

“지속가능발전목표·새로운 도시의제” 관련 조항

Ÿ 기본 서비스에 대한 평등
한 접근, 지속가능한 이
동성 및 공공 공간

57,
58,
59

Ÿ 지속가능발전목표 1, 3, 4, 6, 9, 10, 11에 기여;
구체적으로는 기초서비스에 관한 1.4(1.4.1),
3.b(3.b.2), 4.a(4.a.1), 6b(6.b.1), 11.1,
11.5(11.5.2), 11.6(11.6.1), 지속가능 이동수단에
관한 9.1(9.1.2), 11.2(11.2.1), 공공 공간에 관한
11.7,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에 관한 10.2, 동등한
기회에 관한 10.3을 대상으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29, 30, 34, 37, 74 조항에 기여함

Ÿ 토지와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강화

60,
61,
62

Ÿ 지속가능발전목표 1, 2, 5, 11에 기여; 구체적으로는
1.4 (1.4.2), 2.3, 5.a(5.a.1, 5.a.2), 11.1 (11.1.1)
을 대상으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35문단에 기여함

Ÿ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

64,
65,
66

Ÿ 지속가능발전목표 4, 6, 11, 16에 기여; 구체적으로
는 4.a, 6.b (6.b.1), 11.1 (11.1.1), 11.3, 11.6,
11.7, 11.a, 16.7 (16.7.2)를 대상으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38문단에 기여함

출처: 저자 작성.

n 변화 영역 2: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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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획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는 도시는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도시경
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의 재정수입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음

∙ (a)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성 향상
- 도시와 주변부, 교외, 농촌 사이의 도시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
기오염 및 혼잡과 같은 부의 외부효과에 대처하고 대중교통 선택권을 향상시키며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b)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평한 분배
-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신설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자원의 효
율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 분권화 제도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
함
- 이 밖에도 공공-민간 파트너십, 토지기반 수익 및 자금조달 수단 등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
성의 담보가 중요함

∙ (c) 첨단기술과 혁신의 확산
-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혁신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
를 통한 번영이 시민, 도시, 지역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지침 공유와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이 필요함
- 특히, 스마트시티 전략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술 사용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는 스마트
규제 및 도시 토지주택 시장 모니터링 등에 활용 가능함

표 2 “변화 영역 2”의 주요 내용과 타 의제와의 관련성
변화 영역 1

결과
Ÿ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
성 향상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Ÿ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평한 분배

Ÿ 첨단기술과 혁신의 확산

조항
69,
70,
71,
72
73,
74,
75
76,

“지속가능발전목표·새로운 도시의제” 관련 조항
Ÿ 지속가능발전목표 1, 2, 8, 9, 11, 12, 14에 기여;
구체적으로는 2.3, 2.4, 2.a, 8.2, 8.3, 8.5, 11.2
(11.2.1), 11.3 (11.3.1), 11.a를 대상으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49, 51, 52조항에 기여함
Ÿ 지속가능발전목표 8, 11, 17에 기여; 구체적으로
는 17.1을 대상으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67, 75조항에 기여함
Ÿ 지속가능발전목표 5, 7, 8, 9, 11, 13, 17에 기여;

77,
78,
79,
80

구체적으로는 5.b, 7.1 (7.1.2), 7.a, 7.b
(7.b.1), 8.2, 9.5, 9.b, 13.3 (13.3.2), 17.6,
17.8, 17.16을 대상으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66조항에 기여함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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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변화 영역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 이 변화 영역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억제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도시와 기타
정주지에서의 거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써 도시 회복력 강화, 적응 및 완화 조치
이행방안을 다루고 있음

∙ (a)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기능 분리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폐기물의 최소화 등을 포함하는 환경관리를 다각도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
하여 압축개발, 대중교통 이용,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을 지원함

∙ (b)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 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건축, 에너지 성과지표 및 평가시스템 개발 등을 구상하
여 적용하도록 권고하며, 스마트시티 개발 및 순환경제 접근방식에 대한 전문 지식 공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c)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및 인프라의 효과적인 적응
-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성 분석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과 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외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 대상 비공식적 거주지에서의 기후복원
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

표 3 “변화 영역 3”의 주요 내용과 타 의제와의 관련성
변화 영역 1

결과
Ÿ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
기 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Ÿ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Ÿ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
회 및 인프라의 효과적인
적응

조항
85,
86,
87,
88

89,
90,
91

“지속가능발전목표·새로운 도시의제” 관련 조항
Ÿ 지속가능발전목표 3, 11, 13에 기여; 구체적으로
는 3.9 (3.9.1), 11.6 및 13.2 (13.2.1)를 대상으
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67, 75항목에 기여함
Ÿ 지속가능발전목표 6, 7, 8, 11, 12, 13, 14, 15
에 기여; 구체적으로는 6.3, 6.a, 8.4, 11.6,
11.c (11.c.1), 12.2, 12.3, 12.4 (12.4.1,
12.4.2), 12.5, 12.c, 14.a, 15.1 (15.1.2),
15.4, 15.5, 15.9, 15.a, (15.a.1), 15.b

92,
93,

(15.b.1)를 대상으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68, 69, 70, 71, 72, 73 항목에
기여함
Ÿ 지속가능발전목표 9, 11, 13에 기여; 구체적으로
는 11.b, 13.2, 13.3, 13.a를 대상으로 함

94

Ÿ 새로운 도시의제 77, 78, 79항목에 기여함

출처: 저자 작성.

n 변화 영역 4: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 이 변화 영역은 효과적인 도시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위험과 갈등
요소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접근법으로써, 인도주의적 대응에 기반하여 지역과 지방 이해관
계자가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복구방안을 다루고 있
음

∙ (a)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포용적인 공동체
- 도시와 공동체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권리와 이해를 포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포용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 지역사회 단체 및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
을 부여하고 사회적 응집력과 회복탄력성, 사회구조 재건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
하여 노력해야 함

∙ (b) 이민자, 난민 등의 생활수준 향상 및 포용
- 난민, 실향민, 강제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토지 및 주택의 제공, 도시개발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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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생활수준을 포장하고, 인
도주의적 대응을 통하여 자발적인 조기 귀국 및 지역 통합 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 (c)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향상
- 도시,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가 미래의 충격에 보다 회복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
을 수립하는 기반으로서 회복성 평가 및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위기 이후 재건상황에서
“더 나은 상태로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표 4 “변화 영역 4”의 주요 내용과 타 의제와의 관련성
변화 영역 1

결과
Ÿ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포
용적인 공동체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Ÿ 이민자, 난민 등의 생활
수준 향상 및 포용

Ÿ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향상

조항
99,
100,

“지속가능발전목표·새로운 도시의제” 관련 조항
Ÿ 지속가능발전목표 9, 10, 11, 16에 기여; 구체적
으로는 10.7, 11.3, 16.1, 16.a를 대상으로 함

101
102,
103,
104,
105

Ÿ 새로운 도시의제 33, 40, 77, 78 항목에 기여함
Ÿ 지속가능발전목표 1, 5, 8, 10, 11에 기여; 구체
적으로는 1.4 (1.4.2), 5.a (5.a.2), 8.8, 10.7,
11.1을 대상으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29, 30, 35 항목에 기여함
Ÿ 지속가능발전목표 9, 11, 13, 16에 기여; 구체적
으로는 9.1, 9.4, 9.a, 11.5, 13.2, 13.b, 16.6
을 대상으로 함
Ÿ 새로운 도시의제 77, 78 항목에 기여함

106,
107,
108

출처: 저자 작성.

n 유엔 해비타트의 향후 계획

∙ 유엔 해비타트는 지역(local-regional), 국가, 글로벌 수준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 그룹과
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정책 체계(framework) 마련에 기여하고, 6년 단위 전략계획을
지속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

그림 6 유엔 해비타트의 정책 추진 동인

출처: UN-Habitat. 2019.

3) 세부 정책과제 도출

∙ 본고에서는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내용 중 특히 4대 변화 영역에 따른 12개의 결과 부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에 유의미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표 5 해비타트 전략계획상 4대 변화 영역 및 12개 결과
변화 영역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결과
기본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지속가능한 이동성 및 공공 공간
토지와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강화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성 향상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평한 분배
첨단기술과 혁신의 확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및 인프라의 효과적인 적응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포용적인 공동체
이민자, 난민 등의 생활수준 향상 및 포용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향상

출처: Habitat. 2018; 박세훈 외. 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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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비타트 전략계획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
1) 검토 개요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전략계획 2020-25」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도시재생
성책의 취약한 부분과 향후 개선사항을 도출함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8)4),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
이드라인(201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9) 등 4개 도시재생 관련 지침
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지침서로
서 대표성이 있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도시재생 공
간계획으로서 의미를 가짐
- 내용분석을 통하여 전략계획 상 세부 정책과제가 얼마나 해당 계획 및 지침에 반영되어 있
는지 검토함
- 전략계획 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에서 취약한 부분을
도출함5)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18)
n 계획의 성격과 특징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
는 국가 도시재생 전략을 의미함(법제처, 2013)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도시재생의 비전/목표/추진전략, 국가
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2013년도에 수립되어 2018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가장 최신의 정책으로서
2018년에 개정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자료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실시함
5) 본고의 내용분석 방법론은 박세훈 외(2017)를 참고하여 적용함

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작
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기준,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기초생활인프라
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적 도시재생의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제시하였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활성
화를 목표로 제시함
- 국가 도시재생 중점시책으로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재정지원 확대, 금융지원 및 규제
완화,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하였음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기준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
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n 전략계획 세부 정책과제와의 비교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의 세부 추진과제가 해비타트 전략계
획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4개의 재생 목표와 의제의 주요 정책과제의 4개
영역 중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과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영역이
비교적 유사한 정책과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책에서는 신규 용지수요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공급하고,
기존도시 정주여건과 매력 극대화 추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의 실현이
가능함
- ‘재정지원 확대’ 시책은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추가로 마중물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평한 분배
를 통하여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시책 역시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 맞춤형 규제특례 및 국공유지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지역 활력 제고를 통하여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이슈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다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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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의 세부 정책과제가 단편적으로만 반영된 영역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
경’ 및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기후변화 및 환
경, 안전 및 환경이나 안전, 회복력 등의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전략은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고,
범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실화 가능함
-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시책에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육
성하고 주민교육과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체적인 역량강
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효과적인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및 인프라의 효과
적인 적응’, ‘이민자, 난민 등의 생활수준 향상 및 포용’,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
향상’ 등에 대한 구체적 과제나 목표는 방침 상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표 6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8)의 전략계획 정책과제 반영 검토
구분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세부 정책과제

반영 내용

Ÿ 기본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지속가능한 이동성 및 공공 공간
Ÿ 토지와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강화
Ÿ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
Ÿ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성 향상
Ÿ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평한
분배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Ÿ
Ÿ
Ÿ
Ÿ

다양한 계층의 주거기능 확보
(추진전략)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전환
미반영
(도시재생 시책)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도시재생 시책) 민관활력
유입을 위한 금융지원 및 규제

완환
Ÿ (도시재생 시책) 도시재생
R&D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 및
기법 보급
Ÿ (도시재생 시책) 첨단 U-City
기술을 활용한 구도심 재생
추진

Ÿ 첨단기술과 혁신의 확산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Ÿ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6개 부문
11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범위 및 최저기준 설정
Ÿ (도시재생 시책) 도시 내부에

Ÿ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Ÿ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Ÿ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및
인프라의 효과적인 적응
Ÿ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포용적인
공동체
Ÿ 이민자, 난민 등의 생활수준 향상
및 포용
Ÿ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향상

비고

7.1, 7.2

3.1.2-(2)
2.3-(1)

3.2.3

3.3

3.4.2-(1)

3.4.2-(2)

Ÿ 미반영
Ÿ (도시재생 시책) 쾌적한 생태형
도시공간 확충

3.1-(3)

Ÿ 미반영
Ÿ (목표)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2.2-(5)

Ÿ 미반영
Ÿ 미반영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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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
n 계획의 성격과 특징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제시함
-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앞서 도시 쇠퇴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함
- 보다 구체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표와 추진 전략 및 과제를 설정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구성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가, 지자체, 관련부터 등의 의견을 수렴함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
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음과 같이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함(국토교
통부, 2018a)
그림 8 도시재생 뉴딜 5대 추진과제별 목표

출처: 국토교통부. 2018b.

n 전략계획 세부 정책과제와의 비교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내용을 분석한 결과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세부 추진과제가
‘해비타트 Ⅲ 도시의제’의 세부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4개의 재생 목표와 의제의 주요 정책과제의 4개 영역 중 ‘기후변
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영역이 비교적 유사함

표 7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의 전략계획 정책과제 반영 검토
구분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세부 정책과제

반영 내용

Ÿ 기본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지속가능한 이동성 및 공공 공간

Ÿ (추진과제)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기반 마련

Ÿ 토지와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Ÿ (추진과제) 도시재생과 연계한

대한 접근성 강화

공적임대주택 공급

Ÿ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
Ÿ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성 향상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Ÿ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평한
분배

Ÿ 첨단기술과 혁신의 확산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비고
1-(2)-1
1-(4)-2

Ÿ (추진과제) 노후주거지 정비

1-(3)

활성화
Ÿ (추진과제)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2-(1)

Ÿ (추진과제)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

3-(1)-3

Ÿ (추진과제) 민관협력 방식 도입

3-(2)-2

Ÿ (추진과제) 도시재생 첨단산업
공간 조성

2-(2)-2

Ÿ (추진과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2-(4)

Ÿ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Ÿ 미반영

Ÿ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Ÿ (추진과제) 경관이 살아나는
뉴딜 프로그램 추진

2-(3)-3

Ÿ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및
인프라의 효과적인 적응

Ÿ (추진과제) 도시재난 적응체계
구축

2-(3)-7

Ÿ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포용적인
공동체

Ÿ (추진과제)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4-(2)

Ÿ 이민자, 난민 등의 생활수준 향상
및 포용

Ÿ (추진과제) 역사‧문화가
살아나는 뉴딜 프로그램 추진

2-(3)-2

Ÿ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향상

Ÿ (추진과제)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현상에 집중 대응

5-(2)

출처: 국토교통부(2018b)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목표에 따라 주민 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공공지원
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노후주
거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쇠퇴지역 내 빈곤과 불평등 감축이 기대됨
- ‘도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의 목표에 따라 혁신공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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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축적 도시재생과 재생사업을 통한 이익의 지역 내 선순환, 주민 체감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의 공동 번영이 가능함
- ‘공동체 및 사회통합’ 목표에 따라 지역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영세 상인의 보호를 위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전략 마련과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는 뉴딜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시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 및 예방함

∙ 의제의 세부 정책과제가 단편적으로만 반영된 영역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
경’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환경이나 안전 등의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전략은 건축ㆍ경관 특화모델에서 권장하는 국ㆍ공
유지, 나대지 등에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등의 도시숲 조성을 통하여 현실화
가능함
-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및 인프라의 효과적인 적응’ 전략은 특별재생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및 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 및 신속한 회복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나 기반시설의 정비,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과제나 목표는 로드맵 상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14)
n 계획의 성격과 특징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
시재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의 성격을 가지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
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함
-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
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

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① 계획의 목표 및 범위, ②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③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
한 사항, ⑤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⑥ 도시재생지원센터 구
성 및 운영 방안, ⑦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⑧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등으로 구성됨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기준과 방법 등
을 제시한 것으로 2014년 최초 배포되었으며, 전략계획 수립의 길라잡이 성격으로서 전략계
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할 사항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역실정 및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총론,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
법, 세부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기타 사항 등으로 구성됨

n 전략계획 세부 정책과제와의 비교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세부 정책과
제와 연계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권고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은 반영도가 낮음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전략계획 내용과 관련된 항목은 ‘제2장 전략계획 수
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중 기초조사 내용과 계획내용의 연계, ‘제3장 목표달성
방안, 기타 추진체계 및 운영’ 등임

표 8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4)의 전략계획 정책과제 반영 검토
구분
도시 및
농촌지역
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세부 정책과제
Ÿ 기본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지속가
능한 이동성 및 공공
공간

반영 내용
Ÿ (토지이용) 근린생활시설의 증감 분석으로 지속
적인 지역자생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과 주민조
직, 공간정비 방향 모색
Ÿ (기초생활인프라）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의 과
부족을 분석하여 인구와 연계한 인프라 확보가능성

비고

제2장

제3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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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정책과제

반영 내용

비고

분석, 공공시설을 활용한 재생 활성화방안 모색

감축

Ÿ 토지와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강화
Ÿ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

Ÿ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성 향상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Ÿ 도시재생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위치 등은 계획의
유연성을 위해 점선이나 개념선 등을 통해 계획

제3장
절

제9

Ÿ (건축물) 도시와 연동한 주택공급 및 노후주택
정비방향 설정

제2장
절

제3

제2장
절

제3

Ÿ (산업 특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쇠퇴 산업의 기능
전환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의
연계 네트워크 계획

제2장
절

제3

Ÿ 생활권 단위 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일
정 범위의 권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개별 권역별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구상을 수립

제3장
절

제3

제3장
절

제7

제2장
절

제3

제2장
절

제3

제2장
절

제3

Ÿ (건축물) 공가를 활용한 공공 공간 확보방안 모색
Ÿ (건축물) 특정 건축물과 연계하여 도시 정체성
확보방안 모색

Ÿ 도시재생전략 항목별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조달
Ÿ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평한 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재원조달 방안은 주
체별 부담 금액과 부담 비율을 제시하여야 함
Ÿ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민간
투자 유치방안을 적극 검토

Ÿ 첨단기술과 혁신의 확산

Ÿ 미반영

Ÿ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Ÿ 미반영

Ÿ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Ÿ (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방안 모색

향상된
도시환경

Ÿ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

Ÿ (재해 위험) 도시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도시재

사회 및 인프라의 효
과적인 적응

생과 안전이 종합적으로 계획될 수 있는 방향
설정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Ÿ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포용적인 공동체

Ÿ (지역 특성)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복지시설과 주민조직을 연계하여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민간조직과 지역자원을 연계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구분

세부 정책과제

반영 내용

비고

한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방안 모색
Ÿ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조
직하여야 하며, 추진체계의 규모 및 형태는 해당
지역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예방

Ÿ 이민자, 난민 등의 생
활수준 향상 및 포용
Ÿ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향상

Ÿ (인구) 인구분포 및 연령, 집중도를 분석하여 연
령 또는 취약계층 등에 부합한 재생프로그램 등
방향 수립
Ÿ (산업 특성) 주민조직과 연계한 산업 네트워크
구상

제3장
절

제6

제2장

제3

절
제2장

제3

절

출처: 저자 작성.

5)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9)
n 계획의 성격과 특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
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임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6)과 근린재
생형 활성화계획7)으로 구분함(도시재생법 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① 계획의 목표, ②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③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④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⑤ 예산 집행 계획,
⑥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⑦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히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
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

6)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
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임
7)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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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정비·개발과의 연계방안, 해당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도시재생법 제 19조)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8)은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시가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시행 주체,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총칙,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성과관리 등으로 구성됨

n 전략계획 세부 정책과제와의 비교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엔 해비타트 전략
계획 세부 정책과제와 연계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
축’,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획권고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은 거의 반영되
지 않음

8)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
‘주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등 세 가지로 발간·배포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
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9.7 발표)”을 참고하되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함

표 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9)의 전략계획 정책과제 반영 검토
구분
도시 및
농촌지역에
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세부 정책과제
Ÿ 기본 서비스에 대한 평등
한 접근, 지속가능한 이동
성 및 공공 공간
Ÿ 토지와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강화
Ÿ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
Ÿ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
성 향상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Ÿ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
평한 분배

Ÿ 첨단기술과 혁신의 확산
Ÿ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
기 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반영 내용

비고

Ÿ 도시기반시설은 수요와 입지 조건, 사업시행 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

Ⅲ-

Ÿ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의 추진
Ÿ (중점 고려사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
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임
Ÿ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적 활성화를 위하여 물리적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융·복합한 계획을 수립
Ÿ (민간투자 유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나 토
지 등 소유자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기업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Ÿ (신탁․위탁) 빈집․빈점포 활용 사업 등에 대하여 별
도의 신탁회사 또는 기존 민간단체 등에 신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Ÿ 미반영

Ⅰ-

Ⅲ-

Ⅲ-

Ÿ 미반영

Ÿ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
태자원 보호

Ÿ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을 취득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함
Ÿ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개선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단열성
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

Ÿ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
회 및 인프라의 효과적인
적응

Ÿ 미반영

Ÿ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포용
적인 공동체

Ÿ 활성화계획 수립권자는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Ÿ 물리적 사업과 더불어 지역역량강화, 공동체 활성
화, 주민참여프로그램, 지방문화재단·문화원 등을
통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등
비 물리적 사업이 고루 발굴되도록 노력
Ÿ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상
인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접 사업 참여 유도

Ÿ 이민자, 난민 등의 생활수
준 향상 및 포용
Ÿ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향상

Ⅲ-

Ⅲ-

Ⅲ-

Ⅲ-

Ⅲ-

Ÿ 미반영
Ÿ 상생협력상가 조성 관련 재정보조 사업비 지원

Ⅳ-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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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재생정책의 개선 과제
n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물리적인 환경 및 생산성 향상
과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노력,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회복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이는 2013년 도시재생기본방침이 수립된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국가적으로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임

n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 포용성에 대한 고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노력이 점진
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전반적인 실행
사례 등이 부족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행 노력과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커뮤니티케어형 등 부처형 협업사업 등을 활용한 주거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등
기존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상의 정책들은 계획수립 및 착수 초기단계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단계
에 이르기까지 해당계획들이 적정하게 추진되어 실제 도시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포용성 및
회복력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쇠퇴한 지역의 회복을 강조해왔던 도시재생정책의 핵심 목표를형평
성, 안전, 포용성,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추어 유연하게 개선
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실천수단을 모색해야 함

∙ ‘도시재생’의 개념 자체가 물리적인 차원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적 재생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상의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정책 관련 지침과 계획의 보완이 가능함

04 결론
n 본고에서 해비타트 전략계획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흐름은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 및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과 상당한 정합성을 보임

∙ 해비타트 전략계획 상 “변화 영역 1: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및 “변화
영역 2: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은 도시재생 전략의 노후 쇠퇴주거지 재생, 적정 임대주택
의 공급 및 생활SOC의 공급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음

∙ 다만 “변화 영역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및 “변화 영역 4: 효과적인 도시
위기 대응 및 예방”의 경우, 변화 영역 1과 2에 비하여 반영된 내용이 적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도시정책 흐름이 물리적 재생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재생으
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발굴되는 과정이므로 향후 부족한 분야를 보
완해 나간다면 “모두를 위한 도시” 이념에 더욱 다가가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별로 도시재생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n 현재 도시재생정책에서 개념적인 수준에서 참고하고 있는 도시포용성, 회복탄력성에 대한 고려
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의 구체화 및 중장기적인 정책 확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법정 도시재생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3년에는 도시포용성, 회복탄력성에 대한 논의가 적었
던 반면, 2018년에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고려, 상가내몰림 현
상에 대한 대응 등 해비타트 이념이 반영된 구체적인 시책들 발굴․적용되었음

∙ 최근 우리나라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정책의 큰 이슈 중 하나인 생활SOC9) 공급정책 역시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 연계,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서 공간적
포용성 확대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에서 해당 이슈들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정
9) 생활SOC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줄임말로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함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5와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 ․ 85

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요인 및 갈등 요소들에 의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
달성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n ‘모두를 위한 도시’ 이념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재생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외계층․사회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는 정책 설계와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 도시재생의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
력 있는 도시 재창조”이며, 이를 위하여 취약지역의 발굴과 아울러 지역의 인적․물적 잠재력
을 적극 활용하는 도시재생 수법이 도입․활용되어 왔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낮거나 취약한 지역의 주민, 소외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사업 영역이 제한적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모델 다각화 과정에서 보
건복지부의 지역 포괄케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
업” 모델이 발굴되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주거복지와 의료, 도시재생을 연계한 사업모
델들이 속속 추진되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에서의 정책 대상인 소외계층은 여성, 아동, 고령자, 노약자, 장애인
등이 중심이므로, 앞으로는 해비타트 전략계획에서 강조하는 실향민, 난민, 비공식적 거주지
역 주민, 이주노동자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거와 생활환경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소외
계층까지도 정책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할 때는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통하여 부처협업 사업모델의 추가 발굴, 지자체사업 연계사업 추진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함

n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대응력 증대” 등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 방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함

∙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해비타트 전략계획에서 강
조하는 환경적 이슈를 정책의 방향에 포함토록 하여, 추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
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환경적 이슈가 도시재생 단위사업에서 발굴되어 추진되고 있
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들을 기후변화 대응 이슈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
의 정리가 가능할 것임

n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고려한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성과체계 마련, 성과지
표 발굴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사전-중간-사후 모니터
링 및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정책지표(진단지표, 모니터링 지표,
성과지표 등)가 발굴되어 적용되고 있음
- 기존 도시재생 성과지표들은 사업구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발굴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통일된 성과지표 및 관리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더욱이 기존에 구축되어온 도시재생 성과지표들은 물리적․경제적인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다
보니, 사회․문화적 효과 및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과 관련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은 미
흡한 현실임
-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하나로 임대료 등의 정량지표
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원주민 이주, 둥지내몰림 현상 등에 대한 정성적인 모니
터링을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향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할 때,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고려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국내외적으
로 소개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의 설정과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을 검토
해야 함

n 지방화와 분권화에 대응하여 광역․기초 지자체 및 시민사회가 도시재생정책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역할 분담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도시의제의 실행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조와 맥을 같이 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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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은 지속적으로 지방화와 분권화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주체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중앙정부는 도시재생정책의 기획과 조정,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이 지
속가능발전목표, NUA, 해비타트 전략계획 목표 등 국제적 의제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해야 하며, 도시재생정책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정책 가이드라인에 우선적
으로 담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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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n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최초 지정된 이후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발표되
면서 ‘先 계획-後 해제’ 원칙 하에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제한적 허용

∙ (지정 현황)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1)에 총
5,397.1㎢를 지정

∙ (해제 현황)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이후 2018년 말 기준 총 1,556.5㎢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 이 중, 2000년대 초반 7개 중소도시권2) 전면해제가 1,103.1㎢로 전체 해제면적의 약 71%
- 집단취락, 단절토지, 관통대지, 산업단지(시화·창원) 및 고리원전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
역을 해제한 면적은 261.5㎢
- 공공주택 공급 및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등 공익상의 목적으로 도
시용지로 해제한 면적은 191.9㎢
그림 4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주요 정책 변화과정
전국 14개
권역 5,397㎢

정
부
정
책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1~1977)

개발제한구역
법
제도
제 (｢도시계획법｣
도 제21조) 도입
(1971)

김대중 대통령
개발제한구역
조정 공약
(1997)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확정·발표
(1999)

｢도시계획법｣
제21조
헌법불합치 결정
(1998)

총 1,103㎢
해제

해제가능총량 부여
(343㎢)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2001~2003)

7개 대도시권
‘202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
(2004~2007)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2000)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정
(1999)

해제가능총량 추가
부여(188㎢)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
국무회의
심의·의결
(2008)

7개 대도시권
‘2020년
광역도시계획’
변경
(2009~2012)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
(2009)

출처: 김중은 외. 2017.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1)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제주권, 대전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울산권, 마산·진해권, 충무권, 진주권, 여천권
2)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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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2018년 말 기준)
(단위 : ㎢)

당초지정 기해제 면적 현재 면적
(1970년대) (2000~2017) (2018)
a
b
c

구분
전 국
대도시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국책
부산권
부산**
경남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5,397.11
4,294.02
1,566.80
167.92
96.80
1,302.08

1,556.453
453.364
161.414
17.675
8.764
134.975

3,840.656
3,840.656
1,405.386
150.245
88.036
1,167.105

597.09
424.60
172.49
536.50
554.73
441.10
283.60
314.20

183.757
137.828
10.649
20.561
39.519
16.631
14.402
17.079

413.333
251.492
161.841
515.939
515.211
424.469
269.198
297.121

중소도시권

1,103.090

해제가능총량
소진 시
잔여면적
g(=c-f)
3,624.681
3,624.681
1,315.533
147.867
86.905
1,122.987
395.409
237.368
158.041
495.159
494.565
400.641
245.447
277.928

2020년 광역도시계획
해제가능총량 기 해제면적
d
e
531.555
531.555
239.003
14.608
9.096
135.499
79.8
80.538
66.212
14.326
40.899
59.519
39.925
38.059
33.612

315.580
315.580
149.150
12.230
7.965
91.381
38.318
62.614
52.088
10.526
20.119
38.873
16.097
14.308
14.419

잔여총량
f(=d-e)
215.975
215.975
89.853
2.378
1.131
44.118
41.482
17.924
14.124
3.800
20.780
20.646
23.828
23.751
19.193

1,103.090 ※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여수권, 통영권, 제주권은 전면해제(2001~2003)

* 수도권 국책사업 : 보금자리·기업형임대주택·공공주택 78.8㎢, 경인운하 1.0㎢
**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국정과제) 29.297㎢ 포함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2019년 12월 6일 검색)

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활
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 (2008년 이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시안’(1998.11.25.)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원칙에 따
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 옴.
-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공간구조와 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보
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 해제 허용(윤정중 외 2011, 287)
-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

∙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2008.9.30. 국무회의
심의·의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의 정비방안’(2010.9.),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투
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2014.5.2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 및 임대주
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2015.3.27.) 등을 발표하며 규제완화 진행
-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및 해제가능유형 확대 및 해제지역 내 사업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

표 2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제도개선 발표 내용
제목(시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Ÿ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後
해제’ 방식으로 조정
Ÿ 지정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1999.7.22.)

Ÿ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을 통해 부분 해제(단, 대규모 취락, 산업단지, 경계
선 관통취락,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 지역 등 불합리한 지역은 우선해제)
Ÿ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Ÿ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미수립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Ÿ 최소개발기준(해제가능면적)10만㎡ 이상
Ÿ 최소개발기준(해제가능면적) 20만㎡ 이상으로 설정(단, 환경평가 1∼2등급지
및 기준표고 70m 이상 지역 등 제외)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2008.9.)

Ÿ
Ÿ
Ÿ
Ÿ
Ÿ
Ÿ

2020광역도시계획 상의 해제총량에 권역별 추가물량(10∼30%) 부여
서민주택건설부지 및 국정과제 추진지역 해제면적 별도 인정
해제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총량만 표시
민간의 사업 참여 허용(SPC를 통한 민간 출자비율 50% 미만 시)
건축물 층고 제한(최고 7층) 폐지
공동주택 건설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하향 조정

Ÿ 훼손지 복구제도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의 정비방안
(2010.9.30.)

Ÿ
Ÿ
Ÿ
Ÿ

중소규모 취락간 통합정비 및 결합정비 제도 도입
제2종 일반주거지역 부여 가능(단, 층수 10층으로 제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제취락 내 기반시설건설비의 일부(50% 이내) 지원 가능
해제취락 내 공원녹지 확보비율 축소(15%이상→계획인구당 3㎡)

Ÿ 임대주택 건설 의무 완화(임대주택 35%이상 공급하되 임대주택용지가 6개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2014.5.22.)

Ÿ
Ÿ
Ÿ
Ÿ
Ÿ

이내 미매각 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 가능)
공원녹지 조성부담 완화(공원녹지의 범위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 포함)
민간 출자비율 제한 2015년까지 한시적 완화(1/2미만→2/3미만)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시 개별법에 따른 민간대행개발 허용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도로의 경우 소로2류 8m 이상으로 완화)
주변여건에 따라 주거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부여 가능(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

Ÿ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시 기반시설 적정규모로 폐지 또는 축소 가능
Ÿ 공익목적 개발사업의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2015.3.27.)

