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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노인자살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2014년 3,497명으로 2년 사이에 374명(-9.7%)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전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경제적 불안정, 외로움과 소외감, 사회관계의 축소 등 주로 개인적 요인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16.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 전북, 경북에 이어 4번째로
이미 고령화사회이며, 노인자살률(10만 명당)은 2014년 75.3명으로 전국에서 2위로 나타났으며, 국내 노인
자살률 55.5명에 비해 19.8명이 더 많다.
이와 같은 높은 자살률은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을 낮추고, 지역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자살은 단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역자치단체의 단위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추진된 국가 및 민간자살예방정책 주요성과와 한계를 심층 분석하면서 강원도
실정에 적합한 탄력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핵심어 : 강원도, 자살예방, 노인자살, 자살예방정책

Study on the Prevention Strategies of the Elderly Suicide in
Gangwon-do
As the suicide number of old man who were over 65 years old reported to be 3,497 in 2014, it
is still highest among OECD-member countries though it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by 374
past 2 years. The main causes of why suicide rate of the elderly increase rapidly are known for
personal factors such as financial problems, loneliness and alienation, and reduction of social
relationship.
Especially though the proportion of people over 65 years old is 16.8% in Gangwon-Do, which
means it ranked 4th among 16 metro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the suicide rate of those
people(number per 0.1 million people) was 2nd as 75.3, compared to average, 55.5 in 2014.
Because high suicide rate negatively affects a feeling of welbeing of people and brings down
local competitiveness and brand value, we need to regard it as social problem as well as personal
one, and make an effort to set up the fundamental strategy in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
Hence, this research focused on analyzing main results and limitation of suicide prevention
strategy on national and provincial level, and tried to suggest specific and flexible action plan for
Gangwon-Do.
keyword : Gangwon-Do, suicide prevention, the elderly suicide, suicide preven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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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04년에는 11.5%로 고령사회에 근접했으며, 2014년에는 2배 수준인 13.1%에 도달하였다.
이는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보다 3~4년이 빠른 속도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24.3%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노인자살 또한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수는 2012년 1만 4,160명에서 2013년 1만 4,427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만 3,836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2년 사이에 591명(-4.1%)으로 감소한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같은 기간 28.1명에서 27.3명으로 0.8명 감소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64세 중장년층으로 2012년 8,505명, 2013년 9,064명, 2014년 9,997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살 대비 중장년층 비율은 같은 기간 60.1%, 62.8%, 64.2%로
높았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2년 4,023명, 2013년 3,971명, 2014년 3,497명으
로 2년 사이에 374명(-9.7%)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경제적 불안정, 외로
움과 소외감, 사회관계의 축소 등 주로 개인적 요인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 자살
은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역별 자살률의 편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
는데, 특히 강원지역 노인자살률(10만 명당)은 2014년 75.3명으로 전국에서 2위로 나타났으며,
국내 노인 자살률 55.5명에 비해 19.8명이 더 많다.
강원도 노인자살자 수는 2010년 260명에서 2014년 18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인자살을 한 개인적 문제가 아
닌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여 노인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방대책이 필요
하다. 2014년 강원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고령인구 비율은 이미 16.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 전북, 경북에 이어 4번째로 이미 고령화사회이며,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향후 노인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취약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근
본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북 진안군의 경우 2011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75.5명으로 전국 시･군･구
268개 중 1위를 차지한 이후 지방정부는 노인자살 예방대책을 세우고 주민의 자살 위험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자살 예방 사업 추진결과 2012년 진안군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1.8명으로 7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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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 본 연구는 첫째, 노인자살의 개념 이해와 노인자살 위험자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둘째,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강원도의
노인자살과 어떤 식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통계청 등의 자료 등을 근거로 살펴보
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급증하는 노인자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정
책 즉, 위기개입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보다 포괄적
인 접근 등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Ⅱ. 노인자살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자살의 개념
세계건강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자살을 자살행위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경
우이며,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자살은
자살을 하고 싶다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or thought), 자기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죽으려는 의도로 자기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 죽음으로 가
는 마지막 단계인 자살수행(completed suicide) 등 같은 자살행동에 관련된 모든 개념을 포함
한다(Conwell, 2004).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시도를 하게 되며, 자살시도는
자살행동을 하게 되는 연속적인 개념이기도 하다.(김현순･김병석, 2008)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3,836명으로 전년 대비 591명(-4.1%) 감소하였고,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은 27.3명으로 전년 대비 1.3명(-4.5%) 감소하였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해
3.6명으로 15.0% 훨씬 증가했다.
통계청(2014년)에 의하면 자살은 연중 3월(10.8%), 4월(9.8%)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12월
(6.9%)에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성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추이, 2004년~2014년
(단위 : 명, 인구 10만 명당, 명, %)
연도

자살자 수
남녀 전체

남

자 살 률
여

남녀 전체

남

여

1일 평균
사망자 수

2004년

11,492

7,879

3613

23.7

32.4

14.9

31.4

2013년

14,427

10,060

4,367

28.5

39.8

17.3

39.5

2014년

13,836

9,736

4,100

27.3

38.4

16.1

37.9

증 감
증감률

’13년 대비

-591

-324

-267

-1.3

-1.4

-1.1

’04년 대비

2,344

1,857

487

3.6

6.0

1.2

’13년 대비

-4.1

-3.2

-6.1

-4.5

-3.6

-6.5

’04년 대비

20.4

23.6

13.5

15.0

18.4

8.0

자료 : 통계청, 2014년 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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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자살의 개념 및 특성
1) 노인자살의 개념정리
1951년 국제 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육체적･심리적･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즉, 노인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자기통합
능력이 감퇴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물학적 기관･조직･기능이 감퇴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
하는데 적응능력이 점차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되어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사회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 고령사회(14.0%)와 초고령사회
(20.0%)를 의미한다.
2) 노인자살의 특성
노인자살에 대한 연구들은 자살을 연속선상의 과정-자살생각, 자살시도, 완결된 자살로 간주
하였다(Bonnewyn et al., 2009). 생애발달과정으로 보면 노인의 단계에서는 자아통합과정이며
(Erikson,1963), 생물학적 노화현상을 잘 적응함으로써 생활의 만족을 얻는 단계(Peck, 1968)
이다.
노인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경제적인 궁핍, 대인관계의 단절 등 개인
적인 차원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노인에 대한 경시 및 배려 부족, 지나친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소외,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여러 사회적 요인 등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의 경향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자살을 준비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9.000
8,000
7,000
6,000

7,150

목맴
5,399

5,000
4,000
3,000
2,000
1,000
0

농약
3,126
추락
1,599

2,125
1,949

가스중독
65

1,072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자료 :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 그림 1 ● 최근 10년간 자살사망자 자살수단 현황

