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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N D I N G 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국토지역도시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활동
을 수행하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조사, 분석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주요활동과 성과를 분석하고 최근의 지역정책 관련 논의
동향을 분석함
 국토지역도시 정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정책
위원회 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향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❶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의 우리나라의 활동 및 위상 강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정부의 국제적 역량 강화
❷ 개별 회원국과의 정책공조 및 상호교류 확대: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강화, 한국형 지역개발 정책의 수출 및 전파
❸ 수평적-수직적 협업에 기반을 둔 대표단 구성 및 회의 참여: 국토부가 주관하되
유관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
❹ 장소기반, 증거기반, 데이터추동, 다계층적 지역정책의 개발과 집행
❺ 전문기관(국토연구원 등)의 역할과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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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설명함. 또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주요한 방법론에 대하여 서술하
였으며, 이 연구와 관련된 주요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활용효과를 제시하였음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OECD는 1961년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도모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와 전문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1999년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1))를 설치하여 국토 ‧ 지역
‧ 도시 등 공간정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해오고 있음
❏ 우리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국토연구원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참석과 진행을 위한

1) 2014년 12월부로 기존의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TDPC)에서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RDPC)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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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역할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향후 보다 체계적인 참여와 구체적 동향분석 등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논의동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OECD 지역정책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
로 조사 ‧ 분석 ‧ 정리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토 ‧ 지역 ‧ 도시 정책담당자가 OECD 지역정책위원회에
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간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조사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토 ‧ 지역 ‧ 도시 정책분야에 있어 우리
정부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1999년 지역개발정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추진된 활동과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 어젠다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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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범위
❏ OECD에서 정립한 지역 구분(Territorial Level 2, Level 3)에 대응하는 국토
‧ 지역 ‧ 도시 정책

3) 내용적 범위
❏ OECD 및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논의하였거나 논의 중인 국토 ‧
지역 ‧ 도시 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추진경과와 성과 등을 분석하며,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인 정책사례까지는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4. 연구의 방법
❏ 문헌 연구

￮ OECD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 비발간물 형태의 회의자료, 인터넷 사이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
❏ 설문 및 면담조사

￮ OECD의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헌조사로
파악이 불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 분석
- OECD 지역개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장단
- OECD 사무국의 지역정책 관련부서(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등
￮ 2015년 11월 2일~6일 개최되는 제34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연구의 최신성과 구체성을 확보
❏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등과 관련하여 원내 전문가, 정부부처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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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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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OECD의 지역정책 관련한 사항은 주로 출장보고자료 형태로만 정리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동향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는
상황임
￮ 다만 2011년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과제의
형태로 추진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주로 당시의 회의 대응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 1-1> 참조)
❏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전술한 바와 같이 OECD의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지역정책에
관한 사항들은 체계적인 연구보고서보다는 출장보고자료 등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당시의 회의대응을 위한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연구는 OECD의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국토 ‧ 지역 ‧ 도시정
책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 · 분석하고, 향후의 관련 정책과
업무 등에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연구로 수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제1장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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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
∙과제명: OECD
요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전략과제
선
연구
1
∙국내외 문헌 검토
행
∙연구자: 국토해양부(2011)
연
∙연구목적: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구
회의대응
본
연
구

주요 연구내용
∙제25차 OECD TDPC 회의안건 및
자료
∙제26차 OECD TDPC 회의안건 및
자료
∙한국의 도시정책리뷰 요약

∙경재개발협력기구(OECD) 개황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의
∙국내외 문헌 검토
작성되어 온 OECD 지역정책
기능과 성격
∙설문 및 면담조사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dl이고
∙OECD 및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관련 전문가의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하고
지역정책 논의동향과 주요성과 분석
의견수렴
향후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
∙최근의 지역정책 논의동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6.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국토도시 정책분야의 국제적 대응력 강화

￮ 타 회원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처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특징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단의 인적구성이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부처의 관련 담당자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 어젠다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연구와 같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경우 우리정부 대표단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 이 연구에서 조사 ‧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선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연구과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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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토지역도시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OECD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러한
목적 하에 OECD의 설립배경과 추구하는 목표를 살펴보고, 하위 조직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OECD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활동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1. 설립배경 및 목표
1) 설립배경 및 주요현황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마샬플랜
(Marshall Plan)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48년
16개 서부유럽국가로 구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설립
❏ 1950년대 말 유럽경제 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체의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럽경제협력기구를 확대 및 발전시킨 OECD를
1961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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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을 추진하
여 세계적인 경제기구로 자리매김
❏ 2015년 현재 34개 회원국이 참여

￮ 1948년 OEEC 설립 당시 유럽지역 17개 회원국으로 출발하였으며, 1961년
OECD로 변경 후 점차 가입국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현재에는 34개 회원국
이 참여하여 있음
-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OECD의 운영재원은 주로 회원국의 재정지원에 기반하고 있음(<표 2-1>
참조)
- 우리나라의 재정분담률은 약 2.6%로 10위 규모
<표 2-1> OECD 회원국 및 재정분담률(2015년 현재)
회원국

재정 분담률(%)

회원국

재정 분담률(%)

UNITED STATES

21.07

CHILE

1.43

JAPAN

11.92

ESTONIA

1.43

GERMANY

7.57

ISRAEL

1.43

FRANCE

5.53

POLAND

1.43

UNITED KINGDOM

5.21

SLOVENIA

1.43

ITALY

4.35

AUSTRIA

1.36

CANADA

3.87

DENMARK

1.21

AUSTRALIA

3.28

FINLAND

1.08

SPAIN

3.11

GREECE

1.06

KOREA

2.82

PORTUGAL

0.99

MEXICO

2.71

CZECH REPUBLIC

0.96

NETHERLANDS

2.18

IRELAND

0.95

SWITZERLAND

2.00

NEW ZEALAND

0.91

TURKEY

1.79

HUNGARY

0.81
0.58

BELGIUM

1.56

SLOVAK REPUBLIC

NORWAY

1.56

LUXEMBOURG

0.48

SWEDEN

1.55

ICELAND

0.38

합계
출처: OECD, 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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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목표
❏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
❏ OECD 설립 협약상의 목적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따라 세계무역확대에 기여
❏ 5대 핵심가치

￮ 객관성(Objective): 독립적이며 증거 기반의 분석결과 및 제안
￮ 개방성(Open):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토론과 이해 공유
￮ 대담성(Bold):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새로운 가치의 발굴
￮ 개척성(Pioneering): 새롭고 장기적인 도전과제의 발굴
￮ 윤리성(Ethical): 신뢰, 성실, 투명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신용에 기반하여
활동
❏ 상기와 같은 가치를 기반으로 회원국 간 사회 및 경제 부문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포럼(forum)의 역할 수행

2. 조직 구성
1) 이사회(Council)
❏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요 정책문제 토의, 기구 설립, 예산 승인 등 기구
활동 전반에 걸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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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원국의 대표 1명에 유럽연합의 대표 1명을 더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회원국
상주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가 참가하는 상주대표이사회와 각료
(Minister)가 참가하는 각료 이사회를 개최

￮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 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OECD 주재 각 회원국 대사로 구성(매월 1회
이상 개최)
- 사업계획과 예산심의 등을 통해 OECD 운영계획을 심의 및 채택하는 역할을
수행
￮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1회(5~6월경) 개최되며, 모든 회원국
각료가 참석(외교, 통상 및 경제장관 중 1~3인)
- 세계경제 및 회원국 경제의 주요동향을 진단하고 정책적 도전과 대응과제,
OECD의 향후 사업비전 제시
❏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협의하는 이사회 산하 직속기구가 다수 존재하며 각 회원국
의 OECD 담당 고위당국자가 참석

￮ 이사회 직속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 의장은 회원국 대사 가운데서 선출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월 1~2회 개최되며, 이사회 결정 사항의
집행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구
-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OECD 작업계획 및 예산(PWB) 작성,
예산 및 재정사항 집행, OECD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재정규정 등에
대하여 이사회를 보좌
- 대외관계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mmittee): 비회원국과의 협력 전략
등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보좌
￮ 특별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ECSS)
- 1972.10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회원국의 OECD 담당 고위급(차
관 또는 차관보급) 또는 상주대표가 참석하여 OECD 운영 전반에 걸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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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회 개최(본 회기에는 각료이사회에 대비하고 가을 회기에는 그 해의
OECD 업무 정리 및 명년도 OECD 운영 방향을 설정)
￮ 이사회 직속 자문기구
-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 홍보위원회(Committee on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
- 청사개축 비공식 그룹(Group on the Site Project)
- 연금예산적립금관리위원회(Pension Budget and Reserve Funds
Management Board)
-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
2) 위원회(Committees)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총 2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직속으로 설치되어 4,000여 명의 회원국 대표단의 정기적 대화를 실시
❏ 전문위원회별로 정기회의를 연 2~3회 개최하며, 해당부문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와 실행 추진
❏ 각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이 탄력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

￮ 현재 약 200여개의 위원회 작업반이 활동 중임
3) 사무국(Secretariat)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와 사업추진을 행정적 및 전문적으로 지원
❏ 사무총장 1인이 사무차장 4인의 보좌를 받아 사무국을 지휘 및 감독

￮ 현 사무총장: Angel Gurría(앙헬 구리아)
- 임기 5년: 2006.6월~2016.5월(2010.9월에 연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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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OECD 역대 사무총장
기간

