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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시리즈」는 해외의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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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장 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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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Prefac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KRIHS) established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n Feb. 2019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eeds of policy support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center of the KRIHS
is committed to generating synergy effects of policies through close connections and
cooperation wi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government bodies, and research and academic institutes. As a part of this policy support,
we plan and publish the 「Balanced Development Series」 to help set the direc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ultimately aims to relieve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in the capital regions and to positively develop the whole
country. As of the end of 2019,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s has
exceeded 5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such a pattern continues to intensify. The
Balanced Development Series of the KRIHS try to identify issues and trends in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overseas and derive suggestion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suitable
for our country.
We hope that this series will be widely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policy-making,
which will address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contribute to the equal improvement
of national life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maximiz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January 2021

President, Hyunsoo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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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서문
<OECD 지역 전망(Regional Outlook):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 제4판의 간행은 지역
간 불균형이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된 현시점을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낙후 지역에서 드러나는 정치･경제 현상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뚜렷한 ‘불만의
지리(Geography of discontent)’는 지역 불평등 해소가 절박한 문제임을 강력하게 일깨워 준다.
이번 지역 전망 보고서의 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RDPC) 창립 20주년과도 맞물린다. 1999년 창설 이후 위원회는 모든 지역이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장소기반(place-based)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
게 주장해 왔다. 오늘날 이 권고는 OECD 정책 패키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이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장소기반 정책은 지역 전체에 걸친 경제, 사회, 인구, 제도 및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 정책은 특정 지역에서 경제 및 사회 침체를 야기하는 지역 특유의 요인을 다루기 위해, 전통적
구조 정책에는 대개 결여되어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통과 교육부터 혁신과 건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문별 정책들을 조정하고,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부터 대도시까지 국가 내 여러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술, 인구, 환경 변화와 관련된 메가트렌드는 향후 장소기반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새로운
트렌드는 오늘날 모든 OECD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잘 인식된 것과는 달리 지역 차원의 메가트렌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메가트렌드의 영향은 한 국가 내에서도 획일적이지 않다. 이 보고서는 지역정책이 이러한 비대칭적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논의함으로써 중요한 틈을 메우고 있다.
올바른 정책을 시행한다면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생산성 향상을 되살리고, 불평등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기술은 주로 도시에 입지한
지식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농촌 지역 또한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 3D프린팅과 더
나은 통신기술로 거리에서 비롯된 격차를 좁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정책입안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들을
번영하는 곳과 낙후된 곳으로 양분할 것이다.
지역 전망 보고서는 정부 각층의 정책입안자들이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향후 지역별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시나리오의 범위를 분석하고, 오늘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해 정책입안자들이 차세대 지역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정책 포럼 섹션(Part II)에서는 고위 의사결정자와 저명한 학자들이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지역적
대응과 관련해 직접 견해를 제시한다. 우리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즉 미래지향적인 지역정책
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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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다. 정책 포럼에 게재된 에세이는 Corina Creţu 유럽지역정책담당 집행위원, Anne Hida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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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와 위원회 내 농촌정책, 도시정책 및 영토지표 실무 작업반에 감사를 표한다. 이 보고서는 2019년
1월 18일 서면 절차를 거쳐 지역발전정책위원회에 의해 인가되었다(CFE/RDPC(2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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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가이드

독자 가이드
인구 또는 기타 기능에 따른 지역 유형화

도시
Cities

개별 도시는 지방정부의 행정 경계에 따라 정의된다. 기능적 도시 지역(아래 참조)은 해당 도시의 도시 핵심부(urban
core) 이상을 포괄한다. 이 보고서에서 도시는 단순성을 위해 기능적 도시 지역을 말하며, 규모가 크면 대도시
지역(아래 참조)을 가리킨다. 행정도시를 가리키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기능 지역
Functional regions

기능 지역은 전통적인 행정 경계가 아닌 경제적･사회적 통합 정도에 따라 정의된 지리적 구역을 의미한다. 기능
지역은 특정 기준에 따른 자립형 경제 단위다(예: 통근, 상수도 또는 학군).

기능적 도시지역
Functional urban
areas

기능적 도시 지역은 인구밀집형 지자체(도시 중심지)와 그 도시 중심지 쪽으로 출퇴근이 많은 인접 자치체로
정의된다. OECD와 EU가 개발한 정의에 따르면 통근 구역을 포괄한다. 기능적 도시 지역은 행정 경계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 OECD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기능적 도시 지역을 추적한다.

대도시 지역
Metropolitan areas

대도시 지역은 25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기능적 도시 지역으로 정의된다. OECD 33개국에는 628개의 대도시
지역이 있는데, 2016년 기준 인구 1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지역은 99개였다.

권역(TL2, TL3)

지역은 OECD에 의해 국가의 행정조직을 반영하는 두 개의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OECD의 TL2(대규모
권역)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지역과 같이 지방정부의 첫 번째 행정구역을 나타낸다. OECD의 TL3(소규모 권역)는
TL2 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아키텐 TL2는 도르도뉴, 지롱드, 랜디스, 로트에가론, 피레네자틀랑티크
등 5개의 TL3를 포괄한다. TL3는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구역에 적용된다.

TL3 유형

TL3는 인구밀도의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지역 인구 비율에 기초해 도시(predominantly urban, PU), 중간
(intermediate, IN), 농촌(predominantly rural, PR)으로 분류된다. 도시, 중간 및 농촌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범주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확장된 유형화에서는 농촌을 다시 도시와 가까운 농촌 지역과 외딴 농촌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일정 이상의 인구가 최소 5만 명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도심지까지 이동할 때 소요되는
운전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호주, 칠레, 한국의 경우 도로망 정보 부족으로 농촌 지역을 세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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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자어 및 약어

두문자어 및 약어
ADAC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AV

Autonomous vehicle 자율주행차

CHF
COP21

Swiss franc 스위스프랑, 스위스 화폐단위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with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원장기술

EC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

ESPON

European Observation Network for Territorial Development and Cohesion 유럽 영토발전 및 결속을 위한
관측 네트워크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UR

Euro 유로, 유럽 화폐단위

GBP

British pound 파운드, 영국 화폐단위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HG

Greenhouse gas 온실가스

GHSL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 (produc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가 구축한) 글로벌 인간정주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GIH

Global Infrastructure Hub 글로벌 인프라 허브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시스템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JRC

Joint Research Centre (European Commission) 유럽공동연구센터

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라이다 센서 기술

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 및 북아프리카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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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r Deutscher Automobil-Club (영 General German Automobile Club) 독일자동차클럽

Megawatt 메가와트(전기출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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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th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국가공여금

NGO

Non-government organisation 비정부기구

NUTS

Nomenclature of units for territorial statistics 통계지역단위명명법(유럽표준지역분류)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OECD)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T

Personal income tax 개인소득세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adop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대표농도경로
** 역주: 온실가스 농도값을 설정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 결과의 대책으로 사회･경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결정함 (http://www.neins.go.kr/ltr/ccas/ccas04.asp, 2020.09.08. 검색)

RDPC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OECD)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United Nations)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ISA

Sistema de Incentivos por Serviços Ambientais (영 Acre's State System of Incentives for Environmental
Services) (Brazil) 브라질 아크레주의 환경서비스 인센티브 시스템

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중소기업

SPFM

Subnational pooled finance mechanism 광역 공동재원조달 메커니즘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도구

TL2

Territorial Level 2 대규모 권역

TL3

Territorial Level 3 대규모 권역

USD

US dollar 달러, 미국 화폐단위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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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장소기반(Place-based)정책은 취약한 경제성장과 대중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
1999년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는 장소기반정책이 모든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해 왔다. 구조적 경제정책은 특정 지역 특유의
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기반정책은 이에 없어서는 안 될 보완책이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소기반
정책의 채택은 특히 시급하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지역의 생산성은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비해 평균 46% 낮다. 게다가 OECD 국가 중 3분의 1은 국가 전체 생산성 증가가
단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지역은 대개 이미 생산성이 높고 국가 내 가장 큰 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노동 이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근로자
들은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 갇혀 있다.
지역 불평등의 영향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맞이한 세계경제위기와 성장
침체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치,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증가시켰다. 장소기반정책은 단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전통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뒤처져 있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일부 지역의 감정에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계화의 영향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불만 외에도, 앞으로 장소기반정책은 세 가지 유형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그 지역 특유의 영향력을 예측하고 다뤄야 할 것이다.
1. 디지털화, 자동화 및 기타 기술 변화
2. 도시화, 고령화, 이주를 포함한 인구 변화
3.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각 국가에 균일하지 않고 지역마다 상이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다양성에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고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자동화와 기타 파괴적 기술은 모든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등 신기술은 생산성 증가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궁극적으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신기술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그들이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동화로 인해 부문과 장소 전반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재분배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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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수는 OECD 지역별로 4~39%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의 비중이 큰 지역은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을 학습하고 새로운 일자리 구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상실되고
창출되는 일자리 종류에 따라 필요한 능력 개발과 기업 업그레이딩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이다.
자동화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강하게 체감될 것이다. 이들 지역은 1차･2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
고 있고, 서비스업의 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가상현실 기술 등 많은 신기술은 농촌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저밀도, 장거리
등으로 인한 기존의 단점을 신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농촌
지역에 서비스 제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기술 채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변화에 따라 지식 집약적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도시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자리 측면에서 기술 양극화는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 도시 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특히 빈곤층에게 부담이 되는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적정한 가격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이 도전에 대처하는 핵심 요소다.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시빅테크(civic technology), 가상현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구축, 공공서비스 공급 혁신, 지역 차원의 시민참여 촉진 등을 이룰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보안 문제나 소외집단의 배제 등 관련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

고령화, 도시화 및 이주에 따라 지역 인구 구성이 변화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도시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2015년 기준 전 세계에 걸쳐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총 5799개로, 약 30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도시와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다른 도시와 지역은 쇠퇴하고 있다. 최근 예측에 따르면,
데이터 구득(求得)이 가능한 OECD 지역 중 57%가 2050년까지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이
경우 과세 기반이 축소되고 공공서비스 제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서비스 공급에
자동화 및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지역의 정책입안자들은
신기술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주자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보다 젊은 경향이 있어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주민
통합정책은 지역과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기업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이해당사자가 해당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인구 변화는 지방정부의 공공 재정에 비대칭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지출과 수입 모든 면에서
특히 외딴 농촌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 변화나 디지털화 같은 메가트렌드는
노동시장과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와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의 과세 기반을 근본적
으로 바꿀 수 있다. 지방정부 과세 및 균등화 메커니즘은 그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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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맞서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향후 수십 년 동안 환경을 지배할 메가트렌드는 기후변화다. 지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핵심 행위자가 되는 것은 지방정부가 기후 관련 공공투자의 64%를 담당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중 일부를 수행한다. 그 범위가 자금이나
역량 문제로 제한되는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야심만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재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에 지방정부가 기여를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글로벌 메가트렌드에는 새로운 투자 요구가 수반된다.
현재 총 투자액은 신기술에 대비하고,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의 과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 국가 전체 공공투자의 평균 57%를 차지하는 지방정부는 투자
규모를 키우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투자를 위한 재정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들도 적절한 외부 민간 금융 활용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미래 수요에 맞추어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은 강화되고 보다 유연해짐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근 몇 년간 여러 OECD 국가가 비대칭적 지방분권(asymmetric decentralization)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거버넌스가 지역, 대도시 및 지방의
조건과 역량 차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험적 거버넌스는 실천을 통한 학습과 시행착오 프로세스를 정책 설계에 포괄함으로써 정부가
다양한 지역의 요구를 해결하는 더 나은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대칭적 지방분권
을 가령 대도시권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솔루션 개발 과정과 결합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OECD 전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미래지향적 지역정책을 고안하는 데 데이터 기반 예측부터 융통성 있는 예측 실험에
이르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다양한 시간 범위에서 (비록 불확실하지만) 그럴듯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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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지역발전정책의 재검토

제 1 장

지역발전정책의 재검토

이 장은 계속되는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장소기반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이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내는지 논의한다. 지속적인 불평등으로 낙후 지역(lagging regions)에서
경제･사회･정치적 불만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도시 지역과 다른
낙후 지역 간 문화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런 불만이 증폭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만의
지리(Geography of discontent)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계속되는 지역 불평
등의 이면에 있는 지역 특유의 요인을 고려하는 장소기반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됨. 국제법에 의거,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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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단위의 OECD 지역정책 패러다임
특정 정책 영역으로서의 지역정책은 1950-1960년대, 즉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재정 확대,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던 시기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활발하게 펼쳐졌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역적 불균형이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도입 당시 지역정책의 주요 목표는
형평성 확대와 균형발전이었다. 공공 개입을 통해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사용된 주요 도구로는 중앙정부의 금융 이전(financial transfer)을 통한 재분배가
있으며, 이는 특히 낙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동반했다(OECD, 2010[1]).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잇따른 경제 충격과 세계경제의 변화는 많은 OECD 국가에서 특정
지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정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 시기 지역정책의 주안점은 소득 및 기반시설의 불균형뿐 아니라 고용의 불균형 문제로 확장되었다.
기존 기업 및 신규 투자와 관련해 공급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산업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했다(OECD, 2010[1]). 이에 따라 기업 보조금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를
지원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지역정책은 주로 지역 투자 지원과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종종 낙후된
지역에 정책적 개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은 인프라 문제가 지역 경제통합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판단,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을 통한 인프라 개발에 집중했다(OECD, 2010[1]).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공공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지역 프로그램의 열악한 결과에 대해 시장 실패라는 주장이 조정 실패의 논거로 뒷받침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 입안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다. 지역정책은 기존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고안된 보조금 기반의 하향식 개입에서 지역 경쟁력 향상이라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정책으로 발전했다
(OECD, 2010[1]).
새로운 지역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 도구와 수단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990년대 후반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
와 하위 3개 실무 작업반(농촌정책, 도시정책, 영토지표)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활동은 1982년부
터 운영된 OECD 지역고용경제개발계획(Local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me; LEED)을 보완했다.

진화하는 컨센서스 –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의 20년간에 걸친 정책 논의
지역발전정책위원회는 1999년 경제 및 사회 조건의 변화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낳는다는
인식에 따라 구성되었다. 발족 후 첫해에는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재분배에서 지역 경쟁력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지역정책이 과거의 실수를 효과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규모
보조금에 기초한 하향식 정책이나 지역 자산과 단절된 인위적인 경제 및 기술 집적지의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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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지역에 존재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접근 방식 및 다층적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는 것도 포함되어, 모든 지역의
성장 도모(promote growth in all regions)라는 역동적인 비전을 뒷받침했다(OECD, 2012[2]).

수평적인 ‘정책 중의 정책’으로서의 지역발전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심각한 경제･사회적 결과는 어떤 변곡점이 되었다. 단기적으로
경기조정(Counter-cyclical) 정책이 필요하게 되면서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지역발전정책위원회 내에서는 지역발전전략이 어떻게 더 나은 공공투자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새롭게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체 공공투자의 57%가 도시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에 착안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OECD 정부 각 층위에 걸쳐 효과적인 공공투자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박스 1.1.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 20년간 작업의 주안점 (Ⅰ)
지역발전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은 고정된 정책 세트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전략들로 구성된다. 이 전략들은 여러 요소, 즉 다양한 부문별 정책(주택, 교통, 고용, 경제 개발, 혁신, 에너지, 복지,
교육, 토지 사용 등)과 정책 역량을 공유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에 의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의 부가가치를 명확히 하고, 유효한 정책으로부터 고도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 시민들의 복지는 어디에서 살고 일하는지로 결정되며,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OECD의 지역복지

데이터베이스(regional welfare database)에 따르면 소득 대신 생활수준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 간
격차가 더 크다. 이러한 지역 현실의 다양성은 정책 대응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한 범주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OECD 국가 내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장 낮은 지역에 비해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거의 두 배가 높고,
일부 소수 지역이 OECD 전체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지역은 총 성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모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한다면 총생산성과 포용성 모두 배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시에 지역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은 우리 사회를 미래의 도전에 대응해 더욱 회복력 있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자(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OECD 협력국)의
중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들도 정책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책 토론의 범위 또한 혁신과 기업가정
신, 기후변화, 기술, 인구 변화와 같은 이슈들로 확대되었다. 즉 지역발전정책은 ‘정책 중에서도
(종합)정책’이며, ‘OECD가 다루는 핵심 이슈를 지역 차원으로 다루기’라는 임무와 더불어 지역개발
지원을 목표로 여러 정책 분야를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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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불균형에 주목하게 되면서, 지역발전 목표로서 형평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기반 접근 방식과 사람기반(people-based) 접근 방식을 놓고
논쟁이 펼쳐졌다. 즉 정책이 특정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시적인 지역 차원이
아닌 사람들의 집단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였다.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특히 사람기반 정책이 적절한 범주에서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시행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OECD, 2011[3]).
장소와 사람을 목표로 하는 이중적 접근은 OECD의 후속 작업에서 다루어졌다. 지역복지를 강조함
으로써 사람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OECD, 2016[4]). 이와 동시에 지리적 범주의 문제는
다양한 작업에서 다루어졌다. 기능적 도시 지역을 정의하기 위한 통계 작업과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의 국제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적절한 범주’에서 정책 입안을 지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행정적 분절이 대도시 지역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도시-농촌 연계에 관한 후속 연구로 이어졌다.

박스 1.2.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 20년간 작업의 주안점 (Ⅱ)
무엇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활력은 경제성장과 경쟁력뿐 아니라 주민들의 행복, 포용,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다. 지역개발에
대한 현대적인 비전은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작용하며, 보완책들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절충하기도 한다.
∙ 지리적 다양성 앞에서 일률적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생 요인을 통한 성장은 지역사회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장기적 경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발전정책위원회는 농촌 정책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떤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과 생산성 격차를 좁힐 수 있는지 보여주었고, 농촌 지역의 정책 개입
논리를 기존 농업 중심적 정책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농촌 지역의 고유 역량 강화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정책 수행에서 규모가 중요하며, 행정구역보다 기능 영역이 더 중요하다. 지역발전정책위원회는 대도시 지역의 행정적
분절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도시-농촌 연계 강화가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에게 경제적･사회적･환
경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도시 및 지방정부는 OECD 내 전체 공공투자의 57%를 책임지고 있다. 효과적인 다층적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량은 지역발전정책뿐만 아니라 투자, 인프라, 토지이용, 수자원 등 장소기반 요소와 연관된 정책에도 필수적이
다. OECD 정부 각 층위에 걸친 효과적인 공공투자에 대한 권고안은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지방 단위 데이터 및 거버넌스 지표를 통해 과제 진단, 전략 개발,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정책 구현에 대한 실증기반
접근 방식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역발전정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지역 데이터베이스, 지역 복지 데이터베이스,
대도시 데이터베이스, 비교 가능한 기능적 도시 지역 설정, 지방도시 재정 전망, 대도시 거버넌스 조사 및 물 거버넌스
지표)를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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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산성 하락과 기존 구조 개혁의 영향
지난 수십 년간 OECD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제 동향 중 하나는 선진국 대부분이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2010-2016년) OECD 가입국의 연간 노동생산
성 증가율은 0.9%였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7년 동안의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인 1.8%의 절반에
불과하며 많은 OECD 국가의 역사적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OECD, 2018[5]). 더욱이 특정
몇몇 지역에서만 생산성이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생산성
저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와 격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된다. 특히 장기적
으로 임금 상승률을 하락시킨다. 또한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공적자금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 OECD는 구조정책(structural policies)의 개혁을 권고했
다. 이들 정책은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조세･노동
시장･경쟁･교육･무역 등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제를 다룬다.
구조정책의 주요 목표는 장기적 생산성 증가와 경제 안정의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노동자 등 경제행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경제 성과
및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구조정책은 독과점 같은 부정행위와 지대 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활동을 제한하는 데 힘쓴다. 소득분배와 같은 형평성 문제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구조정책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속가
능한 공공 예산, 효율적인 공공 지출, 기업 친화적인 공공행정을 목표로 한다. 표 1.1은 OECD의
Going for Growth(OECD, 2018[6])에서 개혁 대상으로 간주된 구조정책의 개요를 보여준다.
표 1.1. 구조정책의 개혁 대상 OECD Going for Growth 구조개혁 권고안이 목표로 하는 정책 분야
기술 개발

비즈니스 역동성 및 지식 확산

사회적 응집력 및 노동시장 역동성

R&D 및 혁신

물적/법적 인프라

보건 분야 효율성

고등교육/직업교육

세금 구조

최저임금 및 임금협상 시스템

초중등교육

무역장벽 및 해외직접투자

노동시장 규제

부문별 규제 부담

근로세
주택정책
사회보장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이민자 및 소수자 포용
성평등적 노동시장

출처: OECD (2018[6]), Economic Policy Reforms 2018: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http://dx.doi.org/10.1787/growth-2018-en.

대부분의 구조정책은 경제의 공급 측면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개혁 이후 기업이 새로운 구조적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력은 작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조개혁은 순환적 경기변동 관리 측면에서는 그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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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장기적
변화를 일으킨다. 구조개혁이 연간 성장률을 조금씩만 상승시키더라도 누적효과는 장기적으로 소득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의 지역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개혁
대부분의 구조정책은 장소를 고려하지 않는다(place-blind). 다시 말해 정책은 국가 내 전체
영토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고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다. 노동시장 규제는 보통 한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규제는 직업이나 소득수준 같은 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노동자
가 국가 내 어디에 살고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일부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정부가
구조정책을 운영하는 데 막강한 권한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를 고려하지 않는 구조정책은 종종 피할 수 없고 대개는 바람직하게 시행된다. 제품
시장 규제나 세금 정책에 지역 간 차이가 크다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정책은 장소 무차별적이다. 다만 이는 지역 간 경제적 차이에
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제한한다. 나아가 이는 국가 차원에서 설정된 일부 구조정책이
어떤 지역에서는 최적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구조개혁의 영향
대부분의 구조정책이 장소 무차별적이라는 사실이 장소 중립적(place-neutral)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구조정책이 한 나라의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수십 년간 많은 구조정책은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했다. 무역 자유화가 국가 전체에 긍정적임은
잘 알려져 있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해 거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 도시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해외로부터 야기된 새로운 경쟁에
직면한 제조업 기반 지역은 피해를 보았다(Autor, Dorn and Hanson, 2013[7]).
구조정책의 일률적인 성격 때문에, 한 나라의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구조정책
들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지역 간 경제구조와 경제 성과의 큰 차이를 감안할 때, 한 지역에 잘
맞는 구조정책이 다른 지역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폐쇄된 산업 부지(브라운필드,
brownfield)를 전환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산업 전환을 겪는 지역에 적절한 구조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번창하는 도시에서는, 브라운필드 부지의 전환이 추가적인 인센티브 없이도 수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금 혜택이 오히려 토지 소유주들에게만 이득을 안겨주는 꼴이 된다.
구조정책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많은 OECD 국가가 생산성 수준과 생산성
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이동성, 즉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서 성공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지역 불균형의 영향을 완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인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소기반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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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지속적인 지역 간 생산성 차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역에 따라 경제 성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성과가 가장 미약한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동일 국가 내 가장 우수한 지역보다 46% 낮다.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최고 성과 지역과 최저 성과 지역 간 6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마찬가지
로 실업률은 보통 한 국가에서도 지역에 따라 3배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난다(그림 1.11 참조).
지역 간 차이가 일시적이고, 낙후 지역이 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빠르게 따라잡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이는 매우 지속적이다. 그림 1.1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년과 2015년
두 시기에 걸쳐 생산성 수준의 지역별 순위가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관계수가
0.7을 상회해 지역 생산성의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스페인과
체코로, 특히 상관계수가 0.5 미만인 체코는 지역 순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1.1. 국가 내 생산성 차이의 지속성
국가 내 지역 생산성 수준의 스피어만 계수, 2000년과 2015년

주: 이 그래프는 한 국가 내 지역 간 생산성 차이가 지속적임을 보여줌. 값이 클수록 생산성 수준의 지역별 순위가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함. 차이의
지속성이 차이의 절대적 크기와 반드시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즉, 지역 생산성 수준의 지속성이 높은 국가에서도
실제 차이는 작을 수 있음.
출처: OECD (2019),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를 기반으로 계산, https://doi.org/10.1787/region-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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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추동하는 두 가지 성장모델
2000년 이후 국가 내 지역에서 생산성이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성장모델이
두드러진다.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OECD 총 31개국 중 17개국은 지역분산적 생산성 성장모델(a
regionally distributed productivity growth model)을 따랐다(표 1.2).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
은 생산성 변경(frontier) 지역(**역주: 국가 내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고용의 최소
10%를 차지하는 지역)이 국가 전체 생산성 증가율의 50% 미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경우 지역 간 생산성 증가율 차이는 대체로 점진적으로 나타났고 특정 지역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더욱이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지역 중에는 생산성 수준이 낮은 지역도 여럿 있었다.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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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지역분산적 생산성 성장모델을 채택한 국가의 지역별 생산성은 일정 수준에 수렴하거나,
적어도 차이가 더 는 벌어지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14개국은 지역집중적 생산성 성장모델(regionally concentrated productivity
growth model)을 따랐다. 여기서는 생산성 변경 지역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50% 이상
기여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수준의 지역적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표 1.2는 이 두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을 보여준다.
그림 1.2는 6개국에 대한 지역분산적 성장모델과 지역집중적 성장모델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의
왼쪽 국가들은 지역분산적 성장모델, 오른쪽 국가들은 지역집중적 성장모델에 해당한다. 두 가지
패턴이 두드러진다. 첫째, 두 범주의 정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지역집중적 성장모델 국가에서는
생산성 변경 지역이 총 생산성 증가에 불균형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놀랍게도 지역집중적 성장모델
국가에서는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지역과 나머지 모든 지역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분산적 성장모델 국가의 생산성 증가 기여도는 전 지역에 걸쳐
점차 떨어지고, 지역 간 큰 격차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표 1.2. 지역 성장모델, 2000-2016년
지역분산적 생산성 성장모델 (타입 1)

지역집중적 생산성 성장모델 (타입 2)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체코

캐나다

덴마크

칠레

에스토니아

독일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한국

라트비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멕시코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스웨덴

폴란드

영국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주: 생산성 변경 지역이 국가 전체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50% 미만이거나, 변경 지역의 생산성 증가율이 음수일 때 지역분산적 성장모델로
분류함.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에 대한 변경 지역의 기여도가 50% 이상일 경우, 지역집중적 성장모델로 분류함. 한 지역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국가 전체 실제 생산성 증가율과 해당 지역을 제외한 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로 계산됨.
2000-2016년 기간 동안, 헝가리는 지역집중적 성장모델에서 지역분산적 성장모델로 이동
2000-2016년 기간 동안, 체코는 지역분산적 성장모델에서 지역집중적 성장모델로 이동
출처: OECD (2019),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를 기반으로 계산, https://doi.org/10.1787/region-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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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증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고용 증가의 차이일 수 있다. 지역 혹은 국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고용과 생산성 사이에는 역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기에
평균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 고용은 감소한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 분야를 폐쇄하
고, 생산성 수준이 낮은 몇몇 회사는 완전히 폐업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은 감소하지만, 동시에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더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생산성 수준은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기존 근로자들보다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을 추가로 고용할 때
평균 생산성은 감소할 수 있다.
만약 지역집중적 성장모델 국가들이 가장 생산적인 지역 밖에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지역분산적
성장모델 국가들이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고용을 증가시킨다면, 관찰된 패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패턴을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생산성과 고용 사이의
반비례 관계는 주로 단기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역집중적 성장모델 국가들은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생산성 증가율뿐만 아니라 고용 증가율도 높았다.
그림 1.2. 생산성 성장모델, 2000-2016년
지역분산적 성장모델 (유형 I)

지역집중적 성장모델 (유형 II)

주: 각 그래프의 막대는 국가 내 실제 생산성 증가율과 해당 지역을 제외한 생산성 증가율 간 차이를 나타냄. 검은색 막대는 각국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임.
출처: OECD (2019),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를 기반으로 계산, https://doi.org/10.1787/region-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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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생산성과 균등하게 배분된 생산성의 관계
지역분산적 성장모델 국가보다 지역집중적 성장모델 국가의 생산성 수준이 더 높다는 잠정적
증거가 있다(그림 1.3). 제조업과 시장 서비스 부문(이윤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서비스)의 경우,
지역집중적 모델에 속하는 국가들의 TL2 수준에서 생산성이 10%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오른쪽 패널). 비(非)시장 서비스, 즉 공공부문이나 기타 비영리 행위자가 생산한 서비스의
경우, 두 그룹 간의 생산성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지역집중적 성장모델 국가의 제조업 및 시장 서비스 부문 생산성
TL2 부문별 노동생산성 (노동자 1인당 총 부가가치), 2016년

주: 2016년 혹은 구득 가능한 최신 데이터 이용함. 노동생산성은 총 부가가치(2010년 기준 실질 PPP, 미국달러 표시)를 고용으로 나눈 값이다.
출처: OECD (2019),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를 기반으로 계산, https://doi.org/10.1787/region-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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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나라의 지역 성장모델과 전체 생산성 수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자료는 두 집단 간 생산성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다른 요인에 의해 추동되거나 우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은 추가 분석을
위한 중요한 질문거리가 된다. 지역분산적 성장모델을 가진 국가들의 생산성 수준이 구조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정책입안자들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서나 생산성 증가를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 간 생산성 및 고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경제이론
지역 간 경제 성과의 일부 차이는 예상되며 대부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간의 차이다. 다양한 형태의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잠재고객,
공급업체와 노동자의 밀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낮은 장소에 있는 기업보다 밀도가 높은 곳에 있는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이 효과는 인구 규모에 따라 커진다. 평균적으로
대도시의 회사들은 작은 도시의 회사들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 더욱이 도시, 특히 대도시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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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든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대부분 대도시에 입지한다(OECD, 2018[8]). 이러한 사업 부문
구성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 간 생산성 차이를 더욱 증가시킨다.
도시가 창출한 집적경제는 국가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것은 더 많은 혁신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혁신은 도시 자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도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시작된
혁신은 전국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역할은 명확하게 연구돼 왔으며, 경제이론을 통해 왜 도시가 이윤을 창출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간 생산성 차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또한 가장 생산적인 도시와
낙후한 지역 간의 불균형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고도로 생산적인 장소로부
터의 지식 유출은 덜 생산적인 곳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실업률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Rodrigez-Pose,
2018[9]). 자본이동성으로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시 집적경제를 통해
생산성 변경 지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들 또한 너무 뒤처지지 않고 보조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불균형은 그런 친절한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농촌의 생산성은
동일 국가 내 도시 지역 평균 생산성의 80%에도 못 미친다(그림 1.4). 앞서 논의했듯이, 많은 나라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과 뒤처지는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주요 산업의
쇠퇴 등의 충격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들은 종종 수십 년의 경기침체를 겪는다. 대개 낙후된 지역은
생산성 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지역 자원의 활용도가 낮다(그림 1.11 참조). 이는
특히 외딴 농촌 지역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도시와 가까운 농촌은 도시와의 격차를 일부 줄일 수
있지만, 그림 1.4는 이러한 융복합 과정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1.4. 도시 지역과의 생산성 격차가 줄어드는 도시 근교 농촌
도시 TL3 대비 농촌 TL3의 노동생산성, 2000-2015년

주: 생산성은 TL3 내 노동자 1인당 GDP로 측정됨. EU 23개국의 농촌 지역(381개 지역, 그중 148개가 외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365개
지역)을 대상으로 계산됨. 유형별 생산성은 지역 평균치임.
출처: OECD (2019),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를 기반으로 계산, https://doi.org/10.1787/region-data-en.

StatLink

OECD 지역 전망 2019

https://doi.org/10.1787/888933922099

31

Ⅰ. 1. 지역발전정책의 재검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장소기반정책의 필요성
경제원론에서 예상하듯이 지역 간 경제 성과 차이가 일정 수준에 수렴한다면 구조정책 이외의
지역발전정책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낙후된 지역이 저절로 성장한다면 정책입안자들은
특정 장소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도 구조정책 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 성과에 큰 격차가 있고 그 격차가 지속된다는 사실은 지역 격차가 자연스레
일정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예상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낙후 지역이 성장 지역을
따라잡을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불균형은 사회적 응집력을 손상시키고,
이에 대해 낙후 지역의 주민들은 정책입안자들이 비교적 빠른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장소기반 지역발전정책은 모든 지역이 지역 나름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 성과뿐만 아니라 이 성과의 원인이 되는 요소 측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접근법이다. 각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정 장단점이
있다(예는 표 1.3 참조). 장소기반정책의 목적은 그러한 장점을 각 지역의 내생적인 경제발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표 1.3. 지역적 강점의 예시
분야

강점

경제

∙ 기존 산업 클러스터
∙ 노동력 내 특정 기술
∙ 특화된 공급 기반
∙ 거대한 소비자 기반

지리

∙ 자원 가용성
∙ 저렴한 재생에너지 가용성
∙ 전략적 입지 (예: 교통요충지)
∙ 기후
∙ 자연경관

제도

∙ 효율적인/유연한 기관
∙ 상호협력적 문화

문화

∙ 언어 능력
∙ 시장화 가능한 전통(예: 로컬 식당)
∙ 기업가주의적 전통

지식기반

인프라

∙ 고급 연구 기관
∙ 고부가가치 틈새 분야에 대한 연구 부문 특화
∙ 산학협력
∙ 교통 인프라(예: 항구, 공항)
∙ 고속 데이터 연결망
∙ 관광 인프라

주: 이 표는 지역적 강점의 예를 제공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음. 장소기반 지역발전의 핵심 과제는 지역 고유의 강점을 식별해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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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기반 지역발전정책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특정 약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만이 가진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지역 내 광범위한 행위자들을 포괄하며,
많은 경우 여러 보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요리 전통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부패하기 쉬운 상품들이 적시에 주요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가공산업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소규모 식품 생산시설 소유주들에게 수출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식품을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가 창설되어야 한다.
위 식품가공산업의 예시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을 살펴보자. 주요 기반시설은 대개 중앙정부가
제공한다. 지역 내 교육정책 수립에는 대학, 정부, 고용주, 노동조합이 포함된다. 수출 방법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은 지방정부 산하 사업개발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협회는 마케팅
캠페인을 후원하고 조정한다. 이러한 가상의 지역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최소한 두
층위의 정부, 정부 기관, 그리고 비정부 행위자 셋 간의 조정이 필수적이다.
장소기반정책은 종종 행정구역이 아닌 기능적 영역을 대상으로 설계된다. 많은 경우 지역 간의
행정 경계는 영토 전체의 경제적 연계 구조와 상응하지 않는다. 핵심 도시와 그 주변의 통근 가능
지역, 농촌과 도시 지역,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의 인접 지역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또는 국가 관할권의 경계는 이러한 연계를 반영하지 않는다. 장소기반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넘어 전체 기능적 영역을 대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의 장소기반 지역정책은 낙후된 지역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프라 투자와 같은 특정 정책 수단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지역 내외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특정 지역의 조건을 고려하는 조정된 정책을 실행한다.
Iammarino, Rodríguez-Pose and Storper (2018[10])가 강조했듯이, 형평성(equity)은 현대 장소
기반 지역정책의 주요 정책 목표지만,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영구적 이전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고용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지역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대 장소기반정책은 또한
국가 내 지역 간 바닥을 향한 경주(race-to-the-bottom)의 역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세수나
환경 및 노동 기준을 희생하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장소기반정책은 국가 전체의
경제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각 지역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1.4는 지역발전을
위한 현대 장소기반정책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소기반정책이 구조정책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구조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장소기반정책은 지역 특수성을 경제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조정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장소기반정책이 국가
범주에 알맞게 설계된 구조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기반정책이 단지 지역 관점에서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지역은 고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잠재력을 훨씬 밑도는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지역 자체뿐만 아니라 국세 수입과 같은 국가 집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낙후된 지역에 장소기반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구조정책을 보완하고 종합 경제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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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현대 장소기반 지역정책의 특징
현대 장소기반 지역정책의 특징
문제 인식

낮은 생산성(수준 및 성장률); 활용도가 낮은 지역 잠재력; 지역 경쟁력의 부재; 지역-간 및 개인-간 불균등

목적

생산성 증가율 확대;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삶의 질 개선

일반 정책 프레임

지역 프로그램을 통한 활용도가 낮은 지역 잠재력 활용; 기존 강점 활용; 지역 혁신 시스템 개발

공간적 인식

국가 내 전 지역에 대해 지역맞춤형 정책 시행

행위자

모든 층위의 정부; 연관된 비정부 이해관계자(공공, 민간, 학계, 비정부기구)

정책개입의 단위

행정구역 및 기능 지역을 모두 고려. 기능 지역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상호작용하는 지역을 포괄함
(예: 도농연계, 기능적 도시 지역, 국경-간 지역)

시간 단위

새롭게 드러나는 도전 및 기회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장기 정책 환경 제공 필요

정책 분야

맥락특수적; 연관된 모든 정책 분야 및 지역 특성을 고려(경제, 지리, 인구, 사회, 문화 등)

주안점

지역 자산 및 지식기반 내생적 성장

정책 도구

인적자원 투자(예: 고등교육, 직업훈련, 초중등교육 등), 인프라 투자, 사업발전 지원(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신용 보증 등), 연구 및 혁신 지원, 비정부 행위자 간 조율(비즈니스, 대학 등) 등 폭넓게 고려

실행 방식

부문, 정부, 사법체계 등에 걸친 정책 조정, 민간 이해관계자 및 시민 참여 독려

OECD (2010[1]),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OECD Countries, https://dx.doi.ofg/10.1787/978964087255-en을 수정 및 보완.

세계화의 이점을 얻기 위한 장소기반 발전전략
세계화는 장소기반정책의 필요성을 강화해 왔다. 증가하는 상품, 자본, 정보의 흐름은 전 세계의
유례없는 경제통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역 간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무역 증가는 전체적으로는 이로웠으나,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역 충격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하강이 장기화했기 때문이다(Autor, Dorn and Hanson,
2013[11]). 이러한 불균일한 결과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따라 국제경제통합에
따른 여러 이점을 포기해야 할 위험이 발생한다. 오직 장소기반정책만이 무역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발 수출 증가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국제무역은 운송 기술과 인프라 발전에 힘입어 19세기부터 크게
성장했다(Federico and Tena-Junguito, 2017[12]). 이는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대 대공황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1970년부터 19세기 동안 달성한 것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뚜렷한
상승 흐름을 재개했다(Federico and Tena-Junguito, 2017[12]). 1980년 이후 세계무역은 세계
생산량보다 평균 2배 가까이 빠르게 성장했다(WTO, 2013[13]). 국제무역협정이 이러한 무역 성장을
뒷받침했다. 1980년대에 걸쳐 50개 미만의 협정 효력이 발효되었다. 1995년까지 WTO는 116건의
협정을 체결했고 10년 후에는 그 수가 240건에 이르렀다. 2018년 기준 유효한 무역협정은 총
485건으로 다시 2배 이상 늘었다. 그림 1.7은 이것이 특히 중･저소득 국가들의 수출에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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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수십 년간 세계무역 발전의 주요 요인은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낸 중국의 급속한
발전이었다. 애초 중국의 발전은 섬유나 가구 등 기술적 복잡성이 낮은 제품과 지식집약도가 낮은
복합제품(complex product) 생산(예. 최종 조립)이 주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단순한 중간재 공급자
와 최종 상품의 조립자로 그치지 않았다.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세계 기술의 최첨단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 의제를 수립했다. 이것은 1970년대 작은 어촌이던 선전이
오늘날 18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megacity)로 성장한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도시는
1979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가 되었고, 기존 조립공장 밀집지에서 중국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밀집지로 빠르게 성장했다. 선전은 2016년 중국 국제특허 전체 출원 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연구개발비 지출은 이미 GDP의 4.13%로 OECD TL2 상위 5%의 연구개발
수준에 버금간다.
그림 1.5. 중국의 국제무역 성장세
중국의 국제무역 부문별 점유율

출처: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8),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ttp://atlas.cid.harvard.edu (2018년 11월 20일
접속) 에 기반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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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소비자들
무역에서 얻어지는 가장 큰 이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편익은 각 소득 집단의 소비
패턴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부유한 가구가 수입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역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은 저소득 가구보다 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멕시코에서 외국
슈퍼마켓이 문을 열었을 때 가계소득의 약 6%에 해당하는 후생 증가가 발생한다. 이 혜택은 외국
소매상들이 같은 제품을 자국 매장보다 평균 12% 저렴하게 판매하고 5배 많은 수의 제품을 내놓는
데 크게 기인한다. 이러한 이윤은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소득 집단에 가장 크게 돌아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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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들은 구매처 대부분을 외국 소매상으로 바꾸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약 50%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Atkin, Faber, and Gonzalez-Navarro, 2018[14]).

박스 1.3. 글로벌 가치사슬: 상품 무역이 곧 업무 무역(trade in tasks)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은 생산공정을 훨씬 더 작은 단위로 나누기 시작했다. 현지 및 수입 원료를 투입해 생산한 최종
상품이 거래되기까지, 오늘날 기업들은 지역 비용 이점을 활용해 서로 다른 지역 혹은 국가에서 각각의 단계를 수행한다
(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8[15]). 이 ‘업무 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이 개념에서 각 장소는 제품의 부가가치 형성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가치사슬 내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빠르게 성장하는 많은 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혜택을 받았다. 연평균 6% 이상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인 거의 모든
지역이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그림 1.6).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증가와 전반적인 부가가치 증가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고성장 지역의 수출 부가가치 성장

주: 유럽 TL2의 명목 연간 부가가치 평균 증가. 추세선은 수출과 총 부가가치에 대해 동일한 증가율을 나타냄.
출처: Los, B. and W. Chen (2016),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icators for European regions” 의 데이터에 기반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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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은 생산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생산이 서로 다른 행위자, 지역 및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사슬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선두 기업인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선도 기업은 자회사(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그린필드 또는 브라운필드)와 계약 파트너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결합해 글로벌 규모의 공급 네트워크를 통제한다(Altomonte et al., 2013[17]).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의 혜택을 받으려면 각 지역은 고유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을 둔 발전이 필요하다. 이는
글로벌 생산 흐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역량을 갖추고, 지식과 역량의 거점이 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네 가지 요소를 통해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혁신, 그리고
신기술의 채택 및 통합을 위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역 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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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보완적 역량을 지닌 지역 외부 공간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가장 필수적으로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내 공통 의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통상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교육, 투자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Labory
and Bianchi, 2018[18]).