’13년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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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인의 자살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우울한 기분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
계를 거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은 자살시도 및 자살행동으로 연결
되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
노인의 자살방법에서도 도시에서는 질식사나 투신 등 다른 연령층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나,
농촌에서는 비교적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농약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편이다. 그러나 맹독성
농약 중의 하나인 그라목손이 ’11년 11월 등록이 취소되고 ’12년 11월 유통 전면 금지 이후
’10년 2,719명에서 ’14년 1,072명으로 급격히 감소 추세하는 경향을 보였다.
3) 노인자살의 징후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 상황 등으로 자살징후를 표현하며, 예를 들어 ‘살기 싫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말을 자주하거나, 유언 작성 및 변경,
통장 정리,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인 변경 등 평소에 잘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사망, 말기질환 진단, 우울증 증상, 이유 없는 공포, 불안을 표현하는 등이
자살한 이후에 주위 사람들에 의하여 보고되기도 한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노인은 자살생각
에 빠져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으로 삶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탈한
상태에 있다. 가끔 노인 중에는 가족이나 주변에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자살은 충동적이기보다 계획적이므로 자살징후가 관찰
되는 경우가 많다.
● 표 2 ● 자살사고에 관련되는 요인
지표

비고

연령

자살생각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제 자살률 통계와 달리 연령이 증가
하면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U자형 곡선 형태
50대 이후 연령이 10세 높아질 때마다 자살생각에 대한 한계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

성격차
지역

자살률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여성 : 배우자 유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유의하지 않음
남성 : 배우자/동거자 무 > 배우자/동거자 유
농어촌 > 도시, 비수도권 > 수도권

학력

취업 유무는 자살사고에 통계적 유의성 낮음
소득 수준 : 소득이 높을수록 자살사고 낮음
중졸 이하 저학력 집단 > 고졸 이상 학력집단

음주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흡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자살사고율 높음

건강

큰 폭의 체중변화와 낮은 건강 수준이 자살생각 증가
우울 : 남녀모두 50대 중반에 최고조
사망률 : 90세 이상 > 80대 > 70대
사망자 수 : 50대(2,936명) > 40대(2,876명) > 30대(2,275명)

소득

자료 : 노용환, 이상영(2013), “우리나라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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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자살의 위험요인
노인의 자살사고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우울(Corna et al., 2010), 경제적 요인(손의성 외, 2013),
신체적 질병(Harwood et al., 2006), 자존감(김현순･김병석, 2007; 엄태완, 2009), 사회적지지
(Schroepfer, 2008), 인구사회학적 특징 등이 연구되어 왔다.
1) 우울
우울은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반복 호소하는 신경증으로 정의하고 누구나 스트
레스 받는 상황에서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선애 외, 2013).
특히, 노인의 우울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변화된 환경에 따라 증가된다. 주로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약화 및 사회적 고립에 따른 적응 능력 수준에 따라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높다.

자료 : 이소정 외(2009)

● 그림 2 ● 노인자살에 이르는 요인들에 관한 모델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2>에서와 같이 우울증은 자살에 이르는 촉매제 역할로서 자살위험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권오균 외, 2013; 곽윤복 외, 2013, 최희영 외, 2014). 결국,
우울증은 노인의 삶의 만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살에 두드러진 위험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우울증의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울한 노인에 대한 개입이 곧 노인자살 예방의 단초가 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강난미･정현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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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요인
경제수준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삶의
희망을 잃을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절대 빈곤선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인 빈곤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노인들보다 자살생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이묘숙, 2012; 손의성 외,
2013).
상대적 빈곤이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식하는 빈곤개념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원의 상실을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한삼성 외,
2009; 박선애 외, 2013; 손신영, 2014; 박봉길, 2014).
3) 신체적 질병
우리나라 노인들은 90% 이상이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할 경우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 자살이라는 극단
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3>과 같이 신체질환이 45.4%로 가장 높았고, 정신
건강 문제(25.7%), 경제문제(7.5%), 가정문제(7.1%) 순으로 나타났다.

28.1%

20.4%

20.4%

전체
22.3%

20.5%

24.8%

남
41.4%

20.1%

10.2%

여
30.9%

15.7%

9.2%

20세 이하
29.2%

27.4%

9.2%

21~60세
25.7%

45.4%

7.5%

61세 이상
0%
정신질환

10%
신체질환

20%

30%

경제적 어려움

40%
가정문제

50%

60%

직장 문제

70%

남녀 문제

80%
기타

90%

사별문제

100%
미상

자료 : 경찰청,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 그림 3 ● ʼ13년 성별･연령별 자살원인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 수준이
높고(양순미 외, 2006; 이묘숙, 2012; 정명희, 2014),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
다고 나타났다(신진의 외, 2013; 최희영 외, 2014; 정명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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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존감
자존감이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것으로 이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신뢰, 사랑, 돌봄
등을 느낄 때 강화된다. 노년기에는 가족과 친구의 상실,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저하되어 우울증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황미구･아운주, 2008). 노인의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서화정 2005),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용감은 지속적인 자살사고에 이르게 하여 자살시도까지 한다는 보고도 있다
(하상훈, 2000).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사람들 간에 관심,
이해, 위로 등을 실질적으로 교환하는 것인데,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과 존중을
받고 대화의 관계망에 속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이인정, 2011). 또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
하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감소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민숙, 2005).
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망이나 경제력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자살로 연관되어지기도 한다(문동규,
2012).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관계망의 개념을 적용해 볼 때, 혈연집단 및 비혈연집단의 관계망 크기,
접촉 빈도, 주변인들과의 지지와 반목 등에 따라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동료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긍정적인 성향을 발달시키고, 스트
레스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활동참여를 하는 노인일수록 절망적인 인식이 줄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체계와 사회안전망 강화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김미령, 2010; 김기태 외,
2011).
6) 인구사회학적 특징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유무, 거주유형,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등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들 수 있다. 연령별로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60대 37.5명, 70대 57.6명, 80세 이상 78.6명의 자살률을 보여서 나이가 많아
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한다(통계청, 2014).
성별로는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남성 혹은 여성노인이 자살생각을
각각 더 많이 한다는 두 가지의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노인들이 자살생각을
가진 경우 더 치명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을 완결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결된

10｜ 강원논총 2015년 제6권 제2호

자살은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ndilands & Bateman, 2007;
Conwell, 2009)
결혼상태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자살생각의 수준이 낮고
(Sandilands & Bateman, 2007), 거주유형에서는 독거노인보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의 자살생각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eisel, 2006). 경제적 수준의 영향
에 관해서는 저소득 노인들에서 자살률이 높았다(엄태완, 2007).
건강상태에 따라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
각이 높게 나타났다(Ahn & Chun, 2009).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삶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때문으로 보고 이런 스트레스가 원
인이 되어 자살생각이 높을 수 있다.

