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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국토계획과 국토혁신
: 정치와 감성의 극복을 통해 증거 기반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hskim91@dankook.ac.kr)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인구수보다는 생산인구,
혁신인력의 분포가 중요하다. 즉, 총 사업체수보다는 혁신기업이나 생산성이 높고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중요하다. 단순한 개수나 비중보
다는 인구와 산업의 구조, 계층에 대한 정보가 지역 격차를 더 잘 설명해 주기 때문
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성장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제조업, 전통산업
의 쇠퇴는 극명해진다. 빈집, 대학 신입생 미충원, 고령화, 저출산 등의 현상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기술혁명이 본궤도에 올라설수록 이런 격차는 더 가팔라
진다. 과거와는 다른 인구와 산업의 재구조화, 재분포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모빌리티의 발달이 눈부시다
모빌리티의 발달 속도가 지속해서 빨라지고 있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2030년
전국의 주요 도시가 2시간대로 연결되는 미래를 보여주는데, ‘이음’이라는 이름의
고속열차는 수도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광역대도시권을 통합하는 광역철도망이
다. 이와 동시에 교통수단 간의 ‘연결’도 향상된다. 환승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어 대
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광역화될 것이다. 이로써 행정
구역 단위의 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동이 증가하게 된다.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은 온라인 쇼핑, 화상강의, 원격근무를 확산시키고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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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는 이동수요를 감소시키고 도심 오피스 수요를 줄이는 반면, 동네의 ‘로컬’ 수요를
키운다. 데이터 센터, 도심 물류시설은 새로운 공공기반시설로 등장할 것이다. 또한, 언
택트 산업의 성장으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거세지고 있다. 업종으로는 정보통신업으
로 분류되지만 이들이 금융, 음 · 식료, 물류, 유통, 건강 등 전 분야를 지배한다. 기존의
산업업종 분류로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
빨라지는 교통과 통신, 새로운 경제활동과 시설의 등장은 새로운 인구와 산업구조의
분포를 생산해낸다. 국토공간이 전과 다른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
공간 위에 인구와 산업, 주택과 기반시설, 환경시설 등을 공급하고 배치하는 일에도 전
과 다른 시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균형’, ‘보전’, ‘공동체’, ‘재생’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이를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이 성공하자면 입지, 인구와 산업, 기반시설과 환경,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추이와 전망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와 같은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등의 공간계
획체계는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곳에 자원을 공급하거나, 실현불가능한 가치목표를 설정하여 소중한
공공재원을 허비하기도 한다. ‘균형’, ‘보전’, ‘공동체’, ‘재생’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이를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이 성공하자면 입지, 인구와 산
업, 기반시설과 환경,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추이 및 전망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
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법과 지침이 요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정책이 성공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점점 더 ‘입지(location)’변수가 중요해진다
입지변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이유는, 기술혁명의 영향으로 혁신인력이나 성장기업
들이 대도시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나 빈집증가, 지
방대학의 정원 미충원, 저출산과 의료공백, 산업단지의 쇠퇴문제도 모두 입지와 관련된
현상들이다. 모빌리티의 발달, 광역교통의 발달은 이러한 흐름을 촉진한다. 교통의 속도
가 빨라지고, 연결이 향상될수록 환승역세권 중심으로 인구와 성장산업들이 집중하게 된
다. 이러한 문제를 개별 사안과 개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주와 기반시설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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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도시화 ·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령 및 제도, 정부조직체계는 이

국토시론

교통부, 대학정책은 교육부, 일자리 관련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의료대
책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각각 접근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를 통합된 시각으로 보고 콤팩트한 거점으로 핵심기능들을 모아주어야 한다. 광역
시 · 도별로 여러 유형, 위계별 거점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주, 산업, 교육의 거점도 필요
하고, 메가시티의 중심거점, 농촌의 정주거점도 필요하다. 또 거점의 편익을 주변 지역으
로 분배하고 전달하는 ‘연계와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대중교통망의 연결, 조세지원, 재정
결합, 스마트지원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거점과 네트워크 관리는 향후 우리
국토가 맞게 될 ‘초격차’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라 믿는다. 국토모니터링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

K방역에서 성과를 높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니터링 수법은 국토모니터링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격자 단위의 중층적 데이터를 이미지로 시각화함으로써 국토계획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인 간의 협상을 지원하는 기능도 기대된다.
국토모니터링 시스템은 새로운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국토공간계획의 요구를 충족하
고, 또 국토공간계획 수립 이후 이의 실현과 평가에도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문제와
현상을 행정구역 단위나 부처별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융 · 복합적이고 입체적
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K방역에서 성과를 높인, 빅데이터를 활용
하는 모니터링 수법은 국토모니터링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격자 단위
의 중층적 데이터를 이미지로 시각화함으로써 국토계획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
고, 이해관계인 간의 협상을 지원하는 기능도 기대된다.
계획 수립 이후에도 이의 실현수준을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과 정합성을 높여줄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실 · 국별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검토함으로써, 기본계획이 시정 운영계획에 미치는 영
향력을 강화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 플랜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계획의 실현성과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국토정보 모
니터링 시스템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사업들이 콤팩트 공간구조 구축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평가한다.
콤팩트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 네크워크와 연계하는 공간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는 우리 국토의 생존대안이자 탄소중립의 합리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 지역의 산재적 개발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의 지표와 기준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국토계획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정치나 감성학자
들의 주장을 극복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결정(EBPM) 기반 위에 올려둘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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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다. 「헌법」과 「국토기본
법」에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의 조
성,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등 국토관리를 위한 기본 이념을 통하여 국토의 체계적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계획 및 정책의 주무부서로서 「헌법」과 「국토기본법」의 가치 실현을
위해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계획 및 정책을 수립 · 집행하고 있다.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
책 가운데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국
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거
름이 되어왔으며, 도종합계획, 시 · 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가 수립 · 집행하는 공간계획 및 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2020~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행수단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실효성 높은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국
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
다. 이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 이유
와, 현재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고민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자 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 배경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
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종전의 국토종합계획과 달리 국토를 가로지르는 개발축이
없다. 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
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등 최근 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에서 탈피하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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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새로운 국토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
이다. 즉,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구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토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실증 기반의 국토종합계획 수립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 6대 부문 320여 개 지표를 대상으로 국토 현황을 조사하는 국토조사를 시행
하고 있다. 국토조사로 수집한 자료는 국토 주요 부문의 현황과 변화상을 측정하여 국토
계획의 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모니터링은 국토 현황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국토의 현황 및 변화상에 대한 구체
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고도화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토모니터
링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국토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은 국토계획의 실증화에 기여할 것
으로 생각된다.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국토의 기본적 ·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므
로, 국토를 둘러싼 주요 메가트렌드와 국토의 미래상에 대한 예측은 필수적이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인구감소, 경제성장 둔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등 국토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모니터링은 국토의 여건변화를 정기적 · 체계적으로 전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당시에 예측한 국토 여건과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메
가트렌드를 정기적으로 전망함으로써 선제적인 국토계획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국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민주적인 국토종합계획 수립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하였다. 지역별 · 성
별 · 연령별로 구성된 170명의 국민참여단은 주제별 토론을 통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고, 그 결과를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이란
제목의 국토계획헌장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모니터링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하여 최초로 시도된 국토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국토는 다양한 세대,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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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미래상 전망을 통한 선제적인 국토종합계획 수립

든 국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국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민주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계획 추진상황의 진단 및 환류를 통한 과학적인 국토종합계획 수립
국토종합계획은 소관별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통하여 성과를 점검해 왔다. 다만, 다
양한 부처들이 소관 과제별로 작성한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국토
종합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모니터링은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 평가대상이 되는 하위 · 부문별 계획 추진상
황에 대한 종합적 진단 및 평가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전반적인 국토계획 추진상황에 대
한 진단 및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환류는 과학적인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국토모니터링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기본 구상

도입 목적

도입 전

도입 후

실증 기반의 국토계획 수립

국토조사(현황)

국토조사(현황) + 분석

선제적인 국토계획 수립

-

국토 여건변화 전망  

민주적인 국토계획 수립

-

국민의식조사ㆍ분석

과학적인 국토계획 수립

-

국토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그림 1>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성방향
국토 현황 진단 및 부문 모니터링

국토정책 모니터링

국민 체감 모니터링

국토 현황 및 부문별 변화 진단

국토관리
기본 이념 및 목표

국민수요 수시 모니터링
불편

국토 현황지표
분석과 변화
지역 활력 국토환경
부문
부문

국토계획 수립
(Plan)

불안

불쾌

삶터/일터/쉼터에서의 수요

국민반응 수시 모니터링
국토 균형 국민안심 인프라
발전 부문 부문 효율 부문
생활취약 국토안전
부문
부문

계획 집행
(Do)

평가(정기/수시)
(Check)

국토정책지표
변화와 전망
국토계획 추진 성과모니터링
국토 분야 빅데이터, 공간정보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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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국토정책지표

미흡

국토에 대한 이해와 목표 공유
전문가

정책 조정

보통

시민
단체

민간
기업

일반
국민

정책성과 국민 체감 모니터링
SNS, 민원, 의견, 설문 등

<표 2> 국토모니터링 도입 전후의 국토계획 수립체계
국토계획 수립체계

국토조사
국토 현황
통계 제공

국토모니터링
도입 전

국토종합계획
실천(수정)계획 수립
방향성 제시
계획의 적절성 평가
국토계획 평가

부문·하위계획

국토조사

국토현황 통계 제공

국토 현황
통계 제공
국토종합계획
실천(수정)계획 수립

국토 현황 분석
국토변화상 전망

국토모니터링
도입 후
국토계획
평가

계획의 적절성 평가
부문·하위계획

제476호 2021 June

국토
모니터링

방향성 제시
추진상황 평가

국토계획평가 시 모니터링 결과 활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정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 수립에 활
용하는 일련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① 국토 현황
및 변화, ② 국토계획의 달성도, ③ 국민의 의식을 3차원으로 구분하여 국토모니터링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3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국토모니터링의 결과가 국토계획 수
립체계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국토모니터링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수행되었던 메가트렌드
앞으로의 국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분석 등이 개선되어 국토의 미래상 전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
추진방향
토계획 및 정책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국토 미
래상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 추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서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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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 정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국토’의 성격과 도전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함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에서 알 수 있듯 국토
모니터링의 대상인 ‘국토’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삶의 공간이다. 국토의 변화
상은 크게 기후변화 등 국토의 자연환경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의 경
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국토에 미치는 변화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우리 국토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인구집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혁신 등의 주요 메가트렌드 가운데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
하며, 단계적으로 모니터링 분야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
에게 필요한 국토의 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과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국토정책 및 계획에서 모니터링의 활용 정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의 조성 등을 위해서는 인구전망을 최우선시할 필요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분야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인구의 수
도권 집중에 대한 다채로운 분석과 전망으로 보인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서 수도
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방도시의 쇠퇴 내지는 소멸이 사회문제로 크
게 대두할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별 흐름 등 합리적 인구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
은 교통축과 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공간을 압축적인 공간으로 재편하고,
농 · 산 · 어촌은 생활SOC와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할 분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형태는 지
난 50년간 대가족에서 4인 가구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는 1인의 청년
또는 노인 가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정책이 미래 가
구 형태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고, 적절한 양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역별로 고령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지
역별 맞춤형 SOC 공급전략 마련을 위한 정교한 분석도 필요하다.

국토공간에 대한 다채로운 접근과 사회·경제적 변수의 결합을 통한 차별화 필요
국토교통부는 국토공간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토공간을 다양한 스케일의 바둑판 모양 격자로 나누는 틀을 보유하
고 있으므로 세밀한 단위까지 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용도지역, 용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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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용도지구 등 현재 국토 · 도시계획체계와 연계한 분석도 가능하다. 둘째,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있는 건축물, 주택, 기반시설, 교통량 통계 등 주요 통계는 소중한 자산이다. 국토
모니터링 체계는 이러한 통계를 적극 활용하여 국토공간을 다채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채로운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 경제적 변수를 융복합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화된 국토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예를 들어 100m×100m 격자 단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 통계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융복합하고, 앞으로 30
년 동안의 변화 추세를 전망한다면 빈집 문제 등 지역의 노후화에 대하여 선제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양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국토 전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필요
국토를 둘러싼 복잡한 여건을 고려할 때 국토모니터링을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헌법」과 「국토기본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
이 국토공간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2020년 9월 국토교통부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 연구기관

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국토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협업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모니터링이 국토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미
래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맺음말

국토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심시티라는 게임이 맴도는데, 심시티
는 바둑판 모양의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부응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도로, 철도, 공항 등 기간
망과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SOC 시설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적 · 과학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심시티와 국토모니터링이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게임보다 현실은 복잡다단하므로, 국토모니터링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인 국토를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
토모니터링은 도전적인 분야이며,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
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모니터링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
을 부탁드린다.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18. 2017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11

제476호 2021 June

들에 국토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 건축공

인구감소 시대의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운영 방향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sim@krihs.re.kr)

인구감소 시대,
국토경영을 위한
모니터링의 역할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구(human population)는 생산 측면에서 노동력을 제공
하고 소비 측면에서 구매자의 역할을 하며, 사회 · 문화적 존재로서 지역의 문화와 생
활양식을 주도한다. 즉, 인구가 나타내는 현상은 그 국가나 사회의 존속 내지는 발전
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이희연 2003).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과잉
(overpopulation)으로 인한 자원 부족, 기후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많았지
만, 최근에는 정반대의 걱정이 더 많다. 경제선진국이 경험했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의 확산과 경제침체 등 새
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구 문제는 정책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워싱턴대학 보건계량연구소(IHME)의 연구결과에서는, 2021년 5월 15
일 기준 78억 6천여 명1)인 세계 인구가 2064년에 97억 명까지 증가하다가 2100년에
88억 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인구감소 현상은 심각할
것으로 추정하였다.2)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발간한 ‘2019년 세계 인구전망’ 보
고서에서는 2060년 한국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 · 유소년 등 비생
산연령인구 103.4명을 부양해야 하는 조사대상 국가 중 부양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
로 전망했다.3) 또한,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9023명이다. 2019년(5184만 9861명,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 비해 2만
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
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4), 2067년에는 약 392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

1)     https://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
2)     http://www.healthdata.org/news-release/lancet-world-population-likely-shrink-after-mid-centuryforecasting-major-shifts-global
3)     UN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2019 인구전망보고서.
4)     우리나라는 2020년 전국 출생아 수 27만 6000만 명,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함(통계청. 2021년 2월 24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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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고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근간으로 정부는 인구감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 기로에서 수립
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도 인구감소 국면에서 장기적 국토정책의 방향과 전
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 부문계획과 하위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야 한
다.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토공간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방향성이 부문계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계획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과 도시의 성장(growth)은 인구증가의 규모가 바로미터인 공식을 적용
해 왔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전환기에는 이 성장공식의 변수를 바꾸
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목
표를 설정하고 장래의 토지수요를 예측한다. 예측된 규모의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한 개발용지를 찾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토지공급 위주의 계획 방법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계획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2020년 4월 「국토기본법」 제25조의2 ‘국

운 방법론을 구상하였다.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인구)이 감소하고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수요자(인구)도 감소하는 축소 시대이다. 지역과 도시의 개성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경영마인드로 지역성장에 대한 개념과 목표를 재정의하고, 사회 · 경
제적 여건변화가 국민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정책 수단에 대한 수시적 점검
과 조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가 국토경영의 중요한 수단
이 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과거보다 국토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목표 이행도를 하위계획에서 점검하기 위해 필
요한 정책지표를 다양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취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공간계획 체계와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의 변화상을 수시로 점검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결과지표 또는 성과지표를 상호 공유하며, 인구감소 시대에
최적화된 공간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계획
의 목표인구는 인구감소 추세를 수용하여 달성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규모로 설정할 필요
가 있다. 단, 거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인구, 체류인구 등과 같이 타
지역과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는 지표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진단할

5)     「국토기본법」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이하 생략).

13

제476호 2021 June

토모니터링의 추진5)’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국토를 효과적으로 경영하는 새로

<그림 1> 인구감소에 대응한 국토계획의 절차와 국토모니터링의 역할

•인구감소로 인한 국토의 변화, 이슈점검, 미래전망에 대한 정책지표 설정, 실천과제에 대한 결과지표의 점검
•계획의 실천과제들의 이행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인구감소 정책의 성과지표를 점검 및 환류

국토모니터링 절차
정책(효과) 지표
(Impact indicators)

국토(종합)계획
환경계획
시설계획

객관적 목표
국가
지속
가능성

유관계획

목표

(Objectives)

계획의
실행
성과 확인

보통
정책 방향
(Policles)

실천과제
(Targets)

결핍

국토변화
이슈점검
미래전망

ex. 적정인구
ex. 체감지표

국토계획의 절차

인구감소
인구구조변화

ex.서비스 인구

결과/성과지표

(Outcome/output indicatons)

ex. 체류/관광인구

자료: 임은선 2020을 재구성.

수 있는 성과지표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정량적인 성과 외에 지역 주민의 체감적 만족
도를 측정하는 지표도 발굴하여 계획에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그림 1> 참조).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요소가 더 중요한 모니터링의 대상이
국토모니터링
지표체계의 구성과 된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인구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정교한 데
분석 주제
이터의 확보와 사용이 어렵고, 인구변화와 국토정책과의 연관성을 찾는 체계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의 국토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지표체계는 무엇이고,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주제는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국토모니터링 지표체계의 구성
정부는 데이터를 근거로 과학적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0년에 국토모니터링 체계
를 법제화하고, 국토변화, 국민 체감, 계획의 이행점검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국토모니
터링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그림 2> 참조).6)
‘국토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국토의 현황 및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계획 및 정
책 수립 시 근거로 활용하고, 계획에 의한 개선 목표를 설정하거나 정책 이슈를 발굴할

6)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토기본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토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
한 지표체계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음.

14

특집 | 국토모니터링: 데이터로 보는 국토의 현재와 미래

<그림 2> 국토모니터링 지표체계의 개념적 구성

국토모니터링

국토변화 모니터링 지표

국토
변화
추세

국토
이슈
진단

인구 가구

국토
미래
전망

국민 체감 모니터링 지표

국토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계획
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

만족

불만

개선

취약

이동 토지

주거 생활 환경 인프라 안전

국토변화 모니터링 세부지표

국토계획 모니터링 지표

국토 체감 조사 지표

국토종합계획
이행도 점검 및
성과평가

전략1

지
역
발
전
과
연
대
협
력

전략2

지
역
산
업
과
문
화
관
광

전략3

안
심
생
활
공
간
조
정

전략4

환
경
친
화
적
공
간
창
출

전략5

인
프
라
효
율
화
지
능
화

전략6

평
화
국
토
조
성

세부 전략별 계획지표

때 활용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인 국민 삶의 질, 국토경쟁력 수준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인구(연령구성)와 가구변화, 주거환경, 경제 및 산업, 공간 구조
및 토지 이용, 생활인프라, 교통, 환경 및 안전 등에 대한 지표로 구성된다. 가급적 최소
의 공간 단위7)를 도입하여 국토공간의 특징과 패턴, 시계열적 공간의 변화 양상과 추세를
전망하여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국민의식과 체감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국토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의식 수
준과 공간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과 도시에서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국토의 변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 추진된 성과에 대
한 국민들의 인식을 설문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계획에 비추어보는 지표이다.
‘국토계획(정책)의 이행상황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
한 목표와 전략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지표이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
토종합계획의 이행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100대 지표8)를 선정
7)      「국토기본법」 제25조 국토조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17년부터 500m 이하의 격자 단위로 인구, 건물,
생활인프라 등에 대한 국토지표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100m 격자 크기로 연령별 인구지
표를 생산하고 있음. 이 지표는 정부기관과 민간에서 활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8)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전략별 정책 과제의 이행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는 지역 발전 투자협약제도 사
업 수행 현황( ↗ ), KTX·공항·IC 등 교통거점과 접근성 개선( ↗ ), 비수도권 사업체 수 비율( ↗ ), 생활SOC 이용 편의
개선(서비스권역 내 인구, ↗ ), 인구과소지역( ↘), 빈 상가 현황( ↘ ) 등 100대 지표를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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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20.

하였다. 향후 종합계획의 방향성과 소관부서별 과제의 추진결과를 취합하여 이행도를 파
악하고 관련 계획에 환류하는 등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인구의 순환이 만드는 다층적 국토공간 구조
사회 · 경제정책에서는 경제발전과 인구 관계로부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다룬다. 국토정
책 차원에서는 인구와 환경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규명하기 위해 공간과
학적으로 접근하여, 공간계획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책사업 주변 영향권의 인구변화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 이슈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지역별 인구 규모(stock) 축소에 대한 경험을 유
형화하고, 인구집중지역이나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분포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공간 구조
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또한 장래 인구의 연령 구조변화에 따른 지역별 부양인구의

<그림 3> 인구과소지역의 변화 추이와 인구이동(좌) 및 장래 인구분포 전망 사례(우)
[전국] 인구과소지역 변화
(2017~2019)

2020년 대비
2040년 장래인구 증감 추정률

인구 증가 지역(20% 초과 증가)
인구 유지 지역(-20%~20% 변동)
인구 감소 지역(-20% 초과 감소)
비거주 지역

2040년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 분포

시기별 인구이동

자료: (상)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하)국가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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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인구현황(시군구)
2만명 이하
2만명~5만명
5만명~10만명
10만명~20만명
20만명~50만명
50만명 초과

자료:  이보경 2019.

격차를 이해하거나, 젊은 노동력이 유출되는 지역, 고령자의 고착 · 고립지역, 귀농 가구
의 유턴지역 등 정책적 관심지역을 찾아내 새로운 기회를 강화하고 위협을 해소하는 등
공간계획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를 탐색해야 한다(<그림 3> 참조).
또한 국토계획이 공간 구조에 대한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구 현상이 공간 구조에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은 일정한 공간(point)을 점유하면서 시공간적 활동에 따라 이동(flow)
또는 교류(network)가 이루어지고, 그 인구활동의 결과는 패턴(pattern)으로 자리매김
한다. 바로 이것이 인구의 집중(core)과 분산(periphery), 도시의 관계(relation)와 계층
(hierarchy)을 형성하고 지역(region)을 특징짓는다. 이러한 인구 현상이 빚어내는 국토
공간 구조의 다양한 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할 때 필요한 데이터 활
용여건은 여전히 벽이 높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정적인 지표로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상태나 집
계된 결과지표(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인구 규모 또는 그 변화량)가 많다. 과거에 수
립된 계획의 집행결과가 현재 국토에 투영된 결과적 데이터만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서를
준비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전국을 100~500m까지 소지역 단위격자로 제공하

지만 정적인 지표이다. 지역의 인구이동과 도시의 관계를 규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동적
지표를 발굴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지역 간의 사람과 자원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빅데이
터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대류촉진형 국토형성을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 진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이 상호 연계하여 사람, 사물, 돈,
정보 등의 흐름을 파악하는 국토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10) 국토를 구성하는 사람, 사
물, 돈과 정보의 순환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계획 수립 전과 후의 압축도(compact)와
연계성(network)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를 비교 · 평가하고 있다. 계획으로 인한 영향
이 데이터로 발현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몇 년간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
도 수년간의 진척도를 살펴보고 있는 꾸준함은 참고할 만하다.