소비자가 무역으로 얻는 이익 또한 공간적 차원을 갖는다. 대도시의 가구는 소득의 더 큰 부분을
지역 서비스, 특히 주택에 소비하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영국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는 영국 내 물가 상승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모든 소득 집단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영향은 특히 영국 북부와 북아일랜드의 비도시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Breinlich et al., 2017[19]).
그림 1.7.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
1995-2017년 수출 성장률 (미국달러 기준)

연평균 수출 성장률, 1995-2017
10% 이상
7%-10%
3%-7%
0%-3%
감소
정보 미제공
주: 1995-2017년 기간 또는 구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연도의 성장률을 계산함. 2001년 이전 혹은 2009년 이후 데이터가 없는 국가는 제외함.
출처: IMF, “Export of Good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nnual) (database), http://data.imf.org를 기반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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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4. 금융위기 이후 더 빠른 회복으로 이어진 수출기반 성장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수출 실적이 좋은 지역은 다른 대부분 지역보다 선전했다. 2007-2008년 위기 이후 경제
후퇴를 겪지 않은 소수의 지역은 평균적으로 수출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3%p 이상
높았다. 평균 성장률 차이는 201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돌아간 지역의 경우 약 2%p, 2015년까지 회복된
지역의 경우 0.5%p 높았고, 2015년에 위기 이전 수준을 밑돈 나머지 지역의 경우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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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위기에서 더 빠르게 회복한 수출 주도 성장 지역
2007-2008년 위기에서 극복한 시기 기준 수출 부가가치와 전체 부가가치 차이
5
4
3

수 2
출
1
주
도 0
성 -1
장
-2
정
도 -3
-4
-5

즉각적 회복

2009-11 회복

2012-15 회복

2015까지 회복못함

주: 1인당 실질 GDP(2010년 기준 실질 GDP(미국달러 표시))가 적어도 2007-2008년만큼 높았을 때 위기에서 회복된 지역이라고 판단함.
위 상자수염그림(박스앤위스커 플롯)은 유럽 NUT2 243개 지역의 2000-2010년 연평균 수출 부가가치와 전체 부가가치 차이를 보여줌.
각 박스는 사분위 간 범위를, 가로선은 비가중 평균을, 얇은 세로선은 최댓값과 최솟값(이상치 제외)을 의미함.
출처: OECD (2018[8]); Los and Chen (2016[16])을 기반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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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중점을 둔 지역이 주로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보다 위기를 더 잘 극복했다는 사실은 놀랍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과의 연계가 강한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역효과를 더 잘 완충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
생산량뿐 아니라 일자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7-2008년 위기 이전까지 무역 가능 업종에서 무역 불가능 업종으로
고용 이동이 가장 적은 지역이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이 더 낮았다(OECD, 2018년[8]).

무역 관련 갈등
많은 OECD 국가에서 OECD 사무총장이 설명한 무역의 이익을 두고 회의론이 증가하고 있다.

[……] 몇몇 세계화에 대한 반발들을 미루어봤을 때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것
같다. 정치적 측면에서 이는 포퓰리즘 운동의 흐름이자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억 명 이상의 인구를 극빈에서 해방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키웠으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1인당 소득을 증대시킨 수십 년간의 국제적 공조를 풀겠다는 위협이다.
여러 요인이 이러한 반발과 ‘무역 갈등’에 일조한다. 어떤 경우 그 요인은 가시적인데, 특정 부문의
변화가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기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함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무형적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과 연관된다. 이러한 문제는 대개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 경제적 붕괴, 기회 부족이라는 오래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Rodrigez-Pose,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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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연구는 일부 지역에 대한 무역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중국산 수입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던 미국의 제조업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 노동참여율 저하, 임금 하락을 경험했
다. 이와 함께 실업, 장애, 퇴직, 건강관리에 대한 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했다(Autor, Dorn
and Hanson, 2013[21]). 이는 지역 노동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초기 충격 후 10년이
지나도 임금과 실업은 여전히 악영향을 받는다(Autor, Dorn and Hanson, 2016[22]). 이와 유사하게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등 다른 많은 나라의 지역에서도 수입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 분야에서 특정 지역 내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같은 지역 내
다른 분야나 다른 지역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 해고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에 역동적인
부문이 부족해 무역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을 상쇄할 다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무역 충격으로 고통받은 지역의 실업률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Autor, Dorn and
Hanson, 2016[22]). 미국과 유사하게 스페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수입 경쟁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Donoso, Martin and Minondo, 2015[23]).

불만의 지리(Geography of Discontent)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기반 접근
많은 지역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는 이러한 불만을 반영한다.
이것은 영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 중 하나인 유럽연합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도는 체코,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 많은 동유럽 국가에서도 낮다(European
Commission, 2017[24]). 또 다른 불만의 징후로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 증가(Boxell, Gentzkow
and Shapiro, 2017[25]), 정치적 분열 증가(독일), 기성 정당 붕괴 및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가진 새로운 정당의 급증(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면서 대규모 관세가 도입되는 등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위협한다.
정치적 불만과 연관된 많은 지표 중 현 상태에 대한 불만에 뚜렷한 지리적 패턴, 즉 불만의 지리
(Geography of Discontent)가 존재함을 보여준다(Los et al., 2017[26]). 장기적 경기 하락을
경험한 지역에서 불만이 높으며, 특히 산업 전환에 실패해 고전하는 제조업 지역에서 불만이 높다
(Becker, Fetzer and Novy, 2017[27]).
불만에 대한 대응 문제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그림 1.9는 지역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여준다. 위기 발생 이후 8년이 지난 2015년에도
상당수 지역이 여전히 위기 전 1인당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위기 후
1인당 GDP는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지역이 위기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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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역별 위기 전(2007년) 1인당 GDP 수준으로 회복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
실질 1인당 GDP 기준 회복
하락 없었음
2007-08 수준으로 2년 이내 회복
4년 이내 회복
6년 이내 회복
7년 이내 회복
2005년 기준 2007-08 수준 이하

이 지도는 설명 목적으로, 이 지도에서 다루는 영토
해 대한 어떠한 지위 및 주권에 대한 침해는 없음.
행정 경계 출처: 국가 통계청, Eurostat, FAO
Global Administrative

출처: OECD (2018), Productivity and Jobs in a Globalised World: (How) Can All Regions Benefit?,
https://dx.doi.org/10.1787/9789264293137-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194

경기침체 지역의 대중적 불만 수준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역, 대개 도시 지역과 비교하면서
더욱 높아진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전체 신규 일자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창출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수도권이 신규 일자리의 25% 이상을 담당했다(그림 1.10). 또한 수도권은
위기 전후 일자리 감소에 따른 영향이 훨씬 적었다. OECD 10개국이 2006-2016년 사이 순 일자리
감소를 경험했다. 그러나 동일 기간 내 수도권은 단 세 곳만 순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다.
그림 1.10.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
2006-2016년 전체 일자리 대비 수도권의 일자리 점유율, TL2

주: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수도권은 해당 기간 일자리 감소를 경험함. 데이터 구득 문제로 인해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의 경우 2006-201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함.
출처: OECD (2018[28]),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8: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https://dx.doi.org/10.1787/9789264305342-en.

Sta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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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반적으로, 고용 지표는 국가에 따라 극적으로 다르다. 이탈리아와 터키의 경우 지역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장 낮은 지역보다 7배 이상 높다.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지역 사이 실업률이 최소 2~3배가량 차이 난다. 즉 때때로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경제적 기회가 극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림 1.11. 2017년 지역별 실업률, 국가별 상위권 및 하위권

주: 맨 위 다이아몬드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나타내며, 맨 아래 정사각형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함. 가로 막대는
전국 평균을 나타냄.
출처: OECD (2018[28]),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8: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https://dx.doi.org/10.1787/9789264305342-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232

그러나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 요인만으로 불만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 요인, 특히 변화하는 문화적 컨센서스에 대한 반발도 불만의 지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있다.
불만의 지리에서 문화적 차원이 반드시 경제적 차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Goodhart
(2017[30])는 여러 곳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동형 정체성을 구축한 사람과 특정
장소에 뿌리내린 정체성을 구축한 사람, 두 집단으로 유형화한다. 전자의 경우 문화 변화에 익숙한
반면 후자는 변화에 더 저항적이다. 여러 측면에서 이 격차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코스모폴리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지역주의자들 간의 차이로 대표할 수 있다.
Gordon (2018[31])은 개인이 처한 경제 상황보다 개인의 성향이 불만의 지리 패턴을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불만의 지리를 설명하는 성향 요인의 분포에 뚜렷한 지역적 패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Rodriguez-Pose (2018[9])는 지역 간 불평등이 개인 간 불평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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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설명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간 불평등의 경제 패턴이 앞서 언급한
문화적･개인적 성향과 겹치는 경우, 경제적으로 배제됐다는 감정과 문화적 측면의 우려가 상호작용하
면서 많은 사람이 주요한 정치적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다.
불만의 지리에서 문화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정책 입안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조금 기반 지역발전정책에 반대되는 논점을 제공한다. 보조금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어려운 지역의 물질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과거 노동이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의 원천이었던 지역사회의 문화가 손상되었다는 인식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Ulrich-Schad and Duncan, 2018[33]). 게다가 지속적인 보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심화시킬 것이다.
문화사회적 요인은 노동이동성 증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불만의 지리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많은 사람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들은 지역에
남는 것이 설사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되더라도 남기를 선호한다. Cass (2018[34])가 강조했듯이,
역사적으로 인구 대다수가 더 나은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기보다는 심각한 침체 지역에 계속
머무르기를 택한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OECD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지배적
서사가 된 도시와 도시적 생활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부 자체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정의하는 사회집단은 노동이동 장벽이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도시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불만의 지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이러한 불만의 지리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드러낸다. 너무 많은 지역이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뒤처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불만의
지리 이면에 있는 원인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만의 지리 패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장소기반정책이 필수적이다.
모든 지역의 주민들은 생산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경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리를 통해 변화하려는 사회의 역량을 억누르지 않고, 분노를 자극하는 지속적인 지역
불균형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적절한 공공정책은 여러 정책을 결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노동이동성을 촉진하는 조치를 수반해야겠지만,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 또한 제공해야 한다.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경제발전을 창출하는 장소기반정책으로 구조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많은 성공적인 장소기반정책은 산업 역사와 연관된 해당 지역의 강점에 기반을 둔다. 그러한
정책들은 이중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미래가
오늘의 자산으로부터 구축된다는 경제 진화 모델을 따름으로써 연속성에 대한 문화적 욕구에도
부합한다. 이로써 기존 경제적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보유 기술은 가치가 높아지며 경제적 전통은
업데이트되거나 재창조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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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 관련된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주로 도시에 입지한 지식 집약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임을 보여준다. 반면 생산성 수준이 낮은 지역의 일자리는 자동화로 인해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신기술이 현재 직면한 여러 지역문제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다만 새로운
기술에 잠재된 이익이 자동으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지역 내의 특정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고 불만은 더 커질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의 행동이 빠를수록 지역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자동화나 경기침체로 인한 새로운 경제 충격이 지역을 강타할 때, 가장 나쁜 결과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오늘 행동을 미룬다면 내일 불만의 지리를 해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주(註)
1. 시장 서비스는 생산원가를 충당하고 생산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지
는 서비스로 정의됨.
2. TL2는 대부분 지방정부 단위(주 또는 도 단위)에 해당하는 더 큰 지역임.
3. 1990년대 이후 지역 무역협정 확산의 상당 부분은 선진국이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협정이
아니라 개도국 간의 협정이었음. WTO, “RTAs in force and inactive, 1948-2018”, 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 (database), https://rtais.wto.org/UI/charts.aspx
(2018년 11월 21일) 에 근거해 계산.
4. OECD

(2019),

“Regional

Innovation”,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1c89e05a-en.
5. “Challenges and Solutions for Globalisation” (베이징, 중국, 2017년 9월 12일) OECD 사무총
장 앙헬 구리아(Angel Gurria)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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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래 메가트렌드에 맞춘 지역발전정책의 조정

이 장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지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를 개괄한다.
오늘날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감지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지
논의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지역정책에 알맞게 정책 결정 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향후 추세를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할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됨. 국제법에 의거,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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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상에서 공공정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
자체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그 속도는 여러 주요 차원에서 점점 빨라지고 있다. 몇몇 떠오르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OECD 전역의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도입되고 채택되어 사람들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기후변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구 고령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창출하는 기회를 이용하고 단점을
완화하려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부상하는 메가트렌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기존 정책을 좀 더 빠르게 조정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의 지역적 불균형은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많은 요인이 지역경제의 양극화를 유도했는데
최근 수십 년간의 세계적 메가트렌드가 그중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경제는 세계화와 더불어 제조업에
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 변화에 잘 적응한 지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지역은 낙후되었다. 이 장은 미래의 메가트렌드가 잠재적으로 지역발전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잘 적응하는 지역에는 기회가, 적응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향후 몇 년간 지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를 소개한다. 현재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감지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지 논의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지역정책에 알맞게 정책 결정 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향후 추세를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할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개별
메가트렌드에 대한 정책 대응은 본 보고서의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3장과 4장은
이 장 전체에 걸쳐 언급된 메가트렌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다양한 차원
많은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공개 토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논의돼 왔다. 자동화, 기후변화, 고령화
등은 모두 정책 논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국가 경제와 사람들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2019 지역 전망(Regional Outlook)>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지역 차원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국가에 영향을 일률적으로 끼치지
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구촌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국가 내에서도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내재적으로 지역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트렌드도 지역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많은 신기술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시에 사용 가능해지지만, 기술이 사용되는 방식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응은 지역 상황에 맞추어 모든 정부 층위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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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1. 본 보고서의 목표 및 한계점
이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정책 과제에 대비하고 필요할 때 행동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의 메가트렌드가 지역과 강하게 연결돼 있으며, 모든 정부 층위에서 대응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부상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를 강조한다. 지역정책에 대한 주요
함의를 발굴하고, 관련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
3, 4, 5장의 대부분은 미래의 발전을 다룬다. 그러나 이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일부
메가트렌드는 예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보고서 전반에 걸쳐 일어날지도 모를 미래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정책입안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정책의 기초가 될 청사진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모든 시나리오는 학술적･정책적 논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다. 평가의 정확도는 각 메가트렌드에
따라 다른데, 일부 메가트렌드는 다른 것들보다 예측하기 쉽기 때문이다. 즉 어떤 평가는 수년 동안 유효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어떤 평가는 더 빠르게 유효성을 잃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20년에 걸친 인구학적 추세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으나, 같은 기간에 기술 변화의 정확한 특성 예측은 신뢰도가 훨씬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궤적을 좋으며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 기술 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는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메가트렌드 중 일부가 예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모든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여러 시나리오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감안할 때, 정책입안자들은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결국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것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

지역 차원의 정책 수립에 최우선 고려할 메가트렌드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는 장소기반 대책이 필요함은
명백하다. 기후변화는 지역에 따라 영향이 매우 다른 메가트렌드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4장 참조).
일부 지역에서 정책입안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의
증가일 것이다. 많은 도시에서 더 빈번하고 더 심한 폭염이 예상되는데, 이는 냉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한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위협한다. 다른 경우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 관광으로 먹고사는 지역들은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고 따뜻해진다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서식지의 보존과 생물다양성
에 대한 위협이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세 가지 요소 모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다. 저지대 해안 지역은 홍수 발생 빈도가 높아져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며, 취약한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메가트렌드 또한 지역마다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OECD (2018[28])는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수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국가에서 저위험
지역에 비해 고위험 지역에서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가 50% 더 많다. 몇몇 나라에서는 심지어
그 차이가 100%에 가깝다. 따라서 자동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역마다 근본적으로 다른 규모를
갖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추세는 메가트렌드의 영향이 그다지 고려되지 않고, 국가 또는 세계적 추세가 지역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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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다. 도시화는 주요한 세계적 추세이고 도시로 유입되는 지속적인 인구 흐름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흔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가 OECD 국가 도시 지역 중 20%가
2000년과 2014년 사이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패턴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성장하는 도시에만 맞춘 국가 정책은 축소 도시(shrinking
cities)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미리 지역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역 차이는 대개 명백하며, 분명히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볼 때는 그렇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화의 예를 이용하자면, 축소 도시가 곧 일반적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중국과 같이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한 국가의 맥락에서는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인구 비율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OECD 국가와 유사한 인구 역학(변동)
이 형성되고, 상당수의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실증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Long and Wu, 2016[36]). 이 시나리오를 인지하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의 첫 징후를 인식할 수 있다면, 도시는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가올 변화의 내용
지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메가트렌드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 변화는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영향은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체감될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에 맞추어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 노동시장 정책, 규제 정책
등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중 상당수가 중요한 지역적 차원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발전정책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인구 변화는 OECD 국가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OECD 국가의 주요 관심사는 고령화지만, 국내 및 국제이주뿐만
아니라 출생률의 차이로 인해 지역 인구학적 패턴은 복잡한 양상을 띤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령대의 노동자가 유입되는 지역이 있다.
대개 전자는 농촌 지역이고 후자는 대도시 지역이다. 셋째, 환경 변화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 기후변화가 가장 큰 관심사지만, 여타 환경 변화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해양의 산성화는 연안경제(coastal economies)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 변화
첫 번째 변화 유형은 새롭고 발전된 기술에서 비롯될 것이다. 신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신기술은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할 중요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여러 이점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신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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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확산을 촉진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인구학적 혹은 환경 변화와 비교하면 기술 변화는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고 예측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도입부터 광범위한 보급까지 불과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스마트폰
기술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은 더욱 빠르게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며, 때로는 몇 달 안에 널리 퍼지기도
한다. 모든 신기술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처럼 빠르게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생산과 유통의 한계비용이 매우 낮은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경제와 사회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기술은 현재 발전 단계나 시장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 여기에는 가상･증강현실 기술,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드론)
등이 포함된다(OECD, 2016[37]). 특히 산업용 로봇은 제조 공정 분야에서 계속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기술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될 것이고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농작물을 살피기 위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도시 지역의 드론과 달리 안전과 사생활에 위험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규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차별화되어야 하지만, 신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에 장벽을 만들지 않으려면 지역
간 조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책을 시행하거나, 정부 부처 간 중복 규제를
방지하면서도 국가 정책에 장소기반적 규정을 포함하는 등 일부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Rodrigo, Allio and Andres-Amo, 2009[38]).
새로운 기술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 외에도 정책입안자들은 신기술이 야기하는 경제 변화에 대응해
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업무 자동화 기술은 특히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차
및 기타 기술이 포함된다. 자동화 가능성이 가장 큰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일부 전문가들
의 예측처럼 빠르게 진화한다면, 광범위한 직업에 걸쳐 인간을 대체하고 경제를 완전히 혁신시킬
것이다(Brynjolpsson, Rock, Syverson, 2017[39]). 이러한 자동화 물결이 이루어낼 잠재적 결과와
지역에서 갖는 의미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박스 2.2. 스마트 지방정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DLTs)은 산업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분산원장기술은 현재 세계경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다. 이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가치 및 소유권이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 대장에 저장된 정보는
사용자 그룹 간에 미리 정의된 암호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통해 검증되어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킨
다. 이 기술은 범용 기술의 모든 특성을 지닌다. 즉 널리 퍼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수 있으며, 보완적 혁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은 지방정부에 기회가 된다. 이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지만 최근 몇 년간 의료, 교육,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공유차량, 에너지, 토지 및 재산 등록, 지방세 자동납부, 물 분배 등 지방정부 행정 관련 분야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나 테스트되고 있다(Grech and Camilleri, 2017[40]). 전 세계에 걸쳐 기업가와 행정부가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높으며, 이는 분산원장기술이 많은 영역에서 주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enna,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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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행정부는 IBM, Consensys와 제휴해 ‘두바이 블록체인 전략’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원활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이며 영향력 있는 도시 경험’을 제공하고 도시를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정부’로 변화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블록체인의 개념 증명을 위한 창업투자펀드를 2억 7500만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분산된 장부에 모든 정부 기록을 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자 신청, 청구서 결제, 면허 갱신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구현된 블록체인 기술로 최대 2510만 시간의 문서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mart Dubai,
2018[42]).
싱가포르는 초기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세계 주요 도시 중 하나다(Cohen, 2018[43]).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ernment Technology Agency)은 다양한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블록체인 혁신센
터를 설립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과 싱가포르 거래소는 가상화폐 형태로 유가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변화
기대수명의 증가는 인류 문명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다. 1970년 이후 OECD 국가의 기대수명은
평균 10년 이상 증가했으며,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통해 인간의 복지는 급격히 향상되었다(OECD,
2017[44]).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사회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다. 일부 OECD 지역의 평균
출생 시 기대수명은 84세를 상회한다. 65세의 기대수명은 훨씬 더 높아 OECD 국가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은퇴 후 20년 이상 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거의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1).
그림 2.1. TL2의 출생 시 기대수명, 2016년

주: 2016 혹은 그 이후 구득 가능 연도 기준. 호주의 경우 2015년, 캐나다 2014년, 일본 2010년, 한국 2014년, 뉴질랜드 2013년, 미국 2010년
기준 자료 사용.
출처: OECD(2019),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을 기반으로 계산. https://doi.org/10.1787/region-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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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의 증가는 특히 출산율이 낮거나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이 된다. 이
지역들은 고령 거주자들이 경제활동에 생산적으로 참여하고 그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고령화와 감소하는 인구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조정해야
하고,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감소한 세수를 보충해야 한다. 인구이동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저출산과 더불어 강력한 인구 유출을 경험하는 지역들은 대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게다가 이 지역들은 인구 유출로 인한 근린 황폐화 등 여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구 유입 지역들은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규 주택 건설,
국제이주의 경우 사회통합 문제 등 인구 유출 지역과는 정반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 변화는 자연 인구 변화와 국내이주 및 국제이주에 따른 인구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인구 변화가 주를 이루는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관심을 둔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획일적이지 않다. 이스라엘과 같은 일부 OECD 국가는 높은 출산율과 자연 인구 증가를
기록한다. 더욱이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출산율 차이가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에서
는 로드아일랜드의 출산율은 1.54명, 사우스다코타의 출산율은 2.26명으로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Martin et al., 2018[45]).
OECD 국가들의 인구이동은 대개 경제적 기회에 따라 이루어진다(4장 참조).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제 전망이 어두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기 때문에, 인구이동은 지역의 연령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2050년에 이르면 유럽 기준
노인 비율(65세 이상)은 1인당 GDP 하위 25%인 지역에서 상위 25%인 지역보다 8%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최근의 경향이 미래에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거의 감소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인구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2014-2017년 전체 지역의 10% 이하만이
인구가 감소했지만, 2050년에는 두 나라의 각 55%, 79%의 지역이 2014년 대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Eurostat, 2016[46]).

환경 변화
환경 변화는 향후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지만,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오염 등 다른 측면 또한 일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환경 변화는 대부분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를 노정한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다른 메가트렌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른 메가트렌드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며, 여기서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정책입
안자들의 과제가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역 정책은 그 결과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완화 및 적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응 정책이 없다면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은 4°C 이상 상승할 것이다(IPCC, 2014[47])(IPCC,
2018[48]). 그리고 이렇게 억제되지 않은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는 극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지상
종의 최대 40%에 이르는 멸종과 광범위한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이 포함될 것이다(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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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9]).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는 그에 상응하는 인적 및 금전적 손실을 증가시킬 것이다(IPCC,
2014[47]).
지방정부는 이런 재앙에 맞설 중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OECD 국가에 대한 전체 공공투자의
57%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OECD, 2018[50]). 기후 친화적 투자를 추구하기 위해 이 재정
능력을 이용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2℃로 제한하는 데 핵심 조건이 된다.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운송에 대한 투자는 모든 정부 층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4장 참조)(OECD, 2017[51]).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넘어 모든 투자 결정에 기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완화 외에도 지역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 장의 서론에서
강조했듯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단일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가 각 지역에 가할 고유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부 층위 간, 그리고 인접 지방정부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다. 적절한 장기 계획 프로세스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 토지이용계획은
인프라의 탄소발자국이 적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에 대해 탄력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야 한다(4장 참조).

지역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자동화
기술 진보에 따른 자동화는 상당한 기회와 함께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으로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동화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다. 자동화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소비자는 자동화로 많은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구매력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이익을 얻는다. 즉 자동화의 이점은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다.
반면 자동화는 일부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의 수익 모델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종합적으로 자동화의 단점은 그것의 이점보다 더 크다. 그러나 자동화의 부정적 측면은 사회
전체에 고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부 사회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 많은
저숙련 수공업자에게 자동화의 단점이 이점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자동화는 사회집단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의 비중이 4%로 낮은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40%에 육박한다(OECD, 2018[28]).
자동화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 생산성 증대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생산성 증대로 경쟁력이 높아진 기업이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된다. 그러나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기업 전체에 고르지 않게 확산되는
지역에서는 단점이 이점을 능가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라진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로 빠르게
대체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폐업 건수가 신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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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를 상회해 지역 전체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자동화가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장소기반적일 필요가 있다. 정책은 점진적 자동화
와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면서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혁신이 지속되도
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특유의 장점과 약점에 알맞게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부문별
구성, 노동력의 숙련도, 공공 행위자, 기업 및 연구 기관 간 관계, 그리고 지리적 입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자동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체감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급속한
자동화는 두 가지 위험을 발생시킨다. 첫째, 기술 발전이 많은 일자리의 빠른 자동화로 이어진다면,
사라진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충분히 빠르게 대체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둘째, 자동화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와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기술적 프로파일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긴 과도기 동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50%에 가까운 일자리가
자동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ey and Osborne, 2013[52]). 최근 OECD에서 진행한 연구에
서는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수를 전체의 14%로 보고 있다(Nedelkoska and Quintini,
2018[53]). 이 집계된 숫자는 지역 간 차이를 감추고 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수는 OECD 국가 내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과 적게 받는 지역 간에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자동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단지 일자리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 발전이 상당수 일자리의
임금을 동결시킬 위험도 있다. 기술 진보는 기계에 의해 완성될 수 있는 작업의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계 비용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인간노동과 기계노동 사이의 대체성이 증가하는
한편 기계노동의 한계비용은 감소한다. 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기계와 경쟁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한편, 기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저렴해질 것이다(OECD, 2018[54]). 예를 들어 상업중
심지에 거주하는 회계사는 화상 기술의 발전으로 먼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통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회계사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다(Baldwin, 2019[55]). 또는 금융 데이터에서
복잡한 패턴을 감식하는 능력이 주요 경쟁우위인 회계사는 잠재적으로 더 저렴한 머신러닝 소프트웨
어와 경쟁해야 할 것이다(ibid.).
기계는 이전에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더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더 저렴해지고
있다.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능력이 더 나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저렴해짐에 따라
더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경쟁은 기계노동이 인간의 노동력을 직접 대체하는
직업의 임금에 하방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간 숙련도 차이가 거의 없는 모든 분야의
임금에도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 추세는 이미 관찰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아졌다. 그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역주: 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1.5%에서 68%로 3.5%p 하락했다(OECD, 2018[54]).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부분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높고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새로운
지배적 테크기업이 출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그러한 기업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노동 지분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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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그 분야의 시장을 생산성이 매우 높은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낮은 한계비용으로 그들의 제품을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는 가장 생산적인 회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OECD,
2017[56]). 지속적인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후생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그러한 독점기업
의 출현을 막을 필요가 있다.
최근 데이터 소유는 독점이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정보통신 분야의
많은 최신 제품과 알고리즘 개발이 대량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데이터 가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교함 또한 높아진다. 이는 소규모 사용자를 가진 기업보다 사용자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지배적 기업에 이점을 제공한다(Furman and Seamans, 2018[57]).

인공지능이 미래 핵심 기술
디지털화의 규모나 속도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것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인공지능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사람의 인지 기능을 흉내 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
이 기술은 광범위한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대부분 패턴 인식 등 제한된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곧 범용 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y)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Klinger, Mateos-Garcia and Stathoulopoulos,
2018[58])(Brynjolfsson, Rock and Syverson, 2017[39]). 이 경우 인공지능은 상당한 경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범용 기술이란 산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폭넓은
특성을 지닌 기술을 의미한다(OECD, 2010[59], p.7). 즉 범용 기술은 바퀴나 전기발전처럼 그
자체로 새로운 기술의 기초를 이룬다.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후속 기술혁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범용 기술은 경제 전반에 매우 파괴적인 효과를 준다.
인공지능이 가능케 할 기술 중 일부는 이미 등장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달했다.
오류율은 대략 사람 수준에 육박하며 그마저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영상 인식이 반드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중 카메라, 레이더, LIDAR2 등을 통해 주변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있다(Brynjolpsson, Rock, Syverson, 2017[39]).
자율주행 기술은 운송 부문에서 높은 생산성 향상을 촉발할 것이며 도시의 기능과 관련해 여러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3장 참조). 그러나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이 된다면 자율주행차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많은 미래 혁신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아직 상상하지 못한 광범위한
기술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이 된다면 경제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자동화로 인한 실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임금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부가가치 대부분이 기술 이면의 알고리
즘에서 발생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기술을 한정된 수의 기업이 소유할 가능성이 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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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경제 집중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현재에는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가 인공지능
의 극적인 효과를 예상하는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현재 형태의 기술이 특정 응용 분야를 넘어
사용될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인공지능에 회의적인 경제학자들은 왜 최근 몇 년 동안의
엄청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측정 가능한 수준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Furman and Seamans, 2018[57]). 점점 더 많은 개발자가 현재의 기술이 응용을
제한하는 내재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한계를 현재의 기술 발전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개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개발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Marcus, 2018[60]).

인공지능이 지역에 야기할 심각한 문제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로 등장할 경우 국가보다 개별 지역에서 훨씬 더 극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지역 경제와 이에 대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지역은 다양한 규모로 일자리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OECD(2018[28])는 지역별로 자동화
위험이 있는 일자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수년간 많은 경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도입되면 현재 자동화 위험이 높다고 간주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일자리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기술의 더 빠른 확산은 아마도 훨씬 더 큰 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동화
위험이 큰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인공지능의 진화를 추적하고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둘째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생산 및 공급이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조업 등 전통적인 경제활동을 희생시키지만, 지적 서비스 제공과 같은 다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일부 백오피스 법률 서비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있다(Barton,
2016[61]). 이는 관련 정보통신 개발에 대한 강점은 없고 법률 서비스 기반이 견고한 지역에 해를
끼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법인세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의 이동은 사업 모델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하며, 많은 기업이 폐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노동자의 실업률 또한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그
회사들의 공급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효과를 미칠 것이다. 대개 공급-수요 기업들은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인공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넘어설 것이다.
넷째, 기존 생산방식을 교란하는 인공지능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한다. 현시점에서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이 될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이 어떻게 진화할지 세부적으로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지역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영향 중 하나는 생산과정에서 인간 노동력의 상대적 중요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이다.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값싼 인건비에 기반을 둔 경쟁우위가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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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노동력보다는 시장 접근성 등 다른 요인에 근거해 입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비교우위에 의존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대응 정책 없이는 인공지능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보급으로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소수의 지역과
경제적으로 보조를 맞추려고 애쓰는 많은 지역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Klinger,
Mateos-Garcia and Stathoulopoulos (2018[58])는 이미 인공지능 관련 연구 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약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이러한 지역적 양상이 더욱 고착되고 있다. 인공지능
또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여타 정보통신기술과 유사한 궤적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전정책의 경우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전환해 그 과실을 누리는 지역에도 상당한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지역들은 인공지능으로 전환함에 따르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기업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OECD, 2018[8]). 이 프로그램들은 국가
청사진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존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가전제품 제조에 절대우위를 점하는 동아시아
지역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메가트렌드 영향의 도농 간 차이
메가트렌드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지역의 도시화
정도다. 경제 동향이나 신기술뿐만 아니라 인구 및 환경 변화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적으로 어떤 트렌드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같은 추세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은 동일한 기술임에도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 자율주행차량으
로 인한 혼잡 증가 등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다가오는 메가트렌드가 각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체감될지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OECD 국가에는 완전히 도시이거나 완전히 농촌인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은 다양한 비율로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은 메가트렌드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제기할 상이한 도전과 기회에 모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도시와 농촌은 일관적인 범주가 아니다. 같은 도시나 농촌 지역이더라도 인적자본
수준, 지리적 위치, 그리고 행정과 리더십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해당 지역이 향후 어떻게 발전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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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가 도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도시는 미래의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도시는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의 중요성을 더욱 높일 신기술로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도시는 또한 공공서비
스 제공을 개선하고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삶의
질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도시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인구 특성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도시는 계속해서 젊은 고학력 인구를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잠재 이익도 저절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도시가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도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경제활동은 지식 집약적 활동에서 비교우위를 제공한다. 도시는 빈번한
대면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고 이러한 활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지식의 스필오버(spillover)를 창출한
다(OECD, 2015[62]). 결과적으로 도시에 지식 집약적 서비스가 집중하는 것은 OECD 국가 전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OECD, 2018[8]).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도시는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는 지식 집약적 활동이 모든 도시에 배치될지, 아니면
몇몇 도시에 집중될지는 불분명하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날 이미 몇몇 도시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다. 향후 가치 창출이 이 기술(또는 다른 어떤 단일 기술)에 의존할수록
경제적 이익은 소수 지역에 집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다가오는 메가트렌드로부터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도시들조차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도시의 중요한 과제는 성공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모든 주민이 발전에서 비롯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높은 생활비가 결합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도시에 거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OECD, 2016[63]).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중위가격은 2018년 160만 달러를 넘어섰다(Paragon Real Estate, 2018[64]). 상위 중산층
가구도 적절한 주택을 보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는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다.
성공적인 도시와 관련된 또 다른 위험으로는 소득분배가 있다. 부유한 도시는 덜 부유한 도시보다
임금 격차가 더 심한 경향을 보인다. 소득 상위 25%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위 25% 도시보다 약
25% 높은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OECD, 2018[65]). Chetty and Hendren(2018[66])의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격차가 불우한 동네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술 변화는 자동화할 수 없는 일자리에 종사할
자격을 갖춘 소수의 노동자들과 기계와의 경쟁으로 임금이 억제되는 대부분의 저숙련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성공한 도시들은 사회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격차를 넘어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도시들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OECD 전역에서 2000년 이후 대도시 지역은 연간 약 0.9%의 비율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OECD, 2018[67]). 이러한 인구 증가는 두 가지 이유로 계속될 것이다. 첫째, 일자리는
도시에 기반을 둔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로 계속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도시에는 자동화로
인해 직업을 잃은 유휴 인력이 할 수 있는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현재 많은 도시가 신규 유입 인구보다 적은 수의 주택을 짓는다. 주택의 시장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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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도시에서 건설이 늘어야 한다. 서비스 분야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장가격 이하의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중심부가 이미 크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공급은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인접 지역의
과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전 세계 도시 지역의 이미 높은 인구점유율을 더욱 더 상승시킬
것이다(4장 참조). 이러한 경향은 비(非)OECD 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OECD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인구의 54%가 인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능적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 도시 지역 중 가장 큰 곳은 3600만 명이 거주하는 일본의 도쿄 권역이며, 그다음으로는
자카르타 권역 2900만 명, 인도 콜카타 2700만 명 순이다. 그러나 도시화가 가장 큰 변혁적 영향을
미친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상하이 주변 반경 200km 이내에는 총인구 4800만 명이 거주하는
기능적 도시 지역이 62개나 있다. 상하이의 주민들과 함께 그들은 총 7200만 명이 넘는 메가리전
(mega-region)을 형성한다. 만약 이 사람들이 OECD 내에서 한 나라를 구성한다면, 인구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가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인구 동향은 경제 동향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들
은 인구 수준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도시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 낮은 인구 수준과 세수에 맞춰
서비스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는 도시들은 기반시설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구조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개발된 토지를 미개발 토지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000년과 2014년 사이 OECD 내 290개 대도시권
중 38개 지역이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OECD, 2018[67]). 규모가 크든 작든 도시 지역 가운데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의 비중은 20%에 이른다. 적절한 대응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인구
예측을 통해 이러한 인구 감소를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은 경제적･인구학적 경향만이 아니다. 도시는 거주자의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많은 기술이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없이 이런 효과를 내는 기술은
거의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 도시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도록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까운 미래에 도시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일 것이다(3장
참조). 이 기술은 도시 이동 패턴과 도시의 외향을 바꿀 것이다. 출퇴근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지고,
오늘날 자동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며, 현재 주차용으로 이용되
는 많은 공공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책 개입이 없다면, 기술의 이익을 능가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리스크 중 하나는 교외 스프롤(**역주: sprawl, 도시
시설이나 설비가 부족한 채로 도시가 저밀도로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산하는 현상) 증가와 교통량
증가로 점점 혼잡해지는 것이다. 더욱이 기술의 이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주차 공간의 필요성을 줄이겠지만, 그 주차 공간이 도시 전반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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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용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은 더 효율적이고, 더 지속가능하며, 더 탄력적이고, 더 대응적인
도시정부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3장 참조). 사물인터넷은 체계적인 순환경제 접근법(4장 참조) 내에서
자원 소비를 감시하고, 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성을 알리는 곳에 세정제를 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 행정은 문제에 한결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가장 필요한 곳에 부족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 기술은 도시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조기 경보 및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을 대비하고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신기술이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술 변화는 농촌 지역에 위협과 기회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한다. 농촌 지역은 앞에서 설명한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로 지속적으로 심지어 점점 빠르게 이행하게 되면서 위협을 받을 것이다.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보다 1차 및 2차산업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OECD, 2018[8]).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의한 부가가치 점유율이 감소함에 따라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반면 많은
신기술은 농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은 기존 도시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을 빠르게 받아들임으로써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기술들은 잘 활용된다면 농촌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을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촌의 1차적 경제 과제는 저밀도 문제다. 주어진 영역 내에 고객, 투자자, 경쟁자, 잠재적 노동자,
잠재적 고용주,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적다.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및 상품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이것은 농촌에 입지한 기업의 약점이 된다. 첫째, 운송비가 비싸고 시장잠재
력이 낮다. 이는 고객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다. 셋째, 도시의 집적경제로 이어지는 새로운 아이디
어와 혁신의 확산은 농촌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렵다.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기술이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기술은 상품 운송과 관련된 불이익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차는 운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것이다. 운전자 없는 트럭은 24시간 운행할 수 있으며 휴식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운전자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3장 참조). 또한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기존의
트럭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드론은 예비 부품이나 주요 부품
등 작지만 중요한 물품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어 적시 생산에 도움이 된다(3장 참조). 자율주행차와
마찬가지로 이 기술은 배달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출 것이다.
새로운 통신기술을 통해 농촌의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헌 중 하나는 ‘거리의 종말(Death of Distance)’ (Cairncross, 1997[68])이었다.
이 책의 핵심은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기술로 인해 더는 입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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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었다. 그러나 지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 더 나은 통신기술이
거리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동시에 지식기반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Porter, 2000[69]).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후자의 효과는 새로운 통신기술의 거리 완화
효과를 능가하고 입지의 중요성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추가적인 발전은 이 그림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거리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부상하는
가상현실 기술은 결국 대면 비즈니스 미팅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3장 참조). 또한 온라인 교육과
원격학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3D프린팅은 소규모 시장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 지역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다. 이 기술은
소규모 생산을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3장 참조). 대부분의 대량생산 기법은 특정 유형의 물건을 생산하는 데만 사용되는 주형과
같은 장비를 필요로 한다. 같은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려면 다시 툴링(tooling)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방식은 대량생산될 경우에만 값이 싸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D프린터는 리툴링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소량생산 기업에 특히 유리하다. 해당 기업들은 소규모 시장에 적합하고 열악한 입지로
인해 확장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서비스 전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3장
참조). 예를 들어 자율주행 스쿨버스는 아이들이 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원격의료
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드론 기반의 우편배달은 우편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많은 농촌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4장 참조).

농촌을 성공으로 이끌 기회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신기술의 영향력은 다소 복합적일 것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가 주로 도시 지역에 입지한다는
점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그러나 많은 신기술이 저밀도와 원거리에 내재된 약점을
일부 완화하기 때문에 농촌의 경우 이런 점이 가치 있을 수 있다.
신기술이 제공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이 신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하지는 않는다. 이는
기존 기술의 사용에서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OECD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 원격교육 및
원격의료 제공을 위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OECD, 2017[70]). 이 원격 기술은 기술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음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즉 제약 요인은
기술적 가용성이 아니라 인식, 행정 능력, 정치적 의지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다. 정책을 통해 기술이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한편, 교육 및 기술 훈련과 같은 보완적 정책에도 투자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투자 수요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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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
위의 논의를 통해 명백하게 좋거나 나쁜 메가트렌드는 없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은 기회를 제공하
지만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반복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많은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오늘날 어떤 효과가 더 우세할지, 신기술이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미래의 추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는 메가트렌드에 대해 분화된 여론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상당수는 자동화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발전에 대해 불안해한다
(McClure, 2018[71]). 이것은 새로운 기술 발전을 간절히 기다리는 다른 인구와 대비된다.
메가트렌드의 영향에 대해 분화된 의견을 보이는 것이 비단 대중만은 아니다. 전문가 의견 또한
대개 양극화되어 미래 메가트렌드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차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자동화가 일자리 없는 사회(jobless societies)와 높은 실업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포드(Ford, 2015[72])는 이 이론의 저명한 지지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은
기술 진보와 자동화가 인간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의
주목할 만한 예로는 케인스(Keynes, 1930[73])가 있는데, 케인스는 기술 진보와 자동화가 주 15시간
노동과 물질적 욕구로부터 해방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메가트렌드에 대해 일방적으로 낙천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메가트렌드를 자연의 법칙과 유사한 힘에 의해 유도되는 결정론적인 발전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공정책은 문제의 완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외부 트렌드가 제도와 상호작용하고
공공정책에 의해 구체화되는 방식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시장은 고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제도와 사회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Polanyi, 1944[74]). 메가트렌드가
어떻게 발현될지는 이러한 제도와 사회 규범이 어떻게 진화하느냐와 그에 따라 수립되는 정책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논거가 실제 내포하고 있는 함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케인스와 포드가 자동화의
영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8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저자는 모두
자동화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모두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일자리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노동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영구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케인스와 포드의 이견은 노동시장 제도가 노동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서 비롯된다. 케인스는 잔여 노동이 노동자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포드는 운이 좋은 소수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남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본질로는 어떠한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 포드는 자신의 시나리오에서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특정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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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소수의 노동자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추정하는 근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두 저자는 간략하게 논의할 뿐이다. 케인스는 자동화가 모든 물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세계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는 모든 근로자 사이에서 여전히 해야 할 […] 일을 분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Keynes, 1930[73]). 이와는 대조적으로 포드는 그가 주장하는 승자독식 이론에 대해 ‘역사적
으로 노동시장은 항상 피라미드처럼 보였다(Ford, 2015[72], p.252)’라고 정당화한다.
미래 자동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결과 중 어느 것도
불가피하지 않다. 자동화로 인해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세계가 주 15시간 노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영구 실업 상태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지는 한 사회의 집단적 선택에 달려
있다. 정책 선택, 제도, 개인의 선호도는 모두 자동화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정책입안자들은 자동화 및 기타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 경제와 사회의 운영 방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의
변화는 엄청날 것이다.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의 조세 정책, 규제 정책,
그리고 또한 거버넌스 구조는 과거 경제와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맞게 고안되었다. 이러한 것들
중 일부는 다가올 미래에 적합하도록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지역정책을 위해서 현재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 중 많은 것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 정책에서부터 거버넌스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들이
직면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지방분권이 요구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인 재정 균등화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더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할 수 있다. 두
유형의 결정 모두 정치적으로 까다로우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지역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메가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장기 계획, 예측 및 선견지명은 미래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얻은 통찰이 정책으로 녹아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즉 예측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응해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그러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 의지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지역개발 정책의
거버넌스를 미래 메가트렌드에 적용하는 경로를 제시한다.
앞에서 주장했듯이 정부는 세계화, 기후변화 또는 파괴적인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역 수준에서 공공부문이 한층 민첩하고
실험적이며 혁신적이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계층적 권위(‘지휘-통제’규제)에 의해 고안된
규칙은 빠르게 효용을 잃는다. 정책입안자들은 실험적인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공통 문제의 해결책을

64

OECD 지역 전망 2019

Ⅰ. 2. 미래 메가트렌드에 맞춘 지역발전정책의 조정

찾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Morgan, 2018, forthcoming

[76]).