Ÿ 공익목적의 개발사업 시 전면매수방식 외에 환지방식(해제면적의 50% 미만
으로 한정) 혼용을 허용
Ÿ SPC 내 최소한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를 착공 후 민간에 매각 허용
Ÿ 기존시가지와 연접하여 장기임대주택 개발 시 최소 해제면적기준(20만㎡)
미만 개발 허용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 방침 및 보도자료; 김중은 외. 2017.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p. 30.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변동 분석 ․ 93

n 공익사업에 한하여 허용되는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의 공공성 훼손 문제 대두되어 최근 국토교통부
(2018)3)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기존 공공기여방안) 공공임대주택, 훼손지 복구계획, 보전부담금, 공원·녹지, 중소기업전용단
지 확보 등 개발이익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기여방안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공공기여방안 기준 강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
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 기준을 강화(2019.8.10.)
- 임대주택 확보비율 강화(최소 10% 이상→35% 이상)
- 중소기업 전용단지 활성화(공급 대상 확대 및 건물 내 공간 분양·임대 허용) 등

n 이처럼 공공기여방안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지만 개발이익 측정과 환수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적정성 기준은 부족한 실정

∙ (공공기여방안 제시) 지침 상 공공기여방안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시하며 별도의 검증절차
는 없음.
표 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중 공공기여방안 관련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2018.8.10. 개정)
제3장 도시관리계획 입안대상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1.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공공기여방안(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중소기업전용단지 등의 확보 및 그 밖의 개발이익 투자방안)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6) 초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활용
3-5-1(1)① 의 바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할 때 특수목적법인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한 예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부를 공익을 위해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5-2.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 다음 각 항의 사항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제대상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난개발 등)확산 방지 및 각종 투기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2)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계획에 관한
사항(훼손지 복구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3) 해제하려는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향후 5년간 해제대상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사항
3-5-3.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및 행위 허가현황, 공시지가 등 지가변동 현황 등에 관한 사항(각종 자료작성의
기준 시점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3) 국토교통부. 2018.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8월 10일. 보도자료.

∙ (공공기여방안 검토 절차) 공공기여방안 논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되며 개발이익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족
그림 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기초조사
개발제한구역법 제6조
(사전협의)
(시·군 ↔ 국토교통부)
※법적 규정은 아님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장·군수
국토교통부장관)

주민 의견청취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
관계부서 협의

인구·경계·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조사
해제대상지역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절성,
훼손지복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검토
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14일이상 도시관리계획안 공람)
⇒ 60일이내 의견 반영여부 통보

(해당 시·군·구)

도시, 주택, 신도시, 문화재, 농업, 산림,
보건, 환경, 교통, 도로, 하천 등 검토

지방의회 의견청취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 의견청취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
관계기관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협의기간은 30일 이내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계선설정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해제 적정성 여부
심의·의결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단,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30만㎡ 이
하의 개발사업에 대한 해제는 시·도지사가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2018 : 226 일부 재편집.

n 이에 본 분석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가상승률을 파악하여 개발이익의 규모와 발생시기를 추정하고자 함.

∙ 이영환(2008)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변화로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토지소유주의
몫과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할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는 사업을 통해 발생된 개발이익을 유형별로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

∙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사업 개발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가상승률을 분석하여
개발이익 규모와 발생시기를 추적하고 정량화를 시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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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석의 범위와 방법

1) 분석 목적
∙ 본 분석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을 파악하여 개발이익의 규모를 가늠하고자 함.
- 이영환(2008)은 토지이용규제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격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지가
변동과 그에 따른 개발이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
- 따라서 개발이익의 규모 또는 발생시점을 파악하고자 사업기간 동안의 지가변동율을 분석
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개발이익 측정과 환수 규모 및 시기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구축하고자 함.

2) 분석 범위
n 공간적 범위

∙ 2008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진행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중 준공된 사업지구
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
- 일부 도시계획시설(예 :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분
석에 활용할 데이터가 미흡한 사업지구는 대상지에서 제외

∙ 또한 분석 대상지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현황조사(2017)4)’에서 조사된 해제지역에
진행된 사업전체(총 70건) 일반현황 중 권역, 해제사업유형 비율을 고려<표 1>
- 이는 선정된 분석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사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한
다는 의미로 분석결과의 일반화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함

∙ 따라서 7개권역 중 14개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지의 기본현황은 <표 2>과 같음.
4) 김중은, 송지은, 이우민. 2018.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공공성 및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표 1 2000년 이후 7개권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일반현황
권역별

사업유형

출처 : 김중은, 송지은, 이우민. 2018.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공공성 및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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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대상지 기본 현황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해제
유형
국책사업
국책사업
국책사업
국책사업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지역현안사업

사업
시행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부산생곡

부산권

지역현안사업

공공

회동·석대
대구대곡2
진곡
대덕연구개발특구
(죽동·신성·방현)
울산청량율리
창원천선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지역현안사업
지역현안사업
지역현안사업

SPC
공공
공공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일반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일반산업단지

대전권

국책사업

공공

울산권
창원권

지역현안사업
지역현안사업

공공
공공

지구명

권역

서울강남
서울서초
서울신정4
인천구월
고양원흥
진관
하남지역현안사업2

해제
년도
2009
2009
2012
2010
2009
2008
2010

착공
년도
2010
2010
2013
2011
2011
2010
2011

준공
년도
2015
2013
2017
2016
2016
2013
2017

2009

2010

2015

2008
2008
2008

2010
2013
2011

2013
2016
2016

R&D단지

2008

2011

2016

공공주택지구
일반산업단지

2009
2009

2011
2012

2014
2015

법정사업유형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택지정보시스템. http://www.jigu.go.kr (2019년 12월 6일 검색).

그림 2 분석대상지 위치

n 시간적 범위

∙ 각 분석대상지 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2년 전부터 준공년도 2년 후
- 이영환(2008)은 우선해제지역의 해제고시 1년전부터 해제년도까지의 지가상승률을 순수
지가상승으로 가정하고 해제년도부터 해제 후 1년 후의 지가상승률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지가상승률로 가정하여 분석
- 본 분석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추진에 따른 움직임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단계에서의 개발이익 발생시기를 파악하고자 분석의 시간적 범
위를 아래 <그림 3>과 같이 해제고시 2년 전부터 준공 2년 후로 설정

그림 3 분석의 시간적 범위

n 분석 방법

∙ 분석 대상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2년 전부터 준공 2년 후 동안의 지가변동률을 필지
단위(개별공시지가)로 분석하며 사업지구별 분석가능한 필지들의 평균 값을 활용
- 개별공시지가 대상 중 지가변동이 거의 없거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지가변동
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필지5)(한국감정원 2008. 36)와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한
필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이때 분석 대상지의 지가변동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지 주변 미해제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율과 해당 시·군·구 평균 지가변동율을 함께 조사하여 비교
- 분석 대상지 주변 미해제지역은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발에 대한 규제로 시·군·구
평균 수준의 지가변동이 예상되어 분석 대상지의 대조군으로서 분석에 활용하며 대상지 사
업지구 경계선 기준 외곽 1.5km 내(Buffer) 개발제한구역 필지를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지가 속한 시·군·구 평균 지가변동율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국지가변동
5) 공항, 휴게소, 매립, 발전소, 특수기타, 도로 등, 하천 등, 공원 등, 운동장 등, 주차장 등, 위험시설, 유해혐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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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조사(2018)’결과를 활용

∙ 지가변동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및 가공은 ArcGIS Pro2.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활
용한 데이터는 <표 3>과 같음
표 3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목록
데이터명

세부항목

개별공시지가정보
(2006~2019)

Ÿ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시계열 데
이터)

(http://openapi.nsdi.go.kr/nsdi/eios/ServiceDe
tail.do?svcSe=F&svcId=F012)

지구경계[전국]

Ÿ 분석 대상지 사업지구 경계
(shp)

(http://openapi.jigu.go.kr/main.do)

토지특성
(2019)

Ÿ 분석 대상지/분석대상지 외부
1.5km 반경 내 개발제한구역의
필지 PNU 코드

(http://data.nsdi.go.kr/dataset/20190830ds000
01)

전국지가변동률조사
(2007~2018)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

택지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부동산통계정보 R-One
Ÿ 연도별 지역별 지가변동률

(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
tatisticsViewer.do?menuId=LFR_11100)

03 분석 결과
1) 사업지구별 지가변동률 분석결과
n 분석 대상지 사업지구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2년 전부터 준공으로부터 2년 후 기간동안
지가변동률을 조사
①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표 1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서울강남

위치(시·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해제유형

국책사업

사업면적(㎡)

938,993

사업시행자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사업유형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사업추진단계별 해제고시
년도
2009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착공

준공

2010
2015
사업지구 주변(1.5㎞)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내
267(90)

4,046(1,048)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택지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http://www.jigu.go.kr/map/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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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지구 내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후와 준공 전후
시점에 상승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사업기간동안 지가상승폭은 해당 시·군·구 및 전
국 평균 지가상승폭 보다 크게 나타남

②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해당 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해제 이
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준공 시점 전후로 지가변동률이 증가
- 본 사업지구의 지가변동 추세는 일정하지 않지만 있으나 준공 시점 전후로 지가가 증가하
는 것을 확인
표 2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서울서초

위치(시·군·구)

서울특별시 서초구/경기도 과천시

해제유형

국책사업

사업면적(㎡)

361,949

사업시행자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사업유형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사업추진단계별 해제고시
년도
2009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착공

준공

2010
2013
사업지구 주변(1.5㎞)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내
91(12)

4,026(2,617)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택지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http://www.jigu.go.kr/map/map.do)

③ 서울신정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해당 사업지구 내 지가변동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는 시·군·구 및 전국 평균 수준이
었으나 해제 이후에는 감소 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준공 이후 큰 폭으로 상승
표 3 서울신정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서울신정4

위치(시·군·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제유형

국책사업

사업면적(㎡)

35,594

사업시행자

공공/서울주택도시공사

법정사업유형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단계별
년도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착공

준공

2012

2013

2017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18(4)

700(506)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 2019년 기준 시군구 및 전국 지가변동률 미공개
출처 : 택지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http://www.jigu.go.kr/map/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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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해당 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부터 준공 전까지 상승하여 지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준공이후에는 시·군·구 평균 지가상승폭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가가 증가
표 4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인천구월

위치(시·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제유형

국책사업

사업면적(㎡)

736,741

사업시행자

공공/인천도시개발공사

법정사업유형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단계별
년도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착공

준공

2010

2011

2016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291(18)

3,852(2,387)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택지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http://www.jigu.go.kr/map/map.do)

⑤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 해당 사업지구는 해제시점 전후로 지가변동률이 증가하였으나 준공시점에는 감소하였고 준
공 이후에는 지가변동률이 감소하여 지가가 하락
표 5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고양원흥

위치(시·군·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제유형

국책사업

사업면적(㎡)

1,290,940

사업시행자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사업유형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사업추진단계별 해제고시
년도
2009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착공

준공

2011

2016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504(8)

9,190(5,443)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택지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http://www.jigu.go.kr/map/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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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남양주 진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해당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은 해제 직후 시점을 제외하고 일정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어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 사업지구 내 지가상승폭은 해당 시·군·구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폭 보다 크게 나타남
표 6 남양주 진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진관

위치(시·군·구)

경기도 남양주시

해제유형

지역현안사업

사업면적(㎡)

142,000

사업시행자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사업유형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단계별
년도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착공

준공

2008

2010
2013
사업지구 주변(1.5㎞)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내
104(35)
6,175(3,809)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main/827)

⑦ 하남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

∙ 해당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폭이 점차 감소
한 후 준공 이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
- 본 사업지구의 경우 지가변동 추세가 일정하진 않지만 해제 및 준공 후 지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표 7 하남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하남지역현안사업2

위치(시·군·구)

경기도 하남시

해제유형

지역현안사업

사업면적(㎡)

568,379

사업시행자

공공/하남도시공사

법정사업유형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사업추진단계별 해제고시
년도
2010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착공

준공

2011

2017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174(16)

5,208(2,283)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 2019년 기준 시군구 및 전국 지가변동률 미공개
출처 :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huic.co.kr/www/contents.do?key=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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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생곡산업단지 조성사업(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 해당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은 대체적으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어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으며 증가폭이 해제시점과 준공 전후시점에 큰 폭으로 증가

표 8 생곡산업단지 조성사업(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부산생곡

위치(시·군·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제유형

지역현안사업

사업면적(㎡)

557,071

사업시행자

공공/부산도시공사

법정사업유형

경제자유구역(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단계별
년도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착공

준공

2009

2010

2015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174(7)

2,144(1,464)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bbupdata04/16884?curPage=6&srchBeginDt=&srchEndDt=&s
rchKey=&srchText=)

⑨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본 사업지구의 지가변동 추세가 일정하지 않지만 해제 및 준공 후 시점에 지가가 매우 큰 폭으
로 증가
표 9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회동·석대

위치(시·군·구)

부산광역시 금정구/해운대구

해제유형

지역현안사업

사업면적(㎡)

228,603

사업시행자

SPC/(주)부산첨단산업단지개발

법정사업유형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사업추진단계별 해제고시
년도
2008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착공

준공

2010

2013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83(3)

2,866(1,853)

<회동>

<석대>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go.kr/web/actreg/mapboard/ArMapBoardView.jsp?seq=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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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해당 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시점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해제 이후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준공 이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가가 지속적으
로 상승
표 10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대구대곡2

위치(시·군·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해제유형

지역현안사업

사업면적(㎡)

765,642

사업시행자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사업유형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단계별
년도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착공

준공

2008

2013

2016

사업지구 내
105(100)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1,923(1,894)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택지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http://www.jigu.go.kr/map/map.do)

⑪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R&D특구)

∙ 해당 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년도에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으
며 이후 상승의 폭이 줄어들면서 감소하였으나 준공시점 이후로 점차 증가
표 11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R&D특구)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진곡

위치(시·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해제유형

지역현안사업

사업면적(㎡)

1,908,612

사업시행자

공공/광주도시공사

법정사업유형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단계별
년도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착공

준공

2008

2011

2016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552(4)

6,692(4,796)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https://www.innopolis.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2&linkId=7644
&menuId=MENU00319&schType=1&schText=%EC%A7%84%EA%B3%A1&boardStyle=&categoryId=&con
tinent=&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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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 해당 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은 해제 전 시점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해제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지가가 하락하였으며 준공시점에 미미하게 증가
-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의 지가 증가폭은 시·군·구 및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대덕연구개발특구(죽동·신성·방현)

위치(시·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제유형

국책사업

사업면적(㎡)

1,468,374

사업시행자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사업유형

R&D단지

사업추진단계별
년도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착공

준공

2008

2011

2016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439(4)

3,412(2,575)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유성구 홈페이지(https://www.yuseong.go.kr/?page_id=259672)

⑬ 울산청량율리 도시개발사업

∙ 해당 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은 해제시점과 준공 이후시점을 제외하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지가가 상승하였으나 해제시점과 준공 이후시점에는 지가가 다소 하락
표 13 울산청량율리 도시개발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울산청량율리

위치(시·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제유형

지역현안사업

사업면적(㎡)

194,263

사업시행자

공공/울산도시공사

법정사업유형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단계별
년도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착공

준공

2009

2011

2014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219(17)

3,476(2,058)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출처 : 울산종합일보. 2015. 청량율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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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창원천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해당 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은 해제 전과 해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준공시점 전부
터 증가폭이 감소하였음
표 14 창원천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지구명

창원천선

위치(시·군·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해제유형

지역현안사업

사업면적(㎡)

109,623

사업시행자

공공/창원시

법정사업유형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단계별
년도

필지 수
(분석 필지 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착공

준공

2009

2012

2015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1.5㎞)
개발제한구역 내

90(13)

1,184(802)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

2010년 이전 (구)창원시, 2010년 후 창원시 성산구 데이터 참조

출처 : 창원시 기업경제포털(https://www.changwon.go.kr/biz/contents.do?mId=0715110000)

n 사업지구 주변(1.5km) 미해제구역 지가는 개발에 대한 규제로 해당 시·군·구 평균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가변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 개발제한구역 사업 내 지가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조군으로 활용 어려워 시·군·
구 평균 지가변동률을 대조군으로 활용

2) 분석대상지 지가변동률 종합 분석 결과
n 분석대상지별 사업기간이 다양하여 사업의 초기 및 마무리 시점인 해제년도와 준공년도를 기준으
로 전후 2년 동안의 분석대상지 평균 지가변동률 분석
① 평균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 분석대상지 전체 14개 사업지구의 해제년도 전후 2년, 준공년도 전후 2년 동안의 평균 지가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해제 1년후~해제 2년후가 가장 높았고, 준공~준공1년후, 해제 2년
전~해제 1년전 등 해제 전후 시점과 준공년도 시점에서 지가변동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

∙ 사업지구별 지가변동률과 해당 시·군·구 지가변동률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지구별
지가변동률에서 해당 시·군·구를 뺀 값의 평균값을 산정(그림 #)

∙ 그 결과 해제 전후 시점과 준공년도 시점의 분석대상지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군·구 지가변동률
보다 크게 나타나 대체로 해당지역의 지가변동추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
- 대체적으로 해제 전후 또는 준공 시점에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하지만 각 사업마다 지가상
승 시기와 상승폭이 다르므로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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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대상지 평균 지가변동률

그림 2 분석대상지와 주변지역(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 차이 값

② 수도권/비수도권 분석대상지 평균 지가변동률 분석 결과

∙ 분석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내 사업지구와 비수도권의 사업지구를 구분하
여 지가변동률을 분석

∙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지가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지가 속한 시·군·구
의 평균 지가변동률과 비교했을 때에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폭으로 상승
- 이는 수도권은 이미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어 상승폭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

그림 3 수도권/비수도권별 분석대상지 평균 지가변동률

그림 4 수도권/비수도권별 분석대상지와 주변지역(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 차이 값

③ 주거용지/산업용지별 지가변동률 분석결과

∙ 분석대상지의 사업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지구를 주거용지와 산업용지별로 구분
∙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평균 지가변동률이 주거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높은 추세로 해제 전후와 준공시점에 크게 증가하여 사업 유형에 따라 평균 지가변
동률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

∙ 이는 주변지역 지가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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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에 따라 개발이익의 발생매커니즘이 다르므로 개발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
기와 발생하는 정도가 다름

그림 5 주거용지/산업용지별 분석대상지 평균 지가변동률

그림 6 주거용지/산업용지별 분석대상지와 주변지역(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 차이 값

04 종합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n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의 지
가변동률을 파악하여 개발이익의 규모와 발생 시기를 추정

∙ 2008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중 분석 가능한 14개 사
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별 해제고시 2년 전부터 준공 2년 후의 지가변동률을 분석

n 평균 지가변동률 분석결과 지가변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해제 전후시점과
준공시점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

∙ 해제 전후시점과 준공시점에는 분석대상지가 속한 지역(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n 지역별 특성과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거용지와 산업
용지로 구분하여 평균 지가변동률 분석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지가상승폭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지가 속한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과의 차이 값과 비
교했을 때에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폭으로 상승

∙ 주거용지와 산업용지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산업용지 지가 상승폭이 주거용지보
다 높은 추세로 해제 전후와 준공시점에 크게 증가하여 사업 유형에 따라 평균 지가변동률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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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정책제언
n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의 지가는 해제고시년도 전후와 준공시점
에 큰 폭으로 상승함을 고려하여 해제고시 이후 사업의 진행단계(실시계획 인가, 착공, 준공 등)에
서도 개발이익 측정 및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되는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은 개발이익 추정 및 공
공기여방안에 관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시·군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단계 또는 중
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시점에 추정한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기여방안을 논의하므
로 사업이 완료되는 준공시점까지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족

∙ 따라서 사업의 진행단계(실시계획 인가, 착공, 준공 등)에서도 초과 개발이익을 모니터링하
고 지속적으로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여
진행되는 사업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활용 시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함.

n 또한 지역별, 사업유형별로 지가변동율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개발이익 추정 시 개별사업이 지니
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사업유형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되는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개발이익 추정 및 공공기여
방안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시하며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협의 및 심의를 통해 결정
- 권용우 외(201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고 있는 안건들 중 경제성 분석
의 대부분은 국가 혹은 광역지역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분석틀을 소지역의 특정사업에 임의적
으로 적용하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 이에 개발이익의 객관적인 측정 및 공공기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개발이익 추정 및 공공기여방안에 대하
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검토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6)과 일맥상통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도적 틀을 마련한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를 참고할 수 있음(표 2)
표 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중 공공기여방안 관련 내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2018.9.6. 개정)
제1장 총 칙
제5조(기부 대 양여 협의 및 검토) ① 사업주관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고, 기부재산 또는 양여재산 예상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전적합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기관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전문연구기관은 총괄청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업계획(안)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의2 (타당성 분석)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연구기관은 해당 사업이 기부대양여
사업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총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의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총괄청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분석의 의의 및 한계
∙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허용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이슈를 재검
토하고 개발이익의 객관적인 측정 및 환수 시스템 마련해야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당
위성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다만, 분석 대상지 내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고 사업의
단계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지가변동만을 분석한 것은 본 분석의 한계로 추후 사업별 구체적
인 분석 필요

6) 김중은,송지은,이우민. 2017.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공공성 및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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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n 공유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확산

∙ 2017년 미국 서부의 주요 대도시에 등장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
- 주로 개인용 레져 수단으로 사용되던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공유의 형태로 서비스되면서
이용 편의성 등이 크게 증가하여 도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
- 다양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중 대부분 전동킥보드를 채택

∙ 국내의 경우, 2018년에 서울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 9월 현재 10여개의 업체가
약 1만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중임

n 확산에 따라 다양한 문제 발생

∙ 공유 전동킥보드는 부적절한 보도 주행 및 점유(주차)로 인한 보행자와의 갈등 유발, 관련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한계
∙ 현 정책방향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관리 및 육성보다는 개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여부, 헬맷의 착용여부 등에만 일부 이슈에만 치중하여 정책 대응

n 국외 정책사례 고찰을 통한 정책방향 정립 필요

∙ 공유 전동킥보드가 먼저 도입되어 대규모로 운영중인 미국의 경우, 각 도시의 정책 목표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마련
- 관리권한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등으
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도모

∙ 도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유 전동킥보드
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

∙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된 문제 및 갈등의 양상이 매우 유사한 국외 사례 고찰을
통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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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유 전동킥보드의 확산과

정책과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개요
n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개념

∙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란 무동력 또는 전기 기반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1~2인
용 교통수단을 지칭하는 용어임
-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등의 용어가 혼
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문으로는 개인형 (소형) 이동수단 등으로도 사용

∙ 본 고에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기 배터리 기반의 1인용 이동수단으
로 제한
-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이동수단은 전기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이며 3륜 또는 4륜으로
운행되는 전기 자동차,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

∙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공유 서비스로 보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도시
교통체계의 변화 예상
-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부분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를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함

n 전동킥보드의 과거와 현재

∙ 전동킥보드는 191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개인 통행수단 또는 우편배달부의 이동수단 등으로
시험적으로 활용
- 당시 제조사는 상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패

∙ 2001년 세그웨이의 등장으로 전동킥보드가 다시 레져용, 이동용으로 각광받기 시작
∙ 개인적인 활용에 머물던 전동킥보드는 공유 서비스되면서 도시교통수단으로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함

그림 4 1910년대 전동킥보드

개인용 전동킥보드(런던, 1916)

우편 배달용 전동킥보드(미국, 1910년대 중반)

출처 : 좌(Paul Thompson/FPG/Achive Photos/Getty Images), 우(Underwood Archives/Getty Images), 접속일 :
2019.12.1.

n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도입 현황

∙ 2017년 전동킥보드의 예상 판매량은 3만~3.5만대이며,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에 비해
2~3배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신희철 외, 2017: 126)

∙ 마이크로 모빌리티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가
73.7%, 전동휠(핸들 없음) 19.3%, 전기자전거 1.8%로 나타남(신희철 외, 2017: 142)

∙ 이용 목적으로는 레저/운동/여가/오락이 78.6%, 통근 35.7%로 조사되어 되어 개인용 마이
크로 모빌리티는 통근보다는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신희철 외, 2017: 146)

∙ 종합하면, 개인이 구입하여 이용중인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동 킥보드의 비율이 매우 높고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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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확산
n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개념

∙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교통 부문에서도 공유 모빌리티(Shared Mobility)가 확산
∙ 카셰어링(Car-Sharing)부터 시작된 공유 모빌리티는 Uber, Lyft로 대표되는 라이드셰어
링(Ride-Sharing)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 1인용 교통수단으로는 공유 자전거가 서비스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E-scooter) 서비스가 개시

n 공유 전동킥보드의 장점

∙ 전기 배터리 기반으로 힘들이지 않고 이동 가능하여 주행 편의성 확보
∙ 위치기반정보에 기반한 비고정형(Dockless) 주차로 접근 편의성 확보
∙ 전동킥보드에 붙어있는 QR코드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대여, 반납, 결재 과정
이 편리하여 결재 편의성 확보
그림 5 공유 전동킥보드(2018년, Lime)

공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 코드와 속도계

주차되어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Lime_(transportation_company), 접속일 : 2019.12.1.

∙ 이러한 장점을 확보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통행에 대한 새로운 대안교통수단으로, 대
중교통과 연계될 때 용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
가능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현황
n 도입 현황

∙ 2018년 3월 국내 최초로 ‘킥고잉’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9월
현재 10여개의 국내외 업체가 약 1만여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임

∙ 서울 강남, 송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집중
∙ 이용요금은 기본료 1,000원(5분) 이후 분당 100원을 받는 업체가 다수임
표 1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현황
서비스명
킥고잉
씽씽
빔
스윙
고고씽
일레클

서비스 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성동, 광진, 경기 성남(판교)
서울 강남, 서초
서울 강남,송파
서울 관악, 동대문, 성북
서울 강남
서울 성북

보유대수(대)

확장목표(대)

5,000

10,000

1500
1000
650
600
150

10,000
미정
3000
5000
1,500

출처 : 박민제(2019.8.30.)

n 관련 법규

∙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은 아직 없으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만 있음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최고속도 25km/h, 최
대중량 30kg 미만의 장비사용 조건을 충족해야함
- 또한,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차도를 이용해 운행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헬
멧을 착용해야 함

∙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법적으로 지자체의 허가 대상 사업이 아님
n 관련 사고의 증가

∙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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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활동에 적합한 4월부터 10월까지 발생빈도 높음
- 이중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 점유
그림 6 전동킥보드 사고 추이(2015~2018년)

<연도별 사고건수>

<최근 4년간 월별 사고 건수>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3.22.)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9)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
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

∙ 전동킥보드의 갑작스런 운행 방해 현상을 일컫는 말로 킥라니(전동킥보드 + 고라니)라는 신
조어까지 등장

n 부적절한 주차로 인한 불편 신고 증가

∙ 이용자가 보도상에 무분별하게 주차함에 따라 보행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 주차에 관한 법규가 모호하여 지자체가 부적절한 주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자체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음
n 현재까지의 정책 대응과정

∙ 개인용 전동킥보드의 확대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이부 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017.6)되었으나 2019년 4월
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그침

∙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서울에서 개시되었으며 관련 사고 및 부적절한 주차의 증가, 보도
주행, 안전규정의 미준수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2018.3)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개최결과, 전동킥보드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25km/h 이하로 운행되는 것을 전제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
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제한을 면제(2019.3)
- 또한 전동킥보드의 제품안전성 이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의 합의사항으로 관련 법안의 통과 시점은 예상하기 어
려움

∙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주행제한 완화를 발표
(2019.6)
- 25km/h 이하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면제
- 2019년 내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을 개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 발표

∙ 개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과 관련된 사항에만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의 주행로 관련 문제는 안전 및 편리한 이용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으로 우선적으
로 해결되어져야 하는 과제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

n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는 킥고잉(약 5,000대), 씽씽(약 1,500대) 등 많은 업체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소식이 발표되고 있음

∙ 공유 전동킥보드가 매우 빠른속도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 법령의 미흡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권한 부재
- 사고 증가에 따른 우려, 이용자의 무분별한 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강화 필요

∙ 정부는 관련 규정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헬맷의 착용 여부 등개별
전동킥보드의 주행 조건에만 국한하여 논의

∙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통한 도시 이동성 향상이 크게 기대되므로
현재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 및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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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국의 공유 전동킥보드

확산과 정책대응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
n 2017년부터 미국 서부의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확산

∙ 2017년 9월 산타모니카에서 Bird가 세계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회사가 참여하면서 2018년말 미국 내 65개 도시로 확대

∙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은 허가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해당 도시와의 협의없이 사업자가 일방
적으로 서비스 개시

∙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도시의 이동 편의성 증가에 기여하였
으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문제, 보행자와의 상충
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저해, 불법적인 보도 주행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일부 도시들은 서비스 중단 명령과 벌금 부과 등의 규제로 대응
∙ 반면,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의 도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 각 도시의 여건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프로그
램을 시행
그림 8 도시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미국)

출처 : 좌(Robyn Beck/AFP/Getty Images), 우(http://ungrammared.com/ wp-content/uploads
/2018/10/bird.jpg) 접속일 : 2019.11.3.

그림 9 파손되거나 부적절하게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미국)

파손되어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부적절하게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출처 : 좌(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apr/17/san-francisco-electric –scooter–
schemes-backlash-cease-desist),
우(https://patch.com/california/san-diego/fatal-scootercrash-s uspected-arson-overnight-closure-patch-pm), 접속일 : 2019.11.20.