국토모니터링
체계 운영방향과
거버넌스 구축

국토모니터링 체계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구상을 하위 · 부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계획 수립가,
정책 집행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과거 개발 시대의 선계획 후시행이라는 단선적이고 하향식이었던 계획추진체계를 보

9)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map.ngii.go.kr에서 제공.
10)    https://www.mlit.go.jp/seisakutokatsu/hyouka/content/0013382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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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토조사의 인구지표9)는 인구의 집중과 분산, 고령화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가능하

완하여,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계획의 수시적 점검과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일하
는 방식을 바꾸고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의 급속한 감소, 코로나19의 확산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의 위협, 기후와 환
경의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지형의 변화가 지역의 격차 심화로 이어지
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국토를 둘러싼 각 요소 간의
연결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가치와 기회가 공유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연결성은
이익만큼이나 위험도 공유하고 함께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미래
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기반의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시급하다.
이제부터 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할 것이기에, 총량적 감축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계획의 시간 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5년, 10년, 20년이
라는 장기적인 비전이 지금의 5개월, 10개월, 1~2년 내에 하는 사업에서 어떻게 기여하
는지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다음 세대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급격한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 조정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처럼 시공간
스케일을 세분화하고 계획의 시간대를 더 좁힌다면 지금보다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판 뉴딜로 구축하는 디지털트윈도 궁극적으로는 국토경영을 위한 국토모니
터링 체계의 구축 목적과 지향점은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토공간상에서 일
어나는 인구 현상과 도시의 인프라, 생활서비스의 향유, 경제활동의 흐름, 현상과 구조의
관계를 동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국토시스템이 최적화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시뮬레이션하여 미래에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의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업무는 매우 전문가적 지식이 요구되
기 때문에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을 제도
화하였다.11) 전문기관은 지속적으로 국토모니터링 지표를 수집, 분석, 진단한 결과를 공
개하여 계획에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계획가는 전문가적 견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은 계획가의 수요를 탐색하고 방법론을 고안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국토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수 있다.
끝으로,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국토의 각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역연구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모니
터링에 필요한 지표들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 전문기관은 국토모니터링에 대한 지식체

11)     「국토기본법」 시행령 20조(업무의 위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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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는 ‘과학적 우수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토진단 및 전망결
과를 국민과 정책가에게 제공함에 있어 ‘정책적 통섭성 및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데이
터는 사실에 근거해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분석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 정
책의 성과가 표면적으로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
는 전문성과 결과의 방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모니
터링 체계가 투명한 절차와 수시적인 자료의 갱신과 축적,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망
등 국토정책 혁신의 뇌관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과 제
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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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형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모니터링
최정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justair@koti.re.kr)

머리말

교통부문에서의 모니터링은 통행량, 교통량 등 사람과 물건의 이동량을 조사하여 도로나
철도 등 교통SOC 시설투자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인구증가와 경제발
전에 따른 교통수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혼잡이 유발하는 손해비용을 산정한 교통혼잡
비용,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물류비용,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인적 · 물
적 사고비용 등 교통현상을 경제적 비용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 체감형 교통정책과 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모니터링의 변화 흐름을
짚어보면서,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과
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의 이동은 전국 여객통행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여객 기종점 통행량(Origin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교통모니터링 Destination, 이하 O/D)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지표로 표현할 수 있다. 전국 여객통
행조사는 인구구조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교통체계와 통행행태를 파
악하여 각종 교통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사용하는 O/D 자료 생산에 필요한 조
사이다. 여객 O/D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
소로 이동하기까지의 여정을 의미하며, 이동목적, 이동거리, 이동시간, 교통수단 등의 교
통지표를 분석할 수 있다. 즉, 여객 O/D 자료를 이용하여 출퇴근, 등교, 여가활동, 쇼핑
등 이동의 목적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승용차, 기차, 비행기, 여객선 등 어떠한 교통수단
을 이용하여 움직이는지를 조사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미
래의 통행량을 분석하여 미래의 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수요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
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O/D 자료는 인구수, 가구수, 취업자수, 종사자수, 자동차 등
록대수 등 사회경제지표와 융합하여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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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객 O/D와 관련 지표를 활용한 교통모니터링
(단위: 천 통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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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0.1%

2016

2016
1인가구 외     

자동차 등록대수와 가구당 승용차 보유대수

2010

(단위: 천 대/일)

45,801

87,156

11.1%
항공
0.1%

해운
0.04%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나?
자료: 김주영, 조종석, 김병관 외 2018.

화물의 이동은 화물 기종점 통행량 조사, 사업체 물류 현황조사 등의 조사와 통계청, 국
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교통모니터링 세청, 한국은행 등의 산업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화물 O/D를 통해 파악할 수 있
다. 화물의 이동에 대한 움직임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창고업 등의 사업체 물류 현황,
화물자동차의 적재와 이동 현황, 물류창고나 물류센터와 같은 물류거점에서의 화물량 등
다양한 화물의 지표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물류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다. 화물 O/D 자
료를 이용해서 화물의 물동량과 화물자동차의 통행량을 파악하여 국가물류전략을 수립
하고, 화물 수송을 위한 교통SOC 건설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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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하여 도시물류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택배물류
의 폭발적인 증가로 택배화물의 자동 배차,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물류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택배물동량 및 매출액 추이는 2016년 기준
10년 동안 약 3배 증가하였고, 평균 단가는 약 1/4 감소하였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
용 건수는 약 47건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자
동차 교통량도 <그림 2>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화물 O/D와 관련 지표를 활용한 교통모니터링
(단위: 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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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6.9 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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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5

11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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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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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7

연간 택배물동량 및 매출액 추이

전국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량 분포 현황(2016년 기준)

자료: 김주영, 박인기, 성홍모 외 2018.

국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한
교통모니터링

최근에 수립되는 교통정책은 교통안전, 신교통수단, 교통복지 등 국민이 체감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회전교차로를 증설하거나, 도
로 최고제한속도의 감소, 학교 및 노인보호구역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출퇴근 방식이 변화하고, 여가활동,
쇼핑, 여행 등 사람들의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통
모니터링이 국가 단위에서 생활 단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현상은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방식에서 탈피,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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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행태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 데이터,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료, 그리고 스마트폰 위
치정보나 교통카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동에 관련한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내비게이션 자료, 모바일 자료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림 3>과 같이 사람과 차량과 관련된 교통통계지표를 발굴하고 있다.

<그림 3>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교통지표 생산과정
모바일 자료 교통부문 활용방법 모색
모바일 자료 교통부문 활용방법 모색, 모바일 자료 특성, 전처리 방법, 통행수요 추정방법 등 방법론 고찰

모바일 자료 DB화 방향 설정
통신 원시자료 기초분석을 통한 데이터 특성 파악
전처리, 통행정보 추출방향, 기ㆍ종점 통행량 집계방향 설정

모바일 자료 분석 맵 구축
모바일 자료 분석 맵(교통 폴리곤) 개념 정의
교통 폴리곤 생성 방법론 개발

제476호 2021 June

모바일 자료 가공 알고리즘 개발
전처리 방법 개발
통행행태 DB 구축방법 개발
Step 1: 로그별 ‘이동’과 ‘체류’ 구분(경로, 주 상주지역, 잠재활동지역)
Step 2: 개인 이동궤적 생성(Trajectory)
Step 3: 체류목적 추정-경로, 집, 회사, 학교, 쇼핑, 종교활동 등(방법론 개발 예정)
Step 4: 이동수단 구분-승용차, 버스, 도보, 자전거 등(방향만 제시 예정)
Step 5: Motif(Trip Chain) 구축

모바일 자료를 이용한 통행수요 추정
모바일 자료 기반 통행수요 추정방법론 수립
모바일 자료 기반 통행수요 추정결과와 기존 인력식 조사 기반 통행수요 추정결과 비교
통행수요 추정 개선방안 검토

모바일 자료 기반 교통지표 발굴
모바일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가능한 교통정책지표 선정
기존 교통정책지표와의 차이 분석
지표 활용방안 제시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모니터링 수행 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교통물류 대국민조사와 같이 출퇴근 통근환경, 교통요금 인식,
교통이 유발하는 대기환경 문제, 교통복지, 교통 서비스 만족도 등 생활 속에서 느끼는
교통 서비스에 대해 국민의식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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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별 대중교통시설 만족도 조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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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주영, 이지선, 이주연 외 2021.

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출근시간은 약 30분으로 나타났으며, 60%의 응답
자가 출근시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중교통 요금의 수준에 대
해서는 국민의 78%가 적정하거나 저렴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현행 수준을 유지하
면서 서비스의 개선과 교통복지 확대에 대해 기대하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 참조).

맺음말

이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해 내고, 이를 정책적 지원 도구
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통 DB는 주
로 SOC 투자 효율화를 위해 표준화된 통행지표를 구축,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의 폭넓은 활용과 사용자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통통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진 국민 체감형 지표를 발굴하는 모니터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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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모니터링에서의 건축부문 역할과
건축정보시스템의 추진방향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장 (yhkim@auri.re.kr)

머리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
래 변화를 예측, 전망하여 앞으로 봉착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SF 영
화 속에서 보았던 기술은 어느새 현실에 적용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코로나
19와 같이 재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황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이렇게 빠르

행 · 경험 · 직관에 의존했던 기존의 의견기반 정책(Opinion-Based Policy)에서 증거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
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유연하게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
는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와 국토연구원은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
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근거법인 「국토기본법」을 개정(2020년 9월)하였다. 기존의
국토조사를 확대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드론 등으로 수집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정책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 자원 중 하나가 건축정보이다.
건축물은 국민생활공간의 기초이자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써, 국민 개
개인의 자산이자 집합적으로는 도시 및 국가의 대표적인 자산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건
축물에 관한 정보는 주거복지, 재난 및 방재, 도시계획, 지역 에너지 등 도시환경과 직결
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
행하는 행정업무의 60% 이상이 모두 건축행정정보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제 건축정보는
행정업무 처리 관점에서의 ‘자료’로 관리되는 것이 아닌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중요한 정
책지원 도구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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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하는 현시대에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좋은 정책과 계획을 만들기 위해 통념 · 관

건축정보의
범위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건축정보는 건축물의 생성, 활용, 유지관리, 소멸이라는 전 생애주기에서 건축주, 건
축가, 시공자, 행정담당자, 이용자, 유지관리자 등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모
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입면도, 구조도, 단면도 등의 도면정보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건축상세정보, 에너지 사용량, 유지 · 관리 이력, 산업정보 등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건축정보는 여기에 속성정보와 형상정보가 통합된 BIM 정보, 입
면도 및 구조도 등의 형상정보, 에너지 사용량정보, 법령정보, 부동산정보 등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

<그림 1> 건축정보의 범위

Time

BIM 정보
건축사 정보
…

건축정보

건축물 생애이력
(변경, 점검이력 등)

건축행정정보

건축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구조도
단면도 등)

건축물에너지정보

주: 건축행정정보는 건축물의 기획부터 소멸에 이르는 건축물 생애 관련(허가 → 착공 → 사용승인 → 유지관리 → 철거 등)
     행정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정보로서, 국민의 주거 및 경제활동, 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말함.
자료: 김영현, 조상규, 김신성 외 2020, 8.

건축정보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으로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이
하 세움터1))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있다. 건축 및 주택업무에 대해 행정생산
성이 낮아 발생하는 민원처리 지연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 민원서비스의 품질과 행
정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에 개발되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건축허가에서
착공, 준공, 철거 등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019년 기
준 719만 동의 건축물대장정보와 연간 약 20~30만여 건의 인허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온 ·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국가승인통계를 비롯하여 통계집 발
간, 통계누리, 보도자료 등 다양한 건축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건

1)     세움터는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 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
행정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있음. 처리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대
장)를 자동생성하고, 전자도면을 즉시 검색·조회하며, 각종 통계와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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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움터 기반으로 생산되는 건축물 현황 통계

시군구별 건축물 연면적 현황

건축물 용도변화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원천시스템

정보 구분

주요 항목

보유 건수

건축허가대장

허가번호, 허가기관,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건축주, 건축 관계자, 건축
주요 정보(대지조건, 건축물 특성, 구조, 주차장, 동별 개요, 층별 개요, 내진
설계, 특수구조건축물 정보)

329만 동

주택허가대장

승인번호, 승인기관, 승인일, 착공일, 사용검사일, 사업주체, 건축 관계자, 주
택 주요 정보(대지 조건, 사업계획 개요, 주차장, 동별 개요, 층별 개요, 유형
별 개요, 자금계획, 공구별 개요)

15만 동

건축물대장

대지위치, 층별 현황, 전유 현황, 건축 관계자, 주차장, 승강기, 건축일, 에너
지 등급, 녹색/지능형 인증정보, 내진설계, 특수구조건축물 정보, 소유자 현
황, 도면 목록

719만 동

폐·말소일 건축물대장 정보

227만 동

위반건축물, 위반내역, 적발내용, 건축주,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내용

21만 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폐쇄말소대장
위반건축물대장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주소, 점검계획, 관리주체, 점검자, 상세 점검결과(점수), 점검결과 의견, 점검
보고서 파일

건축물 점검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자격등록증 파일, 업무수행자

4956개

시설물정보, 공개공지 면적, 건축선후퇴 면적, 행정주제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13만 건

공적 공간정보

4만 3천 동

건축물 현황 도면

건축물 배치도, 평면도(이미지 파일)

2400만 장

건축물 위치 좌표

건축물대장별 건물 중심점 좌표(GIS 데이터)

800만 건

맞춤형 통계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통계요청정보(엑셀), 통계추출결과 파일
건축물정보, 활용정보, 각종 점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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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구축 현황

586건
719만 동

자료: 조상규, 조영진, 송유미 20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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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비정형 자료로 1860건을 제공하였다.
건축행정정보의 또 다른 정보 구축 시스템으로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있다.
세움터가 건축물 인허가 과정 및 완료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다루고 있다면, 생애이
력 관리시스템은 건축물 사용단계 중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다
룬다. 2018년 건축물의 장수명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유지관리정보의 통합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기능이
확대되었고,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책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건축행정 관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추가로 개발된 시스템으로는 ‘국가건물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이 있다.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근거하여 건물부문 국가온실가
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세움터의 건축물정보와 에너지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전기, 가스, 지역난방) 사용정보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건물 단위의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 통계 등을 제공하
고 있다.

<그림 3> 세움터 화면

<그림 4>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화면

자료: http://www.eais.go.kr

자료: http://blcm.go.kr

해외의 건축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사례

영국,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책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
를 목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 ·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를 관리하고 있다.
영국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data.gov.uk)에서는 경영 · 경제, 환경, 범죄, 교육, 건강,
교통 등 12개 분야에 대해 2019년 6월 말을 기준으로 5만 1173개의 데이터 세트가 등
록 · 관리되고 있다. 이 중 건축부문에서는 빌딩관리시설, 주택건설 기간 통계자료, 건물
목록, 고층건물 목록, 건물에너지 효율 조사, 건물 배치도, 건물 GIS 정보 등의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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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정보는 지역 내 범죄율, 교통상황, 인구특성, 주변 건축물정보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도 유사한 공공데이터 시스템으로 ‘어보인데이터(Avoindata.f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4개 카테고리별 1750개 데이터 세트의 관리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건축 관련으로는 부동산정보를 비롯하여 국내 세움터와 같이 건축물대장정보, 에
너지 관련 상세정보를 구축 ·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물 지붕표면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 지도를 비롯하여 옥상녹화정보, 건축물 열손실정보 등 녹색건축 정책 모니터링에
용이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은 22만 9917개의 데이터 세트(2019년 10월 기준)를

<표 2> 해외 공공데이터 및 건축부문 정보 활용사례
구분

핀란드
공공데이터
포털
(Avoindata.fi)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v)

•2017년 정부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에서 데
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data.gov.
uk)  개발

•연구, 비즈니스 및 운영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 투명성을 촉
진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목적으
로 핀란드 정부가 생산한 공개데
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공공데이
터 포털 개발·운영

•오 바마 정부의 ‘투명하고 열
린 정부’라는 국정계획에 따라
2009년에 공공데이터포털(Data.
gov) 공식 오픈

활용데이터 및 정보 개방방법
•경영·경제, 환경, 범죄, 교육, 건강, 교통
등 12개 분야
•5만 1,173개의 데이터 세트가 등록·관리
(2019년 6월 말 기준)
•신축건물정보 ◎
•고층건물정보(배치도 포함) ★
•건축 에너지 성능정보 ☆
•주택정보 ☆
•건축문화재 GIS 정보 ★
•법정 건물목록 등 ☆
•에너지, 교육 및 스포츠, 예술, 교통, 농업
등 데이터 카테고리별로 14개로 구분
•792개의 데이터 공급처, 1,750개의 데이터
세트를 관리 및 정보제공
•건축물 역사정보 ☆
•태양에너지 지도 ★
•건물 배치도 ☆
•건축물대장정보 ◎
•건설금지구역 정보 ★
•헬싱키 3D 지도 ★(서울시 구축 중)
•녹색지붕 정보 ★
•건축물 열 손실 정보 ★
•농업, 에너지, 지방정부, 해상, 대양 등 6개
의 분야
•22만 9917개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관리
(2019년 10월 말 기준)
•주택 가격지수 ◎
•주택 허가 ◎
•건물 배치도 ☆
•시립건물의 에너지 사용 ◎
•건물 안전검사 ☆
•부동산 가격 ◎

건축부문 데이터 활용사례

[Illustreet]
•주택 구매 시에 필요한 주변 건축
물정보와 부동산 가격 등의 데이
터를 사용, 다양한 필터링 및 검색
을 통해 정보를 매핑하여 원하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앱 서비스

[Know your hoods]
•정부 및 지자체 공공데이터인 주
택 가격정보, 해당 지역 실거주자
의 후기정보 등을 결합, 이용자 수
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동네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 주거검
색 엔진

[뉴욕시 소방국의 화재예측 모델 개발]
•화재위험과 관련된 60개의 건물정
보 요소들을 지도에 표시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축자
재의 종류 및 위치, 입주 여부 등을
포함한 7500여 개가량의 위험요소
를 평가하여 화재위험이 큰 건물을
선정, 재난예측 및 사전방지를 통
해 화재예방 및 화재 안전시설 구
축 파악

주:  ◎ 국내에서도 구축 및 개방하고 있는 정보, ★ 국내에서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정보, ☆ 국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개방 및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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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Find open data)

서비스 개요

제공 · 관리하고 있다. 건축부문에서는 주택가격지수, 부동산 가격, 주택 허가, 건물 배치
도, 시립건물의 에너지 사용, 건물안전검사 등에 관한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
으며,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8천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뉴욕시 소방국이 화재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각 건물의 화재 발
생 가능성을 조사 및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에서는 연간 3천~4천 건의 심각한 화
재가 발생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의 341개 소방기관은 약 33만 채의 건물을 정
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건물의 건축시기, 건축도면을 통한 스프링클러수, 엘리베이터
유무 등 화재위험과 관련된 60개의 건물정보 요소들을 지도에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축자재의 종류 및 위치, 입주 여부 등을 포함한 7500여 개가량의 위험요
소를 평가하여 데이터화하였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구역에서 가장 화재위험이 큰
건물을 선정하고, 학교와 같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있는 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물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예측 및 사전방지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시설 구축 파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검
사로 건물도면, 자재 등의 건물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apolitical 2017).
각 국가에서는 정책 모니터링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정보에 대한 체계
적인 전략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통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로 개방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토모니터링에서
건축부문의 역할

2020년에 발간한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2)에서는 생활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가능한 거리별 인구비율 등을 산출한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와 관련해
서는 응급시설과 약국의 접근성 등에 대해 강조하여 발표하였다. 이렇듯 건축정보는 도
시 내 국민 생활인프라가 되는 정보 단위로, 매우 중요한 빅데이터 중 하나이다.
국토모니터링 대상인 국토지표는 인구 · 사회, 토지 · 주택, 경제 · 일자리, 생활 · 복
지, 국토인프라, 환경 · 안전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건축정보를 활용하여
직 · 간접적으로 국토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지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
서 소개한 건축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현시점에서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한 지표로는
건축물의 노후화, 건축복합용도의 증가 지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 공공건축물
에 대한 생활인프라 현황 등이 있다.
또한, 현재 국토모니터링 대상 지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지진이나 화재 등의

2)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국토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여 국토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결과를 지도와 융합하고 정보, 데이터, 지식 등을 시각적으로 수록한 보고서로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밀집도
및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 등 국토의 생활여건 변화를 측정하였음(국토교통부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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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 재난과 관련된 정보도 있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 비율이나 화재에 취약한 자
재를 사용한 건축 현황정보 등을 통해 화재취약도 등의 새로운 지표를 추가 생산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정보시스템의 국토모니터링의 체계적인 지원에 앞서 건축정보시스템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개선 및 정책
도 있다. 우선,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정보는 국토정보의 중요한 빅데이터로
모니터링 추진방향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결측 및 중복되는 등 오류가 많다. 데이터 현
행화 및 오류를 정정하고,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등 데이터 품질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
야 한다. 이를 위해 세움터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
간연구원이 합동으로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 중이다.
더불어 건축정보를 활용한 통계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의 내실화를 위해 인구 · 에너
지 ·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신규 통계를 기획 ·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이 수립되고, 감염병 관리, 재난 · 재해
대응 등 정부정책 전반에서 건축물 용도, 규모, 유형 등 건축정보 자료 및 분석요구가 증
대되고 있다. 건축물량에 그치는 통계를 넘어서 인구, 에너지, 기후 · 환경과 같은 사회지

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서도 중

<그림 5> 건축통합허브(가칭)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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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상규, 조영진, 송유미 201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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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결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신규 통계를 지속해서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국토모니터링

요한 과제로써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모니터링 지원과 병행하여, 정부의 큰 정책 기조인 디지털 뉴딜정책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형
화된 건축물 속성정보 이외에 건축도면, BIM 관련 자료, 기타 텍스트 자료 등 비정형 자
료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되어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2019년 8월)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축행정서비스 혁
신방안’을 발표(국토교통부 2019)한 바 있으며, 건축허가(세움터), 유지관리(생애이력),
에너지 관리, 건축규정 확인 시스템 등 분산된 건축정보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건축통합허브(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축물 현황관리 종합상황판(dash-board) 구축 및 정
보 허브역할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혁신방안 중 하나이다. 건축통합허브가 계획대로 추
진된다면, 건축부문의 국토변화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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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민간데이터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언
김혜주 신한은행 상무 (candy01kr@gmail.com)

머리말

지난 주말, 서울 시민들은 쇼핑을 즐기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혹은 자전거, 마라톤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등 각기 다른 형태로 공간을 즐겼을 것이다. <그림 1>은 서울의 자
전거 도로지도이고, <그림 2>는 도보관광지도이다. 이처럼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활용하고, 완전히 다른 형상으
로 공간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공간과 국토를 제대로 이해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하려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 필
자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간을 이용하는 객체(who), 공간을 설명
하는 정보(where), 공간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점(when)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다. 즉, 누가 어디를(where는 목적이 되기도 함) 언제 이용하느냐에 대한 정보
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와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를 이
해할 수 있어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들을 도출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책

<그림 1>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지도

<그림 2> 서울시 도보관광지도

자료: 오해피넷.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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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스마트한 국토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스마트 국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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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T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자료.