몇 가지 도구를 통해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하고 미래의 메가트렌드를 다루기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5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거버넌스 구조는 서로 크게 다르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 책임감, 행정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많은 메가트렌드는 차별화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어떤 거버넌스 모델이 지역 상황에 적합한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실험적 거버넌스(experimental governance)는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실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환경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다. 만약 특정 모델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더 폭넓게 채택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실험에 대한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공 또는 실패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가 동반된다.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behavioral insights)을 고려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실험적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점점 더 많은 OECD 국가가 정책 설계를 위해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은 인간이나 집단이 합리적 행동을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전통적 경제모델의
예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고려한다. 정책 설계에서 행동과
학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최종 결과 사이의 갭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은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설계와 조직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역발전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때, 많은 요소가 전통적인 합리적 행동 모델이 예측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정책입안자와 정책시행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조정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혁신적인 거버넌스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다. 신기술은 정부가 대응력을 높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능률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
하면 자치단체들이 관할하는 영토에 자원을 더 잘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지보수 수요나
범죄 발생 등을 지도화함으로써 정비인력과 경찰관을 지역 전체에 좀 더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은 또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시민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게다가 온라인 도구를 통해 시민들이 정부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많은 도시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방치된 폐기물, 부서진 가로등, 기타 공공 인프라의 결함 등 공공
공간의 문제를 지방정부에 시민들이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대중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정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대신 온라인을 통해 공공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광범위한 청중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해 제안서에 대한 피드백을 얻거나 시민 예산
책정 프로세스를 통해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OECD 지역 전망 2019

65

Ⅰ. 2. 미래 메가트렌드에 맞춘 지역발전정책의 조정

새로운 기술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는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도시들이 생산한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분석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해서 다루기 어렵고, 대개는 민간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술 중 일부는 이미 존재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신기술에 대응하는 국가재정 개혁의 필요성
신기술의 등장은 지방정부의 조세 기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효과는 노동소득의
분배를 변화시키고 자본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동화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하는
경우 소득세 또한 불평등 완화와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빌 게이츠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동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로봇세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Delaney,
2017[77]). 여러 세금이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유류세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량의 도입과 그에 따른 교통 흐름을 통제할 필요성으로 인해 지방교통세의
새로운 원천이 나타날 수 있다.
가치 창출이 일부 지역에 더 집중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또한 비슷하게 집중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역 편차가 적은 과세표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수직적･수평적 평준화 메커니즘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한 국가
내 지방정부의 1인당 총수입이 서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5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조세정책 개혁과 더불어 모든 정부 층위에서 투자 자금 조달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지역들이
신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여러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탄력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 수요를 해결하려면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공공투자 감소라는 장기 추세를
되돌려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공공투자는 GDP의 약 5%에서 2017년 약 3%로 떨어졌다(OECD,
2018[50])(IMF, 2015[78]). OECD 내 전체 공공투자의 약 57%가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추가 투자 필요성에 따른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것이다. 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원과 더불어 새로운 외부 자금원을 활용하고, 채권 금융 및 공동 자금
조달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5장 참조).
그러나 추가 투자 지출은 해결책의 일부에 불과하다. 공공투자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투자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투자의 편익에 대한 사전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계열 예측과 시나리오 분석이 투자 결정을
위한 예산 책정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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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지역정책
일련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날의 정책이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다양한 메커니즘
을 개발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양한 도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개 지역계획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지만, 항상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예상 및 전략적 미래예측(strategic foresight) 과정이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예측은 기존 데이터를 사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 중심 행위다. 예측은 대개 미래가 최근
데이터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측 프로세스는 미래에 대해 하나의 주요 시나리오를
산출한다(하한 및 상한 추정치 포함). 여기서 예측 가능성, 정확성, 신뢰도 및 정밀도가 중요해진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조건에서는 장기적 의사결정을 예측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예측이
본질적으로 현재의 추세를 외삽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완전히 새로운 추세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하는 경우 전략적 미래예측은 정책입안자들이 여러
가능성을 더 잘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Van Duijne and Bishop, 2018[80]).

불확실한 미래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미래예측
전략적 미래예측은 예상되는 미래를 넘어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사고 지향적이고
계획 지향적인 과정이다. 과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예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Wilkinson, 2017[79]). 전략적 미래예측은
높은 예측력이 있다고 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적인 미래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미래는 인간의
영향력과 창의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Wilkinson, 2017[79]). 이 기법은 미래에 대해 명확하고,
논쟁 가능하며, 유연한 감각을 만들어낸다. 서로 다르게 펼쳐질 미래를 통찰해 새로운 정책 과제와
기회를 식별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견고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Cass-Beggs, 2018[81]).
전략적 미래예측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글, 숫자,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발되고 공유되며 비교된다(Wilkinson, 2017[79]). ‘사용자’는 여러 가지 미래 구상법을 반복하면서
규칙적 혹은 지속적으로 전략적 그룹 대화에 참여한다. 전략적 미래예측은 양적･질적 정보를 통해
연구 대상의 영역, 시계열적 특성, 주요 이슈, 이해당사자 및 현재 상황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Van Duijne and Bishop, 2018[80]). 변화의 요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대두됨에 따라 1) 가능한
(possible) 시나리오, 2) 타당한(plausible) 시나리오, 3) 선호되거나 규범적인(preferable or
normative) 시나리오, 크게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미래에 대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첫 번째 유형인 가능한 시나리오는 분석 기간에 무엇이 일정하고, 무엇이 변화하며, 무엇이 지속적
으로 변화하는지 결정하려고 한다(Wilkinson, 2017[79]). 여러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 새롭거나 다른 미래의 초기 징후, 그리고 파괴적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수평적 스캐닝’에 기초를 둔다. 이는 오픈 검색, 전문가 주도 스캐닝, 또는
데이터 메타 스캐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트렌드의 정량화나 정성적 테마의 지도 시각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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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분석 등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변화의 초기 신호를 예측,
탐색 및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스 2.3. 캐나다의 수평적 스캐닝
가능한 시나리오 평가(MetaScan 3: Emerging Technologies)는 2013년 캐나다 정부가 새로운 기술이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예측하고 그것이 만들어낼 도전과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Padbury and Christensen,
2013[82]). 해당 연구는 90명이 넘는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폭넓은 연구와 컨설팅, 인터뷰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즉 가능한 미래가 실현되는 경우:
∙ 향후 10년간 새로운 기술이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
∙ 모든 경제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주요 변화로는 생산과 배송에서
더 큰 폭의 맞춤화, 지역화, 지능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노동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 새로운 기술은 보건, 교통, 보안 및 에너지 시스템의 인프라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낡은 인프라를
유지할지, 아니면 더 효율적이고 새로운 기반시설로 전환하는 데 투자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타당한 시나리오는 정책입안자와 관계없는 2~3가지 타당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Wilkinson, 2017[79]). 이 시나리오는 현안과는 다소 동떨어져 좀 더 광범위한 사회학적･기
술적･생태학적 메가트렌드에 따라 타당한 인과적 로직과 행동을 반영한다. 시나리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 채로, 타당성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반복함으로써 구축된다. 따라서 타당한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가정을 재분석해 견실하고 더 많고 더 나은 전략을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세 번째 유형인 선호되거나 규범적인 시나리오는 진행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선호되는 미래 상태를
예측한다(Wilkinson, 2017[79]). 미래를 현재에 투사함으로써 특정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호되는 미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우선순위, 목표 및 지표를
구체화한다. 또한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명확한 분석을 서술하고, 초기에 수립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상세히 기술한 중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변화된 미래에서
조직의 역할을 상상하고 묘사하는 데 이러한 목표 지향적 시나리오가 사용될 수 있다(Van Duijne
and Bishop, 2018[80]).

박스 2.4. 영국의 메가트렌드 분석 및 시나리오 계획
2013년 영국 정부과학국은 영국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도시 정책입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시나리오 기반 미래예측 평가 연구(Futures of Cities)를 시행했다(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6[83]). 연구는 25개 이상의 영국 도시가 참여해 워킹페이퍼 및 논문, 대화형 워크숍 등의
위탁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메가트렌드 분석과 시나리오 계획을 결합해 2065년까지 주요 도시 과제에 대한
타당한 시나리오를 생산했다. 예를 들어 상당한 기후 충격으로 인해 영국 남부 도시들은 건조한 여름과 폭염을 경험할
것이고, 서부 도시들은 겨울 동안 많은 강수량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홍수 위험을 완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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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에너지 생산의 더 큰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인프라와 같은 지역화된 생태계 서비스를 적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6[83]).

OECD 국가 전역에서 각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예측 및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 중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국가 및 지역 정부가 미래 경제,
기술, 인구 및 환경 메가트렌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은 OECD
4

회원국들이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에 제공한 OECD 조사에 응답한 결과에 기초한다.

각국이 예측(forecast)과 미래예측(foresight)을 사용하는 방법
2018년 기준,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정부 핵심에 국가장기계획 또는 전략적 미래예측 부서를
두고 있다(그림 2.2). 대부분 그러한 부서는 국가의 장기 프레임워크, 비전 또는 전략적 개발 계획을
제공하고, 미래 예측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의 장기 계획을 여러 정부 층위에 걸쳐 조정한다. 대개
중앙정부가 계획 수립에 전념하고 있지만, 90% 이상이 지역 간 정책 영향력 차이나 지역 경쟁우위
등 지역 요소 및 차원을 고려한다.
그림 2.2. 정부 핵심 내 국가장기계획 혹은 전략적 미래예측 부서 여부
정부 핵심에 국가장기계획 혹은 전략적 미래예측 부서를 운영하는 국가의 비율

주: 정부 핵심이란 정부 수반과 각료회의에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사무총장실 등을 의미함.
출처: OECD Regional Outlook Survey 응답한 35개국에 대해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270

표 2.1은 예측 및 전략적 미래예측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주요 도구를 보여준다. 모니터링 및
평가와 SWOT 분석 등이 포함되지만 주로 미래 지향적인 툴은 아니다. 그들은 현재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정확한 미래 예측은 현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도구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미래 예측 활동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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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 포함된 국가 중 거의 3분의 2가 지역계획 프로세스에서 예측과 전략적 미래예측을 모두
사용한다(그림 2.3, 왼쪽). 나머지 3분의 1은 예측만 사용한다. 전략적 미래예측이 독립적으로 사용되
5

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계획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도구들이 사고 중심적 도구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그림 2.3, 오른쪽). 추세 분석은 총 35개국 중 28개국에서 한 번 이상 사용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은 그것의 불명확한 성격으로 인해 사용 정도가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일부 국가가 대규모 전략적 미래예측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이를
데이터 기반 예측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만 활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전략적 미래예측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나라로는 메가트렌드 분석과 시나리오 계획을
결합해 ‘Perspectives 2030’을 개발한 스위스(박스 2.5), 캐나다(박스 2.3), 영국(박스 2.4) 등이
있다.
표 2.1. 예측 및 전략적 미래예측을 위한 도구들
계획 기반 프로세스의
유형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기반 프로세스의
도구

정의

모니터링

지속적인 평가로서, 주로 경영진과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결과 달성에 따른 진전 또는 결여의
징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UNDP Evaluation Office, 2002[84]).

평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설계, 실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함. 이를 통해 목적과의 연관성 및 달성도, 효율성, 효과성,
영향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결정함(UNDP Evaluation Office, 2002[84]).

상황 분석

SWOT분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 현재와 미래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한 단체의 내외부 환경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임(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2017[85]).

예측

추세 분석

특정 요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이해하는 방법임. 이를
위해 과거 및 최근 관측된 데이터를 취합해 패턴이나 추세를 찾아냄(Rae, 2014[86]).

모델 기반 추정

과거 데이터를 통계 모델에 입력함. 예측 가능한 정보에 입각해 미래에 대한 추정치를
만들어내는 기법임.

수평적 스캐닝

새롭고 다른 미래, 그리고 파괴적 발전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임(Wilkinson, 2017, pp. 15-17[79]).

메가트렌드 분석

인과적 논리가 복잡해 미리 알기 힘든 10년 단위의 시간 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
패턴 변화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Wilkinson, 2017, pp.
17~19[79]).

시나리오 계획

현재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하고, 대안적인 이야기의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함(Wilkinson, 2017, pp. 20~24[79]).

전략적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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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계획 지향적 프로세스 유형과 도구
계획 지향적 프로세스에서 각 유형과(좌) 도구를(우) 사용하는 국가의 수

주: 국가는 보고서, 개발 계획 또는 시행 계획에서 다양한 예측 및 전략적 미래예측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각 도구는 여러 문서에서 발견되더라도
각 국가에 대해 한 번만 계산되었음.
출처: OECD Regional Outlook Survey 응답한 35개국에 대해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289

박스 2.5. 스위스의 메가트렌드 분석 및 시나리오 계획
<Perspective 2030> 보고서 작성의 첫 번째 단계는 전문가와 싱크탱크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향후 15년 안에
스위스에 영향을 미칠 영향인자, 변화 추세 및 메가트렌드를 식별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각
영향인자와 트렌드에 1(低영향/低불확실)에서 10(高영향/高불확실) 사이의 값을 할당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
이나 영향력이 높아 정책입안자의 주의가 필요한 고영향인자를 식별했다. 셋째로, 평가된 영향인자와 추세는 4개의 타당한
시나리오로 통합되었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스위스 영향인자와 국제 영향인자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승자’와 ‘패자’가 분석되었다(Swiss Federal Chancellery, 2014[87]).
예를 들어 ‘Pleins gaz’시나리오는 자유무역 상황에서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세계를 상정한다. 이는 다자주의, 세계화,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무역장벽 철폐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권한 아래 스위스는 경제적으로
상호연관도가 매우 높고 세계적인 연구 및 생산 허브로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및 기술적 역동성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스위스 수출경제 및 많은 인구(population)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력한 협정으로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이와는 달리 ‘Attention, bouchon’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관계를 배경으로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세계를 상정한다. 원자재 쟁탈전은 기술 경쟁으로 이어지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대서양 연계는 강화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더 가까워진다. 스위스는 그 사이에서 정치경제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신기술은 대외교역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기술 발전과 효과적인 규제
덕분에 에너지 소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Swiss Federal Chancellery, 2014[87]).
나아가 스위스는 1997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COTER(Council for the Territory Organization)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설계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에 기반해 영토 발전을 평가하며,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COTER는 스위스 영토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영토 관점에서
주요한 변화와 영향인자 조기 발견, ‘사각지대’의 식별, 공공-학계 간 관계 조정, 적절한 조치 고려, 영토 조직을 위한
전략 개발, 그리고 전략의 실행을 위한 권고안 작성. 각 입법부의 세 번째 해에 COTER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2018년판 보고서는 <메가트렌드가 스위스 공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으로 2019년 중반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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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때 국가들은 종종 중･단기적 시간 축을 고려한다. 여기서 짧은 시간 축은 대개 예측에
대응하고, 긴 시간 축은 전략적 미래예측에 대응한다. 실제로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1~5년의
시간 축을 채택했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국가들이 11~15년의 시간 축을, 5분의 1의 국가만이
30년 이상의 시간 축을 고려했다.
다양한 데이터 중심 및 사고 중심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결합하는 것은 미래를 좀 더 포괄적으로
내다보고, 서로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견고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계획 중심적 예측과 전략적 미래예측 과정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곧 쓸모없게 될 인프라에 대한 투자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에서 빚을 수 있는
실수를 피하도록 한다. 둘째, 미래 도전에 대비하는 태세를 개선하고 이러한 도전이 발생했을 때
정책입안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 메가트렌드에 대비한다는 것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오늘 당장 실행이 필요한 일도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기온이 몇 도나 상승할지, 이것이 지역 기후와 기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4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지역들은 이미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들은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경우 대비는 필요할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장에서는 많은
전문가가 향후 10년 이내에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기술이 언제 상용화될지,
대다수 국민이 얼마나 빨리 채택할지, 이동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공간계획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몇 년 안에 자율주행차가
보급돼 기존 자동차를 빠르게 대체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정책입안자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려면,
정부는 가장 중요한 정책 대응의 개요를 준비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대비는 당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최신의 발전 상황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기술 중 일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이 언제 널리 퍼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상현실이 대면 접촉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그 정도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만약 가상현실이
현실화된다면, 농촌 지역이 현재 도시에 입지한 기업들을 유치할 기회가 생길 것임은 분명하다.
가상현실을 둘러싼 상당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농촌 지역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전략을
구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도입 시기가 명확해지면 정책입안자들은 그 도입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보여주었듯이, 대부분의 메가트렌드는 지역 특유의 함의를 가질 것이다.
계획 지향적 프로세스에서 지역 요소 및 차원을 일상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장소기반
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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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註)
1. 이는 해당 기간에 이주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함.
2. LiDAR은 레이저로 주변을 탐색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영상 기법임.
3. 이 주장과 관련된 토론에서, 케인스는 주 15시간 근무의 출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
그러나 그는 일단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의 선호도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현
가능성이 있다고 봄.
4. 이 분석은 각국 정부들이 직접 제공한 정보와 조사에서 언급된 공식 문서 혹은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제공된 텍스트 이외의 정보는 국가 차이 또는 언어 관련 편견을 최소화하
기 위해 고려하지 않음. 메가트렌드에 대비하는 국가들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의 수준이나 계획 지향적 프로세스에 채택된 유형, 도구 및 시계열 등 조사의 모든 항목은
정량화되고 이에 따라 분류됨. 이러한 항목은 조사와 관련된 문서 및 웹사이트에 이름이 명시되거나,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확한 식별과 분류가 가능한 경우 체계적으로 수집됨.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보고서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 완역됨. 이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35개국이 포함됨.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
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
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5. 표본 국가들은 각주 4에 설명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 도구에 따라 각각 예측, 전략적 미래예측,
또는 둘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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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파괴적 기술에 직면한 지역정책

이 장에서는 예상된 기술 변화 중 지역정책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자동화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한다. 둘째, 해당 기술이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제정책을 넘어 지역정
책의 여러 중요한 차원에 미칠 신기술의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신기술의 효과를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에 대처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됨. 국제법에 의거,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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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기술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도전에 대응하기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역정책 측면에서 향후 기술 변화의 가장 큰 영향 중 몇 가지를 논의한다. 첫째, 경제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자동화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결과를 논의한다. 둘째, 해당 기술이
지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제정책을 넘어 지역정책의 여러 중요한 차원에 미치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신기술의 효과를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에
대처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 장에서 논의한 기술 변화 중 어떤 것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만을 갖지 않을 것이다. 관리되지
않거나 관리가 허술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지만, 올바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지역의
경제 성과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일자리 자동화가 지역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
자동화는 향후 기술 진보 중 가장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지닐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기대하는
대로 자동화가 진행된다면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동화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OECD 국가에서 저하된 생산성 증가를 되살릴 기회를 제공한다. 생산성
증가는 총수입을 올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춘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지속시킬 유일한 원천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동화는 대규모로 일자리를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부문에서
일자리가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특히 우려스럽다. 이
절에서는 OECD(2018[28]) 연구에 기초해 자동화의 지역적 차원을 살펴본다.

사용이 급증하는 제조용 로봇
2009년 세계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6만 대이며, 2017년에는 그의 6배 이상이(38만 1000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IFR, 2018[88]). 이 중 대부분은 자동차나 전기장비와 같이 기계적으로
복잡한 상품을 제조하는 산업에서 사용된다. 해당 분야에서 산업 생산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투자도
가장 많이 한다. 자동화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가장 큰 5개국 중 OECD 국가는 독일, 일본, 한국,
미국 4개국이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 로봇에 의한 자동화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물류 및 유통 센터에서는 자동화된 운반 로봇이
고정된 작업대와 자동화된 조립 공정 사이에서 물품을 분류하고 유통하는 등 자동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물류 자동화 시장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 작지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IFR,
2018[89]).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로봇의 증가에 기여한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로봇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는 신흥국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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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OECD 국가에서 로봇 사용이 성행하는
한편,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1000명당 71대의 로봇을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1000명당 각각 32대와 31대의 로봇을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10대 미만으로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IFR, 2018[88]). 로봇의 원가는 크게 하락했으며, 향후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De Backer et al., 2018[90]). 더욱이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임금보다 로봇 가격이 상대적으
로 더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대적 가격 하락은 물류 등 저임금 분야에서도
로봇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솔루션이 인간의 노동력보다 저렴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일자리 자동화가 지역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자동화는 필연적인 변화다. 그러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연 인공지능의 진화다.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미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법 타당한 범위를 가늠하게 한다. 우선 인공지능의 발전이 현 수준에 머무를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Marcus, 2018[60]). 이 시나리오에서는 인공지능 응용 최적화와 컴퓨팅
능력 향상으로 약간 발전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되기 어려우므로,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기술 및 프로세스와 관련된 혁신에 따라 일자리 감소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인공지능이 기존
설계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경우다.
가장 극적인 경우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에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인지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형태로 그 절정에 이를 수 있다.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 5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이번 세기말 이전에 이 시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90%라고 한다(Müler and
Bostrom, 2016[91]). 그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인간 노동과 기계 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향후 몇 년에서
수십 년 사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인간의 인지 과정을 완전히 시뮬레이션하기 전 인공지능이 직업
대부분에서 노동자를 대체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도 중기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지만, 그와 동시에 어느
한 시나리오가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이 절에서는 인공지능 진화에 관한 중간 지대의 시나리오를 논한다. 이 논의는
Frey and Osborne (2013[52])이 제시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했으며, 자동화 위험에 처한 일자리 수에 대한 지역별 추정은 OECD(2018[28])에서
발췌했다.
그림 3.1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예상 경로를 따를 경우의 국가별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수를
보여준다. OECD 전반에 걸쳐 전체 일자리의 14%는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업무가 전체 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일자리의 32%는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업무가 50~70%를 차지한다
(Nedelkoska and Quintini, 2018[53]).
이전 기술혁신은 자동화가 공간 전체에 고르게 확산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동화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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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들이 특정 직업과 분야에서 더 널리 퍼져 있고, 특정 직업이나 부문 모두 한 국가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단순 작업에 의존하는 직업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며, 더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은 덜 위험하다.
그림 3.1. 국가별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국가별 자동화 위험도가 높은 일자리와 위험도가 유의미한 일자리의 비율, 2013년

주: ‘위험도가 높음’이란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업무가 70% 이상 직무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위험도가 유의미함’은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전체 업무의 50~70%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임.
출처: OECD (2018),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8: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https://dx.doi.org/10.1787/9789264305342-en based on Nedelkoska, L. and G. Quintini (2018),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http://dx.doi.org/10.1787/2e2f4ee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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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가 지역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은 일부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그림 3.2). 기초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비중이 높은
많은 도시의 경제는 자동화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더욱이 실업은 몇몇 지역에 집중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생길 수 있다. 지역 간 이주는 이러한 지역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한 국가 내에서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지역 간
이주를 제한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로, 이동성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구조적 조정 메커니즘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애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현재 사는 곳에서 가족에 대한 의무, 친구
관계 유지, 재정적 책임 등을 져야 한다.
둘째, 지리적 이동은 저숙련 노동자에게 더 제한적이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가 이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에 비해 이동에 드는 금전적･비금전적 고정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Kennan
and Walker, 2011[92]). 이사 비용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비교적 비슷하다. 여기에는 가구 운송
등과 관련된 금전적 비용과 새로운 친구를 찾는 데 드는 노력 같은 비금전적 비용이 포함된다.
고소득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새로운 직업을 찾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의해
쉽게 상쇄된다. 그러나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이사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그 비용을 상쇄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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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 상승에 흡수되는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가장 낙관적인 가정하에서도 노동시장 이동성이 지역 노동시장에 걸친 자동화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공공정책은 지역 차원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에 특화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에 미치는 자동화의 위험성 정도
자동화 위험이 있는 일자리 수는 한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크지만 이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절에서는 OECD(2018[28]) 연구에 근거해 지역 차원의 자동화 위험에 처한 일자리 비율을 추정한
다. 자동화 위험에 처한 일자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별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연구에 기초한다. 기본적으로 Frey and Osborne(2013[52])의 방식을 사용했다. 그들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상되는 인공지능의 능력에 따른 직업별 자동화 위험을 추정했다. Nedelkoska and
Quintini(2018[53])는 직업에 따른 업무 및 필요한 기술에 대한 OECD의 PIAAC 조사 결과를 활용해
이러한 접근법을 다듬었다. 지역별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OECD(2018[28])는 이 데이터를 분해해
지역 경제의 부문별 직업 비율을 계산했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기초적인 방법론에 대한 추가 정보와
관련해 위 연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3.2. 지역 간 자동화 위험의 차이가 큰 국가
2016년 국가별 자동화의 위험이 높은 일자리 비율(TL2 최고 및 최저치)

주: 자동화 위험도가 70% 이상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 독일의 경우 2013년 데이터 사용. 벨기에 플랑드르의 경우 지역 단위가
고려됨(유럽 분류의 NUTS2 수준).
출처: OECD (2018),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8: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https://dx.doi.org/10.1787/9789264305342-en based on Nedelkoska, L. and G. Quintini (2018),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http://dx.doi.org/10.1787/2e2f4ee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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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OECD(2018[28]) 연구에 근거한 자동화 위험에 처한 일자리 비율의 지역적 차이를
보여준다. 체코, 프랑스, 슬로바키아, 스페인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비중에 상당한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스페인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을 보유한 지역과 가장 덜 위험한 직업군을 보유한 지역의 차이는 대략 12%p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다른 나라들은 지역 간 차이가 훨씬 작다. 그림
3.2는 중요한 패턴을 보여준다. 자동화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시 면적이 넓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경제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집중돼 대체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자동화에 덜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림 3.2는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비율을 나타내며, 이후 제시되는 모든 추정치는 이 수치와
연관된다. 그러나 자동화의 위험이 있거나 적어도 상당한 위험이 있는 일자리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비율은 OECD 지역 전체에서 4.3%에서 39.3%로
편차가 큰 한편, 상당한 위험이 있는 일자리까지 포함하는 경우 OECD 전체에 걸쳐 28.8%에서
70.0%까지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직업들은 특히 자동화 위험이 높다. 표 3.1은 자동화 위험이 가장 높은 직종과 해당 직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이 직업들은 다른 직업보다 대규모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지역 노동자의 약 10%가 5대 ‘위험 직종’에 고용되어 있다. 특히 식품 가공 관련 종사자,
운전사 및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채굴･건설･제조 및 운송 분야 종사자, 장치 및 기계 조작 종사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및 단순노무 종사자는 자동화의 위험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다. 기술 발전에
따라 그들의 직업은 가장 먼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수 재교육은 해당 직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3.1. 자동화 위험이 높은 5대 직종
ISCO 직종 그룹

ISCO 직종명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업 비중, TL2 평균

94

식품 가공 관련 종사자

0.6%

83

운전사 및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3.5%

93

채굴, 건설, 제조 및 운송 분야 종사자

2.2%

81

장치 및 기계 조작 종사자

2.6%

96

비경제활동인구 및 단순노무 종사자

0.8%

전체

9.7%

주: 자동화 위험이 가장 높은 5개 직종(내림차순)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표본 내 TL2 평균)을 표시함.
출처: OECD (2018[28]),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8: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https://dx.doi.org/10.1787/9789264305342-en based on Nedelkoska, L. and G. Quintini (2018[53]),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http://dx.doi.org/10.1787/2e2f4eea-en.

지역 고용의 진화와 시간에 따른 자동화 위험
지역은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리고 자동화 위험이 높거나 낮은 업종에서 이익이 발생하
느냐 손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2는 OECD(2018[28])에 따라
2011-2016년 일자리 증감과 일자리 창출이 주로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 지역을 구분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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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위험이 낮은 직종(A열)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면서
도 자동화로 인한 장기 실업 위험도 줄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종(B열)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은 단기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지만, 앞으로는 더 위험한 일자리 구성으로
이동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자동화 위험이 높은 분야(C열)에서 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은
자동화로 인한 구조 변화를 겪는 지역의 전형이다. 현재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지만, 자동화
로 인한 추가적인 일자리 감소 위험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위험이 낮은 직종(D열)에서
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경우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지역이다. 그들은 자동화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감소 위험과 함께 현재에도 일자리 감소를 겪고 있다.
몇몇 지역은 2011-2016년 사이 자동화 위험도가 낮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일반적으
로 유럽 내 대다수 지역이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경기침체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슬로베니아 등 남유럽 국가들과 프랑스 일부 지역은 자동화 위험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국가 내 절반 이상의 지역이 자동화 위험이 낮은 고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표 3.2).
표 3.2. 자동화 저위험 직종에서 일자리 창출한 지역
2011-2016년 국가별 TL2 수 (국가 내 전체 지역 대비 %)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플랜더스(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A. 일자리 증가,
저위험군 위주
2 (66.7%)
6 (60.0%)
8 (100.0%)
4 (80.0%)
1 (100.0%)
2 (40.0%)
2 (40.0%)
9 (40.9%)
4 (25%)
1 (7.7%)
2 (100.0%)
6 (28.6%)
7 (100.0%)
12 (75.0%)
1 (25.0%)
4 (21.1%)
7 (87.5%)
11 (91.7%)
49 (96.1%)

B. 일자리 증가,
고위험군 위주
1 (10.0%)
1 (20.0%)
2 (40.0%)
3 (13.6%)
5 (31%)
3 (14.3%)
1 (100.0%)
3 (75.0%)
3 (15.8%)
1 (8.3%)
1 (1.2%)

C. 일자리 감소,
고위험군 위주
1 (33.3%)
3 (30.0%)
3 (60.0%)
1 (20.0%)
4 (18.2%)
2 (13%)
11 (84.6%)
6 (28.6%)
4 (25.0%)
2 (100.0%)
9 (47.4%)
1 (12.5%)
1 (1.2%)

D. 일자리 감소,
저위험군 위주
6 (27.3%)
5 (31%)
1 (7.7%)
6 (28.6%)
3 (15.8%)
-

주: 각 셀은 해당 범주에 속하는 국가의 지역 개수를 의미함. 국가 내 모든 지역 대비 비율은 괄호 안에 표시됨. 플랜더스(벨기에)의 경우 하위
지역이 고려됨(유럽 분류의 NUTS2 수준).
출처: OECD (2018[28]),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8: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https://dx.doi.org/10.1787/9789264305342-en based on EU Labour Force Survey and Nedelkoska, L. and G. Quintini
(2018[53]),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http://dx.doi.org/10.1787/2e2f4ee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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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와 노르웨이 같은 몇몇 나라는 전반적인 고용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모든 지역이 자동화 위험이
낮은 직업군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국가 대부분은 고용이 감소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고위험 일자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5개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두 가지 트렌드가 동시에 발생했다. 즉
고위험 직종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고용은 감소했다.
조치가 없다면 자동화로 인해 부유한 지역은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고(특히 고학력자가 많은
경우), 가난한 지역에서는 중･저학력 노동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모델 기반 시뮬레이션의
EU 지역 결과는 박스 3.1. 참조). 자동화를 통한 이득의 총합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생산방식
변화로 인해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불평등에 악영향이 강하게 발생할 것이다. 노동 수요는 고숙련
1

노동자로 이동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저숙련 노동자 대비 상대적 임금 또한 상승할 것이다.

박스 3.1. 자동화가 유럽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예측
OECD와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of the European Commission: JRC)는 JRC가 개발한
유럽 TL2 경제모델을 바탕으로 자동화가 유럽연합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했다.
자본의 효율성은 자동화의 기술 진보, 즉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수와 작업 품질의 향상에 따라 증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자본의 생산성 증가로 모델링된다. 즉 로봇이 더 ‘스마트’해짐에 따라, 자본 투자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런 긍정적인 생산성 쇼크는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자본 효율성 향상은 동일한 자본 양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생산 이윤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 증대로 추가적인 이득을 창출한다. 평균적으로
가계는 이 발전으로 이익을 얻는다. 노동자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본 단위의 효율성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들의 임금은 상승한다. 가계는 생산효율 향상으로 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혜택을 본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와 지역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느냐는 모델의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기술 변화는 고학력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완재인 반면, 중･저학력 노동자는
자본과 고숙련 노동력 조합의 대체재라고 가정했다. 즉 중･저학력 노동자는 자본과 고숙련 노동자에 의해 모두 (불완전하게)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화는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인력을 보유한 지역(일반적으로 선진 지역)과 자본집약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큰 편익을 창출하며, 이에 따라 자본은 저발전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자본 점유율은 선진 지역에서
39%, 전환 지역에서 38%인 것과 대조적으로 저발전 지역에서 45%임). 전반적으로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동화의 긍정적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선진 지역에서 창출되는 총 노동소득은 0.12% 증가해 자본생산성에 5%의
충격을 주는 반면, 저발전 지역과 전환 지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각각 약 0.8%, 0.11% 떨어진다. 고학력 노동자의 경우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데, 저발전 지역 및 전환 지역에서는 1%를, 선진 지역에서는 이의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중･저학력 노동자의 경우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지만, 저발전 지역에서
1.5% 이상으로 가장 큰 감소를 경험한다.
자동화가 유럽 지역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RHOMOLO 모델은 정책 영향 평가에 사용되는 공간적 일반균형모델이며 광범위한 목표를 다루는 정책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섹터별, 지역별 시계열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Leca et al., 2018[93]). 이 표준 모델은
OECD(2018[28])의 분석 결과를 유럽노동력조사(European Labor Force Survey)와 결합해 유럽 NUTS2 지역의 교육수
준과 업종에 따른 자동화 위험도에 대한 맞춤형 추정치를 제공한다. 추정된 자동화 위험은 자본과 노동의 대체성에 따라
증가한다. 자동화가 경제 평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은 초기 기준선 대비 자본 생산성의 점진적이고
영구적인 증대에 따라 증가한 편차를 5%까지 고려한다.
출처: Lecca, P. et al. (2018[93]), RHOMOLO V3: A Spatial Modelling Framework,
https://ec.europa.eu/jrc/en/publication/rhomolo-v3-spatial-modelling-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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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지역은 저발전 지역이나 전환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여기서 저발전 지역은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미만, 전환 지역은 75%에서 90% 사이인 지역으로 정의됨). 고학력
노동자 비율이 높은 선진 지역은 자본 투자를 늘리고 자동화와 보완성이 높은 능력을 갖춘 노동자들을
활용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므로, 자동화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동화는 대개 낮은 노동비용에 의존하는 저발전 지역의 가격경쟁력을 약화한다. 자본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화 비용이 저렴해짐) 생산은 임금과
기술력이 높은 지역으로 ‘리쇼어링(회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유형은
사라질 일자리와 매우 다를 것이다.

지역 수준에서 자동화 위험을 설명하는 요인
자동화와 관련된 위험의 불균일한 분포는 어떤 지역이 자동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입안자들이 자동화에 가장
불리한 지역을 성장시키는 정책적 개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분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지역이 선진 기계를 덜 활용하기 때문이다. 자동화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자동화 수준도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이러한 지역이 자동화
여력이 더 높고, 따라서 향후 일자리 감소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학력 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자동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일부 예외가 있으나 직무에 필요한
교육 성취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화의 위험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고학력 노동력을 보유한 지역이
자동화의 위험에 처한 직업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림 3.3(좌)은 3차 교육을
받은 인력 25% 미만, 25~40%, 40% 이상, 이 세 유형으로 지역의 자동화 위험에 처한 일자리
비율을 보여준다. 자동화 위험과 3차 교육을 받은 노동자 비율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자동화
위험이 있는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3차 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 자동화 위험을 줄이려면 훈련과 교육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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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자동화 위험이 낮은 고학력 도시 지역
2016년 TL2 지역별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업의 평균 점유율

주: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의 지역(TL2)을 포함
출처: OECD (2018[28]),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8: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https://dx.doi.org/10.1787/9789264305342-en based on Nedelkoska, L. and G. Quintini (2018[53]),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http://dx.doi.org/10.1787/2e2f4eea-en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346

농촌 경제는 특히 자동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림 3.3(우)은 도시 인구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자동화 위험에 처한 일자리의 비율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농촌 경제는 자동화로부터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비중이 낮다.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은 소수의 고용주나 단일 산업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자체로 반드시 자동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 중
한 명이 대규모 자동화를 감행할 경우 실업자를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정책 딜레마를 안겨주는 자동화
자동화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준다.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때 기업에 의한 자동화의 확대는 필요한 생산성
증가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동화는 중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일 우려가 있다.
특히 이미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는 지역은 자동화 위험이 있는 일자리 또한 많아 복합적인 위협을
받는다. 그런 지역에서 실업률을 높이는 모든 조치는 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실업률도 높은 경우가 많아 특히 어려움이 크다. 이들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높은 고용 수준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딜레마는 두 가지를 고려할 때 해결할 수 있다. 첫째로, 정책입안자들은 노동생산성 증가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자 임금 상승과 장기적으로 부를 증대할 중요한 원천인 자동화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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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화를 막으려는 시도는 미래 일자리 감소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지역 내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자동화 방식을 빠르게 수용하거나, 자동화를 수용한 다른 지역의
더 생산적인 경쟁자들에 의해 지역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둘째, 정책입안자들은 지역 인력과 기업이 자동화의 잠재적인 단점을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은 노동자의 숙련도와 기업의 역량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
은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고용주들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자동화 위험이
높은 분야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진에게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을 알리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조언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의 디지털 혁신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과 디지털화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을 뛰어넘어 도시와 농촌 공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본 절의 초점인 도시 수준에서 디지털화는 ‘스마트시티’ 논의의 중심에 있다.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 왔지만, 지방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경제성장 촉진,
복지 함양, 그리고 시민참여 촉진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스마트시티에 관한 많은 문헌은 디지털 혁신이 도시를 위해 창출할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물과 에너지 소비량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미터를 도입하거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센서를 채택하는 등 다양한 수준에서 디지털 혁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은 잘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할 도시에 오히려 도전과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도시 이동수단과 단기 임대주택 시장의 전통적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신기술은
기존 규제와 정책 환경을 교란한다. 신기술은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소비자 보호, 과세, 근로계약
또는 공정 경쟁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이 구현되면 도시 개발과 경영 환경은 크게 재편될 것이다. 도시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을 가늠하기 위해 이 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주요 기회(즉 목표)를 식별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주요 위험, 도전
및 절충점을 파악한다.

스마트시티의 목표: 도시 내 디지털 혁신의 기회
떠오르는 수많은 신기술 중에서 몇몇 신기술이 특히 도시 개발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적층제조(3D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시빅테크(Civic technology),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드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표 3.3 참조). 중기적 영향은 다음 섹션에서 논의하
겠지만, 자율주행차도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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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을 지닌 신기술
신기술

정의

적층제조
(3D프린팅)

재료를 쌓아 올려 제품을 만드는 제조 기법. 대개 컴퓨터 보조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함(OECD, 2016[37]).

인공지능(AI)

지식의 습득 및 적용, 인지 작업, 감지, 언어 처리, 추론, 학습, 의사결정 등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 및
시스템의 능력(OECD, 2016[37]).

1

자율주행차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자 없는 자동차, 로봇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self-driving)차라고도 함.

빅데이터 분석

콘텐츠의 디지털화, 인간 활동에 대한 더 넓은 폭의 모니터링, 사물인터넷 확산 등에 의해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 및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 모음(OECD, 2015[94]). 빅데이터는 센서(자동차, 건물, 거리 또는 인프라에
내재된), 소셜 미디어, 대형 행정 데이터 세트 또는 대규모 과학 실험을 통해 수집될 수 있음(Kleinman, 2016[95]).

블록체인

제3자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촉진해 네트워크에서 당사자 간의 가치 이전을 허용하는 거래 공유 대장(OECD,
2018[96]).

시빅테크

시민의 참여와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 소통, 공공 의사결정, 서비스･인프라 공급 등을 개선해 시민과 정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시민을 위한 일상 기술.

사물인터넷

개인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장치 및 객체(컴퓨터, 스마트폰, 공공
공간의 센서, 가정, 직장).

무인항공기(드론) 파일럿 없이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
1

: 자율주행차와 그 시사점은 다음 섹션에서 논의될 것임.
출처: OECD (2016[37]),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6, http://dx.doi.org/10.1787/sti_in_outlook-2016-en;
Mohammed, F. et al. (2014[97]), UAVs for Smart Citi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https://doi.org/10.1109/ICUAS.2014.6842265.

공공정책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은 행정을 더 효율적이고, 더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더 지속 가능하
도록 만들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은 공공서비스 통합과 같이 적은 자원으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 에너지, 물 및 폐기물 시스템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가용성은
전례 없는 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기반으로 특정 목표점에 실시간으로 개입함으로써
도시 시스템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전기 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과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점점
통합되는 시스템의 좋은 예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은 수요 및 공급 측면의 관리이며,
스마트 미터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다.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기술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도로조형물(가로등,
주차 미터기 등)과 통신할 수 있어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를 예약할
수 있으며, 고장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최고 2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은 연간 3조 9000억
달러에서 11조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다(Monyka and Chui, 2015[98]).
대응력 및 투명성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은 가상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데 따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디지털정부(e-government)와 시빅테크의 확대는 더 많은 인구가 공공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정보에 입각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며,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청원 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시빅테크는 도시 문제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요구에 대해 실시간으로 세부
정보를 얻고, 실시간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한다. 시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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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그들이 보는 움푹 파인 도로, 고장 난 신호등, 쓰레기, 기타
문제가 생긴 위치를 보고하고 알릴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조사, 1차 데이터 수집,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통해 난처한 상태에 놓인 개인들을 더 잘 파악하고 정책의 목표 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기기, 원격의료 또는 e-헬스를 통해 시민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기 경고를
보낼 수 있으며, 이로써 의료 시스템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응급치료나 계획되지 않은 입원을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는 도시의 재난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도시가 지속가능성과 회복력(resilience)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인항공
기는 공간 측량을 가능하게 하고, 대기 및 수질 오염 모니터링을 더 정확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홍수나 다른
유형의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은 대비 수준과 즉각적인 대응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스마트 미터와 전력에 대한 동적 가격 책정으로 기업과 가정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에너지 수요에 소비를 맞추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에 비해 공급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촉진된다. 나아가 전기자동차,
자전거, 스쿠터는 대기오염과 소음 공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전기 운송수단의 증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 환경(세금 감면, 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 충전 인프라의
규모 및 용량 개선, 모든 제조사가 이용 가능한 충전소나 플러그의 표준 제정 등이 필요하다.