이름

국가

1948~1955

Robert Marjolin

프랑스

1955~1960

Rene Sergent

프랑스

1960~1969

Thorkil Kristensen

덴마크

1969~1984

Emiel van Lennep

네덜란드

1984~1994

Jean-Claude Paye

프랑스

1994

Staffan Schlman(임시)

스웨덴

1994~1996

Jean-Claude Paye

프랑스

1996~2006

Don Johnston

캐나다

2006~

Jose Angel Gurría

멕시코

출처: OECD, www.oecd.org

￮ 사무차장(4인)
- Rintaro Tamaki(일본), 전 재무성 차관(2011.8월 취임): 환경 지속성, 정책
일관 및 개발, 재정 이슈 담당
- Mari Kiviniemi(핀란드), 전 총리(2014.8월 취임): 거버넌스, 무역 및 농업,
통계 담당
- Stefan Kapferer(독일), 전 경제에너지부 수상(2014.10월 취임): 인적/사회
적 자원 및 기술, 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보건, 젠더 담당
- Doug Frantz(미국),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f Public Affairs (2015.11
월 취임)
❏ 이사회 및 직속기구를 보좌하는 일반사무국(General Secretariat)과 전문위원회
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국(Directorate)으로 구분

￮ 일반사무국 산하에는 비서실, 선임이코노미스트 및 경제국 국장, 국제관계
사무국, 법률국, 대외관계 및 홍보국, 감사국,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사무국이
존재
￮ 지원국에는 전문분야별로 13개의 지원국이 존재
￮ 그 외에 특별기구(Special Bodies) 및 특별단체(Special Entities)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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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OECD 조직구성
OECD 이사회 및 위원회

사무국

이사회

이
사
회
직
속
기
구

(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
-예산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자문기구)
-감사위원회 -연금예산적립금관리위원회
-홍보위원회
-평가위원회
-청사개축비공식그룹
-연례지속가능발전전문가회의

일반사무국
-미래연구프로그램
-이사회사무국
-법률국
-국제관계사무국
-국제감사ㆍ평가
행정총국
-인적자원
-입찰
대외관계 및 홍보국

특별집행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경제동향검토위원회

경제국

환경정책위원회
화학제품규제관련특별프로그램

환경국

개발원조위원회

개발협력국

공공행정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규제정책위원회

공공관리지역개발국

투자위원회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경쟁위원회
뇌물방지작업반
기업지배구조위원회

금융기업국

재정위원회
유해조세경쟁포럼
조세행정포럼

조세정책행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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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위원회

사무국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산업혁신위원회
해운위원회
철강위원회
육송운송연구분야의 협력프로그램

과학기술산업국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고용노동사회국

교육위원회

교육국

무역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무역농업국

통계위원회

통계국

LEED Programme 관광위원회

기업가정신ㆍ중소기업ㆍ기업개발센터
특별기구

개발센터(DC)
국제에너지기구(IEA)
원자력기구(NEA)
특별단체
금융정보분석 테스크포스(FATF)
국제교통포럼(ITF)
다자간 조직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21세기발전을 위한 통계 협력(PSD21)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SWAC)
출처: 외교통상부, OECD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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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OECD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2-1>,
<그림 2-2>와 같음
-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각료급 이사회와 상주대표 이사회로 구성
-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담당하며, 회원국
의 대표단으로 구성
- 사무국은 정책제안과 정책분석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실무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1> OECD 조직 간 역할

출처: OECD, www.oecd.org

- 즉, 사무국의 각 부서는 업무분야별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며,
각 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논의를 진행하며, 이사회에서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수행

제2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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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OECD의 업무추진 방식

출처: OECD, 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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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활동
1) 핵심 관심분야
❏ 2011년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향후 OECD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4가지 관심분야
선정

￮ 시장과 제도에 대한 신뢰성 회복
￮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공공재정 재건
￮ 혁신, 환경 친화적 ‘녹색성장’ 전략, 신흥국의 발전을 통하여 성장 신동력
육성 및 지원
￮ 모든 연령대가 생산적이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미래 직업의 기술성장
보장

2) 활동 유형2)
❏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공통관심 쟁점의 파악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와 대응방안의 도출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회원국 간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여 결론을 도출
❏ 학제적(inter-diciplinary) 정책연구

￮ 경제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정책대화를 운영. 이에
따른 정책처방도 학제적이며 특히 경제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2) OECD개황, 외교통상부

제2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황

21

❏ 실증적. 전문적 분석

￮ 정책대화의 근거와 방향 및 결론은 회원국들의 경험과 이에 대한 사무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의해 제시되고 유도
❏ 공동보조의 모색

￮ 공통된 가치관과 정책대화에서 도출된 기준에 입각해 상호 정책 개선 촉구
및 국제적 정책조정 추진
❏ 동료압력(peer pressure)의 행사

￮ 정책지침, 정책권고 혹은 국제협약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해 개별 회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상호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함으로써 정책개선 혹은 정책조정 유도
❏ 비회원국으로의 전수

￮ 개발도상국 및 전환기 경제국들과도 다양한 형태로 정책대화사업을 전개함으
로써 OECD 내 누적된 정책경험과 OECD가 추구하는 가치관 및 각종 기준을
전수
￮ 국제 정치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흥경제국 등 비회원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강화를 통해 OECD 및 OECD 정책의 적실성 제고 추진

❏ 시민사회로의 전파

￮ 회원국 내의 기업, 노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주요 국제 NGO들과의 정책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보고서의 광범위한 보급을 통해 OECD의 기준과
정책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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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활동 현황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 2012년 각료이사회에서 의결되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통해 OECD의
분석방안 및 정책제안을 개선
￮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NAEC) 세미나 시리즈를 통해
진행상황 및 결과를 토론하며, 이에 따른 정책제안은 2015년 각료이사회에
보고
❏ 포용적 성장 확대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 노력

￮ 2012년 각료이사회에서 의결된 NAEC 사업에 따라 포용적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
￮ 1차년도 사업에서 ‘OECD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및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in China’을 출간하였으며, 중국에 관한 내용은 중국의 제13
차 5개년 개발 계획에 투입
￮ 2015~2016년도 사업에서는 연구를 확장하여, 포용적 성장을 복지, 교육,
혁신, 경쟁 및 금융, 환경의 부문과 국가, 도시, 지역 수준에서 적용
❏ 저탄소 및 기후탄력적 경제로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2014년 각료이사회에서 요구되어, OECD는 회원국이 저탄소 및 기후탄력적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 노력
￮ 2015년 각료이사회에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 사무차장 Rintaro Tamaki의 감독 하에 사무국장이 공동 운영하였으며, 국제에
너지기구, 국제교통포럼, 원자력 기구를 포함한 관련 사무국에서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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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고령화와 불평등 심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정책적 접근 방안 제시

￮ 노동활동기간 중의 낮은 수준의 건강, 노동시장 경험과 노년기에서의 낮은
사회적 결과를 연계하여 삶에 주기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입 시기를 제시
￮ 2016년에 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이며, 2017년에 각료이사회에서 관련 내용
보고 예정
❏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기존의 OECD 차원의
혁신전략 개발

￮ 2010년 개발된 혁신전략을 업데이트하여 2015년 각료이사회에서 보고
￮ 혁신을 위한 5가지 우선순위를 결정
- 혁신을 위한 투자 강화 및 사업동력 촉진
- 지식 창출과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형성 및 투자
- 디지털 경제의 이점 이용
- 재능 및 기술을 촉진하며 사용을 최적화함
- 혁신을 위한 정책의 거버넌스와 이행을 향상
❏ 성장이 둔화하고 노동성장이 약세함에 따라 성장을 위한 신동력 모색

￮ 지적 재산권,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경제적 역량 등과 같은 지식기반 자산에
대한 기업투자가 성장, 일자리, 글로벌 가치 사슬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지식기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에 따라 OECD 국가 내에서 지적 재산권의 경제적 영향이 증가
-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Data and Data Analytics):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창출, 생산성 증가, 데이터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DDI)이 가능
- 경제적 역량(Economic Competencies): 조직자본과 훈련은 인적자본 및
기업경쟁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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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번영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시스템 강화

￮ 2012년 각료이사회에서 의결되어, 더 나은 기술, 직업, 삶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정책전략 개발
￮ 기술에 대한 일관적인 개발, 활성화, 효과적 사용을 통하여 기술 시스템을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평생고용 달성
￮ 각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기술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
요구 변화에 따른 국가별 대응 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 중임
￮ ‘OECD Skills Outlook(2015)’에서 기술전략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청년을
위한 기술 개발, 활성화 효과적 사용에 관한 전망을 제시
❏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처음 의결되었으며, 2015년 ‘Towards Green
Growth? Tracking Progress’ 보고서를 발간하여 2011년 전략 이후 노력
결과를 평가
￮ 2015년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 포럼에서 “Enabl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of systems thinking and innovation policy in promoting
green growth”를 주제로 녹색성장을 확장하기 위한 혁신 정책을 논의
❏ 성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

￮ OECD는 2014년 G20 정상회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 노동 참여율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이기 위한 서명 체결에 선도적 역할 담당
￮ ‘Students and Money-Financial Literacy Skills for the 21st Century(2014)’
및 ‘The ABC of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Aptitude, Behavior,
Confidence(2015)’, OECD-CAWTAR 보고서인 ‘Women in Public Life:
Gender, Law and Polic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2015)’ 출간
￮ 성별 격차 문제는 post-2015 개발 어젠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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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2015 개발 어젠다를 위한 개발 전략 수립