수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누구’는 사람, 자동차, 자전거 등이 될 수 있고, 사람
의 경우는 주민, 관광객, 학생, 직장인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자동차는 화물차, 버
스, 승용차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어디’라는 관점으로 보면, 공간을
행정구역이나 목적에 따라 이해하거나 교통수단에 따른 폴리곤(polygon)으로, 또는 건
물(건물의 목적, 건물 안에 들어 있는 기관, 회사, 사람 등등)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거나
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점 또한 달력상의 날짜,
시간 혹은 특별한 이벤트 정보로 이해하거나 날씨, 환경에 따라 공간의 이용행태가 달라
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스마트하게 국토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영역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우리는 현재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
휴대폰 보급률은 이미 인구수를 넘어섰고, 교통카드와 하이패스가 대중화되어 누가 어
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카카오T와 같은 교통 O2O 사업자들의 등장으
로 사람들의 이동, 공간활용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더불어 5G 도입으로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홍수가 도래하였다. 5G의 3대 특
징은 ‘ultra high speed’, ‘ultra low latency’, 그리고 ‘hyper connectivity’로 꼽을 수 있
다. ‘hyper connectivity’로 1㎢당 백만 개의 디바이스가 서로 연결가능하며, ‘ultra low
latency’로 말미암아 주행하는 차들이 끊김없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
다. 공간을 ‘who, where, when’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끊임없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스마트하게 공간, 국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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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민간에서 얻을 수 있으며, 그래서 이미 많은 다양한 민간정보들을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유 차량의 주차장은 어디로 할 것인
지 등의 입지선정 문제뿐 아니라, 정체도로의 대안정책에 대한 평가나 신도로에 의한 교
통영향도 평가 등 다양한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특히 통신사의 기지국정
보나 GPS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람들의 이동 관련 정보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기지국에 접속한 단말정보를 분석하면 지역구, 행정동, 50 by 50, 시간당 오가는 인구
수를 헤아릴 수 있고, 관광 POI(Point of Interest)를 중심으로 오가는 비정기적 방문인
구수를 산출해 관광객수도 셀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 관광객의 동선을 분석하여 축제
설계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발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각 건물 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건물을 중심으로 한 상권을 재정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쓰일 수도 있
다. 이렇게 사람의 이동정보는 이제 공간을 이해하고 다양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정보생성 및 활용
제476호 2021 June

유동인구 플랫폼에 대한 니즈
공공

•대중교통 노선 최적화를 위한
   인구의 이동량과 이동경로

•신규점포 입점 가능지역
•고객의 매장 내 동선 파악

유통

•재난 대피로 설계를 위한 취약지역 파악
•점주권 파악
•가계대출에 도시계획을 반영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 방안

금융

•관광객의 유입경로와 체류지역
•관광객용 셔틀버스 노선 설계
•보안서비스의 연계거점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지점

•CCTV 설치가 필요한 치안취약지역

보행성
유동인구

비보행성
유동인구

유동인구 플랫폼

주간
상주인구

레저

보안

교통

서비스

야간
상주인구

자료: KT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자료.

민간데이터를 통합 활용하여 국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몇 개만 들어보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면 국토문제 면 다음과 같다.
해결도 가능하다
먼저 안전문제에 활용된 사례이다. 영등포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성 안심길을
선정하고,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 등을 정의해서 여성들의 귀갓길을 도와주는 사업을
한 바 있다. 또한 경찰청은 KT의 통신정보, 지하철역 주변의 시설정보와 성범죄 발생
정보를 결합 · 분석해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중심으로 시간대별, 지하철역별로 디지털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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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홍익대학교 주변 지역의 요일별·시간대별 생활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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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T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자료.

죄 발생확률을 예측했다. 이는 경찰들이 요일별, 시간별로 순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도움
을 주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지도 공개는 시민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사례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가 개발한 생활인구 사례다. 서울시는 통신사와 함께 매시 정각을
기준으로 집계구, 행정동, 행정구 단위로 몇 명이 이동하고 그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되
는지를 추정해서 공개하고 있다. <그림 5>는 홍익대학교 주변 지역의 요일별 · 시간대별 생
활인구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불금’이 아니라 ‘불토’이고, 또
한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인구의 증가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활
용하면 쓰레기통은 얼마나 자주 비워야 하는지, 순찰이나 장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
등의 문제에 답이 가능하다.
마지막 사례는 은행정보를 활용한 사례다. 지역별로 혹은 건물별로 소득 정도, 소비 정
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지역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민간정보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

이러한 민간의 정보를 더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간을 설명하는 데 필
요한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간정보는 주로 공간 그 자체의
정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간, 국토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려면 공간 그 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간을 설명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을 이용하는 객체(who), 공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where’의 정보, 그리고 ‘when’이라는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where’의 정보는 시설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에 여러 관점을 적용하여
레이어(layer)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폴리곤에 대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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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자. 대중교통 수단으로 ‘origin- destination’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교통 폴리곤,
미세먼지 관점에서 보는 미세먼지 폴리곤, 에너지 활용성과 관련한 에너지 폴리곤, 관광목
적인 관광 폴리곤 등 다양한 레이어를 생성해서 공간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일종의 공간개
념 분할이라 해도 좋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과 움직이는 사람, 운송수단 등의 특성과 볼
륨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공간, 국토의 이해는 활용한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사람들은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반면, 대중교통보다는 자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도로의 속도
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듯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다. 날씨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 이벤트 등의 정보를 같이 수집해야 공간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생산 및 개방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공
공데이터 영역 중 공간, 국토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이 개방되어 있어, 민간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다. 덕분에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 내고, 그런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해서 판
매하는 데이터 산업영역도 발달해왔다. 그러다 보니 공공데이터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만한 민간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거래정보뿐 아니라 공장, 창고의 거래정보나, 건물의

향적인 자세로 개방하면 데이터의 품질도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개
선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에 대한 정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디지털 트윈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되고 시뮬레이션되고 분석되어
야 할 것인데, 이때 필요한 정보는 민간에서 생성할 수 없는 정보이다. 공공에서 좀 더 적
극적으로 관련 분야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이다.
세 번째는 공간데이터 결합을 위한 표준 기준값 적용을 위한 노력다. 앞에서 이미 논한 것
처럼 공간, 국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정보, 공간의 정보, context 정보를 결합해야
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합을 위한 ‘키(key)’가 되는 정보값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림 6> 정보의 표준화
데이터 세트

KEY 속성

데이터 세트

KEY 속성

사람

•휴대폰 번호
•GAID
•이메일
•Segment(연령+성별)

시간

•연/월/일
•요일
•시간/분/초

세대

•주소
•집단건물(아파트) 정보
•Segment(통계청 집계구)

공간

•주소
•도/시/군/구
•행정동/법정동
•아파트 단지/블록

기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Segment(상호명+주소,
   지역+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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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방의 개수 같은 정보 요구들이 민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좀 더 전

사람, 세대, 기업, 시간, 공간 등 5개 정도가 핵심 결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5대
핵심영역의 키는 정보의 생산단계부터 표준화 정책에 따라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되는 것
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에서 개방한 각종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
은 데이터 클렌징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생산되거나 관리하는 주체에 따
라 생성기준 및 표현양식이 상이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나, 아예 결합할 수 없는 경
우도 발생한다. 결합키로 사용되어야 하는 정보의 표준화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다.
민간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마지막 제안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데이터 3법
을 통해 데이터 활용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만 있는 게 아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통계법」, 「국세기본법」 등 여러 법안에 정보관리와 관련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
서 현재 3법 통과 이후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활성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3법이 조금 부
족한, 혹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이유뿐 아니라, 다른 조항들과의 상충문제도 걸려 있기 때
문이다. 「위치정보보호법」도 그중 하나이다. 「위치정보보호법」은 가명 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 동의를 면제받는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달리, 아직도 동의가 필요하고 정보보관 주
기도 상대적으로 짧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인데, 위치정보와 다른 개인의 정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해
서 정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관련 조항들의 상충영역이나 정보 항목을 고려하여 전
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에서 수집하는 수많은 영상정보 속 개인정보에 대한
법조항 정립 또한 필요하다. CCTV, 블랙박스, 드론 등 국토 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
한 영상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영상정보에 포함된 개인정
보의 범위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법 ·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고 수집단계에
서부터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스마트한 국토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정보영역은 무엇이며, 관련한 민간정보
의 활용사례 및 민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의 노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적인 데이터 계획이 수립되어 스마트하게 국토를 활용할 수 있
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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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pdf. (2021년 5월 25일 검색).
오해피넷. 서울시 자전거길. http://5happy.net/
KT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https://bdp.kt.co.kr/invoke/SOKBP0000/?v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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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국토모니터링
추진동향과 시사점1)
이영주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leeyj@krihs.re.kr)

머리말

최근 정부는 국토 및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국토정책 전반에 데이터 기반의 국토모
니터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조사 등을 통해 세밀한 공간단위의 국토 · 지역 통계데
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계획 및 정책수립 등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정책수립 및 환류를 위한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설정한 목표와 정책의 이행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 수립-추진-평가 등

리하여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계획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사회
적 · 경제적 · 생태적 측면의 지속가능발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모니
터링 지표체계를 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도를 진단하고 있다. 영국은 지자체 주
도로 지역 및 근린계획과 정책에 대한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매년 지역의 도시개발 현황
을 분석 · 요약한 모니터링 연차보고서를 작성 · 공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시
행 중인 데이터 기반 계획의 모니터링 사례를 검토하여, 국토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국토형성
계획 모니터링
추진 현황

2002년 11월 일본 국토심의회는 국토형성계획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국토 관련 현황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의 필
요성을 제안하였다. 국토심의회는 국토교통성설치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되
었으며, ① 국토교통대신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종합
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조사 · 심의, ② 국토형성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 수도권정
비법 등에 규정된 사항을 검토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토상의 달성상황
을 정확하게 검증 ·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계획의 전략적 목표 진행상황을 파악하
1)    이 글은 “임은선 외.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보고서의 일부
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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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확립하고, 국토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 정

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전략목표의 진척상황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실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분야별 시책의 진척상황 평가 등 국토모니터링을 시범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공개하였다.2) 그 후,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모니터링은 ① 5개 전략적 목
표별 진척도 모니터링, ② 5개 전략적 목표별 국민의 체감도 모니터링, ③ 정책평가지표
에 의한 시책의 실행도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교통성
이 매년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 공표하였다.
국토심의회는 국토형성계획법에 근거하여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의 수정계획이 결정
된 후(2015년 8월 14일), 국토형성계획의 추진에 관한 조사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심
의회 산하에 ‘계획추진부회’를 설치(2016년 2월 18일)하고 해당 조직의 산하에 ‘기획 · 모
니터링 전문위원회’를 구성(2016년 4월 19일)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토심의회의 ‘기획 · 모
니터링 전문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10명의 민간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
토형성계획(전국계획)의 모니터링 방법을 검토하고, 정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
토형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검토한다.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은 ① 국토에 관한 상황 변화(인구의 장기적 추이, 인구동향, 지
역별 인구변동 등 검토), ② 계획의 진척상황(국토의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시책의 진척상
황, 국토이용 추이 등을 검토) ③ ‘대류’ 관련 상황(대류 정의, 사람의 흐름 등) 등을 검토
한다. 국토형성계획의 중요한 기본개념인 ‘대류’에 대하여 현황파악 방법 및 진척상황 평
가, 촉진방안을 검토하고, ‘대류촉진형 국토’ 형성을 위한 계획적이고 전략적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국토형성
계획 중간점검을
위한 정책리뷰

국토교통성은 사회경제정세 및 정책 체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리뷰(종합평가방식)3)’
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도 정책리뷰 결과로서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중간점검 결과
가 공표되었다(2020년 3월, 국토교통성 발표).4)
국토형성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과 유사하며 국토의 종합적 이용, 정비 및 보
전에 관한 기본방침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시책의 기획 ·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 내용과 사회경제정세 등과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 검토를 수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은 국토형성계획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책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정세에 대응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관점 및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계획의 진척상황이다. 국토의 기본

2)    일본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https://www.mlit.go.jp/kokudoseisaku/kokudoseisaku_tk3_000061.html).
3)     https://www.mlit.go.jp/seisakutokatsu/hyouka/seisakutokatsu_hyouka_fr_000008.html
4)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중간점검(https://www.mlit.go.jp/seisakutokatsu/hyouka/content/0013382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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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인 ‘대류촉진형 국토’의 형성과 실현을 위한 ‘compact+network’ 국토 · 지역 구조 형
성이 계획 수립 후 정확하게 달성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평가하며, ‘compact+network’
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통계데이터 및 관련 지표의 정리 ·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1>,
<표 1> 참조). 둘째, 계획의 인지 및 활용상황이다. 국토의 기본구상에 대해 국민생활의

<그림 1> Compact + Network 진척상황 모니터링: 도쿄도청에서 각 시정촌까지 최단소요시간 변화
도쿄로부터 도달가능인구 비율(1986년과 2016년 비교)

도쿄에서 각 시정촌까지의 최단소요시간 변화

도쿄로부터
소요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986년

18.4%

30.1%

59.6%

91.7%

2016년

23.1%

35.5%

70.5%

97.4%

권역인구
권역인구 및
및 인구커버율
인구커버율 vs.
vs. 도쿄도청으로부터
도쿄도청으로부터 소요시간
소요시간
12,000

100

파란색: 1986년 3.5시간권
파란색+분홍색: 2016년 3.5시간권

80

8,000
60
6,000
40

4,000

인구커버율(%)

권역인구(천 인)

10,000

20

2,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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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       2       3       4       5       6       7
도쿄도청으로부터 소요시간(h)

•국토교통성 전국종합교통분석시스템(NITAS ver2.5)을 활용하여 분석.
•인구는 2015년 국세조사(총무성)자료 활용.

자료: https://www.mlit.go.jp/seisakutokatsu/hyouka/content/001338298.pdf

<표 1>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지표 변화(집계)
항목

모니터링 지표수

상승한 지표수

변화 없음

하락한 지표수

(1) 개성 있는 지방창생

16

13

0

3

(2) 활력 있는 대도시권의 정비

6

4

0

2

(3) 세계적 활약 확대

15

10

1

4

(1) 재해에 강하고 유연한 국토 구축

5

5

0

0

(2) 국토의 적절한 관리로 안전·안심 및 지속가능한 국토형성

13

8

0

5

(3) 국토기반의 유지·정비·활용

4

3

1

0

(1) 지역을 지원하는 담당자 육성 등

3

2

0

1

(2) 공조사회 만들기

1

0

0

1

63(100%)

45(71%)

2(3%)

16(25%)

제1부 지방은 빛나고, 세계로 뻗어가는 국토

제2부 안전·안심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국토관리와 국토기반

제3부 국토 만들기를 지원하는 참여와 연계

합계(구성비율)
자료: https://www.mlit.go.jp/seisakutokatsu/hyouka/content/0013382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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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체감 가능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며, 국민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의 기본구상 및 생각에 대한 인지도, 계획 활용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셋째, 계획수립 시로부터의 상황변화이다. 제2차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은 급격한
인구감소, 저출산 · 고령화 및 극심한 풍수재해 피해의 빈발 등 당시 국토를 둘러싼 상황
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이러한 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
는지, 또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 당시 계획내용은 현재도 유효한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
한다. 국토를 둘러싼 상황변화에 대해, 국토심의회 계획추진부회 기획 · 모니터링 전문위
원회의 논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통계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999년 스위스는 새로운 스위스 연방헌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측면의 지속
스위스의 지속
가능 발전 모니터링 가능발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인 MONET(Monitoring Nachhaltiger Entwicklung)
(MONET)
을 개발하고, 200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MONET은 편향된 시각에 따른 모니터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그림 2> MONET의 핵심지표를 활용한 2030 Agenda 달성 현황 모니터링 보고서

자료: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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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지표 체계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표체계 정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먼
저 정의하고, 이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지 추적하
기 위해 지표들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지표를 통해 관찰된 변화 수준을 권고 수
준과 비교하여 목표 경로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 결과는 스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2> 참조).
MONET의 특징 중 하나는 지표의 변화상을 심벌로 표현하여, 직관적으로 변화 추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3% 이상 증가 시는 ‘변화 추세 증가’, 3% 이상
감소 시는 ‘변화 추세 감소’ 방향이라고 정의하며, 3% 범위 내는 ‘변화 없음’으로 해석한
다. 예를 들어 목표 추세가 증가일 경우, 변화율이 3%보다 크면 평가결과는 긍정적, 3%
미만인 경우의 평가결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위스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표 현황에 변화 추세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
며, 지표의 변화 추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으로 표시하고, 주제 영역 및
정책에 따라 지표를 재분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5) 2000년도를 기준으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변화 추세를 선택하면 지표의 상세내용과 설
명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서 공간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가 차원(national)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2011년 Localism Act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광역공간전략 및 지방계획에 대
한 모니터링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되었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
원에서 수립하는 공간계획 및 전략은 반드시 모니터링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반
영하도록 되어 있었다(<그림 3> 참조). 하지만, 2011년 Localism Act 도입 이후는 기초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지방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연차보고서(Authority’s Monitoring Report, 이하 AMR)는 지역 및 근린계
획의 정책에 대한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매년 지역의 도시개발 현황을 요약 · 발표하고 있
다(Manchester City Council 2018; Birmingham City Council 2019). AMR은 계획에
따른 지역의 경제, 주거, 교통, 환경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6개 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지역 및 근린계획
에 환류되어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에 의한 모니터링 연차보고서 발간은 선택사항이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그림 4> 참조).

5) https://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sustainable-development/monet-2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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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간계획
모니터링

<그림 3> 영국의 공간계획체계와 모니터링의 관계(Localism Act 도입 이전)

영국의 계획시스템 속에서 모니터링의 역할

영국의 공간계획 체계

유럽의 제도적 여건(지속가능성 추구)

제
허가
계획
2단

영국의 계획법과 지침

중앙정부 차원
계획정책방침서(PPS)
Planning Policy Statement

각종 개발계획
지역계획, 근린계획 등

Authorities' monitoring reports

영국의 국가 계획정책방침(NPPF)
지속
가능
전략

모니터링

지역
사회의
참여

계획의
집행

라인형
가이드

계획의
실현

개발 관리
(계획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광역정부 차원
광역적 지역공간전략(Rss)
Regional Spatial Strategies

기초정부 차원
지역개발계획체계(LDF)
Local Development Framework

자료: http://planninghelp.cpre.org.uk의 내용을 재구성 (2020년 11월 20일 검색).

<그림 4> 런던 AMR(Annual Monitorin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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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Borough별 계획 대비 주택공급 달성 정도
자료: Greater London Authority 201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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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reater London Authority 2018, 12.

해외 주요 국가들은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계획의 환류체계 마련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 국토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토모
니터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토
모니터링 결과를 유관계획 및 정책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국토
형성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국토를 둘러싼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여 새롭게 대응해야
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 · 전망하고, 새로운 계획 수립 시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
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의 장기전망전문위원회, 국토강인화(国土强靭化) 추진본부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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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획을 수립 · 검토하는 의사결정그룹에서도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계획
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시각화하여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계획의 이행성과와 국
토의 변화 양상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 스위스 사례처럼 지표 분석결
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분석결과를 공표하여 국토의 현안을 이해
하고 대응을 위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정량적 모니터링 지표와 함께 국민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변화 및 계획이행에
대한 체감도를 측정하여,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근거를 융합한 국토정책 및 계획수립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국토 관련 이슈의 종합적 검토에 필요한 지표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분야 간 · 부문
간 다각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스위스는 통계청(SFSO), 환경 · 삼림 · 경관
청(SAEFL), 공간개발부(ARE)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공표 작업을 수
행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전달력이 높다. 특히, 기술 자문과 프로젝트 자문을 두어
모니터링 시행과정과 결과를 검토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도 국토심의회 산하에 ‘기획 · 모니터링 전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 계획의 시행여부와

링 2.0’ 등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국
토모니터링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협업을 통
한 새로운 국토모니터링 방법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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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전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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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모니터링

‘모니터링’의 행정학적 의미는 정부 등 정책 수립권자가 마련한 프로그램이 적절한 집단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가, 설계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평가를 의미한다. 국토모니
터링은 정책의 다양한 분야 중 ‘국토’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여 국토의
상태를 진단·전망하고, 국토정책 또는 계획 목표의 성과 달성도를 점검하여 환류 및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토모니터링 제도는 「국토기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근
거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지원체계 마련,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실행 점검
및 정책 환류 강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현장 상황에 반응하는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
해 도입되었다.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은 ‘국토변화 모니터링’, ‘국토계획 모니터링’, 그리고 ‘국민 체감 모니터
링’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토변화 모니터링’은 국토의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하고, 국토의 이슈
를 진단하며 국토의 미래를 전망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국토지표 등 국토의 상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통해 국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 정책 관심 지역 진단, 공간 시뮬
레이션 등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토계획 모니터링’은 국토 관련 정책의 계획 이
행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제시한 6대 추진전략 및 세
부정책과제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민 체감 모니터링’은 국토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계획 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국민, 민
간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국민 체감도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국토계획 또는 국토정책을 통한 국민의 의식, 정책 수요 및 정책에 대한 반응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토는 제공하는 자원의 양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토모니터링
은 국토를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
의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며, 현장 상황에 기민한 국민 체감형 국토계
획 및 정책 추진 방법론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02

국토조사

국토조사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 국토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조
사하여 지표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조사는 ‘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등 6개 부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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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국토지표를 구축·생산하고 있다.
국토지표의 특징은 첫 번째로 통계청 등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공간 단위로 재가공하
여 시각화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통계는 단순 수치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
토지표의 경우 다양한 통계정보를 지도로 표현하고 해당 통계를 공간정보로 수요자에게 제공하
고 있다. 두 번째로, 행정구역에 유연하고 세밀한 공간 단위의 ‘격자 단위’ 지표를 생산·제공한
다. 격자 단위로 구축한 지표는 세부적인 지역 단위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법정 경계와는 달리 항구적 공간 단위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주거지와 생활SOC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SOC 시설까지의 거리 및 서비
스 권역 내 인구비율 등 현장 밀착형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구감소, 코로나19 등으로 국토정책에 대한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
의 균형발전, 지역의 경제활력, 생활SOC 입지 선정 등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객
관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토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격자 단위로 구축
한 ‘생활SOC 접근성’ 지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 ‘성장
촉진지역 선정지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격자 단위 인구지표는 도시·군 기본계획, 지역계획
  

박진호 국토연구원 연구원 (pak3345@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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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CTV 설치지역 선정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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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형 국토모니터링 제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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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데이터를 근거로 과학적 국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0년에 국토모니터링체계를 법제화하고,
국토변화, 국민 체감, 계획이행점검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번 호 인
터뷰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만나 국토모니터링에 대한 기대와 연구자들에 대한 바람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이영주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leeyj@krihs.re.kr)

이영주(이하 이) 원장님께서 국토연구원에 취임하신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간 국토,
도시, 주택, 균형발전 등 국토 · 도시 분야의 당면 현안 해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국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수행과 성과 확산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지난해, 「국토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국토모니터링 제도’

일어날까요?