도시 내 디지털 혁신의 위험, 과제 및 절충
시민 사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 요소가 있다. 오픈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자와 공유되거나 원치 않는 목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특히 보건 및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해 정보를 맞춤화할 수 있는 오픈데이터나 빅데이터 분석이 제3자에 의해 조작될
위험도 있다(Glancy, 2012[99]; Helbing, 2015[100]; European Research Cluster on the
Internet of Things, 2015[101]; Piniewski, Codagnone and Osimo, 2011[102] 참조). 따라서
수집되고 공표되어야 하는 데이터 유형과 저장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적 고려 사항, 규제 프레임워크, 이해관계 및 가치는 시민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도하고, 실행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OECD는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조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OECD, 2013[103]). 한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대학은 도시
정책입안자들이 특정 데이터가 활용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지와 그 비/공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했다(Gemeente Rotterdam, (n.d.)[104]).
시민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데이터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보안 침해도 공공 정책입안자들이
우선시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도시 인프라, 서비스 및 활동의 디지털화가 점차 주류화되면서
공공 행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이 커지고 있다. 2018년 미국 애틀랜타의 몇몇
주요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경찰, 사법 시스템, 물 관리 및 기타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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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2017년에는 다수의 유럽 병원, 통신 및 철도가 주도면밀한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보았다(Greenemeier, 2018[105]).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발맞추어 유럽연합은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 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2016년 일반데이터 보호 규정’을
작성하고, 데이터 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했다(European Parliament, 2016[10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2) 기업이 데이터
를 사용하기 전 사용자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며, 3) 데이터 전송 및 비즈니스 데이터 수집
등 수집 목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4) 사용자의 데이터 복사본에 대한 접근, 다른 플랫폼으로의
데이터 이동, 해당 데이터 삭제, 개인 데이터를 처리･수집 또는 소유하는 기업에 대한 고소 등의
권한을 강화하며, 5) 데이터 보호 당국 간 협력과 강화된 벌금을 통해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강화한다.
현재의 규제 체계는 또한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기술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어느 정도까지
독점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디지털 사업 모델이 전통적인 사업 모델과 경쟁하는
영역에서는 규제가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편에서는 기존 시장 관행을 위해 고안된 규칙과
규제가 새로운 사업 모델에도 부적절하게 적용된다는 불평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정과 규제 간 괴리가 있어 신규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주도되는 새로운 사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거버넌스 역량을
모든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도시정부는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인프라 역량이 부족하며, 특히 정책 영역별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는 행정부는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승인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Kleinman, 2016[95]). 많은 지방정
부는 대규모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컴퓨팅 역량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저장 및 분석하는 능력과 기술도 부족하다. 해당 기술이 민간 분야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데이터과학자를 영입해 행정부의 역량을 기르기는 쉽지 않다. 많은 도시가
서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이나 노하우를 갖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는 정책 설계와 구현을 위해 점점 더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지
만, 더 많은 데이터가 반드시 더 나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Kleinmann(2016[95])이
지적하듯이, ‘데이터는 정보가 아니다’. 빅데이터는 큰 퍼즐의 한 조각만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중심 정책이 비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예시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을 도시 가로의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유도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보고한 움푹 파인 도로
지도가 더 넓은 가로망을 정확하게 조사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젊고 부유한 거주자가 있는
지역에만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생성된 소셜 미디어 경보에서 (허리케인 관련 문제를 보고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높은 밀도로 볼
때) 실제 더 큰 타격을 받은 해안 지역보다는 맨해튼에 발생한 피해를 과잉 대표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Kleinman,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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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효율성, 투명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경쟁적 정책 목표 사이의 상쇄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및 스마트시티 기술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대규모 인프라(서버, 데이터센터, 케이블 및 전원공급장치)에 의존한다. 그러므
로 추가 연구에서는 도시 디지털 혁신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기술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회집단 간의 기존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도시와 그 이상의 이동성을 변화시키는 자율주행차
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보급될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이동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동성을 향상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지만, 제대로 규제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가 속출할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몇몇 테크기업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교통 상황에서 자율 운전이 가능한 첨단 시제품이 출시되었다. 선도 개발업체인 웨이모
(Waymo)는 2018년 중반 기준, 자율주행차가 플릿 테스트에서 공공 도로를 자율적으로 하루 4만km
이상 주행했다고 발표했다(Lebeau, 2018[107]).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개인 고객들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닉스(미국)에서 선정된 고객들은 기존 카헤일링(car hailing) 앱(**역주: 차량 호출
서비스)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탑승할 수 있다(Randall and Bergen, 2018[108]). 그러나 이 보고서를
집필하는 시점에 자율주행 기술은 보편적으로 이용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일례로 2018년
초 자율 모드로 주행하던 자율주행차가 시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오늘날 자율주행차의 시제품은 여전히 복잡한 교통 상황과 센서를 가리는 악천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차량이 일반인에게 언제 처음으로 판매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가장 낙관적인 전문가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21년에는 완전자율주행차가 판매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Walker, 2018[109]).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자율주행차가 언제 이용될지 예측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Wolmar and Sutherland, 2017[110]).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예측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향후 10년 이내에 시판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말, 일부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시중에 나와 있다. 차량 자동화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서 이러한 자동차는 레벨 3에 해당한다(표 3.4 참조). 위에서 언급한 피닉스의 대규모
현장 테스트에 사용된 차량은 아마도 레벨 4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가장 혁신적
효과가 발휘되려면 레벨 5에 도달해야, 즉 자동차가 모든 교통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탑승자가 잠든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심지어 탑승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그러한 자동차들은 기존 차량의 핸들이나 기타 제어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운전자 없이 모든 교통 조건에서 주행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차량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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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차량 자동화 수준
레벨

명칭

정의

0

자동화 없음

모든 동적 주행 작업은 운전자가 수행함.

1

운전자 지원

차량은 운전자에 의해 제어되지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같은 일부 기능은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음.

2

부분적 자동화

차량이 조향 및 가속, 제동 기능을 모두 제어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운전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다른
모든 운전 작업을 수행해야 함(즉, 운전자는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

3

조건적 자동화

운전자는 필수적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환경을 감시할 필요는 없음. 즉 운전자는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지만 차량의 통지에 따라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예: 현재 레벨 3의 많은 차량은 고속도로 내
시속 60km 미만의 속도에서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됨).

4

높은 자동화

차량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모든 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고속도로 합류와 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매우 역동적인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다시 제어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안전하게 자동화 기능을 중단할
수 있음.

5

완전 자동화

페달이나 스티어링 휠이 필요하지 않은 차량으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탑승자
없이 운전할 수 있음.

출처: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2014[111]),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On-Road Motor Vehicle Automated
Driving Systems, https://doi.org/10.4271/J3016_201806.

완전자율주행차가 모든 장소에서 동시에 이용되지는 못할 것이다. 유리한 기후 조건(눈 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과 질서 있는 교통, 유리한 규제 환경을 갖춘 도시 및 국가에는 다른
곳보다 일찍 도입될 것이다. 이러한 시차를 둔 차별적 도입은 정책입안자들의 관점에서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구동이 시작되면 자율주행차의 도입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로, 대부분 지역의 정책입안자들은 얼리어댑터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자율주행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보급될지는 미지수다. 첫째,
자율주행차 보급 이후 기존 자동차가 얼마나 오랫동안 판매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둘째, 오늘날
자동차의 수명은 10년이 훨씬 넘는다. 기존 자동차의 경제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전방위적 보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쨌든 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전환되더라도 첫 자율주행차가 보급된 시점부터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2030년대 초 이전에 자율주행차가 전체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는 곳과 자동차 사용 방식을 바꿀 자율자동차
일단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게 되면, 차량 탑승자들은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탑승자들은 출퇴근 중에 일하거나, 잠을 자거나, 책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것은 오늘날보다 훨씬 덜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설계를 통해 증폭될 수 있다. 기존 조종석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자동차는 작업 생산성
이나 편안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작은 거실, 사무실 또는 다른 공간과 비슷하게 재설계될 수
있다(Litman,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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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더 쾌적해지면 사람들은 더 큰 집이나 더 많은 녹지 공간 근처에 살기 위해 오늘날보다
도시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Metz, 2018[113]). 출근 시간에 이메일을 처리하
고 퇴근 시간에 TV를 보거나 글을 읽는 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90분의 통근은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 개입이 없는 한, 자율주행차로 인해 교외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이러한 교외화는 기존 통근 범위를 벗어난 도시 외곽에서 가장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지역들은 주택 가격 인상과 상당한 신규 건설을 경험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교외 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도심 가까이 사는 것의 이점이 더 먼 곳에 비해
적어지기 때문이다. 긴 통근 시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집값이 비싼 도시에서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낮은 주거비로 비용 절감
효과가 통근 비용의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제되지 않은 교외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도시 수준에서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하다. 대도시 계획
또는 광역권역 수준의 조정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경우, 증가할 통근 거리를 고려해 행정 경계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 광역권역 수준에서 계획이 조율되지 않는 곳은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스 3.2. 자율주행차의 고용효과
자율주행차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상품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전문 운전기사는 미국에서만 약 380만
명으로 추산된다(Beede, Powers and Ingram, 2017[114]).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는 순간 이들 직업이 상당수 사라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차 서비스 관련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의 고용효과는 자동화를 유도하는 다른 기술의 고용효과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관심 있는 독자는 자동화의 노동시장 효과를 좀 더 광범위하게 논하는 이 장의 섹션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카셰어링(car sharing)의 확산
자율주행차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ITF, 2015[115]). 공유
자율주행차는 현재의 카셰어링 서비스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이다. 사용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하는 대신 공유 자율주행차는 사용자가 요청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공유 자동차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 자가용의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많은 경우 자가용보다 가끔 공유
자동차를 빌리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해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단거리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카셰어링은 특히 매력적일 것이다. 정기적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이점이 줄어드는데,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차를 소유하는 비용과 공유하는
비용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 동안 공유 자동차를 빌려야 하는 통근자들에게
비용 절감 효과는 아마도 더 낮을 것이다. 이 기간에 카셰어링 업체들은 수요 증가를 감안해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동일 인원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차량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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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는 총 시간을 늘림으로써, 같은 수의 공유 자동차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운행 횟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초기에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광범위한 도입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가용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카셰어링 업체가 동시에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자동차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 위협하는 자율주행차
공유 자율주행차에 기반한 카헤일링 시스템은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매일 택시나 카헤일링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비용 부담이
된다. 높은 택시 비용의 큰 부분을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차지한다. 이에 비해 개인용 차량의 km당
운행 비용은 택시 비용보다 훨씬 낮은 경향이 있다. 독일 자동차 클럽에 따르면 일반적인 중산층
자가용의 총 유지비는 km당 약 0.45유로로 추정된다(ADAC, 2018[116]). 이 수치는 자본 비용,
감가상각, 연료, 유지보수,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일단 자율주행차가 널리 보급되면 수요응답형 자율주행택시의 km당 비용이 현재 자가용 유지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높을 것 같지는 않다. 사업자 간 경쟁은 가격을 한계비용까지 밀어낼 것이고,
자율주행택시의 운영비는 오늘날의 자가용 유지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Bösch et al. (2018[117])
은 자율주행택시의 km당 비용이 스위스의 경우 0.41스위스프랑 (약 0.42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한
다. 다른 연구에서는 km당 0.2달러와 0.6달러 사이로 추정한다(Litman, 2018[112]). 만약 자율주행
택시가 여러 명의 승객을 태우는 카풀 형태로 운영된다면, 승객 1인당 비용은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근거리 자율주행택시의 가격은 OECD 국가 대다수의 도시에서 대중교통 티켓 한 장
가격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주문형 자율주행택시로 갈아타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변화는 재정적 측면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첫째, 자율주행차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서 자율주
행차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된다. 그러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는 대중교통으로 도달할 수 없는 최종 구간(last mile)을
운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와 대중교
통 간 연계가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저녁 러시아워 동안 교외 기차역에 열차로 도착하는
승객들을 기다리는 많은 수의 자율주행차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혼잡통행료와 기타 세금 및 규제 수단을 사용해 혼잡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에서 개별 교통수단
으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아래 섹션 참조). 자율주행차에 대한 세금은 여러 통행수
단 서비스의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기차역을 오가는 마지막
구간에만 사용되는 경우, km당 세금을 전체 통행에 자율주행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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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와 과세
주문형 자율주행택시의 편의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볼 때 운행 횟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통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혼잡세와 더불어 자율주행차의 외부효과에 대한 기타
세금이 도입되어야 한다. 세금 계산에 통행 시간과 경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금제를 통해
카풀 활성화에 앞서 언급한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와의 통합을 권장해야 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에서 자율주행차의 수요는 카풀이 확산되어야만 교통 체증 없이 감당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비슷한 통행 일정을 가진 승객들이 한 차량을 나눠 타며, 이동하는
길에 승객들을 태우고 내려준다. 사용자가 충분히 많으면, 승객들의 통행 일정이 최대한 겹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승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겹치는 통행 일정을 가진 승객들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지고, 더 잘 작동할 것이다. 이상적인
경우, 카풀 서비스는 1인용 차량보다 약간의 시간만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카풀을 장려하기 위해
카풀에 대해서는 1인용 차량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승객을 기다리며 빈 상태로 순환하는 자율주행차는 교통 체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주문형 자율주행택시의 신속한 가용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혼잡과 오염을 가중한다.
주차비가 비싼 도시에서는 유료로 차를 주차하는 것보다 도로에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다. 빈 차량의 과다한 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제한이 필요하다. 당국은 빈 차량이
순환하는 경우에 대해 특별비용을 부과하거나, 광범위한 빈 차량 순환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로 인한 차량의 증가 폭이나 도로 용량은 도시마다 크게 다를 것이다. 세금, 수수료
및 기타 규제 수단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법체계는 지역적으로
다른 과세와 규제를 허용해야 한다.
결국 자율주행차는 차량을 안내하는 컴퓨터의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차량 간 안전거리가 훨씬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 용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른바 플래투닝(platooning, **역주: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로 트럭 등 산업용 화물 차량 여러 대를 하나로 묶고, 후방 차량이
인간 개입 없이 선두 트럭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면,
한 무리의 차량이 열차처럼 촘촘한 대형으로 순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가 서로
소통해야 한다. 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는 적절한 규제와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Fagnant and Kockelman, 2015[118]).
그러나 플래투닝은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자율주행차와
수동 주행차가 함께 주행하는 전환기에는 도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플래투닝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 도시에서는 도로가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및 기타 사용자와 공유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널리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정책입안자는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도로 용량 증가분이 전체 차량 증가분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교통 체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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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존 주차 공간 해방시킬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주차 공간의 필요성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차량공유 시스템으로 이행함에 따라 더 적은 주차 공간이 소요될 것이다. 광범위한
차량 공유는 지금보다 더 적은 수의 자동차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동차 수가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ITF, 2015[115]). 더욱이 그 차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주차 시간 또한 줄어든다.
도시 내 주차의 필요성을 줄이는 두 번째 요인은 자율주행차가 자율적으로 주차 공간까지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차량 탑승자의 목적지 근처에 주차하는 대신 가장 경제적인 곳에 주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장 주변의 빈 주차장, 도시 외곽의 유휴 부지, 또는 전략적 장소에 새로 건설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이 두 요인의 조합으로 도시 내 주차 공간이 거의 쓸모없어질 수 있다. 여전히 하차를 위한 공간은
필요하겠지만, 갓길의 주차 공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차량 공유의 확산으로 이어지
지 않는다면, 도시의 주차 공간은 줄어들되 조금 낮은 비율로 감소할 것이다. 도심 내 주차장을
없애기 위한 제한 요인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주차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추가 교통량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인 자동차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도시의 노상
주차를 없애기 위해 특정 장소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Shoup(2017[119])가 상세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주차는 사회에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주어진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주차 공간의 축소는 사회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지대가 높은 밀집된 도시 중심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상 주차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도를 넓히거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거나, 녹지 공간을 만들거나,
카페와 레스토랑을 위한 야외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용도들도 있을
것이다.
노상주차 외에 미국 등 일부 OECD 국가에서는 도시 내 대형 주차장이 일반적인 주차 공간
형태이다(OECD, 2018[120]). 흔히 이 주차 공간은 기업체가 소유해 고객이나 직원에게 제공된다.
어떤 경우에는 토지이용 규정에 따라 주차 공간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도입이
확산되는 시점에 주차 공간은 대부분 노후해질 것이다. 만약 이 공간을 개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더욱이 공간 개발은 중요한 공익적 효과가 있다. 밀도를
높임으로써 환경적으로도 유익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가 보급됨에 따라 도시 내 주차 공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개발에 대한 최소 주차 공간 의무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없더라도 그 제도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 자율주행차가 널리 보급되면 제도의
명분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축소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OECD,
2017[121]). 이와 함께 공공 주차 공간도 점차 축소해야 한다. 이미 많은 도시의 주차 공간이 사회적으
로 최적의 양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과정은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Shoup, 2017[119]).
동시에 주차장으로 더는 쓰이지 않는 공간의 대안적 용도를 탐색해야 한다. 이 공간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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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시점에
서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우선순위 결정과 집행 단계를 포함한 계획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도심형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계획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대개 이러한 주차장은 주요
장소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도시 외관의 매력을 증가시킬 가능성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병행해 자율주행차 주차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공유 자율주행차 한 대가 자가용 여러 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새로 필요한 주차 공간은 도심에서 사라질 주차 공간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도시들은 결국 러시아워 외 시간대와 야간에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시 외곽의 스포츠 경기장 주변 주차장과 같이 활용도가 낮은
공간이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로 이행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가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차 공간에는 대규모 충전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이다.

농촌의 매력을 높일 자율주행차
도시 지역에서 자동차 사용이 꾸준히 감소한 것과 달리 대안이 거의 없는 농촌 지역의 자동차
사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van Dender and Crevert, 2013[122]; (ITF, 2017[123]). 대중교
통은 저밀도 지역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는데, 승객의 대기 시간이 길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자율주행차는 농촌 지역 대중교통의 중요한 보완책이 될 것이다.
승차 공유 모드로 운영되는 자율주행차량은 소도시와 시골 마을의 기존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다(ITF, 2015[115]).
자율주행차는 농촌의 매력을 높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시와 가까운 농촌은 도시로 통근하
는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더욱 매력적일 것이다. 이동이 쉬워지고 이동성이 개선됨에 따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율주행기술은 농촌 지역에도
단점을 야기할 수 있다.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 지역사회의 중요한 편의시설은 더 접근하기 쉬워질
도시의 경쟁자들로 말미암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작은 마을 중심부의 활동이 더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화물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배송 시간을 단축한다. 가장 즉각적으로는 운전자들
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자율화물차도 휴식 시간 없이 24시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즉 더
나은 자본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다. 납기 단축으로 정시 배송에 의존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생산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외딴 지역에서 빠르게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생산자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값비싼 항공운송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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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필수 규제
잘 규제된 자율주행차는 도시를 더 살기 좋고, 더 푸르고, 더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이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율주행차는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와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심각한 원치 않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제도를 통해
기술 확산을 장려하면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완전자율주행차 기술이 보급되면 몇 년 안에 도시 이동성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자율주행차로 전환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원치 않는 효과를 방지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변화를 이끌 적절한 조치를 고안해야 한다. 특히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데 대한 요금 부과와 자동차
사용 증가를 제한하는 기타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 중 상당수는 결국 지역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하므로, 중앙정부는 미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해당 조치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의 성공적인 도입에는 최소한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조화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안전 기준과 책임
규정 등의 측면이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지역 차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더는 논의하지 않는다.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신기술
많은 기술 변화는 농촌 지역이 어떻게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할 것이다. 디지털화는 지역, 국가, 세계시장에 폭넓게 참여할 가능성을 창출할
것이다. 고속 광대역 통신의 보급과 함께 혁신은 농촌 지역에 새로운 교육 기회를 창출하고(e-교육),
사회적 연결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3D프린팅), 토지관리와 서비스 공급 방식(자동화
농장 또는 e-헬스)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밖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는
자율주행차(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와 발전된 통신 기술이 있다.

더 나은 통신 기술
원격통신 기술은 일자리의 탈지역화를 촉진하고 많은 산업에서 조직 변화를 일으켰다(Moriset,
2011[124]). 재택근무, 공유 오피스, 가상 팀, 프리랜서, 온라인 인재 플랫폼 등이 빈번하게 거론된다.
미국에서는 주로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지난 3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해 현재 전체 노동력의
2.4%를 차지한다(Bloom et al.,2015[125]). 재택근무자의 직업군은 학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부터
매니저, 영업 보조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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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OECD 국가는 재택근무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간주해 왔다. 게르스(Gers)는
프랑스 남서부 47개 마을의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조직은 재택근무자 네트워크를 관리한
다. 지자체와 함께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Moriset,
2011[124]).
향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의 등장은 원격근무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 요소를 실제 환경에 투영하는 반면, 가상현실 기술은 완전히 가상현실을 투영한다. 두 기술
모두 가상 이미지가 실제 환경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청각적 요소와 촉각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진보하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의 원격회의 기술보다 대면 회의를 훨씬
더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기업들은 가상 회의를 고객 및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은 재택근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시장이 2015-2018년 사이에 4배 성장한 것으로
추정한다(Hall and Ryo, 2017[126]). 이를 활용해 다양한 작업을 위한 차별화된 기업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기술을 활용해 품질관리, 건강관리, 운전 등 다양한
직업의 직장 환경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미 수술이나 기계 정비와 같은 업무에서도, 증강현실 기술은
노동자들의 시야에 기호를 중첩해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래에는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이 대량생산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쇼핑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Glazer et al., 2017[127]).
농촌 지역에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광대역 통신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책에 더 넓은 디지털 네트워크 확산의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광대역 통신 공급자 간 경쟁 보장, 민간투자 촉진 및 최소 광대역 통신 속도 설정은 OECD 국가에서
광대역 통신 공급 확대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OECD, 2018[128]). 여러 국가에서 범용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설정함으로써 비용이 상업적 수익률을 초과할 때에도 저밀도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촌 지역의 스마트 서비스 공급: 보건과 교육의 미래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연결성이 향상되면 서비스의 원격 공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좀 더 넓은 범위에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교육은 도시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질이 낮은 경우가 많다. 작은 마을의 학생들은 OECD의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과학 과목에서 대도시 학생들보다 평균 31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OECD, 2017[129]).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가운데에서도 긴 등하교 거리, 제한된 커리큘럼 선택권, 교사
유치 및 유지의 어려움 등이 농촌 지역의 교육 서비스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통으로 학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이는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학생들이 필수 정보통신 기술을 배우도록 독려하는 것 외에도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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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을 향상하고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시골 학교들은 원격회의 기술을 이용해
선택과목 수업을 제공한다. 한 학교의 수업은 선생님이 원격으로 교류하는 다른 학교의 교실로
전달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단일 학교에서 학생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외국어 수업과 같은 선택과목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OECD, 2017[70]).
온라인 교육 및 기타 온라인 공공서비스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조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장비를 교실에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간단하다. 그러나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원격으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시간표를
동기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게 그들의 교육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OECD, 2017[129]).
공공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신규 민간 교육 공급자들도 신기술을 통해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거리 교육(또는 온라인 과정), e-러닝, 팟캐스트, 태블릿PC를 활용한 상호작용
중심 교육, 모듈식 교육과정 및 자기주도학습은 멀리 떨어진 곳에도 교육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OECD, 2017[129]). 온라인 과정은 학생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교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대규모 무료 온라인 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인 Coursera에
는 190개국의 2200만 개 이상의 강좌가 등록되어 있다.
신기술을 통해 특히 농촌에서 개선될 수 있는 서비스의 두 번째 영역은 헬스케어다. 이른바 e-헬스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는 디지털 수단을 통한 정보 흐름의 개선을
의미한다. 2016년 기준, 분석 대상 73개국 중 43개국이 국가 e-헬스 전략을 수립했다(WHO,
2016[130]). e-헬스 서비스는 의사 및 기타 보건 서비스 제공업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에 특히
유용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원격 상담은 OECD 전역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전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은 의료 제공자가 부족한 지역의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다. 스마트폰 기반 건강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트렌드가 가장 많이 진척된 사례 중
하나이다. 2013년과 2015년 사이 모바일 건강 애플리케이션은 두 배 증가해 2015년에는 총 16만
5000개에 달했다(OECD, 2017[131]). 그들은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존과는 다른 환경에
서 환자와 의료 전문가들 간 상호작용, 예방부터 진단, 치료,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OECD, 2017[131]).
새로운 건강 기술은 새로운 치료 방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 절차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OECD, 2017[131]). 교육과 마찬가지로 기술 숙달뿐만 아니라, 기술을 기존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 의료 전문가가 환자와 원격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응급환자에게 긴급한 집중치료를 제공할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은 개인과 의료 제공자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이를 기존 의료 시스템에
도입하는 과정에 일반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기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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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공급사슬에 대한 의존도 감소
적층제조(흔히 3D프린팅이라고 함)는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3차원 고체 물체를 만드는 공정이
다. 이 기술은 대형 중앙집권적 공장에 기반을 둔 전통적 제조 공정을 분산형 제조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분산형 제조 기술은 대량생산에 비해 소량 생산을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상품은 대형 공장에서 농촌으로 출하되지 않고, 지역에서 직접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심지어 소비자가 직접 최종 제품을 설계하고 조립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오늘날 3D프린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D프린터는
다양한 재료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항공우주･보석류･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프린팅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Beyer, 2014[132]). 3D프린팅을 사용한 대량생산은 아직 보편화하지는 않았지
만, 일부 가공 플라스틱과 금속 부품 시장을 크게 바꾸고 있다. 보잉은 이미 2만 개가 넘는 제품의
가공 작업을 3D프린팅으로 대체했다(OECD, 2017[133]).
3D프린팅이 보편화하는 과정은 대량생산 방식에서 3D프린팅으로 전환하는 비용의 변화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 프린터의 크기가 작고 투입 재료(플라스틱, 수지, 세라믹, 금속)의 품질
조건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대량생산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OECD,
2017[134]).

주변부 지역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3D프린팅
지역발전정책 관점에서, 3D프린팅은 두 가지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기존 공급사슬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를 줄인다. 공급사슬은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 사업체들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다. 3D프린팅은 생산공정을 통합함으로써
물류상의 복잡성을 줄여주므로 외진 지역의 기업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3D프린팅을
통해 중요한 부품을 제때 공급하기 어려울 때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은 정시
배송에 덜 의존하게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긴급한 의료품은 중앙집권적인 생산공정보다 3D프린팅으
로 훨씬 빨리 생산되고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병원은 3D프린팅을 활용해 전문센터에
의뢰한 후 최종 보형물이 전달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맞춤형 깁스나 임플란트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은 모두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에서 가장 가치 있다.
둘째, 3D프린팅은 시제품 제작 및 소규모 생산비용을 절감한다(Conner et al., 2014[135]).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특히 유리하기 때문에 혁신과 창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3D프린팅이 패션디자인 분야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었다(Isengoma and Mtaho, 2014[136]).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어지는 이점을 줄임으로써 이는 지역 맞춤형 생산을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생산은 더 분산될 수 있다. 지역 내에 입지한 소규모 기업들은 지역의 수요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시장을 위한 생산업체로 가장 적합한 지위를 얻을 것이다.
3D프린팅은 농촌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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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D프린터를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국가 경제에서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가 높아 농촌은 경험 있는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OECD, 2018[137]). 이러한 지역 간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않는 한 3D프린팅은 오히려 고학력자가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농촌 지역의 기업이 생산공정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술의 가능성을 꿰뚫어 볼 지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이 기업에
직접 3D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히달고(멕시코)의 기업가적 경쟁력 연구소(Institute
for Entrepreneurial Competitiveness) 같은 지역 공공기관들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3D프린팅
시제품을 지역 기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OECD, forthcoming[138]).

무인항공기: 생산성 향상
드론 혹은 무인항공기는 자율적으로 원격조종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드론은 이미 농업, 건설,
소매업, 보험,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에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드론은 원격으로 송유관, 야생동물 수, 산불 등 인프라를 점검하거나 환경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Rao, Gopi, and Maione, 2016[139]). 농업에서는 가축과 농작물을 살피는 데 드론을
사용하면서 농가가 넓은 지역을 한결 빠르게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인공지능 시스템과 결합된다면,
농부들이 비디오로 일일이 감시할 필요 없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상 징후를 감지함으로써 더욱
자동화할 수 있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드론은 농약 살포 등 농업 생산과정에도 직접 개입한다
(OECD, 2018[137]).
무인항공기 기반 자동 배송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우편 서비스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 DHL, 구글은 이미 드론을 이용한 배송 테스트를
시행했으며, 2015년 미국 연방항공청은 첫 상용 드론 배송을 승인했다(Xu, 2017[140]). 아마존은
이 서비스가 완전히 구축되면 자사 제품의 80% 이상을 항공을 통해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ao, Gopi, and Maione, 2016[139]). 드론 기반 배송은 5년에서 10년 이내에 상용화될 수 있다.
드론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건물과 인프라를 탐색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자동 배송 시스템이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Xu, 2017[140]). 드론을 기반으로 한 배송이 널리
보급되면 농촌 지역의 상품 공급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촌 생산자들도 새로운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드론 개발 및 테스트와 관련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다(OECD, 2018[137]).
따라서 테크기업이나 R&D 기업에 농촌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잘 관리된다면 지역사회에
지식 스필오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활용을 둘러싼 규제는 농촌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드론 활용에
관한 국가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대부분이며, 모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특정 종류의 드론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과 아닌 지역에 대한 지침도 부정확하다. 그 결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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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개발자는 합법적인 회색지대에서 활동하게 된다(Levush, 2016[141]). 특정 유형의 드론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과 조건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은 드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드론은 또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안전 및 프라이버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드론 배송은 국내 소매업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농촌 지역에
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매 인프라가 희박하고 심지어 가게 하나가 문 닫으면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 관행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농업 분야는 광범위한 혁신으로 식품, 섬유, 바이오 연료의 재배 및 유통 방식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더욱 탄력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시스템의 달성, 그리고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포괄적인 제품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혁신은
농업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의 증대를 핵심으로 한다. 지금까지 농장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의 일환으로 파악된 네 가지 주요 트렌드로는 1) 생산 공정의 비준, 2)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3) 신규 행위자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업체의 혁신, 4) 다양한 행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이
있다(OECD, 2018[142]).
‘스마트팜’ 혹은 ‘e-파밍’의 급증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기반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 센서, 사물인
터넷, 로봇, 드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OECD,
2018[142]). 이러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사용해 농업 혁신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농작물 증가와 수자원을 감시하고, 농업 생산을 자동화하며, 농업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한다(OECD, 2018[142]).
예를 들어 정밀농업은 농가가 자신의 농지에 대한 핵심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신 기법으로, 완전한 농가 자동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OECD, 2017[143]). 이
기법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종자, 비료, 관개, 심지어 농업인의 시간 절약 등 농업 관련 자원
사용을 최적화해 생산성 증대를 돕는다. 이 기술은 산출량 지도화(mapping)에서 시작해서 이후
전체 농업 생산주기에 걸쳐 정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로 발전했다(OECD, 2017[143]).
초기 제품들은 트랙터에 센서와 GPS를 결합하면서 업그레이드되었다.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어
트랙터 스스로 운전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농작물을 심고, 급수하고, 수확하고, 통신할 수 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하루에 200~250ha의 면적에 작물을 심거나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자
동화 기술 없이 농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40~60a임) (OECD, 2017[143]). 2017년
슈롭셔(영국)의 하퍼 애덤스 대학교와 Precision Decisions 기업이 주도한 ‘핸즈프리 헥타르(Hands
Free Hectare)’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농작물을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
는 데 성공했다(Feingold, 2017[144]).
대규모로 농장이 자동화되고 정보통신 시스템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농촌 전역에 빠르고 안정적인
모바일 인터넷이 보급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특히 원격 지역의 인터넷 연결에 관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OECD, 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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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데이터 거버넌스와 규제는 농촌이 농업 자동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핵심적이다.
주요 농업기술업체들의 농업 데이터 통제는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데이터
소유권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는 한 데이터 집약적 장비의 이점은 불확실할 수 있다(OECD,
2017[143]).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자동화 과정에 참여시키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갔다. 미국에서는 2016년 미국농업
총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이 주요 정밀농업기술 공급업체들과 논의해 농업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원칙(Privacy and Security Principles for Farm Data)을 발표했다.

식품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관점
몇 가지 세계적인 트렌드는 식량 안보와 식량 및 농업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가하는 세계 인구의 식량 수요 외에도, 저소득 및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곡물 소비량에
비해 육류･과일 및 채소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식생활 전환은 생산량 증가와 천연자원
개발 압력을 증가시킨다(FAO, 2017[145]).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혁신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공육
생산(synthetic meat production), 곤충이나 육지 양식(land-based fish farming) 등은 혁신
기술이 식량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다. 인공육은 일반 가축을
사육할 때 야기되는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늘어나는 식량 및 단백질 수요에 대처해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틈새 기술이다(즉 토지와 물 소비량 감소). 가까운 미래에 식물 단백질을 고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동물 세포를 배양해 만들어내는 고기인
배양육은 가축 고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Alexander et al., 2017[146]). 그러나 언제 기술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질지는 불분명하다. 배양육을 소량 생산할 수는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장애가 남아 있다(Hocquet, 2016[147]).
곤충은 또 다른 단백질 공급원으로, 적은 온실가스 배출과 물 소비로 생산될 수 있다. 곤충은
지방･단백질･미세 영양분이 풍부하며, 빠른 성장률과 성숙도로 생산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소의 40%가 식용으로 사용된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곤충은 생산량의 100%를 섭취할 수 있다
(Alexander et al., 2017[146]). 귀뚜라미 밀가루로 만든 제품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으며, 몇몇
회사는 곤충을 단백질 생산에 사용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다만 곤충 사용에 대한
기술적 도전은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한편, 이 식자재가 문화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양식업 분야, 구체적으로는 육지 양식업의 추가적 기술 발전은 이미 양식업의 관행을 변화시키고
있다. 양식업은 인간의 소비를 위한 어류 공급량 증가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1974년에는 총
소비 어류의 7%만을 공급한 반면 2004년에는 34%로 늘어났다(중국은 세계 양식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FAO, 2016[148]). 그러나 현재의 양식업 관행은 대개 비효율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질병에 취약하고 환경에 해를 끼친다(Hodgkins, 2017[149]). 전통 양식 시스템은 담수원의
깨끗한 물의 흐름이나 해안 조류와 같은 양질의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유지된다. 한편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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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시스템의 경우 탱크의 폐수를 처리하고 정화한 후 배출하기 때문에 전체 물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Kvernevik, 2017[150]). 다른 이점으로는 높은 수확량뿐만 아니라 육지 양식의 장소와 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더 많다는 점이다. 산업 규모로 육지 양식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인 한편 노르웨이의 니리(Niri), 미국의 마베스타(Marvesta) 같은 몇몇 회사는 상업적
용도로 육지 양식을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 중 하나라도 널리 보급되면 농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촌의
식량 생산을 다양화하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생산방식을 위협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주(註)
1. 여기서 교육이란, 기초 경제모델의 맥락에서 ‘기술’이라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의 대리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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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준비

이 장은 인구･환경 측면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자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그다음 세 가지 다른 인구 흐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1)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2) OECD 국가에서 국제이주
가 미치는 지역적 영향, 3) 많은 지역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국제관광.
이어 이 장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 환경적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분석한다. 천연자원
추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정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자원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와 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분석함으
로써 천연자원의 미래에 대한 논의로 장을 마무리한다.

*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됨. 국제법에 의거,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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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세계 인구･환경 측면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단순히 경제적 우려를 넘어서 지역정책에 폭넓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사회･환경･교육 정책 모두
이 장에서 논의하는 인구 및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적 영향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메가트렌드는 모든 지역에서 경제적 기틀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연령 인구의 감소는 이미 일부 OECD 지역에서 노동자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자동화의 확산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균형을 맞추지 않는 한 노동자 부족은
심화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역의 인구 변화를 주도하는 세 가지 요인을 검토한다. 고령화, 지역 내 이동 및
국제이주가 그것이다. 더 긴 기대수명과 낮은 출산율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이후 지역 내 이동을 비롯한 인구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 내에서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한편 도시 지역은 인구 증가를 경험한다. 실제로 인구가 총체적으로 줄어드는 국가에서도 대도시는
대부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젊을 때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부 이동은 농촌과
도시 사이 격차가 커지는 것을 부추긴다.
내부 이동뿐만 아니라 국제이주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인구 흐름은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적 현상이다. 이주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제이주에서 대체로 이주민들은 원주민보다 젊으므로, 자연 감소하는 지역 노동연
령 인구를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노동시장 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런 문제들은 각 지자체가 어학 수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책임지게 된다.
그다음으로 관광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결과를 논의한다. 관광이 그 자체로 인구학적 트렌드를
주도하지는 않지만 인구학적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신흥국 도시 중산층의 빠른
성장으로 향후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관광은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간 노동자의 이동성 증대에 기여한다. 관광과 국제이주는 개념적으로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는데, 두 현상 모두 점차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나타나는,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이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메가트렌드에 대해 논의한 후,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세 번째 메가트렌드인 환경적
메가트렌드에 초점을 맞춘다. 기후변화를 특히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다른 모든
메가트렌드와 달리 기후변화는 대부분 지역에 아무런 긍정적 효과가 없는 위협 요인이다. 따라서
정책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완화 조치와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응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후변화의 주요 시사점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해 더 강력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잘 적응하는 기업들만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적 메가트렌드는 기후변화를 넘어선다. 특히 자원 가용성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역
경제에 점점 더 중요해질 환경 요인이다. 여기서는 천연자원을 두 각도에서 다룬다. 첫째, 자원
추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정책이 내포한 함의를 논의한다. 자원 추출은 특히 농촌 지역에 경제적
기회가 되는 한편, 그것이 환경에 주는 영향은 점점 더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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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의 자원 수요를 줄이는 전략을 논의한다. 이 맥락에서 환경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득이 되는 순환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구 변화는 다른 메가트렌드에 비해 대중적으로 덜 다뤄지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도시와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추세는 새로운 도전을 야기한다. 특히 더 적은 노동력으로
증가하는 은퇴자들의 복지 혜택을 감당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인구 변화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위협할 것이다. 또한 의료와 기타 공공서비스도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가 지역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 일어난 출산율의 하락은 베이비붐 세대와 다음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
면서 체감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9개국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갖고 있다.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OECD 내 6460개의 TL3 중 691개
지역(11%)의 인구가 감소했다(그림 4.1). 10개국은 5분의 1 이상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여기에는 남유럽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동유럽 국가(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
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일본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
(Replacement Fertility Rate, **역주: 2.1명. 인구이동이 없고 사망률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1명 출산율은 인구증가율에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보며, 한 쌍의 부부가 부부를 대체하기 위해
2명의 아이를 낳고 유아 사망 사고에 대비해 0.1명을 더 낳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음)에 한참 못미처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들은 전반적 인구 감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예측에 따르면 2050년 이전에
거의 모든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그림 4.1). 2014-2050년 사이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OECD
국가 내 1363개 TL3 중 56.8%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동력 감소와 조세
기반 상실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더 적은 지역이 최소한의 보건, 대중교통
및 기타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요구치를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시장이 작아지고 소비가 줄면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이 공실이 되거나 버려지고 공공서비
스가 종료되면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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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지역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인구 변화를 주도하는 두 번째 주요 요인이다. 의료 기술과 그
유용성이 향상되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수명은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고령자(65세
이상)의 비율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 이르면
대도시 이외 지역의 유럽 인구 30%가량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2). 대도시권에
가까운 지역은 고령화 비율이 다소 낮으며(28%), 최소 2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은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27.5%). 대도시권, 즉 15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만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할 것이다.
그림 4.1. 인구 감소가 향후 30년 동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
2014-2017년 인구가 감소한 TL3의 비율 및 2014-2050년 인구가 감소할 TL3의 비율 예측

주: Eurostat의 Europop 2013 시나리오에 기초한 인구 예측. 국가 수준의 예측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예측이 개발됨.
출처: OECD (2018),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and Eurostat “Europop2013”
demographic pro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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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유럽 TL3의 노인인구(65+) 비율 추정

주: Eurostat의 Europop 2013 시나리오에 기초한 인구 예측. 행정경계는 NUTS 2010 분류를 따름.
출처: 지역 인구 예측에 대한 Eurostat 통계에 기반한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384

대도시의 인구 동향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보통 한 나라의 대도시인 수도는 65세
1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며, 향후 10년 동안 그 증가율 또한 가장 낮을 것이다(EC, 2017[151]) .
고령화는 농촌 지역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4.3).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은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고령화는 가장 즉각적으로 노년 부양비를 증가시키고, 생산연령인구
대비 은퇴자의 비율을 상승시킨다. 이는 1인당 GDP 성장률의 감소를 의미한다. 다만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적인 생산성 증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구 변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큰 20개 TL3의 1인당 GDP 성장률은 2006-2014년 동안 연간 약
0.7~0.8%p 감소했다. 동일 기간 생산성은 0.7~0.8%p가량 증가해 생활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연간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20개 TL3 중 절반가량에서 실제
연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고령화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비율보다 낮았다. 10개
지역 중 3개 지역은 고용률을 높여 간신히 1인당 GDP의 하락을 면했지만, 나머지 7개 지역에서는
1인당 GDP가 감소했다(Daniele, Honiden and Lembcke, forthcoming[152]).