￮ UN Statistical Bodies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지표 개발에 참여
￮ ODA 및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TOSSD) 현대화
작업
￮ UN의 지속가능 발전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전략적 금융 프레임워크를 제공하
고 있으며, 세금 투명성,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BEPS),
기후금융,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PFI) 등에 기여
❏ 삶의 질을 고려한 경제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 2011년에 착수하여, 웰빙과 사회적 진행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OECD Better
Life 지표 개발
￮ ‘How’s Life?’ 보고서에서 소득 및 부, 직업 및 수입, 주거조건,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 및 기술, 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보안, 주관적 웰빙 수준 등 11가지의 지표를 통해 각 국가의 상대적
웰빙을 측정
￮ ‘How Was Life? Global Trends in Well-being since 1820’, ‘Guidelines
for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등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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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의
역할과 기능

이 장에서는 OECD에서 국토지역도시 정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음.
먼저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설립목표를 살펴본 뒤, 조직구성을 살펴보았으며,
위원회 산하의 실무작업반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음

1. 설립배경
❏ OECD는 지역정책을 발전시키고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자 종전
관련업무 활동을 통합하여 1999년 1월에 지역개발정책위원회(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TDPC)를 설립
￮ 1999년 5월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11월 제34차 위원회
개최
￮ 2014년 12월부로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에서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RDPC)’로 명칭 변경
❏ 각국 고위 정부 정책 입안자가 모여 개발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그 설립목표
가 있으며, 환경과 사회 문제를 통합하는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음

제3장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의 역할과 기능

29

2. 조직구성(Bureau)
❏ 위원회는 의장단을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정(2015년~2016년)

￮ 현 의장: Mr. Paul LeBlanc(Canada)
￮ 현 부의장: 10개국 인사
- 10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EU,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슬로베니
아, 터키, 미국
￮ 위원회 참여: 34개 회원국 및 EU, 비회원국(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 위원회 산하에 3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정책분석 등 수행

￮ 도시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Urban Areas)
￮ 농촌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Rural Areas)
￮ 지역지표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 도시정책작업반

￮ 현 의장: Mr. Vincent Fouchier(프랑스)
￮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장소기반, 다계층, 다부문, 혁신적 도시 정책의
도모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 도시주민 삶의 질 제고
- 도시 거버넌스의 강화
- 도시 농촌의 연계 강화
- 회복력,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포용적 성장 등 거시적 정책 목표 대응
❏ 농촌정책작업반

￮ 현 의장: Mr. Doug O’Brien(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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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시 농촌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책의 도모
- 비도시 지역의 잠재력 및 경쟁력
- 비도시 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 비도시 지역의 인구 변화 동향 등
❏ 지역지표작업반

￮ 현 의장: Mr. Duarte Rodrigues(포르투갈)
￮ 통계 지표 및 분석 도구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증거 기반형 지역정책의 도모
- OECD Regional Database, Metropolitan Database
- 기능적 지역, 도시와 농촌의 정의(functional regions, urban area, definition
of urban and rural area)
- 지역의 웰빙 지표 개발 및 확산
- 지리정보, 빅데이터, 오픈 데이터 등 혁신적인 자료 활용 및 분석수단 발굴
❏ 위원회는 OECD 사무국 소관국의 지역정책업무를 조정함 (사무국의 소관국: 공공관
리 및 지역개발국)

￮ GOV: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 국장(Director): Mr. Rolf Alter

3. 활동목표 및 역할 (2015년~2019년)
1) 지역개발정책위원회
￮ 성장, 고용, 웰빙과 관련 지역의 개발과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도전과제, 기회를 진단하고, 지방 재정과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서 지역적 성취도에 대한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지역들과의 연계와 상호 보완적 역할에 대해 이해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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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의 지속적인 여파,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 고령화 사회,
양성 평등 및 이주와 같은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의
역량을 제고시키며, 또한 이를 통해 혁신,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녹색경제와
포용적인 성과와 같은 주요 분야의 국정의제에 기여
￮ 종합적인 국가 도시정책제도를 통해 광역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성과 기회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
￮ 도농 연계를 증진시키고, 서비스 접근성과 토지 사용 및 천연자원의 지속적
사용을 향상시키는 경제 개발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현대적 농촌개발
정책제도를 통해 농촌지역 개발을 지원
￮ 해당 지방정부자치단체의 규모에 적합한 정책 시행 방법과 지침을 개발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투자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내 또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기제를 개선하며, 이는 수자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와 같은 다른 정책분야에도 적용
￮ 지역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OECD 및 중앙 정부와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금융기관,
민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간의 대화를 촉진

2) 도시정책작업반

￮ OCED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
들의 본질, 규모, 복잡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출된 통합정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모색
￮ 국가와 도시들이 기존의 경제지표들과 함께 웰빙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
도록 지원하고, 정치적 경계에 기초한 행정단위가 아니라 인간 거주 및 활동에
근거한 기능도시 지역과 다핵 도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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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지방자치체단체 간, 상하급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범산업적 (융복합 산업) 업무 간 효율적 효과적인 업무조정
을 도모하여 도시지역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도시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
￮ 경제, 정치 부문에서 도농 연계의 잠재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 개발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도시 성장이
주변도시의 성장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도움
￮ 당면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의 잠재적 기여도에 관련한 정책을
모색하고 개발함으로써 전세계 도전과제이자 OECD의 범기구 간 우선해결과
제인 포용적 성장, 혁신, 기후변화 완화와 순응, 이주,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 도시 낙후와 재개발, 재난 방지 및 위험관리, 사후재난복구, 그 외 도시지역의
사회 · 경제 · 환경적 복원력 경제침체나 불경기를 극복하고 환경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도시 및 국가들의 공동 도시정책과제와 관련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OECD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정책
학습을 강화
￮ 혁신, 녹색 경제 개발, 고용과 인적 자원, 사회간접자본시설, 재원조달, 소외계층
포용과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방, 지역,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 수단 및 전략을 모색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교통인프라를 포함해 토지 이용과 공간 계획에 관심을 기울임

3) 농촌정책작업반

￮ 아래와 같은 사안과 관련 농촌지역이 범세계적 국가적 정책 목표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포용적 성장에 중점을 둔 지역별, 국가별, 범세계적 경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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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촌 주민들이 경제 확대로 인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천연자원 관리, 녹색성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도농 연계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농촌지역 성과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 비교적 외딴 농촌 지역사회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현황을 분석하고,
접근성이라는 난제를 고려한 혁신정책안을 강구하여 외딴 농촌 지역사회의
개발 기회를 증진
￮ 인구 고령화가 농촌 사회와 농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비교적 고령인 농촌 지역에 공공 재화를 제공하는 등, 국가적 또는
지자제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
￮ 남녀 구성비와 출퇴근 여건, 전출 전입 행태를 중점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통계
동향을 조사하고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역할을 평가
￮ 산업분야별 보조금 정책으로부터 통합형, 투자기반형, 장소기반형(특정 문제
보다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 상황에 중점), 다차원적 산업(예, 6차산업) 개발정책
으로 변모한 패러다임 변화에서 교훈을 얻음
￮ 농촌 정책을 우수사례 원칙을 바탕으로 한 농촌 정책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농촌, 산업, 지역,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들 간에 일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전한 농업 개발 정책을 도모
￮ 공식적인 거버넌스 전략이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농촌 거주자의 웰빙을 증진

4) 지역지표작업반

￮ OECD 지역별 데이터베이스와 OECD 광역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개정, 개선,
확장하고; 부가적인 관련정보의 활용방안과 각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경제개
발, 복원력, 주민의 웰빙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기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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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과 도시 지역의 이해와 정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범세계적 관점에서
기능적(기능별 토지구획에 의해 설계된) 도시 지역을 포함해 기능적 지역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연구를 확대
￮ 지역 및 도시 내 주민의 웰빙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경제
및 비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부가적인 웰빙 차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가용한 측정방법을 향상하고; 다른 지역 차원에 대한
기존의 지역적 프레임워크를 변화시킴
￮ 지역 단위의 기업분포도와 기업가 정신을 개발, 지역 혁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측정
￮ 다양한 제도별 우수사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정책결정에 지표사
용 현황을 조사 및 검토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를 지원
￮ 지리적, 통계적, 행정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혁신 방법을 개발하고 공유함으로
써 국가와 세계의 성장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잠재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
￮ OECD 산하 모든 기구들과 다른 국제기구의 특별전담반에서 진행되는 통계업
무를 지원하고 OECD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의 국가, 지역, 지방차원에서
추진되는 관련업무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
￮ WPTI의 성과물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를 비롯해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소통전략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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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의
주요 활동과 성과

이 장에서는 OECD에서 지역개발정책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활동의
결과로 축적되고 있는 주요한 성과물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주요 활동과 성과는
정기 및 수시 정책협의, 통계자료 수집 및 지표개발, 정책분석 연구수행 및 보고서
발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1. 정기 및 수시 정책협의
1) 시장 및 장관급 회담(Roundtable of Mayors and Ministers)
❏ 4~5년에 1회 정도로 개최(2003년, 2009년, 2013년)

￮ 각 국의 장차관급, 관련 전문가 등 참석
￮ 공동의 정책의제 설정,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 개최 장소와 의제는 상이
- 2013년(프랑스 마르세이유)
‧ Regions and Cities: Where Policies and People Meet
‧ 회복력 있는 도시, 대도시권 거버넌스 등
- 2009년(프랑스 파리)
‧ Investing for Growth: Building Innovativ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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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경쟁력 강화, 다양한 주체 간 거버넌스 강화 등
- 2003년(스위스 마르티니)
‧ Importance of competitive regions as the basis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2) 실무자급 정기회의(Ministerial Council Meeting)
❏ 1년에 2회 개회(상반기, 하반기)