강현수(이하 강)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국토모니터링 관련 「국토기본법」 조
항과 법개정 제안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국토기본법」에서 ‘국토모니터링’ 개념을 정의하고,
국토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을 위한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 · 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네요. 국
토모니터링 대상과 추진방법, 전문기관 위탁 등 국토모니터링 실현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완료되
어, 국토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법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국토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진단-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국토조사
대상과 범위의 한계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의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에 환류하는 체계
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궁
극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는 국토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국토연구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실제 계획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제도가 바뀌었다고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제도와 더불어 거버넌스, 운영시스템, 운영주체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합니다. 운영하는 주체와 운영방식이 그대로인데 법규만 바뀌면 그 법규가 사문
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국토기본법」 개정의 경우, 취지가 좋지만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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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국토계획 수립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연 변화와 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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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운영 소프트웨어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국토조사도
오래전부터 「국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지만, 생활SOC
접근성 지표 등 정책적 관심도가 높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지표를 생산 ·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정책은 관련된 세부계획과 정책
이 아주 많습니다. 이 모두를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 환류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이유로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
축을 통해 무엇을 진단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
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국토모니터링을 건강검진에 비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체온, 혈압, 혈
액, X레이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기본
적인 정보로 건강 여부가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겠지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에게 심층적 진료를 받습니다. 국토모
강현수

니터링도 건강검진과 유사하게 기본적인 지표로 먼저 국토의
건강상태, 지속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그중 특이한 사례 혹은

이상징후 등이 발견되면 심도 있는 분석과 해당 연구수행이 필요합니다.
법개정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매년 수행할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
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첫째, 국민 체감형이면 좋겠습니다. 둘
째, 가성비가 높아야 합니다. 다시 건강검진의 예를 든다면 처음부터 고비용의 진단을 받을 수는 없습
니다. 초기에는 데이터 구득의 용이성, 데이터 구축비용, 국민 체감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핵심 지표를 만들어 국토를 모니터링해봐야 되겠지요. 그것만 해도 목표는 달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국토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의의는 실증적이고 선제적인 국토정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에 대한 환류체계 부재로 계획의 실행력에 대한 비판도 많았는데
요, 향후 국토모니터링이 이러한 한계를 탈피하고 국토정책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여러 기관의 공감대 형성과 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모니터링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향후 국토모니터링 제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강 데이터에 입각한 진단 및 환류 과정을 거치려면 정밀분석과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
어, 수도권 인구가 늘고 있는데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 분석하려면 다양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전
문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이 다루고 있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많은 부처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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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을 뿐더러 구체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진단-환류’ 과
정에서 조사와 진단은 그동안 국토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환류부분에 대해서
도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요.
국토정책 담당 실무자들이 정책 변경에 따른 문책성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면, 진단은 할 수 있
으나 환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 추진
목표와 전략을 미리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방식의 청사진식(blue print) 계획 방식으로는
환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황 변화에 맞게 목표와 전략의 환류가 가능한 유연한 계획수립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과정의 의사소통과 참여,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본격적인 과학행정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도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데이터 활용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하기엔 갈 길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형식적 공개가 아니라 실질적 공개입니다. 비공개 사
항이 아닌 것은 데이터 목록과 내용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
데 대체로 데이터 공개와 제공에는 모두가 소
극적입니다. 데이터 생산기관에 유리하지 않
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공개와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이
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공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
습니다. 사회적 파급력과 데이터의 완벽성입
니다. 데이터 공개로 인해 특정 집단이 불편하
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가 완벽하지 못할 때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공개되면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고 데이터 생산자가 문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인센티
브와 데이터 생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실 데이터는 무료가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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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공개입니다. 누가 어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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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정제입니다. 많
은 사람들이 데이터 가공 · 정제 노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쉽고 편하게 사용 가능
한 데이터 혹은 정보로 변환할 때 충분한 인센티
브를 줘야 합니다. 커피를 예로 들면, 커피 원두
의 원가가 100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보다 몇
십 배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커피를 사먹지요.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입맛과 기
호에 맞게 가공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또한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 공개와 활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공공재라고 하더라도 마
찬가지입니다.

이 국토모니터링의 기반이 되는 각종 데이터는 현재 다양한 기관 및 부서에서 생산 · 관리하고 있습
니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융합 활용하여 시의성 높은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현장감 있고 시의적절한 데이터를 국토정책이
나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문 간 · 분야 간 크로스오버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런 융
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강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각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각자가 활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가 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호환이 문제입니다. 호환이 잘되려면 표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표준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만드는 공공데이터라면 서
로 호환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야 하고, 여기에 민간의 데이터도 융합될 수 있는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데이터 가격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가격이 공짜라면 생산에 문제
가 생기고, 너무 높게 형성되면 활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생산한 데이
터, 민간이 수익창출을 위해 만든 데이터를 구분하여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
금은 데이터 혁명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누구나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특히 국토 분야의
중요한 데이터인 위치 기반 정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매일매일 엄청난 양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스마트폰 위치정보 데이터의 경우 많은
부분 통신사의 소유로 인식됩니다. 나의 위치정보가 왜 통신사의 사유재산이 되는 걸까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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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 기반 정보는 국가의 재정으로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전 국민에게 공유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데이터도 전면 공개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이 생산
하는 마이크로 지역 데이터나 인구이동 데이터도 융합 활용을 위해 원자료 제공 범위와 사용 편의
를 확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증거 기반의 국토정책 연구 혁신과 데이터 기반 소통을 위해 올해 초 국토모니터링연
구센터를 신설하고, 산하에 국토데이터랩을 배치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확대하
고, 대내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야 간 융합을 도모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이에, 국토
모니터링연구센터는 시의성 높은 정책 이슈에 대응하여 데이터로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분석 결과에 바탕한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도 강
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강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두 가지 당부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후속연구를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겠죠. 작은 성공사례도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국민들의 반응 정도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들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관심사항과 연구자의 관심사항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의 관심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연구자의 관심도 이어서 실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방법론 개발입니다. 데이터 분석방법론 개발은 국토연구원의 전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데이터 분석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연구의 소재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소재를 다루는 요리법입니다.
연구자가 개발한 방법론이 특정 사안을 해결하는 일종의 급소가 될 수도 있고, 트리거가 될 수도 있
습니다.
사실, 연구를 위한 쓸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런
데 완벽한 데이터 확보를 먼저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찾고 가성비 높은 데이터와 방법론을 가지고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데이터 구축이나 확보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데이터를 확보해놓고 연구를 시작하
려는 접근은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사항과 현실에서 나타나
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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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는 작은 성공사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은 성공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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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물의 고장에서

자족형 첨단도시로, 아산
김현주 서울 구암고등학교 지리교사 (geo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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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찍어보세요.
아산역의 다양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온천에서 시작된 철도도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온양온천
한때 충남선으로 불리던 장항선 열차가 두 번째로 도착하는 도시, 아산은 다양한 세대에게
서로 다른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온양온천으로 떠났던 신혼여행
이, 장년층에게는 아산 현충사로 전세버스를 타고 왔던 수학여행이, 젊은이들에게는 수도권 1호
선으로 통학하던 대학생활이 떠오를지 모른다. 2019년 여름 답사를 갔을 때,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는 지역 경로당이 주축이 된 풍물패가 공연하고 있었고, 배방역 인근 지중해 마을은
젊은이들로 넘쳐났었다. 수도권 1호선 시 · 종착역인 신창역 주차장은 휴일인데도 모든 자리가
빼곡히 차 있는 등 묘하게 각기 다른 활기가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추억 속 장소가 온양이든, 아산이든 혹은 신창이든 아산시까지 철도로 가는 방법은 여럿이
다. 경부선 · 호남선 고속철도,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 등 출발역이 각기 다른 다양한 등
급의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로는 천안아산(온양온천)역에, 장항선을 탔다면 도고
온천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을 타고서는 신창역까지 도착할 수 있다.

조선경남철도(이하 조선경남철도)가 천안역에서 온양온천역 구간으로 우선 개통한 ‘충남선’
이다. 충남선은 당시 모산~온양온천~오목~선장으로 이어졌는데 이들 중 단연 중심은 온양
온천역이었다.
온양온천역은 아산시의 한가운
<그림 1> 온천행궁도

데 있다. 온양이 온천지로 역사 기
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백제 시
대인데, ‘끓는 물이 나오는 우물’
이란 뜻의 탕정(湯井)군으로 불리
다가 고려 때에는 온수(溫水)군으
로 바뀌었다. 아산은 현존하는 문
헌 기록상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양온천 외에도 도고온천, 아산온
천 등이 있는 온천도시이다. 온천
지역에 세워진 행궁인 ‘온궁(溫宮)’
이 온양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온양
행궁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조선

주: 지금의 온양관광호텔 자리에 있던 온양행궁을 그린 그림. 점선 표시 건물에 ‘온천(溫泉)’
    이라 쓰여 있고, 아래쪽에 수도 시설로 보이는 것이 그려져 있음.
자료: 溫宮事實(1760년).

세종 때이다. 온양행궁을 자주 찾
았던 세종은 왕실 전용공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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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다양한 철도노선이 아산에 들어오게 된 시작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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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정관 온천탕(일제강점기 신정관의 위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한 나머지 시설을 모두 백성들에게도 개방
하였다. 온행이 중단된 후 정조는 백성들
이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게 하여 조선 후
기에는 온양온천이 왕실공간에서 서민들
의 온천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1904년 무
렵 일본인 자본가들은 온천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염두에 두고 무력 시위대를 앞세워
온양온천을 강탈하였고, 지금의 온양관광
호텔 자리에 있던 행궁을 헐어 일본식 온
천 숙박시설인 온양관이라는 온천장을 경
영하였다.
1922년 온양온천역의 개통으로 외지인

들의 방문이 늘자, 조선경남철도는 1926년 온양온천을 공식적으로 인수하고 신정관으로 개
칭하였다. 그 후 인근 지역과 묶어 본격적으로 유원지화하기 시작였는데, 온양온천을 포함한
온천 개발은 일제강점기 아산이 겪었던 식민치하의 모습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경영을
위한 철도 개발과 맞닿아 있는데, 온천관광을 통한 식민지배의 정당화는 철도개설에 의해 가
능할 수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인이 강탈해간 신정관은 회수되어 교통부에서 관리했으나 6.25전
쟁 때 불타버렸다. 이후 신정관 자리에 교통부가 온양철도호텔을 지어 운영하다가 민간회사
에 넘겨져 지금의 온양관광호텔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장항선 열차를 타고 많은 사람이 온양온천을 찾았다면, 1960~1970년대에는
온양관광호텔을 중심으로 신혼여행의 성지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1980년대에 신혼여
행 1순위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제주도가 유명해지기 이전, 온양은 일상을 벗어나 호
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이자 관광지였다. 그 시절 온양온천으로의 시간여행
을 하고 싶다면 온양온천역을 나와 길 건너 온양관광호텔을 둘러보고, 온양 전통시장으로 걷
다가 오래된 목욕탕을 찾아가면 된다. 1967년 아산시 1호 목욕탕으로 등록된 신정관 온천탕
이 있는데, 야트막한 1층 건물 입구는 왼쪽과 오른쪽(여탕과 남탕)으로 나뉘어 있다. 신정관
외에도 온양온천역 인근에는 수십 개의 온천공(溫泉孔)이 있으며, 온양온천역 주변은 걸어서
손쉽게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탕세권’이다.
최근 온양행궁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온양
의 온천문화는 전성기를 누리다가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아산은 장항선 복선전철화, 고
속철도 개통과 아산신도시, 수도권 1호선 연장, 첨단 산업단지 등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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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에서 장항선, 이제는 수도권 전철 1호선: 간이역 신창역의 부활
아산의 장항선은 2000년대 초반까지 온양온천역을 제외하고는 간이역으로 남아있거나 여객
수요가 턱없이 모자라 폐역 위기에 놓였다(<표 1> 참조). 쇠퇴해 가던 아산시 장항선 철도는
2008년을 기점으로 새 철길 위에, 새 이름을 붙이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폐역 위기에 놓인
간이역의 부활은 역설적이게도 수도권, 아니 좁게는 서울로의 집중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서울로의, 수도권으로의 집중 때문에 소외당하던 아산은 계속되는 서울 및 수도권의 확대 덕
분에 수도권 광역전철권에 포함되고, 새롭게 놓인 고속철도와 함께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부
활한 것이다.
산업화 이후 인구의 서울집중 심화는 서울의 교통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 새로운 도시교통수단인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다. 1974년 서울역-청량리역 구
간을 시작으로 2003년 경기도 화성시 병점역까지, 2005년에는 경기도를 넘어 충청남도 천
안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고속철도 개통, 2008년에는 신창
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장되었다. 1922년 개통 당시와 비교하면 역이름이 그대로 남

전철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철길이 이설되어 역이름을 바꾸고 역을 새로 만들거나 폐
역이 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이 아산시 장항선 철도에 미친 효과 중 하나는 폐역으로 사라질 뻔
한 간이역의 화려한 부활이다. 장항선 복선전철화로 인한 철로이설 직전 해인 2006년 하루

<그림 3> 고속철도와 전철, 장항선이 교차하는 아산역

57

제476호 2021 June

아있는 곳은 온양온천역뿐이다. 이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과 함께 이루어진 장항선 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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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산시 철도역별 승하차 인원의 변화

개통

(단위: 명)

세교

아산

배방

온양온천

신창

학성

선장

도고온천

1967년

2007년

1922년

1922년

1922년

1966년

1985년

1922년

도고온천

선장

과거역명

오목
충남신창

모산

1973년

8

-

60,866

1,197,291

269,707

101,136

-

449,629

1996년

-

-

15,306

1,604,324

13,508

3,626

18,501

145,552

2003년

-

-

6,289

1,112,442

3,217

6,485

10,281

72,707

2006년

-

-

1,670

1,216,279

-

247

11,901

75,167

2009년

-

1,349,854
(838,745)

(523,633)

4,214,003
(3,227,340)

1,507,091
(1,427,993)

-

-

83,473

2019년

-

3,208,991
(2,335,142)

(791,189)

4,512,507
(3,727,764)

1,552,022
(1,512,328)

-

-

55,991

주: 빈칸은 폐역(개통 전) 혹은 여객 취급 중지시기, 괄호 인원은 1호선 승하차 인원, 음영 표시된 역은 장항선 승하차역임.
자료: 해당 연도 철도통계연보, 경기도교통정보시스템.

평균 승객이 5명 정도였던 모산역은 2008년 배방역으로 변신하면서 지금은 연 8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1호선 전철역이 되었다. 아산시의 요구로 수도권 전철의 종착역이 신창역
까지 연장되면서 신창은 장항선과 1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었다. 한때
학성역, 선장역보다도 이용승객이 적었던 신창역의 반전은 수도권 전철의 강력한 영향력
을 보여준다.
2008년 12월 15일 개통한 수도권 전철 1호선은 과거 신혼여행의 성지였던 온양온천에도
제3의 전성기를 가져다주었다. 당시 신문기사 제목은 ‘수도권 전철이 온양온천 되살렸다’,
‘온양온천, 화려한 옛 명성 되찾아’ 등의 관광객 증가 소식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서 전철
타고 온양온천 즐기고 왔어요’, ‘수도권 전철 개통 후 1만 원으로 즐기는 온천관광객들’ 등을
강조하였다. 온양온천을 찾은 관광객은 2007년 170만 명에서 2009년 350만 명으로 2년 사
이에 2배 넘게 늘었다.
1호선 온양온천역이 온천 관광지로서의 영광을 되찾게 했다면, 배방역과 신창역은 통근 · 통
학이 가능한 대도시권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1997년 간이역이 됐던 배방역, 2004년에 여객
취급이 중지됐던 신창역은 수도권 전철 개통 후 승하차 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는 장항선보다는
1호선 승객 증가에 기인한다.
아산시 철도역은 과거와 현재 이름이 다르거나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장항선 철로이설
로 역 위치가 달라져서, 개통 이후에 역명을 맞바꿔서, 혹은 고속철도나 수도권 전철 개통으
로 인한 역명 추가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개통된 지 100년이 넘는 온양온천역을 제외한 1
호선 전철역은 한때 혹은 지금도 추가된 역명이 있다. 아산을 지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역명의
병기(倂記)와 부기(附記)는 2005년 전환된 철도공사의 새로운 수익사업과 수도권 거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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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창(순천향대)역

생 모집에 통학가능을 강조한 대학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아산역은 호서대와 선문대의
이름 전쟁에서 선문대가 부기 역명을, 아산역에 부
기를 원했던 호서대는 인근 배방역을 한때 차지했
었다. 신창역은 정식 역명이나 다름없는 병기 역명
으로 순천향대를, 부기 역명으로는 한국폴리텍대를
쓰고 있다. 순천향대는 2009년에 수원~온양온천역
구간 통학생을 대상으로 열차강의(1시간, 1학점)를
실시하기도 했다.
아산까지 연장된 수도권 전철은 그 긍정적 위력
만큼이나 부정적 영향도 크게 보여준다. 여객 취급

이 먼저 중지됐었던 신창역은 1호선 연장으로 이용승객이 150만 명(2019년)이 넘지만, 수도
권 전철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성역과 선장역은 2008년에 폐역이 되었다. 1호선이 닿지 않
는 도고온천역도 승하차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

산시는 지금도 도고온천역까지 1호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도
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가 있는 예산 · 홍성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 전철의 강력한 영향력만큼이나 수도권만 쳐다보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
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토 최남단 땅끝마을까지 계속되는 수도권 전철 확대가 아
닌,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천 년 전 ‘끓어 넘치는 우물(湯井)’의 화려한 귀환
장항선 개통 이후, 66년 동안 아산의 관문 역할을 했던 모산역은 2008년 수도권 1호선 전철
배방역으로 변신하였다. 한때 간이역으로 격하되었던 배방역은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계획
된 아산신도시, 삼성전자 LCD 산업단지의 입주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아니 포도밭에서 첨
단 산업도시가 되었으니 ‘탕정벽해’의 중심이 되었다.
2019년 8월 우리 답사팀이 찾았던 배방역은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두 얼굴의 역이었다. 역
앞 도로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고가 위로 전철이 지나는 역 뒤편으로는 여느 농촌의 모
습이 펼쳐졌다. 장항선 열차가 다니던 모산역 시절, 역사(驛舍)는 배방 우체국 인근에 있었
다. 옛 모산역 인근 배방 육교 아래에는 가슴 아픈 위령탑이 있다. 1970년 가을, 아산 현충사
에서 천안을 거쳐 서울로 가기 위해 모산역 부근에서 장항선 철로를 가로질러야 했던 중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와 장항행 통일호 열차가 건널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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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역까지 계획된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아산시민의 요구로 신창역까지 연장됐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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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남겨진 모산역이 잊지 않고 있는 기억
이기도 하다.
배방역 2번 출구로 나가면 구령리 ‘탕정 평야’가 펼쳐진다. 도농통합시의 흔한 시골 풍경이
겠지 하고 가다 보면 곡교천을 건너자마자 어마어마한 아파트단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나타
난다. 삼성전자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와 관련 직원들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단지이다. 삼성
전자 디스플레이 공장의 탕정면 입주는 ‘탕정 포도’의 주산지이자 한국전쟁 시기에도 피해가
적었던 오지 마을을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꿔 놓았다.
‘탕정(湯井)’은 백제 온조왕 36년(18년) ‘탕정성을 쌓았다’라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처음
등장하는 아산시의 옛 지명이다.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이다. 과거 속 신기한 우물이
온천으로 이 지역을 전성기로 이끌었다면, 지금은 LCD 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왔다.
다른 지역이 아닌 아산에 대규모 LCD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수
도권이 아니면서도 수도권이 누리는 입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공장
용지가 필요한 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더불어, 기존 산업단지 조성과 달리 중앙정부가 예외적으로 개별 기업에 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면서까지 1994년 도입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반
영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삼성전자 LCD 산업단지를 일컫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는 생산
시설과 주거, 문화, 의료 및 복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단지, 즉 융복합산업단지를 목
표로 개발되었다. 생산시설의 집중으로 집적 이익향상만이 목표인 기존의 산업단지와 달리,
생산시설과 정주 관련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여 생활 여건을 갖춘 자족형 도시조성을 표방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디스플레이 공장 주변에는 직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일종의 사택단
지인 초고층의 타워형 삼성트라팰리스가 있다.
LCD 산업 특성상, 관련 협력업체의 입주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
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최근 아산시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인근에 아산탕정 테
크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탕정면 명암리 일대는 LCD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 포도농사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
인 농촌 마을이었다.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진 명암리는 포도가 지역 대표 특산물로 2004년
까지 ‘탕정 포도축제’로 유명하였으나, 같은 해 포도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행승
이’, ‘장무기’, ‘정좌미’, ‘바깥지무레’, ‘부리기’ 등 이름만으로도 소박하고 정겨운 자연마을에
최첨단 산업단지와 38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이다. 이즈음 마을의 동쪽으로는 고속철도
까지 개통되었다. 면 단위 소재지의 초등학교들이 분교가 되거나 폐교되는 것과는 달리 탕정
면 행정복지센터 근처에는 100여 m를 두고 2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초고층 아파트단지 길 건너에는 여느 면사무소 같지 않은 탕정면 행정복지센터가 깔끔한
유리 외관으로 우뚝 서 있고, 인근에는 지중해 마을이 있다. 바닷가도 아닌데 생뚱맞게 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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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중해 마을과 트라팰리스

뛰었던 원주민 공동체라는 스토리텔링을 알고 나면 훈훈함이 느껴지는 마을이다. 탕정 산업
단지 개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고령의 이주민들은 이주보상금을 받기보다는 재정착을 위
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합 형태의 마을 조성에 합의하였다. 집도 장만해야 하고 생계 수단도
확보해야 해서 1,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으로 지어 정착했다. 삼성전자 탕정 LCD 산업단지
가 ‘크리스털 밸리’로 불리고 있어서 처음에는 마을 이름도 ‘블루 크리스털 빌리지’였다. 지중
해 연안처럼 포도농사가 발달해서였는지, 건물 외벽을 흰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해서인지, 지
금은 ‘지중해 마을’로 불리고 있다. 누구라도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이
다. 평생 일궈온 포도밭을 내놓고 떠나야 했던 고향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핫 플레
이스’로 거듭난 것이다. 최근에는 장소의 개성이 사라지고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우려
가 커지고 있다.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명암리 주민조합원들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이
넘치는 시골 마을을 강조하는 묘안이 필요해 보인다.