OECD 지역 전망 2019

115

Ⅰ. 4. 인구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준비

그림 4.3. OECD 국가 내 노년 부양비, 15~64세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 65+)

출처: OECD (2018),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403

여러 경제모델의 예측에 따르면 점차 다음 세대부터의 소득 이전이 연금을 지탱할 수 없게 되면서
고령화사회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저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저축 증가는 자본 유용성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자본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제에서 느리게 진행되는 경제로 유입될 것임을 의미한다
(Börsch-Supan, 2008[153]). 그러나 경제모델이 예측하는 바와는 반대로 실제 자본은 고령화가
느린 국가에서 빠른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Acemoglu and Restrepo, 2017[154]).
한 가지 이유는 기술 변화로 인해 인구 변화가 느린 국가보다 선진국이나 급속하게 고령화하는
국가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투자 기회가 더 많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산업생산용 로봇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국가에서 더욱 보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통근권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Acemoglu and Restrepo, 2018[155]). 그 지역에서 자본 사용의 증가는 생산성을 향상시
켜 노동력 감소에 의한 생산성 감소분을 상쇄한다.
모든 지역이 고령화사회의 도전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그림 4.2 참조). 인구 대비 노동력이 감소하
면 연금과 고령자 관련 서비스 부담이 커진다. ‘비실버(non-silver)’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기업가정신과 혁신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활용 가능한 재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적･사회적 영향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기술 변화와 생산성 증가의 잠재적
편익 또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의 성장은 개인 저축률과 고령
노동자의 노동참여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두 요소 모두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조기 은퇴를 장려하는 노동시장 규제와 연금제도는 고령화 진행이 빠를수록 국가의 성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Oliveira Martins et al., 2005[156]). 그러한 인센티브를 다루려면 노동시
장 규제와 같은 핵심 정책 분야에 대한 상당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OECD, 201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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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시화
국내 인구 흐름은 지역의 인구학적 발전을 불균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의 노년 부양비가 낮아진 것은 젊은이들이 대개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에
서 도시로의 이동이 인구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성장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이며, OECD 내외의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가에서 급속한 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려면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택, 에너지, 환경, 의료, 교통 등 도시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인 정책과 솔루션이 요구된다. 또한 포용적 성장, 고용에 대한 접근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이 섹션에서는 전 세계 모든 도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2
글로벌 도시화의 역동성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에 거주하는 사람들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세계 인구 증가에 힘입어
인구 10만~100만 명의 소규모 도시 또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도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도시가 이민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표 4.1은 2015년 전 세계 인구의 40%가 10만 명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도시 대다수(97%)는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이다. 그러나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더 높은 비중의 인구가 거주한다. 16억 2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도시에 거주한다. 이 가운데 3분의 1(5억 3000만 명)이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살고 있다. 반면 10만~100만 명 인구 규모의 도시에 사는 인구는 13억 300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인상적인 숫자는 중간 규모의 도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4.1. 도시 규모별 인구 및 연면적
2015년
규모

인구

도시

1990년

평균연면적

전세계 비중(%)

인구

도시

평균연면적

전세계 비중(%)

1천만 초과

530

28

77

7%

274

18

97

5%

5백만-1천만

295

43

96

4%

150

23

100

3%

1-5백만

796

394

104

11%

551

285

114

10%

50만-1백만

363

523

92

5%

271

396

106

5%

10만-50만

964

4800

82

13%

764

3926

78

14%

전체

2951

5799

40%

2010

4648

기타

4398

60%

3299

전세계 인구

7349

38%
62%

5309

주: 1인당 연면적은 주민 1인당 평방미터, 인구는 100만 명 단위임.
출처: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 (Pesaresi and Freire, 2016[158]) 에 기반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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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거대 도시와 배후 지역의 도시화
세계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 대도시들은 도시인구 비율이 상승한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1990년에는 세계 18개 도시만이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흔히 ‘메가시티’
라고 하는 이 도시들의 수는 2015년 28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메가시티에 거주하는 인구는
2억 7400만 명에서 5억 30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그 비율이 세계 인구의 5%에서 7%로
상승했다. 1990-2015년 사이 메가시티로 성장한 도시 중 테헤란, 라고스, 이스탄불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아시아(7개)에 위치한다.
동아시아는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11%에 육박한다.
뒤이어 남아시아,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높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은 각각 1.2%, 3.1%로 인구집중도가 가장 낮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라고스와
요하네스버그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이스탄불, 모스크바, 파리)의 메가시티 인구 증가세는 상당히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시티의 성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는 대중적인 관점인 한편, 도시화의
중요한 원천은 작은 도시 중심지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10만~100만 명 규모의
도시에 1억 9100만 명이 거주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에는 단지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구 500만~1000만 명 규모의 도시에는 총 3000만 명이 거주한다.
마찬가지로 남아시아에서는 10만~100만 명 규모의 도시에 3억 4500만 명이 거주하는 한편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2억 5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더욱이 중간 규모의 신도시가 빠르게
늘고 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0만 명 이상의 신도시는 1644개로 증가했다. 이 중
70%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위치한다.
그림 4.4. 세계 10대 도시의 인구 증가

출처: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 (Pesaresi and Freire, 2016[158]) 에 기초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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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도시 규모별 인구 분포, 2015년

주: 도시 규모별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여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함.
출처: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 (Pesaresi and Freire, 2016[158]) 에 기초해 계산함.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441

도시의 전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중 1159개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했는
데, 이는 전 세계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의 25%에 해당한다. 쇠퇴하는 도시 대부분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인구 10만~50만 명 규모의 도시 중 996개 도시(27%)가 인구 감소를 경험했으나,
인구 100만 명 도시는 45개(14%)만이 인구가 감소했다.

규모보다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도시 인구밀도
인구밀도는 집적경제의 강도,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비용 등 여러 정책 관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주요 특성이다. 그림 4.6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 전체의 인구밀도 수준이 대륙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아메리카의 도시들이 밀도가 훨씬 덜 높고, 남아시아의 도시들은 밀도가
가장 높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고밀 도시인 다카는 시카고보다 10배 이상 인구밀도가 높다.
작은 도시들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 규모 남아시아 도시의
평균 밀도는 북아메리카의 같은 규모의 도시보다 25배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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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지역별 15대 도시의 1인당 연면적

주: 지역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15개 도시를 표기함. 1인당 연면적은 주민 1인당 평방미터 단위임.
출처: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 (Pesaresi and Freire, 2016[158]) 에 기초해 계산함.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460

지난 수십 년간 도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를 연면적(**역주: 총 바닥 면적)의 증가가 따라잡지
못해, 가장 작은 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고밀화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고밀화는 모든 지역과
모든 규모의 도시에 걸쳐 발생했지만, 공간 확장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대규모 인구 유입을
경험한 메가시티에서 특히 강하게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교외화가 덜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도시 중심지가 고밀해진 많은 나라에서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확장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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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지방정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현상
이주는 그 영향력이 지역 수준에서 체감되는 또 다른 세계적 인구 트렌드이다. 이는 이미 논의한
인구 감소, 고령화 현상과 여러 면에서 상호작용한다.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이주했
는데 이는 이전 수십 년 동안 일부 동유럽 국가의 인구 감소에 기여했고, 서유럽 목적지 국가의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이주민들이 원주민보다 젊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이주는
인구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순 이주 흐름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관찰됐다.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10만 명의 순 유입이, 2010년과 2015년 사이에는 순 이주가
감소해 연평균 210만 명의 순 유입이 발생했다(UNDSA, 2017[159]).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이주 수치가 일시적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기간에 EU 외부에서 약 240만 명이 EU로 이주했다
(Eurostat, 2017[160]). 이는 EU 전체 인구의 0.5%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민을 추동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꾀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이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OECD
국가가 고숙련 외국인의 이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른 경우, 이주는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쟁이나 대량학살로부터 발생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주의적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주민이 기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된다면 경제성장과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이주민 중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
의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높아 고령화 사회에 유리하다. 게다가 많은 이주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많은 난민이 OECD 국가에 오기 위해 거친
길고 위험한 여정에서도 드러난다.

이주: 지역적 함의를 갖는 글로벌 현상
이주는 세계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의 많은 부분이 지역 수준에서 나타난다. 이주민들
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9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이주민의 인구점유율은 크게 다르며,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이주민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이주민들은 특히 도시로 유입된다. 이주민의 약 3분의 2가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OECD,
2018[161]). 이러한 이주민들의 지리적 집중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2005년과
2015년 사이 기존 이주공동체의 규모가 더 큰 지역에서 이주민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Diaz
Ramirez et al., 201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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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OECD 지역 이주민의 인구점유율
TL2(대규모 권역), 2015년

15% 이상
10-15%
6-10%
2.5-6%
2.5%이하
데이터 미제공

이 지도는 설명 목적으로, 이 지도에서
다루는 영토해 대한 어떠한 지위 및 주권
에 대한 침해는 없음.
행정 경계 출처: 국가통계청, FAO Global
Administrative Unit Layers (GAUL).

출처: OECD (2018[161]), Working Together for Loc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Refugees,
https://doi.org/10.1787/9789264085350-en.

이민으로 인한 도전과 기회는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주 유치 지역의 특성이
나 교육, 나이, 기술 등 이주공동체의 특성도 균일하지 않다. 고숙련 이주민들은 기존 고숙련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민자 인구구성을 보면 최근 이민자와 정착 이민자 사이의
지리적인 분포와 결과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OECD, 2018[161]). 향후 이민이 가져올 영향을 예측하고
신규 이주민과 이를 받아들이는 지역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영역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다른 이주민의 복지 및 노동시장
이주민의 복지 수준은 종종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지역에 따른 주거 상태, 소득수준, 고용률
또는 과잉자격률(Over-qualification rate)의 차이는 모두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역 특유의 요인이 중요함을 방증한다(OECD, 2018[161]). 이주민과 원주민 간 주거환경 차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과밀 주거지에 거주하는 이주민 가구의 비율은 비도시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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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고용 기회 접근은 많은 OECD 지역에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2014-2015년 OECD
내 이주민의 11%가 실업자로 원주민보다 2%p 높았지만, 지역마다 상황은 크게 달랐다(OECD,
2018[163]). 특히 북유럽과 중앙유럽에서 이주민들이 원주민보다 실업자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게다가 이주민들은 그들의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급에서 일할 가능성이 원주민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그림 4.8. OECD 지역 내 원주민 대비 외국 출생자의 과잉자격률
TL2, 2014-2015년; 외국 태생과 현지 태생 간 차이

주: 과잉자격은 높은 수준의 교육(3차 교육)에도 불구하고 저급 또는 중급 기술직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함. 값이 클수록 이주민의 자격과잉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OECD (2018),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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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장애물, 예를 들어 언어장벽, 차별,
취업허가, 비자 등의 문제는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또한 그들의 교육 및 직업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은 더디며, 많은 경우 비OECD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게
학위를 취득하거나 교육 자격을 보완해야 한다. 즉 등록 및 문서화 프로세스는 이주민의 노동력
투입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지역 차원의 이주민 통합 정책
최근 이주민, 특히 난민의 통합에 도시와 지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EU 내 많은 도시 및 지역이 2015년 난민 위기에 대응해 이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공급을
확대했다. 2018년 말 기준 170개국이 서명한 국제이주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
난민을 위한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for Refugees) 같은 국제협약에도 지역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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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돼 있다. 이 국제협약과 관련 정부 간 협약의 실행은 지역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OECD는
EU 72개 도시에서 수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차원의 이주민 통합을 위한 공공 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정리한 53개 도구와 80개 업무는 관련 지역정책을 계획, 실행 및 평가하는
과정에 이주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OECD, 2018[161]).
이주 정책 대부분이 국가 수준의 역량에 달려 있는 한편 통합 정책은 중앙/연방 및 지역계획이
조합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 통합 정책이 서로 다른 층위의 정부 간 공동 책임을 지는 여러
정책 분야와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성의 이점을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다층적 조정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층적 공조의 좋은 예로는 독일 랑데르
(**역주: 독일의 정치구역으로 연방주라고도 함) 통합을 위해 제도화된 장관회의가 있는데
(Integrationsministerkonferenz), 이는 중앙정부와 랑데르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경험 공유를
장려하며, 랑데르 간 비교를 위한 통합 지표를 개발한다.

지역통합전략과 수평적 조정: 일관성 있는 정착을 위한 핵심 도구
성공적인 통합은 교육, 주거, 노동 통합, 복지, 건강 등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이주 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통합’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수평적 조정은 모든
관련 정책 분야에 통합 표준을 편입하는 데 필수적이며, 모든 구성원이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비공공 행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빈시는 행정부 내 모든 부서가
통합 정책을 다루도록 강력한 모델을 채택했다. 계약을 통해 행정부 내 설치된 통합 부서가 도시통합전
략을 이행하는 각 부처의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통합 전략은 점차 일반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과 특정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조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도시가 다른 문화적･민족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을
응대하는 사회 및 보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전용 자원을 구축해 둔다. 또
다른 특화 프로그램으로 언어교육, 긴급수용, 법률지원, 추가 복지 수당 등 여러 차원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파리시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행정문서 번역 등 주거 허가 신청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메커니즘에 투자했다. 베를린, 글래스고,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에서는
지역‘가이드’들을 훈련해 신규 이주민들을 응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시장이나 교육
기회 탐색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도 도움을 준다.
통합을 위한 지역 목표를 구체화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이주를 정치 도구로 삼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는
공공 담론을 형성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공공회의, 캠페인,
광고판, 도시 전체의 인포센터 등)를 활용해 이주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베를린 등 일부 도시는 다양성을 중점으로 하는 공공 이미지 캠페인을 진행했고, 바르셀
로나 등 일부 도시는 자원봉사자를 ‘반(反)루머 요원’으로 양성해 모든 시민이 관용과 포용력을
지니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도시가 담론을 바꿀 능력을 함양한다. 즉 이주민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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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보완하는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이다(OECD, forthcoming

[164]).

2015년 난민 위기 때 많은 NGO가 급증하는 빈곤 이주

인구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많은 도시가 통합과 사회적 응집력을 촉진하는 계획을 실행하
기 위해 비공공 행위자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것은 아테네 이주난민문제조정센터
(Athens Coordination Centre for Migrant and Refugee Issues)와 같이 목표, 예산, 활동을
조직하는 협력 메커니즘으로 실천되었다. 이러한 협력 메커니즘은 정부 주도의 이니셔티브와 NGO
주도의 이니셔티브가 서로 중복되거나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이주민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 허가나
전문성 및 교육수준 검증은 더 높은 층위의 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해당 분야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이주자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도록 광범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이주 학생들이 교육 단계에서 초기 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와
협력해 교육 및 견습 과정에서 이주 학생을 통합하거나(베를린), 때로는 도시 경계를 초월해 국가
공공고용서비스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킨다(오스트리아의 빈). 더욱이 지방정
부는 이주민들과 함께 일할 기회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난민은 직업이 아니다’라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광고 캠페인을 벌인 베를린시가 대표적이다. 지방 당국과 협력해 설립된
일부 전문협회는 난민으로 입국하는 인구 중 자격을 갖춘 의사나 기술자를 고용하기 위한 경로를
만들었다(영국의 글래스고, 스웨덴의 고텐부르크). 다른 도시들 또한 새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실행한다.

인구 변화의 미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2050년까지 거의 모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4.1). 이 절은 먼저 일부 OECD 국가에 대한 고해상도 인구 예측 결과를 미리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난제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안과 사례를 살펴본다.

전망 – 2030년 고해상도 인구 예측
국가 단위의 인구 변화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에서 예측할 수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은 천천히
변화하며, 오늘날 태어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살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인구 장기
예측은 다른 장기 예측보다 더 정확하다. 그러나 여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총계보다는 지역
차원의 인구 구성이다. 학교를 어디에 지을지, 어떤 인프라를 제공할지와 같은 결정은 근린 단위의
인구구성에 달려 있다.
불행히도 지역 수준의 인구 예측은 국가 내 지역 간 인구이동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도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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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 같은 인구이동은 지역 간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나이에 따른 패턴도 포함하고
있어 포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지역 내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이동할 수 있고, 그들이 첫 직업을 찾으면 다시 이동할 수 있으며, 가정을 꾸릴 때 지역의
덜 밀집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은퇴 이후 사람들은 지역 내에서 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고해상도 인구 예측에 따르면 지역 및
도시 전체와 그 내부에서도 인구 변화 예상치의 극명한 차이가 있다(박스 4.1). 농촌은 도시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중소도시도 감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30년까지 기능적 도시 지역 5곳 중 1곳 이상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 중심에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 중 일부는 기술적 발전, 특히 운송 자동화에 의해
희석될 수 있다(3장 참조).
1인당 GDP 수준이 전국 평균(비가중치) 대비 25% 이하인 유럽의 TL3는 2050년 국가 평균보다
고령자 비율이 1.8%p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인당 GDP가 25% 이상인 지역은 평균보다
2%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GDP 25% 이하 지역은 25% 상위 지역보다 고령 거주자가 4%p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스 4.1. 2030년 유럽: 고해상도 고령화 예측
OECD는 JRC와 협력해 Eurostat의 ‘Europop2013’모델의 주요 시나리오에서 추정한 지역 인구 예측치를 채택했다
(Eurostat, 2015[165]). Europop2013은 국가 차원에서 2080년까지의 출산율, 사망률 및 순 이동 추세를 추계하며,
지역 차원에서 2050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예측한다. 이러한 예측은 JRC의 대규모 토지이용 모델인 ‘LUISA’와 결합된다.
LUISA는 유럽 전역의 고해상도(그리드 셀) 수준에서 인구 및 토지이용 분포를 고려하고, 총체적인 추세나 다른 정책
시나리오가 유럽 전역의 인구 분포와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다(Batista e Silva et al., 2018[166]).
고해상도 예측은 지역발전을 100m×100m 그리드 셀 수준에서 예측한다. 이를 위해 이용 가능한 가장 정밀한 수준의
모집단 데이터가 각 그리드 셀에 배치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피복(Land coverage), 인구분포, 그리고 잠재적 토지이용,
인구이동 및 정착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결합한다. 이 모델은 TL3/NUTS3 지역 내에서 Europop2013의 인구 추정치를
배분하며, 이를 통해 총인구 변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평가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이동하는 인구수는 예상 연간 사망률, 연령별 지역 간 이동 추정치, 그리고 지역 인구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총인구는 거주지의 매력, 도시 확장 가능성, 지역 주택 보급량에 대한 가정 등을 고려하는 함수를 사용해 각 그리드
셀에 할당된다. 이후 새로 할당된 인구는 더 넓은 연령층으로 세분되는데, 이때 직전 시기 특정 연령층이 거주하던 빈집은
동일한 연령층에게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매력적이라고 가정하고, 새로운 주택 재고는 연령대별 지역별 수요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택은 거주자 이동 또는 사망률에 따라 공실이 될 수 있다. 이동률과 사망률은 지역에 상관없이 한
연령층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피팅 작업(iterative fitting)을 통해 분해된
모집단이 그리드 셀 수준에서 모델링된 전체 모집단 및 연령층당 전체 지역 모집단 예측치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기능적 도시 지역 3곳 중 1곳 정도는 전체 인구 측면에서 정체되거나 심지어 약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기능적
도시 지역에서 성장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4.9는 프랑스 중부와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지역의 경우 도시 중심지의 인구집중도가 높아지는 반면 통근권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집중 현상
대부분은 도시 중심부의 더 빠른 고령화를 동반한다.
변화 예측치의 복잡성은 높은 해상도에서 명백해진다. 프랑스에 대한 세부적인 예측은 농촌과 도시 사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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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농촌과 도시 내부에서 발전이 불균등할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그림 4.4).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곳은 대부분
도시 중심지와 통근권 밖에 위치해, 일견 도시들이 농촌 지역보다 더 잘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알프스
지방의 농촌은 물론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의 농촌은 인구 면에서도 성장하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9. 프랑스 인구학적 변화와 고령화 예측, 2014-2030년

주: Eurostat의 ’Europop2013‘ 예측의 주요 시나리오에 근거한 인구 예측.
출처: Jacobs-Crisioni et al., forthcoming[167]. 지도의 경우, Esri, © OpenStreetMap contributors, GIS User Community.

해안과 프랑스 알프스산맥과 비슷한 중간 규모의 도시들도 대부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심지와 통근권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패턴은 지자체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고령 인구 증가의 지리적 집중은 공공 기반시설과 적당한 가격의 주택은
물론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일과 관련된 과제를 단순화한다.
프랑스 양대 도시인 파리와 리옹의 발전 전망은 다른 도시와는 확연히 다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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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느리게 상승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가장 낮은 비율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도시의 중심지 또한 통근권보다
더 느리게 고령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다른 프랑스 도시의 중심지는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상의 고령화가
진행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예상 회복력은 다른 나라의 가장 큰 대도시 지역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의 도시 중심지나 네덜란드의 랜스타드 지역의 중심지들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다른 지역보다 더 느리게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에서는 대도시와 소도시 간 인구학적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인구가 도시
중심지와 통근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5).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주변 농촌과
달리 인구이동도 더 진정되고 있다. 브라티슬라바 외에 슬로바키아 동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코시체와 더 작은
도시 프레쇼브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지역 사이의 작은 도시들은 쇠퇴하고, 특히 이들 도시의 중심지는
빠르게 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시체의 경우 도시 중심지 내 인구 집중도가 매우 높다. 통근권과 도심 일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도시의 성장 예측치는 여전히 슬로바키아 전체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림 4.10. 슬로바키아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예측, 2014-2030년

주: Eurostat의 ’Europop2013‘ 예측의 주요 시나리오에 근거한 인구 예측.
출처: Jacobs-Crisioni et al., forthcoming[167]. 지도의 경우, Esri, © OpenStreetMap contributors, GIS Use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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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잘 관리된 고령화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명백한 이점을 넘어 다른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주거비 절감, 환경 요인으로 받는 압력 감소, 혼잡 감소 등으로 공간 집약적인 활동 기회와 토지이용의
유연성이 창출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OECD 국가의 자본 투자는 이미 경제 및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다(Acemoglu and Restrepo, 2017[168]). 한편 인구 고령화가
더 빠른 나라들은 더 많은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로봇들은 인간이
하던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령화된 노동력에 적응하기 위해 노동에 따르는
육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구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압식 트롤리 같은 기본
보조기구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
표 4.2. 인구 변화의 잠재적 영향력
잠재적 이익과 기회

잠재적 비용과 도전

인구 감소

– 줄어든 혼잡으로 공간 집약적인 활동과 토지이용의 유연 – 노동력 감소
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내수 시장 축소
– 낮은 환경 압력
– 조세 기반 손실로 인해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이
– 주거비 절감
발생할 수 있음
– 낮은 인구 수준에 맞는 빌딩 재고 및 인프라 조정 필요

고령화

– 높은 기대수명
– 전체 인구 대비 노동력 감소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 기회 – 연금 및 연령 관련 서비스의 부담 증가
(’실버 경제‘)
– ’비-실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기업가정신 및 혁신 감소

출처: OECD (2016[157]), OECD Territorial Reviews: Japan 2016, http://dx.doi.org/10.1787/9789264250543-en.

그럼에도 이러한 희망이 모든 지역에서 인구 변화의 영향력을 자동으로 완화하지는 않는다. 융자,
전략적 투자 계획 또는 혁신 활동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기술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신기술로 노동집약적인 업무에서 벗어난 지역조차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신기술은 기업과
지역의 고령화 압력을 완화시키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이득이 반드시 고령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으로 집약적인 업무는 주로 반복(‘루틴’) 업무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대안적인
‘지식 집약적’업무는 정보통신 기술이 익숙해야 손쉬운 경우가 많아 관련 경험이 적은 고령 노동자가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기술은 나이에 따른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 또한 기술의 노후화를 가속화해 고령 노동자의 지식 우위를 더욱 낮출 가능성이
있다(OECD, 2017[169]).
그러므로 성공적인 적응 전략은 장학금, 견습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령 노동자 대상의
훈련과 능력 개발을 통합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도록 훈련과 능력 개발을 위해 특정 요구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지역 고용주와 협력하고 지역 노동력의 개발을
공동으로 계획하는 것은 기술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새로 숙련된
노동력의 지역 유출을 피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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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차원에서도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공공 공간, 교통 및 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EC, 2017[151]). 돌봄 및 보건 서비스의 제공은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더 효율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도시의 높은 주거 비용으로 짧은 이동 거리가 주는 편익을 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주거 선택권을 제공해 시설을 적절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거주자 비율이 높고 노동연령 인구가 적은 농촌사회는 노동시장 부족과 서비스 비용 문제(특
히 말년에 의료 소비가 더 늘어남)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OECD, 2017[170]). 농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의 농촌정책 3.0은 공공서비스, 농촌 노동시장의 기능, 통근 및 이주
패턴 계획에 농촌 인구 트렌드의 영향을 통합하는 경제･사회 통합정책 패키지를 요구한다(OECD,
2018[171]). 효과적인 정책은 모바일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 솔루션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스웨덴 북부 베스터보텐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약 2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정부는 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해 원격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해 농촌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했다. 물리적 서비스는 몇몇 장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격의료
를 통해 더 많은 원격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전문 의료진과 연결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전역에 40개 가까운 건강 애플리케이션과 230개의 화상회의 시설이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효율성이 향상되고 직원 역량이 강화되며 이동시간이 단축되었다(OECD,
2017[70]).
앞에서 논의한 정책들은 고령화를 다루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정책은 고령화를 다루기 위한 종합 전략의 필수 요소이다.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이 잘 조화되지 않으면 인구 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완화할 수 없다.

기회로서의 이주
이주는 대부분의 OECD 지역에 기회가 되지만, 특히 인구가 고령화하고 감소하는 지역에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농촌이 대부분인 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의 44% 미만이 경제활동인구이며,
전체 인구의 19%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대부분 젊고, 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된 이주민의 유입은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잘 분산시키는 국가적 메커니즘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망명 신청자 및 난민의 분산 메커니즘은
현지 노동시장 구성과 이주민의 특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지 인구통계와 노동력 부족을 고려한다.
앞에서 언급한 이주민이 대도시권을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들 모두가 배정된 지역에 영구히
머무르지는 않겠지만, 지역에 중요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역은 미래의 노동시장이 직면할 노동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적절한 능력을 지닌 이주민들을
유치하거나 훈련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고텐부르크는 엔지니어, 암스테르담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전문가, 스톡홀름은 교사, 글래스고는 의사 직종을 유치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캐나다
의 대서양 지역은 지역 기업의 채용 공고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이주자 선발 메커니즘을
국지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용이 결정되면 비자 발급과 현지 정착 과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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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 특정 지역 발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
다. 추가 연구를 통해 지역 변수가 이주민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추정할 수 있다(OECD,
2016[173]). 여기에는 이주민과 원주민의 기술 보완성, 임금 및 지역 간 이동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
신규 이주자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주노동자의 지방 공공 수입에 대한 기여, 지역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국가 이주정책을
지역마다 다양한 인구학적 및 경제적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여가 목적 여행 – 지역발전에 더 중요해지는 관광
앞 절에서는 국내외 이주, 즉 대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추동되는 장기적 인구이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절은 관광 – 사람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단기적 이동에 초점을 맞춘다. 관광이 대개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는 인구학적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고령화사회는
젊은 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관광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중국 도시 중산층의 증가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관광산업을 재편하게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국제이주는
많은 사회에서 외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고 휴가철에 다른 나라들을 경험하는 일에 관심을 불러일
으켰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관광이 인구구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2017년에 주민 한 명당 거의 7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관광 성수기 동안 인기 있는 장소의 관광객 수가 거주민 수보다 많았다.
관광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세계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수출 수익 및 국내 부가가치의 원천으
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관광은 최근 수십 년간 크게 성장해 2017년 약 13억 회의
방문으로 정점을 찍었다(UNWTO, 2018[174]). 이 수치는 2030년까지 18억 회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 여행 관련 지출은 2000-2017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해 4950억 달러에서
1조 3000억 달러로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7%를 차지했다(UNWTO, 2018[175]). OECD
국가의 경우 평균 GDP의 4.2%, 고용의 6.9%, 서비스 수출의 21.7%를 관광이 차지한다.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OECD 국가에서는 평균 자국 관광과 해외 관광이 내부 관광 소비의 각 76%, 24%를
차지한다.
관광은 세계화와 저렴한 항공료, 손쉬운 여행 계획 및 예약, 실시간 경험 공유 등을 가능케 한
기술 발전의 혜택을 입었다.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관광산업은 대규모의
사회･경제･정치･환경･기술 변동에 따라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메가트렌드’가 뿌리를 내리면
인간의 활동과 과정, 인식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어떻게 관광 판도를 바꿀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2040년
사이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 구조가 크게 진화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OECD, 2018[176]).
특히 네 가지 요소가 향후 수십 년 동안 관광산업을 재편할 것이다.
1. 방문객 수요의 진화: 신흥국들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세계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며,
새로운 소비자 집단이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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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활성화: 디지털 경제, 자동화 및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 P2P 플랫폼이 새로운
관광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3. 이동성: 관광객의 이동성은 여행 촉진 정책 및 인프라 접근, 안전 및 보안 문제, 교통 혁신,
교통 및 항공 규제 변경, 광범위한 지정학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
4.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 세계경제는 계속해서 저탄소 및 자원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은 무분별한 관광 성장이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 모두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이러한 트렌드의 다차원적 영향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이슈를 전략적 정책 의제에 포함하고, 잠재적인
시나리오와 정책 대응을 개발하며, 공공 및 민간 행위자가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네 가지 동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응을 살펴본다.

변화하는 방문객 수요
인구 변화는 향후 몇 년간 방문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중산층의 지속적인
성장, 고령화 (앞 섹션 참조) 등의 트렌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인구가 대체로 부유해지고
고령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들은 관광산업에 상당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고령화하
고 삶의 은퇴기에 접어듦에 따라 소득과 저축을 여행 등 여가 활동에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찬가지
로 중산층의 전반적인 성장은 더 많은 사람이 관광과 같은 여가 활동에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대의 두드러진 성장은 관광시장 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2000년대
초 성년이 된 세대)의 여행 수요가 현재 국제여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2040년이 되면 가장
나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은퇴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들이 전체 관광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 Z세대의 영향 또한 그 절대적 숫자를 고려하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Z세대는 이르면 2020년에는 세계 인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연평균 4회 이상 더 많이 여행을 떠난다.
다만 다른 세대에 비해 여행 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고, 그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행
경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기존의 길을 벗어나 ‘현지인처럼 사는 것(live like a local)’을
선호한다(Future Foundation, 2016[177]).
그럼에도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이 지속될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관광 부문의
장기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밀레니얼 세대가 불안정한 업무와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여행 경비를 얼마나 줄일지 또한 불분명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은 지역 관광산업이 방문객 수요 변화에 대비하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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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책입안자와 산업계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체장애인, 인지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해 고령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 신흥시장, 특히 아시아 방문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문화적 이해 및 인식을 제고한다.
∙ 지역과 도시는 여행 경험이 어떻게 프레임되고 마케팅되는지 재고해야 한다. 인구 변화는 사람들
이, 특히 젊은 여행자와 신흥 기술 세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여행을 경험할지를 선택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밀레니얼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개인화된 경험을 개발 및 홍보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 경험을 개발한다.
∙ 정부 각급의 정책입안자들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광 수요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내외의 투자 전략을 고려한다.

기술 활성화
신기술은 전 세계 시장과 각 부문을 계속해서 재편하고 있으며, 그 붕괴 속도와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여러 기술은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경제, 자동화
및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가상/증강현실은 여행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휴가 상품을
광고하고 예약하는 데 사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여행 계획을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든다. 그러한
플랫폼은 통합 리뷰를 통해 여행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해 여행 경험의 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공유경제는 지난 5년 사이 급성장해 관광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 공유 서비스는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숙박시설, 실용적인 편의시설, 이웃과 교류하거나
‘비(非)관광’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처럼 생활할 가능성, 그리고 호텔보다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해 일부 관광객들에게 선호된다(Guttentag, 2015[178]). 교통 및 숙박 공유 플랫폼은 2014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전 세계 수익이 급증할 수 있다(PwC, 2015[179]).
둘째, 로봇공학･머신러닝･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은 향후 20년 안에 전 세계 노동시
장을 교란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행되고 있다(3장 참조).
이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산업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관광 분야의 많은 기업이 빅데이터와 예측 분석을 활용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라 개인 여행 경험을 맞춤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생체인식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의 기본 인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신원 관리를 혁신하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로 신분 확인,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항공사와의
통신을 디지털화해 승객들이 한 줄로 서서 기다리거나 개인 금융정보 등의 노출 없이 집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Gjerding, 2017[180]). (Aitken, 201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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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정보, 사람, 그리고 경험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과 그 운영을 더욱 효율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관광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는 많은 노동자가 기존의 근로 형태에서 이탈하게 할 수도 있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는 환경에서
숙련도를 높이고 데이터 중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정책입안자들은 신기술에 적응하는 지역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실천할 수
있다. 대책은 해당 분야의 특수성(계절성, 금융 접근성, 노동강도)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공, 도시 및 지역의 창업 문화 육성, 관광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관광 혁신 및 디지털화를 지원한다(융자, 혁신 활동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창업 육성 및 가속
프로그램).
∙ 미래 관광 인력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데 적정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다.
관광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훈련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의 기술 지식 및 전문 투입물(연구센터, 대학 등 서비스 및 기술 제공업체와의 연계)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과 학습, 혁신을 증대시킨다.
∙ 기업이 기술에 정통한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멘토링, 비즈니스 지원
네트워크, 관련 훈련에 대한 접근성).

이동성
교통은 관광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관광객들을 거주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그리고 다양한 관광
명소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부터 2035년까지 항공 여객수송량은
38억 명에서 72억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IATA, 2016[182]). 국제교통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로 및 철도 여객이 120%에서
230% 사이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크루즈 승객은 2018년 2500만 명을
돌파한 뒤 2024년에는 3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CLIA, 2015[183]).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안 및 국경 조치는 여행 이동성과 고객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는 보안 대기시간이 여행객들
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이며, 이러한 불만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WEF,
2016[184]). 여행과 관광은 또한 테러, 유행병, 그리고 다른 대규모 위기에 매우 민감하다.
관광객과 이를 제공하는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관광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가 지역 교통 및 기반시설 계획 과정에 고려되도록 한다.
∙ 관광 및 운송 정책입안자와 업계 모두가 여행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설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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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교통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관광 이동을 지원하고(즉 복합환승센터 등), 민간
운송사업자와 협력해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통합 발권, 통합 가격 책정, 스마트카드 사용 등을 장려해 도시 내 편리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목적지 및 명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관광은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활동으로 널리 인식되는 동시에 해당 자원의 고갈을 부추긴다. 관광산
업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관여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UNWTO, 2017[185]).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usiness-as-usual) 시나리오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에서 2035년 사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CREST, 2016[186]).
따라서 완화 정책이 없다면 급속하고 계획되지 않은 관광 성장은 과밀화, 환경파괴, 지속 불가능한
물 소비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환경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광이 글로벌 수준에서 지속가능해지려면 정책입안자들이 지역 또는 장소 특정적 수준에서 관광
활동의 실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관광은 수많은 경제 분야와
긴밀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탄소/자원효율경제(low-carbon and resource-efficient
economy)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광이 폭넓은 이해관계자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원리에 기초해 성장할 때,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 고용과 경제발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은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에 대해 보다 전략적이고 조화롭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의 긴밀한
통합과 수평적･수직적 조정이 필요하다.
∙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악화에 취약한 목적지의 관광 흐름을 더욱 잘 관리하고, 대체 지역의
관광 개발을 유도해 편익을 확산시키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탄소 배출 등 관광의 환경적 외부효과에 대한 가격 책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에 포함함으로써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사업 관행 채택의 환경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일반 대중과 관광업체를 교육할
수 있다.
∙ 녹색, 저탄소 배출 및 기후 탄력적인 관광경제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와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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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국제 및 지역 수준의 영향
이 장에서 논의한 두 번째 메가트렌드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 국제적 연관성이 있는 여러 환경
트렌드 중에서도 이 장에서는 특히 지역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기후변화
는 모든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다. 모든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역에 따라
그 체감 정도는 다를 것이다. 둘째, 자원 가용성과 자원 추출에 대해 다룬다. 자원 추출의 장소기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강력한 지역 차원의 환경문제이다.
기후변화는 즉각적이고 야심만만하게 대응해야 한다. 2100년까지 기온 증가를 2°C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CO2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이미 배출되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추가적인 완화 노력이 없다면, 지구온난화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4°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IPCC, 2014[188]). 그러한 기온 상승과 관련된 위험에는
상당한 종의 멸종, 전 지구적 및 지역적 식량 불안, 그에 따른 인간 및 경제활동의 제약 및 제한된
적응 가능성(이주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는 저지대 태평양 국가)이 포함된다(Smith and
McNamara, 2015[189])(IPCC, 2014[188]). 이러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2010년
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78%까지 감축해야 한다(IPCC, 2014[188]). 국제사회는 특히 2015년
파리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채택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는 다층적이고 다자적인 기후행동의 강력한 추진력을 창출해 왔다(박스 4.2).
기후변화는 경제성장과 인간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력을
예측한 OECD 모델링에 따르면, 4.5°C 또는 6°C 온도 상승 시나리오에서 2100년까지 연간 GDP
손실은 각각 6%와 9% 이상 증가할 것이다(OECD, 2015[187]). 열 스트레스와 농작물 수확량 손실
등 광범위한 기후 영향에 취약한 지역 경제구조를 가진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OECD, 2015[187]).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높은 신뢰 수준에서 21세기에 걸쳐 기후변화가 심각한 지역, 특히
저소득 개발도상국 국민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건강 영향에는 더 심한
폭염과 화재로 인한 부상 및 사망 가능성, 식품 매개성 및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위험 증가, 취약
인구의 작업 능력 손실 또는 노동생산성 감소 등이 포함된다(IPCC, 2014[188]).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특정 결과의 불가역성(금세기 동안 해양, 지상 및 담수 생태계의 구성,
구조 및 기능이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을 수 있음)은 지역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적응 및 완화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136

OECD 지역 전망 2019

Ⅰ. 4. 인구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준비

그림 4.11. 지표면 온도 변화 예측

지구 평균 표면 온도 변화(1986-2005년에서 2081-2100년)

주: IPCC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는 인구 규모, 경제활동, 생활방식, 에너지 사용, 토지이용 패턴, 기술
및 기후정책 등 특정 요인을 기반으로 21세기의 다양한 경로를 예측함. RCP 2.6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기온보다 2°C 미만 상승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완화 시나리오임. RCP 8.5는 기준 시나리오 중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높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임.
출처: 그림 SPM .07 in IPCC (2014[188]),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https://doi.org/10.1017/CBO9781107415324.

박스 4.2. 파리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이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온 상승을 1.5℃로 더 제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세기에 걸친
기후변화 위협에 맞서 세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 흐름, 새로운
기술 및 강화된 역량 구축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의 국가 목표에 맞추어 개발도상국과 가장 취약한
국가의 조치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파리협정은 더욱 강력한 감시 및 보고 체계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모든 국가가 지구를 보호하면서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SDG 13(기후변화 대응), SDG 6(물과 위생), SDG 7(깨끗한 에너지),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2(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SDG 14(해양 생태계), SDG 15(육상 생태계)
등 일련의 기후 관련 목표를 포괄한다.
출처: UNFCCC (2015), Paris Agreement,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english_paris_agreement.pdf;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영향은 국지적 성격이 강하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5년 기준 전 세계의 홍수로 인한 손실은 평균 연간 약 6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50년까지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인구 및 자산 증가)만으로도 그 취약성이 높아지므로, 기후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세계 최대 연안 도시 136개 지역에서 이러한 손실은 52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Hallegatte et al., 2013[190]). 종종 홍수나 가뭄과 같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기상현상이 한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OECD의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에서는 기본 시나리오 기준, 기후변화가 201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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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사이 육지 평균 종 풍부도(species abundance)의 추가 감소에 40%가량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OECD, 2012[49]). 생물다양성의 광범위한 손실은 관련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해양 생태계에서 산호초 같은 종은 해양 산성화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IPCC, 2014[88]). 지역 차원에서 호주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 같은 생태계의
손실은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관광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현재 스키를 탈 수 있을 수준으로 눈 두께가 얇은 143개의 프랑스 알파인
리조트 중 +1°C의 경우 123개, +2°C에 도달한 경우 96개, 그리고 +4°C의 경우 55개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Duppeyras and MacCallum, 2013[191]) (OECD, 2007[192]). 그러나 일부 지역은
온난한 기후로 인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OECD ENV-Linkages 모델은 캐나다･러
시아･미국 등의 국가는 관광 측면에서 이득을 보고,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2060년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기후변화의 가변성으로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맞춤형 정책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OECD, 2015[187]).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식량 작물 생산 지역의 변화가 예상되는 한편 규모
면에서 큰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IPCC, 2014[188])(OECD, 2015[187]). 한편으로 20세기 후반
대비 2°C 이상의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열대 및 온대 지역의 밀, 쌀, 옥수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IPCC, 2014[188]). 반면 2050년까지 기후변화는 캐나다, 러시아, 스칸디나비
아 국가 등 추운 기후대의 밀 수확량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OECD, 2015[187]).
기온 상승 외에도 기후변화가 물 가용성을 변화시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질과 가용 수자원 양의 변동성은 많은 경우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물 사용자 간의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OECD, 2016[193])(IPCC, 2014[188]). 그러나 가뭄 발생 빈도와 같은
일반적인 패턴을 넘어 물 가용성의 지역적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OECD, 2014[194]).
기후변화가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 고유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장소기반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
다. 도시 지역의 기후변화는 열섬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지역 기온 상승 외에도 소규모 기상현
상(육지-해상 미풍 효과)을 변화시켜 열 관련 질병 및 사망률의 상승 위험을 증가시킨다(IPCC,
2014[195])(IPCC, 2018[48]). 1.5℃ 상승 시 두 배 이상의 메가시티가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중간 수준의 인구 증가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50년까지 3억 5000만 명이 더 폭염에 노출될
수 있다(IPCC, 2018[48]). 열섬효과로 인해 도시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면 냉각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 부하가 일어나는 기간의 에너지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IEA, 2016[196]).