포틀랜드 사례: 2018 E-Scooter Pilot Program1)
n 시행 배경

∙ 포틀랜드의 핵심 교통정책 목표는 승용차 분담률을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중상 이상
사고의 예방,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이동성 확대, 대기오염 감소임

∙ 포틀랜드 교통국(Portland Bureau Of Transportation: PBOT)은 공유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공유 전동킥보드가 포틀랜드의 교통정책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n 운행허가 조건

∙ 파일럿 프로그램은 2018년 7월 23일 ~ 11월 20일까지 120일간만 시행
1) PBOT(2018)을 요약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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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3대의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업자당 최대 683대 허용)
∙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대 주행속도는 15mph로 제한
∙ 이용자는 반드시 헬맷을 써야하며 보도주행은 금지
- 사업자는 2,292개의 헬멧을 무료로 배치

∙ 이용 후 보도의 가장자리 부분에 주차하여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
∙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방법과 올바른 주차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
n 파일럿 프로그램 평가 자료

∙ 사업자는 실시간 정보를 포함한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 경로, 사고 정보 등을 PBOT에 제공
하고, PBOT는 이를 분석

∙ PBOT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

n 이용 실적

∙ 2,043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일평균 5,885번 이용되었으며, 120일간 약 70만번 이용되어
약 80만 마일을 주행

∙ 평균 통행 거리는 포틀랜드 전체로는 1.15 마일이며, 이용이 집중된 동부 지역에서는 1.6마
일로 나타남

그림 10 포틀랜드 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발생 분포도

출처 : PBOT(2018)

n 파일럿 프로그램 평가

∙ 공유 전동킥보드는 승용차 분담율을 낮춰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나?
-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시민인 경우 34%, 방문자인 경우 48%가 라스트 마일 수단으로
개인 승용차, 라이드셰어링 대신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겠다고 응답
-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목적으로 71%는 통행, 28.6%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응답
- 즉, 공유 전동킥보드는 승용차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일상적
인 통행수단으로 이용됨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중상 이상 사고의 예방이 가능한가? 공유 전동킥보드로 발생되는
불편사항은 무엇인가?
- 총 17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경상이었으며 84%의 사고가 공유 전동킥보드에
서 떨어져서 발생한 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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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부상이 5건 발생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확인
- 헬멧을 쓰고 주행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여 대책 마련 필요
- 승용차 주행거리가 감소하면 중상 사고 및 사망 사고는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공유
전동킥보도의 확대로 중상 이상 사고는 감소될 것으로 기대
- 즉, 공유 전동킥보드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경상사고이나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추후 공유 전동킥보드가 승용차 통행을 대체하면 중상 이상 사고는 감소
할 것임
-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헬멧 관련 문제(헬멧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등), 보도 및 도로에서
의 위험한 주행, 주차관련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안정화
되어 민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즉, 보도 주행은 보행자에게 위협요소이며, 사고 위험 요인이므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그림 11 포틀랜드 공유 전동킥보드 파일럿 프로그램 민원 결과

<민원 종류>

<주당 민원발생건수>

출처 : PBOT(2019; 23)

∙ 공유 전동킥보드는 교통불편 지역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이동성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가?
- 백인을 제외한 인종(70%), 3만불 미만 저소득자(66%)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긍정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현 이용료는 높은 수준으로 이용의 장애요소라는 의견이 제기됨
- 시각장애인 등은 부적절하게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에 위험요소임을 지적
- 즉, 공유 전동킥보드로 교통불편 지역 및 사람에 대하여 이동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비용, 이용행태 등으로 인한 장애요소들은 여전히 존재

∙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기오염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감축한 이산화탄소는 1년 동안 약 27대
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
-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가 승용차, 라이드셰어링 대신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의
사를 밝혔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음
- 즉, 공유 전동킥보드가 온실가스의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
- 공유 전동킥보드는 그 자체로는 친환경 수단이지만 배터리 충전과 재배치를 위하여 회수
및 배포의 과정을 반복하여야 하며, 또한 반복적인 사용으로 수명이 매우 짧아 전체적으로
얼마나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n 주요 시사점

∙ 공유 전동킥보드는 포틀랜드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통해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고,
교통혼잡을 완화화여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 가능

∙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대비 가능
- 보행자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적절한 안전규칙, 주행규칙, 주차규칙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교육ㆍ홍보하여 혼란이나 민
원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

∙ 포틀랜드 공유 전동킥보드 파일럿 프로그램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도입 초기에 공유 전동킥
보드가 도시의 교통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
-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정규 교통수
단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도시교통정책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초점

샌프란시스코 사례(Powered Scooter Share Permit and Pilot Program)
n 시행 배경

∙ 2018년 3월 Bird, Lime, Spin 등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개시
- 샌프란시스코는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교통혼잡과 열악한 대중교통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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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확산

∙ 두 달 동안 1,900여건의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접수
-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거리에 방치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
행자의 부상, 미관 저해 등 민원이 크게 증가
- 보도 주행과 보도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 샌프란시스코는 3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압류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법규
준수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 까지 영업중단 명령을 내리는 등 규제 시작

∙ 규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도시의 이동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샌프란시스코 이사회(San Francisco Board of Supervisors)는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을 허가제로 시범운영하는 법안 제정

∙ 법안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
SFMTA)이 관할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파일럿 프로그램(Powered Scooter Share permit
and Pilot Program)을 시행
- SFMTA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범위와 규모를 제시한 규정을 만들고 제안요청서를 발표

∙ SFMTA는 12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Scoot, Skip 두 업체를 선정
그림 12 공유 전동킥보드의 부적절한 주차로 인한 보행 방해 사례

출처 : https://www.sfgate.com/bayarea/article/ Scooter-conflict-SF-officials-set-to-regulate-12838452
.php, 접속일 2019.10.3

n 파일럿 프로그램 개요

∙ 2018년 10월부터 1년간 Scoot, Skip 두 업체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허가
- 첫 6개월 동안 각 회사는 최대 625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며, 남은 6개월간 2,500대까
지 늘릴 수 있도록 허가
- 각 회사는 2만5천 달라는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며, 도로의 보수, 관리 비용으로 1만 달러를
납부

∙ 2019년 4월 파일럿 프로그램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

파일럿 프로그램의 중간평가 결과
n 이용특성

∙ 공유 전동킥보드는 평균 이용시간은 20분, 평균이용거리는 1마일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중
위값 기준으로 이용시간은 9분, 이용거리는 0.7마일임

∙ 가장 빈도가 높은 이용시간은 5~10분, 가장 빈도가 높은 거리는 1~2마일로 조사됨
그림 13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시간(상) 및 거리(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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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FMTA(2019)

∙ 라스트마일 교통수단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라이드셰어링(36%),
도보(31%), 대중교통(11%), 자전거(9%), 승용차(5%) 순으로 선택

∙ 승용차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로 수단 전환하는 이유로는 편리함, 경제성 등을 꼽았고, 비 승용
차 수단에서 수단전환하는 이유는 편리함, 속도, 즐거움 순으로 조사됨
그림 14 공유 전동킥보드로 수단전환한 이유

<승용차>

<비 승용차>

출처 : SFMTA(2019)

∙ 이용자의 34%가 공유 전동킥보드와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이용
-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응답자의 28%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
라고 응답했고 7%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
- 이는 라스트마일에 강점을 지닌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중교통 분담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
음을 시사

∙ 공유 전동킥보드의 평균 이용시간 및 거리,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불가능시 수단선택 결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이용에 대한 의사 등을 종합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시의 라스트마일
수단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

n 민원의 감소

∙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SFMTA는 693건의 민원이 접수

- 부적절한 주차 관련 624건, 부적절한 이용 관련 69건임
-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4~5월 동안 SFMTA에 접수된 민원이 1,900
건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개선된 결과임
그림 15 공유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건수

출처 : SFMTA(2019)

n 관리체계의 개선

∙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보도주행, 부적절한 주차 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공공의 불만을 야기하는 이용 행위에 대해 기록하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제제

∙ Scoot는 주차 및 안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서비스 정지 및 벌금
을 포함한 처벌을 부과
- 부적절한 주행 및 주차 행위에 대하여 80명의 이용자에게 경고를 하였으며, 12명의 이용자
에게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2명의 이용자는 사용을 정지(2019년 3월)

∙ 특히, 부적절한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두 회사 모두 잠금장치를 공유 전동킥보드에 설치하였
고 전동킥보드의 주차 관련 민원이 감소
- SFMTA는 전동킥보드의 잠금장치 설치를 파일럿 프로그램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
- 잠금장치의 설치로 부적절한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감소
- 잠금 시스템의 구축이후 전동킥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대수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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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공유 전동킥보드의 부적절한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

출처 : SFMTA(2019)

n 주요 시사점

∙ 샌프란시스코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확대와 부적절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규제 방안
을 발표하는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를 성장시키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 평균적으로 5~10분, 1~2마일을 이동하는데 많이 사용되었으며, 대중교통과의 연계 환승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의 라스트마일 수단으로서의 강점을 확인

∙ 규제가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제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관리권한을 행사
-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의 보도 주행 및 부적절한 주차에 대한 불만이 크게
감소
- 전동킥보드의 잠금 시스템 도입으로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해결
-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교육 시행과 제제(이용정지, 벌금)는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

∙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사용 및 주행거리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적절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가 가능함을 시사

04 공유 전동킥보드 정책방향

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의 시사점
n 포틀랜드 :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시 교통체계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시험

∙ 포틀랜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시 교통체계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
- 이 결과에 따라 규제 또는 육성의 정책방향 정립이 가능

∙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시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
-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통해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고, 교
통혼잡을 완화하여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 가능

∙ 또한 다양한 문제점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하여 본격적 시행에 앞서 해결방안을 마
련

n 샌프란시스코 :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규제와 교통수단으로의 육성을 동시에 시험

∙ 샌프란시스코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 조례 등을 신설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시의 목표에 부합하는 조건
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사업자를 선정

∙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시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

∙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도시의 이동성 향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
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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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의 추진방향
n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필요

∙ 미국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시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이용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파
일럿 프로그램 수행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의 주행, 헬맷 착용 관련 논의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공
유 전동킥보드의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필요

n 부적절한 주행, 주차, 안전규칙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제공할 필요

∙ 사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부적절한 이용에 대하여 제
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유도

∙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사업자에 대한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개별
지자체가 각자의 여건에 따라 관리권을 조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도시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

n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헬맷 착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미 발표된 정책의 빠른 시행 필요

∙ 공유 전동킥보드의 확산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신속한 입법화 필요

n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시교통체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지원 필요

∙ 미국과 우리나라의 도시 공간구조 및 통행패턴 등은 차이점을 갖고 있으므로, 공유 전동킥보
드 서비스의 이용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 필요
- 공유 전동킥보드가 강점을 갖는 토지이용, 이용거리, 연령대, 직업군 등 다양한 특성 파악
-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을 통한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제고에 관한 영향력 파악

∙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다양한 도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파일럿 프로그
램 시행계획 마련 필요

n 도로공간구조의 개편에 대한 연구 수행 필요

∙ 우리나라는 도로교통 부문에서 자동차와 보행자를 두 축으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였기
때문에 중간적 특성을 지닌 공유 전동킥보드는 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음

∙ 공유 전동킥보드를 포괄할 수 있는 도로횡단구조에 대한 검토, 도로위계별 통행규칙, 토지이
용특성 등 다양한 공간구조와 도로위계에 맞는 통행규칙, 횡단구성에 대한 연구 지원 필요

n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 관련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특성, 강점, 문제점 등을 파악
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시 교통수단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 필요

∙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신속한 입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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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층 정책대상 분석의 필요성
n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문제에서 시작된 청년문제가 주거문제로 확대되면서 청년
이 주거지원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현 정부들어 다양한 정책이 도입

∙ 저성장 및 고실업 등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인해 청년의 취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청년 빈곤층
과 부모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문제 발생

∙ 또한 청년층은 학업과 취업준비, 사회진입 등 독립하여 가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심각하고 다양한 주거문제에 직면(박미선, 2017)

∙ 주거복지로드맵(2017)1)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2)에서는 그동안 청년층이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음을 인식하고, 청년층에 대한 맞춤
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
-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등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맞춤
형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정책이 제시

n 하지만 청년층은 생애단계간 이행기에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며, 각 계층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과 주거지원의 우선순위 등 심층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 현재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고, 청년 주거정책의 지원대상도 연령
기준, 학업 및 취업상태, 독립적인 가구 형성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

∙ 하지만 기존 청년 주거정책 대상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청년에 대
한 정책대상 선정에 있어 다양한 비판이 존재

∙ 기존 주택 정책은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및 다인 가족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1인 청년은 우선순위가 낮고, 최근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독
립하고자 하는 청년의 자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박미선, 2017)
1) 관계부처합동(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1월 30일. 보도자료.
2) 관계부처합동. 2018.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7월 5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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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청년층에 대하여 비혼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부모와 독립하
여 거주하는 독립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만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
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

n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상태 등 청년 개인의 특성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도 중요한 요인

∙ 부모와 한 집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취업준비에 전념하는 청년의 여건이 독립하여 아르바이
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보다 더 유리(오호영, 2017)

∙ 또한 신혼희망타운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등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금수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3)4)

∙ 현재 청년 주거지원정책은 지원 자격에 있어서 부모 소득과 연계(행복주택 대학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n 청년 정책 대상 규모는 본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상태 외에도 부모소득 ․ 동거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구주 중심 통계의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주거정책 대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일반가구를 모집
단으로 하는 가구 중심의 통계이므로 청년 개인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 전체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자산 변수만 존재하여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 개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상태를 알 수 없음

∙ 그리고, 독립한 청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청년의 구체적인
여건을 알기 어려움

n 청년층(만19~39세) 경제활동상태(대학생․미취업자․취업자 등)와 부모와의 관계(동거여부, 본인부모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및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 및 해당집단에 대한 정책 대상 규모 추정

3) 시사저널e.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리그’될까, 2019.9.17. 기사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51) (2020.02.06 접속)
4) 중앙일보. 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청약 막기엔 역부족. 2018.7.7.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781048) (2020. 02.06 접속)

∙ 연령구간별 전체 청년의 인구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인구총조사 자료를 분석
∙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개인과 부모와의 관계를 분석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가구원 개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를 알 수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
고 있는 경우 본인과 가구 합산 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 또한 부모와 독립한 경우에도 분가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의 장점으로 인해 분가
전 원가구(부모가구)의 소득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해 알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정책을 경제활동상태 및 소득 수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검토하고, 각 조건에 따른 청년층 정책대상 가구에 대한 규모를 분석하고자 함

∙ 청년층의 연령기준과 혼인상태, 취업여부, 본인 및 부모의 소득기준, 부모와의 동거여부, 주
택점유형태 등이 청년 주거지원정책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대상가구의
규모 검토 필요

∙ 이처럼 청년의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주거정책 대상을 선
정하고 해당 정책의 개선 필요

n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한 청년층 정책대상 가구에 대한 규모 검토를 통해 세부집단별 청년주거지원
의 정책 실효성 검토 및 정책사각지대 탐색 필요

∙ 청년 주거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청년의 정책대상 계층을
세분화하고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자격기준의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타부처 청년일자리 및 복지정책과 청년 주거지원정책간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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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1) 청년 연령 기준 현황
n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의 경우 하한은
15세부터 19세, 상한은 29세부터 39세 까지 각기 다르게 규정

∙ 청년이 법률명에 명시된 법령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과 청년기본법이 있으며, 각각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
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 청년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를 따르도록 규정

n 광역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 기준은 하한을 15세, 18세, 19세로 규정하고 있고, 상한
은 29세, 34세, 39세로 각각 다르게 설정

∙ 서울, 경기, 울산, 세종은 조례에서 연령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15세 이상 29세 이하)하도록 하고 있음

∙ 경북, 충북의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 전북, 전남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구,
인천, 광주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

∙ 부산, 강원, 충남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경남, 제주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부산은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청년으로
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

n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비해 넓게 설정

∙ 민법 제4조에서는 성년 기준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임

n 청년 정책 대상 규모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범위로 하여 연령구간(5세)별로 규모를 추정
하며, 주거지원 정책 현황을 고려하여 연령구간(5세)별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
표 1 청년 정책 대상 연령 기준
구분

청년 연령 기준

비고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단,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 준용
(15세 이상 29세 이하)

-

부산

18세 이상 34세 이하

단,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청년으로 볼 수 있음

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준용

인천

19세 이상 39세 이하

-

광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준용

대전

18세 이상 39세 이하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준용

울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 준용
(15세 이상 29세 이하)

-

세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 준용
(15세 이상 29세 이하)

-

경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 준용
(15세 이상 29세 이하)

-

강원

18세 이상 34세 이하

-

충북

15세 이상 39세 이하

-

충남

18세 이상 34세 이하

-

전북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전남

18세 이상 39세 이하

개별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경북

15세 이상 39세 이하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준용

경남

19세 이상 34세 이하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준용

제주

19세 이상 34세 이하

-

서울*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

-

청년
기본조례

청년주거
기본조례

주 :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며, 2020년 8월 5일 시행 예정임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2020년 2월 17일 검색). 청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년 12월 21일 검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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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n 주거영역의 복지서비스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사업, 주거대출 영역의 경우 버팀목 대출보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보증, 주거안
정 월세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있음
표 2 청년 주거지원 사업 및 소득기준 여부
구분

주거

주거
대출

대상

소득기준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

행복주택 공급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

버팀목 대출 보증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시)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전세자금 보증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우대형: 35세 이하 무소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p.343 표를 인용하여 재정리

n 주거영역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전세주택 지원, 행복주택 공급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 모두 소득기준 존재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본인 소득 또는 본인‧부
모 합산소득으로 다르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연계하여 적용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임
- 청년(만 19~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의 경우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세대합산 100%)이하임
-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임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의 경우 본인 및 부모 합산소득을 기준으
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세대 합산 소득을 기준으

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임

∙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및 사회초년생은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세대
합산 100%)이하, 신혼부부는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임

표 3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가구당 소득(100%)

가구당 소득(50%)

가구당 소득(70%)

3인 이하

5,002,590

2,501,295

3,501,813

1인*

2,299,599

1,149,800

1,609,719

2인*

3,825,063

1,912,532

2,677,544

3인*

5,053,487

2,526,743

3,537,441

4인

5,846,903

2,923,452

4,092,832

5인

5,846,903

2,923,452

4,092,832

6인

6,220,005

3,110,003

4,354,004

7인

6,625,810

3,312,905

4,638,067

8인

7,031,615

3,515,808

4,922,131

자료: 마이홈포털.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2019년 1월 19일 검색)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4)

∙
n 주거대출 영역에서는 버팀목 대출보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사업에서 소득기준 존재
- 버팀목 대출보증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소득기준으로 함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
생은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를 소득기준으로 함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29세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를 소득기준으로 함

∙ 주거급여 영역에서는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만 19~29세의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소득기준은 지원 대상이 속한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
구이어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임

부모의 소득‧자산 및 동거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대상 분석 ․ 157

n 주거 및 주거대출 영역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고려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 반면 소득이 있을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
또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
형에 따라 50%~120%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3천만원~6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 4 청년 대상 주거복지 사업 지원대상 및 소득·자산기준
구분

대상

지원자격
일반
타지역 시·군 출신으로서 공급대상지역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
주택지원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무주택자
(입학예정자 포함)

취업

대학 등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준비생

이내인 미취업 미혼 무주택자

청년

만 19~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소득)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본인 행복주택(대학생)
자산 기준 충족
(소득)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소득) 세대 전원의 소득합계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
1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하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대학생

공
공
임
대
주
택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취업
준비생

대학 등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 미혼 무주택자

청년

만 19~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신혼부부
1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 세대구성원)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대학 등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 미혼 무주택자

청년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행복주택
공급

타지역 시·군 출신으로서 공급대상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입학예정자 포함)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득)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

(소득) 세대 전원의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자산)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소득)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소득)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이거나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예술인 또는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산) 본인 5·10년 공공임대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산 기준 충족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기타) 청약통장 가입 필요
합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소득) 세대 소득 도시근로자
1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부모의 소득‧자산 및 동거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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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표 4 청년 대상 주거복지 사업 지원대상 및 소득·자산기준(계속)
구분

버팀목
대출 보증

대상

-

지원자격
일반

소득 및 자산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청년전용
버팀목
주
거
대
출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

-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청년
급
분리지급*
여
(검토중)

만19~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이하(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원)

(소득)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

(소득-우대형)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취업 5년 내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원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원
85㎡(읍·면지역 100㎡) 주택
이하 등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소득-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

-

만 19세~29세
무주택 세대주

(소득) 본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만 19~29세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 주거 및 주거대출, 주거급여 영역의 경우 연령 기준은 만 19~24세(청년전용 버팀목대출), 만
19~29세(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만 19~35세(주거안정 월세대출),
만 19~39세(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로 다르게 설정

n 정리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개별 복지서비스에 따라 연령기준의 차이가 있으므
로, 연령 기준이 정책대상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

∙ 경제활동 여부는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소득,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와의 합산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경제활동 여부 및 이에 따른 본인 또는 부모 합산 소득도 중요한 요인임

∙ 특히 주거 및 주거대출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혼부부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구분하므로,
혼인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미혼 청년인 경우에도 독립 세대 형성 여부가 정책대상의
판단 기준이 됨

n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연령구간, 혼인상태, 부모와의 독립여부, 경제활동 여부, 본인
소득 및 가구합산 소득의 변수를 중심으로 정책대상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3) 청년 주거복지 정책 대상 규모 분석틀
∙ 청년 주거복지 정책 대상 분석을 위해 우선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을 혼인 상태에 따라 미혼
과 기혼으로 구분한 후 미혼인 경우 부모와 독립, 부모 등과 동거로 구분하며, 이를 분석의
기본 축으로 함

∙ 청년층은 학업 – 취업 – 결혼과 같은 이행기를 거치므로, 연령대에 따라 혼인상태 및 독립여부
의 큰 차이가 있으므로, 혼인상태와 독립여부를 기본 축으로 하여 5세 구간별 연령대에 따른
청년 규모를 추정

∙ 버팀목 대출과 같은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정책대상을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자가 또는 비자가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청년 규모를 추정

∙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학업 및
취업여부에 따라 지원자격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규모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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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년층의 혼인상태 및 독립여부에 따라 청년 개인 소득과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포와 일정 소득 이하의 비율 및 대상가구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표 5 청년 대상 주거복지 정책 대상 규모 분석틀
구분

미혼
부모와 독립

부모 등과 동거

기혼

연령

만19~39세 이하
(5세 구간별)

○

○

○

점유형태

자가 /
비자가(임차, 무상)

○

○*

○

학업 및
취업여부

학업 / 미취업 / 취업

○

○

소득·자산

청년 /부모 소득
가구 자산

○

○

주: 부모 등과 동거시 점유형태는 부모 가구의 점유형태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03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규모
1) 연령구간별 청년 인구 규모
n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전체 인구는 5,163만 명이며, 이 중 만 19~39세인 청년인구
규모는 약 1,507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29.2% 수준

∙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는 내국인(군대 등 특별 조사구, 집단 가구 및 집단 시설 가구 포함)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며, 외국인은 제외

∙ 한편 2018년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 명 이며, 이 중 만 19~39세인 청년인구 규모는 약
1,47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28.4% 수준
-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지가 분명한 거주자,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거주불명자, 외국의 영주
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

∙ 2018년 기준 전체 인구는 주민등록인구가 총조사 인구보다 19.7만 명 많지만, 만 19~39세
청년 인구는 총조사 인구가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35.7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

n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연령기준을 기초로 분석한 연령구간별 청년 인구의 규모(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는 410.4만 명에서 1,507.1만 명 으로 차이가 있음

∙ 만 19~24세 이하(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410.4만 명
∙ 만 19~29세 이하(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762.4만 명
∙ 만 19~35세 이하(주거안정 월세대출) : 1,173.5만 명
∙ 만 19~39세 이하(행복주택 등) : 1,507.1만 명
n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기준인 만 15~29세 이하 인구의 규모(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는 977.8만 명임
- 동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시 적용되는 청년기준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의 규모(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는 1,311.8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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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령대별 청년 인구 수 : 2018년
인구 수

구분

연령구간별 인구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

전 체

51,629,512

51,826,059

15세 미만

6,542,808

6,628,610

15~19세

2,772,966

2,805,605

15세

475,000

493,626

16세

490,347

494,894

17세

562,714

559,205

18세

625,687

638,581

19세

619,218

619,299

3,484,744

3,414,902

20세

653,549

639,161

21세

679,469

670,613

22세

704,618

684,673

23세

718,178

707,318

24세

728,930

713,137

20~24세

25~29세

3,520,222

3,409,071

25세

734,460

709,738

26세

744,183

724,841

27세

703,979

702,366

28세

677,808

640,669

29세

659,792

631,457

3,339,755

3,189,361

30세

648,332

626,456

31세

653,907

618,363

32세

663,383

628,466

33세

671,141

653,494

30~34세

34세

702,992

662,582

4,106,922

4,080,782

35세

770,865

749,232

36세

837,148

823,253

37세

836,695

841,390

38세

853,119

838,252

39세

809,095

828,655

27,862,095

28,297,728

35~39세

40세 이상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

15~29세
9,777,932명

15~29세
9,629,578명

15~34세
13,117,687명

15~34세
12,818,939명

19~24세
4,103,962명

19~24세
4,034,201명

19~29세
7,624,184명

19~29세
7,443,272명

19~35세
11,734,804명

19~35세
11,381,865명

19~39세
15,070,861명

19~39세
14,713,415명

-

-

주: 인구총조사는 내국인(특별조사구, 집단가구 및 집단 시설 가구 포함)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
주: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년 연령 및 성별인구 (2020년 1월 19일 검색)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3);
행정안전부 2018년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년 1월 19일 검색)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

2) 혼인 및 독립여부 기준 청년 규모
n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20차년도(2017년) 자료의 가구 및 개인 데이터를 이용
하였으며, 개인용 데이터의 20차년도 횡단면가중치를 적용
- 개인의 혼인 상태는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며, 기혼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
는 경우를 모두 포함
- 부모와의 독립여부는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부모와 독립(분가)인 것으로 하였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 그 외의 경우
에는 부모 등과 동거5)로 설정함
표 7 연령구간별 혼인 및 독립여부 기준 청년 인구 비율
미혼
구분

기혼

합계

52.0%

33.9%

100.0%

9.2%

90.2%

0.7%

100.0%

20.9%

70.8%

8.3%

100.0%

17.9%

32.7%

49.4%

100.0%

10.5%

12.7%

76.8%

100.0%

소계

부모와
독립(분가)

부모 등과 동거

19~39세

66.1%

14.1%

19~24세

99.3%

25~29세

91.7%

30~34세

50.6%

35~39세

23.2%

주: 기혼의 경우 유배우 및 무배우 포함, 미혼 중 가구원과의 관계가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부모와 독립(분가)인
것으로 하였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부모 등과 동거로 설정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n 만 19~39세 청년 중 기혼자의 비율은 33.9%이며, 미혼자 중 부모와 독립하여 가구를 형성한
비율은 14.1%, 부모 등과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52.0%임

∙ 청년의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기혼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며, 미혼자의 경우에도 부모
등과의 동거 비율은 감소함
- 연령대별 기혼 비율은 19~24세 0.7%, 25~29세 8.3%, 30~34세 49.4%, 35~39세
76.8%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기혼 비율 증가
- 연령대별 미혼자의 독립(분가) 비율은 19~24세 9.2%, 25~29세 20.9%, 30~34세
5) 최연실(2014)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0~40대
의 인구 중 가구주인 부모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인 비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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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5~39세 10.5%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 등과 동거 비율은 감소하며, 독립
(분가)의 비율은 30세 이후 구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즉, 30~34세 구간 부터는 기혼 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혼자의 독립(분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기혼자 중 부모와 독립한 청년의 비율은 96.75%로 494.6만 명이며, 독립 가구를
형성하지 않고, 부모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은 3.25%로 16.6만 명 수준임
표 8 연령구간별 혼인 및 독립여부 기준 청년 규모
미혼
구분

소계

부모와
독립(분가)

부모 등과 동거

기혼

합계

19~39세

9,958,825

2,122,226

7,836,599

5,112,036

15,070,861

19~24세

4,076,055

375,812

3,700,243

27,907

4,103,962

25~29세

3,226,635

734,382

2,492,253

293,587

3,520,222

30~34세

1,689,582

597,943

1,091,639

1,650,173

3,339,755

35~39세

954,038

433,133

520,905

3,152,884

4,106,922

주1: 기혼의 경우 유배우 및 무배우 포함, 미혼 중 가구원과의 관계가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부모와 독립(분가)인
것으로 하였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부모 등과 동거로 설정
주2: 기혼의 경우 부모와 독립한 청년의 비율은 96.75%로 494.6만 명이며, 독립 가구를 형성하지 않고, 부모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3.25%로 16.6만 명 수준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년 연령 및 성별인구 (2020년 1월 19일 검색)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3);

n 만 19~39세 청년 중 기혼자는 약 511,2만 명이며, 미혼자 995.9만 명 중 부모와 독립하여 가구를
형성한 청년은 212.2만 명, 부모 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783.7만 명임

3) 혼인 및 독립 여부 기준 자가 거주 규모
n 만 19~39세 청년 중 기혼자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52.0%이며, 미혼 청년 중 부모 등과 동거하
는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은 70.6%,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 7.0%임

∙ 기혼 청년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 거주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미혼 청년 중 부모 등과 동거하는 경우에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 거주 비율이 소폭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며, 30세 이상 구간에서는 77%대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 거주 비율이 증가함

표 9 연령구간별 혼인 및 독립여부 기준 자가 거주 비율
미혼
구분

부모와 독립(분가)

기혼

부모 등과 동거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19~39세

7.0%

93.0%

70.6%

29.4%

52.0%

48.0%

19~24세

0.8%

99.2%

66.2%

33.8%

48.1%*

51.9%*

25~29세

4.0%

96.0%

73.2%

26.8%

30.4%

69.6%

30~34세

8.6%

91.4%

77.3%

22.7%

46.3%

53.7%

35~39세

15.1%

84.9%

77.6%

22.4%

56.9%

43.1%

주1: 주택점유형태 중 임차는 전세, 월세 및 사글세, 무상 등 기타를 모두 포함
주2: 만 19~24세 연령구간의 기혼자는 표본수가 많지 않아 분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 분석결과 혼인을 하지 않고,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대부분(93.0%)이 임차
등의 점유형태이며, 혼인을 통해 독립한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52.0% 수준임

n 만 19~39세 청년 중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기혼자는 245.3만 명이며,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
자는 427.5만 명으로 추정

∙ 만 19~39세 미혼 청년 중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며 비자가의 점유형태를 갖는 경우는 197.4
만 명, 부모 등과 동거하며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230.1만 명으로 추정
표 10 연령구간별 혼인 및 독립여부 기준 비자가(점유형태) 거주 규모
구분

미혼

기혼

합계

부모와 독립(분가)

부모 등과 동거

19~39세

4,274,920

1,974,094

2,300,826

19~24세

1,622,967

372,655

1,250,312

14,478

25~29세

1,372,403

705,227

667,176

204,219

30~34세

794,301

546,281

248,020

886,308

35~39세

484,395

367,817

116,578

1,358,893

2,453,266

주1: 주택점유형태 중 임차는 전세, 월세 및 사글세, 무상 등 기타를 모두 포함
주2: 만 19~24세 연령구간의 기혼자는 표본수가 많지 않아 분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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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 및 독립 여부 기준 미혼 청년 규모
n 만 19~39세 미혼 청년 중 취업자 비율은 51.6%이며, 미취업자 비율은 48.4%임

∙ 만 19~39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는
27.9%, 취업 상태이면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는 3.9%임

∙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미혼 청년 중 취업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며, 특히 19~24세의 경우
미취업자 중 대학(원) 재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n 만 19~39세 미혼 청년 중 취업자 수는 513.7만 명, 미취업자 수는 482.2만 명으로 추정

∙ 만 19~39세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 중 취업자는 191.0만 명이며, 미취업자는
21.2만 명 수준으로 독립(분가)한 미혼 청년은 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만 19~39세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 중 취업자는 322.7만 명이고, 미취업자는 460.9
만 명이며, 미취업자 상태이면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276.7만 명임

∙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취업자의 규모가 더 크고, 미취업자
중에서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1 연령구간별 취업 및 독립여부 기준 미혼 청년 비율
미취업자

구분

19~39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취업자

대학(원)재학

대학(원)재학

합계

전 체

48.4%

(28.0%)

51.6%

(3.9%)

100.0%

독립(분가)

10.0%

(0.8%)

90.0%

(3.6%)

100.0%

부모 등 동거

58.8%

(35.3%)

41.2%

(4.0%)

100.0%

전 체

74.1%

(56.3%)

26.0%

(5.6%)

100.0%

독립(분가)

10.7%

(0.2%)

89.3%

(7.4%)

100.0%

부모 등 동거

80.5%

(62.0%)

19.5%

(5.4%)

100.0%

전 체

37.2%

(10.9%)

62.9%

(3.7%)

100.0%

독립(분가)

12.2%

(1.5%)

87.8%

(2.6%)

100.0%

부모 등 동거

44.5%

(13.7%)

55.5%

(4.0%)

100.0%

전 체

21.0%

(3.9%)

79.0%

(0.9%)

100.0%

독립(분가)

9.4%

(0.8%)

90.6%

(1.4%)

100.0%

부모 등 동거

27.4%

(5.5%)

72.6%

(0.6%)

100.0%

전 체

19.4%

(0.0%)

80.6%

(2.5%)

100.0%

독립(분가)

6.6%

(0.0%)

93.4%

(5.0%)

100.0%

부모 등 동거

30.1%

(0.0%)

69.9%

(0.5%)

100.0%

주: 만 35~39세 연령구간의 미혼 청년의 경우 표본 수가 많지 않아 분석 결과 사용에 주의를 요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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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령구간별 취업 및 독립여부 기준 미혼 청년 규모
미취업자