온천 마을과 첨단 젊은 도시가 함께 꾸는 부푼 꿈
온천과 함께 제1, 제2의 전성기를 누린 아산은 여행 트렌드 변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등
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장항선에만 의존하던 아산에 2004년 개통한 경부고속철도는 교
통수단 이상의 기회를 주었다. 1990년 고속철도 기본계획에서 첫 기착지인 배방면 장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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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니 싶다가도, 대규모 재개발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쁘게 꾸미고자 발로

장항선을 타다 • 3

아산과 천안의 접경지역이어서 역명을 둘러싼 천안과 아산의 역명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역명에 아산시민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은 온양온천을 병기하기로 하여 지금의 아주 긴 역명
인 천안아산(온양온천)역이 되었다. 고속철도 환승역으로 장항선에 지어진 아산역은 2008년
수도권 전철 1호선까지 개통돼 불과 1년 만에 트리플 환승역이 되었다.
고속철도만 놓인 것이 아니다. 천안아산역 중심의 수도권 인구 및 기능의 분산, 수용을 위
한 신도시 건설까지 진행되었다. 고속철도가 천안아산역에 도착할 즈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바로 이 아산신도시의 랜드마크이다. 여러 여건으로 지지
부진하던 아산신도시 사업은 탕정면과 음봉면 일대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최근 계획이 확
정되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아산신도시 여객 수요를 겨냥해 2021년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까지 추가 개통될 예정이니, 고속철도와 장항선, 1호선 전철 등이 놓이는 셈이다.
아산시의 발전 축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인근 지역인 동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온
양온천역과 배방역 사이에 풍기역 신설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구
도심 중심 서부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건설 중인 서해선 인주역 또한
서부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인주역 인근엔 아산 현대
모터스밸리(현대자동차 아산공장)가 있어 탕정 디스플레이시티와 배방역, 탕정역과 같은 시
너지 효과를 바라고 있다.
서해선 인주역이 들어설 인주면은 방조제로 호수가 돼 버린 아산호, 삽교호를 두고 평택,
당진과 맞닿아 있다. ‘바다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충남 서북부지역’인 내포지방 중에서
육지 깊숙이 들어온 지역이다. 지금은 아산만 방조제, 삽교 방조제로 육지가 돼 버린 인주면
언덕에는 ‘공세리 성당’이 있다. 현 성당 터는 충청, 전라, 경상 일원에서 거둬들인 세곡을 조
운선으로 한양까지 운반하기 위해 임시로 모아두던 창고가 있던 곳이다. 왕조를 지탱해온 공
세 곡창지(貢稅 穀倉地) 자리가 400년이 지난 1890년에 들어서면서 내포지방에 상륙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가톨릭 신앙 전교의 전진 기지로 바뀌었다. 내포지방에 속하는 아산 서부지
역은 일찍이 수도권과의 교류가 많았고,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 구실을 했다. 그 옛날 조운선
이 그랬던 것처럼, 고양시 대곡역에서 홍성군 홍성역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은 홍성에서 장항
선과 연결돼 익산까지, 다시 호남선으로 광주, 목포까지, 전라선으로 순천, 여수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등
중부권 12개 시군을 잇는 동서 횡단철도 건설 논의도 활발하다. 수도권, 서해안과 맞닿아 있
는 아산은 장항선, 고속철도, 수도권 전철 1호선, 서해선 등 다양한 철도노선의 새로운 중심
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도시인 만큼 다양한 시대의 서로 다른 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있다. 조선 중기 이후, 예안 이씨의 집성촌으로 남아있는 외암 마을에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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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이 여전히 대를 이어 살고 있다. 마을 가운데

<그림 6> 외암 마을

큰길을 중심으로 돌담으로 된 골목길을 걷다 보면
조선 시대로 불시착한 시간 여행자가 될 수 있다.
1960년대 말 시골 소도시 풍경이 그립다면 장항
선 철로가 남아있는 옛 도고온천역에서 옛 선장역까
지 레일바이크를 타면 된다. 온양온천과 함께 전성
기를 누렸던 현충사는 여전히 매년 4월 28일이면 충
무공 이순신 탄신제전을 올리고, 현충사에서 탕정
디스플레이시티로 넘어오면 조선 시대에서 2000년
대, 아예 시공간을 뛰어넘어 유럽 지중해 마을로도
갈 수 있다.
아산은 CNN이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의 자료를 인용해 선정한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이다. 2025년에 예상되는 각 도시의 GDP를 인구수로 나눴는데, 아산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수의 대형 산업단지, 평택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

로 충남에서 가장 큰 비중(26.6%)을 차지한다. 특히, 시군별 경제활동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
이 80%로 가장 높다. 또한, 2020년 우리나라 평균 중위연령 44세에 비해, 아산은 39세로 젊
은 도시이다. 저출산 · 고령화로 지방소멸위험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많지만, 아산은 오랫동
안 지켜온 다양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의 탄탄한 일자리를 내세워 세계 부자도
시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가 사라질 언젠가, 아니 조만간 역동적이면서도 젊은 도시 아산을 다시 찾을 수 있
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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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년 말 발표된 충남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아산시의 지역내총생산은 30조 8천억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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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기반의
‘아주 가까운 돌봄’ 이야기1)
임혜순 ㈜꾸림 대표 (gr_jangsa@naver.com)

공동체, 돌봄의 주체되다
초등돌봄 문제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에서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시간, 서비스 수준 등의 문제
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는 낮다. 또한, 공적 돌봄서비스가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단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 공
적 체계를 넘어 보편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대안과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초등돌봄 문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보다 현재화되었
다. 아이들이 교실보다는 집에서, 기타 돌봄 기관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은 해였다. 초등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교돌봄교실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
터만으로는 초등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졌다. 이
러한 공적 돌봄의 한계는 물론이고 코로나19의 대응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원 등 사적 시설
을 활용하는 돌봄도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지역의 공동체였다.
1)     이 글은 2020년 춘천시 사회혁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아주 가까운 돌봄’ 과정과 결과를 연구한 「아주 가까운
돌봄 경험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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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지원 프로젝트, ‘아주 가까운 돌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인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가정의 역할
과 책임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즉, 돌봄
은 서비스를 넘어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
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스스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춘천시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지원 프로젝
트인 ‘아주 가까운 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아주 가까운 돌봄’은 방학이나 방과 후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양육자로 커뮤니티를 구
성하고, 각자 필요한 돌봄의 방식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춘천지역 내
대안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구성원이 합의한 자유로
운 돌봄의 방식이 있는 커뮤니티에 돌봄 지기 활동비와 공간운영비(임차비 포함)를 지원하
는 것이었다. 2020년 7월 1, 2차 모집을 통해 6팀을 선발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돌봄을 진
행하면서 돌봄 지기 간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돌봄 지기 데이도 함께 진행했다.

목적
공모개요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대안돌봄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공모

사업기간

•2020년 7~10월 내 신청팀 자율선택(2주~최대 3개월)

필수사항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합의한 돌봄의 방향과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함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해야 함
•3가구 이상 10명 이내 초등자녀로 구성(맞벌이 1가구 반드시 포함)된 커뮤니티

신청자격 및
모집 규모

•방학 및 방과 후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양육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커뮤니티 내에서 필요한 돌봄의 방식을

대상 및 규모

사업장소

   - 기존 커뮤니티 단위(아파트, 마을 등)에서 공동돌봄을 시도하고 싶은 그룹
   - 방학돌봄, 방과 후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부, 모로 구성된 그룹
   - 양육 및 돌봄의 가치지향(놀이 중심 등)에 동의하는 부, 모로 구성된 그룹
   - 양육 및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부모로 공동돌봄에 관심 있는 그룹
   - 춘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및 조부모 그룹
선정팀 구성원이 동의한 돌봄 장소(구성원가정, 지역 내 공유·유휴공간)
•커뮤니티 돌봄 지기 활동비 및 공간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 돌봄 지기 활동비: 구성원 중 지정/사전교육 필요 시 연계지원(주당 344,000원)
   - 공간운영비: 공간임차비 또는 돌봄 운영비 중 선택(주당 100,000원)

자료: 춘천시 사회혁신센터.

이웃과 함께 - 마을로 들어간 돌봄
‘아주 가까운 돌봄’에는 총 6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178회의
돌봄을 진행했다. 아이와 어른을 합한 누적 참여인원은 총 2425명, 돌봄 시간은 6개 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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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커뮤니티 기반 돌봄 지원 프로젝트 ‘아주 가까운 돌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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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주 가까운 돌봄’ 공모 운영과정

공고 및 접수

공고 설명회

서류 및
면접심사

발표 및 협약

1차
2020.07.16~07.23

1차
2020.07.20

1차
2020.07.24~07.27

1차
2020.07.28~07.27~9

2차
2020.07.28~08.03

2차
2020.07.27

2차
2020.08.04~08.06

2차
2020.08.07~08.08

아가돌 운영

C-day
간담회 공유회

2020.08.03
~10.30

2020.09.25
돌봄 지기 데이

간을 모두 합해 1032.5시간을 기록했다. 참여팀들은 주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 그룹이거
나 협동조합을 통해 인연을 맺은 조합원들이었으며, 아이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
께 해오던 돌봄 활동들의 연장선상에서 참여가 이어졌다. 6개 팀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커
뮤니티를 기반으로 돌봄을 시도하게 된 배경 및 운영방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돌봄 모델 확장
6팀 중 이번 사업을 계기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새로이 구성한 ‘봄시내놀이터’, ‘같이가자’
를 제외한 나머지 4팀은 이미 자발적인 협력으로 돌봄을 품앗이하던 기존 커뮤니티였다.
새로이 구성된 두 개 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서의 돌봄도 어렵고 모임 자체가 부
담스러운 상황에서, ‘아주 가까운 돌봄’ 덕분에 그동안 함께 해 온 공동체에서 이웃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기존 커뮤니티의 사업 참여
이유도 “돌봄 모델 확장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참여팀들이 생각하는 돌봄
커뮤니티는 ‘자발성’과 ‘협력’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초등돌봄을 고민하는 다양한 사람들
이 함께하고, 돌봄의 지속과 확장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을 필수로 인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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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주 가까운 돌봄 참여팀 개요
팀명

내용
프로젝트명

바하마을
몽(夢)키즈
(오동초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

•자택(오동초등학교 옆 바하마을 거주 주택 3곳 외)

운영기간

•방학 몽키즈 활동: 2020년 8월 3일~8월 14일
•학기 중 돌봄: 2020년 8월 17일~10월 30일

운영방향

•마을주민이 발굴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 지속가능한 대안적 공유교육을 실현하며
아이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

장소 선택 이유
운영방식
프로젝트명
라온하제
(만천초 재학
맞벌이 가구)

•방학 중 운영: 2020년 8월 17일~8월 31일

운영방향

•아이들의 기초체력을 늘려 면역력 향상, 협동심과 배려심 키우기
•학교와 가까운 돌봄 지기 자택과 구성원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재능기부 활동
•놀이체육을 통한 면역력 키우기와 배려심 키우기
•마을탐험대 방학 SOS
•구성원 자택, 호반공원, 석사천 일대, 서면 일대 등 지역 공간
   - 주요 프로그램 장소: 꾸러기 어린이도서관, 마더센터, 어린이 작업장

운영기간

•방학 중 운영: 2020년 8월 3일~8월 14일

운영방향

•아이들 스스로 설계하는 마을탐험, 마을 자원들과 연계한 사회적 돌봄

운영방식
프로젝트명

•조합원 지원활동이 가능하고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여기는 공간
•우리 집에 놀러 와, 먹을 것을 찾아서, 어린이 성 평등학교, 어린이 작업장,
   게릴라 가드닝, 금요산책
•우리 언제나 함께!

운영장소

•책날개 어린이도서관(아파트 단지 내)

운영기간

•방학 및 학기 중 운영: 2020년 8월 3일~10월 30일

운영방향

•협동하면서 놀 수 있는 놀이 중심 운영

장소 선택 이유

•접근이 용이하고 기반시설 이용과 도서관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 가능
  (금병초등학교 소재 마을회관을 활용한 돌봄을 고려했으나 코로나19로 불가)

운영방식

•아이들과의 놀이선택 의견 공유, 소감 나누기, 마을나들이, 주 1회 부모회의

프로젝트명

•놀이세상! 왁자지껄 봄시내 놀이터

운영장소

•해온채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기간

•학기 중 운영: 2020년 9월~10월

운영방향

•돌봄 참여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협동놀이 진행

장소 선택 이유
운영방식
프로젝트명

•활용이 미미한 아파트관리소 2층 도서관 활용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아이들 또래관계 형성, 가족 활동으로 이웃 교류기회 제공, 스스로 결정하는 놀이,
월 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어깨동무 초등 방과후

운영장소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돌봄 전용공간(별도공간 직접 마련)

운영기간

•방학 및 학기 중 운영 : 2020년 8월 10일~10월 30일

운영방향

•아이들에게 쉼과 안정을 주는 집처럼 편안한 곳, 스스로의 결정을 기다려주는 곳,
어른들이 육아고민을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곳

장소 선택 이유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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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장소 선택 이유

어깨동무
(신나는 육아협동조합
학부모로 구성된
초등돌봄 협동조합)

•면역력 키우기
•돌봄 지기 자택 및 태권도장(만천초등학교 옆, 구성원 운영)

프로젝트명

봄시내놀이터
(장학초 학부모
독서동아리에서 시작)

•동아리 활동, 품앗이 활동, 벼룩시장, 어린이회의

운영기간

운영방식

같이가자
(금병초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

•학교 옆 마을로 아이들이 오기 쉽고 부모들이 자택 마당을 공유

운영장소

장소 선택 이유

방학 SOS
(춘천여성회
마더센터 조합원)

•돌봄종일 몽(夢) 몽(夢) 몽(夢)

운영장소

•적은 금액으로 임차가능하고 인근에 공원이 있어 야외활동이 가능
•어린이회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위한 장난감 없는 날 운영, 주 1회 부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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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를 통해 이웃과 함께: 마을로 들어간 돌봄
돌봄 커뮤니티별 대표적인 특징이나 사업은 크게 ‘품앗이형’, ‘동아리형’, ‘도서관 프로그램
형’, ‘마을탐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참여 전부터 구성원 간의 품앗이를 통해 공동체 돌봄을 이어오던 ‘바하마을 몽(夢)
키즈’, ‘라온하제’, ‘방학 SOS’가 품앗이형의 특징을 나타낸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함께
문화공동체를 이룬 ‘바하마을 몽(夢)키즈’는 재능기부를 통한 품앗이 활동으로 돌봄을 운영
하고 있었고, ‘라온하제’와 ‘방학 SOS’는 구성원인 부모님들이 반찬이나 간식을 기부하고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품앗이와 운영 중인 태권도장에서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재능기부로
커뮤니티 돌봄을 운영했다.

‘바하마을 몽(夢)키즈’의
만들기 동아리 활동모습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어깨동무’의 우쿨렐레 동아리

<그림 2> 팀별 사업참여 이유와 대표사업 특징

돌봄모델
확장

품앗이 유형

라온하제, 바하마을 몽(夢)키즈, 방학 SOS
라온하제: 태권도+공간+간식기부
바하마을 몽(夢)키즈: 아이들+어른들의 재능기부=문화공동체 활동
방학 SOS: 부모들의 반찬, 간식, 차량 운행 등 품앗이
바하마을 몽(夢)키즈, 어깨동무

동아리 유형
아주 가까운
돌봄 참여

재정지원
도서관
PG형

네트워크
또래관계

바하마을 몽(夢)키즈: 아이들 동아리(영화, 축구, 만들기, 밴드 등)
+부모 동아리(춤)
어깨동무: 아이들 동아리(우쿨렐레)+부모참여+부모 동아리 기획
봄시내놀이터, 같이가자
봄시내놀이터: 도서관 공간활용+놀이
같이가자: 도서관 공간활용+생태놀이+미술놀이+전래놀이 등

방학 SOS, 어깨동무

마을
탐방형

방학 SOS: 마을(지역)과 이웃탐방=마을공동체 경험
어깨동무: 돌봄공간이 위치한 마을탐방=이웃, 마을과 친해지기
유형별 돌봄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아-가-돌 참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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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같이가자’의 도서관
돌봄 프로그램

‘봄시내놀이터’의
돌봄 공간(아파트 작은도서관)

돌봄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택했던 ‘같이가자’와 ‘봄시내놀이터’는 도서관 프로그램으
로 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공간 특성상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고,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생태놀이, 미술놀이, 만들기, 전래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돌
봄의 주요 활동에 포함되었다. 이들 팀들은 도서관 외부 이용자들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시간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한계를 보였다.

체적으로 마련한 돌봄 전용공간이 위치한 동네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가까운 돌
봄’을 시작했다. ‘골목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동네 슈퍼, 세탁소, 미용실, 음식
점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어깨동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방학 SOS’는
춘천 마더센터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구성원이었던 만큼, 마더센터가 가진 풍부한 자원

‘방학 SOS’의 마을탐방

‘어깨동무’의 동네탐방과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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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간 ‘마을탐방형’이 있다. ‘어깨동무’는 팀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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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하여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소개했다. 마더센터
가 위치한 동네 미용실도 방문하고, 친구 부모님이 근무하는 직장도 가보고, 아이들을 초
대해 줄 수 있는 마더센터와 협업하는 춘천시 내의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다양한 주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커뮤니티 기반 돌봄이 이루어진 공간의 특징을 보면 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경우, ② 구성원 자택을 활용하는 경우, ③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우로 나
뉘었다.
‘어깨동무’처럼 조합 등 커뮤니티가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
식으로, ‘바하마을 몽(夢)키즈’, ‘방학 SOS’처럼 부모들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오랜 기간 유
지되거나 ‘라온하제’처럼 학교 근처 자택 등 활용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 자택이 활용
되는 방식으로 돌봄이 진행되었다. ‘같이가자’, ‘봄시내놀이터’와 같이 프로그램과 연계되
는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놀이터 등 마을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라온하제’의 경우, 자택 이외에 구성원이 운영하는 학교 근처 태권도장을 매일 방문해
서 아이들의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돌봄 활동의 하나로 꾸준히 진행했다. ‘어깨동무’는 돌
봄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돌봄을 운영하는 한편, 돌봄 운영 이외
의 시간에는 구성원들이 제3의 장소로 활용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
이었다.
참여팀별로 활용한 공간들의 범위는, 가장 좁게는 돌봄 지기 자택에서 넓게는 춘천시 관
내의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탐방한 팀까지 다양했다. 모두들 지역 내 공간자원을 크고
작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어깨동무’와 ‘방학 SOS’는 마을탐방을 돌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마을과 친해지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한편, 작은도서
관에서 진행한 ‘봄시내놀이터’, ‘같이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
을 겪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진 공간은 돌봄 프로그램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공간의 특성
이 돌봄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돌봄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아주 가까운 돌봄’의 경험이 알게 해 준 것들
지역이 함께 하는 지역 속 돌봄의 필요와 가능성
이른바 ‘뉴노멀’이 된 팬데믹 시대. 거리두기가 고착화되면서 사람들은 오프라인 만남보다
는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 익숙해지고,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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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참여팀별 활용공간 범위

방학 SOS

지역 내 기관-시설탐방

박물관, 담작은도서관, 월정사문화원,
위드블라썸, 우두근린공원, 애니메이션박물관 등

어깨동무
동네-골목탐방

라온하제

같이가자
봄시내놀이터

공유공간/근처 시설물

구성원 집/직장

바하마을 몽(夢)키즈

동네 수선집, 동네 미용실, 편의점…

작은도서관, 놀이터, 공원, 마더센터,
집근처 뚝방길, 키즈카페 등
○○네, 태권도장, 사회혁신센터, 파파스컷…

돌봄
지기 집

돌봄 문제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수록 더 많은 돌봄 공백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돌봄 체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 대상과 인원이 제한적
이기 때문이다.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기 어
렵고, 정책의 부수효과로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아주 가까운 돌봄’은 돌봄에 대한 수요에 서비스로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
역 공동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
었다. 나와 같은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고 그 연결이 커뮤니티가 되면, 함
께 실천하고 해결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 커뮤니티 스스로 돌봄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그 시도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주 가까운 돌봄’을 통해 가능성을 확
인한 것이다.

우리 속에 함께 했던 ‘자발적 협력’의 연결과 확장
‘아주 가까운 돌봄’은 협동조합이나 학부모 모임, 공동육아 등을 경험한 구성원들이 함께
돌봄 공백을 해결해 보기 위해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구성원 누구나 돌봄 커뮤니
티 운영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품앗이를 하고, 아이들 역시 그들만의 소통과 의견 조율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어울리고 있었다. ‘자발적인 협력’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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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문제는 온라인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평소에도 사회적 문제로 자주 제기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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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돌봄이 잘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동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확장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돌봄 가치관과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와,
그것을 전제로 한 규범이나 규칙이 필요한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지역
내 돌봄 확장을 위해 돌봄 커뮤니티 안의 인적 자원, 공간자원 등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이고 섬세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었다.