전 정부적 접근을 통한 지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2013년 도시 지역은 전 세계 1차 에너지 사용량의 약 64%,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했다(IEA, 2016[196]). 도시 지역 내에서 최종 에너지 수요의 주요 원천은 주거 및 상업 건물,
산업 활동, 운송 시스템, 전기 및 열 발생 등이다. 향후 도시인구와 GDP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비효율적인 도시 에너지 시스템의 ‘고착(lock-in)’효과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 조치가 취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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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3-2050년 전 세계 도시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약 70% 증가하고,
CO2 배출량은 약 50% 증가할 것이다(IEA, 2016[196]). 이러한 배출량의 증가는 앞에서 언급한
기후 완화 목표를 사실상 달성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지방정부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OECD, 2010[197]). 도시는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기후 전략을 통해 공간 계획, 인프라, 지역정책 및 투자에 기후
회복력을 반영시킬 수 있다(OECD, n.d.[198]). 전 세계 지방정부들은 점점 더 도전적인 기후행동
(climate action) 조치를 취했고, 때로는 각각의 국가 정부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2015년 미국 도시의 기후행동을 분석한 결과, 공공 플랫폼에 기후 공약을 보고한 132개 도시 중
52개 도시가 국가 정부 목표와 같거나 더 야심만만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ICLEI USA, 2017[199]).
예를 들어 코펜하겐(덴마크)은 2025년까지 모든 배출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
고, 런던(영국)은 2025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지역 행위자의 개입 없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의제의 65%까지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UN, 2016[200]).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력은 종종 저평가되어 왔고 국가 수준 이하에서
기후행동의 이행은 특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의 도전적인 기후행동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제도적･재정적 또는 기술적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한정적인 행정 역량, 지식 또는 자원, 제한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지역
참여 또는 권한 부족, 다층적 조정의 부재, 불충분한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GIZ, 2017[201])
(Salon, Murphy and Sciara, 2014[202]). 더욱이 지자체에 혼잡통행료 도입과 같은 기후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전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기업에 기후행동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업 사례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C40, 2016[203]). 어떤 경우 중앙정부가 혁신적인
기후행동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리지 못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모범 사례를 다른 장소나 다른 맥락에 맞추어 복제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절은
도시와 지역이 혁신적인 기후행동으로 파리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장벽이 된다(OECD,
n.d.[198]).
더욱이 지역의 역할은 각 국가의 법적 권리와 책임에 따라 달라진다. 거의 모든 곳에서 지역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나라에서 지방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공공투자를
담당하므로, 저탄소 기반시설을 목표로 하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은 중간 층위의
정부로서 국가 및 지방 간 수직적 협력과 지역 내 지방 당국 간의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주 투자자인 지방정부
기후 관련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은 OECD의 지방정부 수준에서 발생한다.
OECD 30개국 표본에서 지방정부들은, 2000-2016년 사이 평균적으로 환경 및 기후 관련 지출의
55%, 환경 및 기후 관련 투자의 64%를 책임졌다(OECD, n.d.[204]). 그러나 GDP 대비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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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관련 지출과 투자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방정부 기후 관련 지출은 GDP의 1.3%를(국가 GDP의
2.3%) 차지했고, 기후 관련 투자는 GDP의 0.4%(국가 GDP의 0.7%)를 차지했다. 기후행동에 대한
투자 필요성과 지불 능력 간 차이는 투자가 모든 정부 층위에 걸쳐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후행동에 따른 실제 또는 체감 비용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충이 필요하다. 저(低)배출 경제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 신호가 필수적이다(OECD, 2017[51]).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나 공장 폐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련 지방 당국은 투명성을 목표로 관련 기업, 부문, 지역사회와 협력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적은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에 대한 정치･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 층위를 가로지르는 기후정책의 조정
다른 층위의 정부 정책과 잘못 조정된 정책은 잠재적으로 자원의 남용과 잘못된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 기후 적응에 따른 잘못된 조정에는 탄력성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기반시설 규제, 취약
지역 개발을 장려하는 계획 정책, 천연자원의 저가 책정 등이 포함된다. 적응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여러 국가의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일례로 미국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은 2012년
위험 관리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궁극적으로 번복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혁에 대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준다(OECD, 2015[205]).
기후정책을 구현하려면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을 결합한 다중 이해당사자 및 다층적 방법론
을 추구해야 한다.
다층적 거버넌스가 점차 국가 기후 완화 및 적응 전략･계획의 특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및
도시 수준의 조치가 국가 기후정책 전략 전반에 기여하게 된다(OECD, 2012[49]). 서로 다른 층위의
정부 간에 인센티브를 일치시키고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중복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
조치를 피할 수 있다. 더욱이 조정이 부족한 경우 상당한 배출물이 잠재적으로 국가 전체에 걸쳐
이전될 수 있으며, 규제 대상이 된 부문 혹은 지역의 배출 감소분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부문
및 지역의 배출로 상쇄될 수 있다(OECD, 2012[49])(Mehling, Metcalf and Stavins, 2017[206]).
국가 도시정책은 기후정책을 더 넓은 도시정책 프레임워크에 편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OECD, 2017[207]). 기후변화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부문 간 시너지를 평가하고, 정책 결정을 능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지 용도지역 설정 규제는 교통, 천연자원,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에너지, 물,
폐기물 등과 같은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도시개발을 계획할 때 복지후생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층위의 정부 및 정책 영역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공간계획법(Spatial Planning Act)을 통해 국가･주･시 차원의 토지개발을 관리한다. 국가계획
기관은 국토 전체의 생태적･경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국토개발의 전략, 정책, 목적을 개괄하는 광범위
한 토지이용지침을 공표한다(OECD,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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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교우위 활용
정책 부문 간 상호연계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는 상위 층위의 정부보다 상호보완적인 부문
간 기후정책을 더 쉽게 식별하고 결합할 수 있다. 대기 질 개선 등 즉각적이고 국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조치에 따른 중요한 공동의 편익도 거둘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때 그러한 공동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 도시정책은 이러한
조정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은 지역별로 다양하고 다른 기능을 하는 한편, 그들은 점차 지역사회, 가구
및 시민사회의 적응을 확대하고 위험 정보 및 금융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IPCC, 2014[188]). 2015년 브라질 27개 주 중 세 번째로 작은 아크리(Acre)주는 이미 2020년까
지 산림 벌채를 80% 줄이겠다는 목표치의 63%를 달성했다. 이는 아크리주의 환경서비스 인센티브제
도(System of Incentives for Environmental Services: SISA) 덕분이다. SISA의 삼림 벌채 감소는
적응 및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최대 3만 명의 농촌 재산 소유자와 원주민 및 기타 기존 인구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크리주의 산림 보존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브라질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약 31%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Yale University, 2015[208]).

파리협정을 로컬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자발적인 국가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개발하는 과정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 정부적’접근법을 개발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NDCs는 파리협정에 의해 각국이 이행하도록 요구되지만, 주로 국가 차원의 정부 수준에 국한된다.
2023년부터 5년마다 정부는 파리협정의 이행 정도를 조사해 경과를 평가하고, 후속 NDCs를 제안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를 연속적인 NDCs의 국가 기후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존 NDCs에서 지방정부나 정부 층위 간 조정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NDC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거나 자문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파리협정은 기술적으로 국가 정부 간의 약속이지만, NDCs에서 지방정
부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배출 감소 목표와 정책이 지방정부의 배출 감소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우려를 드러낸다.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인터페이스’를 긴급히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국은 지방정부 기후행동의 영향을 평가해 NDCs의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에 통합해야 한다. 기후행동 조치를 취하는 데 다른 층위 정부의 보완적인 역할이 잘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현시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치에 도움을 주는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 차원의 통합적인 조치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필수적인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통제한다. 이 절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역효과에 적응하기 위해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일부를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교통 관련 지자체의 규제 역량, 건조환경, 장기 토지이용계획,
지역의 탄력적인 기반시설, 포용적 개발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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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차량 면허료, 주차료, 교통혼잡세 등의 재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
에게 자동차 사용 비용을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 런던, 싱가포르, 스톡홀름 같은 도시에서
혼잡세 시스템은 혼잡(13~30%), 온실가스 배출(15~20%), 미세먼지 오염(최대 10%)을 감소시켰다
(OECD, 2018[209]) (Pike, 2010[210]).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와 같은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대기 및 소음 공해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을 잠재적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016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다(29%). 이는 대부분 세금 감면부터 도로통행료 및 여객선
요금 면제에 이르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 덕분이었다
(IEA, 2017[211]). 정책입안자들은 또한 자동차 소유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
쿠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보조금 프로그램은 OECD와 비OECD
국가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었다(OECD, 2018[209]).

건조환경
제로에너지와 제로에너지에 가까운 빌딩 프로그램(zero-energy and near zero-energy
building programmes)의 개념은 지난 20년 동안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한편,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비용 효율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낡은 건물
일부분을 개량함으로써 지역사회 또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철거와 재건축 과정을 우회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적 이익을 얻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으며, 더불어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지역 에너지
또는 열펌프와 같은 대체 통합 에너지 솔루션도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에너지 관리를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공동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별 비상관리시스템(가
정, 건물, 공장 등)을 고정 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성과로는 4200가구
에 비상관리시스템 설치, 전기자동차 2300대 및 태양광 발전 37MW 도입, CO2 배출량 3만 9000t
감소 등이 있다(IEA, 2016[196]).
도시 녹색성장에 대한 OECD 연구는 녹색도시 투자가 환경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녹색도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선된 도시 환경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를 유인하며,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OECD,
2013[212]). 프랑스의 다지역 혁신 클러스터 모비우(Moveo)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전기차와 하이브
리드 차량의 개발)에 특화되어, 메카트로닉스와 자동차 소재 재활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클러스터에는 76개의 대기업을 포함한 300개 이상의 회원사가 소속되어 있다. 모비우가 입지한
오트노르망디, 바세노르망디, 일드프랑스 3개 지역은 2012년 프랑스 자동차 연구개발의 70%, 프랑
스에 출원된 전체 특허의 18%를 차지했다(Kamal-Chaoui and Plouin, 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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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은 인간이 배출하는 CO2 배출량의 약 3분의 1과 연관된다. 이처럼 토지이용 관행은
대기오염과 도시 보행 등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17[121]). 대중교통 중심 개발은 기존 또는 새로운 대중교통 기반시설
을 중심으로 비교적 밀도 높은 혼합형 개발을 촉진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도시개발 전략이다. 도야마(일본)는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도시 중심지 내 환승역 부근의 택지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교외에서 대상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OECD,
2012[215]). 즉 대중교통 중심 개발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제한하고 교통계획을 더 잘 통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OECD, 2012[215]).
토지이용계획은 잠재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통합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토지이용 정책목표와 더 일치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관리와 관련해
부채를 발생시키는 자(홍수가 잦은 지역에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OECD, 2014[216]). 그러한 접근법이 모든 맥락에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기후변화 영향과
상충하는 토지이용 결정을 만류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회복탄력적인(resilient) 인프라 구축
회복탄력적인 인프라에 투자하려면 잠재적인 위험과 위협 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험평가는 기후행동의 필수 요소로, 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현상,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인 인재(‘위험’)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각국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의 주요 위해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 대학 및 보험(재)조사원과의 협업을 통해 공간적 발생
위치, 빈도 및 규모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의 즉각적 원인과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국가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인지 혹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험인지를
이해해야 하며, 노출도와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자체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호연계성(쓰나미
로 이어지는 지진) 또는 외부 요인(기후변화, 삼림 벌채, 교외 개발)을 파악해야 한다. 상호연계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규명하기 복잡하지만,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반드시 식별되어야 할
요소이다(G20/OECD, 2012[217]).
수자원 관리 개선은 수자원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적응 방안이다. 현재 수자원 관리는 주로
‘친환경’ 자연 기반 인프라를 희생하면서 인간이 구축한 ‘회색’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자연 기반
인프라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고 사회･경제･환경 면에서 공동의 편익을 창출함으로
써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WWAP/UN-Water, 2018[218]). 네덜란드는 ‘강을 위한
공간(room for the river)’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자연과 함께 건설하고
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모티프로 혁신적 건축과 도시화, 조경 솔루션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적응적 관점과 후속 사업인 델타 프로그램(Delta Programme)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수위가
높아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담수 공급 보장을 목표로 한다(OECD, 20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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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인 기후정책
기후변화는 도시 내 구조적 불평등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기후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로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기후변화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불평등이 심화하고 성장이 둔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단서들이 있다(Hsiang et al., 2017[219]). 부유층
일수록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위험자산이 많은 한편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된다
(IPCC, 2014[47]). 기후변화에 대한 저소득층의 취약성은 위험에 대한 노출 증가, 손상 민감도 증가,
회복력 저하를 포함한 몇 가지 요인 때문이다(OECD, n.d.[204]).
정책입안자들은 기후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퇴행적(regressive)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평등을 줄이는 대책에 기후 관련 세금을 투자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후 관련
세금의 현명한 사용은 다른 세금을 줄이고 극빈 가구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기후정책을 보다 포용적이고 진보적으로 만들 수 있다(OECD, 2017[51]). 정부 당국은
탄소배출기구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활용하거나 녹색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저소득층에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이니셔티브에 투자할 수 있다. 그 밖에 성공적인 조치로는 ‘냉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저소득 지역 내 녹지 공간 제공, 독일의 노스라인 웨스트팔리아와 같이 광업
및 화석연료 채굴 지역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 등이 있다. 이는 포용적 저탄소 경제로 더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기후행동
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통세로 인한 퇴행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것은 대체 운송수단의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런던에서는 혼잡통행료 수입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데에
투자되었다(OECD, n.d.[204]). 대안적으로 교통세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저소득 가구에 재분배할
수 있다.

미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후변화는 모든 층위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 광범위한 환경 트렌드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환경문제는 아니다. 또 다른 주요 환경문제로는 자원 가용성과 자원 추출이 있다.
자원 추출은 또한 3장에서 논의한 기술적 메가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고, 반대로 신기술은 자원 추출에 변화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 수요를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두 단계를 밟아야 한다.
첫째, 자원 추출은 더 지속가능해져야 한다. 추출 활동은 보통 국지화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몇 년간 순환경제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용어는 한 생산공정의 부산물 또는 폐제품을
다른 생산공정의 투입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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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 추출
채굴 및 추출 활동을 특화하는 것은 경제적 성과의 변동성 확대, 고임금, 토지이용 및 교통 이동의
변화 등 역동성을 촉진함으로써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채굴 및 추출
활동(칠레 사례의 경우 그림 4.12 참조)은 특정 장소에 집중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비용과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증폭된다.
그림 4.12. 칠레의 채굴 및 추출 활동 특화도(고용)

주: 입지계수는 지역 고용에서 해당 부문 가중치와 국가 고용에서 동일한 부문 가중치 간의 비율임. 값이 1보다 크면 그 지역이 나머지 경제 부문보다
그 부문에 더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OECD (2019),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region-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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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원 추출은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 더 높은 천연자원 점유율은
더 높은 소득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대개 이 분야에서는 극히 낮은 비율의 노동력과 인구만이 높은
생산성(높은 임금을 뒷받침하는)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다. 또한 이러한 노동력은 점차 이동성
이 높아져, ‘유입/유출’의 특성을 갖는다(OECD, 2017[220]). 게다가 증가하는 불평등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 관련 성장을 한결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채굴 및 추출 활동은 환경에 대한 영향과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지역 주민의 장기적인 삶의
질과 복지를 보장하고 다른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전역에서 채굴과 추출 활동은 토양침식, 싱크홀, 수질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밀하게 규제되고 있다. 일부 채굴 활동의 경우 특히 필요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는 오지에서는 다른 사용자(주민 및 농업 종사자 등)를 고려해 물 사용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또 다른 외부효과로, 광산 지역에 투자가 밀려들고 자원 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의 과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 지대(resource rent)를 배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협정이 여러 나라에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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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굴 및 추출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시장 상황이 악화되거나 자원이 고갈될 경우
광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해당 지역의 회복력(resilience) 모두 감소할 수 있다. 광산은 경제성
장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금속 및 광물에 대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도시화, 기술혁신 같은
미래의 메가트렌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해당 활동의 혜택을 받는 지역사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 ‘상향식’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우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다각화(related
diversification)를 모색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메가트렌드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광산업과 추출 산업의 변화로는 ‘새로운’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광산의 자동화 등이 있다.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천연자원 수요 증가: 리튬, 코발트, 니켈
미래 자원 수요의 핵심 동인은 앞에서 논의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기 저장은 경제
탈탄소화(decarbonising the economy)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공급원은 대부분 간헐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전기 수급 균형을
조절하는 저장이 필수적이다. 빠르게 개선된 배터리나 여타 기술에 기반을 둔 저장장치 또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저장장치는 전기자동차가 지배하는 교통을 가능케 하고,
24시간 오프그리드(off-grid) 방식의 태양에너지 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며, 100%
재생 가능한 미니 발전 패널을 지원한다(IRENA, 2017[221]).
여전히 펌핑 하이드로 스토리지가 전체 전기저장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지배적 형태지만 다른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IEA, 2018[222]). 현재 최고 성능의 전기 저장 배터리는
리튬 충전식 배터리다. 리튬 충전식 배터리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위한 동력원으로 차세대 전기차
에서 활용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용량(펌핑 하이드로 제외)은 2017년 저장용량의 28%를 차지했
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기술에 비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4.13).
그림 4.13. 연간 배터리 저장장치의 기술별 성장 점유율

출처: IEA (2018[222]), Energy Storage, Tracking Clean Energy Progress, www.iea.org/tcep/energyintegration/energy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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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은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중국, 미국 등 5개국이 전 세계
리튬 자원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천인 리튬 염수는 안데스산맥과 중국에 있다.
칠레의 아타카마 소금호수(Salar de Atacama)는 세계 최대의 리튬 생산지이며,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은 현재 리튬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Egbue and Long, 2012[223]).
전극에 사용되는 물질은 코발트나 니켈과 같이 희귀한 금속으로 희소하고 값도 비싸다. 코발트는
대개 구리와 니켈 채굴의 부산물로 로스팅, 플래시 제련 및 유독가스 사용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Turcheniuk et al., 2018[224]). 현재 코발트 함량이 높은 광물 생산의 절반이
콩고민주공화국에 집중되어 있다. 니켈의 경우 2015년 이후 수요 증가로 가격이 약 50%까지 상승했
다(Turcheniuk et al., 2018[224]). 리튬배터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코발트와 니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공급을 앞지를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체재로서 철이나 구리 같은 다른 물질들이
실험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체금속 배터리는 코발트나 니켈을 사용한 배터리보다 충전 유지에
덜 효율적이다.

채굴 자동화
채굴의 자동화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이다. 기술 변화는 광산을 좀 더
자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주로 지리정보시스템, GPS, 원격 장비 모니터링 및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해 공간적으로 떨어진 중앙제어센터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자동화는 지역의 지출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가져갈 편익을 변화시킬 것이다.
광산의 미래는 데이터와 그것을 조직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래
디지털 광산으로의 전환은 핵심 채굴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것이며, 여기에는 물리적 운영의 자동화와
자산의 디지털화가 포함된다. 자율주행차, 드론, 3D프린팅, 웨어러블 기술 등이 활용될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 모두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공유 네트워크로 전송되며,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구득하고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서부의 얀디쿠기나(Yandicoogina) 광산에서는
자율주행 트럭이 24시간 운행돼 고급 철광석을 실어 나른다. 이 무인자동차 기술은 생산량 15~20%
증가, 연료 소비량 10~15% 감소, 유지보수비용 8% 감소로 이어졌다(Cosbey et al., 2016[225]).
따라서 자동화는 시추, 폭파, 열차 및 트럭 운전과 같은 작업과 관련된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광산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Cosbey et al., 2016[225]).
원격으로 제어되는 자율 장비의 개발과 모니터링, 데이터 처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이러한 업무가 기존 기능직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개방될 가능성은 작다.
이러한 전환을 완전히 수용하고 추출 산업의 혜택을 지역사회에 분배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지역 노동력의 기술 향상과 재교육에 힘써야 한다. 하나 이상의 새롭고 수익성 있는 지역 활동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것도 추출 산업에 대한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 산업과 후방연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다(Cosbey et al., 2016[225]).

OECD 지역 전망 2019

147

Ⅰ. 4. 인구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준비

도시와 지역의 순환경제 전환
지속가능성은 더 지속가능한 자원 추출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원을 더욱 지속가능하
게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는 순환경제, 즉 생산공정을 연계해 경제적･자
원적 효율을 향상해 한 생산공정의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다른 생산 공정의 투입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순환경제는 낭비를 거의 완전히 없애며
새로운 자원의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도시는 부를 생산하는 훌륭한 원천이지만, 또한 천연자원의 훌륭한 소비자이고 부정적인 환경을
초래하는 외부효과의 원인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온실가스의 최대 80%(World Bank,
2010[226]), 세계 폐기물의 50%(UNEP, 2013[227])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순환경제’는
국가 및 지방정부 모두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선형 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폐기물은
소비 과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의 시작이 된다. 순환성(circularity)은 자원을 환경 및 경제
시스템에 재투입하고, 폐기물의 재사용과 감소를 통해 물질적 손실을 이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좀 더 친환경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
도시의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는 구축 환경, 식품, 직물, 전기 및 플라스틱에 적용되는 순환 접근법의 편익이 2036년에
3
이르면 매년 7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암스테르담은 건설 부문의 자재 재사용으로 연간

8500만 유로를 절약하는 한편, 건설업 가치사슬을 따라 50만t의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에서는 2030년까지 순환경제와 연계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4

것으로 추산한다.

도시 차원에서는 전용 인적･물적 인프라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순환경제 전략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몇몇 도시는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 천연자원과 재정 자원을
절약했다. 일례로 칼룬보르(덴마크)는 산업 공생도시(industrial symbiosis)로서 물과 에너지를 재사
용하고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8개 공공-민간기업 간 친환경 혁신을 이끌었으며, 기타큐슈(일본)
의 에코파크(Eco Park)는 폐기물 재활용을 가능케 해 에너지와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했다. 미래의 도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의 결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전기자동차, 태양전지, 스마트 그리드, 건물 개조, 재활용 시설과 같은 녹색 기반시설
과 디커플링 대체재(decoupling alternatives)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Wijkman, 2016[228]).
여전히 순환경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10% 미만이 순환형 경제이다
(Circle Economy, 2018[229]). 도시에서 순환경제의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 측면을
넘어 인센티브를 창출하고(법적･재정적), 혁신을 촉진하며(기술적･사회적･제도적) 정보를 창출(데이
터, 지식, 역량)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루프(loop)를 닫기’ 위해
기업의 장벽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선형에서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재고하고(예를 들어 임대 및 공유를 포함함), 폐기물･식품･건조환경･물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 수단을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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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
도시 및 지역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와 혁신, 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에너지, 교통, 수도, 통신 분야 투자에 연간
6조 3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액수는 추가 기후행동을 고려할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OECD, 2017[230]). 지방정부는 공공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는
공공투자의 40%를 책임지고 있으며, OECD 국가의 경우 57%에 이른다(OECD, 2018[50]).
상위 층위의 정부와 비교했을 때, 도시 및 지역은 혁신과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실험실이 될
수 있다(5장 참조). 실제로 도시는 공공서비스, 교통, 고형폐기물, 건조환경, 물, 에너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분야 전반에 걸쳐 시너지를 촉진하는 진보적인 비전(물, 폐기물,
에너지)을 개발함으로써 순환적 접근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은 기술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및 제도 혁신은 여러 층위의 정부들과 다양한 부서 간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십, 정보 공유
및 조정으로 구성된다.
도시와 지역은 순환경제 전략을 촉진하고, 중재하며,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리,
브뤼셀, 런던,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들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추진 전략을 채택했다. 지방정부도 중개자나 촉진자 구실을 한다. 이들은 같은 가치사슬상
에 있으나 서로 반드시 협력하지는 않는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지휘 및 촉진하며,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순환사업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글래스고 상공회의소의 이니셔티브인 ‘서큘러 글래스고(Circular Glasgow)’는 역량 구축
과 협력을 통해 순환경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규모의 기업을 지원한다. 암스테르담은 회전지속가능성
기금(revolving sustainability fund)을 조성해 기업들이 15년 이내에 매우 낮은 금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한 교훈과 앞으로 나아갈 길
순환경제가 앞으로 도시가 직면할 모든 문제(기후변화, 천연자원 감소, 인구 증가 등)의 만병통치약
은 아니다. 그러나 순환경제는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경제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어젠다 2030, 파리협정 등 글로벌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3P(사람(People), 정책(Policies), 장소(Places)) 프레임워크는 지역과 도시에서 순환경제
를 구현하는 데 유효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OECD, 2016[193]).
순환경제는 모든 층위의 정부에서 그 책임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강력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전략과 지역전략을 망라하는 조정은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목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의 회색지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한 지자체
내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 간 조정과 더불어 스케일의 문제는 도시의 순환경제에 핵심적이다. 적절한 범주에서
기능적 도시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는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주변과 더 먼 지역과
연결되어 물질, 자원, 제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도시의 행정 경계를 넘어 순환경제
전략의 더욱 큰 편익과 비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 중심지, 인접 지역, 농촌 지역 간의 상호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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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순환경제는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즉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책 전반에 걸쳐 상호보완성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종종
이러한 보완성은 간과되며, 체계적 접근법의 결여로 인해 시간적(지속가능한 장기 정책보다는 중･단
기 정책이 실행됨), 공간적(단절된 이니셔티브, 실험,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행됨) 모든 측면에서
단편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정, 상호연계 및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는 물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 참여와 동원이 중요하다. 이것은 포용적인 의사결정과 구체적인 실천 측면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파리권역의 순환경제 전략(Maiie de Paris, 2017[232])은 120개 이상 조직의 이해관계자 240명
이 참여해 개발되었다. 이탈리아 환경부는 순환경제에 관한 국가전략문서 작성을 위해 2개월간
온라인 컨설팅을 추진했다(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017[233]). 약 3900명이 컨설팅에 참여했고, 300개의 조직 및 기관이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주(註)
1. OECD Regional Statistics: Regional Demography (database)(2018.10.30일 접속) 참고
2. 이는 예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향후 도시인구 추정치가 정밀해지면서 경미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임.
3. Amec Foster Wheeler: see focus area profiles in this document (pp. 20-30) (2015),
https://www.lwarb.gov.uk/wp-content/uploads/2015/12/LWARB-circular-economyre
port_web_09.12.15.pdf.
4. https://www.paris.fr/economiecircu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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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기술･인구･환경 변화가 지방정부 재정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
그다음 지역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투
자에 초점을 맞춘다.

*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됨. 국제법에 의거,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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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다층적 거버넌스와 금융 시스템은 각국이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세계적 메가트렌드가 영토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 다층적 거버넌스와 재정 시스템의 조정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많은 트렌드가 지방정부 재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 변화, 노동시장과 사업소득의 변화, 토지 가치와 주택 가격의 변화 등으로 일부 지역과 도시의
조세 기반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또한 이는 지역 간 재정 능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을 아우르는 수직적 및 수평적 평준화 메커니즘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한 국가 내 지방정부의 1인당 총수입이 서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은 지역 및 도시 간 심화하는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되어
야 할 것이다. 앞의 장들은 대응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한 상당한 수준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은 OECD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많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비대칭 다층적 거버넌스 접근법은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을 가능케
함에 따라 이러한 다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더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다른 특성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기능적
도시 지역이나 도농 연계성을 고려하는 등 적절한 범위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층위와 지방 관할권에 걸친 적절한 조정 메커니즘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도시와
농촌 각각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각 영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국가정책
을 조정해야 한다.
다층적 거버넌스 관행에서 공공부문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 민간부문, 시민사
회, 그리고 다른 지역사회와 신뢰 속에서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목표와 인센티브의
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정기적인 회의와 피드백 절차의 단순화 등을 통한 의사소통은 다른 당사자들로
부터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접근법이다. 이러한 절차는 단기적으로
거래비용의 발생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장기적인 편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메가트렌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전에 잘 대비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OECD, 2018[234]).
많은 경우 이러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가장 잘 진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실험적 거버넌스는 새로운 거버넌스 계획이나 새로운 정책을 작은 범위에서 실험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실험적 거버넌스는 공공부문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현재의 총 투자 수준은 세계 메가트렌드 대응에 필요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공공투자의 평균 57%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그 공백을 메우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 및 지방정부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기존 및 잠재적 투자 재원을 더 잘 활용하고,
투자 계획과 결정, 거버넌스 관행을 개선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다만 공공 재원으로는
메가트렌드가 요구하는 모든 투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도시와 지역은 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기술･인구･환경 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한다. 둘째, 지역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논의한다. 셋째,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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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 시스템의 효율성 및 회복탄력성 향상
점차 큰 압력을 받게 될 조세 기반
중기적으로는 가구 및 기업 소득, 토지 가치 및 주택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 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의 조세 기반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한 이익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소수의 대기업에 불균형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디지털화는 몇몇 지역에 법인세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메가트렌드가 지방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는 1) 지방정부 수입 중 세금의 비중, 2) 조세 구조가
있다(박스 5.1). 조세 구조에는 교부세 및 지방세의 비중, 조세 범주(가구, 기업, 재산 등에 대한
세목), 세율과 과세 대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과세권, 과세표준 규모 등이 포함된다. 이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결과적으로 조세 기반은 지역 전체에 걸쳐 점점 더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표 5.1은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논의된 트렌드로 예상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주요 영향력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세율이나 조세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즉 새로운 주요
세수 상품이 도입되지 않음), 디지털화와 인구 변화는 많은 지역의 세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외딴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국외 이동이 소득세 기반을 극적으로 잠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덜 번화한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과 다른 수입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국제 조세 경쟁은 법인세율에 강한 압력을 가하며, 그로 인해 전 세계 법인세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 문헌은 보통 법인세가 지방정부의 최적 수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Bahl, Lin,
Wetzel, 2011[235]), 많은 국가에서 법인 세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한다. 기업 본사는
대개 대도시 지역에 입지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경제활동(제조업이나 광산업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디지털화에 의해 대규모 집적지에 대한 기업 집중이 가속화되면 덜 발달한 지역의
세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재산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공공재에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좋은 세수로 여겨진다. 재산세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그것이 복지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즉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공평한 세금이라 안정적인 세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Slack, 2018[236]). 대도시 지역은 대개 부동산
가치가 높고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이 많아 1인당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아 주거용 건물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Slack, 2018[236]).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시로 경제가 집중되면서
토지 및 재산 가치를 더욱 끌어올린다면 재산세의 지역적 차이도 더욱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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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각 지역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환경 변화
에너지 전환
개인소득세
(PIT)

인구 변화
고령화
PIT 감소

법인세

도시화

기술 변화
이주

디지털화

자동화

더 많은 사람이 도 순 이동이 (+)인 지
시 지역으로 이주 역에서 PIT 수익은
함에 따라 도시에 증가할 수 있다.
서 PIT 증가, 농촌
지역의 PIT를 감소
시킬 수 있다.

자동화로 인한 대
규모 실업이 발생
하는
지역에서
PIT 가 감소한다.

특히 집적효과로
인해 도시 지역에
서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

연금소득에 의존하
는 노인 인구가 재
산세를 납부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
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도시화는 토지 가
격을 올리고 도시
지역의 재산세 수
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 비도시 지역
에서는 부동산 가
치와 재산세 수입
이 줄어들 수 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이 성공하면 유류세
가 줄어들거나 사라
질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 도구
와 같은 기술은 재산
을 식별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으며, 따라
서 재산세 징수 효율
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부가가치세 징수와
규제의 복잡성을 증
가시킬 수 있지만, 일
부 기술은 소비와 서
비스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 일상적인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국가는 이러한 영향에 개입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음.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정부들은 더 많은 자체 수익을 올리고 세금 관리 측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교부금과 지방세를 통해 조세 자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모든 범주의 세금은 잠재적으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별히 에너지, 운송, 오염, 수자원, 천연자원 분야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나 사용료도 해당 분야와 연관된 지방정부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을 국지적으로 집행하는 데 국가 환경보호 목표가 충족되려면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세(휘발유, 또는 더 일반적으로 탄소세 등)가 좀 더 환경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성공하는 수준에 다다르면, 그것들로부터 얻는 수익은 점차 사라질 수 있다.
동시에 디지털화는 정부가 더 나은 과세 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열어준다. 특히 블록체인과 로봇
공정 자동화, 지리정보시스템은 과세 체계의 투명성, 효율성, 탄력성을 높이고 세금 징수 및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이 기술들은 특히 지방정부에 유용할 수 있고 큰 관심을 끌 수 있다. 다만, 그들은
구체적인 법적, 기술적, 역량 문제를 제기한다(박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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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1. OECD 국가별 지방정부의 수입 구조
2016년 OECD에서 교부세와 자체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세수는 평균적으로 지방정부 전체 수입의 약 45%를 차지했고,
보조금은 37%에 달했다. 소비세 및 수수료, 재산세는 각각 15%와 2%를 차지한다. 단순히 평균치를 넘어 이 국가별
데이터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OECD, 2018[50]).
그림 5.1. 2016년 지방정부 수입 구조

주: 사회공헌금은 세수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OECD (2018[50]), “Subnational governments in OECD countries: Key data”,
https://www.oecd.org/regional/regional-policy/Subnational-governments-in-OECD-Countries-Key-Data2018.pdf.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536

예를 들어 지방정부 총수입에서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에스토니아 3.5%부터 아이슬란드 77%까지 다양하다. 비록
반복적으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지자체의 자체 수입에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의 세수입 내 비중은 나라마다 다르다.
재산세는 OECD의 지방세 수입의 35%를 차지하지만(미가중평균), 호주･아일랜드･이스라엘･뉴질랜드･영국에서는
90~100%를 차지하며, 에스토니아･룩셈부르크･북유럽 국가･스위스･터키에서는 10% 미만이다(OECD, 2018[50]).

OECD 지역 전망 2019

161

Ⅰ. 5. 미래 도전을 다루기 위한 혁신적･다층적 거버넌스

박스 5.2. 신기술을 통한 지방세 제도 개선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은 세무행정의 운영, 협력, 세금 징수 방식을 바꾼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되고 검증되며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 모델이 세금 분야에 적용되면, 기존 소급 분석이나 과거 재무 정보 수집
기능에서 거래, 비용, 자산 및 부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메커니즘은 토지 소유권, 기타 자산, 신원 등을 검증함으로써 정부가 실수하거나 사기당할 위험을
낮추고, 세금 납부 실적을 평가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과세, 특히 지방세 과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의 ‘토큰화’ 위험이나 관할구역 내 기존 자산 가치의 편차 증가 문제, 가치 결정 문제 등
새로운 기술적･법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기술을 폭넓게 채택하기 전에 정책입안자들은 기술의 허점과
잠재적으로 불공평한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자산의 ‘토큰화’를 규제하는 표준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또한 다양한 층위의 정부 사이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시민과 기업이 신기술을 자기 자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로봇 공정 자동화는 조세제도에도 적용돼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TaxBot’ 같은 애플리케이션
은 조세 운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업 비용과 마일리지를 추적함으로써 지루한 회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단순화해
사용자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따라 공급, 판매, 사용 준수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
지리정보시스템 도구는 면적 기반 시스템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토지나 건물에 평방미터당 고정된 비율로 세율을
책정할 수 있다. 기존 면적에 따른 재산세는 시간에 따른 상대적 가치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고정된
요금을 자주 재조정하지 않는 한 재산세에서 얻는 수익은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 같은 첨단 디지털 도구로
자산의 상대적 가치의 변화를 쉽게 파악하거나,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는 세율을 한결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지적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평가는 좀 더 일관되고 최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부동산
등록지, 지역 건축허가 부서, 공공시설 등에서 오는 정보 흐름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다른 ‘토지 기반’지방세(개선
요금, 양도소득세, 운영 라이선스 및 제한된 범위의 증여세)도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또한 세외수입을 도시 인프라의 유지 및 갱신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세와 수수료는
여러 지역의 핵심적인 공공서비스와 시설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물 처리와 유통, 폐기물 수집과 처리, 대중교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메가트렌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후변화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후 친화적 사용료나 혼잡 요금
등에 기반을 둔 재정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OECD/The World Bank/UN environment,
2018[237]).
지방정부들은 또한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가치 환수정책(land-value capture policies)
을 활용할 수 있다. 토지가치 환수란 토지 소유자의 행위와 무관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공공기관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수단을 말한다. 전형적으로 그것은 구역제 결정이나 토지 및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공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이득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정부 층위에서 개선된 예산편성
일반적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장기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지방정부 지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공공 지출 중 연금, 의료 및
장기 진료 분야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의료 지출은 단순히 고령화 추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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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술 진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에 의해 결정되는 의료 공급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OECD 분석 결과, 건강 및 장기요양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개혁이 없다면,
2010-2060년 해당 분야의 총지출은 GDP의 평균 7.7%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비용-억제 시나리
오에서는 GDP의 3.3%p) (de la maisonneuve and Olivea Martins, 2014[238]).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에 우려스러운 사항이다. 보건은 지방정부 지출의 18%를 차지하며 이는 GDP의 2.9%
에 해당한다(OECD, 2018[50]).
따라서 지역적 요구의 다양성과 메가트렌드와 관련된 잠재적인 단기, 중기 및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예산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 체계와 프로세스가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표 등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산편성 과정에 다년도
예측이나 시나리오 계획을 통합하는 것이 지방정부 예산 프레임워크 개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2장 참조). 다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메가트렌드가 지출이나 수입에 미칠 영향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다년도 프레임워크는 정기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연간 예산과 4~5년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모니터링과 지방정부 계획 목적 달성에 모두 유용하다.
그러나 때에 따라 전면적인 다년도 예산 접근 방식은 복잡하고 행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연간 예산 개발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부터 관심과
자원을 이탈시킬 수 있다. 특히 자원과 역량이 제한된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다년도 예산 체계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구하는 목표, 개발 우선순위, 접근법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Boex, Mcnad and
Martinez-Vazquez, 1998[239]).
시민들이 지출과 투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참여형 예산편성은 예산 체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여적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수행될 때, 이는 정책입안자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정보 흐름을 개선해 정책이 시민들의 필요와 선호에 더 가깝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책입안자와 정치인을 견제해야 한다는 자극을 자주 준다는
점에서 그들의 책임감을 강화한다(Gonçalves, 2013[240]). 특히 도시 차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를 보인다. 참여형 예산편성은 특히 라틴아메리카(브라질,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와 유럽(레이캬비크, 리스본, 쾰른, 파리 등)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전정책의 거버넌스 재검토
거버넌스의 질은 지출의 효과와 투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분야 간 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촉진하는 거버넌스는 효과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거버넌스 협정은 정책이 적절한 범위에서 설계 및 실행되고 공공 행위자, 경제계 및 시민사회가
관련되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이 메가트렌드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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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분야가 지역발전정책 거버넌스에 중요한 통찰과 기회를
새롭게 창출했다. 바로 행태적(behavioural) 접근 방식, 디지털화 및 실험적 거버넌스다.
지역발전정책은 본질적으로 모든 정부 층위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장기적 시간 축
위에서 결정된다.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은 그들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목적과 의견을 형성할
때 은연중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OECD, 2018[234]). 행동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도출된 통찰은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정책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화는 정부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공급 방식을 재평가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디지털 메커니즘을
통해 시민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개발
중인 계획과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물리적
혹은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상 서비스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여러 메가트렌드를 다루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트렌드 자체를 둘러싼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이다. 어떤 단일 정책이나 단일 거버넌스 메커니즘도 모든 트렌드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메가트렌드가 지역과 도시를 재구성하고 차례로 구체화함에
따라 정책을 충분히 융통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시행착오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실험적 거버넌스는 이러한 학습을 정책 설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다.

지역정책에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의 적용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은 의사결정,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조직 및 집단행동을 포함한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에서 도출된 교훈이다(OECD, 2017[242]). 비록 지역발전정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탐구되지는 않았지만, 행동과학은 지역발전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할 만한 일련의 통찰과 도구를
제공한다. 이것은 조직 내 사람들 혹은 정책, 절차를 통해 전체 조직에 ‘넛지’(nudging, **역주:
미세하게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발전정책의 설계･실행을 책임지는 일명 넛지 팀은
자발적 조치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행동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OECD, 2018[234]).
예를 들어 행동과학적 넛지는 세금 징수 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 영국의 행동분석팀은 세금 납부를
연체한 사람들에게 이를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장려했다. 결과적으로 규범적 메시지
및 공익 메시지 모두 체납 세금의 납부 가능성을 증진시켰음을 보여준다(OECD, 2018[234]).
정책입안자나 실무자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계약 조건이나 성과 평가지표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책
결과의 질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OECD, 2018[234]). 지역정책과 투자의 맥락에서,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은 의사소통 문제, 참여 저조, 우선순위 불일치, 자금 부족 또는 잘못된 배분과 관련된
편향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 조건을 효과적으로 정의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넛지’해 다른 층위의
정부 간 계약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OECD, 2018[234]). 좀 더 일반적으로
행정부 내외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정책 목표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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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지역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은 2006년 이후 3배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
는 OECD 시민의 약 36%가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양식을 제출했다(OECD, 2017[247]). EU
전체에서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도시 운영 비용의 85%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ESPON, 2017[248]).
국가, 지역 및 지자체는 시민참여(정보 습득, 행정 절차 및 온라인 투표), 공간계획 및 건설,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U에서는 많은 경우
지방에서도 공간계획 및 건설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많은 도시가 계획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온라인 신청과 토지이용계획 및 제안서 검색이 가능한 전용 GIS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다수의 도시는 시민들이 시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들의 디지털 표용(e-inclusion)을 촉진한다(그림 5.2).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디지털화가 덜 이루어진다(ESPON, 2017[248]).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정부는 이런 뒤처진 분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가 ‘로컬화’되는 정도는 지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큰
도시들이 더 넓은 범위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럽의 특정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더 높은 비율로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구 집단에 따라 디지털
정부 서비스 사용도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부는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배제를 피해야 한다(ESPON, 2017[248]).

박스 5.3. 지역발전정책에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 적용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은 의사소통 문제, 참여 저조, 우선순위 불일치, 자금 부족 또는 잘못된 배분과 관련된 편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발전정책의 설계 과정에 누구를 참여시킬지, 어떤 조치에 투자할지, 그리고 어떻게
자금을 배정할지 등을 결정할 때 행동 이론에 의거한 해결책을 결합함으로써 특정 편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다.
지역발전정책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이 고려될 수 있다.
∙ 더 나은 자금 사용 및 프로젝트 선정: 조직적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개선하면 프로젝트 자금 배분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와 적법한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자금 사용의 효과와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행위자 간 조정 및 협업 개선: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층위의 정부들이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행동 정보에 입각한 도구와 제품의 사용을 통해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
∙ 절차 간소화: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은 전통적 형태의 규제가 더는 효과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성공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
다. 평이한 언어 또는 나아가 시각적 도구의 사용은 장황한 설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공공조달이나 보조금 신청과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그 절차를 단순화하는 작업에 넛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효과적인 데이터 사용: 행동과학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용 데이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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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지역발전정책을 정의하는 데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목표들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공하거나, 요청해야 하는가? 어떤 데이터가
성과 보상, 모니터링 또는 평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가?
∙ 성과 및 활용도 개선: 행동과학 기반 통찰력을 통해 조직의 보상 또는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의도에
따라 보상을 구조화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혁신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위험 감수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처: OECD (2018[234]), Rethink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y Mak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93014-en.

그림 5.2. EU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유형별 점유율
로컬 거버넌스로의 시민들의 디지털 포용

관광

공간계획, 건설

문화, 레져, 스포츠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교육

도로 인프라, 주차

로컬

대중교통

지역

국가

출처: EPSON (2017[248]), The Territorial and Urban Dimensions of the Digital Transition of Public Services,
https://www.espon.eu/sites/default/files/attachments/ESPON%20Policy%20Brief%20on%20Digital%20Transition.pdf.

지리정보시스템(GIS)은 다양한 맥락에서 응용 가능한 매우 유연한 디지털 도구로, 도시계획, 특히
건설과 대중교통 설계에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GIS를 활용해 다양한 출처의 공간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도시 등 영토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려고 할 때, 보건부서는 각각의 사례를 지도화해 질병 군집을 식별할 수 있다. 인과관계
를 파악하거나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 공해 수준, 문맹 수준, 범죄 수준 등 다른 공간 정보와 중첩해 볼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도시에서
대중이 움푹 파인 도로나 누수, 버려진 차량, 잠재적 가스 누출, 낙서 등과 같은 문제들을 더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GIS를 사용하고 있다(Walden University, n.d.[249]). 최근 몇 년간 GIS의 적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소도시로 확산되었다(박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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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의 급증이다.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2년마다 거의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Song et al., 2017[250]). 머신러닝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점점 더 많아지는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연구 주제다. 머신러닝은 정책 개입의 유익한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순수 데이터 기반 모델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De Blasio, Lembeck
and Menon, 2018[251]). 다시 말해 정책 설계에서 종종 파악하기 어려운 인과관계 탐색은 피하되,
알고리즘을 이용해 경험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정책 모델을 구축한다. 로스앤젤레스
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교통혼잡 해결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 마그네틱 센서로 수집된
차량 흐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가 동시 분석 시스템으로 전송되면서, 병목현상 방지를 위한 초
단위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서비스에서 데이터 공유, 분석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공 행정의
수직적 문화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서로 다른 정부 층위 간에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공유 전략을 도입해 제각각 기울이는 노력을 조정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OECD, 2014[252]). 이 전략은 연계 데이터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오픈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 정부 내부와 여러 층위에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도록
만들 수 있다(OECD, 2017[253]). 오픈데이터는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한다. 도시 오픈데이터 운동(Urban Open Data movement)은 일반
시민의 정부 정보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헬싱키에서는 도시팩트기구(Urban Facts
Agency)를 통해 도시 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하며, 이들은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헬싱키 지역
인포셰어(Helsinki Region Inforshare)를 운영, 지역 데이터를 공개한다(Sulopuisto, 2014[254]).
영국의 런던 대도시권 행정부는 사람들이 지역문제와 잠재적 해결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픈데이터 공유 포털인 런던 데이터스토어(London DataStore)를 설치해 5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국제적 이니셔티브는 도시들이 공공서비스를 위해 오픈데이터를 개발하
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도시데이터협의회(World Council on City Data)는 도시지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해당 표준을 도입하고 있다(WCCD, 2018[255]).