￮ 각 국의 실무자, 관련 전문가 등 참석
￮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활동과 관련된 실무안건 논의와 승인
￮ 회의 장소는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
3) 기타 유관 회의
❏ 주제별 워크숍, 컨퍼런스 등

￮ 지역의 회복력에 관한 워크숍
￮ 녹색성장 지식공유 워크숍
￮ 농촌개발정책 컨퍼런스
￮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미팅
￮ 각종 보고서 발간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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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자료 수집 및 지표 개발
1) OECD 지역구분 및 분석단위
❏ 기본 구분

￮ OECD의 국가내 지역구분은 먼저 대구분과 소구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
- OECD large regions (TL2: territorial level 2)
- OECD small regions (TL3: territorial level 3)
￮ TL2는 광역적 지역구분이며, TL3는 보다 세부적인 지역구분임. TL3 지역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단계와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있음
①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한 기초 분석단위 설정
- 인구밀도가 1㎢ 당 150명 이하일 경우(일본과 한국의 경우 1㎢ 당 500명
이하일 경우) 비도시 커뮤니티(rural community)로 정의
② 비도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에 의해 지역을 구분
- 도시 지역(Predominantly urban (PU)): 전체 인구의 15% 이하가 비도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경우
- 혼합지역(Intermediate (IN)): 전체 인구의 15% 이상 50% 이하가 비도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경우
- 비도시 지역(Predominantly rural (PR)):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비도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경우
③ 도심지의 크기
- 혼합 지역으로 구분될 경우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여
구분
‧ 인구 200,000명 이상(일본의 경우 500,000명)의 중심도시가 있으면서 전체
지역 인구의 25% 이하일 경우 해당 지역을 비도시 지역으로 정의
‧ 인구 500,000명 이상(일본의 경우 1,000,000명)의 중심도시가 있으면서
전체 지역 인구의 25% 이하일 경우 해당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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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구분

￮ OECD는 중심 도시에 인접한 비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도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중심도시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확장된 지역 구분의 개념을 추가로 도입
- Predominantly urban (PU)
- Intermediate region (IN)
- Predominantly rural close to a city (PRC)
- Predominantly rural remote (PRR)
￮ 중심 도시까지의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특정 인구 규모 이상의
중심 도시까지 소요되는 운전 시간(driving time)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호주,
칠레, 한국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이 기준에 따른 지역 구분을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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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OECD의 지역 구분 사례

출처: OECD, 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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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 도시지역(Functional Urban Area) 구분

￮ 한편 OECD는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경제적 기능성(출퇴근 통행 등을 기준으
로)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도시 지역의 개념을 극복하기
위한 기능적 도시 지역의 개념을 개발하였음
￮ 기능적 도시지역은 1㎢ 단위의 격자셀을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단계에 따라 분석하여 도출함
￮ 첫번째, 1㎢ 당 인구 1,500명 이상의 격자셀들이 뭉쳐진 고밀도 도시 클러스터
(urban high density clusters)를 추려낸 후, 이들 클러스터 중 전체 인구가
작은 소규모 클러스터는 대상에서 제외(일본, 한국, 멕시코의 경우 100,000명
기준 적용)
￮ 두번째, 서로 떨어져 있는 중심 도시의 연계성을 검토하는데, 한 개 중심
도시 인구의 15% 이상이 다른 중심 도시로 통근 통행을 하는 경우 두 개의
중심도시는 동일한 기능적 도시지역으로 구분함
￮ 마지막으로 배후지역과 중심도시의 연계성을 검토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고용
인구 중 15% 이상이 특정 중심도시로 통근 통행을 하는 경우, 이들 지자체도
동일한 기능적 도시 지역으로 구분함
￮ 이상과 같이 도출된 기능적 도시지역의 총인구가 500,000명 이상일 경우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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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기능적 도시지역 도출방법 및 절차

출처: OEC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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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지역 데이터베이스(Regional Database)
￮ 34개 회원국의 약 2,000여개 지역들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를 수집 및 제공
- 인구, 경제, 노동, 사회, 혁신 등의 분야별로 40여개의 지표 수집 및 제공
<그림 4-3> OECD 지역 데이터베이스

출처: OECD, www.oecd.org

3) OECD 대도시권 데이터베이스(Metropolitan Database)
￮ 34개 회원국의 281개 대도시권 지역(metropolitan area)들에 대한 각종 통계지
표를 수집 및 제공
- 인구, 환경, 경제, 노동, 사회 등의 분야별로 관련 지표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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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OECD 메트로폴리탄 데이터베이스

출처: OECD, www.oecd.org

4) OECD 지역 웰빙 지표(Regional Well-Being Indicator)
￮ 34개 회원국의 약 360개 지역들의 웰빙에 관한 지표를 수집 제공
- 소득, 고용, 주거, 보건, 교육, 환경, 안전, 참여, 정보화 등 9개 분야별로
11개 지표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웰빙 정도를 측정
<그림 4-5> OECD 지역의 웰빙 지표

출처: OECD, 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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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보고서 발간
1) 지역 개발(Regional Development Policy)
❏ Regional Outlook 2014 : Where Policies and People Meet(2014)
❏ Policy Making after Disasters : Helping Regions Become Resilient –
The case of Post-Earthquake Abruzzo(2013)
❏ Promoting Growth in Regions(2012) 등

2) 지역 혁신(Regional Innovation)
❏ Regions and Innovation: Collaborating Across Borders(2013)
❏ Regions and Innovation Policy(2011)
❏ Globalisation and Regional Economies: Can OECD Regions Compete
in Global Industries?(2007) 등

3) 다층 거버넌스 및 공공재원(Multi-level Governance and Public Finance)
❏ Effective Public Investment Toolkit(2013)
❏ Subnational Goverments in OECD Countries: Key Data(2014) 등

4)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
❏ Water Resources Governance in Brazil(2015)
❏ Stakeholder Engagement for Water Managemen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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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Fit for the Future?(2015) 등

5) 도시 개발(Urban Development)
❏ Green Growth in Bangkok(2015)
❏ Ageing in Cities(2015)
❏ Governing the Metropolitan City of Venice(2015) 등

6)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
❏ Innovation and Modernising the Rural Economy(2014)
❏ Rural-Urban Partnerships: An Integrated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2013)
❏ Linking Renewable Energy to Rural Development(2012) 등

4. 최근 논의 동향
1)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2012년 OECD 차원에서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Inclusive Growth Initiative)
를 도입하면서 본격화

￮ 2014년 각료이사회에서 “The Report on the OECD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2014)”을 보고하였으며, 포용적 성장을 평가, 추진, 추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소개 및 주요 실증연구 결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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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출판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성장과 포용력을 제공하는 정책 소개
￮ 전파사업을 통한 프레임워크의 개발 보급을 지원
-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국제회의 공동 주최
-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협의
-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와의 워크샵을 통하여 중국 대상의 사례연구 진행
-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개 자문 그룹을 통해 연구 및 분석작업 논의
❏ 향후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추진방향(2015년~2016년)

￮ 2014년 각료이사회에서 포용적 성장 의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OECD Inclusive Growth Framework Report” 내용 발전 요청
￮ 4개 위원회의 감독 하에 진행 예정
- Committee on Statistics and Statistical Policy(CSSP),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ELSAC), Economic Policy Committee(EPC), Public
Governance Committee(PGC)가 주요 감독할 예정
- 최종보고서는 NAEC Group and Council에 의해 승인
-

논의

진행을

위하여

Economic

Department(ECO),

Statistics

Directorate(STD),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iars(ELS),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GOV) 및 포용적 성장 주요관련국이 만날 예정
❏ 포용적 성장과 지역 정책

￮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 과거에는 정책 추진
시 성장과 균형이 상호 배타적(둘중 하나만 선택)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성장과 균형을 동시에 추진할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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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성장의 혜택에 고르게 돌아가는 것을 포용적 성장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산하위원회와 조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지역 및 도시정책
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웰빙 지표와의 연계, 대도시권 레벨에서의
포용적 성장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음
❏ 도시 및 지역을 위한 포용적 성장 지표 개발 추진

￮ 포용적 성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지표 등은 일부
개발되어 있으나 지역 및 도시 수준에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 삶의 질 측면에서 지역의 불균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가구소득
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건강 및 취업 등도 다른 요인들도 반영하여 삶의
질에 관한 다중지표(multi dimensional living standard)를 개발해 나가고자
하고 있음
2) 지역의 웰빙(Regional Well-Being)
❏ OECD는 주민들의 웰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공공정책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웰빙의 측정을 위한 이니셔티브 시행

￮ How’s life in your region?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각 지역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
❏ 측정 부문 설정 및 지표 개발

￮ 웰빙 지표는 9개 부문 11개 지표로 구성
- 소득, 고용, 주거, 보건, 교육, 환경, 안전, 참여, 정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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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역의 웰빙 측정 지표
주제
물
직
적
조
건

지표

수입

￮ 가계당 가처분 소득(실제 USD 구매력평가)

직업

￮ 취업률
￮ 실업률

주택

￮ 사람 당 객실 수(비율)

삶
의
질

출생 시 기대수명(년)
연령 조정 사망률(1,000명 당)
중등 교육 이상의 노동 시장 점유율(%)
대기 오염 pm2.5(μg/m3)에 노출된 추정 평균, 위성 이미지
데이터에 기반(2012)
￮ 치사죄 속도(100,000명 당)
￮ 투표율(%)
￮ 광대역 접속 가구의 비율(%)
￮
￮
￮
￮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시민 참여
서비스 접근성