구분

19~24세

25~29세

2,783,444

5,137,115

390,289

9,958,825

16,341

1,910,003

76,825

2,122,226

부모 등 동거

4,609,488

2,767,103

3,227,112

313,464

7,836,599

전 체

3,018,280

2,294,532

1,057,775

228,915

4,076,055

40,325

752

335,488

27,622

375,812

부모 등 동거

2,977,955

2,293,781

722,287

201,293

3,700,243

전 체

1,198,676

351,429

2,027,959

118,535

3,226,635

독립(분가)

89,374

11,236

645,008

19,094

734,382

1,109,302

340,193

1,382,951

99,441

2,492,253

355,217

65,260

1,334,365

14,534

1,689,582

독립(분가)

전 체

35~39세*

합계

212,223

독립(분가)

부모 등 동거

30~34세

대학(원)재학

4,821,710

전 체

19~39세

취업자

대학(원)재학

56,326

4,784

541,617

8,311

597,943

부모 등 동거

298,891

60,477

792,748

6,222

1,091,639

전 체

185,327

0

768,711

23,984

954,038

28,587

0

404,546

21,483

433,133

156,740

0

364,165

2,500

520,905

독립(분가)

독립(분가)
부모 등 동거

주: 만 35~39세 연령구간의 미혼 청년의 경우 표본 수가 많지 않아 분석 결과 사용에 주의를 요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5) 부모 등과 동거 하는 미혼 청년의 개인·가구 합산 소득 및 총소득 분포
n 만 19~39세 청년 중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 개인 연소득의 구간별 분포는 ‘1천만원 이하’
63.7%, ‘2~3천만원 이하’ 19.6%, ‘1~2천만원 이하’ 10.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만 19~39세 이하 청년 중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의 비율
이 58.8% 이므로, ‘1천만원 이하’ 의 비율이 6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자만을 대
상으로 추정한 연평균 소득은 2,319만원 수준임

∙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만 30~34세 이하, 만 35~39세 이하 구간에서는 연소득 2~3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만 19~39세 청년 중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개인 연소득의 경우 3천만원 이하가
93.9%(216.0만 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개인 소득
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표 13 연령구간별 부모 등 동거 미혼 청년 개인 소득 분포
구분

19~39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천만원 이하

63.7%

85.4%

49.9%

31.8%

33.6%

1~2천만원 이하

10.6%

8.2%

14.8%

10.5%

9.8%

2~3천만원 이하

19.6%

5.6%

28.8%

40.0%

37.4%

3~4천만원 이하

4.7%

0.9%

5.2%

13.4%

12.6%

4~5천만원 이하

1.1%

0.0%

1.1%

3.2%

5.2%

5~6천만원 이하

0.2%

0.0%

0.2%

0.5%

1.4%

6천만원 초과

0.1%

0.0%

0.1%

0.5%

0.0%

합계

100.1%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n 만 19~39세 청년 중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가구 합산 소득의 구간별 분포는 ‘4~5천만원
이하’ 12.7%, ‘5~6천만원 이하’ 12.5%, ‘6~7천만원 이하’ 12.4%의 구간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
내고 있음

∙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모 등 가구
구성원 전체의 합산 소득이 주거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이 될 수 있음

∙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100% 기준이 약 500만원이며, 이 경우 연소득 기
준으로는 약 6천만원 수준이 되므로 연소득 6천만원을 기준으로 정책대상 규모를 추정

∙ 만 19~39세 청년 중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 가구 합산 소득은 개인 소득과 다르게 상대
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고,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52.0%,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도 17.0%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만 19~39세 청년 중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 가구의 경우 부모 합산 소득까지 고려했을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수준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의 비중은 52.0%이며,
청년의 규모는 119.6만 명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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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령구간별 부모 등 동거 미혼 청년 가구 합산 소득 분포
구분

19~39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천만원 이하

1.4%

1.3%

0.6%

2.9%

3.6%

1~2천만원 이하

6.1%

6.3%

6.1%

4.7%

7.0%

2~3천만원 이하

8.5%

8.5%

5.7%

11.5%

15.7%

3~4천만원 이하

10.8%

12.2%

9.5%

7.5%

13.7%

4~5천만원 이하

12.7%

14.6%

9.5%

12.8%

12.6%

5~6천만원 이하

12.5%

12.5%

12.0%

14.9%

10.1%

6~7천만원 이하

12.4%

12.0%

15.5%

7.7%

10.1%

7~8천만원 이하

6.5%

6.3%

6.2%

7.3%

7.2%

8~9천만원 이하

7.4%

7.0%

9.6%

4.7%

5.2%

9천만원~1억원 이하

4.8%

3.6%

5.7%

6.1%

7.2%

1억원 초과

17.0%

15.8%

19.7%

19.8%

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표 15 연령구간별 부모 등 동거 미혼 청년 가구 합산 총자산 분포
구분

19~39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5천만원 이하

21.9%

25.2%

20.2%

14.3%

21.3%

0.5~1억원 이하

7.5%

8.7%

6.9%

7.1%

3.2%

1~2억원 이하

16.7%

17.7%

14.4%

18.3%

16.5%

2~4억원 이하

28.5%

24.9%

30.6%

32.5%

38.2%

4~6억원 이하

11.2%

10.0%

13.0%

11.3%

11.7%

6~8억원 이하

7.3%

6.9%

7.1%

10.0%

5.0%

8~10억원 이하

2.4%

2.6%

1.6%

3.3%

3.6%

10억원 초과

4.4%

4.1%

6.4%

3.3%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n 만 19~39세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 가구의 경우 총자산의 비중은 ‘2~4억원 이하’ 28.5%,
‘5천만원 이하’ 21.9%, ‘1~2억원 이하’ 16.7%의 순이며, ‘10억원 초과’의 비중은 4.4% 수준임

∙ 2017년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이 21,550만원임을 고려하여 총자산 2억원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 가구의 약 46.2%가 총자산 2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함

6)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개인 및 원가구 소득과 총자산 분포
n 만 19~39세 청년 중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개인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2~3천만원 이하’
46.6%, ‘3~4천만원 이하’ 19.4%‘1~2천만원 이하’ 13.4% 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만 19~39세 이하 청년 중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의 비율이
10.0% 이며, ‘1천만원 이하’ 의 비율이 11.9%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연평균 소득은 2,825만원 수준임

∙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은 부모 등과 동거하는 미혼 청년에 비해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으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비중이 71.9%,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97.4% 수준임

∙ 분석 결과 만 19~39세 청년 중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 197.4만 명 중 개인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71.9%(141.9만 명)로 추정됨

표 16 연령구간별 독립(분가) 미혼 청년 개인 소득 분포
구분

19~39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천만원 이하

11.9%

13.9%

13.4%

9.4%

11.2%

1~2천만원 이하

13.4%

15.7%

16.2%

12.0%

8.7%

2~3천만원 이하

46.6%

62.4%

42.4%

50.7%

33.5%

3~4천만원 이하

19.4%

7.7%

18.8%

22.4%

26.8%

4~5천만원 이하

6.1%

0.0%

7.8%

3.3%

12.7%

5~6천만원 이하

2.1%

0.0%

1.4%

0.6%

7.2%

6천만원 초과

0.4%

0.3%

0.0%

1.5%

0.0%

합계

100.1%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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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만 19~39세 청년 중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가구 총자산의 구간별 분포는 ‘5천만원 이하’
86.6%, ‘0.5~1억원 이하’ 5.0%, ‘1~2억원 이하’ 3.9% 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은 대부분 임시거처인 경우가 많고, 자산의 형성이 어려우므로, 총
자산 5천만원 이하 비중이 86.6%수준이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총자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만 35~39세 연령대의 총자산 1~2억원 이하의 비중은 12.7% 수준임

∙ 특히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많은 만 19~24세의 경우 총자산 5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연령구간별 독립(분가) 미혼 청년가구 총자산 분포
구분

19~39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5천만원 이하

86.6%

99.2%

92.2%

80.1%

75.2%

0.5~1억원 이하

5.0%

0.8%

3.8%

7.7%

7.3%

1~2억원 이하

3.9%

0.1%

0.7%

3.7%

12.7%

2~4억원 이하

3.8%

-

2.9%

7.8%

3.3%

4~6억원 이하

0.3%

-

0.4%

-

1.4%

6억원 초과

0.4%

-

0.8%

-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100.0%

n 만 19~39세 청년 중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원가구 소득 구간별 분포는 ‘2~3천만원 이
하’ 20.3%, ‘3~4천만원 이하’ 15.7%‘1~2천만원 이하’ 12.5% 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표 18 연령구간별 독립(분가) 미혼 청년 원가구 소득 분포
구분

19~39세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천만원 이하

3.7%

3.2%

4.0%

3.1%

6.3%

1~2천만원 이하

12.5%

11.7%

8.2%

17.4%

20.9%

2~3천만원 이하

20.3%

31.1%

13.1%

23.0%

16.7%

3~4천만원 이하

15.7%

20.0%

13.9%

15.9%

11.9%

4~5천만원 이하

11.0%

3.4%

12.4%

14.7%

12.9%

5~6천만원 이하

9.0%

2.6%

11.7%

7.4%

20.3%

6~7천만원 이하

5.6%

4.3%

9.7%

2.2%

0.0%

7~8천만원 이하

8.9%

9.0%

11.8%

6.8%

0.0%

8~9천만원 이하

6.3%

6.6%

5.9%

5.4%

11.0%

9천만원~1억원 이하

0.9%

0.0%

1.3%

1.3%

0.0%

1억원 초과

6.0%

8.1%

8.0%

2.9%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독립한 미혼 청년의 원가구 소득은 독립한 미혼 청년 415개 표본 중 원가구의 데이터가 있는 307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2017년) 가구 및 개인 데이터

∙ 만 19~39세 청년 중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가구 합산
소득으로는 부모의 소득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원가구 데이터와
매칭을 통해 분가하기 전 원가구의 소득을 파악함

∙ 만 19~39세 청년 중 분가 전 원가구의 소득은 개인 소득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
고 있고,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72.3%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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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및 정책제언

n 청년 주거정책의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하며, 2018년 인구총조사 분석
결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약 1,507.1만 명임

∙ 청년 정책 대상 규모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를 가장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책 내용 및 규정에 따라 대체로 5세 단위로 조정되므로, 만 15~39세를
기준으로 5세 구간별 대상가구 규모 추정이 필요함

∙ 한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비롯한 주거지원 정책에서는 정책 대상 연령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5세 구가별
대상 가구 규모 파악이 필요함

∙ 2018년 인구총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약 1,507.1만 명,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은 약 762.4만 명임

n 현행 청년 연령 기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령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연령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 기준도 주거지원
정책과 타부처 정책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바람직

∙ 주거지원 정책에서는 민법상 성년을 요건을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

∙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생활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 영역에서 정책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소득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고용,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가구의 소득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하지만 주거지원정책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아닌 소득을 사용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
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주거대출 등 금융지원의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타부
처 복지서비스간 연계가 쉽지 않으므로 향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화가 바람직함

n 복지서비스의 소득 기준 중 청년층 정책대상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어려
운 경우 부모와의 합산 소득 또는 가구구성원 전체의 합산 소득을 사용하며, 신혼부부 및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소득 또는 세대 합산 소득을 사용

∙ 이와 같이 청년층의 정책대상 설정시 본인 소득과 함께 부모 소득을 고려하는 것은 가족간의
부조를 가정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현재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n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만 19~39세 이하인 전체 청년에서 기혼자는 약
511.2만 명(33.9%), 미혼자 중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은 약 212.2만 명(14.1%), 부모
등과 같이 거주하는 청년은 약 783.7만 명(52.0%)으로 추정됨

∙ 점유형태 측면에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중 기혼자의 비자가 거주 비율은 48.0%로 비자
가에 거주하는 기혼청년의 규모는 약 245.3만 명으로 추정됨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비자가 거주 비율은 93.0%(197.4만 명)이고, 부모
등과 같이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비자가 거주 비율은 29.4%(230.1만 명)으로 추정됨

∙ 청년 무주택 세대주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혼 청년 중 무주택자,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 중 무주택자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부모와 동거하
고 있는 미혼 청년도 잠재적인 대상 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n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중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 취업자의 비율(90.0%)이 상대적으
로 높고, 부모 등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취업자의 비율(58.8%)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만 19~39세 이하인 미혼 청년 중 부모 등과 같이 거주하는 취업자는 322.7만 명으로 규모가
크므로, 이들이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또한 부모 등과 동거하며 미취업 상태(학업 제외)인 만 30세~39세 청년의 규모는 45.6만
명으로 이들의 경우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모의
소득․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에는 향후 생활지원 등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임

n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중 부모 등과 같이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 개인의 연소득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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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비중이 93.9%이며, 1천만원 이하가 63.7%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부모 등과 같이 거주하는 미혼 청년은 미취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이 낮지만 부모 등 가구합산 소득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52.0%이며, 개인
소득과 달리 연소득 구간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

∙ 또한 부모가구의 총자산은 2억원 이하 비중이 46.2%이며, 5천만원 이하 비중이 21.9%로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청년 개인에 대한 주거지원
보다는 청년을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n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중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 개인의 연소득은 3천만원 이하
의 비중이 71.9%,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97.4%로 대부분을 차지함

∙ 만 19~39세 이하인 독립하여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 미취업자 비율도 10.0%로 상대적
으로 낮고, 취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825만 원 수준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에 비해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함

∙ 하지만 만 19~39세인 독립한 청년 가구의 총자산은 5천만원 이하가 86.6%이고, 만 35
세~39세의 경우에도 총자산 1억원 초과의 비중이 17.4%로 높지 않음

∙ 즉, 기혼가구가 아닌 청년 미혼가구의 경우 독립하여 거주할 때, 대부분 임시거처인 경우가
많고, 자산의 형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을 예상할
수 있음

∙ 한편 만 19~39세 청년 중 분가 전 원가구의 소득도 개인 소득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고,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72.3% 수준임

n 분석결과 만 19~29세 또는 만 19~39세 청년에 대해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설정하
는 경우와 본인 소득 및 부모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 정책대상의 규모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함

붙임 타부처 청년 대상 복지정책 현황

n 타부처의 청년 대상 복지 서비스 사업은 교육 및 교육대출, 고용, 생활지원, 건강의 영역으로 구분

∙ 청년대상 복지서비스 사업 중 일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
∙ 교육영역의 복지서비스는 국가근로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등 대학생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
는 장학사업이며, 교육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임

∙ 교육 및 교육대출 영역에서는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농촌출
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사업에서 소득기준 존재
-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은 소득기준을 가구소득 8구간
(분위) 이하로 규정하며, 이때 소득구간은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적용6)
※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배율로 해당 소득구간에 적용

- 가구소득 8구간(분위)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이며, 이는 4인가구 기준
922.7만원 수준임(2019년 기준)
표 1 학자금 지원사업 중 소득구간(분위) 활용 사업의 소득 구간
소득구간(분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배율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30% 이하

30%~50% 이하

50%~70% 이하

70%~90% 이하

90%~100% 이하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0%~120% 이하 120%~150% 이하 150%~200% 이하 200%~300% 이하

10구간
300% 초과

자료: 한국장학재단, 2018. 2018년 2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산정지침.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2019년 1월 19일 검색)

6) 한국장학재단, 2018. 2018년 2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산정지침.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2019년 1월 1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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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467,040

6,320,544

7,174,048

8,027,552

주: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자료: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표 3 청년 대상 복지 서비스 사업 및 소득기준 여부
구분

교육

교육
대출

고용

생활
지원

건강

대상

소득기준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대학생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고교생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대학생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학생

인문100년장학금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대학생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대학생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대학생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생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생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내일배움카드제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 예비창업자 및 2년 미만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여성 창업 경진대회

여성 예비창업자 및 5년 미만 여성기업

일학습병행

고등학생‧대학생‧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생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이룸학교

청소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해외취업 지원

청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국가건강검진제도(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제도

-

○

○

○

○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p.343 표를 인용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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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교육 및 교육대출 영역의 복지서비스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원 대상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소득 8구간(기준 중위소
득 200% 이하)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음
- 단,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고용영역의 복지서비스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내일배움카드제가 있고, 예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기업 종합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음

∙ 또한 청소년 대상의 내일이룸학교, 대학생 대상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복지서비스가 있음

∙ 고용영역의 복지서비스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경
우 본인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존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34세 이하 미취
업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본인 연소득의 하한을 두고 있으며, 민간해외취업 알선 지원금은 본인
연봉이 2,400만원 이상,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은 본인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인 8구간 소득
이하 가구원을 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고용 영역의 복지서비스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120% 이하로 취약계층 또는
중소득층으로 설정하고 있음
- 단, 해외취업 지원 사업 중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소득 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음

∙ 생활지원 영역의 복지서비스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희망복지지원단 틍합사례관리사업이
있고, 건강영역의 복지서비스는 국민건강검진제도, 건강보험제도 등이 있음

∙ 이 중 생활지원 영역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n 정리하면 교육, 고용, 생활지원 등 청년 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고려
되는 대학생, 미취업자,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소득이 아닌 지원 대상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지원대상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교육 및 교육 대출 영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사업은 가구의 소득기준을 소득 8구간 이하로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 관련 복지서비스와 긴급복지 지원제
도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5% 이하로 낮게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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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년 대상 복지 서비스 사업 지원내용 및 소득·자산 기준
구분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교 [Ⅰ,Ⅱ유형, 다자녀]
육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교
육
대
출

대상
대학생

지원내용

소득 및 자산

소득 8구간(분위) 이하(긴급한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
지급(시급 교내 8,350원, 교외
봉사유형, 농·산·어촌 근로 시
10,500원, 학기당 최대 450시간)
소득구간 적용 배제 가능)

대학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소득 8구간(분위) 이하

고교생

학업장려비 지원
(고2 월 50만원, 고3 70만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인문100년장학금

대학생

학기당 등록금 전액,
생활비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당 200만원)

대학 자체 규정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대학생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가구소득 8구간 이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간
300만원 한도 내 연
2.2%(변동금리) 대출

소득 8구간 이하(다자녀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적용 제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18~34세) 300만원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졸업‧중퇴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2년이내
50만원의 취업성공금 지급,
미취업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청년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Ⅰ유형) 만 18~69세 대상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중소득층 및 취약계층 :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성원
Ⅰ유형 : 만 18~69세 대상
(4인 기준 276만 8,122원)
중소득층 및 취약계층
Ⅱ유형 :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Ⅱ유형) 중·장년층의 경우 :
청년층 및 만 35~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구성원
(4인 기준 461만 3,536원)
중·장년층

청년

(K-Move 스쿨) 맞춤형
교육과정, 교육비 등 1인당 단기
580만원, 장기 800만원 지원;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금)
연봉에 따라200~300만원 지원;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취업
1개월 후 300만원, 취업 6개월 후
200만원, 취업 12개월 후
300만원 지원

고
용

해외취업 지원

생
활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
원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기준 553만 6,243원)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서비스
생계유지
300만원 한도 내 지원,
곤란
임시거주지 및 주거비용 지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 이용서비스
제공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금 :
본인 연봉 2,400만원 이상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
본인 연봉 1,500만원 이상인
8구간 소득 이하 가구원
(월 710만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자산: 대도시 1.88억원 이하,
중소도시 1.18억원 이하,
농어촌 1.01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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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배경 및 목적
n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53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 1건당 평균 약 1.2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음

∙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약 53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
음

∙ 침엽수림이 많은 한국에서는 주로 수관화1)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
는 위험한 계절은 관계습도가 가장 낮은 3~5월 사이로, 이 기간에 연간 산불 발생 총건수의
78%가 발생하고 있음2)

표 1 최근 5년간 산불통계
항목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건)

492

623

391

692

496

면적 (ha)

137

418

378

1,480

894

건당 피해면적 (ha)

0.3

0.7

1.0

2.1

1.8

피해재적 (㎥)

6,962

31,591

6,647

224,172

100,710

피해금액 (백만원)

9,285

20,480

15,721

80,150

48,583

출처: 산림청 2018 산불통계연보(http://www.forest.go.kr, 접속일자: 19.10.11.)

n 국가 입장에서 산불은 재난인 동시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초대형 행정업무

∙ 넓은 면적에서 재산 및 산림자원에 큰 피해를 주는 산불 같은 대형 재난사고는 초기 대응부터
진화, 피해면적 산출, 복구 및 모니터링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요구됨

∙ 산림청(중앙)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불 발생시 중앙산불방
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각 시·도에 산재한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산불방지 대

1) 산불의 종류는 지중화(地中火), 지표화(地表火), 수관화(樹冠火), 수간화(樹幹火) 등이 있으며, 이 중 수관화(樹冠火)는 화세도 강하고
진행속도가 빨라 산불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며, 일반적으로 활엽수보다 침엽수림에서 발생함
2) 산림청 - 산불조사 실무 매뉴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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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산림청에서는 매년 기상 전망, 사회·문화적 여건, 정책추진 여건 등을 분석하여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음3)

∙ 그러나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산불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
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n 산림청의 「2019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계획 중 한 가지는 ‘산불현장 영상 모니터링 시스
템을 활용한 체계적 산불관리’

∙ 산불현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넓은 범위에서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산불현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공간정보기술 및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해 살펴보고, 산불대응체계에 공간정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n 재난대응체계에서의 공간정보 적용가능성 파악필요

∙ 본 연구에서는 재난대응체계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재난대응체계에서의 공간정보 적용가능성을 파악해보고자 함

∙ 또한, 실제 산불발생 지역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불피해지역의 피해면적을 계산
해보고, 국토지표를 활용하여 사회·경제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

3) 산림청 – 2019 산불방지 종합대책

02 재난대응체계 연구동향

1)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 양철근(2017)4)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산불진화에 대한 통합적인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함
- 현재의 산불대응체계는 현장대응 미숙, 이원화된 지휘체계,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함
- 개선방안의 한가지로 산불영상정보 활용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면 산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현장지휘 및 합동대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였음

∙ 허대욱(2016)5)은 재난대응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휘체계방안에 대해
제시함
-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여러 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현장 지휘 및 통합조정 등이 어려워 효과적인 재난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분석하였음
- 제시된 방안에서는 협력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며, 재난관련 정보의 통합 및 공유가 중요
하다고 하였음
- 또한 최첨단 IT 장비 확충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 재난대응에 위성영상자료 및 공간정보 활용 연구
∙ 국내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음
- 박병욱(1997)6)은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토지피복분류를 하고, 중첩분석을 통해 홍수 및

4) 우리나라 산불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7, 서울시립대학교, 학위논문
5)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현장지휘체계 개선방안, 2016, 광운대학교, 학위논문
6) 박병욱,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자연재해분석에 관한 연구, 1997,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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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대해 분석하였음
- 손영선(2006)7)은 LiDAR 자료로 DEM을 생성하고 위성영상을 중첩하여 면적 및 산림피
해액을 분석하였음
- 최승필(2006)8)은 산불 직후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불 피해정도를 분류하였음
- 강준묵(2010)9)은 산불발생 전·후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산불피해지역의 면적을 산출하
였으며, 수치임상도와의 중첩분석을 통해 피해지역 산림의 피해량을 효과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 공간정보, 특히 GIS 데이터인 ESRI Shape(‘.shp’)를 활용하여 재난피해를 분석한 연구로는
조명희(2001)10), 이시영(2002)11), 김대영(2014)12) 등이 있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국내위성자료를 이용한 재난관리 활용방안 연구(2014)'를 통해
국내 위성자료를 활용한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적용성을 분석하였음
- 재난관리 업무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전조감지, 현장정보 수집, 지속적인 모니터링 성과
는 준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
으며,
- 특히나 산불 발생 이후에 위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불 탐지에
서부터 피해분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 이외에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홍수피해, 지진피해 등을 분석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음13)
- 이러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재난대응체계의 공간정보적용가능성은 매우 높다
고 볼 수 있음

3) 산불 발생 및 재난대응 프로세스 분석
7) 손영선, LiDAR 자료 및 SPOT-4 위성영상을 활용한 산불피해 분석, 2006, 대한토목학회논문집
8) 최승필, 위성영상 자료에서 요인분석에 의한 산불 피해 지역 추출, 2006,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9) 강준묵, 위성영상을 이용한 산불재해 분석, 2010, 한국측량학회지
10) 조명희, GIS를 이용한 산불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2001,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1) 이시영, GIS 를 이용한 산불피해지역 특성분석, 2002,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 김대영, GIS를 이용한 산불발생의 공간적 분석, 2014, 국토지리학회지
13) 조명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HAITI 지진 피해 분석, 2011, 한국방재학회

∙ 정부에서는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기상청예규 제3호,
2016. 4. 13.)」을 시행하고 있음

∙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면 [그림 1]과 같이 산불비상대책본부을 구성하여 진화될 때까지
진두지휘하고 있음

∙ 또한 각 지방산림관리청에서는 「산불진화 현장지휘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각 실무담당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그림 1 산림청의 산불진화체계(출처: 산림청)

출처: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접속일자: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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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

출처: (구)국민안전처 위기관리 매뉴얼을 저자 재작성

∙ 산불이 발생했을 때의 초기대응부터 상황종료까지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위 [그
림 2]와 같음

∙ 산불발생(상황접수 및 전파)
- 먼저 상황접수 및 초기상황 파악(원인, 피해내용, 현장조치사항 등)
- 초기상황에 따라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면(피해 확대 가능성 파악) 상위부서 혹은 기관
장, 유관기관 및 언론을 통해 초기상황을 보고하고 전파

∙ 초기대응
-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초기피해를 확인하고 주변시설물 및 인명대피 등의 대응 필요
- 초기상황에서 변화된 상황들(심각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을 전
파하고 추가피해 및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 초기 산불에서 진화되면 관련 보고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황이 종료되나,
대형산불로 확산될 경우 재난본부가 설치됨

∙ 재난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산불이 대형화되면 장·차관 또는 산불대응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
고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함

- 대국민 브리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상황보고서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대변인을 통해 관련 상황을 발표

∙ 산불관리 및 진화
- 산불피해 및 진화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불상황보고서를 작성 및 전파
- 진화 이후 대통령, 총리 등 주요 인사의 현장 방문을 대비해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소방
대 및 군·경·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산불을 진화함

∙ 피해보고서 작성 및 피해수습 지원
-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는 피해파악 및 복구지원을 위해 산불조사·감식 수행
- 장·차관의 지시를 통해 피해지역 및 이재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피해규모 파악
- 피해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은 산림청 규정(산림청 훈령 제1200호 「산불관리통합규정」의
제33조)에 따라 피해면적 산정을 현장에서 목측, 실측 또는 항공사진,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 의하여 피해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면적이 10ha 이상인 경우는 GPS 측량장비로 피해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4) 산불대응체계의 문제점
∙ 앞서 살펴본 간략한 산불대응체계에서는 산불대응메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산불대
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 단계에서 작성되는 상황보고서 및 고위급 인사 브리핑 등 행정적
소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피해면적 산정과정에서 목측, 실측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력의 직접투
입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음
- 실측 방법은 넓은 범위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대한 산불피해파악
방법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임
- 항공사진은 절차상 비행승인, 촬영승인, 보안성 검토 등 거쳐야할 절차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며, GPS 측량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실측방법처럼 인적 자원의 소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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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현재의 산불 재난 대응 프로세스 및 산림청 규정에 의한 피해면적 산정 등의 방법은
많은 행정적 소요와 인력 소요 등이 예상됨
- 재난대응체계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 이후 피해면적 및 산림·재산 피해액 산정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공간정보기술을 비롯한 IT 분야 정보기술을 활용
할 필요가 있음

03 2019년 강원도 산불 분석방법론
1) 연구지역 선정
∙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최근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같은 해 4월 4일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
을 시작해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동해시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임14)
- 강릉·옥계 지역의 산불은 같은날 23시 46분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15) , 4월 5일
오후 4시 54분에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으며, 이어 4월 6일 오후 12시 25분에 강원도 고성
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

∙ 한국의 다용도위성을 관리하고, 위성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산불피해지역의 컬러 합성 위성영상을 자체적으로 공개하였음[그림 3]
- 공개된 영상을 참고하여, 피해면적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강릉·옥계’ 지역을 분석지
역으로 선정하였음
그림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개한 강원도 산불지역 위성영상(강릉-옥계지역)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https://www.youtube.com/watch?v=0YaAALVMdmw, 접속일자: 19.10.11.)

14)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32034
15)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8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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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구득
∙ 먼저 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다목적활용위성의 촬영 궤도 및 영상 촬영 시기를 문의하였음
- 문의한 결과 동일한 위성에서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영상이 없어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에
촬영된

‘KOMPSAT-3(촬영일

19.03.08)’

영상과

산불발생

직후에

촬영된

‘KOMPSAT-3A(촬영일 19.04.05)’ 영상을 구매 요청하였음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경우 보안시설이 영상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영상을 제공받기
전, 위성영상의 보안심의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을 통해 보안심의를 받았음
- 관련된 법령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최종적으로 구득한 영상은 총 2매이며, 공간해상도는 픽셀당 약 3m
- 기본적으로 Red, Green, Blue 가시광선 파장대역 3개의 밴드영상과 NIR(Near
Infra-red, 근적외선) 밴드의 영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4]와 [그림 5]는 가시광선 대역으
로 영상을 가시화한 그림임

그림 4 3월 8일 KOMPSAT-3 영상(강릉-옥계지역)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구득

그림 5 4월 5일 KOMPSAT-3A 영상(강릉-옥계지역)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구득

3) 데이터 보정
∙ 어떠한 객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대상 객체 이외의 외부 객체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객체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음

∙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이란 영상좌표계16) 혹은 객체좌표계17)로 정의된 데이터
(영상 및 지리공간자료)를 현실의 좌표계로 투영하여 실제 좌표를 부여해주는 작업임

∙ [그림 6]은 제공받은 2장의 영상을 GIS 프로그램인 QGIS(Quantum GIS)18)에서 확인하였
을 때,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영상을 가지고 중첩분석을 위해 영상의 좌표
를 보정하는 Georeferencing을 수행한 내용을 표현한 그림임

16) 영상 혹은 이미지의 좌상단 모서리를 (0,0) 좌표로 설정하는 직각좌표계로, y좌표는 영상의 아래방향으로 증가한다.
17) GIS 데이터의 요소인 점(point), 선(polyline), 면(polygon) 등 객체에서 정의된 상대적 직각좌표계
18) QGIS, http://www.qgis.org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지역 피해규모 산정 방법 실험 연구․ 197

그림 6 Georeferencing 예시

출처: 저자 작성

4) NBR(Normalized Burn Ratio, 정규산화율 지수)
∙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불영역을 탐지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
고 있으며,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정규식생지수) 또는 NBR
을 사용하고 있음19)
- 본 연구에서는 NDVI와 NBR 두 방식 모두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음

∙ NBR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수식 1)
  

∙ NBR 산식을 위성영상에 적용시켜 산불영역을 탐지하는 원리는 산불로 전소된 지역의 피해
가 클수록 식생의 엽록소 양과 수분이 감소하는 것에서 착안한 것임

∙ Landsat 위성영상은 가시광선영역을 포함하여 근적외선(NIR), 단파장적외선(SWIR,
Short Wave Infra-Red) 등 다양한 파장영역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NBR 분석이 간단
하게 가능함

19) 이수진, Sentinel-2 영상 기반의 FBI(Fire Burn Index) 개발 및 우리나라 산불피해지역 탐지 실험, 2017,

-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득한 다목적활용위성 KOMPSAT-3, KOMPSAT-3A 위성영상은
SWIR 대역을 가지고 있지 못함
- 그렇기 때문에 SWIR 영상과 유사한 밴드영상을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함
- 김천(2008)20)은 TCT(Tasseled Cap Transformation, 태슬모자변환)21)을 활용하여
SWIR 파장대역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위성영상의 정규산화율지수를 계산하고 평가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NBR 분석을 수행하였음

5)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정규식생지수)
∙ NBR과 유사하게 NDVI는 근적외선(NIR, Near Infra-red) 파장대역의 반사율을 이용해
식생의 생장 상태를 지수화한 것임22)
- 식물의 엽록소는 광합성을 위해 가시광선을 강하게 흡수하고, 반면 잎의 세포구조는 NIR
을 반사함
- 따라서 식생의 잎이 많을수록 NDVI가 크게 나타나게됨
- 반대로 식생이 전소된 지역의 NDVI는 작게 나타난다기 때문에 산불피해지역을 파악할
수 있음

∙ NDVI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수식 2]
   

6) 영상처리 및 분석(Imageprocessing)
∙ 앞서 설명한 NBR, NDVI를 활용하여 산불피해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촬영된 영상과 산불이 발생한 후의 영상을 비교 분석해야 함

∙ 두 영상의 차(difference)는 수학기호 Δ(Delta)로 표현할 수 있음
- 즉, ΔNBR 과 ΔNDVI를 계산하면, 피해지역은 Δ값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피해가 적은

20) 김천, IKONOS 화상 기반의 산불피해등급도 작성을 위한 정규산불피해비율(NBR) 평가, 2008,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1) 위성영상에서의 식생변화관찰을 위해 고안된 이미지 밴드의 선형 조합식으로, 원본 위성영상에 존재하지 않는 파장대역 영상을
추정가능함
22)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Normalized_difference_vegetation_index 접속일자: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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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Δ값이 작게 나타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MathWorks 사의 MATLAB을 활용하여 영상처리를 수행함
- 먼저 변화값(Δ)을 계산하고, 유사한 값을 가지는 픽셀들을 Floodfill23)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Image Boundary를 생성하였고, 생성된 경계를 통해 피해면적을 계산함

23) 다차원 배열의 어떤 칸과 연결된 영역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일정 범위 내 유사한 값을 가지는 픽셀을 연결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추출하는 방법

04 2019년 강원도 산불 분석 결과
1) 피해면적 산출 및 시각화
∙ 산불이 발생한 이후 행정안전부의 안전관리 일일현황 발표자료 및 산림청 산불통계, 신문기
사 등을 추적한 결과 2019년 7월 16일 집계된 강릉 옥계지역의 최종 피해면적은 1033㏊(국
유림 47㏊,사유림 986㏊)24)
- 최초 잠정집계된 피해면적은 589ha25)이었으며, 이후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면적이 늘어
나거나 변하였음26)
그림 7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강릉·옥계지역 산불피해지(714.8ha)

출처: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01547079133 접속일자: 2019.09.20.)