Ⅲ. 노인자살 현황 및 정책분석
1. 노인자살의 동향
1) 우리나라 노인자살 동향
우리나라 자살률 증가는 노인의 높은 자살률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남성의 자살률이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 OECD 국가 간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1)) 비교 시 OECD 평균
12.0에 비해, 한국은 28.7명(’13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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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STAT, Health Status Data(2015. 9 추출)

● 그림 4 ● OECD 국가자살률 비교

1) 국제비교를 위하여 OECD 기준 인구로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

핀란드
(’13)

일본
(’13)

한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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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와 경제위기 등으로 노인자살률이 증가하여 2014년 자살률은 55.5명으로 OECD
평균 3배로 높은 편이며, 농촌지역, 독거(고립), 저소득층 노인의 자살이 주된 특징이었다.
2014년 남성의 자살률은 38.4명으로 여성 16.1명보다 2.38배 높은 수준이었고, 자살률 성비
는 10대에 1.58배로 가장 낮으며 이후 연령에서 증가하여 60대의 성비가 3.62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노인자살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 표 3 ● 연령별 자살률 추이, 2004-2014년
(단위 : 인구 10만 명당, %)
남녀 전체

남

여

성비

연령
13년
13년
13년
(세) 2004년 2013년 2014년 대비 2004년 2013년 2014년 대비 2004년 2013년 2014년 대비 2014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계

23.7

28.5

27.3

-4.5

32.4

39.8

38.4

-3.6

14.9

17.3

16.1

-6.5

2.38

1-9

0.0

-

0.0

-

0.0

-

0.1

-

-

-

-

-

-

10-19

3.7

4.9

4.5

-7.7

4.2

5.6

5.5

-2.7

3.2

4.1

3.4

-15.2

1.58

20-29

13.8

18.0

17.8

-1.0

16.7

20.9

21.8

4.2

10.8

14.8

13.4

-9.3

1.63

30-39

20.6

28.4

27.9

-1.5

27.2

36.4

36.6

0.5

13.7

20.0

18.9

-5.3

1.93

40-49

29.4

32.7

32.4

-1.1

43.1

47.2

46.6

-1.2

15.3

17.8

17.7

-0.5

2.63

50-59

37.9

38.1

36.4

-4.3

58.6

58.0

55.2

-4.8

17.4

18.0

17.4

-3.0

3.17

60-69

51.4

40.7

37.5

-7.9

84.4

64.6

59.8

-7.4

23.5

18.4

16.5

-10.2

3.62

70-79

81.6

66.9

57.6

-13.9 128.2

110.4

92.3

-16.4

54.0

35.4

32.1

-9.3

2.88

80 이상 125.3

94.7

78.6

-17.0 205.8

168.9

143.4 -15.1

92.2

63.9

51.1

-20.0

2.81

자료 : 통계청, 2014년 사망원인통계

노인의 자살은 일반적인 성인의 자살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젊은 집단에서 자살 시도 대 자살 수행의 비율이 200대 1인 반면, 노인의
자살은 4대 1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며(연병길, 류성곤, 2001), 노인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배우자나 친지들의 사별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만성적인 신체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퇴직 및 소득원의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젊은 성인들과는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자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자살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자살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분석되어야 하며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층에 적합한 예방법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학의 발전 및 의식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5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7% 이상
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노인 복지 및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노인자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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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인의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65세 노인자살률이 3년째 하락했다.

(개소)
74,000

전체

69,238

70,643

71,873

72,860

73,774

66,854

68,000

63,919

62,000
노인의료복지시설
5,000
3,500

2,298

2,000
500

4,079

4,352

4,585

4,841

3,852

2,696

2,496

2,750

3,003

2,832

2,79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재가노인복지시설

1,832
2008

2,712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림 5 ● 노인복지시설 추이

2) 노인자살의 지역별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화 속도도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월등히 빠르다. 독거노인의 비율도 농촌이 높다. 학력차이도 있으며 직업의 종류가
도시는 다양한데 반해 농촌은 거의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4)에 의하면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차이가 있다. 도시는
경제문제, 건강의 어려움이라 답변한 반면에 농촌은 건강문제가 먼저였으며, 다음이 경제문제
였다. 의료시설의 접근성과 노인복지의 지출도 농촌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자살률도 광역
시･도와 농촌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에 따른 편차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지역별로 자살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
역에 따라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있고, 생태환경에 따라 사망원인의 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 비해 비활성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
되어 있는 농어촌의 노인자살률이 높으며, 지역별 사회경제적 조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살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지역의 영향을 받아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
났다. 2014년 노인의 자살률은 농어촌(읍･면, 36.7명)이 도시(동, 26.7명)에 비해 약 1.5배 높다
고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남녀 성별격차가 클 뿐 아니라 평균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이혼을 통한 가족 불안정성과 노인자살의 상관성 분석(유정균, 2008)에서는 가족 불안정성이
농촌 남성노인 자살률을 높이는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 노용환(2006)은 지역별 소득
수준에 따라 연령별 자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였는데, 노인자살은 높은 고령화와 도시
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농촌노인들의 가족관계의 신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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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과의 동거여부는 자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양순미･임춘식, 2006),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독거노인은 노후의 무료함과 소외감으로 심리적
상실감이 자살영향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 강원도 노인자살 현황 및 실태 비교분석
1) 전국 노인자살률
자살률은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2003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에 자살률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 <표 4>와 같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전국 시･도별 노인자살률 현황을 보면 충남, 강원이 높고, 제주, 전남, 광주, 서울, 대
구 지역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자살률은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이 특히 고령층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고령층일수록 자살
률이 높다 라는 것을 의미하며, 농촌과 도시의 자살률 또한 농촌 노인의 문제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즉 시･군･구별 격차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50명 이상인 시･군･구와
15명 미만인 시･군･구를 비교해 보면, 각각 강원･충청 등의 농촌지역과 대도시로 뚜렷하게 구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층 중에서도 농촌 고령층에 집중한 자살예방사업 및 복지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
90
80
70
60.0

60
50

76.2

75.3

50.3

49.0

서울

부산

56.8
48.6

46.0

53.4

59.0

65.7

61.3

52.0

51.9

45.7

50.1

46.2

40
30
20
10
0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자료 : 통계청(2014)

● 그림 6 ● 전국 노인자살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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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시도별 노인자살률(10만명당)의 추이(2007-2014)
(단위: 명)
시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년 평균

서울

58.4

57.5

63.3

65.1

64.4

54.1

55.1

50.3

58.5

부산

65.6

64.9

66.3

74.5

67.1

57.5

50.8

49.0

62.0

대구

52.0

60.9

67.8

69.2

67.9

51.1

55.3

46.0

58.8

인천

76.0

82.2

90.1

86.9

82.1

92.4

89.2

60.0

82.4

광주

62.8

56.0

57.7

71.9

65.1

56.0

49.0

48.6

58.4

대전

94.7

64.3

78.8

90.7

75.9

76.7

59.8

56.8

74.7

울산

84.6

76.4

67.0

64.3

61.6

65.6

58.1

53.4

66.4

세종

-

-

-

-

-

109.2

57.6

59.0

75.3

경기

83.0

78.8

85.7

91.1

90.5

79.6

72.7

61.3

80.3

강원

100.5

107.7

101.6

117.9

106.5

91.6

85.3

75.3

98.3

충북

90.6

87.7

117.2

91.8

99.8

105.2

80.2

65.7

92.3

충남

109.5

97.0

124.4

123.2

127.1

96.8

90.6

76.2

105.6

전북

82.5

78.7

91.3

82.9

83.9

62.6

64.4

45.7

74.0

전남

50.5

48.3

53.1

60.9

69.4

59.0

57.6

52.0

56.4

경북

70.0

62.5

73.9

81.4

71.6

71.0

55.4

51.9

67.2

경남

91.8

82.9

75.8

81.4

71.1

60.6

23.6

50.1

70.9

제주

53.1

25.4

20.4

23.1

76.7

61.2

54.7

46.2

56.0

자료 : 통계청(2014)