출처: OECD, www.oecd.org

❏ 지역별 비교분석 및 지표의 보완

￮ 각 지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한 뒤 웹기반의 분석툴로 개발하고, 각
지역의 웰빙과 각 지표별 지역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
￮ 2015년 현재는 주관적 웰빙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

<그림 4-6> 지역의 웰빙 지표의 측정

출처: OECD, 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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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역 간 웰빙 지표의 비교

출처: OECD, www.oecd.org

3)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
❏ 2013년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ater
Governance Initiative) 출범
❏ 1차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 결과(2013. 3월)

￮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추진배경 및 운영방안에 대한 동의
￮ 제6차 세계물포럼(2012)년 이후의 전개 상황 검토
￮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최근 물 거버넌스 개혁 동향 공유
￮ 조직의 전략적 및 기능적 운영방향 설정
❏ 2차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 결과(2013. 11월)

￮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4개 작업반 구성 및 역할 분담
- 이해관계자 관여(OECD 및 Suez Environment 주도)
- 물 공급 및 위생의 실적 및 거버넌스(ASTEE 주도)
- 유역 거버넌스(INBO/OIEau, UNESCO-IHP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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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성 및 투명성(WIN, TI, SIWI-UNDP 물 거버넌스 기구 주도)
￮ Water Integrity Forum, Budapest Water Summit 등 국제물어젠다(Global
Water Agenda)의 최근 동향을 논의하였으며, 제7차 세계물포럼 준비
￮ 물 거버넌스의 분석적 연구결과를 논의하였으며,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사례연
구한 “Water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Fit for the Future?” 소개
￮ 최근의 물 거버넌스 개혁 및 이니셔티브 동향 공유
￮ 소통방안 및 전파사업 결정
❏ 3차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 결과(2014. 4월)

￮ 제7차 세계물포럼의 준비사항 논의 및 post-2015 물 관련 목표 준비 및
협상
￮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설립(부록 참조)
￮ 산하 작업반의 정책 제안
￮ 물 거버넌스 지표 수립을 위한 방안 모색
￮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아프리카 등 지역별 이니셔티브 공유
❏ 4차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 결과(2014. 11월)

￮ 제7차 세계물포럼 및 post-2015 준비사항 점검
￮ “Water Governance in Brazil”, “Stakeholder Engagement for Inclusive Water
Governance”, “Water Policies for Future Cities” 보고서 동료평가
￮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초안에 대한 의견 공유
￮ 물 거버넌스 원칙에 대한 정책 지표 논의
❏ 5차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 결과(2015. 5월)

￮ 영국 물 거버넌스의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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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거버넌스 지표와 관련한 타당성 논의
❏ 6차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 결과(2015.11월)

￮ 2015년 6월에 도입된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에 대한 후속조치
￮ SDGs 및 세계물포럼 등 글로벌 어젠다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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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결론 및 정책제언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우리정부가 향후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때 국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우리정부의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원 등에서 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1.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참여 현황 및 현안
❏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OECD에 지역개발정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왔으
며, 과거에는 지역위원회 등에서도 해당 업무를 주관하기도 하였으나
￮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OECD의 지역개발정책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OECD 한국대표부에 파견
- OECD 사무국의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에 파견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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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업무를 지원

￮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참석대표단 업무지원 및 자문
- 국토교통부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여 연 2회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시 업무지원 및 자문
* 과거에는 매 회의 때마다 참석자가 변경
* 업무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에는 업무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참석
￮ 관련 연구과제 수행
- 한국도시정책보고서(2012)
- 압축도시 시뮬레이션 모형 연구(2013) 등
￮ 관련 국제행사 참석
- 제10차 농촌개발정책 컨퍼런스(2015) 등
<그림 5-1> OECD 지역정책 관련업무 추진구조

60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 주요 현안
￮ 타 회원국의 경우 동일한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함으로
써, 회의의 취지와 맥락을 이해하고 자국의 입장에 맞게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정부의 대표단 구성은 계속 변동되어 체계적 회의대응에 한계점
존재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의 보다 능동적
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국토연구원의 역할과 업무범위, 참여형태 등은
아직 유동적
-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회의대응 방향 및 발언사항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인 회의내용
기록까지 요청받고 있으나,
-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지원방식 등은 국토부의 회의참석 담당자 등에 따라
가변적인 속성이 있음

2. 향후 발전방향
❏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의 우리나라의 활동 및 위상 강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
인 참여를 통해 우리정부의 국제적 역량 강화

￮ 위원회 또는 산하작업반 의장단으로 참여
- 사무국 수행 과제 및 회원국 사례에 대한 긍정적/지속적 피드백
- 한국이 주도하는 또는 참여하는 과제 발굴 및 수행
❏ 개별 회원국과의 정책공조 및 상호교류 확대: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한국형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 유럽연합, 이탈리아, 일본 등 유사한 정책문제를 가진 회원국의 사례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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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적-수직적 협업에 기반을 둔 대표단 구성 및 회의 참여: 국토교통부가 관련
업무를 주관하되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대응역량 강화

￮ 국토부: 업무주관
￮ 농림부: 비도시지역(rural) 정책부문에 참여
￮ 지자체: 개별 사례연구에 참여 등
❏ 전문기관(국토연구원 등)의 역할과 위상강화

￮ 현재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개최 시기에 임박하여 회의 대응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업무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5-2> OECD 지역정책 관련업무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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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기반, 증거기반, 데이터추동, 다계층적 지역정책의 개발과 집행

￮ OECD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역정책은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방향과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 자체가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은 많지
않음
- 지역 불균형 해소, 비도시 지역의 생산성 강화,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강화 등
￮ 그러나 OECD와 각 회원국은 각종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장소기반, 증거기반, 데이터추동 정책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도시지역 정책은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정책(physical
planning policy)에 주로 중점 되어 있는데, OECD 및 회원국의 지역정책은
다양한 측면을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역정책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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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SUMMARY
Keywords: OECD, Regional policy

The OECD has been seeking a direction for a joint development and pursuing
a sustainable prosperity through social and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since its foundation in 1961. Especially, the OECD
has established the professional committees and bodies in various policy fields
to seek concrete consultations and agreements. The OECD set up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RDPC) to discuss the related matters on spatial
policies, such as territories, regions and cities. The Korean government formed
a delegation based 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have participated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And as a member
of the delegatio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has played a consultant role for participation in and progression of the meetings.
However, as the delegation members have constantly changes, it has focused
on meeting responses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rather than proposing policy
implications such as systemic participation and detailed trend analyses. For
a systematic respons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ast and current discourse
trends and check for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alyze and summarize the matters
in relation to the fragmentarily and sporadically recorded OECD region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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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way.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when the territorial, regional and urban policy
makers participate in the 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activities,
and provide basic data which can be utilized for the review of the relations
with the domestic spatial policies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alysis and summarization, the study will suggest a
development direction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scop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a periodical aspect, the study examined
the major activities and achievement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in 1999, and highlight the recently discussed
policy agenda in a more intensive way. In a spatial aspect, the study described
the territorial, regional and urban policies which were developed to respond
to the regional distinction (Territorial Level 2, Level 3). Lastly, the study analyzed
the progression and achievement by focusing on major subjects of territorial,
regional and urban policies that are discussed or under discussion at the 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However, the detailed policy
case-studies of the member countries were not included a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The major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analyze all kinds of reports published by the OECD, and
unpublished meeting memorandum, and data available on the Internet. Second,
the survey and interview was carried out by targeting those who were in charge
of OECD-related businesses. In the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s were done
by the chairpersons of the 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and
subcommittees and the staff of the OECD’s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uring the 34th Regional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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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Meeting held from November 2 to 6, 2015, an on-site field survey
was also conducted to secure the latest and specific information for the study.
Finally, through the collection of opinions of the KRIHS and outside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study proposed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nd policy tasks.
The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ose territorial, regional and urban
policies which are addressed by the 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in a systematic way and provided data which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or future policies and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offered meaningful
implications in that if the research results like this study are to accumulated,
they can be utilized as policy data which can strengthen the response a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s delegation. Also, it is also significant that based
on the research and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direction for future
policy research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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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업무지침(2015~2019)
본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총회와 관련하여;
본 기구(OECD)의 절차규정과 관련하여;
OECD 산하 기구 간 파트너십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C(2012)100/FINAL]과
관련하여;
2009년에 마지막으로 업무규정이 개정[C(2009)126 & C/M(2009)21, Item 242]
된 국토개발정책위원회 창설에 관한 위원회 결의안 [C(98)198/FINAL &
C/M(99)1/PROV, Item17] 관련하여;
국토개발정책위원회의 심층평가[C(2012)84 & C/M(2012)5, 82 항목]에 따른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영토개발정책위원회가 2013년 12월에 개최한 장관급 회의[GOV/TDPC/MIN
(2013)3]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을 규제하고, 공공재원을 관리하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주민에게 고용과 경제적 기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 전략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혁신과 기업가정신 양성, 녹색성장 지원,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기술교육 투자,
고령화와 이주를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대한 대응, 공공투자의 유효성 제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과 같은 주요 국가 및 국제 정책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착하여;
공공투자와 공공서비스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범국가적인 공동의 책임이라고
인식하여;
장소기반 정책(특정 문제 보다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 상황에 중점을 둔 정책)을
위해 도시, 지역, 농촌, 민간부문, 시민 사회를 동원하게 되면, 기술 개발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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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혁신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기여할
수 있다고 장관들이 합의한 사실을 되새기며;
본 위원회는 회원국, 비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역개발 정책 설계 및
추진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개발과 관련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및 제도적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고유의 포럼을 개최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토개발정책위원회부터 “지역개발정책위원회”으로의 명칭 변경을 포함해 업무
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C(2014)126];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규정을 준수한다:

1. 목표
개괄적 목표
i) 본 위원회는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장소기반의 단계적, 범분야적, 증거기반의
혁신적인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를 모색, 논의, 개발 및 전파를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 포럼으로서 역할을 한다.
ii) 본 위원회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의 모든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의 웰빙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들 지자체들의 국가 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사회 구축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는 지역의 규모와 지리적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고, 보다 탄탄하고 공정하고 살기 좋은 지역 경제를
구축하고, 모든 상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의 설계와 이행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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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본 위원회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i) 성장, 고용, 웰빙과 관련 지역의 개발과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도전과제, 기회를 진단하고, 지방 재정과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서 지역적 성취도에 대한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지역들과의 연계와 상호 보완적 역할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킨다.
ii) 경제위기의 지속적인 여파,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 고령화
사회, 양성 평등 및 이주와 같은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개발정
책의 역량을 제고시킨다. 또한 이를 통해 혁신,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녹색경제
와 포용적인 성과와 같은 주요 분야의 국정의제에 기여해야 한다.
iii) 종합적인 국가 도시정책제도를 통해 광역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성과 기회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iv) 도농 연계를 증진시키고, 서비스 접근성과 토지 사용 및 천연자원의 지속적
사용을 향상시키는 경제 개발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현대적 농촌개발
정책제도를 통해 농촌지역 개발을 지원한다.
v) 해당 지방정부자치단체의 규모에 적합한 정책 시행 방법과 지침을 개발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투자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내 또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기제를 개선한다. 이는 수자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와 같은 다른 정책분야에도 적용된다.
vi) 지역개발성과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
에, OECD 및 중앙 정부와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금융기관,
민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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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방안

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i) 특정 국가, 지역, 대도시에 관한 주제별 분석 보고서 작성하고 학계동료 심사를
시행한다. 중앙정부 및 상하급 자치단체정부들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자치단체의 규모에 적합한 거버넌스 도구를 개발한
다.
ii)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지역 개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ii) 녹색성장, 기업생멸통계, 이주, 토지, 주택과 같은 효과가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개발한다.
iv) 증거기반의 정책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당 규모별 정책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고품질 및 관련성이 높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한다. 특히 관련 규모별 정책 실행을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v) 본 위원회의 업무를 웹사이트, SNS,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간의 정기 회의를 통해 배포한다.

3. 업무 협조

i) 본 위원회 산하의 도시정책, 농촌정책, 지역 지표를 각각 담당하는 3개 작업반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시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ii) 초국가적 기관 (예, 유럽연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 간의 지자체
규모별 거버넌스에 관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는 이 성과를 활용하여
‘공공 거버넌스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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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위원회와 그 산하의 작업반은 타 OECD 위원회와, 예를 들어 ‘지역
경제 및 고용 개발 프로그램(LEED’)과 ‘수평적 프로젝트(OECD 기구 간
협력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지역개발정책 관련 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iv) 지역개발정책의 범세계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위원회는 비회원국들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히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한다.
v) 본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유럽투자은행(EIB)을 비롯한 아시아개발은행(ADB),
동남아국가연합(ASEAN), 유럽평의회(CoE),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식
품농업기구 (FAO), 미주개발은행 (IADB), 국제노동기구 (ILO), UN 개발프로그
램 (UNDP),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 유엔국토계획(UN-HABITAT),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유엔 중남미 · 카리브 경제위원회 (ECLAC),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관들과 업무협조를 위한 파트너십 관계
를 유지하고 확대할 것이다.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의 기관들을 초대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vi) 본 위원회는 지방정부들과의 대화를 증진하고자, 관련 이해당사자들 특히
유럽연합의 지역위원회(COR), 유럽 지역 총회(AER), 유럽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위원회(CEMR), C40 도시(C40 Cities), 유로시티(Eurocities), 지역연합
을 위한 글로벌포럼(Regions United FOGAR)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과 업무협조를 지속하고 확대해 나간다.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의
기관들과 함께 지방자지단체들을 초대하여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한다.
vii) 본 위원회는 BIAC, TUAC를 비롯한 지역개발정책분야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4. 업무규정의 유효기간
본 위원회의 업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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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정책 작업반 업무지침(2015~2019)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는,
1960년 12월 14일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총회와 관련하여;
본 기구(OECD)의 절차규정과 관련하여;
OECD 산하 기구 간 파트너십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C(2012)100/FINAL]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 관련 도시업무와 같은 특정 우선과제에 대한 업무성과를 활용하고
지속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위원회를 설립하고, 작업반 창설을 포함한
특별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 한 이사회 결의안 [C(98)198/FINAL]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심층 평가 [C(2012)84 & C/M(2012)5,Item82]에 따른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2013년 12월에 개최한 장관급 회의[GOV/TDPC/MIN(2013)3]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정책 중 도시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79년부터 도시지역 관련 OCED 프로그램은 OECD 회원국들이 직면한 현안들,
예를 들어 도시 빈민지역, 도시 거버넌스와 재정, 도시 환경정책, 도시 경제개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음을 고려하여;
삶의 질, 사회 결속력, 경제적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역개발을 위한
국가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도시 성장과 관련 혜택과 비용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인식한다. 또한 통합되고
일관성 있고 단계적인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책이 환경, 사회, 경제 정책분야의 우선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하여;
“전세계 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웰빙을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는 OECD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여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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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투자, 사회변화, 공공 재원과 서비스, 환경 조건,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도시는 늘 새로운 도전과제와 직면하고 있는데 기존 정책으로는 해결하기에 부적합
하며,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해 도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지역의 지방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종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도시개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시 동향과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정책들에 관해서 국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OECD 회원국들이 서로 유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세계적
으로 도시화가 여전히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회원국의 성공적
인 도시 정책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을 위한 모범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도시지역에 관한 국토정책 작업반은 본 지침에 의거하여 도시정책 작업반(이하,
‘WPURB’)으로 개칭하고, 다음의 업무규정을 준수하기로 한다.

1. 목표
개괄적 목표
i) WPURB는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장소기반(특정 문제 보다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 상황에 중점)의 단계적이며 혁신적이면서 경제, 사회, 환경
목표를 통합할 수 있는 도시개발의 목표를 모색, 논의, 전파하기 위해 도시정책
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 회의로써 역할을 한다. WPURB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가 도시 간 회의뿐만 아니라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도시와 중앙정부
간 회의를 증진한다.
ii) WPURB는 도시 동향과 정책 분석을 통해 본 위원회와 산하에 있는 작업반의
업무에 기여한다.

76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세부 목표
WPURB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i) OCED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
들의 본질, 규모, 복잡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출된 통합정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ii) 국가와 도시들이 기존의 경제지표들과 함께 웰빙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정치적 경계에 기초한 행정단위가 아니라 인간 거주
및 활동에 근거한 기능도시 지역과 다핵 도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한다.
iii) 도시지역 지방자치체단체 간, 상하급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범산업적 (융복합 산업) 업무 간 효율적 효과적인 업무조정을
도모하여 도시지역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도시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iv) 경제, 정치 부문에서 도농 연계의 잠재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 개발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성장이
주변도시의 성장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
v) 당면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의 잠재적 기여도에 관련한 정책을
모색하고 개발함으로써 전세계 도전과제이자 OECD의 범기구 간 우선해결과
제인 포용적 성장, 혁신, 기후변화 완화와 순응, 이주,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vi) 도시 낙후와 재개발, 재난 방지 및 위험관리, 사후재난복구, 그 외 도시지역의
사회 · 경제 · 환경적 복원력 경제침체나 불경기를 극복하고 환경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도시 및 국가들의 공동 도시정책과제와 관련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OECD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정책
학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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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혁신, 녹색 경제 개발, 고용과 인적 자원, 사회간접자본시설, 재원조달,
소외계층 포용과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방, 지역,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 수단 및 전략을 모색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
다. 특히, 교통인프라를 포함해 토지 이용과 공간 계획에 관심을 기울인다.