24) 연합뉴스(2019.07.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106800062?input=1195m
25) 강원도민일보(2019.04.22.)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64142
26) 조선일보(2019.05.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1/2019050101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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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NBR 분석방법론대로 TCT를 활용하여 SWIR 영상을 생성하고, 산불 전후 각 영상의
NBR을 계산한 후, 산불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차이(ΔNBR)를 계산함

∙ 비슷한 픽셀값끼리 영역을 생성하는 Floodfill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경계를 추출하였고, 경
계 내에 ΔNBR 분포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부터 피해가 적은 지역까지의 영역을 피해강도
(Burn severity)27)에 따라 구분하였음[그림 9]
그림 8 ΔNBR 및 Floodfill을 이용한 경계추출

출처: 저자 작성

∙ [그림 9]처럼 픽셀들을 DN값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면적을 계산하였음
∙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총 면적은 1075.33ha 로 나타났음
- 타지않은곳(Unburned)으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하면 약 1050.78ha의 피해면적이 계산됨

27) 산불진화 후의 피해특성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ΔNBR의 구간에 따라 피해정도를 구분 (Morgan et al. 2001; Key
et al, 2002)

그림 9 ΔNBR 피해등급 분류 시각화

출처: 저자 작성

표 2 ΔNBR 피해등급표 및 피해 면적
피해등급

㎢

헥타르

타지않은곳(Unburned) (ΔNBR < 0.1)

0.25 ㎢

24.55 ha

4등급(Low-severity burn) (ΔNBR 01. to 0.27)

1.23 ㎢

122.94 ha

3등급(Moderate-low severity burn) (ΔNBR 0.27 to 0.44)

3.93 ㎢

393.27 ha

2등급(Moderate-high severity burn) (ΔNBR 0.44 to 0.66)

5.17 ㎢

516.74 ha

1등급(High-severity burn) (ΔNBR > 0.66)

0.18 ㎢

17.83 ha

합계

10.76 ㎢

1,075.33 ha

출처: 저자 작성

∙ 산불피해지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컬러 합성 위성영상과 추출된 경계를 중첩하여
[그림 10]와 같이 시각화하였음
- 육안으로 확인되는 산불피해지역인 검은색 영역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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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컬러 합성 위성영상과 ΔNBR로 추출된 경계선 시각화

출처: 저자 작성

∙ ΔNBR 분석과 마찬가지로 ΔNDVI 결과를 분석하였음
- [그림 11]과 같이 ΔNDVI 영상을 계산하였고, 경계를 추출하였음
- 또한 [그림 12],[표3]과 같이 피해강도(Burn severity)에 따라 구분하였음

∙ 분류된 픽셀별 DN값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면적을 계산한 결과, 총 면적은
1,294.68ha로 계산되며, 타지않은곳(Unburned)으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하면 약
1159.68ha의 피해면적이 계산되었음
표 3 ΔNDVI 피해등급표 및 피해 면적
㎢

헥타르

타지않은곳(Unburned) (ΔNBR < 0.1)

피해등급

1.35 ㎢

135.00 ha

4등급(Low-severity burn) (ΔNBR 01. to 0.27)

3.26 ㎢

325.97 ha

3등급(Moderate-low severity burn) (ΔNBR 0.27 to 0.44)

3.52 ㎢

352.45 ha

2등급(Moderate-high severity burn) (ΔNBR 0.44 to 0.66)

4.65 ㎢

465.44 ha

1등급(High-severity burn) (ΔNBR > 0.66)

0.16 ㎢

15.82 ha

합계

12.94 ㎢

1,294.68 ha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1 ΔNDVI와 추출된 경계선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2 ΔNDVI값에 따른 피해등급 분류표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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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R 분석과 마찬가지로 컬러 합성 위성영상과 추출된 경계를 함께 [그림 13]과 같이 가시화
하였음
- ΔNDVI로 추출된 경계 또한 양호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13 컬러합성 위성영성과 ΔNDVI 결과로 추출된 경계선 시각화

2) 국토지표를 활용한 사회경제 현황 분석
∙ 국토조사를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인 국토지표는 국토계획 또는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토지이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 국토지표는 국토기본법 제25조(국토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기/수시조사하고 있음

∙ 특히 격자기반 국토지표는 행정구역 기반의 지표와 달리 국토 현황의 변화를 세밀하게 측정
및 비교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의 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에서 행정구역 내 미시적인변화 또

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활용성이 높음
- 또한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통해 여려 행정구역에 걸친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분야 등의
통계를 살펴볼 수 있음

∙ 이러한 국토지표의 장점을 바탕으로 앞서 분석·추출된 경계인 산불피해지역(강릉시 옥계면
및 동해시 망상동 일원)의 인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통계를 계산하여 사회지표
적 산불피해정도를 살펴보고자 함28)

∙ [표 4]에서 산불피해지역의 인구기초통계를 살펴보면, 피해지역내 총 257명이 거주하고 있
었으며, 인구의 대부분은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음

∙ 산불피해지역의 격자통계지도를 보면 [그림 14], 인구의 대부분이 피해지역의 가장자리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 피해지역 동쪽에 총인구 및 고령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 격자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에는
실버타운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그림 15]

표 4 산불피해지역 기초통계(인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초등학생인구

유소년인구

유아인구

합계

257.00

117.00

94.00

0

0

0

평균

16.06

9.75

15.67

0

0

0

최대

55.00

18.00

49.00

0

0

0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격자지표) (http://map.ngii.go.kr/, 접속일자: 19.09.02.)

28) 현재 격자 인구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5인 이하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과소지역에 대해선 Masking처리를 하고 있음.
2018년 국토조사 성과에 따르면 연구지역의 인구과소지역격자는 10개로 확인되기 때문에 모든 인구지표는 최대 50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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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산불피해지역의 인구분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5 실버타운 위치

출처: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접속일자: 19.10.11.)

∙ [표 5]에서처럼 피해지역의 건축물 현황의 경우, 총 170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노후건물 70
개, 산불지역에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이 총 건물수의 31.76%인 54개 분포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음
- 건물의 분포를 [그림 16]에서처럼 지도화를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산불피해지역

의 북쪽 가장자리와 산불피해지역의 중앙을 지나며 분포하고 있음
- 거주인구 및 고령인구수가 가장 높은 격자와 그 주변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위치해 있
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버타운 홈페이지29)를 통해 산불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5 산불피해지역 기초통계(건물)
건축물수

노후건물

철근

목조건물

합계

170.00

70.00

24.00

54.00

평균

2.21

1.89

1.20

1.74

최대

16.00

15.00

4.00

7.00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격자지표) (http://map.ngii.go.kr/, 접속일자: 19.09.02.)

그림 16 산불피해지역의 건축물 분포

출처: 저자 작성

29) 동해실버타운 (http://www.donghaesilver.com/ 접속일: 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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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정리
∙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강릉·동해 지역의 피해면적은 ΔNBR 기준 1050.78ha, ΔNDVI 기준
1159.68ha임
- 정부에서 발표된 1033ha와 유의미한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도출되었음

∙ 발표에 따르면 소실된 건축물은 125동이며, 이재민은 128명 발생하였음30)
- 격자통계에서 실버타운에 입주한 인구 및 고령인구를 제외한 현지민(생산가능인구)은
117명이고, 이들 전체가 이재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표 6 산불피해지역 분석결과 비교
분석결과

대외 발표

차이

오차(%)

피해면적(NBR)

1051ha

1033ha

18ha

2%

피해면적(NDVI)

1160ha

1033ha

127ha

10%

건축물

124동

125동

1동

1%

이재민

117명

128명

11명

9%

출처: 저자 작성

30)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64142, 접속일자: 2019.09.10.

05 시사점 및 정책제언

n 국토지표 활용의 시사점 및 발전방향

∙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표 및 위성영상을 융·복합하여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국토지표를 활용하여 산불피해지역의 정확한 인구 및 건물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인구와 건물이 분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음. 따라서 국토지표의 활용을 통해, 구조 동선, 구조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구조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국토지표를 활용하여 몇 동의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각각 건물의 유형을 파악하여 피해
정도 산정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나아가 건물 유형 및 노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예상피해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에 대한 분석도 단시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토지표와 산불진행 모델링을 실시간으로 융
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상 피해지역, 피해인구 및 피해금액 등
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

n 위성영상 기반 재난대응프로세스 지원방향

∙ 위성영상의 신속한 구득이 어려운 이유로 보안시설 촬영여부 점검 등 보안성 검토 및 배포허
가제를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데이터 구매요청으로부터 구득까지 소요되는 절차 및 처리
기간이 최대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위성영상구득에 소요되는 시
간을 줄이거나, 위성영상의 배포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에 부여하는 방법이 있음. 현재 국토
지리정보원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
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의하여 자체적인 보안성 검
토가 가능하므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성영상에 대해 즉각적인 보안성 검토 및 배포역할
을 맡게 된다면 위성영상 구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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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영상을 신속하게 구득 가능해지면, 대형 재해 및 재난 발생시에 피해상황 파악부터 복구
지원까지 폭 넓은 분야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n 공간정보기술 적용 재난대응체계

∙ 기본적인 재난대응 프로세스인 [그림 2]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서 각 부처 및 담당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되, 다음 [그림 17]와 같이 공간정보기술 적용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고자 함
그림 17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프로세스

출처: 저자 작성

∙ 산불발생단계에서 최초 신고자의 위치, 산불발생 장소 등을 좌표로 기록하고, 초기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기록된 좌표를 GIS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도에 표출하고, 기존에
유사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당일 주변지역의 기상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가까운 소화장비나 대피로 등도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음

∙ 중·소형 산불 및 초기대응에서는 실시간 위성영상 및 기상정보(바람의 방향, 구름, 온도, 습
도 등)를 활용하여 분석하면 산불의 확대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토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지역 인근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산불이 확산되어 대형산불이 되었을 때, 앞서 취득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피해지역을 실시
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압을 위해 투입된 인력 및 장비에 GPS Tracker를 지급하여 위치를
실시간으로 지도에서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산불진압이 가능해질 것임

∙ 산불진압 이후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방법을 통해 위성영상 및 국토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면적을 계산하고, 피해액 산정 및 복구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공간정보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및 재난대응 프로세스를 웹기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면, 산불을 모니터링하는 산림청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도 실시간으
로 공유가 가능해질 것임

∙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실시간 위성영상 획
득,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GIS 시스템 등은 아직 충분한 기술력이나 제도가 확보되지 않았
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기존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서는 보고자료 작성 및 대국민 브리핑, 유관기관 공
유, 보도자료 작성 등 다양한 문서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음. 앞서 제안한 GIS 시스템을 통해
브리핑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절히 시각화하여 공유한다면, 실시간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대
국민 발표와 기관브리핑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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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와

심의제도
n 모든 도시에는 원도심이라 부르는 역사문화환경1)이 존재하며, 최근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며 이를 잘 관리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과 결과들이 국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는 서울 북촌, 서촌, 경희궁, 전주 원도심2), 경주 등 오래된 건물과 고유 경관이
존재하는 유서 깊은 도시 역사문화 지역이 있음

∙ 이 지역 뿐 아니라 군산, 목포 등과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은 생활상의 단면을
구석구석 유지해온 역사문화환경의 속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오래된 장소가 존재함

n 도시 역사문화환경은 주변에 위치한 유산의 가치와 정도에 따라 세계유산지구, 역사지구, 경관지
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관련 법령, 도시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공공 정책을 통해 규제
및 관리됨

∙ 역사문화환경을 소위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도시·건축규제 및 유도 수법이 실행되고 있음

∙ 비엔나, 파리, 로마, 런던, 피렌체, 프라하 등 유럽의 오래된 도시 뿐 아니라 역사가 상대적으
로 짧은 미국의 경우에도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대부분의 세계 도시에
서는 엄격하고 다양한 디자인 정책 운용을 통해 고유 경관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음

1) 역사문화환경은 지역민의 생활과 생산을 기초로 지역환경 및 사회조건에 따라 강한 지속성을 가지고 적응하여 온 어느 정도 보존
가치가 있는 면(面)으로 형성된 대상으로 정의가 가능함(강동진 외, 2002). 영국의 경우 보존지역(conservation area), 미국에서는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와 보존지구(conservation district), 일본에서는 보존지구(保存地區) 등으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역사문화환경 보호(또는 보존)지구로
구분하여 관리.
2)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의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6000㎡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 관리방안을 담은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함(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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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러한 도시 역사문화환경 내 새로운 도시·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에 의한 규제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심의를 거쳐야 함

∙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법은 크게 관련 계획 및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 그리고
심의를 통한 규제로 나눌 수 있음

∙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국내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문화재심의, 한옥심의를
거쳐야하며, 문화재 종류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심의를 받아야함

∙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심의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디자인 가이
드라인과 그 실행 체계인 심의는 서로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함께 잘
작동할 필요가 있음

n 하지만, 심의 제도의 절차과정과 운용방식의 합리성 및 효용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심의는 대립·상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수반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절차이며
(Dawson & Higgins, 2009), 아주 철저하고 전문적인 비판이 필요한 까다롭고 논란이 많은
과정임(Scheer, 199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는 법체계 내에서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된 건축행정
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권기범 외, 2007), 도시개발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질이 낮은
건축물의 건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와 건축물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n 특히 도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가치는 그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고, 생활공동체 장소로서 일상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도시 역사문
화환경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대 도시의 기능과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인 심의의 역할이 더 중요함

∙ 도시 역사문화환경은 오래된 건물과 건물군, 그리고 가로 구조와 필지 형상 등으로 그 도시
고유의 경관을 만들어 내며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대변하는 곳이자 동시에 사람들이 지속
적으로 거주해온 생활공동체 장소임

∙ 또한, 도시 역사문화환경 내 새로운 개발행위는 생활공동체 장소로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
을 지속가능하게 영위하기 위해 적절히 필요한 도시·건축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임3)

∙ 건축가의 창의성 저하, 객관성 부재, 디자인 개입에 대한 시기적 문제 등 국내 심의제도에
대해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역사문화환경이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더욱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심의 절차, 내용이 일반지역의 심의에 비해 더욱 까다롭기
때문임

∙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수반되는 디자인심의의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함

n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역사도시로서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
고 평가 받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시를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특히
이에 수반되는 심의제도에 초점을 맞춰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심의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오스트리아 그라츠시의 경우 심의제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을 관리하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이용한 대표적 사례로
다양한 보존 관련 주체 중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토론 시스템을 바탕으로 역사문
화환경 관리에 유의미한 내용들을 발전시켜 관련 법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음

∙ 특히 커뮤니티 워크숍과 같은 지속적인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주요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도시·건축 환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도시 역사문화환
경의 조화로움을 이끌어내는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큼

3) 유네스코(UNESCO), 이코모스(ICOMOS)와 같은 유산 관련의 국제기국에서 제시하는 도시유산 및 역사 도시 보존원칙과 협의,
그리고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보존 정책들은 새로운 건축물의 조화로운 개입(intervention)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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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 역사문화환경 내

관련 심의 현황과 문제점
1) 심의의 목적과 필요성
∙ 도시 역사문화환경에 새로운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여러 종류의 심의를 거치게 됨
- 심의제도는 건축물의 질적인 향상과 도시의 정체성 확립, 도시 미관 향상, 다양한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을 건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적 수단임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디자인심의(design review)4)과정을 통해 관련 계획 및 규정 적용
여부와 수준이 평가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관련 계획이나 규정 내용보다 심의가 결국
지침 내용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를 좌우함

∙ 이러한 심의제도는 일반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소의 특수성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장소의 생명력(vitality)을 유지하며 보행자에게 편안함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존
의 환경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Scheer, 1994) 좋은 디자인5)의 도시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목적을 둠

∙ 심의제도의 과정과 실질적 운영 방안 및 효용에 대한 논란은 늘 존재하지만,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은 심의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관련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 실행체계인 심의
가 결국 대체되기 어려운 필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가능한 합리적으로 작동해야함
을 지적함(박소현, 2008; 최정윤, 2014)
- 이는 심의가 물리적 환경과 질 향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움,
공정성, 기본권 등 매우 근본적인 사회적 주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며, 여기에 정답 또한 없기
때문임

∙ 이에 그동안 제시되었던 심의의 본질적 문제들에 공감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심의 제도가
4) 디자인심의는 대부분의 국외 선행연구에서 건축·도시계획 관련 모든 심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심
의, 한옥심의, 건축심의 등 역사문화환경 내 새로운 개발행위에 대한 모든 심의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
5) Plater-Zyberk는 ‘좋은 디자인’이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아름답고 기능적이며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존재해야하는 당위성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수반되는 디자인심의의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함

2) 국내 역사문화환경 관련심의 종류
∙ 문화재심의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행위
를 할 경우 문화재 및 경관의 저해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서, 시지정문화재는 해당 지자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설공사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인허가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문화재법에 의거한 허가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함
표1

문화재보호 관련 법·규정에 나타난 역사문화환경 관련 심의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
회를 둔다.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
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별표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 대상
1.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다. 문화재 보존·정비·관리 계획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마.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소음‧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악취, 빛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굴착, 토지, 임야의 형질변경 등
라.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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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古都)보존육성지역 심의
-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
선하여 고도를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2012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경주·공주·부여·익산을 고도지구
로 지정함
- 고도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내 일정한 개발행위6)를 할 경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특별보존지구에서는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도로
신설 및 택지조성, 수목의 벌채, 옥외광고물 설치 및 부착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 받은 행위는 할 수 있음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지역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개괄적인 한계가 있음
표 2 고도보존육성 관련 법·규정에 나타난 역사문화환경 관련 심의 내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 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건축심의
-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에 및 제3항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물, 또는 건축조
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항일 경우 심의 대상임.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우수건축자
산으로 등록하는 경우 또한 건축심의 대상이며 대부분 건축허가 이전에 진행함
- 보통 지자체가 주관하는 건축심의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되며 보통 20~25명의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한옥 및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방재, 환경, 교
통, 조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됨
-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나기까지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7단계
절차를 거쳐 425~480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중앙일보, 2019)
- 한편, 건축심의는 지자체별로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의시 고려해야하는 요
소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 운영이 상이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이 존재함(황은경 외, 2019)

∙ 경관심의
- 경관법7)에 의해 경관지구나 경관계획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개발
행위를 할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8), 이를 통해 역사문화경관에 적합한 건축
물 설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 고도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고도육성법·조례·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경
관 관련 조례의 개정이 같이 이루어짐
- 예를 들어, 경주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중복심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경관심의가 생략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 심의 대상 중
고도 지정지구를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하지만 경관법 시행령 제 24조에 명시되어 있듯 심의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전히 심의범위가 너무 넓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7) 「경관법」 3조의2에 의거, 경관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함
8) 「경관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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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관 관련 법·규정에 나타난 심의 관련 내용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
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경관법 시행령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1. 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 한옥심의
-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진흥하기 위해 한옥밀집지역과 같은 특별건축구역 내 개발행위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비한옥을 신축할 경우 한옥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에 한옥 신축·개축·증축 시 한옥 지원에 대한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심의기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심의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으
나, 정성적 평가로 표기된 기준 또는 지구단위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서 사안별로 심의하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의 결과에 대해 여전히 예측가
능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표 4 역사문화환경 내 관련심의 및 특징
심의명

문화재
심의

심의 대상

심의 특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모든 현상변경 행
위 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 문화재 및 경관의 저해 여부 심의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보존지역 범
위는 자치법규로 설정
· 회의록을 공개하되,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거나 공개시 위원회 심의의 공
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비공개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에 관한 사항
· 특별보존지구는 중앙심의위원회, 보존육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고도보존육성
성지구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에 관한 사항
지역 심의
· 지역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내
·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용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규정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
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
심의

· 지자체에 따라 시 위원회-구 위원회 혹
·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에 및 제3항에 따라
은 본위원회-소위원회로 기능 및 절차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물
구분하여 운영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 심의 신청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경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우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열람 또는 사본 제공

경관
심의

· 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한옥
심의

· 특별건축구역(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신축·개
· 한옥심의는 특정지역에 한해 지자체별로
축·증축
운영
·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한옥 발전 및 보급을 위하
·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여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에 비한옥 건축시 대상에서 제외
공고한 지역의 한옥

· 심의 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복심의를 방지하
기 위해 경관심의 생략 가능

출처: 저자 작성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225

그림 1 역사문화환경 내 관련 심의 종류 및 절차

출처: 저자 작성

3) 관련 심의의 문제점
∙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 시 고려해야할 요소, 내용에 대한 기준 및 지침 부재
- 문화재보호법, 지자체 조례·훈령 등의 내용에서도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심의위
원 구성, 절차, 운영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지침
또한 장소성, 왜소성, 일체성 등과 같은 매우 개념적인 단어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
가 있음. 이는 결국 심의 내용의 객관성 부족, 일관성 없는 심의 결과 등을 초래함
- 한편, 서울시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건축물 심의 기준9)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분야별
(건축, 굴토, 경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지역의 일반적인 건축심의에 대한
규정으로 역사문화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도시 역사문화환경을 잘 관리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심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9) 서울특별시, 20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분야별 심의기준 및 운영계획

위해서는 역사문화환경에 특화된 심의기준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인 어휘로 도출되어야 하
며, 심의위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 외관·재료·형태에 집중된 심의 내용, 전통 양식 강요 등 형태적 접근 위주의 문제
- 건축심의 제도의 목적은 도시 경관 증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심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설계 위주의 단편적 심의를 지양하고 대지 주변 환경
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권기범 외,
2007; 박소현, 2008)
-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의위원간 충분한 의사 교환 및 토론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냄으로써 심의 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을 확
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임

∙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벗어나는 등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문제
- 문화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심의 기관으로서 의결 권한 및 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
상 의결기관과 같이 운영되는 실정임
- 법적 효력을 가진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나 건축물의 외형에 대해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
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결과를 낳기도 함(김도년,
1998; 권기범 외, 2007; 최정윤, 2014)
-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북촌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건립된 사례로, ‘문화
재 보존’과 ‘현대적 기능’ 사이에서의 논란이 심의기구의 권한에 의해 결론을 맺은 사례임.
여러 디자인심의 과정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종친부 담장 복원 유무는 결국 주민 탄원서,
서명안 등의 청원보다 전문가들의 심의에 의해 결정됨

∙ 심의의 방식과 절차 등 구조적 문제
- 역사문화환경에 새로운 개발행위를 할 경우 최소 2~3개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여러 심의
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함
- 심의 결과, 원안통과 되지 못하는 경우 한 심의 당 최대 5회 이상의 보완을 거치는 경우도
무수함10)
- 여러 관련 심의를 거치며 타심의의 지적사항과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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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발생하는 처리기간 지연, 비용 증대, 소요시간 예측 한계 등에 따른 경제적·행정적
손실이 발생됨
- 따라서 심의 종류의 다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낮추고 심의 질을 높임으로써 심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심의 통합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10)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문화재청 문화재심의 4회, 서울시 문화재심의 3회, 건축심의 1회로 총 8번의 심의를 받음(최정
윤, 2014)

03 그라츠시의 역사문화환경 관리
1) 그라츠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향
∙ 그라츠시는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마르크
(Steiermark)주의 수도이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중앙 유럽에서 가
장 잘 보존된 역사문화환경 중 하나임
- 그라츠 구시가지는 중부 유럽의 도시 중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구시가지 보존 정책
또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
- 구시가지 개발정책의 핵심은 도시·건축 환경의 ‘퀄리티’ 유지에 있으며 오래된 건물들 사
이의 ‘조화’를 깨지 않는 것임

∙ 밀도 있는 디자인심의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 「그라츠 도시개발계획(STEK)」 이외 건축선이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제한하는 건축
규제가 없으며, 역사도심부 심의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모든 새로운 개발에 관한 계획안은 심의위원회의 디자인심의를 통해 결정함

그림 2

그라츠시 전경

출처: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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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라츠 시청 앞 광장

출처: 저자 촬영

∙ 지역 사회 참여 및 주민 교육을 통한 지속적 관리
- 그라츠시의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있어 지역 및 주민의 참여는 1970년대 초 당시 시장이었
던 구스타프 쉐르바움(Gustav Scherbaum)이 구시가지의 중심도로이자 보행자 도로였
던 헤렌 거리(Herrengasse)를 왕복 4차선의 자동차도로로 만들고, 시 외곽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시민들이 반대하면서 시작됨
- 시민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캠페인으로 시작된 ‘그라츠 구시가지 보존 운동’은 정치인과
시민들의 열띤 토론으로 많은 담론들을 쏟아냈으며 이를 통해 ‘그라츠 구시가지보존법
(GAEG)’의 초안이 탄생함
- 그라츠시 역사문화환경 내 신축시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 주변
건물보다 높으면 안된다는 점을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사
실은 매우 인상 깊은 점임
- 이러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노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그라츠시가 수준 높
은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임

2)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 그라츠시는 역사도심부 고유의 도시·건축적 특성과 용도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라츠
도시개발계획(STEK)」, 「토지이용계획(FLÄWI)」, 「그라츠 구시가지보존법(GAEG)」, 「역
사도심부 심의위원회(ASVK)」와 같은 규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을 관리하고 있음
- 그라츠 도시개발계획(STEK)과 토지이용계획(FLÄWI)에서는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층
수 등의 항목들을 통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관리함
- 그라츠 구시가지보존법(GAEG)과 역사도심부 심의위원회(ASVK)는 조닝(zoning)을 통
해 도시의 경관과 건축물의 형태적 측면을 관리함

그림 4 그라츠시에 현대건축물 신축시 적용되는 법·제도적 장치

∙ 특히 그라츠 구시가지보존법(GAEG 2008)에 의거한 「구시가지보존조례」와 「구시가지 가
이드라인」은 그라츠시 역사문화환경 내 새로운 도시·건축 행위를 할 때 가장 최전선에서 적
용받는 규제임
- GAEG 2008은 건축물의 형태, 용도 등에 대한 내용보다는 구조, 조망, 공간배치, 개보수정
도, 재료, 색채 등 심의시 심의위원들이 고려해야할 항목들에 중점을 둠

∙ 「구시가지보존조례」 에서는 ①창문 디자인, ②지붕 경관, ③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며 「구시가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붕 마감과 옥외광고물, 두 항목에 대해서만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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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츠시 전체가 세계유산임을 감안할 때 최전선에서 적용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
이 매우 개괄적이고, 최소한의 내용만 제공하고 있는 것은 건축가에게 건축물 디자인의 많
은 부분을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건축가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역사 도시 특유의 경관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역사도시유산 내에서 현대건축물의 정체성과 도시 고유의 역사적
정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음

∙ 반면,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규제하는 항목의 수는 적지만 항목에 대한 규제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임
- 예를 들어, 창호의 구성은 트랜섬(transome)11), 멀리언(mullion)12), 그리고 글레이징 바
(glazing bar)13) 로 구성되어야하며, 지붕에 사용 가능한 벽돌의 최소 두께, 크기, 길이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구시가지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은 최종적으로 역사도심부 심의위원회의
디자인심의를 통해 결정함

표 5 그라츠시 구시가지 보존조례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상세 내용
법·조례명

조항

구시가지보존법
GAEG 2008

제2조
7항

구
시
가

제1조
1항

지
보
존
조

창문
제2조
1항

상세 내용
· 신축, 확장,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조항
· 보호지구 내에서는 스티리아 주 건축법(Styrian Building Act)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건물의 신축, 증축, 및 변경의 행위에
대해 지구내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함
· 건축물은 구조, 조망, 공간배치, 개보수 정도, 재료선택, 색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함
· 그라츠 구시가지보존법(GAEG, 2008)에 따라 모든 창문은 창호, 설치
위치, 높이, 넓이, 개구부의 비율, 개폐방식 등을 고려할 때 건물의 외관
적 특징 및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함
· 외부창문의 위치는 전면부의 외관적 특징과 일치해야함
· 창호는 transomes, mullions 또는 glazing bar로 구성되어야 함
· 창문의 모양은 파사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축양식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11) 고정창과 고정창, 고정창과 개폐창, 개폐창과 개폐창의 중간에 설치하여 구조상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기둥.
12) 창틀로 구획된 개구부를 세로로 세분하는 수직부재
13) 유리의 고정과 밀폐를 담당하는 부속품인 glazing bead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기둥으로 glazing bead의 두께에 따라서 유리의
두께(2중, 3중, 5중 유리)가 달라지며, 굴곡에 따라 창호의 제작시 완제품의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