2) 강원도 고령자의 현 주소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 2014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그림 7>과 같이 전남
(21.8%), 전북(18.1%), 경북(18.0%), 강원(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5.0
21.8
20.0

18.1

16.8
14.0

15.0

14.9

18.0

16.3
13.7

12.0

11.4

10.1

10.0

10.5

14.3
12.7
전국 평균

10.1

10.1
8.3

5.0

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자료 : 통계청(2014)

● 그림 7 ●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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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8%로 이미 강원도는 고령사회이며, 2021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8%로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7>과 같이 2014년 강원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5만 3천 명(16.8%)으로 이런 증가
추세로는 2030년 46만 5천 명(29.9%), 2040년 60만 2천 명(38.7%)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50.0

남자

여자

(여자 100명당 명)

성비

100.0
84.9

82.9
40.0

69.1

74.9

71.3

69.9

65.9

30.0

41.9

19.8

18.1
11.9
5.4

0

8.1

13.8

12.4

23.0
40.0

16.9

7.7

1990

80.0
60.0

26.9

20.0
10.0

35.5

32.8

20.0

2000

2010

2014

2020

2030

0.0

2040

자료 : 통계청(2014)

● 그림 8 ● 강원도 성별 고령인구
특히, 남성 고령노인의 생존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2014년 강원도 인구에서 남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8%, 여성노인은 19.8%로 여성의
비율이 약 1.4배 높다. 따라서 향후 고령노인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감안할 때
노인자살이 더욱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
할 것이다.

(%)
40.0
35.3
28.9

30.0
25.1
22.5
20.0

27.7

25.1
22.6

22.6

19.4

17.7

15.9

17.0

15.1

13.3

23.8
20.1
전국 평균

15.2

10.0

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자료 : 통계청(2014)

● 그림 9 ● 시도별 고령가구 비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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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령가구의 비율은 <그림 9>에서와 같이 2014년 25.1%로 16개 시･도 중 전남
(35.5%), 전북(28.9%), 경북(27.7%)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3) 강원도 노인자살 현황 및 특성
전국 자살 대비 노인자살 비율 현황을 보면 2012년 28.4%에서 2013년 26.8%, 2014년
25.3%로 점차 감소경향을 보이나 전체 인구 대비 노인비율은 약간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노인자살률은 차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강원도의 노인자살률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평균 98.3명으로 충남 105.6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체계의 구축 및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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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2014)

● 그림 10 ● 강원도 노인자살률
한편 강원도 노인자살의 변화추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
원도 전체 노인자살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성노인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양상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2010년 이후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2013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남성노인의 자살률은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노인의 경우 더 치
명적이고 확실한 자살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살시도 주요원인에 있어서도 여성 노인은 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 자살을 시도하지만,
남성 노인들은 경제 문제와 암 등 질병부담으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히, 노인들에게 은퇴 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못 받는 노인
들에게는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노인자살률에서 1위를 차지하였던 충남지역의 경우도 강원도와 유사하게 남성노인
자살률이 여성노인에 비해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노인자살예방대책 마련으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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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매년 정기적으로 마을이장이나 부녀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 사망, 자
식사망, 자식이혼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노인들을 조사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인 교육 특히 남성 노인 참여를 권장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와 같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게 한다.
셋째, 노인들의 성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건강 유지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보다 전문
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성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가사, 요리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남성 노인 홀로 서기를 지원하는 멘토 지원 사업을 도･시군 특별 시책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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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2014)

● 그림 11 ● 강원도 시군별 노인자살률(10만 명당)
강원도 시･군별 노인자살률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18개 시･군에서 8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고성,
평창, 양양, 동해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태백 지역은 25.6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노인
자살률을 보였고, 삼척, 영월, 양구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고령
화에 따른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에 힘써야 한다고 판단된다.

Ⅳ. 자살예방정책과 강원도의 대응방안
1. 자살 관련 근거기반-자살예방법 중심으로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대부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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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이 많고 법의 실행을 구체적으로 요하는 조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제2조 2항)고 기본정책의 방향
을 규정한 대목은 자살자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거나 건강한 가치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인 것
처럼 말하고 있고, 이는 마치 생명존중의 ‘문화’가 조성되면 저절로 자살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념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무로서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말 한 마디밖에 없다. 이는 제정 당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를 강제할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자살예방법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자살원인
제거와 관련한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살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자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자살예방법은 이를 위해
제11조 및 제12조를 두고 있다.
● 표 5 ● 자살예방법법률안 개정의 쟁점과 과제
구분

내용

쟁점과 과제

자살예방센터 설치의무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자살위험자 서비스 의무화

현재의 자살예방법은 왜 의무규정 없이 재량적, 선
언적 규정만 두고 있는가?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할 경우 수요자의 신청이나
동의(자기결정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의무화할 경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자살보도 기준정립
언론매체에 대한 권고
언론매체 조사연구

자살보도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현재의 자살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언론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가?

자살예방
교육강화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학교와 군부대 의무화
사업장에도 확대

학생과 군인에게 의무화하는 자살예방교육은 효과적
인가?
자살예방교육은 사람들의 삶에 뿌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지 않을까?

자살방지
시설설치

자살위험장소에 자살방지시설 설치

장소의 지정과 시설설치를 위한 구체적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가?

자살통계
연구 및
심리적
부검

심리적부검(자살원인규명조사) 신설
자살실태조사 협조

심리적 부검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가?
심리적 부검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살실태조사에 자살자 유가족이나 자살시도자 등이
협조할 의무가 있는가?

사업주
책임 확대

자살시도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중대재해 등 근로자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주 책임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자살시도자에 대한 휴직명령 등은 불이익처우인가?
필요한 조치인가?