2. 업무 협조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WPURB은 업무 협조를 증진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i) 지역개발 관련 OECD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본 위원회
산하의 타 작업반들과 그 외 OECD 산하의 타 기구들과 업무 협조를 통해
우선 도시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가용한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WPURB의 반장은 본 위원회에
직접 업무 보고를 한다.
ii)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본 기구의 절차규정에 의거하여 OECD 회원국과
기타 국제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3. 업무규정의 유효기간
WPURB의 업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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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촌정책 작업반 업무지침(2015~2019)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는,
1960년 12월 14일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총회와 관련하여;
본 기구(OECD)의 절차규정과 관련하여;
OECD 산하 기구 간 파트너십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C(2012)100/FINAL]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 관련 도시업무와 같은 특정 우선과제에 대한 업무성과를 활용하고
지속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위원회를 설립하고, 작업반 창설을 포함한
특별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이사회 결의안 [C(98)198/FINAL]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심층 평가 [C(2012)84 & C/M(2012)5,Item82]에 따른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2013년 12월에 개최한 장관급 회의[GOV/TDPC/MIN(2013)3]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정책 중 농촌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91년부터OECD 농촌개발프로그램은 농촌 편의시설, 농촌개발을 위한 파트너
십, 농촌지역 내 고용 창출 및 서비스, 농촌 거버넌스, 적절한 자료 및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 구축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지침을 제공해
왔음을 고려하여;
잘 설계된 농촌개발정책은 필요 시 다양한 분야의 구조 개혁을 촉진시키고,
농촌 지역 대상의 각종 정책, 프로그램, 구상들의 통합을 증진시키며 농촌 지역의
경제기반을 다각화시킴으로써 국가 및 농촌의 웰빙을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농촌 지역 내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농촌 지역의 휴양 시설과 생태적 문화적
유산을 홍보하고, 제조분야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개선을 함으로써 농촌 정책이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여;
농업은 현대화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농촌 지역에서 국가와 도시의 웰빙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란 도시 지역과 국제 시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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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의 강화와, 서비스 제공, 천연자원 활용과 보전, 사회변화 촉진, 환경문제 개선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말한다. 또한, 농촌과 국가의 미래를 주요 산업, 즉 에너지,
식량 생산, 환경 서비스 부문에서 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정책은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지원하고 필요한 혁신을 촉진시키
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부처 간 업무 협조를 증진하고, 지방자치단
체들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예를 들어, 도시에 인접한 농촌지역과 외딴 농촌지역과 상이한 농촌지역의 유형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하여 해당 지역의 규모와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에 기여하고자;
농촌개발 지원을 위해 농촌 동향과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정책들에 관해서
국가 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복수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비교 가능한 체계를 바탕으로 정량적, 정성적 자료를 제고하여 농촌 현황
분석, 경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환경적 변화와 행정정책 변화 및
잠재적 발전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 OECD 회원국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여;
상기의 복수국가 비교분석체계 하에 수행되는 활동들은 수평적 프로젝트 (OECD
기구 간 협력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므로, OECD 산하의 타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로 하다고 인식하여;
각국의 중앙 정부는 하의 상달식의 농촌 및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의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회원국의 농촌 지역은
혁신을 추구하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완화나 순응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고품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농촌의 경제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여;
본 위원회의 우선과제가 농촌 정책과 농촌 지역에 중점을 둔 국가별 및 지역별
분석과 농촌 지역 차원에서 분석을 할 경우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정책과
전망에 대해 수평적 프로젝트임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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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농촌지역에 대한 국토정책 작업반’은 농촌정책 작업반(이하, ‘WPRUR’)으로
개칭하며, 다음의 업무규정을 준수한다.

1. 목표
개괄적 목표
i) WPRUR은 고위급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국가들이 장소기반의 혁신적이
면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요소를 통합 할 수 있는 농촌 개발 정책의 목표를
논의, 모색,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서 역할을 한다.
ii) WPRUR은 농촌 동향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상이한 유형의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와 그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본 위원회 및 그 산하의
타 작업반과 업무를 협조하여,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기여하고,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연계와 상호 보완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의 관련 통계 지표를 제공한다.
iii) WPRUR은 농촌 지역의 경쟁적 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장소기반’ 전략 중 우수사례를 발굴, 정의, 평가, 전파하고,
농촌지역의 자산을 바탕으로 경쟁적 우위를 강화하고 농산물, 농업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 WPRUR은 혁신, 녹색성장, 포용적
성장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세부 목표
WPRUR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i) 아래와 같은 사안과 관련 농촌지역이 범세계적 국가적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가) 포용적 성장에 중점을 둔 지역별, 국가별, 범세계적 경제 성장을 도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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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모든 농촌 주민들이 경제 확대로 인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천연자원 관리, 녹색성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i)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도농 연계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농촌지역 성과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ii) 비교적 외딴 농촌 지역사회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현황을 분석하고,
접근성이라는 난제를 고려한 혁신정책안을 강구하여 외딴 농촌 지역사회의
개발 기회를 증진시킨다.
iii) 인구 고령화가 농촌 사회와 농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을 모색하고, 비교적 고령인 농촌 지역에 공공 재화를 제공하는 등, 국가적
또는 지차제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한다.
iv) 남녀 구성비와 출퇴근 여건, 전출 전입 행태를 중점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통계
동향을 조사하고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역할을 평가한다.
v) 산업분야별 보조금 정책으로부터 통합형, 투자기반형, 장소기반형(특정 문제
보다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 상황에 중점), 다차원적 산업(예, 6차산업) 개발정책
으로 변모한 패러다임 변화에서 교훈을 얻는다.
vi) 농촌 정책을 우수사례 원칙을 바탕으로 한 농촌 정책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농촌, 산업, 지역,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들 간에 일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전한 농업 개발 정책을 도모한다.
vii) 공식적인 거버넌스 전략이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농촌 거주자의 웰빙을 증진시킨다.

2. 실천 방안

i) 농촌 정책과 관행을 분석 및 평가한다.
ii)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초빙해 정책 토론 및 논의를 한다. WPRUR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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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 농촌의 대표자들과 금융기관, 민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연구원,
개발 전문가들과의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iii) 농촌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 워크샵, 토론회를 개최하고, SNS앱 관련정책을 전파한다.

3. 업무 협조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WPRUR은 업무 협력을 도모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i) 본 위원회 산하의 타 작업반 및 OECD 산하 타 기구와 업무 협조를 한다.
WPRUR의 반장은 본 위원회에 직접 업무 보고를 한다.
ii)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본 기구의 절차규정에 의거하여 OECD 회원국과 기타
국제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4. 유효기간
WPRUR의 업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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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지표 작업반 업무지침(2015~2019)
지역 개발 정책 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는,
1960년 12월 14일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총회와 관련하여;
본 기구(OECD)의 절차규정과 관련하여;
OECD 산하 기구 간 파트너십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C(2012)100/FINAL]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 관련 도시업무와 같은 특정 우선과제에 대한 업무성과를 활용하고
지속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위원회를 설립하고, 작업반 창설을 포함한
특별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이사회 결의안 [C(98)198/FINAL]과 관련;
본 위원회의 심층 평가 [C(2012)84 & C/M(2012)5,Item82]에 따른 권고사항과
관련;
본 위원회가 2013년 12월에 개최한 장관급 회의[GOV/TDPC/MIN(2013)3]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들의 지역 동향에 관한 정량적 정보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형태와
구조변화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국가 간 비교 가능한
국제적 지표를 만들고 협력하는데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하여 주민들의 웰빙을 향상시키고 지역과 도시의 번영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통합 · 범분야 · 장소기반의 개발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지역지표 작업반(WPTI)은 본 위원회의 목표인 농촌, 도시, 광역지역 내 모든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웰빙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성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지역지표 작업반(이하, ‘WPTI’)은 다음과 같이 업무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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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개괄적 목표
i) WPTI는 통계 수단과 지역개발정책을 측정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정의하고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써 역할을 하고, 국제적 비교와 협력과 함께 경험
공유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역 성장과 지역과 도시 내 삶의 질을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하여 전파하다.
ii) WPTI의 주 목표는 지역별 특성, 자원, 성장동력, 개발 잠재력에 대해 증거기반
의 분석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과 모든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들 내 구조변화의 역동성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세부 목표
WPTI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i) OECD 지역별 데이터베이스와 OECD 광역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개정, 개선,
확장하고; 부가적인 관련정보의 활용방안과 각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경제개
발, 복원력, 주민의 웰빙을 분석을 위한 평가기법을 모색한다.
ii) 농촌과 도시 지역의 이해와 정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범세계적 관점에서
기능적 (기능별 토지구획에 의해 설계된) 도시 지역을 포함해 기능적 지역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연구를 확대한다.
iii) 지역 및 도시 내 주민의 웰빙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경제
및 비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부가적인 웰빙 차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가용한 측정방법을 향상하고; 다른 지역 차원에 대한
기존의 지역적 프레임워크를 변화시킨다.
iv) 지역 단위의 기업분포도와 기업가 정신을 개발, 지역 혁신, 경쟁력을 뒷받침하
는 주요 요인으로 측정한다.
v) 다양한 제도별 우수사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정책결정에 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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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현황을 조사 및 검토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를 지원한다.
vi) 지리적, 통계적, 행정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혁신 방법을 개발하고 공유함으로
써 국가와 세계의 성장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잠재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vii) OECD 산하 모든 기구들과 다른 국제기구의 특별작업반에서 진행되는
통계업무를 지원하고 OECD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의 국가, 지역, 지방차원
에서 추진되는 관련업무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한다.
viii) WPTI의 성과물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를 비롯해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
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소통전략을 제고한다.