박스 5.4. 공공서비스에 대한 GIS의 적용
지방정부는 GIS를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수 있다. 뉴저지주(미국)의 뉴저지 턴파이크 관리 당국은 미국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유료 도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주일당 800건 이상의
차선 폐쇄 요청을 조정하고 차량 흐름을 유지한다. 역사적으로 직원들은 각 차선 폐쇄 요청을 수동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충돌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이제 GIS가 구동하는 웹 기반 시스템의 도움으로 차선 폐쇄 요청을
받으면 지오 프로세스 엔진이 자동으로 충돌을 확인한다. 관리자는 불과 몇 분 만에 시스템으로부터 분석 결과에 따라
요청을 수락 또는 거부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GIS 도구는 소규모 지역, 도시 및 농촌에서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산탄데르(스페인)에서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1만 2000개의 센서를 통해 고형폐기물과 주차 공간, 대기오염, 교통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시 공무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서섹스 카운티(미국 뉴저지주) 정부는 도서관, 경찰서, 우체국 등 정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교량/도로 개설 여부, 1차로 여부 등 카운티의 교량 및 도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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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즉각적으로 온라인상에 공개한다.
출처: Asuo-Mante, E. et al. (2016[256]), “The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to improving health systems
in the Upper East Region of Ghana”, https://doi.org/10.7916/D8QN678V;
Siegel, J. (n.d.[257]), “Innovative GIS applications help public infrastructure agencies do more with less”, https://geographic
-informationsystem. cioreview.com/cxoinsight/innovative-gis-applications-help-public-infrastructureagencies-do-more
-with-less-nid-15022-cid-52.htm;
ESRI (n.d.[258]), “Rethinking GIS for local government”, https://assets.esri.com/content/dam/esrisites/arcgis/products/arc
gis-forlocal-government/assets/rethinking-gis.pdf.

지방정부는 여전히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EU 전역의 136개 도시와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약 40%가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의 부재를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특히 중･소규모 지역 및 도시에서는 자금 부족과 기술 부족이 디지털 전환을 시행하는
데 장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SPON, 2017[248]). 또한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으므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디지털 도구 개발을 지원할 동기가 적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투자가
진척되는 것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해 대중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용법에 대한 지식을 학습시키는 것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도시 및 지역의 실험적 거버넌스: 메가트렌드를 다루는 장
세계화, 기후변화 또는 파괴적 기술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지역 수준에서 더욱
민첩하고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실험적 거버넌스는 이 과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실험과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접근 방식을
실험하려는(테스트, 조정 및 재검사) 의지와 역량은 메가트렌드에 직면할 때 특히 중요해지는데,
급격한 변화가 정책입안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신속하게 정책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착오: 지역정책에 실험적 거버넌스 사용
자율성, 책임성 또는 역량 측면에서 생기는 지방정부 간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 설계에 학습
및 시행착오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실험적 거버넌스 접근법은 정부가 정책과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역 요구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박스 5.5). 이는 특히 점차 빠른
변화로 인해 중앙에 의해 정의되는 경직되고 고정된 정책이 급속히 쓸모없어지는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유연하고 조화로운 다층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실험적 거버넌스의 기반이 된다.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오래되거나 새로운 과제에 대해 장소기반의 실현 가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도
록 도우며, 다양한 층위의 정부 간 상호 학습을 촉진한다. 좀 더 유연한 정책 메커니즘을 채택하면
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지방 수준에서 서비스 제공과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거버넌스 구조가 잘 작동하는지, 어떤 것이 다른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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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지 않는지는 종종 불분명하다.
실험적 거버넌스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에 시행착오 문화를 함양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파일럿 경험에서 비롯된 성공과 실패로부터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organ,
2018, forthcoming[76]). 이 실험은 하향식(국가주도형) 또는 상향식(국가후원형) 접근 방식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 주도 실험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하향식 접근 사례를 보여준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슝안신구(Xiongan New Area)를 조성해 스마트하고 생태적인 도시 건설,
더 나은 인프라 개발,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모스크바 인근
스콜코보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지구를 만들고자 했지만, 지금까지는 성공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Morgan, 2018, forthcoming[76]). 다른 나라들은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 산업,
대학이 협력하는 실험적 거버넌스에 상향식 접근법을 적용했다. 영국의 네스타 이노베이션 재단은
공공 연구소로, 실증 기반의 로컬 실험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한다. 네스타는 영국
전역의 공원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리싱킹 파크(rethinking parks)’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Nesta, 2018[259]).
실험적 거버넌스 접근 방식은 이를 구현할 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취약한
제도 환경, 고도로 체계화된 프로세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모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잘 구현된다면, 이 모델들은 지역 정책입안자들이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지방정부는
실험적 거버넌스 접근법과 모델을 생각해 볼 문제로 여기는 한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및 조정 능력을 더욱 강화해 정부의 민첩성을 향상해야 한다(Morgan, 2018,
forthcoming[76]).

박스 5.5. 실험적 거버넌스: 정의
실험적 거버넌스는 ‘여러 맥락에서 대안들을 비교함으로써 얻은 학습에 기초해 잠정적 목표를 설정하는 재귀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Sabel and Zeitlin, 2012, p. 169[260]). 실험적 거버넌스에는 네 가지 요소가 반복적 사이클로 연결되는
단계적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1. 광범위한 프레임워크의 목표와 측정 기준이 중앙 및 지방 당국에 의해 잠정적으로 설정된다.
2. 지방 당국은 이러한 목표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3. 이러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각 지방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4.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가능성을 고려해 더 많은 행위자와 함께 목표, 지표, 의사결정 절차를 수정한다.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 모델은 설득력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으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험적 거버넌스는 실증 기반 학습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공공기관, 특히 덜 발달한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이 과정을 관리할 제도적 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Morgan, K. (2018, forthcoming[76]), Experimental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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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다층적 거버넌스 지향
1970년대 이후 OECD의 전반적 경향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도시 간 협력,
광역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화(regionalisation)’, 즉 지역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OECD, forthcoming[261]).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더욱 차별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같은 층위의 정부에도 서로
다른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세는 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메가트렌드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간 협력, 광역 거버넌스 및 지역화 동향
지난 15년 동안 지자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정책은 대폭 개선되어 왔다. 도시
간 협력 방식과 협력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OECD 내 자치단체 간 협력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가장 부드러운 형태(호주, 잉글랜드/ 영국, 아일랜드 및 뉴질랜드의 공유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위한 단일 또는 다목적 협력 협정/계약)부터 가장 강력한 통합 형태(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위임 기능을 가진 상위 행정 당국)까지 다양하다. 이 둘 사이에는 단일 목적에서 다목적까지, 기술
문제에 초점을 맞춘 협력에서부터 더 전략적인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OECD, 2017[262]).

광역 거버넌스 기구
광역 거버넌스의 개혁은 기능적 도시 지역 범위에서 분절화 문제를 다룬다. 점점 더 도시화됨에
따라 도시는 규모 자체가 커질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행정 경계선을 초과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OECD의 광역권 총 281곳 중 4분의 1 가까이가 기능적 도시 지역 안에 100곳 이상의 지자체를
2
두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최소 25곳 이상의 지자체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적

분절화’는 공공정책의 효과나 공공서비스의 계획 및 제공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3
광역권 전체에 걸친 공공정책의 협력과 조정의 강화는 특히 공공 기반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광역권의 삶의 질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OECD, forthcoming

[261]).

1990년

대 이후 모든 유형의 광역 거버넌스 관련 행정부가 상당히 증가했고, 광역 거버넌스 기구 개혁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 2013년 현재 OECD 수도권역의 약 3분의 2가 대도시권을 포함한다
(Ahrend, Gamper, and Schumann, 2014[263]). 광역권에 부여되는 주요 책임에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환경, 공간계획, 지역 사업자 서비스 등 기반시설 및 계획 업무가 있다. 그들은 지역
관할권 전체의 정보 흐름을 개선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계획을 장려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시화가
지속되고 성공한 도시들이 기능적 경계를 넓히고 있음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동안 광역 거버넌스를
향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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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
1970년대 이후 광역 거버넌스 협정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국가 차원에서 지역적 수준(2단계)
4
으로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 지방권한지수(Regional Authority Index) 등 행정구역의 권한을 측정하

는 지표는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 행정 권한이 지역 차원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5.3). 서구(대부분 유럽)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1960-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1980년
대 이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다소 약한 수준이지만 1980년대 이후
중남미에서도 지역화가 이뤄졌다. 지방권한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총 81개국 중 52개국이 지역 권한의
순증가를 경험했고, 순감소를 경험한 나라는 9개에 불과했다(OECD, forthcoming

[261]).

그림 5.3. 아메리카, 아시아 및 유럽의 지역화

주: 아메리카 29개국, 아시아 11개국, 유럽 41개국의 지방권한지수의 평균 점수를 표기함.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시아: 호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2006년까지), 세르비
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출처: Schakel, A. et al. (2018[264]), Final Report on Updating the Regional Authority Index (RAI) for Forty-Five Countries (2010-2016),
http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5562196f-3d3a11e8-b5fe-01aa75ed7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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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를 통해 국가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기능적 노동시장의 확대에
더 잘 대응하며, 지자체와 중간 층위의 정부 간의 정책 조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경쟁
력을 높이고자 한다. 지방정부에 비해 지역은 효과적인 지역발전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지역 간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 통합적인 국토계획을 구현할 능력이 더 많다. 그들은 중앙정부나
분절된 지방정부에 비해 지역 지식에 대한 높은 접근성에 기초해 지역 비교우위를 더 잘 공략할
수 있다(OECD, forthcoming[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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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요구와 역량에 맞게 거버넌스를 조정하기 위한 비대칭적 지방분권
비대칭적 거버넌스 구조는 적어도 1950년대부터 보편화되어 왔으며 여전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950년, 지방권한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 중 약 절반이 지역 차원에서 일종의 차별화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었다. 2010년, 그 국가들 중 거의 3분의 2가 어떤 형태로든 비대칭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비대칭 지방분권이 변화하고 있다. 1950-1970년대 비대칭적 지방분권이 대부분
지역 수준에서 사용되는 도구였던 반면, 오늘날에는 주요 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칭
적 지방분권에는 정치적･경제적 또는 행정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Bird and Ebel, 2006[265]).
그림 5.4. 1950년 이후 81개국의 특별자치지역, 속령, 비대칭지역(자치공동체)의 수

주: 비대칭지역(자치공동체)과 특별자치지역은 표준지역과 다른 종류의 자치 체제가 적용됨. 속령은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통치되며, 자치권이
매우 제한됨. 속령의 경우, 남아메리카에서 속령이 표준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수가 점차 감소함.
출처: Hooghe, L. et al. (2016[266]), Measuring Regional Authority: A Postfunctionalist Theory of Governanc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3922574

박스 5.6. 비대칭적 지방분권(asymmetric decentralisation)
비대칭적 지방분권은 동일한 지방정부 수준의 정부들이 서로 다른 정치, 행정 또는 재정 권한을 가질 때 발생한다
(Congleton, 2015[267]).
정치적 비대칭은 일부 지역이나 지방정부에 규범이나 평균적인 할당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자치권이 부여된 상황을 말한다.
행정적 비대칭은 ‘사실상‘ 비대칭적인 배열로, 같은 층위에 속하는 지방정부들이 정치적-법적 시스템 측면에서 대칭적으로
취급되더라도, 실제 시행에 비대칭이 있을 수 있다. 미리 정해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정부에 지출과 수입에 대한
더 큰 자율성이 부여되도록 국가정책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비대칭적 재정 구조는 특수지출, 수익 기반 또는 과세권, 추가 이전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다.
출처: OECD (forthcoming[261]), Making Decentralisation Work: A Handbook for Policy Makers.

비대칭적 지방분권 방식은 특히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받는 지역, 도시, 농촌이 새로운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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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정부가 지역 역량에 알맞은 제도적
및 재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지역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대칭적 지방분권은 정책 수립의 실험･학습･혁신을 지지하며, 궁극적으로 선진적 형태
의 장소기반 정책을 의미한다(OECD, forthcoming[261]).
비대칭적 지방분권과 같은 차별화된 지방 거버넌스 시스템은 점차 지역 간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하
는 세계적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이자 그 결과물로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것은 어떤
특효약이 아니며, 결정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박스 5.7).

박스 5.7. 비대칭적 지방분권에 대한 권고 사항
OECD는 효과적인 비대칭적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여러 지침을 구체화했다(OECD, forthcoming [261]).:
∙ 비대칭적 지방분권은 다층적 거버넌스와 영토 발전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비대칭적 지방분권은 효과적인 수직적･수평적 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비대칭적 지방분권은 효과적인 평준화 시스템과 병행되어야 한다.
∙ 비대칭적 지방분권의 유형은 (정치, 행정/ 관리, 재정적으로) 잘 정의되어야 하며, 각각의 목적과 수단이 다르므로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 규모와 범위는 명확해야 한다(영토 대부분이 포함될지 혹은 제한적･지역적･광역적･지방 수준에 적용될지, 영구적일지
일시적일지, 시기, 시범/실험).
∙ 비대칭적 지방분권 방식은 모든 행위자에 대해 명시적이고 상호 이해되고 명확해야 한다. 비대칭적 지방분권 접근
방식은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 투명성 및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 가능한 한 비대칭적 지방분권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나 그 밖의 지방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다.
∙ 자발적 계획이나 파일럿 경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재정뿐만 아니라)를 이용해야 한다.
∙ 비대칭적 지방분권 효과는 정기적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되고, 필요 시 평가 결과를 활용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자본
및 국가통합에 미치는 영향 포함).

농촌정책을 위한 통합체계의 도입
여러 유형의 지역을 차별화하는 국가정책은 차별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보완물이
다. 2015년 조사된 33개 OECD 국가 모두가 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농촌발전정책은 여전히 부문별 접근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 생산은
여전히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문 간 접근 방식과 차별화 확대에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OECD 조사에 응답한 24개국 중 10개국에서 도농연계는 이미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6[268]). 다양한 유형의 지역 전략을 연계하는 것은 각 지역이 고령화, 세계화 및 기술
진보에 적응하는 데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다가오는 수십 년은 농촌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며, 이에 따라 모든 층위의 정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압박한다. 적층･분산형 제조에서 탈중앙화 에너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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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활동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탈집중적이고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분산형 생산 시스템을
지원해 농촌에 이익이 된다.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욱 빈번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상 사태와 인프라, 천연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역사회가 적응하는 데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그레이드된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 사회에 긍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투자가 농촌 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하며, 공동체 역량 구축을 통해 이 접근
방식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정보, 부정적 외부효과, 불충분한 경쟁 또는 공공재
의 공급 부족으로 시장이 실패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촌 지역의 복리후생이 개선되도록 더 직접적으
로 관여해야 할 수도 있다. 장소기반정책에는 항상 여러 부문에 걸친 조정과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다. 농촌과 도시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부 층위(국가, 지역, 지방)에서
농촌 정책과 도시 정책의 통합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어떻게
현명한 정책 투자를 설계하고, 공공투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달려 있다.

농촌정책의 조정
농촌 발전을 보는 관점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부처 내에서
농촌 정책을 어떻게 조직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들은 해당 정부 층위 내에서
서로 다른 부문, 서비스 및 기관과 관리를 조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평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또는 EU의 경우 초국가적)부터 지방정부 수준에 이르는 각 층위의 정부 기관을
수직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미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적 개입은 영토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행정구역 간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OECD의 농촌정책 패러다임인 ‘Rural 3.0’에 제시된 일반 원칙은
박스 5.8과 같다.

박스 5.8. OECD의 농촌정책 프레임워크: 농촌정책 3.0
2006년 OECD 회원국들은 더 나은 농촌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접근법으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을 채택했다. 이 접근 방식의 주요 원칙은 농촌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지만, 이 지역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공간적으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OECD, 2006[269]). 2016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지난 10년 동안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반영해 농촌정책 3.0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농촌정책 3.0의 핵심 아이디어는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방식이 도시와 농촌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농촌의 성장
과정은 ‘저밀도경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집적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거리가 생산비용과 거주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농촌 유형에 따라 기회와 제약 조건이 다르며, 경제적 기능 또한 다양하다. 농촌 경제는 농산품, 광물,
임산물 등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작고 전문화돼 틈새시장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표 5.2는
농촌정책에 관한 OECD 기조의 진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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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농촌정책 3.0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2006)

농촌정책 3.0: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실행

목적

균등화

경쟁력

다차원적 복지: 1) 경제 2) 사회 3) 환경

정책 주안점

주요 단일 자원 분야 지원

경쟁력에 기초해 다양한 부문 지원 농촌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저밀도경제

도구

기업 보조금

검증된 기업 및 공동체에 대한 투자 통합적 농촌 발전 접근 방식: 공공부문, 기업,
제3섹터 등 다양한 행위자 지원

주요 행위자 및
이해관계자

농장 조직, 중앙정부

모든 층위의 정부, 모든 연관 부서 1) 공공부문: 다층적 거버넌스 2) 민간부문:
및 지역 이해관계자
영리기업 및 사회적기업 3) 제3섹터: 비정부
기구 및 시민사회

정책 접근 방식

하향식 접근법으로 동일한 정책 적용 상향식 접근 방식, 로컬 전략

농촌의 정의

비도시

다양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

다양한 유형의 장소로서의 농촌 세 가지 유형: 1) 기능적 도시 지역 내부 2)
기능적 도시 지역과 근접한 곳 3) 기능적 도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출처: OECD (2016[270]), “Rural Policy 3.0”, http://dx.doi.org/10.1787/9789264260245-7-en.

농촌정책이 다양한 층위에서 실행되는 만큼 농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처 간 정책 내용이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보건, 교육 또는 공공 안전 등 일부 부처는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다른 부처들은 지리적 차이가 농업, 광업, 어업 등 관련 정책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토에 더 초점을 맞춘다. 어떻게 이런 다양한 유형의 부처들을 더 강력하게
조율할 수 있으며, 정부 내에서 농촌 문제에 대한 ‘목소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일부 국가는 농업 부처를 농촌 발전의 주무 부처로 삼고, 어떤 국가들은 지역개발 교통 인프라
부처 또는 다른 부처에 이 역할을 부여한다. 특정 부처를 지정하지 않고, 대신 이 문제를 지방정부에
맡기는 국가들도 있다. 초기 세팅에 만족하지 못한 국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주무 부처의 선택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 부처는 본질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농촌 발전 문제보다는 농업에 더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농촌에서 농업의 역할이
줄어들면 부처의 ‘관심’과 주민의 ‘필요’ 사이에 불일치가 더욱 뚜렷해진다. 둘째, 지역발전에 관여하
는 부처는 경제발전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꼭 농촌 발전에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도시 지역이 인구 및 경제활동 점유율 측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경향은
뚜렷해진다. 이 두 가지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모든 OECD 회원국에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농촌정책을 지도하는 리더 개인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식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농촌 관련
권한을 가진 장관들로 구성된 특정 협의회를 설립하려고 노력했지만, 동등한 협의체에서는 주도적인
권한이 있을 수 없다. 핀란드는 광범위한 농촌정책과 수직적･네트워크적 거버넌스의 형태를 결합해
분야 간 농촌정책을 조정하려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핀란드 농촌정책위원회는(Rural
Policy Committee) 핀란드 정부가 임명한 3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협력기구로 국가 부처, 지역협력
기구, 노동조합, 고등교육훈련기관연합회, 핀란드 지방당국협회, 옴부즈맨, 농산물생산자협회, 마을
행동협회 등이 소속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현재 농림부 대표가 이끌고 있다. 또한 농촌정책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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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국가 농촌정책 프로그램 2014-2020의 실천을 지원하는 7개 네트워크가 있다. 핀란드의
농촌정책위원회가 EU부터 분산된 지방정부, 그리고 여러 비정부 행위자에 이르는 여러 층위의 정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Sörensen and
Torfing, 2007[271]) (Pierre, 2009[272]).
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영어권에서 처음 채택된 ‘농촌 영향평
가(rural proofing)’가 있다. 농촌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결정이 농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농촌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즐기는 사람들의 특정한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이 방식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 예상되는,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캐나다는 1990년대 말 ‘농촌 렌즈’라는 유사한 접근법을 채택,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농촌
지역의 우선순위를 다루는지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최근 2019년 1월, 캐나다는
농촌경제개발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농촌 발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신임 장관은 캐나다 농촌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농촌발전전략 수립을 감독할 것이다. 또한
이 장관은 지자체, 주, 구역 및 원주민 파트너들과 협력해 농촌 및 외딴 지역에 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는 등 농촌의 독특하고 다양한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농촌 영향평가’의 실효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토크니즘(tokenism, **역
주: 소수자를 내세워 구색을 갖추는 행위)의 한 형태로 사실상 초기에 정책 개발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농촌 영향평가에서, Shortfall and Alston(2016[273])
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고, 정책입안자들은 농촌 영향평가가 검토된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적절한 대상, 결과 또는 목표가 거의 고려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농촌 영향평가는 농촌이 발전하는 데 노력하는 만큼만
효과적일 뿐이다. 해당 국가의 사회･복지 국가적 성격과 공공자원의 재분배에 대한 의지와도 연결된
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그 효용이 더 클 수 있다(Shortall and Alston, 2016[273]).
스웨덴은 최근 농촌과 지역정책의 조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한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스웨덴이 펼치는 새로운 농촌정책의 틀은 부분적으로 농촌 지역이 국가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뒤처지
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성장정책에는 농촌정책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어떻게 새로운 농촌발전대책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농촌정책과 다른
부문의 정책을 잘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개혁으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그 논의의 주요한 결과물이다. 그 결과 2018년 스웨덴 의회는 일관된 새로운 농촌정책에
관한 정부 법안을 받아들였다.
지역, 농촌, 농업 정책 사이에 내재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단일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핀란드가 채택한 네트워크 접근 방식은 핀란드 고유의 지방분권과 다층적 거버넌스 문화와 얽혀
있다. 따라서 다른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이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농촌 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거버넌스 구조를 넘어 이러한 각 정책 영역 사이에 내재한 경쟁의식
은 조직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처 간 관계나 지식 공유는 단기 파견, 자기계발
기회, 직원 연수 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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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변화를 관리하는 국가 도시정책의 이점
국가 농촌정책과는 대조적으로, OECD 국가에서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국가 도시정책 틀이 (아직까
지는) 매우 일반적이다. 명시적인 국가 도시정책을 가진 곳은 2016년 기준 15개국이며, 3분의
1이 여전히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약 90%가 완전한 국가 도시정책
중 일부분을 시행하고 있다(OECD, 2017[207]).
국가 도시정책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일관적인 틀로, 도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전 세계 도시는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 도시 공공서비스의 노후화, 개발 및 유지,
토지이용의 변화, 부동산과 주택시장의 변동, 신기술 도입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 도시정책은 생산적이고, 포용적이며, 탄력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를 조정하는
정부 주도적이고 일관적인 일련의 의사결정이다(UN-Habitat, 2014[274]). 국가 도시정책은 경제,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노동, 보건, 교육 등 도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국가정책
을 다룰 수 있다.
비록 일부는 명명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50개국이 국가 도시정책을 개발했다. 최근 많은
국가가 글로벌 의제의 맥락에 맞게 기존 국가 도시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2016년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와 유럽연합의 도시 의제가 채택된 이후, 스페인은 국가 도시 의제를
재정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국가 도시정책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고 있으며,
특히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확립을 위한 SDG 목표 11을 중점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 의제(해비타트 III의 결과물)는 국가 도시정책을 5대 추진축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가 도시정책 개발 및 이행 능력 제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UN,
2016[275]). 국가 도시정책과 그 복합적 성질의 확산은 글로벌 지식 공유 효과를 증대시킨다.

박스 5.9. 국가 도시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국제 공조
국가 도시정책 개발의 복잡한 성격과 역량 및 자원의 부족은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도시정책 발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2018년 2월 출범한 글로벌 국가도시정책진단(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OECD/UN-Habitat, 2018[276])으로 모니터링의 첫발을 뗐지만, 국가 참여 확대와 방법론 확대를
통해 지식기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향상된 지식 공유. 예를 들어 국가 도시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는 각국의 최신 발전상을 학습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관점을 이해하며, 동료들끼리 교류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3. 맞춤형 국가 지원. OECD 국가 도시정책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간 이행 격차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실증기반 정책을 수립하며, 국가 도시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다.
국가 도시정책 프로그램(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 NUPP)은 OECD, 유엔 해비타트, 도시연합(Cities
Alliance)이 공동 운영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관심 있는 모든 파트너가 이러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실천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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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시정책을 통해 도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고 도시를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다. 스위스는 2001년부터 국가 도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향후 10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인 연방집적정책 2016+(Federal Agglomeration Policy 2016+)를 채택했다.
이 정책은 농촌정책과 병행해 일관성 있는 공간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요 목표로서 삶의
질, 경제적 매력, 도시 발전의 질, 그리고 효율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국가 도시정책의 시행
국가 범주에서 국가 도시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국가의 역사･경
제･사회･정치･지리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다수 국가에는 도시정책 실무를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 없다. 조사 대상 35개 OECD 국가 중 3개국만이 도시 전문 기관을 두고 있는 한편,
다른 나라들은 정책을 감독하는 일반적인 국가계획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7[207]). 도시정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조정이 중요하다. 도시 전문
기관이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태인지 아닌지는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한 결정은 한 나라의 정치적･조
직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도시정책에 대한 강력한 국가 리더십은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도시정책을 통해 지방 당국과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 도시정책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시키기
국가 도시정책 프레임워크는 종종 국가 수준에서 지방정부에 표준을 제시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으
로 특징지어지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층적 조정과 포용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UN, 2016[275]; OECD/UN-Habitat, 2018[276]).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 지방정부는
국가 도시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 하며, 단순히 실무 주체로만 간주돼서는
안 된다(OECD/UN-Habitat, 2018[276]).
국가 도시정책에는 다양한 도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틀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동반되어야 한다(OECD/UN-Habitat, 2018[276]). 제도와 거버넌스
구조가 정확한 형태나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권한 없이 특정 형식의 참여만 요구하는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에 머물게 될 수 있다(최소 수준의 참여 촉진).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를 소외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위한 핵심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예비 연구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참여도는 국가
도시정책의 개선 정도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참여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정책이
선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UN-Habitat, 2018[276]).
또한 국가 도시정책은 모든 층위의 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하나의 접점이 될 수 있다.
그 프로세스는 공통 비전을 만드는 장이 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수 있다. 국가 도시정책은 지방 도시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어나갈 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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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10. 점차 보편화하는 국가 도시정책
국가 도시정책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이 형태를 분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광범위한 분류법이 있다. 명시적(explicit)
국가 도시정책은 ‘국가 도시정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관찰되며, 종종 ‘국가 도시전략’ 또는 ‘국가 도시발전전략’같
은 이름이 사용되기도 한다. 내재적(implicit), 혹은 부분적인 국가 도시정책은, 국가 도시정책의 여러 요소가 존재하지만
아직 공식적이거나 명시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통합되지 않은 정책 형태를 말한다. 분석 대상국의 약 절반은 명시적
국가 도시정책을 채택한 반면 나머지 절반은 명시적 국가 도시정책의 일부 요소를 포함하는 내재적 국가 도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급속한 도시화를 겪는 국가에서 명시적인 국가 도시정책이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OECD,
2017[207]; OECD/UN-Habitat, 2018[276]).
명시적 국가 도시정책과 내재적 국가 도시정책의 차별화가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 차이를 나타내는 한편, 국가 도시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되는지 그 명확성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좀 더 명확하게 수립된 국가 도시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속력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드시 명시적이냐 내재적이냐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잘 구성된 일부 내재적 국가 도시정책은 명시적 국가 도시정책만큼 종합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단지 의도적인
프레임이 없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OECD, 2017[207]).
전 세계 150개 국가 도시정책에 대한 분석은 국가적 맥락에 따라 주제의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공간 구조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OECD 국가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외 국가 도시정책에서는 훨씬 덜 강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후 복원력도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OECD 31개국 중 5개국, OECD 국가 외 108개국 중 11개국만이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림
5.5).
그림 5.5. 국가 도시정책이 다루는 주제

출처: OECD-UN-Habitat (2018[276]),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http://dx.doi.org/10.1787/978926429074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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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가트렌드 영향력하의 공공투자
지속되는 상당한 투자 격차
선진국의 공공투자는 1970년대 GDP의 5%에서 2017년 약 3%로 꾸준히 감소해, 신흥국과 개발도
상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OECD, 2018[50]; IMF, 2015[78]). 이러한 장기적인 하향
추세의 이면에는 많은 OECD 국가가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존 잘 발달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이는 또한 전통적인 물리적 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무형 및 지식기반 투자로 이동함에 따라 회계시스템에서 항상 투자로 분류되지는 않기 때문일 수
있다(Allain-Dupré, Hulbert, Vincent, 2017[278]).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년간의 감소 이후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이
5

회복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공공투자율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GDP의 6~8%에
크게 못 미친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중진국은 여전히 저품질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미래 경제성장이 제약되고 있다(Brookings Insitution, New Climate Economic,
Grantham Research Insitute, 2015[279]).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공과 민간 모든 부문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공투자는
위기 초기 투자회수계획에 따른 재정통합 전략에서 조정 변수로 활용됐다(OECD, 2011[3];
2013[281]). 이로 인한 공공투자의 감소는 EU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OECD에서도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반전되지 않아, 2016년 공공투자 수준은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OECD, 2018[50]). OECD 국가, 특히 신흥국에서는 전체 공공 및 민간투자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IMF, 2018[282]; OECD, 2018[283]). 일부 연구에서는 OECD
국가가 생산적인 순자본금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려면 현재 총 고정투
자 지출을 12%가량 상향 조정해야 함을 보여준다(OECD, 2018[283]).
그림 5.6. OECD 연간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총 고정자본 형성) 변화

주: 민간투자는 총 경제의 총 고정자본 형성에서 일반 정부의 총 고정자본 형성(세출계정)을 뺀 금액으로 계산됨.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터키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OECD 국민계정에 근거해 계산함.

StatLink

180

https://doi.org/10.1787/888933922612

OECD 지역 전망 2019

Ⅰ. 5. 미래 도전을 다루기 위한 혁신적･다층적 거버넌스

글로벌인프라허브(Global Infrastructure Hub: GIH)는 전 세계 기반시설 관련 지출이 2007년
1조 8000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3000억 달러로 점차 증가했지만 2016-2040년 사이 필요한
지출에 비해 18조 달러가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예상 지출 수요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격차를 줄이려면 지출이 GDP의 3%에서 3.7%로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GIH, 2017[284]).
글로벌인프라허브는 분석 대상 50개국 중 미국이 인프라 투자 격차(투자 수요와 현재 실제 투자의
차이)가 3조 8000억 달러로, 그다음으로 높은 중국(1조 9000억 달러)보다 2배 높으며, 이어 브라질(1
조 1000억 달러), 러시아(7000억 달러) 순으로 높다고 추산했다(GIH, 2017[284]).

더 많고 더 스마트한 투자
OECD는 추가 기후행동 조치가 없다고 가정할 때, 전 세계적으로 2016-2030년 사이 에너지･교
통･수도･통신 인프라에 약 95조 달러의 공공･민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향후
15년간 매년 약 6조 300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OECD, 2017[51]). 기후변화를 고려한
6
다면( 2°C 66% 시나리오에서 ), 파리협정 및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비준하기 위해 기준

추정치에서 연간 약 10%의 추가 인프라 투자(6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그림 5.7)(OECD, 2017[51]).
글로벌인프라허브는 전 세계의 중대한 경제 및 인구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2040년까지 총 9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예측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를 추가하면
총비용은 97조 달러로 증가한다. 이 경우 2016-2040년 사이 연간 3조 7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GIH, 2017[284]).
그림 5.7. 2°C 66% 시나리오에 필요한 연간 인프라 투자비용, 2016-2030년

주: 대조군에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없다고 가정함.
출처: OECD (2017[51]), 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 https://dx.doi.org/10.1787/978926427352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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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의 약 3분의 2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필요할 것이다(OECD, 2017[51]). 지속가능발
전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및 전기 인프라의 확장,
광대역, 에너지, 위생, 음･용수 및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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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진국은 유지보수 및 운영에서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인프라 투자 요구가
있다. 현재 질과 양 측면의 인프라 부족은 메가트렌드에 대한 회복탄력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0개 중 1개 교량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이러한 교량의 평균연령은 67년이다(ARTBA, 2018[289]). 미국 교통부(2015[290])는
미국의 현재 고속도로와 교통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만드는 데만 무려 1조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EU에서는 2017년 유럽투자은행이 조사한 지자체의 43%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현대화와 용량 확충 대신 보수 및 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다(EIB, 2017[291]).
OECD 국가도 교통(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 포함), 광대역, 주택, 에너지, 상수도, 위생,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분야(교육, 평생학습, 의료, 장기요양, 주택 등)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 필요성 또한 크다. EU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서만
연간 1000억~1500억 유로의 투자 격차가 확인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8[292]). 유럽투
자은행은 유럽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인프라에 GDP의 3.6%를 투자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정책 영역의 핵심 책임
지방정부들은 공공투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016년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지방정부
투자가 전체 공공투자의 약 57%를 차지했고(OECD, 2018[50]), 전 세계적으로는 40%를 차지했다
(OECD-UCLG, 2016[29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를 합치면 연방국가(70%)의 공공투자가 단일
국가(51%)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그림 5.8).
그림 5.8. 정부 층위별 공공투자, 2016년

주: OECD9와 OECD26은 각각 연방국가와 단일 국가의 평균을 나타냄.
출처: OECD (2018[50]), “Subnational governments in OECD countries: Key data (brochure)”,
https://www.oecd.org/regional/regional-policy/Subnational-governments-in-OECD-Countries-Key-Data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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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들은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정책 분야 투자에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최근 30개 표본에 대한 OECD 시범 연구에 따르면 2000-2016년 지방정부의 환경 및 기후 관련
공공 지출과 투자는 평균 각 55%와 64%(무가중치)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환경 및 기후 관련 투자의
비중은 GDP 대비 매우 낮으며, 2000-2016년 평균 GDP의 약 0.4%를 차지한다(OECD, 2018[294]).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이 기후, 도시정책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글로벌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투자가 필요하다(OECD, 2017[51]). 대부분은 물 공급, 위생, 보건, 교육,
대기 질, 시민 안보 및 자연재해 관리, 사회보호 등 공공재와 연계되어 있어 정부와 민간 행위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외부 금융의 활용: 차입에서 혁신적 금융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는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자 때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더 많고 더 나은 투자를 실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장애물은 지방정부의 차입을 제한하고 민관협력을 제약할 수 있는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특히 도시들의 낮은 신용등급이다. 개발도상국 500대
도시 중 4%만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지역 금융시장에서
그 수치는 20%에 불과하다(World Bank Group, n.d.[296]). 신용도는 도시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는 점의 영향을 받는데, 이로 인해 도시의 대출 능력과 이에 따른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이 제한적이다.
긴축재정 환경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원천을 다양화하고, 공공투자를 민간 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자금과 전통적인 예산으로는 기후변화,
고령화 및 신기술 출현으로 인한 투자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민간부문
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기관투자자들을 동원하는 등 외부 금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의 동원은 올바른 이유, 적절한 시기, 적절한 장소, 적절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차입, 채권 금융 및 공동 자금 조달의 개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장기 차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자원 배분을 허용한다.
또한 차입은 많은 경우 지방 저축액과 자본 이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차입 프레임워크는 적어도 가장 능력 있는 지역과 도시가 신용 및 자본시장으로부터 차입해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금 조달 도구는 특히 동시에 발생하는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이 더 많은 자본에 접근하고 재정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채권 금융은 연방국가(대부분 주정부)에 널리 퍼져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에서만 지방 수준에서도
일반적이다. 멕시코는 독특한 방식으로 지방정부들의 공동 차입을 촉진하기 위한 특정 도구를 도입했
다(OECD, forthcoming[297]). 채권 금융은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같은 단일 국가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기후 및 사회 채권은 기후변화, 고령화 및 자동화에 의해 창출되는 투자 수요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은 환경적 혹은 사회적으로 관련된 투자에 적용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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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기존 채권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녹색채권은 기후채권 이니셔티브의 기후채권
인증자격 기준을 충족한다. 한편 사회적 채권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채권 및 사회채권 시장은 아직 미미하지만, 지방정부 수준을 포함해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발행된 녹색채권은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 부분에서 지방정부 공동 금융 메커니즘(Subnational Pooled Finance Mechanisms: SPFMs)
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접근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SPFMs을
통해 그 역할과 신용 특성은 유사하지만, 단독으로 신용 시장에 접근하기엔 재무 범위와 규모, 전문지
식 및 신용 이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이 함께 민간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완화하고, 프로젝트 리스크를 분산하며, 지속가능성과 민간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에 유용하다. SPFMs은
미국과 지방정부 기금기관이 잘 구축된 북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뉴질랜드 및
영국에서는 개발 단계에 있다(OECD, 2017[298]).

지방정부 층위에서의 민관협력
민관협력은 전통적인 정부 자금 조달에 대한 대안으로, 현물 가치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는 복잡하고 때때로 위험도가 높아 정부가 쉽게 이용하기 어려워 역량이 필요한
일이다. 지난 10년간 민관협력을 통해 공급된 인프라 서비스의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관협력을 통한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83%)는
최근 3년간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가 0~5% 정도라고 보고했다(OECD, 2018[299]).
민간 참여의 장점으로는 재원 제공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효율성 증가도 있다(Engel, Fischer
and Galetovic, 2009[300]). 민관협력은 초기 자본 투자에 대한 책임을 미래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
과 결합함으로써 기업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으로 ‘흰코끼리’(**역주: 돈만 많이 들고 더는
쓸모없는 것)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자금 조달로부터 프로젝트를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및 가용성에 대한 지급을 조정해
유지보수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ITF, 2013[301]). 또한 민간부문은 프로젝트 설계의 혁신과 기술
및 경영 효율성의 혁신을 통해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민관협력의 실패나 오용 사례가 많이 나왔고, 모든 지방정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민관협력은 이미 충분한 재정 및 제도적 능력이 있는 더 큰 범위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이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중앙 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민관협력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가
민관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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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공공투자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투자
점점 더 많은 연구가 공공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최근 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투자 수준이 높은 국가는 공공투자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Fournier, 2016[302]).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내 공공투자의 비중을 1%p 증가시킬 때
장기 GDP 수준이 약 5% 증가할 수 있다(Fournier, 2016[302]; OECD, 2013[281]).
공공투자의 더 나은 거버넌스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그 효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공투
자가 지역발전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정부가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공공투자의 관리 개선이 상당한 절약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OECD, 2013[281]; 2014[252])(IMF, 2015[78])(MGI, 2016[303]).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은
평균적으로 공공투자가 지닌 잠재적 가치의 약 30%가 투자 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손실된다고
추정했다(IMF, 2015[78]).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역량 문제 해결
투자금융과 정책 설계 및 구현, 더 넓게는 거버넌스 측면의 제한적인 역량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
고, 기존 정책을 조정하며, 메가트렌드의 수요 및 압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자금조달 차원은 대개 관련 도구를 사용하고 여러 자금
흐름을 결합할 역량이 제한된 도시와 지방정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OECD, 2018[234]).
지역발전정책을 고려하는 경우, 지역 간 역량 수준의 차이로 인해 충분한 이행 능력을 가진 지역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역량이 적은 지역은 소외될 수 있으며, 발전 수준이
가장 낮고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제외된다(OECD,
2018[234]). 모든 국가, 모든 층위의 정부, 그리고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 거버넌스 역량 향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OECD, 2013[281]).
역량은 모든 층위의 정부가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실천에 의한 학습
(learning-by-doing)’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과도한 행정 절차나 규칙의 끊임없는 변화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실천에 의한 학습이 가능해지려면 규칙과 절차를 줄이고 모니터링을
늘리며 사후평가를 통해 지방정부에 점차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프로세스에는
차별화되고 타기팅된 역량 구축 활동과 기술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구체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OECD,
2018[234]).

성과에 집중하기
결과 지향적인 공공투자 전략은-전체 투자 주기에 걸쳐 투자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메가트렌
드와 향후 발전의 위험과 영향에 대해 각국이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지역발전
정책과 투자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를 설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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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요구에 더 잘 맞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정책 평가는 프로그램 사후평가뿐만 아니라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체 투자 주기에 걸쳐 정책 성과를 관찰하는 기술적으로 타당한 프로젝트 평가와
효과적인 투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리킨다(OECD, 2018[234]).
지속가능한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가 필수적이다. 사전평가
를 통해 공공투자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위험, 즉 재정 위험뿐만 아니라 장･단기 금융, 정치･사회
및 환경 위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OECD, forthcoming

[297]).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전평가는 적절한 공공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의 역량 중 가장 취약한 측면이다.
전반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의 기준과 메커니즘은 정책 설계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설계 과정 초기에 평가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각국은 평가
방법론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OECD, 2018[234]).

EU 결속정책(Cohesion Policy)에 대한 집중
EU는 정부의 수준이 경제성장과 구조 및 결속기금 지출의 효율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추정치에 따르면 지역과 정부의 수준을 동시에 겨냥한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에
차이를 만든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정부의 역량은 지역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 큰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부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막대한 추가
투자가 소요될 것이다(Rodrigez-Pose and Garcilazo, 2015[310]).
결속정책은 EU의 주요 투자정책으로 정부 자본 투자의 8.5%에 해당하는 자금이 투입된다. 이
정책은 투자와 지역 융합을 성공적으로 촉진했다. 그러나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유로존 위기가 지역결속의 진전에 제동을 걸면서 결속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OECD, 2018[8]).
이는 차기 계획기간(programming period)에 결속정책 지출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속정책은 메가트렌드에 대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예컨대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EU 회원국의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2020년 이후 결속정책
투자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녹색교통으로의 전환, 기존 교통 인프라의 효율화 등 EU의 환경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효과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311]).