제1조
1항

제2조
지붕

1항

례
제3조
1항

제1조
옥외
광고물

1항
제2조
1항

구
시

지붕마감

-

가
지
디
자
인
가
이
드
라
인

옥외
광고물

-

· 창문에 사용되는 셔터, 블라인드, 루버의 색채는 파사드의 구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GAEG에 따라 보호구역(protection zone)내에서 옥상층에 구조물, 개
구부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 전통적인 지붕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채광을 위해 구조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단일창(single dormers)
으로 구성하여야함
· 지붕재료로 금속판막을 사용하는 것은 구조상 지붕의 기밀성을 유지해
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이 경우 재료의 색채는 지붕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외장을 손상시키는 이유로 다음의 조치사항은 불허함
· 단, Zone I 에서의 평지붕의 설치, 부속건물 또는 외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 시각적으로 통일된 형상을 갖지 않는 지붕창의 설치
· - 서까래 또는 창문의 중심축의 배치에 어울리지 않는 지붕창의 설치
· GAEG에 따라 가판대(facilities used for their attachment)를 포함
한 광고, 공고, 표시를 위한 부착물은 형태, 규모, 재료, 부착방식 등이
건물의 외관 그리고 가로경관에 손상(any impairment)을 입히지 않도
록 디자인되어야 함
· 엠블럼, 표지판 등 작은 치수의 글자는 출입문 사이에 있는 외벽에 바로
부착할 수 있음
· 지붕마감은, 기존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일을 이용하
여 마감할 것
· 건물보수에 사용하는 벽돌의 최소두께는 1.8cm, 조약돌(pebbles)의
최소두께는 1.5cm를 준용할 것.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혼합해서 사용
할 경우 벽돌을 1/4이상 사용하여야 함
· 어떤 재료가 해당 건축물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주변 환경을 특징짓는가
에 따라 일반타일 (plain and flat tiles) 을 사용하여야 함
· 벽돌은 최대 45cm를 넘을 수 없음
· 지붕경사에 설치하는 굴뚝은 3/4길이의 벽돌로 만들어야 함

*
*
·
·
·
·

사례비교를 통해 Positive & Negative를 구분
Positive
단일, 백라이트 조명을 사용한 글자를 외관에 장착
건물의 용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아한(elegant) 간판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
개구부 사이에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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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egative
눈에 띄는 글자나 과도한 크기
대형간판, 투명표지판
개구부의 코니스와 너무 가깝게 설치된 조명
과도한 정보

출처: 그라츠 구시가지보존법(2008), 구시가지보존조례, 구시가지디자인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재정리함

3) 역사도심부 심의위원회(ASVK)
∙ 그라츠시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지역은 총 5개의 구역(zone)14)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구역별로 심의를 통해 관리함
- 역사문화환경 구역 내 모든 새로운 개발행위는 심의 대상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더라도 심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화될 수 있음

14) 그라츠시는 2019년 10월 9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을 40헥타르 확장하고 이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킨다고 발표함.
이는 1991년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 설정 후 약 29년 만에 처음으로 구역 변경을 고시한 것으로 현대 도시에서 역사문화환경
관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큼
(https://www.graz.at/cms/beitrag/10338844/8145109/Grazer_Altstadtschutzzonen_wachsen_um_Hektar.html)

그림 7 그라츠 보존관리구역 지도

출처: UNESCO World Heritage Graz Management Plan, 2013, pp.111

∙ 그라츠 역사도심부 심의위원회(ASVK)는 총 8개의 관련 기관에서 1명씩 차출, 차출된 위원
에 대한 대리위원을 1명씩 더 선정해 운영함
- 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대리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함
- 이는 심의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심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심의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심의위원의 책임감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심의위원회 구성은 8명의 심의 위원과 8명의 대리위원, 그리고 스티리아 지방정부에서 추천
하는 2명의 자문 변호사로 구성
- 도시, 건축, 문화재, 경관 전문가 뿐 아니라 경제, 인문, 사회과학, 행정, 법제 전문가 등 역사
문화환경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 모두 5년의 임기를 가지며, 재임용 가능함
- 구성원의 명단 및 활동 내용은 스티리아 지방정부 문화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매년 역사문화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부동산 가
치, 보존 기금 및 보조금 상황, 심의건수, 심의위원 변경사항, 심의 사례를 통한 GAEG 개정
안 의견 등의 내용을 담은 연례 활동 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GAEG
2008 제15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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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라츠 역사도심부 심의위원회 구성

출처: http://www.kultur.steiermark.at/cms/beitrag/12468416/129553741 의 내용을 재구성함

∙ 심의는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아닌, 심의위원이 배당받은 건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심의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축물의 자료를 취합한 후 프로젝트별로 담당 심의위원을
배정함
- 심의위원은 배당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사전답사를 하고, 프로젝트 내용 및 디자인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위원회 개최날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하고 있음
- 심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공개임
- 심의는 일반적으로 2주에 1번 개최되며, 반나절 정도 소요됨

∙ 역사도심부 디자인심의의 역할, 심의위원 구성,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15) , 디자인심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은 슈타이어마르크 주
(州) 문화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
- 심의위원은 배당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문서를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8주 안에 전문
가 의견서를 제출해야함
- 심의위원이 배당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토론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되기 때
문에, 심의위원 3명이 이상이 심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은 2주 이내로 심의를
소집해야함
15) 구시가지보존법(GAEG 2008) 제 12조,13조,14조,15조

- 심의위원 자격 박탈 사유 또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 회의의 절반 이상 결석 시, 공평
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16)

4) 지역사회 참여 및 주민 교육
∙ 1960년대 아방가르드 운동17)에서부터 시작된 그라츠 공공공간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은 그
라츠 시민들이 역사문화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함
- 그라츠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건축물인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는 설계 초기에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80%가 반대함
- 하지만, 「그라츠 보존관리계획(2013)」에서 쿤스트하우스를 그라츠의 ‘주요 역사적 특성
(Major Historic Character)’에 포함시켜 보존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은 ‘그라츠 구
도심 보존운동’18)과 같은 시민 중심의 교육 사회 활동을 통한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임

∙ 지속적인 커뮤니티 워크숍과 같은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주요
가치를 발굴
- 아방가르드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문화 프로그램들은 이후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적극적
인 개입으로 설립된 그라츠 문화원을 통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써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과 도시 공간의 구
축’이라는 목표 아래 도시 보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매해 많은 도시보
존관련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예술문화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토론(Kulturdialog)을 실시하고, 토론
에서 논의된 내용 중 유의미한 내용들을 발전시켜 관련 법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극
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16)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 1991 제7조, 그라츠 구시가지보존법 제13조
17) 1960년대부터 시작된 아방가르드 운동은 포름 슈타트파르크 와 문화 행사들을 통해 그라츠의 공공공간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공공 예술가 양성과 공공 예술의 장려, 공공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은 그라츠 시민들을 교육하는데 큰 역할을
함
18) 시민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캠페인으로 1972년 시작됨. 정치인과 시민들의 열띤 토론으로 많은 담론들을 쏟아냈으며 이를 통해
그라치 구시가지보존법(GAEG) 초안이 탄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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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교육 및 정기 공개 토론 현장

출처: http://www.forumstadtpark.at

5) 시사점
∙ 디자인가이드라인이 ‘무엇을 하면 안된다’라는 제한적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권장규제로서
내용이 준비되어, 그 실행이 용이함
-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 속성상 최상의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이기 보다 오히려 수준
이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를 막아서 전반적인 장소의 질을 보편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를 가
지고 있음
- 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체성과 장소성을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임

∙ 심의위원이 직접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함으로써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
서 심의위원간 충분한 의사 교환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그 합의점을 도출해냄으로써 심의 결과
에 대한 공정성과 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함

- 지역에서 존경 받는 건축가와 도시설계가들이 도시디자인 정책과 심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일관되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
로 하여 수준 높은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내 심의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
- 그라츠시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리구역 내 새로운 도시·건축행위를 할 경우 거쳐야할 필
수 심의는 1개로, 2018년 ASVK 보고서에 따르면, 심의를 신청한 프로젝트 중 87%가 긍정
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됨19)
- 이는 국내 역사문화환경 관련 심의 재심의율(문화재심의 88.9%20), 건축심의 20%21), 한
옥심의 58.1%22)) 과 비교해봤을 때 통과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민원 발생 등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19) http://www.kultur.steiermark.at/cms/dokumente/12468461_129551016/c6e85be7/T%C3%A4tigkeitsbericht%202018.pdf
20) 최정윤(2014). 역사지구 내 현대건축물 심의에 관한 연구.
21) 황은경 외(2019).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연구. pp. 50
22) 이강민 외(2015). 한옥건축기준안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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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및 시사점

∙ 도시의 역사문화환경은 기획 단계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부터
심의, 주민 공청회 등 수많은 결정 과정의 절차를 거쳐 관리됨. 이 중 디자인심의는 디자인가
이드라인이 의도한 지침 내용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디자
인가이드라인과 함께 현존하는 도시·건축 시스템 안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규제방식임

∙ 특히 역사문화환경 내 디자인심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수반하는 복잡한 절차이며 심의
결과에 따른 민원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심의의 과정과 운용 방식의 합리성 및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한계점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법 중 하나인 디자인심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높음.
관리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심의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화 되어야 함
-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최상의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이기 보다는 수준이 낮은 건축물의
도입을 방지하여 공간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려는 의도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의도가 잘 실현되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함
- 즉,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한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환경에
특화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며, 동시에 심의위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 또한,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련 심의 구조 및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각 법령에 따라 다원화
되어 있는 심의 제도가 통합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심의 건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 절차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심의 시 심의위원 간의 충분한 의사 교환 및 토론 과정을 가짐으로써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이는 심의의 다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낮추고 심
의 운영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심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고도육성법, 건축법, 경관법 등 관련 법 중 관련 조항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함. 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부 및 문화재청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디자인심의가 역사문화환경 관리의 실행 체계로써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디자인심의의 실효성 있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공감
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 조화로운 도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정책 실현은 행정
가나 전문가만의 몫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 모두의 책임과 권한이므로 디자인 기준을 만드
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작성된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공무원뿐 아니라 심의위원 및 전문가, 발주자, 시행주체,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
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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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배경
n 지역 부동산시장 차별화로 다양한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서 소비자들
의 심리와 행태 등 정성적 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주택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고 보다 세분화되고 있어 지역별 분화
양상을 감안한 시장분석의 기반 마련이 필요1)

∙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통계 중 가격과 거래량 등 정량적인 지표와 함께 시장참
여자들의 심리와 행태 등 정성적 지표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n 국토연구원에서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통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생산하여 부
동산시장 소비자의 행태변화와 인지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제공 및 활용 중임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1년 7월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매월 생산되고 있으
며, 부동산시장 소비자의 행태변화와 인지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시장 분석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최근 공표지역을 확대하였고, 일반가구의 조사주기 확대를 통해 지
수의 적시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8년 12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
하여 공표하고 있음

∙ 2020년부터는 분기마다 조사되어온 일반가구 대상 조사를 월단위 조사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반가구의 심리와 행태를 보다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1) 박천규 외(2013),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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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n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현황 및 구조를 살펴보고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한계를 파악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최근 공표지역 및 조사주기의 확대 등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
라 이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개선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 이에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계를 파악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지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내용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현황 및 구조 파악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현황 및 구조 파악을 통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의 한계
를 파악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개선방안 제시

∙ 현황 및 구조 파악을 통해 파악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시장 소비
심리지수 산출 방안을 제시

n 새로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산출

∙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지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산출하고 기존 지수와 비교

4)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

∙ 박천규 외(2007)는 국내외 실사지수 사례를 분석하여 부동산시장 참여자의 심리 요인을 반
영한 부동산 실사지수 조사 및 분석체계를 제시함

∙ 이수욱 외(2008)는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을 위한 모형을 활용하여 관련 지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함

∙ 이수욱 외(2009)는 구축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구축과 부동산시장
심리분석 모형의 보정을 통해 K-REMAP 지수를 산출하여 부동산시장을 진단 및 전망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수욱 외(2010)는 부동산시장 분석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향상시키고, 거시계량모형
을 개발하여 모형의 정책적 이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함

n 본 연구는 기존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현황과 구조 파악을 통해 현재 지수의 한계를 도출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제시하고자 함
표 1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구분

목적

박천규 외
(2007)

-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부동산 실사지수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방법
-

내용

-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문헌 및 사례 연구
특성 파악
조사방법론 설계
- 국내외 실사지수 사례분석
통계 및 계량 방법론
- 부동산시장 실사지수 조사체계
전문가 의견 수렴
구축 및 조사결과를 통한 지수 구축
문헌연구
설문조사
계량분석
협력연구 및 전문가
자문

- 부동산시장 분석 및 예측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방법론
- 부동산시장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을 위한
구성요소 및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한 지수 구축

- 문헌연구
- 1차년도 연구로 개발된
- 설문조사
이수욱 외
시스템의 고도화와
- 계량분석
(2009)
K-REMAP의 활용성 제고 - 위탁용역 및 전문가
자문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구축과
부동산시장 심리분석 모형 보정
- 부동산시장 진단,전망 시스템 구축
- K-REMAP의 분석결과 값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이수욱 외 -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2008)
모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 부동산시장
분석모형(K-REMAP)의
이수욱 외
설명력과 예측력 향상 및
(2010)
거시계량모형(K-MEM'10)
의 개발을 통해 정책적
활용성 제고

차별성

-

- 부동산시장 분석모형(K-REMAP)
문헌연구
의 기능 개선과 유지관리방안 마련
계량, 실증 분석
-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
설문조사
(K-MEM'10)의 개발
위탁용역(시스템 구축) - 부동산시장 분석모형의 정책적
이용도 제고 방안

-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한계를
- 문헌연구
보완한 부동산시장
- 계량분석
소비심리지수 개선방안 제시

-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현황
및 구조 분석을 통해 한계 파악
- 새로운 지수를 생산하여 기존
지수와 시장 설명력 등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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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현황 및 구조
1)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의 개요
n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 제 15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지정기관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n (조사목적)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는 부동산 시장 소비자의 행태변화와 시장상황의 인지수
준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산출하여 부동산시장 분석을 위한
주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는 부동산시장의 소비자인 일반가구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
으로 영업지역 또는 거주지역의 부동산 가격 및 거래와 관련한 동향 및 전망 등의 심리를 파악함

∙ 또한, 부동산시장 분석에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소비심리지수를 산출하여 최근 지역별
세분화 및 차별화에 대응하여 시의성 있는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n (조사대상)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의 대상은 일반가구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음

∙ 2019년 현재 일반가구는 조사지역 152개 시군구 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
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6,680가구를 조사함

∙ 2019년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는 조사지역 152개 시군구 내 영업 중인 중개업소의 공인중개
사를 대상으로 하며, 2,338개소를 조사함

n (조사주기) 일반가구의 경우 2019년 현재 분기(3월, 6월, 9월, 12월)마다 조사를 수행중이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매월 조사가 수행되고 있음

∙ 2020년 1월부터는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매월 조사를 수행함
n (조사방법) 컴퓨터 입력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를 통
해 조사를 진행함

∙ 컴퓨터 입력 전화면접조사(CATI)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임

∙ CATI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응답자와 설문을 진행하면서 컴퓨터에 설문내용을 바로 입력할
수 있어 조사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응답자의 응답 상황을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어 조사 진행 및 일정 조율에 효율적임

n (표본추출) 표집틀 내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표본추출을 시행함

∙ 일반가구의 경우 조사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구를 표집틀로 하여 무작위 추출을 시행함
∙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중개업소 중 조
사지역 내 영업중인 중개업소를 표집틀로 하여 무작위 추출을 시행함

n (조사내용) 일반가구의 경우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과 참여 행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

∙ 일반가구의 경우, 크게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이사 및 주택구입 계획, 주택 소유 및 매도
계획,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항,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 토지 구입 계획, 토지 소유 및 매도
계획, 가구의 기본정보(거주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원 수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개업소의 경우, 크게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 중개업소의 기본 정보
(지역, 주영업 부동산, 거래경험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부동산시장 소비자 행태변화와 인지수준 등을 파악하고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생성하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조사대상 및 표본수

152개 시군구 일반가구 6,680인, 중개업소 2,338개소

조사주기

분기(일반가구), 월(중개업소)
(2020년 1월부터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월단위로 조사 진행)

조사방법

컴퓨터 입력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 모집단

152개 시군구 거주 일반가구,
152개 시군구 중개업소

표본추출

표집틀 내 무작위 추출

조사내용

일반가구: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과 참여 행태 등
중개업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등

자료: 2019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실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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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구조 및 산출
n 국토연구원에서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통해 작성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모형(K-REMAP,The KRIHS Model for Real Estate Market Analysis and
Pre-estima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생산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모형과 시스템은 이수욱 외(2008), 이수욱 외(2009), 이수욱 외
(2010)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출되는 K-REMAP 지수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주요 변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압력지수와 부동산 시장 참여자 심리를 반영하여 산출
된 소비심리지수의 합으로 산출됨2)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그림 1>과 같이 하위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장 하위지수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결합으로 주
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산출되고, 이를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부
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산출됨
그림 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구성도

자료: 부동산시장 조사분석(2019.10)을 참고하여 작성

2) K-REMAP 지수 및 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수욱 외(2008), 이수욱 외(2009), 이수욱 외(2010)을 참고 바람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의 설문 문항은
<표 3>과 같음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일반가구 설문 문항 중 전분기 대비 거주주택 가격 수준, 전분
기 대비 인근주택 가격 수준, 주택 매수 시기, 주택 매도 시기가 활용되며, 중개업소 설문 문항
중 사업지역의 주택거래 수준, 사업지역 매수·매도세, 전월 대비 사업지역 주택가격 수준을
활용함

∙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일반가구 설문 문항 중 전분기 대비 거주주택 전세가격 수준,
전분기 대비 인근주택 전세가격 수준을 활용하며, 중개업소 설문 문항 중 사업지역 전세거래
수준, 사업지역 전세 매수·매도 수준, 전월 대비 사업지역 전세가격 수준을 활용함

∙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일반가구 설문 문항 중 소유토지 가격 수준을 활용하고, 중개업소
설문 문항 중 사업지역 토지가격 수준과 사업지역 토지 매수·매도세 문항을 활용함

표 3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설문 문항
구분

설문 문항
Ÿ
Ÿ

전분기 대비 거주주택 가격 수준
전분기 대비 인근주택 가격 수준

Ÿ
Ÿ

주택 매수 시기
주택 매도 시기

중개업소

Ÿ
Ÿ
Ÿ

사업지역 주택거래 수준
사업지역 매수·매도세
전월 대비 사업지역 주택가격 수준

일반가구

Ÿ
Ÿ

전분기 대비 거주주택 전세가격 수준
전분기 대비 인근주택 전세가격 수준

Ÿ
Ÿ

사업지역 전세거래 수준
사업지역 전세 매수·매도 수준

일반가구
주택
매매
주택
부동산
주택
전세

토지

중개업소

Ÿ

전월 대비 사업지역 전세가격 수준

일반가구

Ÿ

소유토지 가격 수준

중개업소

Ÿ
Ÿ

사업지역 토지 가격 수준
사업지역 토지 매수·매도세

자료: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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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일차적으로 각 문항별로 지수가 산출된 후, 문항별 지수가 단계적
으로 결합되어 최종 지수가 생성되도록 설계됨3)

∙ 각 설문 문항의 응답은 시장상황(가격, 거래 등)에 대해 오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별지수를 생성함

∙ {(매우긍정×1+긍정×0.5+변동없음×0–부정×0.5– 매우부정×1)/응답수}×100+100
∙ <표 4>와 같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중 ‘매우긍정’의 응답수가 5라면 점수가 ‘5×1=5’ 가
부여되고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어 설문 문항의 전체 합은 –130이 됨

∙ 이를 응답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후 다시 100을 더하여 해당 설문 문항을 지수화하며, 이
때 결측치(모름/무응답)는 제외하고 지수를 산출함
표 4 설문 문항 점수산정 방법 (예시)
구분

매우긍정

긍정

변동없음

부정

매우부정

전체

응답수

5

70

50

100

120

345

× 1

× 0.5

× 0

× -0.5

× -1

5

35

0

-50

-120

점수부여

-130

자료: 저자 작성

예시 지수 = (-130÷345)×100+100 ≒ 62.3

n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서 중개업소의 경우 매월조사를 진행하지만 일반가구의 경우 분기
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월은 Markov Chain4) 전이확률 방법을
통해 월별 항목지수를 생성하고 소비심리지수를 산출함

3) 국토연구원(2019),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2019년 10월 호
4) Markov Chain 전이확률 방법은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미래에 있을 변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학적 기법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수욱 외(2008)을 참고

3)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현황
n 국내 유일한 부동산시장 정성적 지표이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공표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공표되고 부동산시장 관련 통계들은 주로 가격과 거래의 변화 등을 조사한
뒤 지수화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부동산시장의 소비자(일반가
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에 대한 심리와 행태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지
수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국내 최초 부동산시장 정성 지표로 2007년~2010년 동안 4개
년의 연구를 통해 구축되어 왔으며, 2011년 7월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매월
지수를 공표하고 있음

n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지표 생산하고 있음

∙ 2007년~2010년 간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후, 통계승인
절차를 통해 2011년 7월부터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로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됨

∙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조사표본 확대 및 관련문항 추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
여 양질의 조사자료 구축에 노력해오고 있으며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
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 평가를 받음

∙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공표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2020년 1월부터는 분기마다 조사하였던 일반가구를 월단위 조사로 변경하여 보다 정확하
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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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주요 발전과정
시기

내용

2007~2010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및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개발

2011.7.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2014.6.

통계청 KOSIS 자료공개

2016.1.

중개업소 및 일반가구 조사 표본 확대, 조사 문항 추가(전세, 월세 분리)

2018.12.

제주, 세종을 포함하여 조사지역 확대 변경승인

2020.1.

일반가구 조사주기 확대 (분기 → 월)

자료: 저자 작성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부동산시장의 소비자 심리를 비교적 정
확히 반영하고 있음

∙ 2019년 실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소비심리지수에 대해 만
족한다는 응답이 57.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5.1%)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부동산시장의 소비자 심리(행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4.7%가 일치한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5.3%)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그림 2 2019년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이용자 만족도

자료: 2019년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만족도 조사 결과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행태) 일치성

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한계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인 가격과 거래를 분리하여 파악이 어려움

∙ 박천규 외(2013)는 벌집순환모형5)을 응용하여 주택매매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 관계를 고
려한 순환국면을 분석하였으며, 벌집순환모형을 4국면으로 축소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과
시기별로 가격과 거래가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확인함

∙ 류현욱, 고성수(2012)는 선행연구들 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경우 예산제약모형에서는 가격
이 거래량을 선행하는데 반해 탐색모형에서는 가격이 거래량에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함

∙ 기존연구들에서 주택의 가격과 거래가 한 시점에서 상이한 방향성을 가지거나, 선후행성이
있다는 결과가 관찰됨에 따라 가격과 거래를 구분하여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가격과 거래에 대한 각 설문 문항을 지수화 하여 이를 결합
한 형태로 지수를 산출하므로 소비자들의 가격과 거래에 대한 심리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
이 어려움

n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시장지수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전세시
장 소비심리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월세시장에 대한 지표 부재한 상황임

∙ 주택의 점유형태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에서는 월세시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표 6>과 같이 전체 주택 중 월세주택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23.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월세시장과 관련한 설문 문항이 2016년부터 구축되어 조사가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이를 활
5) 벌집순환모형은 총 6국면(회복기, 활황기, 침체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진입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면에서의 가격과
거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음

구분

1국면
(회복기)

2국면
(활황기)

3국면
(침체진입기)

4국면
(침체기)

5국면
(불황기)

6국면
(회복진입기)

가격

상승

상승

보합

하락

하락

보합

거래

증가

감소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자료: 박천규 외(2013) p38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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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주택월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부재한 상황임
표 6 연도별 주택 점유형태 변화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자가

55.6

56.4

54.3

53.8

53.6

56.8

57.7

57.7

전세

22.4

22.3

21.7

21.5

19.6

15.5

15.2

15.2

월세

19.0

18.2

21.4

21.9

23.9

23.7

23.3

23.1

무상

3.1

3.0

2.7

2.8

2.8

4.0

3.9

4.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중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움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문항별 지수 결합 및 하위시장별 지수의 결합 시 가중치를 사용
하고 있으나, 지수 구축 당시의 시장상황과 조사상황을 참고하여 부여된 가중치는 조사기간
이 경과됨에 따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장상황 및 조사상황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재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통계작성법의 수정
등 변경승인이 불가피하여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음

n 정리하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한 지수의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한 부동산시장 정성적 지표이
며,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생산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조사 및 지수를 개선하고 관리하여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부동산 시장 소비자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

∙ 다만, 부동산시장의 주요변수인 가격과 거래를 분리하여 파악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으며,
월세시장에 대한 부재, 지수 산정 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가중치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03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개선방안
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개선 방향
n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가격과 거래가 분리되어 파악이 어려움
∙ 월세시장에 대한 지표가 부재
∙ 지수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중치 변화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n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음

∙ 가격과 거래를 분리하여 심리지수 산출
∙ 월세시장 관련 설문을 활용하여 월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산출
∙ 결합되지 않은 개별 시장 지수 산출

표 7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의 개선방향
현행 지수의 한계

신규 지수의 개선사항

가격과 거래의 정보가 결합된 형태

가격과 거래가 정보가 분리된 형태

월세시장에 대한 지표 부재

월세시장 심리지표 생산

상위시장 지표 생성 시 가중치를 활용하여 하위시장
지수를 결합

개별 시장 지수 형태로 생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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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구조 및 산출
n 신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총 4개의 개별 시장으로 구분되며, 개별 시장에 대하여 가격심리
지수와 거래심지수를 산출

∙ 새로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구성은 <표 8>과 같이 크게 매매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
토지시장으로 구분되며, 각 시장별로 가격심리지수와 거래심리지수를 생산함

∙ 설문 문항별 지수는 기존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같이 아래식과 같이 산출하며, 산출
된 설문 문항별 지수를 평균하여 최종 지수를 생산함

∙ {(매우긍정×1+긍정×0.5+변동없음×0–부정×0.5– 매우부정×1)/응답수}×100+100
∙ 이 때, 각 시장의 가격심리지수와 거래심지수의 설문 문항은 유사하게 구성하여 통일성을
부여하였으며, 특히 거래지수는 실제로 거래 빈도가 많지 않은 일반가구를 제외하고 중개업
소 설문 문항으로만 구성함

표 8 신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구성 및 설문 문항
구분

매매시장

설문 문항
Ÿ
가격심리지수 Ÿ
Ÿ
Ÿ
Ÿ

(중개업소) 사업지역 매수·매도세
(중개업소) 사업지역 주택거래 수준

Ÿ

(일반가구) 전분기 대비 거주주택 전세가격 수준

가격심리지수 Ÿ
Ÿ

(일반가구) 전분기 대비 인근주택 전세가격 수준
(중개업소) 전월 대비 사업지역 전세가격 수준

거래심리지수

전세시장

(일반가구) 전분기 대비 거주주택 가격 수준
(일반가구) 전분기 대비 인근주택 가격 수준
(중개업소) 전월 대비 사업지역 주택가격 수준

거래심리지수

Ÿ
Ÿ

Ÿ
가격심리지수 Ÿ

(중개업소) 사업지역 전세거래 수준
(중개업소) 사업지역 전세 매수·매도 수준
(일반가구) 전분기 대비 거주주택 월세가격 수준
(일반가구) 전분기 대비 인근주택 월세가격 수준

Ÿ

(중개업소) 전월 대비 사업지역 월세가격 수준

거래심리지수

Ÿ
Ÿ

(중개업소) 사업지역 월세거래 수준
(중개업소) 사업지역 월세 매수·매도 수준

가격심리지수

Ÿ
Ÿ

(일반가구) 소유 토지 가격 수준
(중개업소) 사업지역 토지 가격 수준

Ÿ

(중개업소) 사업지역 토지 거래 수준

Ÿ

(중개업소) 사업지역 토지 매수·매도세

월세시장

토지
거래심리지수

자료: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작성

n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공표된 2011년 7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부동산시
장소비자심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선안이 반영된 신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산출함

∙ 신규 심리지수 산출 시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자료는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조사가 모
두 실시된 3월, 6월, 9월, 12월 자료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함

∙ 신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지수와 함께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을
중심으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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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개별 시장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
= {일반가구 거주주택 매매가격지수×0.5 + 일반가구 인근주택 매매가격지수×0.5)
+ 중개업소 사업지역 주택가격지수} / 2

∙ 매매시장 거래심리지수
= (중개업소 사업지역 주택 매수매도지수 + 중개업소 사업지역 매매거래지수) / 2

∙ 전세시장 가격심리지수
= {일반가구 거주주택 전세가격지수×0.5 + 일반가구 인근주택 전세가격지수×0.5)
+ 중개업소 사업지역 전세가격지수} / 2

∙ 전세시장 거래심리지수
= (중개업소 사업지역 전세 매수매도지수 + 중개업소 사업지역 전세거래지수) / 2

∙ 월세시장 가격심리지수
= {일반가구 거주주택 월세가격지수×0.5 + 일반가구 인근주택 월세가격지수×0.5)
+ 중개업소 사업지역 월세가격지수} / 2

∙ 월세시장 거래심리지수
= (중개업소 사업지역 월세 매수매도지수 + 중개업소 사업지역 월세거래지수) / 2

∙ 토지시장 가격심리지수
= (일반가구 소유토지 가격지수 + 중개업소 사업지역 토지가격지수)/ 2

∙ 토지시장 거래심리지수
= (중개업소 사업지역 토지 매수매도지수 + 중개업소 사업지역 토지거래지수) / 2

n 매매시장의 경우 가격심리지수와 거래심리지수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심리지수
가 가격심리지수에 비해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기준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최근 가격심리지수는 2019년 3월 저점이후 급격히 상
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심리지수는 2018년 12월 저점이후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그림 3 매매시장 신규 심리지수 추이
가격심리지수

거래심리지수

자료: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n 전세시장도 가격심리지수와 거래심리지수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심리지수가 가
격심리지수에 비해 변동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기준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최근 가격심리지수는 2019년 3월 저점이후 급격히 상
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심리지수는 2018년 12월 저점이후 상승하였고 2019년
9월 이후 다시 하락함
그림 4 전세시장 신규 심리지수 추이
가격심리지수

거래심리지수

자료: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n 월세시장 가격심리지수와 거래심리지수는 2016년부터 산출이 가능하며, 다른 시장 지수와 비교
하여 움직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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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기준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최근 가격심리지수는 2018년 9월 고점 이후 하락하여
2019년 3월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하여 이전 고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심리지
수도 2018년 12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최근 지수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5 월세시장 신규 심리지수 추이
가격심리지수

거래심리지수

자료: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n 토지시장 가격심리지수와 거래심리지수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지수와 비교하여 움직임이 적
은 편이며, 거래심리지수가 가격심리지수에 비해 변동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기준 가격심리지수는 2012년을 제외한 대부분 기간에서 100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2018년 12월 101.6 이후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기준 거래심리지수도 2018년 12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6 토지시장 신규 심리지수 추이
가격심리지수

자료: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거래심리지수

3)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신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비교
n 현행 소비심리지수와 신규 소비심리지수의 비교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모형을
추정하고 심리지수를 변수로 추가하여 비교모형을 추정한 뒤 모형의 설명력과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6)

∙ 본 분석에서는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신규 소비심리지수 외에 한국감정원에서
생산하는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지가지수를 활용함

∙ 신규 소비심리지수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자료는 전국 단위의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의 자료 중 3월, 6월, 9월, 12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신규 소비심리지수 중 개별 시장
의 가격심리지수를 활용함

∙ 분석은 교차상관분석, 그랜져 인과검정을 통해 지수 간의 선행관계를 파악하고 단위근 검정
을 통해 시계열 안정성을 검토한 뒤 개별 시장 가격모형을 설정하여 심리지수의 모형 설명력
을 비교함

n 우선, 교차상관분석을 통해 개별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가격지수 변동률과의 선행 관계를 분석함

∙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신규 매매가격 심리지수의 교차상관분석
결과 t0시점과 t-1시점의 교차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9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교차상관분석 결과 비교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현행 지수

시차

신규 지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i)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i)

신규
신규
매매가격심리지수(-i) 매매가격심리지수(+i)