정책시행의
의무화

자료 : 신권철(2015), ｢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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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살위험자들의 자살원인을 상담, 교육을 통해 제거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13
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4조에는 구체적인 자살
위험자 지원, 정신건강증진 대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14조 등은 의학적인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다. 즉, 자살예방법 제14조 제1항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
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자살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우울증, 정신장애 외에도 위기사건이나
스트레스, 경제적, 환경적 요인도 자살률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표 5>와 같이 자살예방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향후 법률의 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보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살사망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중앙 자살예방정책의 주요성과 및 한계
자살예방법 제정(2011년) 중앙자살예방센터설치(2012년) 등 정부의 본격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결과, ’11년(31.7명/10만 명)에 비해 13.8%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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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 그림 12 ● 자살예방 관련 주요성과

다음은 그간 추진되어 온 자살예방사업의 주요성과와 한계를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논의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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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국민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법적
근거 마련 및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여 종교계 등 민간과 연계한 생명존중 캠
페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언론보도가 ‘베르테르 효과’가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언론의 책임
있는 자살보도를 위한 ‘언론의 자살보도기준(’04. 7월)’과 자살보도 최소화,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자살보도 자제 등 9개 원칙을 제시한 ‘자살보도권고기준 2.0(’13. 9월)’을 통해 언론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노인자살의 원인은 복합적 요인을 가지고 있어 범부처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보건
의료적 접근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부처가 필요시에 협의하는 수동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적 과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2)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자살고위험군 등 위험집단에 대한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살예방사업으로 응급실･정신
건강의학과･사례관리팀･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예
방상담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장･학교 등 생활터전 기반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살위기상황에 대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사후연계체
계도 미흡하다.
이외에도 현재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인, 자살유가족,
군인, 빈곤계층별 등의 맞춤형 자살예방전략이 부족하여 여전히 자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3)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중앙자살예방센터 신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확대를 통해 자살예방･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
하였으나, 해외에 비해 여전히 인프라, 예산 등 투자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자살
예방예산은 ’13년 3,174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47.8억 원이었던 우리나라에 비해 66.4배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자살예방전담 인력 역시 센터당 1~2명에 불과하여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4)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 중 18.2%만이 정신문제에 대해 상담
치료경험이 있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편이고, 지역사회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 간 네트워크가 미비하다.
자살증후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개발(’13년) 및 보급하였으나 교육 편이성이 높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의 생활터전 전반에
걸친 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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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도 노인자살예방대책(안)
1) 강원도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구 분

세부추진사업

자살예방전담조직 설치・운영

자살예방센터 설치(도 1, 시군 4)
자살전문인력 양성사업(직무연수)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활성화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범사회적 자살예방 체계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유관기관(자살예방위기대응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자살예방사업 민간단체 지원(공모전)
생명존중문화조성(자살예방의 날
행사, 대중매체 홍보 등)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생명사랑지킴이양성

생명사랑지킴이단 운영
일반인 자살예방교육

소 계
청소년기(학교폴력 가･피해자,
한부모 등)
취약계층고위험군 선별 관리 및
생애주기별 상담지원

성인기(다문화, 군인, 직장인,
수급자 등)
노년기(홀몸어르신 정신건강평가)
도민우울증 선별검사

자살고위험군 관리강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강화
(모니터링 구축)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관리 및
유가족 지원
치료비 지원
Hot line 운영(1577-0199)
자살위기 개입 매뉴얼 제작

자살수단 접근성 제한

농약보관함 관리사업
자살예방구조물 설치

소 계
자살실태조사 및 감시체계구축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정책추진

자살예방사업 통합
지원(강원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자살예방지원시스템 구축
소 계
총 계

자료 : 강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2014.1), ’13년 사업결과보고서

강원도 통합 자살 DB구축
자살인식도조사
자살예방사업 평가지표 개발
시군 자살예방실행계획 수립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
자살예방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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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살예방사업은 인프라,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정책 추진으로 크게 3개 분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제도･인프라 구축면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검토하여 지역사
회로부터 자살고위험군들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를 받음으로써 자살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역시 자살에 대한 충분한 수용력과 대처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탄력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지역적 특성, 자살위험군의 특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실태 등을 고려
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자살고위험군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국가의 지원이 가능한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지역주민 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자살예방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단위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경찰･소방
서 등 유관 기관 및 상담･복지시설과 연계해주는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정신건강 인프라(인력･예산)를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자살예방 유관기관에 자체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자살예방 단체에 대한 콘텐츠･예산 지원, 사업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민간 자살예방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낮은 농어촌의 경우에는 인근 도시지역
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이들이 정기적으로 해당 농어촌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자살고위험군 관리강화
노인의 경우 자살위험자들이 먼저 기관을 찾는 경우가 타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따
라서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살위험자를 사전에 미리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보건간호사, 보건진료소장, 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노인 관련 종사자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취약계층 노인, 치매 환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우울증 스크리닝을 실시
하여, 우울증 발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위험조기발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우울증 진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퇴원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의무화를 통해 입･퇴원
시스템과 연계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알코올 중독, 조현병, 우울증 등 자살
사망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보다 집중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용 자살예방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제공함으로 노인 및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개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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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살시도 감소를 유도하고자 자살수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최근 경기도가 착화탄제조업체, 슈퍼마켓협동조합 등과 판
매개선 협약을 체결한 사례를 보듯이 대형마트 등의 자살위험 수단 판매업소에 대한 자살예방
및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맹독성 농약에 대한 생산･유통･금지를 실시한 결과 농약사용 자살이 2011년 2,580명
에서 2014년 1,072명으로 3년간 58.4%로 감소하였다. 농가에서 보관중인 맹독성 농약에 대한
보상을 통한 수거사업을 실시하는 등 맹독성 농약의 불법 유통 보관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농
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확대하고 농약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자살사망사고가 많은 교량, 시설 등을 파악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펜스 및
아파트 옥상에 출입제한 시설, 자살예방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20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시도자 44%가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다고 조사되
었다. 주류 판매시간, 전시방식 등에 대한 제한 및 주류용기에 자살예방상담전화 표시등 규제를
강화하고, 자살시도자,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시 알코올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자살시도자는 재시도의 위험노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위기상담 혹은 출동 이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가 필요하고, 경찰, 소방 및 지역사회에서 발견한 자살시도자는 위기대
응 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등록･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사례관리자
배치 및 사후관리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후관리체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각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자살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으로 자살시도
자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정책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 농촌 및 도시
형으로 구분된 사업형태를 취하되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가
핵심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형 노인자살예방시범사업의 경우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게이트키퍼 교육, 독거노인 짝꿍 만들기 등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 회복 및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마을 공동체성 회복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2015년에 보
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농촌형의 경우 강원 양구군, 대구 달성군, 전남 장성군, 경기 가평군 등
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형 노인자살예방시범사업의 경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
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 노인자살예방 연계체계 구축, 고위험지역 노인 우울선별검사 및 관리
등 경기 광주시, 수원시, 안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와 같이 면적이 넓고 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여건에서는 심리적 부검제 도입을
통한 표적관리 방안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4｜ 강원논총 2015년 제6권 제2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와 시군, 도 관계기관(병원, 경찰서 등) 협력관계 강화,
기관 간 명확한 역할과 기능 명시가 필요하다. 심리적 부검제도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등 표적관리,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역할배분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자살 혹은 우울증 환자 등 표적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 등 DB 구축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
찰서의 자살시도 관련 기록, 병원 우울증 치료자에 대한 기록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세부관리 계획이 없어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잘 보완되어야 한다.
2)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강원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단독가구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질병 등도 심각하고 그 결과 노인
층의 우울증과 자살사망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우리나라 노인의 노년기 삶의 질이 만족
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병과 빈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인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서적 외로움과 고독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에게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
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가족과 같은 가족공동체의 역할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1) 노인 여가･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홍보와 지원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대화상대가 없기 때문으로 사회적 고립
감을 해소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혼자 하는 수동적인 여가보다는 집밖
에서 다수가 함께하는 사회적 여가활동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부부간 올바른 대화법과 부부문제의 해결법,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여가프로그램과 문화 활동 참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2)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지원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
에 대한 관심을 유도･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해외사례를 보면, 일찍이 고령사회가 된 스웨덴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령자 자신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고령자를 파견하여 학급의 도우미로 활용하는 ‘학급 할아버지(Classroom
Grandfather)’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학생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따
돌림이나 교내 폭력 등의 일을 돌봄으로써 학급 분위기를 안정되게 하고, 다문화학생 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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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들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 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4년 3,497명으로 2년 사이에 374명(-9.7%) 줄었지
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경제적 불안정, 외로움과 소외감, 사회관계의 축소 등 주로
개인적 요인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 자살은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역별 자살률의 편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강원도 고령인구 비율은 이미 16.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
전북, 경북에 이어 4번째로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노인자살률(10만 명당)은 2014년 75.3명으로
전국에서 2위로 나타났으며, 국내 노인 자살률 55.5명에 비해 19.8명이 더 많다.
이와 같은 높은 자살률은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을 낮추고, 지역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를 하락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자살을 단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하여,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 및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회적 인프
라를 조성하는 것이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된 국가 및 민간자살예방정책 주요성과와 한계를 심층 분석하면서
강원도 실정에 적합한 노인자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노인자살예방정책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자살문제를 사회가 보호의 차원으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근거하여 무엇보다 자살예방 사업에 민간 및 공공의 참여
확대 및 생명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영역과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하여 통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관련 현황분석, 자살예방 정책평가 및 지원, 대상별 맞춤형 자살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노인자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노인자살률을 저하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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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학, 지역사회 정신보건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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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남녀의 종교별 삶의 인식유형 : 강원도 S시 거주자 대상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년 남녀의 삶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종교별 삶의 인식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강원도 S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0세까지의 중년 남녀
40명이었으며 그 중 기독교인 15명, 불교인 10명, 무종교인 15명이었다. 기독교관의 삶의 유형은 2가지
유형으로 ʻ신앙과 현실의 일치 만족형ʼ과 ʻ신앙과 현실의 괴리형ʼ이었으며, 불교관의 삶의 유형은 ʻ재력 우선
관계 중심형ʼ, ʻ재력 우선 자기중심형ʼ으로 나타났으며, 무종교관의 삶의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ʻ재력 우선
가족중심형ʼ, ʻ자신만만형ʼ, ʻ자포자기형ʼ 그리고 ʻ우유부단형ʼ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독
교관을 가진 중년 남녀의 삶의 유형에서는 종교적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었으며 종교적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관이나 무종교관을 가진 중년 남녀의 경우 재력 의존도와 자신에 대한 신뢰가
기본 속성으로 나타났으며, 무종교관의 유형에서는 삶의 결정권에 대해 성공적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삶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삶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년 남녀의 종교에 따른 삶의 인식 유형을 파악함으로 종교성에 따른 성공적인 중년의 발달
과업 성취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성공적인 노후의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핵심어 : 중년, 종교, 삶, Q 방법론