커뮤니티 돌봄을 위한 공간의 힘
돌봄과 관련한 기존의 사업과 비교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공간’이 가진
힘에 관한 것이다. 공적 돌봄 체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돌봄 전용공간이거나, 학교 안의 돌봄 교실 등 공공시설인 경우가 대부
분이다.
참여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대응단계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
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이용시간에 제약이 없고 커뮤니티 구성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
소로서 대부분 사적 공간(자택, 사업장 등)을 선택했다. 이러한 공간은 공간기능의 특성에
따라 돌봄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거나(도서관, 태권도장 등), 돌봄 전용공간이 아닌 경우
안정적인 돌봄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수상황에서 소그룹으로 돌봄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요즘 같은 때에는 초등돌봄 수요
가 많은 초등학교 근처를 중심으로 공간을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을의 유휴공
간, 작은도서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수요와 기능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은 공간이라도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활용가능한 공간을 목록화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
하는 방식이 지역 내 자발적 돌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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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된 도시를 이어나가는 법:
애틀랜타 벨트라인 프로젝트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skim5@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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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싶은 곳
라이언 그래블 지음
황성남 역
2020년 10월 / 152 X 210mm / 398쪽

랜타 도심부를 순환하는 철도부지를 따라 진행된 야심 찬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애틀랜타는 인종 간 거주지역 분리와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한 도시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북부와 가난한 남부로 나뉘었고, 교통체증과 도심부를 순환하는 철도 주변의
사회적 단절 및 문화적 소외가 심각했다. 철도선을 따라 연속된 대중교통 수단과 보
행로, 공원녹지와 문화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새로운 개발과 연결함으로써 도심
부를 되살리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벨트라인이 가시화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벨트라인 가이(Beltline
Guy)’라고 불렸던 49세의 라이언 그래블(Ryan Gravel)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곳: 차세대 도시를 위한 인프라 재건(원제: Where We Want to Live–Reclaiming
Infrastructure for a New Generation of Cities)」의 저자이기도 한 그래블은, 과거
조지아공과대 도시계획학과 학생이었다. 그는 1999년 석사논문에서 벨트라인 프로
젝트를 다루었고, 이는 놀랍게도 여러 사람의 공감을 사며 애틀랜타 벨트라인이라는
혁신적 프로젝트를 위한 청사진 역할을 했다.
“파편화된 도시를 파괴하지 않고 여러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보완해야 한다”라는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생각은 젊은 그래블의 마음을 움직였다.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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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벨트라인(The Atlanta Beltline)은 지난 20년간 미국 동남부의 도시, 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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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벨트라인 건설 전(좌), 후(우) 모습

논문 작성을 시작하며 그는 22마일의 철도선 주변이 바뀜으로써 앞으로 도심이 변화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었다. 그래블은 과거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문화적 인프라로
바꿈으로써 여러 도시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몽상가였던 것이다.
“(과거) 도시의 건설 방식은 소득의 불균형, 인종 차별, 나이 차별 등으로 사람을 나
누는 결과를 낳았으며 … 집, 직장, 가게, 공원과 같은 곳에서 … 장소의 분리를 가져
왔다(본문 20쪽).” 그래블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벨트라인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애틀랜타 벨트라인은 수많은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뒤섞인 선형 패치워크이
다. 많은 지지자가 이 프로젝트의 의의에 공감했고 이를 후원하거나 벨트라인 주변
에 투자했다. 그래블은 그가 품게 된 꿈의 원천을 파리에서의 경험에서 찾았는데, 통
과차량이 적고 보행녹지와 공원에서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큰 영
감을 받았다. 주변 입지환경은 다르지만 이를 애틀랜타 벨트라인에 투영하고자 했는
데, 그는 버려진 철도 인프라를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도심부의
부활과 함께 도시 외곽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블은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가 논문을 쓰며 품었던 생각을 잊지
않았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벨트라인의 비전, 앞으로의 교통
과 보행,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심부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
의 말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고, 2001년 그래블은 그의 생각을 지도 위에 그려 연
락이 닿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과 정치인, 전문가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이 당시 애틀랜타시 교통위원회 의장이었던 캐시 울라드(Cathy Woolard)였다.
도시의 교통체증과 차량 의존적 도시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울라드는 그래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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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를 받아들고 놀라움에 휩싸였다. 벨트라인이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직감했던 그
는, 그래블에게 연락해 공식 미팅을 요청했다. 이후 2년 반에 걸쳐 그래블은 시와 지
역 단위 미팅에서 그의 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애틀랜타시의 여러 전문가와 디
벨로퍼, 시민들이 그의 생각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벨트라인 건설을 위한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애틀랜타시는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
보했으며, 애틀랜타 도시개발공사는 벨트라인 계획과 사업 실행을 총괄하는 조직으
로 Atlanta Beltline Inc.를 만들었다. 벨트라인 프로젝트에는 22마일의 경전철 노선,
33마일의 보행로, 1300에이커의 공원, 5600호의 저렴주택, 1100에이커의 개선된 브
라운필드, 3만여 개의 일자리 등이 포함되었다.
2012년 벨트라인의 첫 번째 구간이 개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래블은 벨트라인과
애틀랜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벨트라인 주변의 토
지가격과 주거비는 크게 상승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공공이 저렴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 연계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실망했던 그래블은 결국 벨트라인 건립위원회를 탈
퇴했다.

학도가 품은 비전을 시민과 공무원, 정치인이 공유하고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도시가 과연 어디 있을까. 또, 지자체가 한 프로젝트의 비전을 높이 사 재원 마
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나아가 국내 수많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중 애틀랜타 벨트라인에 비할 만한 비전과 파급력을 가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은 어디일까.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
실이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2021년 8월호에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94 「제인제이콥스: 작은 계획의 힘」
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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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라인 프로젝트는 오늘날 한국 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명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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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찾으며, 길 위에 있는 사람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nkang@krihs.re.kr)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올레여행
서명숙 지음

여행기와 답사기를 다룬 책은 언제나 내 가슴을 뛰게 한다. 그중에서도 「놀멍 쉬멍 걸으
멍 제주올레여행」은 단숨에 읽어버린 책이다. 나는 이 책을 가끔씩 펼쳐보며 제주도의 따
스한 햇살과 비릿한 바닷바람을 마음속에 충전하기도 한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해외 배낭여행이 유행처
럼 번졌다. 서점가에서는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1996), 「나의 문화유산 답
사기-남도 답사 일번지」(1993)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낯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
껴보는 답사 붐이 일었다. 다산초당과 무위사를 찾는 강진과 해남으로의 무박2일 답사에
도 대중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은 그 때문이었다. 안팎으로 낯선 것에 대한 열망으로 눈을
빛낸 시기를 거쳐서일까. 여전히 나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낯선 것에 대한 동경과 방
랑의 DNA를 깨워 주는 글에 마음이 설렌다.
‘왜 여행을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여행을 하는가?’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또 나름의 해답을 구하는 질문일 것이다. 김영하 작가는 아
예 「여행의 이유」(2019)라는 책을 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명확한 외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다.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본문 23쪽)”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걷는 것일까?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속도감 있는 KTX와 비
행기가 발달한 지금 시점에 말이다. 서명숙 작가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도보여행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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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만족시키는 여행이다. 차량으로 휙휙 이동하면 눈만 즐겁지만, 같은 장소라도 걸어
서 가면 오감이 충족된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라이브 음악으로 들으면서, 목덜미를 간
질이는 해풍을 느끼면서, 꽃향기를 흠흠 맡으면서, 풀섶에 숨은 산딸기와 볼레낭 열매를
따 먹으면서, 나비의 미세한 날갯짓까지 지켜보는 즐거움이란!(본문 71쪽)”.
이 책에는 제주올레의 태동과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
난 사람들, 그리고 서귀포 매일시장에서 경험한 저자의 추억이 담겨 있다. 제주올레는 제
주의 관광문화를 바꾼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진 ‘걷는
길’의 출발이었다. 이제는 진화를 거듭하여 산티아고의 알베르게 같은 게스트하우스와 자
원봉사자도 있고, 제주를 알리는 아카데미, 클린올레, 길동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하고 있다. 제주올레길의 탄생 이야기도 다시금 들으면서 내가 걸었던 올레길과 함께했
던 사람들을, 그리고 그 시간을 반추하게 된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돌하르방 어디
감수광」(2012)을 들춰가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 다니던 관덕정과 만덕할망 기념비
를 기억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왈종 화백의 어린이 같은 천진한 색감의 그림과 김영갑

그 순간들을.
제주어로 조근조근 들려주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동네 ‘삼춘’들과 지기
들의 이야기가 나의 할머니와 ‘삼춘’들의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더 가깝게 와닿는다. 아마
도 시간에 대한 공감, 공간에 대한 공감, 세대공감 그리고 과거로의 소환이 이 책의 매력
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걷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모든 올레가 그의 것이다(본문 71쪽)”.
저자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기웃거리면서 담을 엿보는 그런 느낌. 천천히 나도 저자와 함께
놀멍 쉬멍 걸으멍, 외돌개와 산티아고의 길까지 함께 가고 있다. 글 속에 숨어 있는 제주 방
언도 정겹고, 꾸미지 않은 사진은 옛 기억을 소환한다. 나도 ‘간세다리’가 되고 싶다는 욕망
을 품고, “복삭하게 걸은 날은 몸과 마음이 더 가뿐하다. 지치도록 걷는 사이에 몸은 회복되
고 마음은 절로 충만해진다(본문 102쪽)”라는 문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은 한 발만 디
뎌도 된다.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 길은 존재하므로(본문 119쪽)”에 위안을 받으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주거복지 연구자들이 흔히 하곤 하는 말이다. 현장에 가
기 위해 길을 나서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일이다.

연구자의 서가 38회 예고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다음 호 필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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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사진에서 바람이 전하는 애잔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작가와의 동질감에 기뻐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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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화된 지리적 상상력의 역설,
글로벌 문학도시 더블린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리피강과 사뮈엘 베케트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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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열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leejaeyoul@chungbuk.ac.kr)

아일랜드의 경제성장과 발전에서 더블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천 개가 넘는 해외기업의 유럽 본부가 더블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더블린은 세계경제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과도한 법인세 감면의 혜택
때문에 ‘조세 피난처’라는 논란과 비난에 휩싸여 있기도 하지만, 더블린이 애플, 인텔, 페이스북, 구글 등의 최첨단 기
술기업과 화이자, GSK 등 빅파머(Big Pharma) 제약회사의 유럽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영국
의 EU 탈퇴 반사효과로 더블린 국제 금융서비스 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의 세계적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 어린 전망도 있다.

강소국 아일랜드, 글로벌 문학도시 더블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영국의 EU 탈퇴 반
사효과로 더블린 국제 금융서비스 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인구 500만 명의 아일랜드는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Services Centre)의 세계적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란 기

성립된 국가이고, 더블린은 이 나라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

대 어린 전망도 있다.
더블린은 경제적 번영에 못지않은 세계적 명성을 문학 분

거주하고, 광역도시권을 포함한 이 도시의 인구는 200만 명에

야에서도 쌓았다. 조지 버나드 쇼,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사뮈

이른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섬 동해안에 위치하며, 아이리시해

엘 베케트, 셰이머스 히니 등 4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관

건너편 영국의 브리튼섬과 마주 보고 있다. 유럽 전체의 지도

련된 도시이자, 문학적 문화경관이 서점, 도서관, 도서 박물관,

를 놓고 보면, 더블린은 주변부의 끄트머리 한 곳을 차지하는

관련 축제와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로 거리와 장소 곳곳에 생

도시에 불과해 보인다.

생하게 새겨져 시민과 방문객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시

그러나 오늘날 유럽에서 아일랜드와 더블린을 능가해 물

이다. 이에 유네스코는 2010년 더블린을 영국 에든버러(2004

질적 번영을 누리는 곳은 별로 없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아

년), 호주 멜버른(2008년), 미국 아이오와시티(2008년)를 잇는

일랜드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고, 지금은 ‘켈틱 호랑이

네 번째 ‘유네스코 문학도시’로 선정했다. 그래서 더블린은 글

(Celtic Tiger)’란 명성을 가진 경제 ‘강소국’이 되었다. IMF는

로벌 문학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인정받은 도시라고도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가 9만 5천

할 수 있다.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구상에서 오직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만이 아일랜
드를 앞선다.
아일랜드의 경제성장과 발전에서 더블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천 개가 넘는 해외기업의 유럽 본부가 더블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더블린은 세계경제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글로
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과도한 법인세 감면의 혜택 때
문에 ‘조세 피난처’라는 논란과 비난에 휩싸여 있기도 하지만,
더블린이 애플, 인텔, 페이스북, 구글 등의 최첨단 기술기업과
화이자, GSK 등 빅파머(Big Pharma) 제약회사의 유럽 ‘거점’

더블린 국제 금융서비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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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130만 명의 사람들이 더블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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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조이스 동상

이 도시의 풍부

본격적인 의식의 흐름 수법과 이를 수반하는 시간의 전이를 통

한 문학유산 중에

해 성장과정에 처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중편소설 「젊

서 일반인들이 가

은 예술가의 초상」, 고대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이」를 현대적으로

장 먼저 떠올릴 작

패러디해 가히 백과사전적이라 할 만큼 다양한 소설의 형식, 문

품은 아마도 제임

체, 기법상의 실험을 극한까지 몰고 간 장편소설 「율리시스」, 수십

스 조이스의 단편

개의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소설집 「더블린

제기하며 어휘 조직상의 기존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사람들」일 것이다.

탐색한 소설 아닌 소설 「피네건스 웨이크」 등이 남긴 문학사적 발

제목에 도시의 이

자취는 이루 다 헤아리기 힘들다. …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자

름이 간결하고 선

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탈구조주의 등의 예술 사조를

명하게 등장할 뿐

넘나들며 소설 변천사에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

아니라, 다양한 추

「더블린 사람들」 중에서

천도서 목록에서
도 빠지지 않는 작품이다. 대학에서 교양영어를 수강했던 사

「더블린 사람들」은 제임스 조이스의 초창기 작품이다. 그가

람이면 기억을 하든 못하든 한번은 지나쳤을 텐데, 나 또한 이

초고를 완성했던 것은 만 23세였던 1905년이었다고 하며, 공

책의 일부를 학부생 때 교양영어 강의에서 배웠던 사실을 최

식적인 출간은 1914년 런던에서 이루어졌다. 난해한 다른 작품

근에 기억해 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시 읽어보는 도중 ‘하

과는 달리 가장 쉽게 읽히는 대중서이고, 아일랜드의 문학사

숙집’이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힘겨운 추적 끝에 간신히

에서는 이전의 농촌 중심 문학을 ‘도시’ 무대로 옮긴 이정표적

확인한 사실이다. 집을 떠나온 대학 신입생들에게 하숙집 주

인 작품이라고도 한다. 이종일 교수에 따르면, 조이스는 “서구

인을 조심하라는 학교의 경고는 아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우

문학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스꽝스러운 상상도 해보았다.

도시를 (즉, 더블린을) 처음으로 알린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제임스 조이스는 1882년 태어나 1902년 대학을 졸업하고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이종일 역 2012, 323). 「더블린 사람들」

파리로 떠날 때까지 더블린과 그 인근 교외지역에 살았다. 이

지도화 프로젝트(Mapping Dubliners Project)를 통해 알 수 있

후 1941년 취리히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부분의 인생을

는 것처럼, 이 소설은 여전히 더블린의 과거와 현재의 지리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대륙에서 머

이해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2)

물렀다. 20대에는 주로 영어를 가르치며 작품활동을 병행했
고, 1917년부터 문학잡지 에고이스트의 편집인 해리엇 위버

15편의 이야기, 4가지 주제

(Harriet S. Weaver)의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다. 「더블린 사람들」을 비롯해 「젊은 예술가의 초상」,

그러나 「더블린 사람들」은 이 도시를 생동감 있는 장소로 그

「율리시스」, 「피네건스 웨이크」 등이 제임스 조이스의 대표작

리지 않았다.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을 ‘마비(paralysis)의 중

으로 꼽힌다. 그를 “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를 넘어

심지’로 이해하며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 아일랜드의 도

서 세계 문학사를 통틀어서도 드물게 큰 영향을 끼친 대작가”

덕사(道德史)에 대한 기록을 남길 ‘의도’를 가지고 집필했다고

로 평가하며,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장을 역임했던 이종일 교

한다(이종일 역 2012, 324). 당시는 1536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1)

수는 조이스의 대표작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받아오던 아일랜드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활

1) 이종일 교수는 2012년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번역하여 발간했음. 이 글에서 인용된 문구는 이종일 교수의 번역서를 참고하였음.
2)  https://mappingdublin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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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든 아이들)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톨릭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자. 가톨릭은 아일
랜드 민족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종교이다. 영국 통치하에
서 신교도의 이주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일랜드 사람들
에게까지 개신교가 강요되기도 했었지만, 가톨릭에 기초한 민
족정신은 외세의 억압을 버텨내는 지주의 역할을 했다. 그러
나 「더블린 사람들」에서는 가톨릭교회에 그러한 모습을 더 이
상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그렸다. ‘자매’에서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비참한 말년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이는 플린 신
부의 사망을 그와 가까이 지냈던 한 소년은 대수롭지 않게 받
리피강의 제임스 조이스 다리

아들인다. 심지어 그의 죽음에서 해방감마저 느낀다. 다른 이
야기에서는 세 명의 남성이 한때 잘나가는 세일즈맨이었으나

발했던 때이다. 1845년부터 8년 동안 지속된 대기근 이후 영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한 친구 커넌을 신의 ‘은총’으로 구원할

국 통치에 대한 민족적 반감이 커졌고, 1890년대에 이르러 지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들은 “물신 숭배자들을 종교 생활의

식인들은 문예부흥운동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모범”으로 말하며 속세인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유명 신부의

부단히 노력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아일랜드의 독립방안이

강론만을 듣고 만다.
더블린의 타락상은 각계에 포진한 위선적인 민족주의자들

스 조이스는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더블린 사람들」을 구

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담쟁이 날의 위원회실’에서는

성하는 15편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아일랜드와 더블린의 부정

아일랜드 독립운동 영웅 찰스 스튜어트 파넬을 기념하는 날

적 모습을 4가지 주제로(즉, 가톨릭교회의 타락, 위선적인 민

에 한편의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여기에 모인 사

족주의, 정체된 일상과 고립감, 부도덕한 어른들과 희망을 찾

람들은 정치적 대의, 명분, 가치는 뒷전이고, 공짜 술과 금전적

더블린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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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만 바라며 시답지 않은 뒷말만 늘어놓는다. 민족주의자

뒤’, 또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모아 파티를 연다. 겉으로 번듯

‘어머니’ 커니 부인은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도일은 영국인 루스에게 정치 논쟁에

딸의 음악 재능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돈만 좇는 속물

서 밀리고 노름판에서는 돈까지 잃어주는 호구로 전락한다.

근성의 행태 때문에 지역 예술계에서 인심을 잃는다. ‘망자’에

더블린에서 고립된 삶은 도덕성의 결여와 맞닿아 있다. ‘두

서 문학교수 콘로이는 아일랜드의 소중한 전통을 지켜야 한다

건달’에서 경찰관 아버지를 둔 30대 남성 콜리는 하녀로 일하

고 힘주어 말하는 지식인이지만, 돈과 물질적 이익을 좇아 스

는 젊은 여성을 꾀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절친 레너헌에게 스

스럼없이 친영파 신문에 서평을 기고한다. 그는 또한 고국 문

스럼없이 자랑삼아 말하고 실행에 옮긴다. 번듯한 직장에서

화의 전통이 유지되는 서부의 골웨이(Galway) 방문 권유를 뿌

근무하는 도런은 무니 부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살며 그 집

리치고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을 기분 전환의 여행지로 선호

딸 폴리와의 염문을 일으키고, 무니 부인이 악의적인 소문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퍼뜨릴 수 있을 것이란 협박에 결혼을 강요받는다. 중년의 은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일반인들은 더

행원 더피와 같이 어렵사리 윤리를 지키며 살아봐도 후회만

블린에서 정체된 삶을 살아가고, 탈피하기 어려운 고독함과 고

남을 뿐이다. 그는 시니코 부인과 절제된 소울메이트의 관계

립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묘사된다. ‘작은 구름’에서 챈들러는 8

를 유지하다가, 그녀의 노골적인 애정 표현에 부담을 느껴 절

년 전 런던으로 건너갔다가 언론인이 되어 더블린을 방문한 절

교를 결심한다. 실연 후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녀가 기차에 치

친 갤러허를 오랜만에 만나 술로 회포를 푼다. 하지만 그의 성

여 사망했다는 ‘가슴 아픈 사건’의 소식을 접하곤 감정에 충실

공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볼품없는 가정에 얽매

하지 못한 과거를 후회한다.

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의 눈물에는 “성

이러한 어른들의 삶에 연결된 아이들은 더블린에서 희망을

공하려면 여기를 떠야 했다. 더블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

찾기 어렵다. ‘대응’에서 무능한 회사원 패링턴은 사장과 한바

다”라는 한탄도 섞여 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더블린을 떠나는

탕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계를 팔아 술집 여러 곳을 전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선

전하지만, 잔뜩 취하고는 분노와 굴욕감만 더해간다. 집으로

원 프랭크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결

돌아와서는 막내아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지팡이로 폭력을 행

정적인 순간에 망설이고 결국엔 포기한 ‘에블린’처럼 말이다. 더

사한다. 자신을 구속하는 공간을 벗어나도 아이들은 안전한

블린에서 정체된 삶은 세탁소 노동자로 일하는 중년의 미혼 여

해방감을 느끼지 못한다. 가톨릭학교에 다니는 두 소년은 따

성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운명과 같이 변화시키기 힘든 것이었

분한 수업을 빼먹고 운하, 공장, 항구 등 산업화와 국제무역의

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조의 가족과 함께 만성절을 보내며 점치

경관을 지나치며 발전소 구경을 나서지만, 자신들을 성적으로

는 놀이를 하는 동안, 모두들 (결혼을 뜻하는) 반지를 집도록 응

희롱하는 남성과 ‘마주침’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기 바쁘다.

원해 주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을 뜻하는) ‘진흙’과 (수녀원을 뜻
하는) 성경책을 집어버리고 만다.

식민화된 지리적 상상력의 역설?