0

0.5397

0.5397

0.6574

0.6574

1

0.7178

0.1892

0.7320

0.2465

2

0.4235

0.0282

0.4204

0.0343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전세가격지수 변동률과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신규 전세가격 심리지수의 교차상관분석
6) 박천규, 김태환(2015),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를 활용한 시장 진단 및 활용 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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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t0시점과 t-1시점의 교차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0 전세가격지수 변동률과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교차상관분석 결과 비교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현행 지수

시차

신규 지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i)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i)

신규
신규
전세가격심리지수(-i) 전세가격심리지수(+i)

0

0.7585

0.7585

0.8202

0.8202

1

0.7074

0.4677

0.7277

0.5176

2

0.5075

0.4493

0.5137

0.4724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지가지수 변동률과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신규 토지가격 심리지수의 교차상관분석결과
t-1시점과 t-2시점의 교차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1 지가지수 변동률과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교차상관분석 결과 비교
지가지수 변동률
현행 지수

시차

신규 지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i)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i)

신규
신규
토지가격심리지수(-i) 토지가격심리지수(+i)

0

0.4220

0.4220

0.4045

0.4045

1

0.5442

0.3675

0.4808

0.3477

2

04722

0.2081

0.4795

0.2175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n 그랜져인과검정을 통해 소비심리지수와 가격지수 변동률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함

∙ 매매시장 그랜져인과검정 결과,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신규 매매가격 심리지수는 모두
1~2분기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역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12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그랜져인과검정 결과 비교
구분

F-통계량

유의확률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lag=1

27.2474

0.0000

lag=2

12.4754

0.0001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lag=1

0.0035

0.9531

lag=2

1.4050

0.2627

신규 매매가격 심리지수 ⇏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lag=1

26.9757

0.0000

lag=2

11.6237

0.0002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신규 매매가격 심리지수

lag=1

0.4263

0.5188

lag=2

2.9397

0.0700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전세시장 그랜져인과검정 결과,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신규 전세가격 심리지수는 모두
1~2분기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역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13 전세가격지수 변동률과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그랜져인과검정 결과 비교
구분

F-통계량

유의확률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lag=1

27.0397

0.0000

lag=2

13.1018

0.0001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lag=1

1.2936

0.2644

lag=2

1.4156

0.2602

신규 전세가격 심리지수 ⇏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lag=1

32.5185

0.0000

lag=2

11.9541

0.0002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
신규 전세가격 심리지수

lag=1

0.0296

0.8646

lag=2

1.1652

0.3270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토지시장 그랜져인과검정 결과,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신규 토지가격 심리지수는 1~2
분기 시차를 두고 지가지수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확률은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비해 낮았으며, 역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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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지가지수 변동률과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그랜져인과검정 결과 비교
F-통계량

유의확률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
지가지수 변동률

구분
lag=1

5.68288

0.0237

lag=2

4.57431

0.0195

지가지수 변동률 ⇏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lag=1

0.68346

0.4149

lag=2

0.97391

0.3905

신규 토지가격 심리지수 ⇏
지가지수 변동률

lag=1

2.86791

0.1007

lag=2

2.63023

0.0904

지가지수 변동률 ⇏
신규 토지가격 심리지수

lag=1

0.12545

0.7257

lag=2

0.50808

0.6073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n 분석에 앞서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을 이용한 단위근 검정을 통해 시계열자
료의 안정성을 확인함

∙ 단위근검정 결과는 <표 15>와 같으며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지가지수 모두 수준변수
인 경우 단위근이 존재하였으나, 1차차분한 자료에서 매매가격지수가 5% 유의수준에서 단
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는 매매시장에서는 수준변수인 경우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세시장과 토지시장 심리지수는 1차차분한 자료에서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매시장, 전세시장 가격지수에서는 수준변수인 경우 5% 유
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시장 가격지수의 경우 1차차분한
자료에서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지수별 단위근검정 결과
ADF 검정

구분

t 통계량

유의확률

수준변수

-0.1484

0.9353

매매가격지수

1차차분

-2.9608

0.0496

2차차분

-5.3414

0.0001

전세가격지수

수준변수

-1.3500

0.5939

지가지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기존
심리
지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매매시장
가격지수
신규
심리
지수

전세시장
가격지수

토지시장
가격지수

1차차분

-2.2194

0.2037

2차차분

-5.2978

0.0001

수준변수

2.3569

0.9999

1차차분

-0.9878

0.7456

2차차분

-7.5780

0.0000

수준변수

-3.8867

0.0055

1차차분

-10.0391

0.0000

2차차분

-6.9674

0.0000

수준변수

-0.7070

0.8301

1차차분

-4.9152

0.0004

2차차분

-7.3997

0.0000

수준변수

-1.4131

0.5635

1차차분

-12.6911

0.0000

2차차분

-8.3802

0.0000

수준변수

-3.1531

0.0322

1차차분

-8.3328

0.0000

2차차분

-14.3038

0.0000

수준변수

-3.0375

0.0417

1차차분

-4.5689

0.0010

2차차분

-6.5937

0.0000

수준변수

-2.0519

0.2645

1차차분

-7.9663

0.0000

2차차분

-4.6009

0.0011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n 교차상관분석, 그랜져인과 검정, 단위근 검정 결과를 참고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함

∙ 분석모형은 박천규, 김태환(2015)의 모형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표 16>과 같음
∙ 가격모형의 기본모형은 전 시점 지수값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모형(AR(1))으로 설정하였
으며, 비교모형1은 기본모형에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이
고, 비교모형2는 기본모형에서 신규 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임

∙ 교차상관분석, 그래져 인과검정, 단위근 검정 결과를 참고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으나, 관측치
의 확보 및 각 시장별 분석모형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격지수는 1차차분 변수, 심리지
수는 수준변수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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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변수는 심리지수의 선행성을 감안하여 0~1에 해당하는 시차를 적용함
표 16 기본모형 및 비교모형

∆log     ∆log     

기본
매매가격
모형

비교2

  
      

∆log     ∆log     

비교1

∆log     ∆log  











-   : t기의 매매가격지수
-    : t기의 기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

∆log     ∆log     

기본
전세가격
모형

비교1
비교2

   : t기의 신규 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

  
      

∆log     ∆log     
∆log     ∆log  











-  : t기의 전세가격지수
-

비교1
비교2

   : t기의 신규 전세시장 가격심리지수

∆log     ∆log     

기본
토지가격
모형

   : t기의 기존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log     ∆log     
∆log     ∆log  











-  : t기의 지가지수
-

   : t기의 기존 주택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 t기의 신규 토지시장 가격심리지수

자료: 박천규, 김태환(2015)를 참고하여 작성

n 기본모형과 비교모형 1, 2를 추정한 결과, 매매가격모형과 전세가격모형은 비교모형 중에서 비교
모형2의 모형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가격모형은 비교모형1의 모형 설명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매매가격지수에 대한 기본모형과 비교모형1, 2의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sq.를 보
면 기본모형이 0.2977, 비교모형1이 0.6845, 비교모형2가 0.7081로 신규 매매시장 가격

심리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비교모형2가 모형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매매가격 모형 추정 결과

기본모형

비교모형1

비교모형2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0.0009

0.0008

1.2272

0.2293

AR(1)

0.5587

0.1486

3.7605

0.0007

R-sq.

0.3204

Adj R-sq.

0.2977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0.0384

0.0063

-6.0570

0.0000

AR(1)

0.2029

0.1173

1.7292

0.0948

CSI_h

0.0001

0.0000

3.1133

0.0042

CSI_h(-1)

0.0002

0.0000

4.2374

0.0002

R-sq.

0.7151

Adj R-sq.

0.6845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0.0393

0.0062

-6.3347

0.0000

AR(1)

0.1366

0.1264

1.0814

0.2887

CSI_h

0.0002

0.0001

3.5469

0.0014

CSI_h(-1)

0.0002

0.0001

3.2871

0.0027

R-sq.

0.7364

Adj R-sq.

0.7081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전세가격지수에 대한 기본모형과 비교모형1, 2의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sq.를 보
면 기본모형이 0.5920, 비교모형1이 0.8677, 비교모형2가 0.8746으로 신규 전세시장 가
격심리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비교모형2가 모형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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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전세가격 모형 추정 결과

기본모형

비교모형1

비교모형2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0.0008

0.0009

0.8651

0.3938

AR(1)

0.7443

0.1098

6.7808

0.0000

R-sq.

0.6052

Adj R-sq.

0.5920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0.0558

0.0071

-7.8760

0.0000

AR(1)

0.1017

0.1015

1.0012

0.3253

CSI(l)

0.0002

0.0001

4.3939

0.0001

CSI_j

0.0003

0.0001

5.9533

0.0000

CSI_j(-1)

0.8805

Adj R-sq.

0.8677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0.0573

0.0070

-8.2080

0.0000

AR(1)

0.0244

0.1062

0.2296

0.8201

CSI_j

0.0002

0.0001

4.2036

0.0002

CSI_j(-1)

0.0003

0.0001

5.2347

0.0000

R-sq.

0.8868

Adj R-sq.

0.8746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지가지수에 대한 기본모형과 비교모형1, 2의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sq.를 보면 기
본모형이 0.8061, 비교모형1이 0.8291, 비교모형2가 0.8140으로 토지시장 소비자심리지
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비교모형2가 모형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9 토지가격 모형 추정 결과

기본모형

비교모형1

비교모형2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0.0009

0.0006

1.5114

0.1412

AR(1)

0.9011

0.0791

11.3978

0.0000

R-sq.

0.8124

Adj R-sq.

0.8061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0.0099

0.0052

-1.8975

0.0681

AR(1)

0.8111

0.0835

9.7189

0.0000

CSI_l

0.0000

0.0001

-0.1848

0.8548

CSI_l(-1)

0.0001

0.0001

2.1326

0.0419

R-sq.

0.8456

Adj R-sq.

0.8291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0.0127

0.0078

-1.6210

0.1162

AR(1)

0.8333

0.0861

9.6752

0.0000

CSI_l

0.0000

0.0001

0.0698

0.9449

CSI_l(-1)

0.0001

0.0001

1.1035

0.2792

R-sq.

0.8320

Adj R-sq.

0.8140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n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매매가격 모형, 전세가격 모형, 토지가격 모형 모두 기본모형보다 비교모형에서 모형 설명력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개선방안 연구․ 271

이 높아 심리지수의 유용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 매매가격 모형과 전세가격 모형은 비교모형 중에서도 신규 가격심리지수로 구성된 비교모형
2의 모형 설명력이 기존 심리지수로 구성된 비교모형 1보다 높았으며, 이를 통해 신규 가격심
리지수가 조금 더 시장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토지가격 모형에서는 기존 심리지수로 구성된 비교모형 1의 모형 설명력이 높았으며,
두 비교모형에서 시차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가지수의 경우 전국의 토지 용도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지수가 산출되는 반면, 심리
지수는 소비자가 주로 거래하는 토지에 대해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지수가 산출되는 방식에
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됨

∙ 본 분석에서는 신규 소비심리지수의 시계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월세시장 심리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이 심한 거래량 지표와 분기단위(3월, 6월, 9월, 12월)
로 산출된 거래심리지수의 분석이 적합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김

4) 소비심리지수 임계치 해석 방안7)
n 현행 소비심리지수는 크게 3국면(하강, 보합, 상승)으로 구분되며, 각각 3구간으로 구분되어 세부
적으로 9구간의 지수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음

∙ 하강국면의 경우 지수수준에 따라 65미만, 65이상 85미만, 85이상 95미만의 3단계로 구분
∙ 보합국면의 경우 지수수준에 따라 95이상 100미만, 100이상 105미만, 105이상 115미만
의 3단계로 구분

∙ 상승국면의 경우 지수수준에 따라 115이상 135미만, 135이상 175미만, 175이상 의 3단계
로 구분

7) 지수의 임계구간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며, 본 고에서는 현행 지수를 활용하여 임계구간을 설정하고 해석하
는 방안에 대해서만 제시함

n 소비심리지수 임계구간의 재검토 필요성

∙ 현행 소비심리지수의 임계구간(국면구분 단계)는 2011년 지수공표시점 이전 지수의 개발단
계에서 설정되어 현재까지 활용되어 옴

∙ 그동안의 부동산시장 변화와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의 조사범위 확대되어 왔으
며, 2020년부터는 일반가구의 조사주기도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지수 구분단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n 신호접근모형을 활용한 소비심리지수의 임계구간 산정 방안

∙ 서승환(2004), 박천규(2009) 등의 연구에서는 신호접근모형을 활용하여 지수의 임계구간
을 산정함

∙ 박천규(2009)에서는 주택유형별 주택가격변동률의 조합으로 압력지수를 구축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위기기간을 식별하였으며, 위기기간은 단측 신뢰구간 90%를 벗어나
는 임계치로 설정

∙ 이 임계치를 벗어나는 시점을 위기라고 설정하여 주택시장 스트레스지수의 구간별 1종, 2종
오류8)를 계산하여 주택시장 스트레스지수의 위기발생구간을 설정

n 본 연구에서는 박천규(2009)에서의 방법을 활용하여 소비심리지수의 임계구간을 재구성함

∙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 2006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자료를 이용
하여 주택가격변동률을 구하고, 단측 신뢰구간 90%를 벗어나는 변동률의 시점을 위기, 즉
상승국면으로 설정

∙ 분석기간의 임계값(4.3%) 이상 상승한 시점을 위기로 설정하고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를 5 구간별로 1종오류와 2종오류를 계산하면 그림4와 같음

8) 1종 오류는 위기가 발생한 경우 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오류로 C/(A+C)이며, 2종 오류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신호가
발생한 오류로 B/(B+D)가 됨

신호발생
신호미발생

위기발생
A
C

위기비발생
B
D

자료: 서승환(2004) p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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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소비심리지수는 관측가능한 시계열이 분기단위로 산출됨
에 따라 신호접근모형으로 살펴보기 부적합하여 기존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이용
하여 분석을 수행함

∙ 이를 감안했을 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25를 초과하면 지수가 상승위험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7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구간별 1종 및 2종오류

자료: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n 지수의 임계구간 설정은 활용자료 등의 이유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분석에서 사용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주택가격과 거래 내용이 포함된 지수지만
시장의 위기를 판단하기에 주택가격지수의 변동률만 사용하여 분석한 점에서 한계를 가짐

∙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임계값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
며, 주택가격 변동률의 시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분석기간 중 주택가격의 하락은 상승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하강국면의 임계
구간 산정에 한계가 있음

∙ 가격지수와 거래지수를 구분한 새로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본 분석을 적용하기에는
새로운 지수의 관측수가 적절하지 않아 적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시계열 확장을
통한 분석이 필요함

04 결론

n 본 연구는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현황 및 구조를 살펴보고,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지수의 한계를 분석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n 현재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2011년 7월부터 매월
시도단위 지수를 공표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시도단위 지수를 공표하고 있음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결합하여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를 구성하고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와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결하하여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산출되는 구조임

n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현황 및 구조 파악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국내 유일한 소비자 대상 부동산시장 정성지표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으로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자의 심리를 잘 반영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가격 및 거래와 관련한 문항을 결합하여 산출함으로써 가
격과 거래의 심리를 구분하기 어렵고 현재 월세시장과 관련한 지수가 부재한 상황이며, 하위시
장을 결합 과정에서 가중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월세시장을 포함하여 매매시장, 전세시장, 토지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를
구분한 심리지수를 산출하고 새롭게 산출된 지수와 기존 지수를 비교해보고자 함

n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신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차상관분석, 그랜져인과검정의 결과를 통해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신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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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모두 개별 시장의 가격지수 변동률과 1시차(1분기)정도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

∙ 전 시점 지수값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모형(AR(1))으로 설정한 기본모형과 기본모형에 현
행 소비심리지수를 포함시킨 비교모형1, 기본모형에 신규 소비심리지수를 포함시킨 비교모
형2를 설정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함

∙ 분석결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가격모형에서는 신규 소비심리지수를 포함시킨 비교모형2
가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나 토지시장 가격모형에서는 기존 소비심리지수를 포함시킨
비교모형1이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음

∙ 이를 통해 신규 소비심리지수가 주택의 매매와 전세시장의 가격상황을 설명하기에 기존 소
비심리지수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

n 본 연구에서는 신호접근모형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국면 단계 설정을 위한 기초분
석도 실시함

∙ 새로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분석기간 동안 관측치가 충분하지 못해 새로운 국면 단
계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행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지수의 상승위기구간의 임계점을 125로 도출함

n 본 연구는 현행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현황 및 구조 파악을 통해 한계를 도출한 후 이를 보완
한 신규 부동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국토연구원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의 공표지역의 확대와 공표주기의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소비자 심리와 행태를 보다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
하고 있음

∙ 본 연구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산출되어 보다 유
용한 자료가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n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월세지수의 경우 2016년부터 월세 문항이 구분되어 지수산출이 가능하므로 월세가 포함된
지수가 산출될 경우 시계열적 연결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분석 자료의 시계열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분기자료로 다소 적은 시계열을 통해 지
수가 산출되었으므로 향후 시계열 확장을 통해 강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시장별 가격지수와 거래지수를 구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K-REMAP 지수 등 기 개발된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향후 개별지수의 결합과 관련
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주택과 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설문 문항은 중개업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설문 문항의
개편을 통해 일반가구의 거래와 관련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거래지수 산정 시 일반가구의
심리와 행태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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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 배경
n 과거 형식적인 시민참여에서 시민계획단을 통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민참여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이지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역
에서 공청회, 공람, 설문조사 등의 소극적인 참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최근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2019), 제주 미
래비전 도민계획단(2015) 등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
는 퍼실리테이션 등의 다양한 참여기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 증가

출처 : 구글 트렌드 분석(https://trends.google.co.kr/trends) 2019. 12. 19. 06:15

n 지역계획 수립시 시민참여 실태 및 운영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

∙ 시민참여가 활발해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계획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퍼실리
테이터를 활용한 시민계획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양재섭 2015)

∙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 되면서 시민참여에 대
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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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n 전문가 중심의 계획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 마련

∙ 기존 지역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시민참여
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민대표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지역계획 수립 시 시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필요하며 이는 계획의 성공적 진행의 필요요
건이므로, 지역이 갖고 있는 다면적이고 장기적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을 활용한 시민참여 기법을 마련함

n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활용방안 제시

∙ 현행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제도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성공적인
시민참여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참여형 지역계획에 적용 가능한 퍼실리테이션 기법과 관련제
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계획 분야에서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지역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활용
에 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표 1 용어의 정의(1)
n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ü 퍼실리테이터란 개념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활동이란 협의의 개념과 조직 내 다양한 학습활동과 혁신활동 추진 시에 과제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활동의 광의의 개념을 포괄
ü 프로젝트 회의나 그룹 학습활동, 혁신활동을 추진할 때 개개인의 능력과 의욕을 주체적으로
발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진행하는 전문가
n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ü 좁은 의미에서 퍼실리테이션은‘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활동’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 퍼실리테이션은‘조직 내 혁신과제 등의 문제해결 과정을 촉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ü 최근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 지역주의의 한계, 일방적 정부 정책 시행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등 오늘날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갈등상황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
출처: 한국퍼실리테이션센터, 월간 HRD 6월호. 2012.

02 지역계획 수립시

퍼실리테이터의 필요성
1) 시민참여형 지역계획의 발전과 과제
n 법적으로 지역계획에 시민참여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형식적이고 짧은 기간으로 시민참여 부족

∙ 1980년대에 시민참여 계획 제도로 공청회, 공람, 의견서 제출 등이 도입되었고, 1990년대
에는 시민제안 도시계획 입안과 도시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에는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 시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 시 시민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음(이상대 2015)
- 공청회의 경우 개최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개최 이후 14일간 주민
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반영 여부를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공람의 경우 15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고, 60일 이내에 의견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주민제안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제안 이후 45일 이내에 입안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법이 정하고 있는 시민참여형태는 짧은 시간에 단편적이고 단조로운 참여만을 열어 놓고 있
어, 여전히 양방향적인 참여방식이나 지속적인 참여 방식이 아닌 형식적인 시민참여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상대, 정유선 2015)
표 2 도시관련 제도와 시민참여 변화
구분

도시관련 제도

시민참여

1980
‧ 도시계획법 개정(1981)
년대

- 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과 의견서
제출 가능

시민

1990

- 주민에게 도시계획입안의 제안권 부여

참여

년대

‧ 도시계획법 개정

- 도시계획초안에 대한 공람 가능

2000
-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제안제도 도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년대
- 도시관계획 수립시 의견청취
시민 2010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주도 년 이후

- 계획의 입안전 참여(주민참여단 구성 등)

출처: 수원시 도시계획과, 소통과 참여 123일간의 발자취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2012.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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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초기 계획 단계에서 참여가 아닌 기 수립된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시기 문제 발생

∙ 공청회는 계획이 이미 수립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시민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은 실제적으로 계획안이
실행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참여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의 형태로 계획안이 제시된다
면, 관심이 있어 참여한다고 해도 주어진 시간 내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움으로, 초기부터 계
획의 방향성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계획 전체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지지 정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임

n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확산하였으나, 과정에 대한 관심 부족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2000년 청주시가 가장 먼저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실천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수원시(2012)를 시작으로 서울시(2012), 제천시(2012)와 무주군(2013), 논
산시(2013) 등 광역지차에서부터 기초지자체 까지 시민참여형 비전 수립 과정을 진행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과거의 시민참여 과정은 시간 제약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었고
퍼실리테이터가 도입되기 전으로 지역의 대학교수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스킬 등의 제약이 있어 시민참여라는 목적과 결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과정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었음
표3

용어의 정의(2)

n 시민계획단
ü 도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말하며 시민
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ü 즉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성, 효과성, 형평성의
기능과 동시에 감시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음
그림 과거 시민계획단 운영사례[서울(2012), 수원(2012), 제천(2012)]

2)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지역계획 수립의 등장
n 2030 서울생활권계획(2014) 주민참여단 워크숍 진행을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1) 도입

∙ 2030 서울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116개 지역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지
역 주민이 주민참여단으로 직접 지역생활권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기반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운영

∙ 주민참여단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주민워크숍을 통해 전문가(퍼실리테이터)의 안내에 따
라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현안문제를 도출하였으며 지역이 바라는 발전된 미래의 모
습을 만들어 제시함
그림 2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성격

출처: 2030 서울생활권 플랜, 2014.

3) 지역계획 수립시 퍼실리테이션 필요성 및 효과
n 현장감 있는 의견 수렴을 통한 체감형 지역발전 목표 설정 가능

1) 2030 서울플랜(2012) 계획에서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하였지만, 당시 퍼실리테이터의 모집은 학생기자단 등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연구원 위주로 구성하여 회의진행 도우미 역할이었고, 분과회의는 10인의 MP단이 진행하여 실질적인 퍼실리테이터
위주의 계획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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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실리테이션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데 특
히,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의 창의성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때 필요함

∙ 또한 지역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필요
가 있을 때와 현안문제가 있는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가지 예비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필요함

∙ 지역에서 지향해야 할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거나 현재의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행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와 현재의 비전이 새롭게 검토되고 전략 계획의 수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임

n 집단지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혁신적 해결책 도출

∙ 급속도로 변해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간의 협조을 구하고,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야함

∙ 이에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
의보다는 의견도출과 의사결정이 보다 효과적이며, 주민주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때문
에 더욱 세부적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개인보다는 양질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지자체
장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급속도로 변하는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문제를 찾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임

∙ 개인보다는 집단지성이 더 유능하다는 관점에서 집단지성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시민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수
행 성과가 높아짐

∙ 시민들이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어 서로가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조직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즉 구성원 개인이 가진 재능들이 모아져 보다 혁신적인 해결
책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임

그림 3 퍼실실테이션의 효과

출처: 호리 기미토시 2004, Facilitation Nyumon. 임혜성(역) 퍼실리테이션 테크닉 65. 서울: 비즈니맵.

n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활용이 긍정적으로 나타남

∙ 2030 서울생활권 계획(2014) 참여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반시
민의 79.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공무원도 73.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 퍼실실테이션 활용의 적정성(좌:시민, 우:공무원)

출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평가 연구, 김정현, 2014.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5. 4)에 따르면 농촌현장포럼2) 운영시 주민들의 소통 및
의견 취합을 보조함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퍼실리테이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

2) ‘농촌현장포럼’은 2013년에 도입된 농촌마을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 권역의 특화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농림축산식품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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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인 농어촌퍼실리테이 자격증에 대하여 국가공인자격증화를 검토중임

∙ 또한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교육(2015)자료를 보면 농촌마을발전계획 수립 시 기존의 프로
세스에 따른 사업실행률은 10%~15% 였으나, 농촌현장포럼 도입과 퍼실리테이터를 활용
하였을 경우 사업실행률이 80%~90%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 농촌마을발전계획 수립 프로세스 비교

출처: 2015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교육, 2015. 각색

4) 지역계획 수립시 퍼실리테이션 수요의 증가
n 퍼실리테이션 기업과 퍼실리테이터 급증

∙ 2014년에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시범사업으로 수행된 후 2015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각구
별로 모든 지역에서 생활권계획 참여단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퍼실리테이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일반퍼실리테이터3)는 2019년 12월 현재 348명, 농어촌퍼실리테이터는 177명이 활동하
고 있음

3) 일반퍼실리테이터 현황은 한국퍼실리테이션협회 인증자격증 현황만을 분석

그림 6 퍼실실테이터 등록민간자격 인증업체 현황(좌) 및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증가(우) 현황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2019.12.29.02:48) 분석.

n 주민계획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 2018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
록 주민계획단 구성, 도시대학 운영 등 계획수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 지역계획
에서 시민계획단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표4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내용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3호 (2018.12.21.)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13절 생활권 계획
4-13-3. 작성원칙
(1)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초조사, 주민계획단 과제 도출, 생활권 발전비전 및 공간구상, 생활권 계획지표 생활권 및 발전전략,
주요 생활인프라 배치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
제2절 주민참여 제고
5-2-2. 계획의 입안전 참여
입안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방향, 주민참여의 과정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필요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 구성, 도시대학 운영 등
계획수립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n 도시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시민계획단 운영 지자체 증가

∙ 2014년 1건 있었던 시민계획단 운영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2건으로 가장 많았음. 시민참여형 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시민계획단을 운영할 지자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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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시민계획단 모집 현황

2014
(1)

2015
(6)

2016
(3)

2017
(5)

2018
(12)

2019
(6)

출처: 네이버 이미지 및 뉴스검색(https://search.naver.com), 2019.12.24.11:43. 재구성

03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지역계획 사례
1)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n 기획 및 운영 계획

∙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역할은 미래상 이슈를 논의하고 선정하는데 한정
되었으나, 2040 서울플랜에서는 계획과정별로 시민과 행정·전문가가 지속적으로상호 피드
백하여 시민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서울플랜의 성격을 강화함

∙ 2040 서울플랜에서는 부문별 계획을 보완하고 실무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체계를
미래상-계획과제-목표-전략-부문별 계획으로 개편하며, 전략계획과 부문별계획을 계획초
기부터 연계하여 실현성을 강화하도록 계획체계를 조정함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에 살지 않지만 서울에서 생활하는
생활시민까지 포함한 120명으로 증원하였고, 청소년, 외국인, 성소수자, 쪽방촌 주민, 성소
수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참여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 그룹 별 워크
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함

∙ 시민계획단 회의와 함께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미래포럼과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유튜브·엠보팅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SNS 광장형 참여도 도입하여 참여방식을 다양화함

∙ 2030 서울플랜은 시민계획단에 의하여 미래상이 결정되었지마, 2040 서울플랜에서는 시
민, 전문가, 행정가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미래상 및 계획과제 선정 과정에 참여하여 복수
의 미래(상)에 대한 투표를 통해 최종 미래상을 더많은 시민과 함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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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40 서울플랜의 시민참여(좌) 및 계획체계(우) 개선방안

출처: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자료, 2019.

n 본회의 프로그램

∙ 2040 서울플랜의 미래상과 계획과제 선정을 목표로 두 번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두 차례 회
의의 기본 틀은 120인의 시민계획단을 열두 개 조로 나누고 정해진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분과는 여유 있는 생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력 있는 경제, 편리한 안전도시의 네 개 전략계
획 분과구성에 적용되었고, 네 개 분과의 계획을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도시공간분과’
를 다섯 번째 분과로 구성함

∙ 전체 회의 진행방식은 시민참여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체 워크숍 진행자 주도로 운영
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수렴 및 합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분임별 토의 진행방식은 퍼실리테이터(대화촉진자)를 배치하여, 분임별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있도록 함

표5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전체일정
일시

주요내용

제1차 회의
2019.9.21.

∙
∙
∙
∙
∙

제2차 회의
2019.9.28.

∙ 2040 서울플랜 미래상 키워드 공유 및 확인
∙ 2040 서울플랜 복수의 미래상 도출
∙ 2040 서울플랜 복수의 미래상에 근거한 계획과제 도출

전달식
2019.10.11.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미래상 제안서 전달
- 시민대표 2인 →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총괄계획가

2040
2040
2030
2040
2040

서울플랜 오리엔테이션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의 중요성·연속성·역할 등 이해
서울플랜에서 2040 서울플랜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공감
서울플랜 참여자 책임감 부여
서울플랜 미래상 키워드 풍성히 상상하기

출처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미래상 제안서, 2019.

n 최종 결과

∙ 2040 서울플랜에서는 2030의 소통과 배려라는 정신을 포용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로 계승하
면서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더하여,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함

∙ 미래상과 함께 조사한 핵심가치에 대한 설문 결과,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여
섯 개의 미래상이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핵심 가치는 공동체, 지속가능, 포용, 활력, 기술, 다
양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시민계획단이 선정한 여섯 개의 미래상은 “공동체, 지속가능, 포용, 활력, 기술,다양”의 개념
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가족, 정겨운 등 공동체와관련된 가치를 가장 중요
하다고 응답했고, 지속가능, 포용, 활력 등이 뒤를 이음

2)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
n 기획 및 운영 계획

∙ 도민계획단 지원위회를 구성하여 시민단체그룹(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등)과
전문가그룹(제주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Facilitator)이 참여하는 도민계획단 지원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 도민계획단 선발 방법, 참여 인원,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함

∙ 도민계획단은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과 청소년계획단으로 구성하되, 청소년계획단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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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계획단 운영과 동시에 진행하며, 도민계획단 분과별 회의를 개최할 때 하나의 분과처럼
운영함

∙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100명(청소년을 대표하는 20명)으로 도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제주의 미래상, 현안 및 주요 이슈 등 도민계획단에서 논의할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함
- 도민계획단 응모자 선정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도록 함
- 신청자 중에서 도민계획단을 100% 구성하는 경우에도 소외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문화 가정 1명, 장애인 2명 등 최소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n 본회의 프로그램

∙ 도민계획단은 5개 분과로 청소년계획단은 도민계획단의 1개 분과로 별도 구
성하여 운영함
- 도민계획단은 경제·일자리 창출 분과, 문화·관광분과, 도시·주택·교통·인프라 분과, 환
경·에너지 분과, 사회복지·공동체 분과를 운영함
- 청소년계획단은 별도의 분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참가자를 하나의 분과로 운영함
표6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 전체일정
일시

5/9(토) 10:30~16:00

주요내용
․ 도민계획단 위촉식 및
․ 1차 회의 : 제주의 자산 및 가치 찾기

5/16(토) 11:00~16:00 ․ 2차 회의 : 제주의 현안 이슈 나누기

참여
도민계획단, 청소년계획단
도민계획단

5/23(토) 11:00~16:00 ․ 3차 회의 : 제주의 미래상 찾기(Ⅰ)

도민계획단, 청소년계획단

5/30(토) 11:00~16:00 ․ 4차 회의 : 제주의 미래상 찾기(Ⅱ)

도민계획단

6/13(토) 11:00~16:00 ․ 5차 회의 : 제주의 미래비전 정하기

도민계획단

6/20(토) 11:00~17:00 ․ 6차 회의 : 제주미래비전 전달식

도민계획단, 청소년계획단

출처: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 활동백서, 2015.