A Study on the Perception Types of Life of Middle-aged Men and
Women for Each Religion : The Case of S City of Gangwon-d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 the recognition of middle-aged men and women on
life and identify the recog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life for each religion by applying Q
methodolog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 middle-aged men and women aged from 40 to
60 who resided in S city of Gangwon-do including 15 Christians, 10 Buddhists and 15 people
without religion.
There were 2 types of life in the idea of Christianity including the consonance and satisfaction
type between religious belief and reality and the divergence type between religious belief and reality
and the type of life in the idea of Buddhism included the type of wealth first and
relationship-centered and the type of wealth first and self-centered. There were 4 types of life in
the idea of no religion including the type of wealth first and family-centered, self-confidence type,
desperation type and indecision typ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type of life of
middle-aged men and women with the idea of Christianity reflected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best
and had the highest religious reliance. In case of middle-aged men and women with the idea of
Buddhism or the idea of no religion, the reliance on wealth and faith in himself/herself were shown
as basic properties, and in the type with the idea of no religion, positive recognition was shown
on the life if successful execution of right to decide life was possible, but if not, a significantly
negative recognition was shown on the life.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stablish preliminary data for achieving the developmental
tasks of middle-aged people successfully according to the religi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preparing successful golden years.
keyword : Middle-aged, Religion, Life, Q-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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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현대인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대신 비인간화,
인간소외, 인간성 상실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공허감, 고독감, 좌절감을 느끼게도 하였다.
Frankl(1969)은 고독, 절망감, 좌절감은 세계 도처에 편재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태를
실존적 공허상태라고 하였다. 현대의 궁극적인 질병은 삶 자체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는 것이며, 이는 삶의 가치상실로 인한 무의미와 무가치라 할 수 있다(Maslow, 1970).
인생의 주기에서 중년기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
는 시기로 독자적인 자아실현을 통해 성취감을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시
기이면서 중년기의 특성에 따른 심리학적 위기 및 행동･사회적 차원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Levinson, 2003). 인생의 전환기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중년기에 해당하
는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의문으로 인해 오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Conway, 1996).
May(1979)는 인생의 위기에서 참된 인격적 건강을 얻고자 한다면 단편적일지라도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한 신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목적이 없으면 삶의 의미도 있을 수 없고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결국 살아갈 수 없다. 인격적 건강에 필요한 조건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물론 전체적인 인생과정의 목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전체적인 인생과정의 목적에 대한 신념이며 의미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존재에 직면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태도로서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도덕적 질서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인격적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안과 삶의 의미발견과 신경증과의 관련성에 대해 Frankl(1969)의 의미요
법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불안을 극복하며 치료방법에 있어 종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며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최후의 해결방법은 삶의 의미에 있어 종교적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연구들은 종교가 중년기의 위기감과 스트레스, 불안을 낮추는 데 유의미하다고 한다(남
영호, 2007). 참된 종교는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을 함으로써 인격상의 건강을 유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선행된 연구에 의하면 종교를 가진 중년이 그렇지 않은 중년에 비해
불안 및 위기감이 낮았으며, 종교와 삶에서의 실행의 적절한 조화는 삶의 의미의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불일치는 삶의 목적의 결핍을 나타내어 삶에서의 종교적 통합은 삶에 긍정적 강화를
제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Maslow, 1970; Soderstrom & Wright, 1977; 신경일 외, 2000;
이진우, 2003; 황옥자, 1994). 각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종교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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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불교보다는 기독교, 천주교가 긍정적 삶의 의미 인식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며, 기독교
나 불교에 비해 천주교나 무교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삶의 의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신경일 외, 2000).
삶의 의미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개인과 상황에 따라 독특하며(Frankl, 1969) 각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 목적, 방법에 따라 정의나 개념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신경일 외, 2000).
이에 본 연구자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하며, 인간의 주관성에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주관적 구조를 표현하는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년 남녀의
종교와 관련하여 삶에 대한 개별성을 파악하여 중년 남녀의 간호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S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년 남녀의 종교별 삶의
인식유형에 대한 주관적 구조를 파악하여 성공적인 중년의 발달과업 성취와 삶의 질 향상, 그
리고 종교별 성공적인 노후의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삼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년 남녀의 종교와 관련된 삶의 인식을 유형화한다.
2) 각 종교 간의 삶의 인식유형별 특성을 비교･기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중년에 대한 연구는 스위스 분석 심리학자 Jung이 발표한 성인발달 심리학 연구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중년기를 포함한 성인의 발달단계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40세
전후를 인생의 근원적 변동이 시작되는 인생의 정오(noon of life) 시기로 보았다. 직업적으로
성공하여 남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인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인생의 허탈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을 보며 융은 중년의 사회적 성공은 자아의 다른 면이 억압된 결과
로 얻어진 것이므로 중년기에 억압된 어떤 것이 분출되어 나온다고 보았다. 중년기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 범위를 규정하는 폭이 35세에서 65세까지 매우 다양하며, Duvall의
가족주기 중 제7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Erikson(1968)은 인간의 발달단계 중 중년기를 35세에서 60세로 구분하였고, Levinson(2003)은
인생의 계절론을 제시하면서, 35세에서 40세를 중년기로 들어가는 과도기로, 40세에서 60세까
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고 각 중년기는 중년에로의 전환기, 진입기, 과도기, 절정기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김혜영 외, 1997; 박경민 외, 1999; 유은광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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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의 주기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결정에
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기이다(김명자, 1998). Mecoy에 의하면 중년기는 결혼과 직업을 통하여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하였다(김재은, 1985. 재인용). 중년은 성취감
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원숙기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배우자 및 자녀와의 인격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의
발달과업에 있는 시기이다(박경민 외, 1999). 개인적인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 생물학적 노
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갖는 시기
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 직업생활에서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경
제적 지위 등에 있어 절정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
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인식하는 시기이다(김명자, 1998).
중년여성은 자녀들의 독립으로 육체적･시간적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지만, 가족체제와 역할의
변화로 부부생활의 재적응기를 맞게 되며, 이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김재은, 1985) 또한
중년남성의 활발한 사회적 역할수행과는 달리 주부역할의 비구조성과 비전문성, 자녀독립 이후
에 겪는 허탈감과 무력감 등으로 인해 자아정체감이 낮아질 수 있다(Conway, 1996). 한편 신
체적으로는 폐경과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폐경을 생식능력의 종결과 성적 매력의 감소 혹은
성생활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여성이 되었다는 징후로 인식하면서 노화되어 감에 대해 스트
레스를 받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성인기와 중년기를 통한 반복활동에 지치고
흥미를 잃어 신경증적인 행동을 보이기 쉽다(홍지연, 2007).
중년남성은 한 가정의 경제주체이며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임을 지고 국가의 중추적
인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중요한 위치에 있다(박경민 외, 1999). 우리나라 중년남성의
대부분은 결혼 후 일생을 일과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삶의 의미를 자신에게 두기보다는 가족의
건강, 화목, 자녀의 성공 등에 두는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에 회의를 갖게 되고 추구해 오던 삶의 의미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Levinson, 2003).
남성의 갱년기란 40세에서 55세 사이의 남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
신 및 심리적 상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상태를 총칭한다.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의 갱년기와 다르게 폐경과 같은 명확한 징후가 없고, 남성호르몬의 감소가 서서히 진행
되기 때문에 매우 은밀한 과정을 거치며, 여성에 비해 사회활동의 비중이 높아 다양한 사회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통념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였다(이영주, 2003).