행여나 더블린보다 넓은 세계를 동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본다 해도 과정과 결과는 허무하다. 친구 누나를 짝사랑

이처럼 ‘마비’, ‘타락’, ‘위선’ 등으로 점철된 아일랜드와 더블린

하는 한 소년은 그녀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라비아와 중동의

의 전환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

신비한 물건을 파는) ‘애러비’ 바자회를 찾는다. 어려움을 헤치

다. 몇 해 전 재미 삼아 읽으려던 책이었지만, 완독하는 내내

고 간신히 그곳에 도착하지만, 기대와 다른 초라함에 실망하

불편했고 실망스러웠다. 인문지리학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고 “허영심에 쫓기다 꼴불견이 되고 만 푼수 같은” 자신의 모

대체로 장소와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서구 중

습을 탓한다. 허무함은 갑부 집 도련님으로 자란 지미 도일의

심적인 담론과 지식에 거부감을 가진다. 그러한 담론과 지식

글로벌 인맥에도 배어 있다. 그는 케임브리지대학 유학에서

의 기술로서 글, 이미지, 지도, 경관 등 ‘텍스트’가 자극하는 ‘지

연이 닿은 선진국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자동차 ‘경주가 끝난

리적 상상력’도 인문지리학에서는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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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입장에서, 제임스 조이스가 식민지적 상황에 처한 고국과

로 부순 다음 그곳에 이로운 정부를 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

고향을 가혹하게 그리는 것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면 정복을 했더라도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것도 ‘국민 국가’ 형성이라는 대전환을 목전에 두었던 상황이

(Tuathail, G. 1996, 6).
이러한 식민주의적 ‘공간 글쓰기’에 나타난 지리적 담론은

었으니 말이다.
아일랜드의 지리, 역사, 정체성을 탈식민화시키고 반제국주

「더블린 사람들」에서 풍기는 지리적 상상력과 크게 달라 보이

의적, 민족주의적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당시 문예부

지 않는다. 제임스 조이스는 유럽 제국을 보다 문명화, 선진화

흥운동의 중심 기조였다. 당대의 시대정신에 반항하며 역행이

되었다 여기면서 식민화된 시선으로 고국과 고향을 자기부정

라도 하듯이, 「더블린 사람들」은 아일랜드와 더블린이 식민지

적으로, 더 나아가 자기비하적인 방식으로 다루었던 것은 아

에나 적합한 자격과 운명을 가진 곳이라는 ‘지리적 상상력’을

니었을까? 2004년 박사과정 첫 학기에 토알 교수의 글을 중

자극한다. ‘담쟁이 날의 위원회실’에서 영국 왕의 방문에 대한

심으로 ‘포스트식민주의’와 ‘비판지정학’에 대한 발표의 임무

선거운동원의 발언은 조이스의 속마음은 아니었을까?  

를 부여받았을 때, 포스트식민성의 아일랜드 지리사(地理史)
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입장에서 던지는 의문이다.3)      
어쨌든 간에, 더블린을 부정적으로 그린 「더블린 사람들」

이 유입된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 더블린 시민들은 그걸로 덕

은 더블린을 무대로 한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 꼽힌다. 제임

을 보는 거고. 부둣가에서 놀고 있는 공장들을 봐! 우리가 오

스 조이스는 더블린의 명성을 드높인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래된 산업, 제철소와 조선소와 공장을 가동시키기만 하면 우

오늘날 이 도시가 ‘글로벌’ 문학도시로 인정받는 중요한 이유

리나라에 들어올 돈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한테

중 하나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블린은 유럽의 주변부

필요한 건 자본이야. … 파넬은 죽은 사람이야 … 에드워드

성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했다. 한 세기

왕은 멋지고 점잖은 사람이야 … 그 사람 속마음은 단지 이

전 「더블린 사람들」에서 영국 왕이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던

거야. ‘전왕께서는 이 미개한 아일랜드 국민에게 가 보신 적

산업자본의 범위와 규모를 훨씬 넘어서, 오늘날 글로벌 금융

이 없다니, 짐이 직접 가서 그쪽 형편을 살펴봐야겠다’

자본에–위르겐 하버마스의 말을 빌리자면–더블린의 ‘생활

「더블린 사람들」 중에서

세계를 식민화’시켜 얻은 성과이다. 한 마디로, 식민화된 지리
적 담론, 지식, 상상력은 더블린에 글로벌 문학도시의 정체성

아일랜드 출신, 보다 정확하게는 북아일랜드와 접경지역에

을 부여하고 식민화된 경제는 더블린의 물질적 번영을 강화시

서 자란 정치지리학자(비판지정학자) 제라드 토알 교수가 식

키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더블린은 부정-긍정, 식민-해방, 정

민주의적 “아일랜드의 발명”이라고 칭하며 비판했던 담론과

체-발전, 로컬-글로벌 간의 역설적 작용에 복잡하게 얽혀 있

지식에 전형적으로 등장했던 서술 양식이다(Tuathail, G. 1996,

는 ‘포스트식민’ 도시처럼 보인다.

3-6). 아일랜드에 대한 식민통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16세
기 이후 영국의 지식인과 관료들은 아일랜드를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땅”으로 파악하며 “성공회적인(anglican) 문명화
임무”의 대상으로 당연시하는 담론을 만들었다. “야만”적이고

참고문헌

“열등”한 아일랜드의 “타자”를 영국에 동화시켜야 한다는 당
위적 지식을 “발명”한 것이다. 당시 “동화”의 임무를 부여받고
아일랜드로 파견된 한 고위 관료는 “야만적인 나라를 전쟁으

제임스 조이스. 2012. 더블린 사람들. 이종일 역. 서울: 민음사.
Tuathail, G. 1996. Critical Geopolitics: The Politics of Writing Global
Sp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3)   이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최근의 시트콤 시리즈 데리 걸스(Derry Girls) 시청을 추천함. 1990년대 (런던)데리를 무대로 (북)아일랜드의 포스트식민성과
   지정학적 상황을 흥미롭게 풀어 가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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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에드워드) 왕이 이곳에 온다는 것은 이 나라에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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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적응하는
지역 개발전략도 필요하다
이영아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youngpal@gmail.com)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비전 2019(개정판)과
제2기 종합전략 2020~2024
국토연구원 편

일본은 2014년부터 지방창생정책을 도입하였다. ‘창생(創生)’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
아보니 ‘새롭게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지방을 새롭게 만들려는 정
책이 필요한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험이 목전에 닥쳤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며, 기존 것을 소생시키는 것만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개하고자 하는 이 책은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일본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 장기비전 2019’와 ‘제2기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
생 종합전략 2020~2024’로 구성되어 있다.
‘창생 장기비전 2019’에는 일본의 인구감소 현상과 도쿄권 일극(一極) 중심으로 경
제와 인구가 편중되는 현상을 진단하고 있다. 도쿄권 일극 집중 없이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
임을 강조하고 있다.
‘창생 종합전략 2020~2024’는 장기비전의 방향에 맞추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
하는데, 지방창생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기본목표 4개와 횡단적 목표 2개를 제
시하고 있다. 목표별로 정책 실행을 위한 원칙과 제안된 개별 전략을 다루고 있으
며, 연관된 다양한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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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정책 패키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생 종합전략에 제시된 지방창생의 목
표는 미래의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과 도쿄권 일극 중심을 시정하는 것이다. ‘미
래의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이란 인구감소 진정시키기, 지역 외에서 이익을 창출
하는 힘을 기르기, 지역 내의 경제순환 실현하기, 인구감소에 적응한 지역 만들기
등을 의미한다.
기본목표 4가지는 ① 이익을 창출하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지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든다, ③ 결혼 · 출산 · 육아의 희망을 이루어준다, ④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든다 등이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아우르는 횡단적 목표
로는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추진한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한다’ 등이
있다.

‘미래의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이란 인구감소 진정시키기, 지역 외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힘을 기르기, 지역 내의 경제순환을 실현하기, 인구감소에 적응한 지역 만들기를 의미한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
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목표 ② 역시 지역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지방
으로 이주 · 정착을 유도하고, 단순한 유입뿐 아니라 지방 외부의 기업이나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그림 1> 쇠퇴하고 있는 일본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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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목표 ①의 내용은 지역 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지역 자원과 산업을 활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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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한다. 기본목표 ③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본목표 ④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서비
스 공급체계의 정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개발부터 보
건, 방재 등 안정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다.
횡단적 목표 중 ‘다양한 인재양성’은 지역 내에 다양한 단체를 조직하고 나이,
장애 등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 주민이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정
보통신기술의 적용과 지속가능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
미이다.
우리나라보다 10~20년 앞서 인구감소와 지방쇠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지
역 창생을 위한 전략 제시 계획서를 보고 있으려니, 우리나라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문제의 유형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자 하는 노력의 방향이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
민하고 정리한 지방창생전략을 다 보고 나서도 지방의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
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제시된 목표와 전략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지
만,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다 보니 모든 노력을 다 하겠
다는 절박함이 더욱 부각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감소와 지방쇠퇴 문제의 심각성은 매체, 학계 등을 통해 꾸준
히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국
가 중 최하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
어들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지
만 이를 충당할 정도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인구감소의 충격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현실적이 된다. 충격은 수도권보다는 비
수도권에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더 크다. 1970년대 10~20만
명을 넘었던 군(君) 지역 인구가 현재 3~4만 명 규모로 줄어든 곳이 많고, 면(面) 지
역은 인구감소가 더욱 심해서 앞으로 10~20년 이내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바
뀌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인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면 지역의 소멸은 정해
진 수순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 규모가 필요하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제공되던 서
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살기에 불편해지고 다시 인구유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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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다. 면 지역 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학생들이 읍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지역 개
발전략은 대부분 인구유입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등 부처별로 국가보조금 지원을 통한 다양한 지역 개
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유입되기
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일본의 창
생 종합전략 중 ‘안심하고 일하는 지역’의 정규직 일자리 마련 지표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도시지역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지역 개발전략은 인구감소를 지방쇠퇴로 이해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전략 모색에만 집중했었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곧 지방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한 전략 모색에만 집중했었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곧 지방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한 선진국 진입과정에서 인구감소는 적응해
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또한, 관계가 중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대도시와
같은 외부자원과 잘 연결되는 경우에는 지방의 인구 규모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
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구유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탄
탄히 하는 지역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을 지표로 하는 일본의 창생 종합전략 기본목표
②의 내용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책은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전략과 아
이디어가 망라된 계획서이다.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역의 개발전략을 고민하는 학
계, 공무원, 시민사회 영역에서 일본의 고민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지방쇠퇴를 막
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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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까지의 지역 개발전략은 인구감소를 지방쇠퇴로 이해하고 인구유입을

글로벌정보
글로벌정보

각국의 국토모니터링 추진 현황

영국
유럽연합의 지구관측 프로그램, 코페르니쿠스
유럽 연합은 유럽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 인프라를 지원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나온 결과들은 지구와 기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왔
다. 국토 이용에 대한 표현과 분석은 1970년대 초부터 지리정보기술 응용의 주요 분야였다. 영
국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의 다양한 토지 이용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
며, 이를 통해 토지 이용 계획자는 관찰 가능한 사실과 정책 규칙에 근거하여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토지모니터링 정보는 이 과정에서 정책 규칙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정책이 개
별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토지정보의 구축은 영국 내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위성을 활용한 광범위한 토지 모니터링
은 유럽을 총괄하는 정부 프로그램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 시민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유럽 인프라를 지원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들은 지구와 기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 유럽연합 탈퇴 이전까지 영국의 우
주 부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연합의 우주 프로그램 개발과 전달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유럽연합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는 지구 대기, 육지 및
바다의 다양한 특징을 추적하고 측정하는 수많은 위성 및 지상 기반 센서로 구성된다. 이 지
리적 정보에는 토지 이용, 토지 특성 및 변화, 식생 상태 및 지표면 에너지 변수가 포함된다.
코페르니쿠스 제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체계적인 생물 · 물리 모니터링, 토지 피복(land
cover) 및 토지 사용지도, 주제별 핫스폿 매핑(hotspot mapping), 참조 데이터 서비스, 지동
(Ground Motion Service)모니터링 서비스와 같은 5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홍수 및 산불 대응, 조정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이용가능한 범위로 코페르니쿠스는 공간 및 도시계획, 산림관
리, 물관리, 농업 및 식품 보안, 자연보호 및 복원, 생태계 관리, 기후변화 완화 등의 분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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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있다.

<그림 1> 코페르니쿠스 홈페이지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코페르니쿠스 이
해관계자와의 협의하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순위는 유럽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 및 코페르니쿠스위
원회 내의 참가국들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유럽 환경청
은 코페르니쿠스 해양 환경모니터링, 코페르니쿠스 비상
관리 등과 같은 다른 코페르니쿠스 서비스와 협력하여 새
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코페르니쿠스 육상모니터링
서비스는 2011년부터 유럽 환경청과 공동연구센터가 공동
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료: https://www.copernicus.eu/en/access-data.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로는 토지 피복 데이터, 고
해상도 레이어 데이터가 있다. 토지 피복 데이터는 현재

1990년, 2000년, 2006년, 2012년 및 2018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벡터 기반 데이터 세
트는 각각 44개의 토지 정보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다.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토지 상태와 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래스터 기반 데이터 세트이며, 랜드 피복 데이터 세트를 보완할 수 있다. 5개의
고해상도 레이어는 불침투성 표면(예: 도로 등), 삼림 지대, 초원, 물 및 습지 등 주요한 토지 특
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밖에 눈과 얼음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도 개발되어 호수에 얼음이 얼어
있는 범위와 영구적으로 눈이 덮여 있는 지역 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상의 자료는 도시 개발, 기
후 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토지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한다.
[자료: Copernicus. https://land.copernicus.eu/.  
Susie Wright. 2020. Key EU space programmes.  
https://post.parliament.uk/research-briefings/post-pb-0037/(2021년
5월 10일 검색).]

조현지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hyunji.cho.14@ucl.ac.uk)

프랑스
국토관측소, 12개 주제로 본 국토상(像) 펴내
2004년 프랑스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 국토관측소(Observatoire des Territoires)는 국토의 역
동성과 불균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화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토관측소
에서 발행하는 출간물은 교육계는 물론 정책 관련자들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현황
을 자세하게 지도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에 발표된 2019~2020년 보고서는 ‘12개의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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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볼 수 있다. 고해상도 레이어(High Resolution layers: HRL)는 다양한 토지 특성에 대한

글로벌정보

글로벌정보
본 프랑스의 국토상(La France en douze portraits)’이라는 제목으로 인구변화, 기업과 고용, 가
계 생활 수준, 지자체 세입, 주택시장의 긴장도, 토지개간, 주거공간, 노동공간, 거주이동성, 교
통인프라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및 장비의 중심성,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 등 12개 주제
에 대해 지도를 첨부하고 분석을 제시하였다. 몇 가지 주제를 통해 국토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의 전체 인구는 6700만 명이며, 이 중 해외 영토를 제외한 본토 인
구가 6490만 명이다. 인구증가율은 주로 자연증가율에 기인한 것으로, 2008~2013년 0.5%,
2014~2016년 0.4%, 2017~2020년 0.3%로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유럽연합에서 여전히 출산율
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기업과 고용 부문의 경우 창업률의 대비를 국토상에서도 알 수 있다. 북
부와 동부에서 창업률이 높고 대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많으며,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동북부에서 제조업이 발달했
기 때문에 제조업이 쇠퇴한 오늘날에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가지 눈
에 띄는 변화는 프랑스 서부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용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의 경우, 프랑스는 현재 유럽연

<그림 1> 코뮌별 1년 이상 공실 주택률(2017년 기준)
(단위: %, 국가 평균 4.2%)

합에서 가장 주택공급이 활발한 나라로 볼
수 있다. 인구 1천 명당 7.5호의 주택을 건
설하고 있어 유럽연합 평균인 4.1호를 훨씬
웃돈다. 그러나 2008~2013년 32만 호에서
2013~2018년 30만 호로 조금씩 주택공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광역 단위인 레지옹(région)
단위로 볼 때 수도권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에서만 주택공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 전체로 볼 때는 건설률이 낮아지면서 주
택공급의 수요와 공급 간 긴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간 주택공급의 불균형도 관찰된
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코뮌(commune)별
로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공실 주택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림 1>은 코뮌별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공실 주택률을 나타낸
것인데, 국가 평균은 4.2%이며, 역동성이 낮
은 국토의 중부와 동북부, 남서부에서 높게 나

주: 짙은 녹색으로 갈수록 높아짐, 회색은 데이터가 없는 구간.
자료: Observatiure des Territo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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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한편, 거주 이동률을 보면, 매년 700만 명의 프랑스인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의 11%에 해당하는데, 유럽연합 평균인 9%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거주지 이동
은 대부분 근거리에서 일어나며, 지역과 개인의 프로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거주지를 이동하
는 가계의 3/4은 같은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중역 자치단체 단위) 내에서 이동하며, 82%가
100km 이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이동은 연령대와 사회적 · 직업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자 및 고용자층은 인접한 데파르트망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레지옹에서 대도시로, 대도시 간 이동 혹은 수도 파리로 이동하는 것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인턴십을 하는 14세 이상 학생의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6년 10월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을 공포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고른 서비스망을 구축하겠
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토 전체에서 이용가능한 4G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광통신망 설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0년 1/4분기 현재 프랑스 국토
의 83%가 4G 이동통신망 설비를 갖추었다. 프랑스 중부와 남동부 산악지대, 해외 영토인 기아
나(Guyanne) 일부가 지리적인 장애로 아직 4G 이동통신망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광통신

피에르 미라보(Pierre Mirabaud) 국토관측소 위원장은 서문에서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보고
서의 자료를 갱신하면서, 장기간의 변화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지
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각 지도에서 여러 종류의 지표를 사용하고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으로 국토관측소는 출간물을 통해 더 많은 상호 작용, 상호 보완성,
국토정보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자료: Observatiure des Territoires. https://www.observatoire-des-territoires.gouv.fr/kiosque/rapport-2019-2020-la        france-en-douze-portraits]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낭트대학 강사 (violetcelle@gmail.com)

미국
GIS를 활용한 미국의 국토모니터링 기반 구축
지난해 초 코로나19의 엄청난 전염속도와 확산세로 전 세계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실시간
으로 확진자 현황을 파악했으며, 각 지자체 또는 구역별로 위기단계를 조정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 확진자 분포 현황처럼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지형, 인구, 교통, 기상 등 지
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지리공간정보(geospatial data)라 일컬으며,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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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경우 같은 기간 국토의 49%에 설비를 마쳤다.

글로벌정보
글로벌정보

속적으로 수집하고 공유 및 분석하여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에 이용하는 것을 국토모니터링
이라고 한다. 지리공간정보는 데이터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도의 형태로 제공되곤 하는데,
이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라고 한다. 사물인터넷, 인
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달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 동적 정보처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IS 기반 구축과 활용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GEOSPATIAL
WORLD 2019).
미국 농림부는 GIS를 활용하여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
를 통해 지역별로 자동화된 농작물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Smart Farms’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지피작물(cover crops)을 생산하는 메릴랜드주의 한 농장에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
고 있다. 이곳에서는 센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로에서 습도, 토양 온도, 수위 등의 정보를
측정하고, 센서를 단 트랙터의 움직임을 통해 작물의 높이, 녹색도, 생물량(biomass) 정보
를 수집하며, 기상 측정소에서는 바람, 강수량, 기온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
된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의 GIS 플랫폼 ‘FarmBeats’에 저장되고, 미국 농
림부의 디지털 허브 ‘AgCROS’를 통해 시각화된 디지털 지도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Harman 2020, <그림 1> 참조).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는 기상변화, 농작물의 성장속도, 토
양의 성분변화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경작방법 등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 농
림부는 이러한 Smart farm을 200여 개까지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GIS의 개발과 구축의 중심에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미국의 다국적 기업 ESRI가 있다.
ESRI는 지리정보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를 개발하였고, 지
난 2월에 개최한 ‘2021 Esri Federal GIS Conference’에서는 ArcGIS에서 사용 가능한 12개
의 딥러닝 모델을 소개했다. 이 중에는 고해상도 사진에서 빌딩 전경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모델, 위성사진에서 고속도로 및 비포장도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모델, 토지 피복 상태에

<그림 1> FarmBeats와 AgCROS에서 제공 및 구현되고 있는 지리정보

자료: Harm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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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SRI의 토지 피복 분류 모델

주: 켄터키주의 Owensboro, 빨간색은 도시화된 지역을 의미함.
자료: https://www.esri.com/arcgis-blog/products/arcgis/announcements/announcing-new-pretrained-models-at-fedgis/
       (2021년 5월 8일 검색).

<표 1> 주 또는 도시에서 운영하는 주요 오픈데이터 및 GIS 플랫폼
주/도시
뉴욕

유타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웹사이트

NYC OpenData

https://nycopendata.socrata.com

OpenGrid/ WindyGrid

https://chicago.opengrid.io/opengrid

UTAH AGRC

https://gis.utah.gov

UDOT Data Portal

https://data-uplan.opendata.arcgis.com

Seattle GeoData

https://data-seattlecitygis.opendata.arcgis.com

DOT Transportation Map

https://web6.seattle.gov/Travelers

Los Angeles City Planning

https://planning.lacity.org

ZIMAS

http://zimas.lac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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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플랫폼 명

자료: https://statescoop.com/top-25-coolest-gis-visualizations (2021년 5월 25일 검색).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모델 등이 있다(Viswambharan and Singh 2021, <그림 2> 참조). 이
는 도시화 진행상황 등 토지의 이용 및 변화양상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
후 도시개발, 기반시설 설계, 도시의 자원관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하게 수집된 지리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는 2009~2013년에 ‘Data.
gov’라는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GeoPlatform.gov’를 통해서는 시각화된 지리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주정부와 도시에서도 독자적으로 GIS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
통상황, 범죄 현황, 주거임대 현황, 공기질 수준, 직업 연봉 수준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표 1>, <그림 3> 참조).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
인 기반뿐만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GIS 플랫폼과 같은 소통 채널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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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그림 3> 시애틀의 주거임대 현황

자료: https://data.seattle.gov

다. 미국정부는 풍부한 기술자원을 바탕으로 국토모니터링의 기반을 일부 구축하기는 했지
만, 공공과 민간이 각종 데이터를 생산, 융합,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기준 정립, 모니터
링의 대상 항목과 구체화된 지표 설정, 이를 추진할 전문 인력 및 조직의 정비 등은 향후 중
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GEOSPATIAL WORLD. 2019. How are digital technologies influencing geospatial technology trends?, 11월 19일.  
https://www.geospatialworld.net/blogs/geospatial-technologies-in-digital-platforms/ (2021년 5월 7일 검색).
Harman, M. 2020. The Technology Behind a New Agricultural Revolution, 8월 6일. https://www.esri.com/about/newsroom/
blog/how-location-intelligence-powers-sustainable-agriculture/ (2021년 5월 7일 검색).
PURDUE University. GIS Data Guide: US. Data by State. https://guides.lib.purdue.edu/c.php?g=353290&p=2378621#Washin
gton (2021년 5월 8일 검색).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3. GIS for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s://www.nap.edu/read/10674/
chapter/3#23 (2021년 5월 8일 검색).
Viswambharan, V. and Singh, R. 2021. Pre-trained deep learning models update (February 2021), 2월 23일. https://www.
esri.com/arcgis-blog/products/arcgis/announcements/announcing-new-pretrained-models-at-fedgis/ (2021년 5월
8일 검색).]