2. 업무 협조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WPTI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i) 본 위원회 산하 작업반들과 ‘통계 및 통계정책 위원회’를 비롯한 OECD
산하 관련 기구와 업무 협조한다. WPTI의 반장은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한다.
ii)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본 기구의 절차규정에 의거하여 OECD 회원국과 기타
국제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3. 업무규정 유효기간
본 업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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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은 물 거버넌스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영되는지, 필요한
곳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원칙은 적재적소에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고 국제적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개혁과
정이 모든 수준의 정부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제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효과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원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현재와 미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견고한 공공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진 일정에 맞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
당국 간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며,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물 거버넌스는 정책의 기획과 실행단계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책임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 다양한 물 문제와 정책적 대응은 법적·제도적 프레임 워크, 문화적 관행, 기후,
지형, 경제상황이 나라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단 한가지로 획일화 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 따라서, 국가별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관심 있는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이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물 거버넌스는 물 정책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이다. 폭넓은
‘좋은 거버넌스’의 원칙이 물 분야에 적용되고, 물 거버넌스의 성과는 물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 다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이 원칙은 모든 수준의 정부와 연관되어 있으며, 관심 있는 OECD 회원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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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국에게 폭넓게 확산될 수 있다.
· OECD는 이러한 표준에 도달하고자 하거나 훌륭한 선례를 찾는데 관심 있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개발정책위원회(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에서 이 원칙을 뒷받침 하는데 필요
한 제안을 만들 것이다.
· 이 원칙은 향후 OECD의 물 관련 분야에 고려될 것이다.
OECD 원칙은 전반적인 물 정책 과정에 적용되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OECD 원칙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 물 관리 기능 (식수 공급, 위생, 홍수예방, 수질, 수량, 빗물, 우수)
· 물 이용 (가정용, 산업용, 농업용, 에너지와 환경)
· 수자원, 자산, 물 관리의 주체 (공공, 민간, 혼합형)

1. 물 거버넌스 효과성 향상
원칙 1. 물 정책 입안, 실행, 운영관리 및 규제에 있어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구분하며, 책임 당국 간 협력 방안을 조성한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아래와 같은 물 분야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와 기관 간에 역할과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정책 입안, 특히 우선순위 결정과 전략적 계획
- 정책 실행, 특히 재무와 예산, 데이터와 정보, 이해관계자 참여, 역량개발과 평가
- 운영 관리, 특히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 운영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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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와 집행, 특히 요금설정, 표준, 인허가, 모니터링과 감시, 통제와 감사
그리고 갈등관리
b) 모든 수준의 정부간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격차와 중복, 그리고 갈등을
밝히고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원칙 2.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통합 유역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적합한 규모로
물을 관리하고, 다른 규모의 유역 거버넌스 체계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물 관리 실행과 방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해서는 IWRM과 위험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b) 담수를 취수,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하수 방류와 회귀수까지 안정적인 수문학
적 순환 관리를 지향해야 한다.
c) 국가 정책과 지역 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유역관리 계획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권한에 기반하여 실행 프로그램과 조치, 그리고 적응 및 완화 전략을
촉진해야 한다.
d) 수자원 관리를 위해 이용자, 이해관계자, 모든 수준의 정부간에 다방면으로
협력방안을 촉진시켜야 한다.
e) 경계를 넘나드는 담수자원의 활용에 대해 하천 인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원칙 3. 수자원 정책과 환경, 보건, 에너지, 농업, 산업, 공간 계획과 토지활용을
위한 정책 간에 효과적인 교차 협력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해야 한다.
a) 분야 간 교차계획을 포함하여 각 부처, 공공기관,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한 협력 체계를 장려한다.
b) 수자원의 가용성, 수질, 수요(예: 농업, 임업, 광업, 에너지, 어업, 교통, 휴양,
수운 등)와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고려하면서 수자원의 이용,
보호, 정화와 관련된 협력적 관리방안을 조성한다.
c) 모니터링, 신고, 점검을 통해 물 분야 안팎의 관행, 정책, 규제 등에 존재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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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각 분야의 전략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들이 물 관리 니즈와 부합되도록 하며 지역 거버넌스와 규범에
맞도록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원칙 4. 해결해야 할 물 문제의 복잡성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맞게 책임기관
의 역량수준이 맞춰져야 한다.
a) 계획, 규제, 프로젝트 관리, 재정, 예산,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위험 관리와
평가 등 IWR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량의 격차를 밝혀내야 한다.
b) 물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술적 · 재정적 · 제도적 역량 수준이 문제점과 니즈의
본질적 속성에 맞게 연계되어야 한다.
c) 적합한 곳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배분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d) 능력 위주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무원과 물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하며,
이 과정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e) 이해관계자와 물 관련 기관의 역량을 키우고 지식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에 힘써야 한다.

2. 물 거버넌스의 효율성 강화
원칙 5. 물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는 시기적절하고일관성이있으며, 또한 비교할
수 있도록 생산하고, 개선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이를 물 정책 개선, 평가, 가이드에
활용한다.
a) 수자원 상태, 물 관련 재원, 환경적 니즈,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제도 현황
등 양질의 물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다.
b) 물 정보관련 생산기관, 이용자, 정부 간에 경험공유와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c) 물 정보 시스템의 설계, 실행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한다. 그리고

90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물 관련 정보의 투명성, 신뢰와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예: 데이터 뱅크, 보고서, 계획, 도표, 관측소 등)
d) 하천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협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상호 신뢰 및 호혜,
비교가능성 조성을 위해 유역 규모의 일관된 정보 시스템 구축을 도모한다.
e) 중첩되는 부분, 시너지 효과, 불필요한 데이터 부담을 찾아내기 위해 자료수집,
이용, 공유, 보급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원칙 6. 거버넌스 체계가 물 관련 재정 조성을 활성화하고, 물 재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시기 적절하게 할당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a) 오염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및 환경서비스에 대한 부과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물 관련 기관에게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b) 단기·중기·장기 투자계획과 운영관리 니즈를 평가하여 각 분야별로 검토하고
전략적 재무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자금조달 가능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 물 인프라 투자 등 물 관련 활동과 수반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안정적이며 투명한 예산과 회계 시스템을 채택한다. 그리고
장기 전략계획이 정부의 연도별 예산과 중기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d) 물 관련 공공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배분 될 수 있는 메커니즘(예:
사회적 계약, 점검표(scorecard), 감사 등을 통해)을 채택한다.
e) 신탁 및 재무 관련 보호장치를 유지하면서 공공지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최소화한다.
원칙 7. 안정적인 물 관리 규제 프레임워크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a) 물 정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규칙,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계획을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기 위한 포괄적이며 일관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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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공기관, 전문기관, 그리고 모든 수준의 정부에 핵심 규제 기능이 이행되도록
한다. 그리고 규제당국에는 필요한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c) 이러한 규칙, 제도, 그리고 과정들은 조화롭고, 투명하며, 무차별적이고,
참여적이며, 또한 이해가 쉽고 원활한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d) 규제과정의 질을 높이고 대중이 그 결과에 접근 가능하도록 규제수단(평가와
협의 메커니즘 등)의 사용을 장려한다.
e) 효율적 방법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실행 규칙, 절차,
인센티브, 보상과 패널티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며 적합하게 설정한다.
f) 적절하고 다양한 선택사항들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해결책은 사법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원칙 8. 책임 당국, 모든 수준의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혁신적인 물 거버넌스
사례의 채택과 실행을 촉진해야 한다.
a) 물 거버넌스의 시험적 적용을 촉진하고, 성공과 실패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
b) 사회관계망, 소셜미디어,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예: 디지털
지도, 빅데이터, 스마트 데이터, 오픈 데이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대화와
사회적 합의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학습을 장려한다.
c) 도시간 거버넌스, 지자체 간 협력, 도시와 농촌 간 파트너십, 그리고 성과계약
등을 통해 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발생시키
며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방법을 장려한다.
d) 과학적 연구결과와 물 거버넌스 실행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과학과 정책의 접목을 촉진한다.

3. 물 거버넌스의 신뢰와 참여 강화
원칙 9. 의사결정과정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물 정책,
물 관련 제도, 그리고 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청렴성과 투명성을 중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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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법 집행과 물 관련 이슈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
b) 국가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범, 행동강령
등을 권장하고,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 한다.
c) 투명한 물 정책 입안과 실행을 위해 명확한 책임과 통제 메커니즘을 만든다.
d) 공공 조달을 포함하여 모든 물 관련 기관 등에 현존하는 또는 잠재하는
부패요인과 위험을 정기적으로 찾아내고 진단한다.
e) 물 분야에 있어 청렴성과 투명성의 격차를 밝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접근법, 특화된 방법과 실행계획을 채택한다. (예: 청렴도 측정, 위험분석,
사회적 감시원 등)
원칙 10. 물 정책 기획과 실행에 유용하면서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a)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물 관련 결정에 영향을 받는 공공·민간·NGO
분야의 행위자들과 그들의 책임, 핵심동기, 그리고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b) 물 분야에서 소외된 그룹 (청소년, 저소득층, 여성, 원주민, 내부 이용자),
개발자, 기관 투자자, 그 밖의 물 관련 이해관계자와 기관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c) 의사결정 라인과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분명히 구분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집단 또는
매우 주장이 강한 집단들에 의해 협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위험과 힘의 불균형을 완화한다.
d)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신뢰할만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 개발을 도모한다.
e)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평가에는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다.
f) 지역적 상황, 니즈, 역량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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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프레임워크, 조직구조, 그리고 책임기관을 발전시킨다.
g)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형과 수준을 필요에 따라 맞추고, 또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원칙 11. 물 사용자간,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세대간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장려한다.
a) 의사결정과정에서 취약 계층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b) 양질의 물 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하는데 있어 방해요소를 인지하고 밝혀낼
수 있는 권한을 지방 행정기구와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물 기관과
공간 기획자(spatial planner)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c) 과도하게, 과소하게, 또는 오염된 물과 관련한 위험과 비용에 대한 공개
토론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누가 무엇을 위해 부담할 것인가
에 대한 합의를 이끌고,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성과 감당가능성
(affordability)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d)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물 이용자와 지역에 대한 물관련
정책 결과에 근거한 평가를 장려한다.
원칙 12. 물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해 적절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중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한다.
a)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충분한 능력과 적절한 독립성, 그리고 필요한 방법과
자원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육성한다.
b)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뢰할 만한 모니터링 및 공시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c) 물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리고 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가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d) 평가결과는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며 새로운 정보에 맞춰 전략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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