2. 종교와 삶
1) 기독교관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제시한 Pascal은 인간성의 분석에서 인간을 불안과 비참과 공허한
존재라고 표현하였으며, 인간 앞에 놓여 있는 비참한 현실상황을 느끼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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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인간은 진리를 원하지만 불확실을 보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비참과 죽음을 발견한다. 이것이 인간의 숨김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Pascal은 신앙 없이는 행복
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복음이야말로 인간존재의 비참함과 위대함의 양극을 조화시키고
오만과 태만에서 인간을 구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였다(김명윤, 1982). 참다운 종교는 인
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개발시키도록 힘을 부여해 주거나, 인간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자신의 윤리적 통찰을 할 수 있게 하고 자유 및 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진원, 1995).
Frankl(1969)은 인간의 불안정한 실존적 좌절상태에 비추어 의미요법(Logotherapy)으로 알
려진 인간고유의 영적인 특성과 초월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기초로서 성숙한 영적수행에 강조를 둔다. Maslow(1970)는 종교인이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인간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종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
각된 삶의 의미와 구체적인 가치선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쾌락, 여흥 및 안정에 관련된
가치들은 낮은 삶의 의미수준과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쾌락주의는 실존적 공허감을 조장한다는
Frankl의 주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동시에 구원과 같은 종교적 가치들은 높은 삶의 의미수준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순수하고 내적인 종교지향은 지각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2) 불교관
기원전 6세기 경 보리수 아래에서 해탈의 깨달음을 얻은 석가는 연기(緣起)를 인생과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법(理法)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연기설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근간
이 되는 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연기의 의미를 아는 것은 결국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을 연(緣)하여 일어나는(起) 것’이라는 의미로 모든 사물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을 연하여 성립한다고 하는 말이다. 즉 우주만물은 단독의 힘으로 생기발전
(生起發展)할 수 없고 반드시 인(因)과 연(緣)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이진우, 2003).
연기의 진리를 실천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四聖諦)이다.
이는 석가가 처음으로 설법한 가르침의 내용으로 인간에 있어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길을 밝히고 있는 불교의 실천론이다. 사성은 인간에게 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르쳐 주며 연기의 교설을 인간의 삶 속에서의 실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네 가지의 성스러움
이라는 뜻으로, 고성제(苦聖諦), 집성제(集聖諦), 멸성제(滅聖諦), 도성제(道聖諦)가 바로 그것이
다. 고성제는 인간의 현상적 삶은 고통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덟 가지 고통, 즉 인생팔고
(人生八苦)를 들고 있다.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규명한 것으로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으
로 인하여 모든 것에 탐욕을 내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인간의 존재와 삶이 고통인 것은 끊임없
는 인간의 애욕(愛慾)때문이라 하였다. 멸성제는 괴로움이 멸한 상태, 즉 무명(無名)과 애욕이
멸한 상태에 관한 진리로 이러한 상태를 열반(nirvana)이라 부른다. 도성제는 고통의 종식인 열
반으로 가는 길, 팔정도(八正道)에 관한 설법이다(황옥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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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서로 관계맺음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즉 일체가 무수한 조건들에 의해 상호 의존하여 성립하므로 상
호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비이고 그래서 불살생(不殺生)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세계의 모든 생명체
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불교적 입장은 오늘날 황폐해져 가는 인간존
재에 대한 참된 의미와 모든 생명에 대한 가치를 돌아보게 하며 우주일체생명이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김진원, 1995). 삶과 현실의 위기를 깨닫고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서
의 철학적 논리가 인간의 내면적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삶의 철학적
문제 인식을 가장 절실히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Nietzsche에 의하면 불교는 삶과 세계의
허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현실의 모든 고통과 문제로부터 회피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불교는 허무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모든 욕망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열반을 제시
한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열반이라고 불리는 저 동양적 허무로부터 은둔”함으로써 무의미한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진우, 2003).
3) 무종교관
무종교는 일반적으로 ‘교단종교 아님’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인 무신론(無神論)과는 완전히 다른,
그저 교단종교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즉 무종교는 무신론과 같은
종교의 부정이 아니고 ‘(종교)무관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종교인은 종교인과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크게 나타나 삶의 결정 방식
에서 자기 주도적이나 불안의 인식 정도에 있어서는 종교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원,
1995).
일반적인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실
천적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으나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부정한다. 둘째, 이
론적 무신론자는 자신의 판단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셋째, 극단적인 무신론은 모든 정신적
이고 초감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물질주의(Materialism)와 실증주의(Positivism)이다. 넷째, 범
신론(Pantheism)은 세계를 초월하는 인격적 신을 믿지 않는다. 경험적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것(예 : 도덕법, 아름다움의 이상 등)을 인정함으로써 신에 대한 신앙의 싹을 지
니고 있다.
다신론(Polytheism)이나 이신론(Deism)은 무신론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론적 무신론자를
분류하며 이론적으로 부정적인 무신론자와 이론적으로 긍정적인 무신론자로 나눌 수 있다. 전
자는 신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경우이고, 후자는 신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의심
하는 경우이거나 신에 관한 명확한 진술은 경험에 국한된 인간의 인식을 넘어선다거나(불가지
론의 경우) 혹은 주관적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요청적인 무신론자(Nietzsche,
Nicolai Hartmann)는 신에 의해 인간적인 가치 혹은 윤리적 가치가 위험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박종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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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표집 방법
1) Q 모집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녀의 종교별 삶의 의미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삶의 의미에 관한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중년 남녀 22명을 대상으로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인가? 삶에서 중요하
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자신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총 167개의 모집단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은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이르러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
지 않을 때까지 진행되었다.