공혜은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hqk5365@p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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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거취약지역 변화양상과 도시정책적 함의’를 읽고
온 도시를 아파트가 점령했지만 내 집은 어디에 있는 걸까. 큰맘 먹고 작년에 샀어야 했나? 아니, 올
해 초 샀어야 했을까? 주변을 보면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영끌’로 마련한 사람들이 많다. 사실 속으
로 왜 저렇게 무리를 하나 싶었는데, 답답하고 미련한 것은 나였다. 그렇다고해서 무턱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대출이자가 감당이 될지도 걱정스럽
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은 진정 이룰 수 있는 꿈일까? 고민이 정말 많은 요즘이다. 이번 호 특집은
주거취약지역을 다루고 있다. 내 집도 없는데 주거취약지역은 또 무엇인지 관심이 생겨서 읽어 보았
다. 무허가정착지,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곳을 의미한다고 한다. 압축성장
시대에 무허가정착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무허가정착지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곳의 주민들은 어
떻게 대응했는지, 우리나라 현대사를 조망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최근, 주변에는 하늘을 가리
는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주거취약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내 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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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이유로 대책없이 쫓겨난 것일까? 이번 호 필자 중 박신영 박사는 마구잡이로 재개발이 추진되던 시기와 현재는 상황
이 다르며, 거주자가 쫓겨나는 개발이 아닌 거주자의 현지 정착과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제안했
다. 박신영 박사의 의견에 정말 공감하며, 도시의 빈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형태가 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현희

‘해외리포트｜최근 해외의 주거정책 전환양상과 시사점’을 읽고
이번 호를 읽으며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원고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
다.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연구위원이 작성한 해외리포트인데 “다주택자가 다
시 재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주택, 집은 있어도 돌봄서비스가
불가능하여 시설이나 병원으로 가야 하는 사회적 입원을 부르는 주택, 저렴하
지 않아 그림의 떡인 주택… 중략… 등의 결과물이 상존하게 되는 기존의 주
택정책은 전환의 기로에 직면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기존의 주택정책은 양적
인 공급에만 치중하여 질적인 면은 충족되지 않았다. 원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족스럽지 않은 주택이 많았던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며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진들이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데서 더 나아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껴져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했다. 정부정책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민들의 실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양질의 연구성과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연구주제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하영

알립니다
‘국토 옴부즈만’ 원고를 모집합니다. 월간 「국토」를 읽고 필자나 편집진에게 제안하고 싶은 의견, 원고 내용과 관련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좋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yjhan@krihs.re.kr / 원고분량: 원고지 3~4매(A4 반페이지 분량) / 원고마감: 매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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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토연구원 단신

 현수 국토연구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강
릴레이 챌린지 동참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농촌과 연안 그리고 도시에 관한 주
제로 진행됐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4월 29일(목) 어린이 교통사고

“지역 불평등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관에 감사하다”

예방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

라고 전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농촌과 연안, 도시에서 발

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생하는 지역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촬

장영태 원장은 “불평등을 바라봄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

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

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동부엔지니어링 홍문기 대표에

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은 “그간

게 추천받은 강현수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장영태 한국해

전문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양수산개발원장을 추천했다. 강현수 원장은 “미래 국토의

새롭게 평가할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의 삶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국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을 담아낼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공간 단위 연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관심을 갖길 바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이철 부연구위원은 ‘도농
간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도시와 농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
(#5 농촌·연안·도시)

촌을 확실히 구분하는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농촌에서의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은 4월 29일(목)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최지연 실장은 ‘섬·바다 마을의 불편한 진실: 두 도시의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 #5 농촌·연안·도시’를 개

이야기’ 발표에서 일본의 이도활성화 교부금을 참고하면서

최했다.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예산에 국한되지 않은 정책 제언

발원이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이

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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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부연구위원의 ‘도시 내 우선·복합지원이 필요한 지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높여야 하고,

역 찾기: 부산광역시 읍면동을 중심으로’ 발표에서는 “도시

재정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가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취약지역 혹은 어촌, 농촌 등 어떠한 공간을 연구하는 데

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구조,

있어, 그 지역을 규정짓기보다는 새로운 공간적 개념의 발

사업구조는 “목표지향적, 가치지향적이어야 하며 공공성

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능을 나눈다고 해서

이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택지와 주택, 일자리 제

행되었으며, 발제자 외 토론자로 국토연구원 김태환 소장,

공과 기반시설 공급이 하나의 사업구조로 이루어져야 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본부장, 국토연구원 하수정 연

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

구위원 등이 참석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

로운 국토도시 관리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 분리, 축소

였다.

보다는 핵심기능의 구조화와 공공성 강화, 재정확보, 교

국토도시 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
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땅 장사, 집 장사에 매진하는 사업방식을 지적하고,
공공임대 등 재정과 기금투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LH를 분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방식
을 바꾸지 않고 LH를 쪼개기만 하면, 비효율은 둘째치고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경쟁적으로 택지개
발사업을 벌여 과도한 개발이 벌어지고, 각 회사에 부채
만 더 쌓이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국토연구원은 5월 3일(월)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

변호사는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

토도시 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

고, 3기 신도시부터는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도시 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국가

주문했다.

공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

이어서 주택사업연구원 김덕례 실장은 “LH가 추진하는

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대한국토·

사업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국가공기업으로서 규모

도시계획학회장)의 ‘국토도시 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주제

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 외 지자체가 추진하기 적합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교수는 주제발표

한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

에서 미래와 국토도시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수도권 대책,

라며, “수많은 업무를 점검해서 국가공기업으로서 해야

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의 기존 대책을 되짚어 봤다. “국가

할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가천대 박환용 교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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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조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단신

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영국 UDC, 일본 도시재생공사

지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 강현

(UR)의 형성과정과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수 원장은 “오늘 논의가 실제로 실무에서 잘 활용되어 이

LH 역할과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사업에 대해 생각하고,

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공공

무엇이 LH 기능의 특화인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

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백인길 이사장(도시개혁센터)은 “공

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제선 회장은

기업은 시장이 그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

“토지 및 주택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사유

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방도시

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

개발 등 지역 균형 개발과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문제 해

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을 강

이어진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의 ‘토

조했다. 중앙일보 안정원 선임기자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지의 공공성 확보방안 모색’으로,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

인 LH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역할 범

의 이익공유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

위를 인프라에 한정, 인프라를 바탕으로 설치하는 상부구

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조는 민간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현장에 요구되는 참여 주체별 역할 제안’에 대
해 발표했다. 배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주체

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와 민간주체의 상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수석연구원은 ‘역
세권·준공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이익공유와
공공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역세
권·준공업 활용 고밀개발 및 주택공급의 필요성,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의 현황과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제시
했다.
이후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제선 회장의 주재로 종합토
론이 시작되었으며, 국토연구원 박미선 센터장, 한국도시
연구소 최은영 소장, 서울대학교 박인권 교수, 법무법인

국토연구원은 5월 7일(금)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위민 김남근 변호사, 국토교통부 문성요 단장 등이 참석

‘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확보

했다.

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설계
학회, 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
명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국민 체감형 저층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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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기 신도시를 되돌아보며
신도시의 나아갈 길을 논하다
윤정중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yoon@lh.or.kr)

수도권 신도시를 평가한 연구보고서 출간 소식에 몹시

설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보다 기존 1 · 2기 신도시 주

반가웠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999년 1기 신도시 대상

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셀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

평가연구를 수행한 이후, 실로 오랜만에 다시 보는 신

다.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집값 하락과 광역교통시

도시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이다. 2009년 대한국토 · 도

설 설치의 불확실성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

시계획학회의 2기 신도시 중간평가와 2012년 토지주

다. 또한, 일부 학계나 정치권에서도 신도시 건설의 불

택연구원의 1기 신도시 평가연구가 있었지만, 이후 10

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피해를

여 년이 넘도록 연구기관의 공식적인 평가연구가 없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1 · 2기 신도시에 대

연구자의 한 명으로 아쉬움이 몹시 컸었다. 특히, 최

한 심층 평가와 반성을 통해 제대로 된 3기 신도시를

근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기존 신도시에 대한 성찰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시사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반갑고 시의적절한 연
구라 하겠다.

보고서에서는 1 · 2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의
주거안정과 권역 내 균형발전, 신도시의 자족성 수준

지난 2018년 12월 정부는 서울 근교에 3기 신도시

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수도권 신도시의

입지를 발표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 판교, 동탄, 운

발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수

정 등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더 이상 신도시 개발은 없

도권 주거안정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대량의 주택공

을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

5곳에 신도시 건설을 선언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하였다. 이는 수도권 신도시정책이 전반적인 주거안정

치솟는 주택가격에 맞서, 주택공급대책으로 신도시만

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획도

한 처방이 없다는 그간의 경험이 정부로 하여금 서둘

시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수준을 향상

러 신도시 카드를 꺼내게 만들었다. 3기 신도시를 발

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다수

표하면서 정부는 기존 1 · 2기 신도시에서 거론되었던

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결과와도 상당히 일치한다.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의 문제들을 상기하며 자족성,

둘째,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 대해, 1기 신도시가

교통편리성, 환경 쾌적성, 교육 · 문화여건 등에 부족

서울의 인구분산에 효과적이었지만 2기 신도시는 경

함 없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건

기도 권역 내 인구이동을 촉발하여 서울 인구분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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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기도 내 공간구조 재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

도시 입지에 따라 자족성 전략을 차별화하고, 주변과

가하였다. 이는 권역별 자족형 거점 중심도시 조성이

연계하여 생활권 단위의 자족성 확보를 도모하며, 자

라는 2기 신도시 개발전략에 부합한 결과라 할 수 있

족용지 계획기준개선 등도 제안하였다.

다. 판교, 위례 외에 권역별 중심기능으로 구상된 옥

이와 같은 평가결과와 정책제안은 매우 유효하고 적

정, 운정, 동탄 등 신도시 건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

절하며, 이러한 제안을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고 있고, 도시성숙도 지연되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자체와 거주민 관점

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광역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합

에서의 평가,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민간 등 개발

당한 도시입지와 개발전략에 기인한 것으로서 긍정적

거버넌스 관점의 평가 등과 더불어 신도시로 인한 시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연구결과와 같이 1 · 2기

장과 지역의 심층적 · 미시적 변화분석 등 다양한 후

신도시 모두 서울로의 통근통행 비중이 높아 서울 의

속연구가 학계에서 수행되었으면 한다. 모쪼록 본

존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신도시가 과거의 한계를 극복

제라 할 것이다.

하고, 다양화되는 주거수요와 도시환경 요구 등 사

셋째, 신도시의 자족성이 예상보다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직 · 주 불일치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신도

회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로 만들어지
길 기대한다.

시들의 서울 의존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결과
제476호 2021 June

는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한강, 옥정 등 일부 신도시의
취약한 고용기반으로 서울 의존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은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3기 신도시가 20% 내외의
대규모 자족용지를 계획한 것은 기존 신도시의 자족
성 비판을 고려한 결과이다. 규모의 과도함에 대한 문
제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여하간 향후 자족 신도시로서
개발방향의 전기가 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신도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
전방향과 제도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새로운 신도시
추진 시 주변 택지 개발상황이나 서울과의 거리 등 입
지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자가주택 확대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의 일자리 확
대 및 교통편의성 제고 등 자족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개발전략과 수도권 내 효율적인 기능 재배치를 위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신도시 특화발전전략이 요구되며, 수도권의 다핵분산

Evaluation and Directions of New Town
Development Polic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형 공간구조 형성 및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권역별 기

김성수, 이다예, 문새하, 변세일, 김중은, 김현중,
김진유 지음

능 강화와 상위계획에의 부합성 등을 제시하였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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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소비자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전해정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부동산학과 교수 (hjchun6807@smu.ac.kr)

주택은 경제재(economic goods)이자 투자재(investment

(time series analysis model)을 이용하는 것이 주를 이루

goods)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효용(utility)을 주는 두 가

어왔다. 그러나 상기 모형들은 선형 모형(linear model)

지 측면을 지닌 재화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주택은 수요

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문

와 공급 외에도 다양한 거시경제요인 및 내 · 외부적인

제가 있다. 이에 반해 변수들 간의 선형성과 상호 독립성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소비심리와 정부정책에도 많은

의 가정, 오차항 분포에 대한 제약과 식별의 문제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 해외 선진국들의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

벗어나 예측이 가능한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방법을

대부분이 현금,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골고루 구성된

이용할 시 주택시장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것과 달리, 한국인의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방법

약 60%가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론인 머신러닝을 이용, 주택구매 소비자를 고려한 주택

는 주택가격 변동이 국부(國富)와 가계의 부(富)에 밀접

시장의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인구 및 가구 구조

주택시장은 오랫동안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되

의 변화와 주택시장 대내 · 외 환경변화에 맞게 주택시장

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 고령

에 참여하는 주택구매 소비자의 특성을 검토한다. 둘째,

화가 심해짐에 따라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시장으

주택시장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통적

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주택구매 소비자의 특성이 세분

이론과 더불어 행동론적 이론, 실험경제학 측면 등 다양

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의 저금리 기조

한 시각에서 분석한다. 셋째, 주택구매 소비자의 특성과

하에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모형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역성과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주택 하위시장이 세분화되

주택구매 소비자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시장 분석체

고 있으며, 국지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

계방안을 제시한다.

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구매 소비자와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과거 주택가격

주택시장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의하였고, 전통경제학

의 변동추이를 이용해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헤도닉 가격

과 소비자행동(행동경제학, 행동재무학, 실험경제학, 심

결정모형(hedonic price model), 또는 시계열 분석모형

리학 등)을 포괄하여 주택구매 소비자의 의사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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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머신러닝

구결과는 주택시장 분석을 객관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큰

과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해 주택시장 분석모형을 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축하고 주택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선진화된 주택시장 분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거시경제 모형과 주택시장과의

다음과 같은 연구를 기대한다.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관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를 선정하고, 머신

련하여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바, 미시

러닝 학습방법론 중 DNN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높게 나

적 관점에서 더욱 다양한 변수를 사용해서 지표를 개발

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적용해 주택시장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택시장 예측 분석방법론과 관

을 예측할 시 비선형 추정이 가능하고 시장의 하락 및 상

련해서는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다양한 방법

승 추세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였다. 모형 구

론을 이용해서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고, 더욱 정교한 예

축과정에서는 행동론적 변수를 모두 추가할 경우, 모형

측모형을 개발해 시장 참여자가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파

의 설명력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주

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택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발굴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킬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된 모형이 구축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해 주택
시장을 분석한 것은 다양한 정책 실험을 수행하여 증거
제476호 2021 June

기반정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정
책의 순효과뿐만 아니라 역효과, 정책의 시차, 그리고 각
정책의 상대적 효과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
니며 방법론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 분석체계 구축방안을 주택시
장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머신러닝 및 행위자 기반 모형
의 활용으로 제시하였다. 모니터링 지표 개발은 주택시
장 동향분석과 관련성이 있고, 머신러닝 및 행위자 기반
모형 구축은 주택시장의 예측과 관련이 깊다. 주택시장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행동론적 분석을 가미
한 정책지표의 발굴, 버블지수 개발, 수요 분석방식의 개
선 및 주택 수급지표의 개편, 주택시장 전이효과 분석 및
투자심리 분석지표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실시간으
로 시장 상황에 따라 학습이 가능한 머신러닝 모형과 미
시적 소비자의 행태에 따라 여러 옵션 부여가 가능한 행
위자 기반 모형은 다양한 정책 파급효과와 전망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시장의 과학적 분석을 위

주택구매 소비자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체계 구축
Husing Marker Analysis Reflecting Factors
Influencing Home Buying Decision Making
박천규, 김지혜, 황관석, 오민준, 최진, 권건우, 오아연,
황인영 지음

해 이러한 분석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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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22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23 국민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개방형 지리인구통계 분석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8,000원
기본 20-24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8,000원
기본 20-25 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7,000원
기본 20-26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 비용 조달방안
7,000원
기본 20-27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특성의 변화 전망과 주거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향		
		
8,000원
기본 20-28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29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 방안
7,000원
기본 20-30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8,000원
기본 20-31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7,000원
기본 20-32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7,000원
기본 20-33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34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도시공간관리 제도 개선방안
8,000원
기본 20-35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7,000원
기본 20-3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 부동산 수요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8,000원
기본 20-37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 효과분석연구
8,000원
기본 20-38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7,000원
기본 20-39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8,000원
기본 20-40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8,000원
기본 20-4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8,000원
기본 20-42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 구축 방안
8,000원
기본 20-43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Ⅰ)
7,000원
기본 20-44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리·활용방안 연구
8,000원

2019년도 보고서
기본 19-01
기본 19-02
기본 19-03
기본 19-04
기본 19-05
기본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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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 연구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기본 19-08
기본 19-09
기본 19-10
기본 19-12
기본 19-13
기본 19-14
기본 19-15
기본 19-16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기본 19-17
기본 19-18
기본 19-19
기본 19-20
기본 19-21
기본 19-22
기본 19-23
기본 19-24
기본 19-25
기본 19-26
기본 19-27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7,000원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연구
7,000원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7,000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7,000원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7,000원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8,000원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8,000원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7,000원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7,000원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7,000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7,000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8,000원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
5,000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7,000원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9,000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
7,000원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8,000원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8,000원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7,000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7,000원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7,000원

기본 19-28
기본 19-29
기본 19-30
기본 19-31
기본 19-32
기본 19-34
기본 19-35
기본 19-38
기본 19-39
기본 19-40

8,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8,000원
8,000원

2018년도 보고서
기본 18-01
기본 18-03
기본 18-05
기본 18-06
기본 18-07
기본 18-08
기본 18-09
기본 18-10
기본 18-11
기본 18-12
기본 18-15
기본 18-18
기본 18-19
기본 18-21
기본 18-22
기본 18-23
기본 18-25
기본 18-26
기본 18-28
기본 18-29
기본 18-30
기본 18-31
기본 18-32

기본 18-33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7,000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7,000원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7,000원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7,000원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7,000원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8,000원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7,000원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8,000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방안 연구
7,000원
스마트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연구
7,000원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방안 연구
7,000원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방안 연구
7,000원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7,000원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8,000원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방안
7,000원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8,000원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방안
8,000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7,000원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8,000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I) 7,000원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9,000원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I)
8,000원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정부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9,000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I)
7,000원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원 지식관리팀과 전국 대도시 지정서점에서 직접 판매하며,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도 보고서 검색 및 구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주문 및 우송(우송료는 구입자 부담)도 가능합니다.
※구입문의: 국토연구원 지식관리팀 (044)960-0424, 교보문고 (02)397-3500, 영광도서 (051)816-9500, 충장서림 (062)227-1932, 학원서림 (053)255-0336,
대훈서적 (042)254-7007, 처용서림 (052)265-1741, 동아서관 (033)742-3042, 성안길문고 (043)254-0203, 홍지서림 (063)231-4748

2017년도 보고서
기본 17-01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3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04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05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6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8,000원
기본 17-07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8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9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7,000원
기본 17-10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도로기능평가를 중심
으로
7,000원
기본 17-11 스마트 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12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13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7,000원
기본 17-14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9,000원
기본 17-15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7,000원
기본 17-16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7,000원
기본 17-17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7,000원
기본 17-18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7,000원
기본 17-19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7,000원
기본 17-20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형성방안 연구( I )
7,000원
기본 17-21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22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 복원력도시 구현방안
본보고서
7,000원
기본 17-22-1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 복원력도시 구현방안
부록
7,000원
기본 17-23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 II )

9,000원
기본 17-24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8,000원
기본 17-25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 II )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지역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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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이성적 국토정책의 밑거름
권해석 e대한경제 기자 (haeseok@dnews.co.kr)

승용차마다 두꺼운 정밀 도로지도책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타고 나가 직접 물건을 샀던 소비문화가 코로나19로 집에서

지도책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찾은 최적의 경로를 따라가다

주문하는 비대면 소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관문 앞에 택

보면 종종 낭패를 겪기도 했는데,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배 상자가 없는 날을 찾기 어렵고, 집에는 배달음식이 담겼던

사고가 난 곳을 지날 때면 영문도 모른 채 막힌 도로에서 하

일회용 용기가 수북이 쌓인다.

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실시간 경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정보
를 얻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최적 경로와 실시간 가장 빠른 경로
를 다 찾아준다. 경로 분석과 소요시간 예측의 정확도가 갈수

현재 상황에서 시급한 현안은 물류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
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국토공간의 재구성까지
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물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따라 공간 활용을 새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록 높아지면서 내비게이션 의존도도 갈수록 올라간다. 우리

촘촘한 물류망만 갖춰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상점

가 이용한 내비게이션 정보는 차곡차곡 저장돼 다시 최적의

의 문을 닫아도 될 것이다. 물류의 이동시간만 단축해 주면

경로를 찾는 데 활용된다.

되는데, 이는 드론과 같은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강화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각종 정보가 부지불식

이어지고, 다시 기존의 도시계획과 교통망 구축 등에 영향을

간에 축적되고 재활용되고 있으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

주게 된다. 이처럼 국토정책에서 데이터의 역할은 무궁무진

로 축적되는 정보의 양은 갈수록 늘고 있다. 택배와 배달 서

하다.

비스가 호황을 누리고, 그 뒤에서는 각종 플랫폼 회사들이 정
보를 쓸어 담아 다시 사업화의 밑거름으로 쓰고 있다.

반면,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데이터로 대표되는 합
리적 판단보다는 힘과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적

국토정책에서도 점차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데

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대형 정치행사 때마다 모습을 바꿔온

이터를 어떻게 모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당장의 현안을 해결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나 집값을 올리기 위해 내 집 앞에 기차

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국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역을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그 방증이다. 국토정책이 당장의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전국 도로교통량은 8년 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성보다는 감성의 힘이

에 줄었다. 버스 교통량은 1년 전보다 38.7%나 줄었고 승용차

세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는 데이터가

교통량은 0.9%가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이 줄

국토정책에서 이성과 감성 사이의 균형을 좀 더 잡아주는 도

어든 탓이다. 반면 화물차 교통량은 2%가량 증가했다. 차를

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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