∙ 분과별 회의 진행은 회의진행전문가(퍼실리테이터)가 담당
- 도민계획단 회의를 진행할 때 도민계획단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민계
획단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구수행자,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함

-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여 도민계획단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도민계
획단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하는 주요 행정 총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함
- 기타 도정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는 도민계획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공
하지 않음으로 분과별 회의 진행은 회의진행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함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원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리허설 개최
- 1차 회의 주제 진행을 위해 전체 회의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분과별 회의 진행,
전체 의견수렴 등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지원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리허설을 개최
하기로 함
- 각 분과별 회의 진행의 통일성 확보, 회의 진행과정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필요성, 회의 진
행 사항에 대한 기록 및 도민계획단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함
- 회의진행전문가 6인이 각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는데, 퍼실리테이터를 보조하며 기록, 사
진촬영 등을 담당할 보조 인력을 각 분과별로 배치하기로 함

n 최종 결과

∙ 최종 결과물인 비전전달식은 도민계획단 회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물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께 전달하고, 도지사가 이를 검토한 후에 도민계획단이 제안한 내용을 제주미래비전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도민계획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중심가치·비전슬로건 및 비전
을 실현하기 위해 5개 분과별 정책방향을 판넬로 제작하여 전달함
- 핵심가치·중심가치·비전슬로건은 청소년계획단, 그리고 정책방향은 각 분과별로 전달자
를 자체 선정, 도민계획단을 대표하여 전달하도록 함

∙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이 제안한 제주의 핵심가치는 청정과 공존을 제안함
- 청정은 말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여 가치를 키우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제주이며,
- 공존은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
복한 제주를 나타냄
- 중심가치로는 사람, 문화, 자연, 평화, 휴양, 치유, 세계화, 건강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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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분석의 시사점
n 사전준비 단계에서 정책자문회의 및 지원위원회를 통한 시민계획단 기획‧운영 방안 마련

∙ 2040 서울플랜은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 2030 서울플랜 평가와 모니터링결과를 분석하
여 계획 위상, 시민참여 방안, 계획 체계, 추진 체계 등 시민계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은 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 도민계획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슬로
건, 전체 일정 및 세부일정, 회의장소, 도민계획단 구성, 분과구성 및 홍보 방안 등을 수립함

n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대상 범위를 서울에서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하여 서울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활동하는 생활시민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장애인, 저속득층, 외국인 노
동자, 성소수자 등이 참여하였음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은 신청자가 있는 읍·면·동(섬지역 포함)에 대해서는 최소 1명 이
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할당하였고, 소외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문화 가정 1명, 장애인 2명 등 최소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n 시민계획단 본회의 운영단계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증대함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분임별 토의에 대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가 결과 약 80%로 각 조별 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미래상 제안서, 2019)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은 준비단계에서부터 퍼실리테이터가 지원위원회에 참여하여 도
민계획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회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
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9 시민계획단을 활용한 2040 서울플랜 미래상 결정

출처: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자료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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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민계획단 운영 및

퍼실리테이터 활용
1) 시민계획단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n 시민계획단 운영 목표 설정

∙ 시민 및 다양한 지역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수립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미래상, 중장기
목표, 세부추진과제 등의 계획수립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의 여망을 구체적으로 반영함

∙ 시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지역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 시민참여의 고양 및 계획추
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 이해도 및 공감대 제고, 도시내 지역간·세대간·계
층간 이해조정, 갈등해소 등의 장치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함

n 퍼실리테이터 모집 및 교육

∙ 회의를 직간접적으로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는 총괄 책임 및 각 분과별 퍼실리테이터 모두
를 포함하며 행정팀과 연구팀은 퍼실리테이터 선정과 함께 효과적인 회의 수행을 위해 지속
적인 협의를 진행함
- 총괄 책임 퍼실리테이터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의견 제시, 갈등 조정
등의 풍부한 경험 으로 회의를 전문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함
- 분과별 퍼실리테이터는 회의의 의도와 안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책임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함
표7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도시계획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n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퍼실리테이터
ü (사)한국도시도시계획기술사회에서는 2015년 1
월부터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인식
ü 주민 참여의 확산과 전문가 양성 및 도시계획가들
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개발과 기술 습득
ü 한국퍼실리테이터 협회와 함께 도시계획 퍼실리
테이터 양성과정을 진행

n 시민계획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시민계획단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시민계획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함

∙ 시민계획단 운영 예산은 참여하는 인원 수에 다르나, 100명을 기준으로 6개 분과를 운영할
경우 아래 표8를 참고하여 예산계획을 할 수 있음

∙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퍼실리테이터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위촉식, 비전 전달식
등의 부대행사에 대한 부분도 염두하여야 함
표8

시민계획단 운영 예산 견적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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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준비위원회는 시민단체, 공무원, 연구진, 퍼실리테이터, 관련 전문가 등 6명 내외로 구성하
고 시민계획단이 효율적으로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시민계획단 운영과 관련된 계획(안) 전
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함
- 준비위원회에서는 시민계획단 슬로건 선정, 시민계획단 모집 및 선정 관련 논의, 홍보 방안
및 위촉식 관련 아이디어 논의, 전체 일정 및 세부일정 논의, 회의 주제 및 분과구성 논의,
기타 시민계획단 운영 전반을 논의함
표9

준비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n 시민계획단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음
ü 준비위원회는 시민계획단을 정상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계획단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음
n 별도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음
ü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수평적 논의구조에서 각자의 의견을 동등하게 개진하며
합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음

n 시민계획단 명칭 및 슬로건 선정

∙ 기존의 시민계획단을 운영한 타 지자체의 명칭 및 슬로건을 검토하여 지역에 부합할 수 있는
명칭 및 슬로건을 검토함

∙ 시민계획단 구성원 모두가 시민을 대표하여 도시발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슬로건 및 명칭을 선정

∙ 1차 준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연구진과 시와 협의하여 최종 명칭 및 슬로건을 선정함
표 10

타 지자체 시민계획단 명칭 및 슬로건 검토
지역

명칭

슬로건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서울의 미래상은 서울시민이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미래비전 시민계획단

도민이 만드는 새로운 제주

수원시

수원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수원의 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갑니다.

제천시
포항시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 시민계획단 시민의 손으로 제천의 미래를 디자인 한다
포항 미래비전 시민참여단

시민이 꿈꾸는 포항의 미래

n 시민계획단 구성

∙ 기획팀
- (준비위원회) 시 직능 및 사회단체 대표 중 행정팀(시청)의 추전을 받아 구성하고 시민계획
단 계획(안) 검토 및 의견제시
- (연구팀) 시민계획단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안) 작성(논의 주제 등)하고 시민계획단 모집․
선정 및 분과회의 참석(Observer)
- (행정팀) 준비위원회 추천 및 시민계획팀 모집・홍보 협조, 회의장소 섭외, 위촉장 작성,
시민참여 독려 등 전반적인 행정처리 협조

∙ 운영팀
- (Facilitator) 시민계획단의 회의가 쉽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 역할과 분과
회의 시 발언순서 등을 조율하고, 토론내용 기록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

∙ 계획팀: 일반시민분과, 청년분과, 청소년분과
- (일반시민) 경제·일자리분과, 도시재생·인프라분과, 환경·안전·복지분과, 관광·문화 분
과 등 4~5개의 분과로 나누어 운영
- (청년분과) 관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정책을 마련할 청년
분과 구성(대학청년위원회를 활용)
- (청소년분과) 미래 지역의 주역인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분과 구성(청소년참여위원회
활용)
그림 10

시민계획단 구성체계 사례

출처: 포항미래비전 시민참여단 결과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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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민계획단 주체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역할

비고

준비위원회

-

시민계획단 모집 및 선정 방식
위촉식 진행방식 논의
주요 논의 주제 선정
분과구성(안) 논의
비전 전달식 진행방식 논의

시민사회단체

연구팀

-

시민계획단 운영(안) 작성
준비위원회 운영
운영팀 선정
시민・청소년 계획단 모집․선정
전체 회의진행

연구기관

행정팀

-

준비위원회 추천
모집・홍보 협조
회의장소 섭외
시장님 일정 참석여부 확인
위촉장 작성
시민참여 독려 협조

운영팀

Facilitator

-

전체 회의 진행
분과별 회의 진행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다과 및 기념품 준비

계획팀

일반시민분과
청년분과
청소년분과

-

위촉식, 비전전달식 참석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비전 설정 등 의견 제시
참여자 관리

기획팀

n 운영계획

∙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요일정을 계획을 마련함
그림 11 시민계획단 진행일정(예시)

시청

Facilitator

일반시민
청년(대학생)
청소년 참여위원회

표 12 시민계획단 주요일정 및 소요기간(예시)
연번

주요일정

주요내용

소요기간(회,일)

준비회의

-

시민계획단 운영계획(안) 작성
준비위원회 선정
준비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운영팀 구성

3회

2

준비위원회 개최

-

시민계획단 모집・선정 방식 논의
위촉식 계획 논의
본 회의 일정 및 주요 논의 주제 선정
비전 전달식 계획 논의

2회

3

홍보 및 모집

- 홍보(포스터, 현수막 등) 및 신청 접수

30일

- 성별, 연령, 지역 안배에 따른 선정
- 준비위원회 결과 통보

3일

- 준비위원회 의견 수렴 및 최종 확정

1일

- 최종선정 공고 및 시민 개별통보

3일

- 위촉장 수여
- 위촉식 이벤트

1일

1

4

시민계획단 선정

5

위촉식

6

1차 회의

- 자산 찾기 및 현안이슈 도출

1일

7

2차 회의

- 미래시나리오 논의 및 발전방향 도출

1일

8

3차 회의

- 부문별 목표 및 발전전략 도출

1일

9

4차 회의

- 가치 찾기 및 미래비전 만들기

1일

10

비전 전달식

- 비전 전달식 이벤트
- 기념품 제공

1일

n 홍보 및 모집

∙ 시민계획단 선정 기준 설정 목적
- 지역을 대표하여 다양한 지역(읍면동), 연령층, 성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 등 분과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원자의 전문분야 등 도 고려하
여 선정하기 위함

∙ 시민계획단 선정 프로세스
① 지원자 희망분과(1지망)별 분류 – 각 분과 15명 기준
② 분과 내에서 지역별 할당 인원수에 맞도록 선정
③ 분과 내에서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선정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지역계획 수립 방안․ 303

④ 다양한 연령층(20~30대, 40대~50대, 60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⑤ 직업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배정

∙ 홍보기간 : 30일 간
-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및 배포) 주요 지역 도로 현수막게시대 및 시청․읍․면․동 민원실 현수
막 게시,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및 주요 관공서, 대학교게시판 등 포스터 게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판 미니포스터(A4) 제작 게시
- (온라인 홍보 및 언론매체 활용) 시청 홈페이지(배너) 게재, 시청 페이스북 참여단 모집 공고
게재, 신문 언론매체 보도자료 배포 요청

n 위촉식 준비

∙ 식전행사(포토트리 작성) 및 위촉장 수여 및 시민계획단 운영계획 보고
∙ (식전행사 ) 비전 현수막 만들기
-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비전 현수막에 시민계획단의 사진을 부착
하고 시민계획단 참가자를 즉석사진(폴라로이드)으로 찍어 포토트리 현수막에 붙이 방식
으로 참석자 모두 즉석 사진촬영을 함
- 폴라로이드 필름 아래 각자의 각오 및 기대하는 바를 작성하여 부착함

∙ 위촉장 수여
- 3인의 대표(① 가장 먼저 지원하신 시민 ② 가장 먼곳에서 오신 시민 ③ 청소년대표)를 선정
하여 위촉장 수여
- 그 외 시민들은 시장님이 분과별 테이블로 이동하여 악수를 하고 분과별 테이블로 이동시
시민과 시장님이 악수 할 때 아나운서가 분과의 특성을 소개

∙ ∙ 비전 현수막 게시식 및 기념 촬영
- 식전에 행사에서 작성한 비전 현수막 게시식 개최를 위하여 마지막 사진은 시장님이 직접
붙이시고‘미래비전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란 멘트와 함께 박수를 유도하고 비전 현수막
이 게시하는 동안 시민들이 단상앞으로 모여 사진촬영

표 13 위촉식 세부일정(안)
시간

내용

9:30~10:00

30‘

▪ 참여단 등록 및 식전행사
- 비전현수막(포토트리) 제작

10:00~10:07

7‘

▪ 개회 및 인사말씀

10:07~10:14

7‘

▪ 시민계획단 의미 및 운영계획 발표
- 회의진행자 소개

10:14~10:34

20‘

▪ 시민계획단 위촉장 수여

10:34~10:40

6

▪ 비전현수막 게시식 및 기념촬영

비고
시민계획단
시장 및 연구단
시장
연구기관
시장
아나운서

2) 시민계획단 본회의 프로그램
n 본회의 진행팀 구성

∙ (총괄기획 1인) 시민계획단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 (메인진행 1인) 전체회의 진행과 분과회의를 포함한 전체회의 프로그램을 설계
∙ (분과회의 진행 6인) 회의주제에 맞게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보조 7인) 회의진행 보조와 분과회의록 작성, 사진촬영 등 역할을 수행
표 14 시민계획단 운영팀 구성 및 역할
구 분

주요역할

참여인원

총괄기획

- 시민계획단 운영계획(안)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1명

메인진행

- 전체 회의 진행
- 회의운영 프로그램 설계
- 분과 퍼실리데이터 관리

1명

- 전체 회의 보조
- 분과회의보조 관리

1명

전체회의보조

- 분과별 회의 진행
분과회의 진행

분과회의보조

- 분과별 회의결과 정리
- 분과원 관리 및 참여 독려
- 분과회의 기록
- 사진촬영

6명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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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민계획단 분과구성

∙ 일반시민분과 및 청년분과*
- (경제‧일자리) 지역의 산업 및 경제 전망, 미래산업 등 논의
- (도시재생‧인프라) 인구변화, 교통현황(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
- (환경‧안전‧복지) 생활환경(공원녹지, 미세먼지, 수질, 소음, 악취 등), 안전환경(기후변화,
산업단지 안전 등), 복지환경(교육복지, 노인복지, 취약계층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
- (문화‧관광) 지역의 대표 관광지, 관광브랜드, 숙박시설, 서비스업(식당, 매점 등)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 논의

* 일반시민 분과와 같은 주제로 청년의 입장에서 본 지역의 현안문제점 및 추진전략
에 대해 토의
∙ 청소년분과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생각하는 지역의 자랑거리 및 문제점 그리고 미
래모습에 대해 토의

n 회의주제 선정

∙ 일반시민 분과 및 청년분과 회의주제
- (1차 회의) 자산 찾기 및 현안이슈 도출 : 각 분과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등 현안 이슈
찾기와 타 분과 주제와 관련한 현안이슈 찾기(생활, 교통 등 애로사항)
- (2차 회의) 미래시나리오 논의 및 발전방향 도출 : 메가트렌드에 따른 지역의 미래 전망을 긍
정적, 부정적으로 구분하여 시나리오구상과 각 분과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방향
정리 및 발표
- (3차 회의) 부문별 목표 및 발전전략 도출 : 2차회의에서 도출한 긍정적 미래시나리오에
따른 분과별 목표 및 발전전략 정리
- (4차 회의) 지역의 가치 찾기 및 미래비전 만들기 : 2차회의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와 3차 회의에
서 도출된 목표 및 발전전략에 따른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안

∙ 청소년분과 회의주제
- (1차 회의) 지역의 자랑거리 및 문제점 : 청소년이 생각하는 지역의 자랑거리 및 문제점에

발표와 토의를 통해 주요 자산 및 현안이슈를 도출함
- (2차 회의)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모습 : 청소년이 꿈꾸는 지역의 미래모습에 대해
발표하고 미래비전 도출을 위한 핵심키워드를 도출함

n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 일정

∙ 직장인 등의 편의 및 참석독려를 위해 토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회의시간은
참여자의 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3시간 이내로 진행함

∙ 일반시민분과와 청년분과는 같은 주제로 동시에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청소년분
과는 특성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회의를 진행함
표 15 시민계획단 본회의 일정(안)
구 분

회의주제

1차

- 자산찾기 및 현안이슈 도출

2차

- 미래시나리오 논의 및 발전방향 도출

3차

- 부문별 목표 및 발전전략 도출

4차

- 가치 찾기 및 미래비전 만들기

5차

- 비전 전달식

n 회의운영 방법

∙ 시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기법 활용
- 주도적인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회의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발산하
여 갈등을 줄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임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
- 퍼실리테이터는 시민이 회의참여에 쉽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의 회의
도우미로서 분과회의 시 발언순서 등을 조율함
- 또한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진행, 회의 프로그램 개발, 시민참여 독려하고 토론내용 기록
및 전달 등의 역할

∙ 회의진행 프로세스
- 메인 퍼실리테이터의 사회로 회의주제 및 진행방법 설명 등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분과 퍼
실리테이터는 메인 퍼실리테이터의 지시에 따라 분과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에 참여한 시
민은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및 결과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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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회의진행 프로세스
전체회의

분과회의

회의주제 설명

▶

분과 특성에 맞게

분과회의
▶

토론

결과 도출 및

전체회의
▶

안건정리

분과발표

∙ 회의장소
- 시민계획팀 모두를 수용 할 수 있는 강당 또는 체육관에서 통합회의를 진행하여 다른 분과
와의 경쟁을 통한 참여율 제고 및 분과별 시간조절 가능 및 장소이동의 최소화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청소년계획팀은 특성에 맞는 회의주제로 별도의 공간 사용
그림 12 분과회의 자리배치(예시)

3)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회의진행
n 1차회의 : 자산찾기 및 현안이슈 도출

∙ 도면을 활용하여 숨어있는 현재 자원에 대하여 발굴하고, 그 위에 현안문제를 도출한 뒤 미래
유망한 자원에 대하여 추가발굴
그림 13 회의진행 프로세스
도 입

▶

자원지도

▶ 현안지도

▶

미래지도

▶

평 가

▶

공 유

표 16 단계별 퍼실리테이션 기법
단계

시간

퍼실리테이션 기법

15‘

․ 메인FT가 회의목적을 공유하고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한다.
․ 전체 인사나누기 : 색색의 스티커를 참여단 모두에게 10장씩 나눠준 뒤, 모두
일어서서 자신의 분과를 제외하고 10명을 만나서 자기소개(이름, 거주지역,
분과명)를 하며 인사를 나눈다.
․ 분과별 인사나누기 : 자기자리로 돌아온 뒤 분과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이름, 거주지역, 참여계기)를 20∼30초씩 진행한다.
․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를 보여주는 3분 동영상을 시청한다.

자원지도
그리기

15‘

․ 시간단축을 위해 분과별 관련자원 리스트를 미리 배포한다.
․ 분과주제에 맞게 숨어있는 지역의 자원을 찾아서 노란색 포스트잍에 적어
붙인다.
․ 자원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넘버링이 되어 있는 스티커를 도면 위에 함께 붙여서
표시한다.

현안지도
그리기

20‘

․ 자원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점을 찾아서 분홍색
포스트잍에 적어 붙인다.

미래지도
그리기

15‘

․ 기존 자원들 가운데 미래에 유망한 자원 또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필요한
미래자원을 찾아서 해당위치에 파란색 포스트잍에 적어 붙인다.

평 가

10‘

․ 스티커를 6장(3장+3장)씩 나눠주고, 각각 평가기준에 맞추어 투표를 진행한다.
․ 평가기준 : 중요선호도

공 유

20‘

․ 분과별로 최종 선정된 대표자원 3가지와 현안문제 3가지를 3분씩 발표한다.
․ 마지막으로 참여단이 행사장을 나갈 때 분과별 결과를 합한 전체를 두고
재투표할 것을 안내하고, 6장(3+3장)씩 스티커를 나눠준다.

소감나누기

15‘

․ 종이를 반절로 나눈 뒤, 가운데 동그라미에 회의를 참여한 느낌에 대하여 한
단어의 감탄사로 표현하여 적는다.
․ 종이 왼편에는 좋았던 점을, 오른편에는 아쉬운 점을 적는다.
․ 분과별로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30초씩 간략하게 소감을 나눈다.
․ 다음 회차 진행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회의를 마무리한다.

마무리 투표

10‘

․ 계획단은 행사장을 빠져 나가면서 뒤쪽에 붙어있는 리스트들 중 대표선정을
위해 각각 3가지씩 투표한다.

도 입

n 2차회의 : 미래시나리오 논의 및 발전방향 도출

∙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2030년, 2050년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미래상을 만들어봄
그림 14 회의진행 프로세스
도 입

▶

우리지역은
▶ 시나리오
○○다

▶

미래상

▶

공유

▶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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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단계별 퍼실리테이션 기법
단계

시간

퍼실리테이션 기법

도 입

25‘

․
․
․
․

우리지역은
○○○이다.

15‘

․ 시민들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 생각을 키워드로
적어본다.
․ 분과별 내부 공유

미래모습
그리기

60‘

․ 대표자원과 메가트렌드 공유(외부환경의 변화)
․ 분과별로 다루고싶은 메가트렌드 2가지를 선정한다.
․ 메가 트렌드의 영향에 따른 해당분과의 미래모습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시나리오를 적어본다.
ex) 온난화(메가트렌드)에 의한 지역의 미래 환경‧안전‧복지(해당분과)
- (부정) 2030년 과메기가 사라진다.
- 지역특산물 브랜드가...
- 관광객이....

미래상
만들기

20‘

․ 긍정과 부정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의 미래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ex) (긍정)동아시아의 실리콘밸리,
(부정)동해안의 변방도시

공 유

40‘

․ 분과별로 최종 미래상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5분씩 발표한다.

20‘

․ 종이를 반절로 나눈 뒤, 가운데 동그라미에 회의를 참여한 만족도에 대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기입한다.
․ 종이 왼편에는 좋았던 점을, 오른편에는 아쉬운 점(개선점)을 적는다.
․ 분과별로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소감을 나눈다.
․ 다음 회차 진행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회의를 마무리한다.

소감나누기

리뷰 : 1회차 결과물, 소감 공유
2회차 주제와 목적 안내
동영상 시청
팀별 그라운드 룰

n 3차회의 : 부문별 목표 및 발전전략 도출

∙ 지역의 자원과 현안이슈(1차 결과), 미래 시나리오(2차 결과)를 고려하여 지역의 미래를 위
한 전략을 도출
그림 15 회의진행 프로세스
도 입

▶

시나리오
전략찾기

▶ 분류하기

▶

핵심전략

▶

공유

▶

소감

표 18 단계별 퍼실리테이션 기법
단계

시간

퍼실리테이션 기법

20‘

․
․
․
․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한 전략
찾기

30‘

․ 분과별 미래 시나리오 결과물을 공유한다.
․ 긍정 시나리오 달성, 부정 시나리오 예방을 위한 발전전략을 도출한다.
* 분과원 의견도출 방법(브레인라이팅)
․ 서로 상의하지 않고 각자 의견 5가지씩을 생각해서 먼저 적게 한다.
․ 분과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1가지씩 포스트잍을 가운데 내놓은
뒤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다.(5가지가 아닌 1가지만 내놓을 것)
․ 뒷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한 사람의 의견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나올
경우 해당 포스트잇을 그때그때 내놓는다.
․ 분과원의 모든 포스트잇이 가운데 붙을 때까지 2바퀴, 3바퀴 계속 돌아가면서
1가지씩 의견을 내놓는다.
․ 앞사람이 얘기할 때 생각나는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적어도 좋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기 차례가 아닐 때 발언을 할 수 없다.

추가 전략
찾기

20‘

․ 미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다.
․ 현안이슈 목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한다.
․ 추가 전략 도출 시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덧붙여서 내놓는다.

분류하기

30‘

․ 전체 전략들을 한 곳에 두고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한다.
․ 분류한 그룹의 이름을 만들어서 적는다.
(그룹의 이름은 세부 전략들을 포함하는 커다란 전략이 되므로, 하나의 단어가
아닌 전략문구로 그룹명을 만든다.)

핵심전략
선정

20‘

․ 중요선호도를 기준으로 핵심전략을 선정한다.
(1인당 3가지씩 그룹명에 투표)

갤러리워크

30‘

․ 테이블FT는 해당 분과에 남아 있고, 분과원은 오른쪽 분과로 한바퀴 돌면서
다른 분과의 설명을 듣는다.
․ 설명을 들은 뒤 그 분과 내용(전략)에 투표한다.
․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분과를 돌아본다.

최종 결과물
공유

10‘

․ 테이블FT가 최종 선정된 전략 3가지를 해당 분과자리에서 간략하게 발표한다.

20‘

․ 종이를 반절로 나눈 뒤, 가운데 동그라미에 회의를 참여한 만족도에 대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기입한다.
․ 종이 왼편에는 좋았던 점을, 오른편에는 아쉬운 점(개선점)을 적는다.
․ 분과별로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소감을 나눈다.
․ 다음 회차 진행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회의를 마무리한다.

도 입

소감나누기

리뷰 : 1∼2회차 결과물, 소감 공유
3회차 주제와 목적 안내
‘토론회에 임하는 기대사항’ 나누기
팀별 그라운드 룰 / 분과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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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차회의 : 지역의 가치 찾기 및 미래비전 만들기

∙ 분과별 목표를 선정하고, 지역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종합하여 지역전체를 아우르는 최
종 미래비전을 선정
그림 16 회의진행 프로세스
도 입

▶

분과목표

▶ 비전도출

▶

비전보완

▶

비전투표

▶

소감

표 19 단계별 퍼실리 ․ 테이션 기법
단계

도 입

시간

20‘

퍼실리테이션 기법
․
․
․
․
․

리뷰 : 지난회차 결과물, 소감 공유
4회차 주제와 목적 안내
비전의 중요성 및 좋은 비전에 대한 소개
분과원 인사 및 기대사항 나누기
팀별 그라운드 룰 선정

발전전략
정교화

․ 발전전략 최상위 4∼5가지 표시(지난 투표결과)
․ 4단어로 발전전략 재정리

분과별
목표 선정

30‘

․
․
․
․

분과별 발표

20‘

․ 분과별 목표와 선정이유에 대해서 3분씩 발표한다.

2050
미래비전
도출

30‘

․ 지역의 핵심가치와 함께 분과별 전체목표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의 비전을
분과별로 1가지씩 만든다.
(분과별 목표는 발표시간 후 5가지를 ppt 화면에 띄움)

비전문구
보완

20‘

․ 전체분과 결과물을 보고 다른 분과에서 맘에 드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대로
또는 조금 변형해서 가져온다.
․ 분과별로 최종 비전을 보완해서 정교화하고, 새로운 종이에 비전과 함께
의미해석도 정리한다.

최종 비전
선정(투표)

20‘

․ 제일 뒷면에 분과별로 만든 지역의 비전 5개 장표를 붙여놓고 투표를 한다.

2050년을 바라보고 발전전략 달성을 위한 분과별 목표를 만든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2050년 지역의 모습은?
전략이 달성되었을 때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과원들이 말하면 서술형으로 4~5가지를 메인이 그대로 적는다.(우리지역은
ㅇㅇㅇ이다. 참고하여 그 종이 위에 정리)
․ 서술형으로 정리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로 정리

4) 비전 전달식 및 모니터링
n 비전 전달식

∙ 1차~4차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결과물을 시에 전달하는 행사로 시민계획단 활동사진 영상,
시민참여단 활동결과 보고, 소감발표, 비전 전달식, 단체 사진촬영 및 기념품 전달 순으로
진행함
표 20 비전 전달식 세부일정(안)
시간(예시)

내용

비고

14:40∼14:55

15‘

▪참석자 등록 및 설문지 작성

14:55∼15:05

10‘

▪활동영상 시청

동영상

15:05∼15:10

5‘

▪개회

진행자

15:10∼15:20

10‘

▪시민계획단 활동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15:20∼15:40

20‘

▪시민 참여소감 발표

15:40∼15:50

10‘

▪비전전달식

-

15:50∼16:00

10‘

▪시장님 말씀

행정팀

16:00∼

`

▪단체 사진촬영 및 폐회

진행자

분과별FT

연구팀
시민대표

n 모니터링

∙ 반영 확정된 안건에 대해 실무 부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행정부서에서
는 이후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공지함

∙ 행정부서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각 분기별로 정리하여 공지하며,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여 수시로 반응을 확인하고 소통
함

∙ 시민계획단 운영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고, 핵심이슈 및 목표별 주요지표를 설정하
여 매년 계획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모니터링에도 시민이
계속 참여하고 평가하도록 함
그림 17 시민계획단 운영 단계별 과정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

시민계획단 운영

3단계
▶

결과 및 실행

4단계
▶

모니터링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지역계획 수립 방안․ 313

0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n 지역계획 수립 시 퍼실리테이터의 활용 및 역할 증대

∙ 2014년 서울시 생활권계획 1건으로 시작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지역계획 수립은 2019
년 현재까지 34개 지자체에서 시민계획단 운영과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지역계획을 수립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5. 4)에 따르면 농촌현장포럼 운영시 퍼실리테이터의 활용
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의무화하고 있으며, 농어촌퍼실리테이 자격증에 대하여 의견을 수
렴하여 국가공인자격증화를 검토중임

n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지역계획 수립시 만족도 및 사업실현성이 높음

∙ 퍼실리테이터 활용에 대한 만족도도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2014)에서 일반시민 79.0%,
공무원 73.0%로 높았으며, 최근의 2040 서울플랜(2019)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대한 만족
도가 80%로 높게 나타남

∙ 또한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교육(2015)자료를 보면, 농촌마을발전계획 수립 시 사업실행률
이 10%~15%에서 였으나,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였을 경우 80%~90%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2) 정책제언
n 지역계획 수립 시 퍼실리테이터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

∙ 2018년 12월 21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
여할 수 있도록 주민계획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주민계획단 구성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진행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회의진행자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함

∙ 또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는 주민의견 청취가 주민대표가 참석한 공청회에 머물러 있어
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 구성과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회
의진행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표 21 퍼실리테이터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안)
구분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현행

개정(안)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4-2-3. 설문조사
입안권자는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4-2-3. 주민참여 구성 및 설문조사
입안권자는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전문 회의진행자(퍼실리테
이터)가 참여한 주민참여단 구성 및 주민의
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주민참여 제고

제2절 주민참여 제고

5-2-2. 계획의 입안전 참여
입안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주민의사
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
기 전에 미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방향, 주민참여
도시.군기본계획
의 과정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참여를
수립지침
유도해야 한다. 필요시 주민참여 생활권계
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
구성, 도시대학 운영 등 계획수립체계를 마
련할 수 있다.

5-2-2. 계획의 입안전 참여
입안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주민의사
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
기 전에 미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방향, 주민참여
의 과정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필요시 주민참여 생활권계
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회의진행
자(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한 주민참여단 구
성, 도시대학 운영 등 계획수립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

n 국토‧도시계획 부문 전문성을 갖춘 퍼실리테이터 양성

∙ 지역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가 확대되면서 퍼실리테이터의 수요는 많으나 퍼실리테이터가
지역계획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지역계획에 대한 별도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
함

∙ 이에 국토‧도시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토‧도시분
야 전문 퍼실리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국가
공인자격증화 할 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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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계획 수립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계획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정립

∙ 퍼실테이터의 역할은 시민계획단의 의견이 표출부터 논의 그리고 정리되는 과정에 이르기까
지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발현되어 계획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중립적인 회의진행자 역할
을함

∙ 지역계획 전문가는 퍼실리테이터 중심의 회의 진행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민과 행정·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상호 피드백하여 시민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의 지역계획 성격을 강화하는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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