EU 결속정책의 성과지향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강화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프로그램 간 협상과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EU 수준에서,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수혜자들(기업,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 수준에서 서로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비대칭을 감소시킬 수 있다(OECD, 2018[234]). 결속정책은 재무/투입, 산출물,
그리고 특정한 경우 결과/산출물 지표 측면에서 정의된 목표 등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
한다. 이 모니터링은 프로젝트 수혜자와 관리자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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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외부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긴밀한 연계는
성과보상 배분(6%)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이는 일정보다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경우 그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Downes, Moreti and Nicol, 2017[313]).
그러나 2014-2020년 시기, 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실행에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들은
잘 정의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프로그램의 대상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OECD,
2018[234]). 기금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다수의 지표도 성과 모니터링의 장벽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OECD는 양질의 지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를 사전/사후 예산 보고에 넣을 것을 권고했다
(OECD, 2018[315]).
2021-2027년 시기, 유럽위원회는 결속 오픈데이터 플랫폼과 중간심사를 통해 결과 모니터링에
더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결속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선택, 지급률, 사전 설정된
목표에 대한 투자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2021-2027년에는 EU 회원국이 2개월마다 진행
사항을 보고해 시민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간심사는 각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 진행률 달성 정도를 고려한다. 성과에 기초해 프로그램
변경이나 프로그램 내 자원 이전의 필요성을 결정할 것이다. 다음 시기에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강화된 보고 요건으로 인해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 단순화 및 유연성 보장
결속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너무 많은 입법과 지침, 조건이 약한 역량과 결합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하거나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부담이 지역정책의 예상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
프로젝트 수혜자들은 유럽 보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정부담은 특히 소규모 수혜자
(소규모 또는 약한 지방정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속보다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지침･입법을 피하고, 행정부담과 예상되는 정책적 혜택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OECD, 2018[234]).
과도한 행정부담은 신뢰도와 신임도가 낮은 환경에서 우선순위와 준수 요건을 일치시켜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다(Eurocities, 2017[317]). 이것은 특히 다양한 층위의 정부의 다양한 행위자들
이 서로 조정하고 협력해야 할 때, 또는 지역정책이 낮은 거버넌스 역량 혹은 부패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될 때 문제가 된다.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OECD, 2018[234]).
유럽위원회는 단순성을 근본적인 우선 과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2014-2020년 기간에는 각국이
자금 신청을 위해 단 하나의 문서를 제출하고(이전에는 기금당 1건이었음), 사전에 정의된 회계
방식을 사용해 비용선택권을 단순화할 수 있었다(OECD, 2018[315]). 2020년 이후의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기 위해 규칙 및 자금 구조의 단순화를 자문하는 고위급 그룹도 결성되었다. 2021-2027년
시기 유럽위원회는 EU 자금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엄격한 규칙을 유지하면서도 회계 책임, 단순화,

OECD 지역 전망 2019

187

Ⅰ. 5. 미래 도전을 다루기 위한 혁신적･다층적 거버넌스

성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가트렌드의 맥락에서 단순성은 지역 환경과 발전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속정책에
더 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유연성은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과 예기치
못한 시급한 문제에 대해 중대한 입법 변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의 역량을 의미한다.
유연성이 있으면 필요할 때 재설계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변화로 인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다(OECD, 2018[234]).

주(註)
1. OECD는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에너지, 교통, 수도,
통신 인프라에 약 95조 달러의 공공 및 민간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함. 이는 향후 15년간
연간 약 6조 3000억 달러에 해당함(OECD, 2017[51]). 다른 출처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프라
지출은 연간 약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됨(GIH, 2017[284]) (MGI, 2016[303]). 이는 메가트렌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임.
2. OECD(2019), OECD 지역통계(1998), https://doi.org/10.1787/region-data-en(2018년 12
월 20일 접속)에 근거한 계산.
3. 실증 연구들은 행정 분절화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고, 그중에서도 지역성장 정책, 교통
및 토지이용 정책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채널로 제시함(예: Cheshire and Magrini
(2009[359]), Ahrend et al. (2017[360])).
4. OECD 광역 거버넌스 기구의 창설일은 Ahrend, Gamper and Schumann(2014[263])을 참조.
5. 이러한 상승세는 2014년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공공투자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음(OECD, 2018[142]).
6.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제안한 지구온난화가 2℃ 이하로 유지될 확률
이 66%인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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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2020년 이후 결속정책의 5가지 주요 목표를 제안했다. 1) 더 똑똑하고, 2) 더
푸르고 저탄소인, 3) 더 연결되고, 4) 더 사회적인 유럽, 그리고 5) 시민들과 더 가까운 유럽. 결속정책
덕분에 EU의 지역과 도시는 혁신, 에너지 효율성, 디지털, 에너지 및 교통 네트워크에 투자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들은 지역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속정책은 지방정부에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프로젝트와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들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메가트렌드를 다루고 활용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기술 변화는 항상 두려움과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19세기 초 영국 러다이트는 섬유산업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기계를 파괴했다. 1930년 케인스는 2030년에 이르면 사람들이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양극단은 미래 기술 변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의
큰 틀을 구성한다. 앞으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과 혁신적인 복리후생 분배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두 가지 모두를 포착한다.
오늘날 GDP 대비 노동소득의 비중이 낮아지고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기술 변화가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고민은 누가 이익을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 이익을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내가 사는 지역이나 도시는 쇠퇴할 것인가?
2008년까지 EU의 지역경제 불균형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1인당 GDP의 지역 불균형
격차는 수렴되지 않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지역의 생산성 증가가
더는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많은 EU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수도 등 생산성이
높은 단일 지역이 있고, 이 지역과 다른 지역들의 생산성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무엇이 EU의 융합을 멈추게 했는가? 몇몇 기업에 기술혁신이 집중되면 다른 지역의 기업들은
그 선도 기업을 따라잡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집중이 추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역 간 지역 혁신
시스템의 차이가 너무 커서 가장 생산적인 지역 외부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연구소와 벤처투자자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네트워크는 새로운 혁신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 혁신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일부 지역이
중진국 함정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
결속정책은 민간부문 및 연구계와 제휴해 새롭지만, 기존 산업과 연관성 있는 경제활동을 발굴하도
록 장려함으로써 지역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속정책을 통해 훈련에 투자함으로써
기업들은 그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찾고,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기계에 의해 더 많은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동화가
주로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했지만, 앞으로는 중간 수준의 숙련 일자리도 대체될 것이다. 일자리가
빨리 사라질수록 조정 과정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역도 기술투자와 기업가정신 증진, 기업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직한 사람들은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심지어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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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는 EU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가장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지역의
자동화 위험에 처한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오늘날 일부 지역은 이미
글로벌 경쟁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세계화조정기금(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을 통해 무역 변화로 인한 정리해고나
사업장 폐쇄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을 돕는 이유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된 메가트렌드로 인해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더욱 경쟁력을 얻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자동화와 글로벌 경쟁이 맞물리며
압박이 심해져 영토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승자와 패자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속정책은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더욱 혁신하고 보유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돕는다.
결속정책은 투자를 대폭 늘려 공공행정의 역량을 향상시켰다.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행정 역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는 비용과
지연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과 주민 모두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혁신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농촌은 신기술로부터 다방면의 이익을 얻는다. 광대역통
신과 더욱 빠른 차세대 네트워크는 기존 농촌 지역에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서비스를
개방시켰다. 결속정책은 오늘날 모든 도시와 농촌 지역이 광대역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사람이 더 빨리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그 혜택을 늘릴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 훈련 및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품질을 개선하고 선택이
확장되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다.
EU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과 도시는 여전히 위험과 보상을
동시에 제시하는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홍수, 폭풍, 폭염, 가뭄, 산불은
이미 빈도와 강도 측면 모두에서 증가했다. 도시와 농촌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회도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다.
유럽의 고령화는 기대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이 맞물림에 따라 계속될 것이다. 비록 EU 외부로부
터의 이주가 고령화를 늦추는 경향이 있지만, 그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활동성을 동반한
노화는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노인들이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해야 할 것이다.
EU 외부에서 온 이주민들은 주로 2004년 EU 확장 이전 회원국(EU-15)의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역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고 직업을 찾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고군분투
한다. 그래서 결속정책은 이주민들이 언어를 배우고 학위를 받고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에 투자한다.
EU-15의 농촌 지역에는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넘쳐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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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경력을 쌓기 위해 농촌 지역을 떠나지만, 은퇴자들은 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혼잡, 오염을 피하고
자 농촌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EU-15에서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서비스 접근성이 좋고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농촌 지역에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인구가 유입됐다.
동유럽 EU 회원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여전히 도시와 농촌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농촌 인구는 도시 지역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EU-13(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회원국)이 EU-15와 더 닮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각자의 길을 갈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인구 감소 측면에서 볼 때, EU-15는 EU-13과 더 비슷해질 것이다. 2015년 EU의 자연적 인구증가
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앞으로 그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 모두 인구 감소 관리
방법 즉, 공공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며, 선택된 마을, 소도시 또는
도시에 인구를 다시 집중시키는 방법을 점점 더 많이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하락세가 빠른 지역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지역 주택시장의 붕괴로 인해 사람들이 이사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비록 EU의 여러
지역과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많이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우리의 지역, 도시와 함께 결속정책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려움을 넘어 희망이 승리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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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승자독식 도시(Winner-take-all cities)
By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토론토대학교 도시대학 및 로트만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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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에서 후기산업사회 지식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적 불평등과 새로운 계층 분열뿐만 아니라
공간적 불평등과 지역적 승자 및 패자를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처하려면 공간적 불평등을 다룰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나아가 지역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에 정치적･경제적･재정적 권한을 이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것이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지고 있지만,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공간적 불평등이다. 즉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Piketty, 2014년[320]). 이러한 공간적 격차는 일련의 지리적 승자와 패자를 결정한다.
승패는 생산성, 혁신 및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로 인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선진국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대두했다. 라틴아메리카와 개발도
상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혁신과 경제발전의 열쇠이자 형평과 포용, 그리고
사회의 진보를 가늠하게 해주는 진정한 신호등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 세대를 정의하는, 경제적 승자와 패자로 이루어진 승자독식 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Frank and Cook, 1996[321])(Rosen, 1981[322]). 그러나 나는 현세대를 ‘승자독식 도시주의
(winner-take-all urbanism)’ 또는 ‘승자독식 도시(winner-take-all cities)’라고 정의한다
(Florida, 2017([323]) 참조). 점점 더 소수의 승자 도시 그룹이 전 세계의 재능, 지식, 혁신 및 기타
경제적 자산을 독식하는 한편 훨씬 더 많은 수의 중소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은 뒤처져 거대한
패배자의 풀을 형성한다.
많은 이들이 경직된 산업경제에서 유연한 후기산업사회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다루었다(Bell,
1996[324])(Inglehart, 1971[295]). 지식혁명은 동시에 도시혁명이다. 신경제의 기본 엔진은 더는
법인이 아니라 도시다. 장소(또는 지식, 아이디어, 재능 및 경제적 자산이 집적된 곳)는 성장과 번영의
기본 플랫폼이 되었다. 100여 년 전 노동자 대부분이 농장에서 일했고, 50년 전에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고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도시에 집적된 서비스, 지식 및 창조산업에 종사하고
있다(Florida, 2012[326]).
이러한 경제 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인간 사회의 도시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00년에는
지구상 인구의 약 15%가, 1950년에는 약 30%가 도시에 거주했다. 현재 이 수치는 50%를 넘고
있으며, 다음 세기에 걸쳐 85%까지 상승해 약 85억 명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믿을 수 없는 도시화의 흐름은 메가시티(mega-cities)와 메가리전(mega-regions)의 부상을
동반한다. 1900년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12개였으나, 1950년 83개, 2005년 400개,
그리고 2017년에는 500개로 증가했다(UN-Habitat, 2016[327])(USDESA, 2016[328]).
이 도시들은 세계의 부와 생산성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결집하고 있다. Berube et al. (2015[329])
에 따르면 세계 300대 대도시권에는 세계 인구의 20%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세계 경제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가장 크고 생산적인 대도시들은 그림 7.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요 국가들만
큼 경제적으로 강력하다. 도쿄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 경제 대국인 한국과 비교해도 될 만큼
높크고, 뉴욕은 캐나다, 로스앤젤레스는 호주, 런던은 네덜란드에 버금간다(Florida,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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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주요 국가들만큼 경제적으로 강력한 대도시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과 창업은 한 곳에서 더욱 강하게 집적되어 일어나고 있는데(Florida
and Citylab, 2016[331]), 전 세계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의 40% 이상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뉴욕-보스턴-워싱턴DC가 이어지는 북동부 회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Florida and
King, 2018[332])(Florida and Mellander, 2017[333])(Florida and King, 2016[334]). 더 작은
변두리 지역의 기여를 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슈퍼스타 도시는 성장의 엔진 구실을 한다(OECD,
2009[335]).
지리적 승자와 패자 간 차이는 동일 국가 내에서도 관찰된다(Muro and Whiton, 2018[336]).
예를 들어 미국을 생각해 보자. 2014-2016년 미국 대도시 53개가 경제성장의 72%, 일자리 성장의
74%를 차지한다. 반면 2010-2016년 중소도시의 경제 생산 비중은 6.5% 줄어들었고,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함께 고용증가율의 하락을 겪었다.
게다가 세계는 이러한 강력한 개별 도시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축은 40개의 메가리전, 즉 더 광범위한 경제활동의 집적지에 있다(Florida, Gulden and Mellander,
2008[337]). 내 동료인 Tim Gulden, Charlotta Mellander와 함께 나는 세계 야간 위성사진을
통해 불빛으로 표현되는 실제 활동 집적지를 관측해 메가리전을 식별했다(Florida, Gulden and
Mellander, 2008[337]). 이들은 인구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제 집적지로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생산을 창출한다. 뉴욕-보스턴-워싱턴DC 북동부 회랑 지역, 런던 대도시권, 도쿄 대도시권과
같은 곳들과 로마-밀라노-토리노에 걸친 지역, 암스테르담-브뤼셀-안트베르펜을 포괄하는 지역,
바르셀로나에서 리옹에 이르는 지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40개의 메가리전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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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산의 3분의 2와 전 세계 혁신의 90%를 생산하는 반면, 세계 인구의 18%만이 여기에 거주한다
(Florida, 2016[338]).
그림 7.2. 미국의 도시 규모별 고용률 증가(2010-2016년)
도시 규모별 고용
2010년 이후 증가 %

미국

1백만 초과

25만-1백만

25만 미만

비대도시지역

출처: Muro, M. and J. Whiton (2018[336])(2018), “Geographic gaps are widening while US economic growth increases”,
https://www.brookings.edu/blog/the-avenue/2018/01/22/uneven-growth.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분열적이며, 모든 범주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어떤 대도시는
번영하고 어떤 대도시는 쇠퇴하며, 어떤 중소도시들이 번영할 때 다른 도시들은 쇠퇴하고, 다른
곳들의 경제가 악화하는 동안 몇몇 교외 지역은 잘나가고, 많은 농촌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 한편,
대도시에 인접한 곳들은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거나 해안선이나 산과 같은 자연환경을 품은 풍부한
편의 공간으로 성장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들은 모든 종류의 장소 안에 혼재한다. 모든 범주의 도시,
교외, 농촌 지역이 혜택이 집중된 작은 지역과 그 지역을 둘러싼 훨씬 혜택받지 못한 아주 넓은
지역들로 구성된다. 이런 불합리한 구성 속에서 기존 상향 이동과 정치적 안정을 가능케 했던 중산층과
중산층 지역들은 몰락했다. 세계 각국에서 증가하는 포퓰리즘 조류는 이러한 공간적 불평등의 결과물
이다.
사실 승자독식 도시주의의 승리자들조차 골치 아픈 역학 관계에 휘말려 있다. 한쪽에는 고소득･고
기능 지식노동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저임금 서비스 종사자들이 혼재하는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부유하고 혜택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들이 사는 곳이 바람직한 도시
혹은 동네로 분류되면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편의시설이나 기회가 적은 동네로 밀려난다. 나는
이 성공의 위기를 ‘새로운 도시위기(The New Urban Crisis)’라고 규정한다(Florida, 2017[323]).
심지어 승리한 도시에서도, 인구 대다수가 세계도시가 제공하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로부터 기능적으
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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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늘날 도시 집적경제는 도시 간의, 그리고 내부에서도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 집단을 만들 것이다. 인재와 경제활동의 집적은 도시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사회 분열을 심화시킨다. 게다가 이제 공장 바닥이 아닌 도시가
계급 갈등의 주 무대가 되었다. 궁극적으로 승자독식 도시, 공간적 불평등, 새로운 도시위기는 단순히
도시만의 위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총체적으로 현대 지식 중심, 장소 기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이러한 공간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주, 지방, 중앙정부 혹은 초국가기구 등)가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해당 지역을 번영하는 지역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간적 평등을
도모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할 수 있다. 낙후 지역의 기반 역량 구축을 강조하는 이른바
스마트 전문화는 추천할 만한 전략이다(McCann and Ortega-Argilés, 2016[339])(Dijkstra,
Garcilazo and McCann, 2013[340])(McCann and Ortega-Argilés, 2015[341]). 국가 또는 지방의
전략이 낙후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국가는 심화하는 공간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에 불충분함이 입증되었
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화된 지식경제의 분열과
도전에 대처하는 국민국가의 무능함과 역기능이 바로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이다. 많은 국민국가가
반(反)도시적 이슈에 사로잡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반도시
적 태도는 최근 부상한 포퓰리즘 환경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고질적인 문제다. 주와 지방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이나 반도시적 이익에 사로잡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Florida, 2017[342]).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국가, 주, 지방 및 동네 층위 간 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좋든 싫든 오늘날 도시들이 점점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나 지방은 도시의 이익을 저해하고 추가적인 경제 피해를
초래한다. 세수를 빼앗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줄이고, 대학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며,
이민자들을 유인해 문화적 개방성 및 관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이 모든 것은 더 심도 있는 질문과 이슈를 제기한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핵심 과제는 점점 더
역기능을 갖는 국민국가로부터 도시, 지역, 동네로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21세기 지식주도형, 장소기
반 경제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주와 지방에 힘을 실어주는 데는 분명한 경제적 이득이 있다. 20여 년 전 경제학자 앨리스 리블린
(Alice Rivlin)은 교육, 주택, 교통, 사회복지 및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권한 유력한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녀는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현실에 가장 알맞다고 주장했다
(Rivlin, 1993[343]). 이 주장은 분산형 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통제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이라는
OECD의 방대한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OECD, 2016[268])(OECD, 2015[344])(McCann and
Ortega-Argilés(2015[341]; 2013[345]) 참조). 오래전 대기업들이 그러했듯, 공장에서 자체 결정권을
가진 작업 그룹을 허용하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Hayes and Abernathy, (n.d.)[346])(Womack,
Jones and Roos, (n.d)[347])(Jaikumar, 198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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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와 지역사회 내에서는 당파적 또는 이념적 분열과 갈등이 적다. 지자체들은 특정 이념보다
는 문제 해결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더 잘 인지한다.
지자체들은 매일 시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내가 만나는 시장이나 지역 지도자들이 보수인지, 진보인
지, 중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향식 국가 통치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지역주의
(localism)는 차이를 존중하며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반영하는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좀 더 분권화된 정치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미시간대학의 정치이론가 제나 베드너(Jenna
Bednar) (2011[349]) (2014[350])의 상세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주의는 더 민주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장소기반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Glaeser, 2011[351])(Barca, McCann and Rodriguez–Pose, 2012[352]). 자금 조달 책임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 도구와 관련해 분권화는 이 난국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분권이 대기업들을 경제적 자산과 인재 풀이 풍부한 대도시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기존 도시 양극화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빗나가고 있다. 일부 기업이 대도시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중소도시가 그들의 자산을
결집하고 고유의 인재 기반과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방분권은 공간적 불평등을 반영하거
나 그것을 심화하기보다는, 도시들이 더 강한 지역 경제를 일구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재능과 투자를
위한 경쟁을 장려하는 효과를 일으킨다(Greve, 2015[353]).
일정 부분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교외, 농촌의 이질적인 우선순위는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크고 밀집된 도시들은 높은 주택비용 및 세금과 함께 임금, 생산성, 혁신
비율 또한 높은 경향이 있다. 반면 중소도시와 농촌은 정반대로 낮은 주택비용 및 높은 자가 비율과
더불어 낮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을 갖는다. 그들의 자원을 결합할 수 있다면, 크고 작은 장소들은
더욱 광범위한 포용성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불균등한 혁신 및 경제성장
의 지리를 없앨 수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역사적 저점에 달하고 백래시(backlash)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더욱 견실한 지방정부가 튼튼한 정치세력으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에서는
국민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한 것과 달리,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이 신뢰감을 나타냈다(Gallup, 2016[354])(Pew Research
Center, 2015[355]).2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는 유일하게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거나 최소한 분열의 심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체이다.
물론 어떤 문제들은 단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전
지역에 걸쳐 있는 교통･대중교통의 경우 도시와 교외가 함께 참여해 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다수의 대도시권이 결합해 메가리전을 형성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주택 투자는 공공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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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도시주의자 고(故) 제인 제이콥스3는 그녀의 마지막 책에서 점차 ‘어둠의 시대’4에 돌입할
것이며, 민주적 삶의 마지막 큰 희망은 우리의 도시와 공동체에 있다고 예측했다(Sassen,
2016[356])(Jacobs, 2004[357]).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도시 지역으로 경제력 이동에
상응하는 정치력과 재정력의 이동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국가가 아니라, 지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혁신과 경제성장, 사회 진보의 원천이 될 것이다.
번영을 되찾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를 견인하는 우리의 도시에 불을 붙이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
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현재의 도시는 훨씬 더 불균등하고, 집중되며, 집단화된 승자독식
도시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도시주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도시주의가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도시주의에서 포용적 도시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옮겨가 모든 지역사회와 계층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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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최근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빈곤은 완화되고 있을지
언정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고 심지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 교육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기본 원리와 정반대되는 이념에
의해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이제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과감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을과 도시는 지역 차원에서 조처할 수 있는 개척자이자 지지자로, 이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재 다자주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도시 외교는 이제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도시가 가장 다양한 인구를 집중시키고, 부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며, 오늘날
도전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21세기의 주요 과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추진력의 창출은
도시에 달려 있다.

필연적이고 글로벌한 생태적･사회적 전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17년 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에서 환경단체, 정부, 연구원, 비정부기구, 시민들은 처음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냉혹한 현실과 직접 마주했다. 당시 우리는 환경적
사고를 조롱하며,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지엽적이고 변동성이 크다고 여겼다.
오늘날 지구상 인간 활동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2018년 IPCC 보고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그 영향, 해수면 상승 또는 반복되는 사이클론으로부터 도망가는 기후이민자
수백만 명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그 대가에서 면제된 나라들, 특히 유럽은 현재
지구온난화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금부터 2050년 사이, 이러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1억 4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강력한 이주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난관에 고군분투하는 국가정책
2018년 말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국제사회가 만나 COP24 체계(**역주: 2018 유엔 기후변화회의)
안에서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최종 합의안이 이 위태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들의 집단적 참여는 필수적이며, 선출된 대표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정상회담은 국제적 결정을 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파리협정이 바로 그렇다. 2015년
12월 12일 195명의 대표단 간의 힘든 싸움 끝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탄소제로경제를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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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공동 토대임을 보여준다. 서명 당시 모두의 희망이 담겼음에도 이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그리고 다자주의에 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 및 세계 각지 도시와 마을의
지도자들은 다자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이 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견고하다. 이런 집단적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참여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행정과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경제 진보와 생태적 전환, 사회정의가 결합된 이러한 ‘새로운 다자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 지역
도시는 불가피한 기술 및 인구 변화를 지원하는 강력한 힘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와 대도시 중심지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러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행동을 조정해야만 한다. 구축 환경과
특히 도시 지역 및 그 외곽의 스프롤 현상의 영향력, 임대료, 교육･보건･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대중교통, 환승 체계, 대안적 교통수단(카풀, 자전거 등)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혁신은 도시발전정책의 중심 개념이 되었다. 혁신은 정보 흐름을 제한하는 인위적
행위자 없이 상호 연결된 디지털 세계의 일부이다. 디지털 혁신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그것이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특히 데이터 가용성 측면에서), 글로벌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진정한 협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행위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정부 간 협력
에너지 및 사회적 전환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 따르면, 도시와 마을은 기후문제에 회의적인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의 정책보다 앞서나가고 때로는 그런 정책에 반대하기도 한다. 이것이 정부 간 협력
또한 지역 행위자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2019년이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협회, 시민 등 모든 지역 행위자들이 공유와 공동 건설이라는
역동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핵심 관심사로 두는 행위자들 사이의 결속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험을 공유하고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C40, Urban 20,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시장들 이니셔티브.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질서 및 국제질서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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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공공정책은 그것이 실현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삶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러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코린 르파주(Corinne Lepage) 전 프랑스 환경부
장관에게는 세계 인류 권리 선언문 작성이라는 벅찬 과제가 주어졌다. 그 세계 인류 권리 선언문은
자연의 미래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일깨워준다.
선언문 제8조에 따르면 ‘인류는 공공재, 특히 공기와 물, 토지의 보존과 필수 자원에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는 그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인권, 국민의 권리, 인류의 권리, 그리고 자연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민을 위한 정책
‘지구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
파리는 풍부한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자연 분지에 입지한다. 파리 지역은 수도에 제한되지
않고 주변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한다. 에너지 전환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농촌에 사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상호주의를 강화할 완벽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더 넓은 범위에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파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지역과 지역을 간절히 연결하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더 강력한 포용도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며, 경제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환경친화적이고, 한결 탄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목표는 대중교
통, 소프트 모빌리티, 보행자 구역, 친환경적 근린, 재활용 등 ‘녹색’ 정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
낭비, 표준 이하의 물질, 자원의 과소비 및 과용, 프로그램화된 노후화 등은 모두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순환경제의 발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목표로 하는 이 유망한 경제모델은 상품의 운송을 제한하고 계절성을 따르며 근거리 공급망을
활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게다가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8에 따르면, 경제와 사회 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구의 상태를 조성하고,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과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포용, 개인과 환경 간 관계 균형 변화, 그리고 전 세계적 불평등의 현저한 감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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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글로벌한 사회계약
행동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사회운동, 기후행진, 인권투쟁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와 도시는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내일은 오늘의 결정을 반영하고, 미래는 현재를 돌봄으로써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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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각에서는 교통(Webber, 1964[328])이나 통신(Mitchell,
1995[329])에 기초한 대안적 환경이 대두함으로써 공간적 집적의 비교우위가 떨어진다고 보아 도시의
죽음(death of the city)을 예측했다.
산업 시대가 만들어낸 도시는 일종의 이중 오해 같은 것이다. 한편으로, 이후 ‘신경제지리’ 이론
(Krugman, 1991[331])으로 확장되기도 한 ‘공업지구’(Marshall, 1919[330])로서의 도시는 대규모
직접지를 이루었지만, 다양성이 약했고, 자원 추출 산업과 관련된 경우 특히 취약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으로서의(노동자 풀 및 학군 측면에서) 도시는 제조업이 다용도･다차원 생산시스템과 연관된
경우에만 부흥했다(Ohmae, 1995[332])(Veltz, 1996[333]). 그와 동시에 제조업 시스템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는 않은 채 기존 도시의 시너지를 파괴했다. 실제로 산업 발자국의 유산에는 거대하고,
종종 대체할 수 없는 브라운필드, 오염이 심한 지역, 극단적으로 균일한 노동자 계층 도시가 포함된다.
오늘날 산업화 시기를 놓친 곳들은 외려 운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는 ‘협력적 경쟁자(co-opetitors)’인 모빌리티와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도시화의 양상
이 지속되어왔다. 장소의 힘, 즉 같은 위치에 사회 현실이 수직적으로 축적되는 곳의 힘은 위협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적･비물질적 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오히려 강화되었다. 관광객들은 도시로 향했고,
도시성(urbanity)은 디지털통신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공존이라는 비교우위를 훨씬 더 잘
관리했다.

오늘날 이러한 도시 공간의 선택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새롭고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한다.

새로운 도시 시대의 도시성
그러나 만약 북미 러스트벨트, 영국 미들랜드, 또는 유럽의 많은 구 탄광 지역들의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라면, 도시 세계는 산업 시대가 잠깐 문을 닫았던 시기로 볼 수도 있다. 흔히 ‘대도시화’나
‘세계도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위계성이 강화되고, 1000만 명 혹은 심지어 5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갈로폴리스(예를 들어 중국의 3개 삼각주 도시 지역)가 출현한 것은 ‘도시 르네상
스’ 혹은 ‘도시성의 출현’ 이라 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경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산시스
템, 더 나아가 현대사회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반대로 도시성이 생산시스템과
사회에 새로운 모멘텀을 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생산요소인 창의성이
성장한 덕분이다.
이 변화의 두 가지 주요 결과를 알 수 있다. 첫째, 규모 효과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기존 규모는 직접적으로 양이 결정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거주자는 더 많은 노동자와 더 많은
소비자를 의미했다. 그러나 연결의 임계점으로 인해 이제 그 규모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즉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1조 개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점은 혁신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영국 스케일업 기업의 69%가 런던에, 프랑스는 72%가 파리에,
스웨덴 기업의 61%가 스톡홀름에, 그리고 심지어 독일 같은 다극체제(multipolar) 국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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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가 베를린에 입지한다.2 유럽 5596개 스케일업 기업이 476개 도시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67%가 48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대륙에서 가장 큰 도시
지역에 해당한다. 전체 42개국 중 27개국에서, 한 도시에 성숙한 스타트업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유망한 경제활동은 문화적 창조 활동(과학, 디자인, 예술, 미디어)과 유사한 지리적 패턴을
보인다.
둘째, 20세기 초 고안된 Park and Burgess (1925[334])의 동심원 모델은 그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교외 거주자나 도시 근린 거주자들은 분명 도시 지역에 속하지만, 도시 시스템 안에서도 어디에
입지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거주지(Richard Florida의 ‘창조계급’(2002[335])든 일하는 곳이든
그것을 나누는 방식과 관계없이 창의성에 기반을 둔 활동이 구심점을 향해 쏠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도시의 이러한 과잉생산력(overproductivity)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과잉생산력은 관광 매력도나 미학적 혹은 과학적 전위성(avant-gardes)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개인
적 삶의 방식을 혁신한다. 과거 우리는 도시들을 지도에서 볼 수 있었지만, 도시는 모두 농업･광업･제
조 입지로서 경쟁하고 있었고, 모두가 국가 GDP 성장에 기여했다. 역사상 현재와 추세를 따르는
모든 생산방식이 지리적 구성과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출현을 요약하자면, 도시성이라는 용어가 경제학자들이 ‘집적경제’, 사회학자
가 ‘도시사회성’, 지리학자가 ‘양극성’, 그리고 도시계획가가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치고
소화한 만능 개념이 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성은 밀도(사람, 사물, 아이디어, 행위자의)와 다양성(사람,
사물, 아이디어, 행위자의)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접근법을 통해 도시 공간의
크기와 이 안의 특정 장소의 위치를 포괄하는 일련의 도시성 등고선(a series of urbanity gradients)
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나 대륙 내에서, 같은 등고선에 위치하는 장소들이 경제적･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유사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기존 지역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섬’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군도의 개념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도시 스타일을 다중 스케일로 분류할 수 있다. ‘암스테르담 모델’은 도시성을
밀도와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수용한 모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가 고정 공간과 이동 공간에 공존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요하네스버그 모델’에서는 공간의
분절화와 민영화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인해 집적의 이점이 상쇄된다. 이러한 모델들의 지리적
분포(표 9.1)는 창의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인터넷 검색보다 우연한 과정에 다른 모든 대상에 도시를
노출하는 것(urban exposure)은 결정적인 자산이 되며, 그 우연한 과정은 혁신과 발명의 강력한
엔진이 된다. 유럽, 아시아 및 일부 북미 대도시 중심부는 이 측면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표 9.1은 또한 가장 폭넓은 진화의 여지를 갖는 ‘머뭇거리는’ 공간들을 보여준다(가운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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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도시성 모델의 다중 스케일 분류
도시성 모델

‘암스테르담‘
모인 도시(gathered city)

우위 기준

’암스테르담‘ 그리고/혹은
’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
분절된 도시 공간

대륙

유럽, 동･남･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랍계

북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도시 지역 규모

대도시권

중소도시

소규모 마을

도시 등고선

중심

도시 내부

교외, 도시 근교, 준교외

마지막으로, 도시성은 도시계획의 핵심이다.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주의가 되고 있다. 도시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도시주의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도시계획은
덜 기술적이고 덜 분석적이며, 다차원적이고 정치적인 중재에 가깝다. 도시의 변화가 결국 도시과학을
변화시킨 것이다.

거주 모델에 대한 중재
주요 도시 중심지에는 보보스(bobos, 부르주아 보헤미안)가 이주민과 ‘포보스(pobos)’-문화 자본
은 많지만 경제 자본이 거의 없으며 대도시 중심부에서 살기 위해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와 공존한다. 동시에 보보스와 포보스는 도시 생활에 애착을 갖는다. 다른 한편, 많은 중산층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단독주택 + 부동산 소유 + 자동차 + 정원) 도시 중심부를 떠났다. 일명 ‘도시탈출
(urban flight)’이라 하는 이 현상은 20세기 초 북미에서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났다. 이 지역적 차이는 ‘모더니즘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도시 프로젝트로 인해
유럽 역사지구 파괴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이동 경직성이 대서양에
걸쳐 동기화되었는데, 1970년대 중반 혹은 1980년대 초 도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고도의 도시 환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활동 혹은 사람들 간에 일종의
양방향 교차가 생겼다. 새로운 도시가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단순히 도시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다.
물론 이러한 융합은 도시 공간의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도시 중심부는 인접 지역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예를 들어 뉴욕의 웨스트 브루클린이나 웨스트 뉴저지 등),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압력은
중심부에서 가장 극적이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풍부한 문헌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사회적 혼합(도시 중심부의 쇠퇴로 인해)은 증가했거나, 다른 지역 거주자들도 도시 중심 주거지를
선호함으로써 유지되었다. 유럽에서도 공공사회주택 정책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땅값의
상승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도시의 사회적･기능적 다양성을 보전해 왔다. 결과적으로 도시 중심지들과
더 거대한 지역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도시성 등고선 내 다른 지역보다 더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새로운 지리를 창출한다. 자신의 거주 모델을 선택할 기회 측면에서 상당한
불평등이 지속된다. 그러나 실제 인구 분포가 점차 이러한 인구의 욕구를 덮어씌우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르게 말하면 점점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도시성
등고선 특정 위치의 ‘공간 스타일’을 취하며 살도록 강요받는다. 따라서 어떤 전략적 선택, 즉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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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이 또 다른 전략적 선택인 정치적 지향성(내가 사회에 어떤 가치와
지평을 바라는지)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간-정치적 격차
다음 지도는 각 프랑스, 스위스, 영국의 최근 선거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1. 2014년 2월 스위스의 ‘대규모 이민 반대’ 국민투표

100,000 주민
250,000 주민

비거주 지역

출처: Lévy, J. (ed.) (2017[336]), Atlas politique de la France, Autrement,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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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2016년 6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250,000 등록유권자
500,000 등록유권자
100% ⟪잔류⟫

비거주 지역

100% ⟪탈퇴⟫

출처: Lévy, J. (ed.) (2017[336]), Atlas politique de la France, Autrement, Paris.

226

OECD 지역 전망 2019

Ⅱ. 9. 도시성(urbanity)과 공간적 정의의 승리

그림 9.3. 2017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1라운드)

출처: Lévy, J. (ed.) (2017[336]), Atlas politique de la France, Autrement, Paris.

이러한 현상은 서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Lévy, 2017[336]). 서구 OECD 회원국을
포함해 거의 모든 나라의 걱정거리다. 그 패턴은 동일하다. 도시 중심지와 대도시의 유권자 대다수가
공공 공간, 공공재, 유럽연합 건설 및 세계화에 대해 개방을 선호한다. 반면 특정 교외나 근교 지역에서
는 민족주의와 타자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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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정의를 위한 새로운 이슈
많은 ‘포퓰리즘’ 유권자들은 향수 어린 마음으로 임금이 높았고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과거 황금기를 추억한다. 그 유권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 편의를 덜 누리고 있는가? 그들의
거주지가 공공정책에 의해 ‘내팽개쳐진’ 적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대도시 근교나 유럽 대도시 근교의 거주자들은 도시 중심부의 거주자들보다 대체로 부유하다.
그러나 그 도시에 의지해 사는 많은 시민이 뒤처진 기분을 토로하며 ‘포퓰리스트’나 민족주의적
외국인 혐오 운동을 부채질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리적 자유가 선진 사회의 여러 부문에 걸쳐 크게 확산되었다. 이동성은
향상됐고, 주거 비용은 20세기 전반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 이러한 이중의 문제 해결로
개인의 공간 전략은 맥락을 바꾸었고, 선택지가 넓어졌다. 대도시에는 도시 내외부 입지에 따른
주거+이동 비용 총합에 일정한 경제적 중립성이 존재한다. 도시 중심부의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만,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이동 비용은 덜 소요된다. 핵심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그 반대의
경우가 늘어난다. 이 개별 선택지에는 아파트/단독주택, 자가/세입, 가족형 옵션 등 여러 변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중간집단’이
존재하며, 중재가 필요하지 않은 ‘상위집단’과 불가능한 ‘하위집단’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주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는 공공정책을 균등화하는 힘(equalising
3
power)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는 프랑스에서 가임기 여성의 약 1.5%가 산부인과에서 45분 이상

걸리는 곳에 산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의 느끼는 감정과 유사하다. 인구의 98.5%가 산파와
산부인과 병･의원으로 이루어진 조밀한 네트워크의 지원을 적절히 받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서 모두가 적은 수의 소외된 인구에 관심을 기울인다.
선진국 중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의 복지국가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1870년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2제국을 건국한 대담한 지정학적 플레이어이
자, 영국과 프랑스가 재빨리 모방한 사회국가(Sozialstaat)를 처음 고안한 발명가였다. 민주주의와
부의 재분배는 1945년까지 지속된 전쟁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세가 GDP
의 40%를 넘고,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가 가장 높다.
표 9.2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의 강력한 재분배 메커니즘은 도시 및 지역 간의 생산성 격차를
거의 완전히 없앤다. 개인 중위소득은 전국 어디서나 거의 같다. 생활비 측면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대도시일수록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생활비가 비싸므로 대도시가 이 제도의
희생양임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일드프랑스(파리 대도시권) 거주자들은 인구의 19%(2열) 미만, 국가
GDP의 30.5%를 차지해 나머지 지역 생산성의 2배가 넘지만(5열), 결국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보다(7
열) 덜 받게 된다. 빈곤한 지역의 경우(센생드니 교외 등), 교육 실패, 폭력, 범죄, 마약 거래, 체념,
심지어 테러리즘이라는 거의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요컨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에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비생산적
인 지역의 부담을 떠안는다. 반대로 거의 모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생산성이 유럽 평균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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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부유한 지역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지역의 부자들을 위해 돈을 지불한다.’ 도시성의 승리란 결국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악담인 것이다.
한 가지 해결책으로 연방 접근법을 들 수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파리시의회와 정부가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연대 메커니즘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생산하는 6688억 유로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3열).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의 많은
대도시에서 지방정부는 심각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자치단체가 도시 지역 인구를
동질 집단으로 작게 나누어 각각 통치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결속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분리를
부추긴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정부가 GDP의 12%를 가져가는 데 비해 일드프랑스 지역의 파리
공간 관련 부처는 GDP의 0.75%에도 못 미치는 50억 유로만을 할당받는다. 나머지 모든 자원은
구조적으로 대도시 내 공간 분열에 일조하는 자치단체와 지방정부에 빼앗긴다.
표 9.2. 2014-15년 프랑스의 생산성부터 소득까지
1. 인구
(백만 명)

2. 국가 인구 3. GDP
4. 국가
대비
(10억 유로) GDP 대비
비중(%)
비중(%)

5. 1인당
GDP
(1000 유로)

6, 1인당
중위소득
(1000유로)

7. 1인당 중위소득, 생활비
가중치 포함 (1000유로)
[평균 대비 편차]

파리

12.4

18.7

668.8

30.5

55.2

22.6

18.1

[0.80]

리옹

1.3

2.0

74.6

3.4

43.4

21.3

19.2

[0.90]

릴

1.2

1.8

41.8

1.9

34.8

19.5

17.5

[0.90]

마르세유

2.0

3.0

86.4

3.1

34.2

20.2

18.3

[0.90]

툴루즈

1.3

2.0

51.2

2.3

39.4

21.5

19.3

[0.90]

보르도

1.5

2.3

48.5

2.2

32.3

21.1

19.0

[0.90]

스트라스부르

1.1

1.7

36.0

1.6

32.7

21.5

20.4

[0.90]

니스

1.1

1.7

36.6

1.7

33.3

20.0

18.9

[0.90]

낭트

1.3

2.0

43.6

2.0

33.5

21.3

20.2

[0.95]

렌

1.0

1.5

32.2

1.5

32.2

20.9

19.9

[0.95]

10개 대도시권

24.2

36.5

1101.7

50.2

45.5

21.7

18.6

[0.86]

나머지 본토

39.9

60.1

1050.8

47.9

26.3

19.9

24.5

[1.20]

전체 본토

64.1

96.6

2152.5

98.1

33.6

20.4

20.4

[1.00]

해외 영토

2.2

3.4

41.7

1.9

21.9

14.6

13.1

[0.90]

66.4

100

2194.2

100

33.0

20.2

20.2

[1.00]

전체

출처: Insee. Métropole de Lyon. MEL. 2014-15 © Jacques Lév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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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조끼’가 도시성과 조화를 이룰 가능성
‘포퓰리스트’ 운동의 지리로 돌아가서 보자면, 이것이 공간적 불평등의 지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질리 존(Gilets jaunes, ‘노란 조끼’)과 같은 ‘반체제’ 운동은 단순히 저소득층의
시위라고 볼 수 없다. OECD 전체에서 해당 인구의 소득 분포는 전체 국가의 소득과 매우 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복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시위도 아니다. 특히 ‘낙후’ 인구 혹은
지역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보다는 역설적인 저생산성 시위라는 가설을 내세울
수 있다. 문화 자본이 거의 없고, 도시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사회의 역동적인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깨닫는다(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들 스스로 배제하기도 한다).
‘뒤처져 있다’는 느낌은 아마 이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이러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유일한
방법이 그들에게 좀 더 관대한 재분배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임을 시사한다(Sen, 2010[337]).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 보건, 도시성 등의 공공재를 공동
생산(그리고 공동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Lévy, Fauchille and Póvoas, 2018[338]). 그렇게
할 때 정의는 사회 발전과 자기 발전의 결합물이 된다. 잠재적 수혜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변화가
해결책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 대한 거부감이 바로 그 불만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정치적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인정하자.

주(註)
2

1. n 개의 연산자 사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방향 링크의 개수는 n 에 가까운 n x (n-1)
공식에 의해 계산됨.
2. ‘스케일업’ 기업은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스타트업을 의미함. 유럽 42개국
59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더브리지재단의 설문조사 참조
(https://mindthebridge.com/startupcity-hubs-in-europe).
3. 프랑스 보건연대, 2019년 1월 24일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etudes-et-statistiques/publicationsetudes-et-re
sultats/article/infirmiersmasseurs-kinesitherapeutes-et-sages-femmes-l-accessibi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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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역 전망(Regional Outlook) 2019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
국가 내 지역 경제 성과의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빚어진 지속적인 불평등이 OECD 국가 전체에 존재한다. <지역
전망 2019>에서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의 근본 원인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기반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 이 보고서는 특히 많은 지역에서 경제･사회･정치 현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소기반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불만의 지리’ 패턴은 지역 불평등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장소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기술･인구･환경 문제로 빚어진 대혼란으로 인해 장소기반정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 보고서는 모든
지역이 이러한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받겠지만, 같은 나라 내에서도 지역마다 그 영향은 다를 것이라고 강조한다.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가능한 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차세대 지역정책을 설계하도록 하고, 오늘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