2) Q-표본의 구성
수집된 진술문 167개의 Q-모집단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배제하였고,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같은 진술문 속에 포함된 것은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진술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7명, 간호학 전공 대학생(4학년)
5명,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4학년) 5명, 일반인(중년층) 11명, 노인 5명 등 총 33명에게 배부하
여 추출된 진술문의 중복 검토 및 정리 후 Q-방법론의 연구 경험자(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구하고 최종 34개의 Q-표본 진술문을 선정하여 채택하였다.

3) P 표본의 선정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에서 강원도 S시에 거주하는 중년 남녀 중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대상자로 P-표본을 구성하기 위하여 문자 해독이 가능하
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년남자 22명, 중년여자 18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1개월 간 조사하였다.

4) Q 분류과정과 방법
Q-분류과정을 위해서는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가 필요하며 <표 1> P-표본의 각 대상
자는 연구자의 설명에 따라 분류하게 하였다. 선정된 진술문은 라벨카드로 만들고, 각 카드에는
1번부터 34번까지 번호를 주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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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절차는 준비된 각각의 진술문 카드를 긍정(+), 중립(0), 부정(-)의 세 부분으로 먼저 분
류한 다음 긍정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찬성하는 것부터 분류하고, 부정하는 항목 중 가장 반대
하는 것부터 분류하게 하여 점진적으로 중앙으로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 진술문 카드를 배열하
도록 한 후 가장 찬성하는 것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이유를 응답자가 서술하도록
한 후 기록하였다. Q-분류가 끝난 직후 P-표본과의 면담을 통해 일반적 특성과 삶의 의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P-표본으로부터 표집된 40명에 대한 자료가 코딩되었는데 그 방법은 배열 카드에 기록된 진
술항목의 번호를 1점에서 9점까지 점수화하여 1점(-4), 2점(-3), 3점(-2), 4점(-1), 5점(0), 6점
(+1), 7점(+2), 8점(+3), 9점(+4)으로 점수가 부여되었다. 자료 분석은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였다.

● 표 1 ● Q-표본의 분포도(Q-samp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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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기독교관의 삶의 유형
중년 남녀 15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Q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가지 유형으로 나타
났다. 이 유형의 전체 변량은 51.5%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 38.5%,
제2유형은 13.0% 였다<표 3>.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60.1%였으며<표 4> 기독교관을 갖은 중년 남녀의 삶의 인식유형별 분
포는 제1유형 9명, 제2유형 6명이었으며, 이들 각 유형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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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각 종교별 중년 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유형

순
위

연구
대상자

인자
가중치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경제
상태

결혼
연수

자녀
수

가족
형태

Ⅰ

1

15

2.1018

59

대졸

전문직

중

30

2

대

(9명)

2

7

1.4120

44

대졸

사무직

중

17

1

대

3

11

1.2587

49

대졸

사무직

중

15

1

핵

4

13

1.2547

50

대졸

사무직

중

14

2

핵

5

4

1.1579

44

전문대졸

자영업

중

15

2

핵

6

12

1.0580

41

대졸

무직

중

14

2

핵

7

3

.9933

60

중졸

노무/기능직

하

39

3

부부

8

2

.5519

59

국졸 이하

무직

하

38

3

부부

기
독
교
관

9

6

.4824

41

대학원졸

전문직

중

17

1

대

Ⅱ
(6명)

1
2
3
4
5
6

8
9
1
5
10
14

2.0429
.9158
.7061
.6530
.4890
.2184

51
54
40
43
47
55

고졸
고졸
고졸
고졸
고졸
대졸

사무직
퇴직
무직
사무직
무직
전문직

하
하
중
중
중
중

30
29
14
19
15
30

2
2
3
4
1
2

핵
핵
핵
핵
핵
대

Ⅰ

1

2

1.8210

50

대졸

자영업

중

22

2

핵

(8명)

2

4

1.7273

58

고졸

노무/기능직

중

13

2

핵

3

3

1.4640

57

고졸

노무/기능직

중

13

2

핵

4

5

1.4257

44

고졸

자영업

중

16

2

핵

5

9

1.3929

40

대졸

전문직

중

14

2

핵

6

10

1.2008

42

고졸

사무직

중

14

3

핵

7

6

.7670

43

대졸

경영인

중

16

2

핵

8

1

.3700

49

고졸

무직

중

21

2

핵

1

8

1.0778

59

고졸

노무/기능직

하

30

2

핵

불
교
관

Ⅱ
(2명)

2

7

.4948

58

중졸

노무/기능직

하

30

2

핵

Ⅰ

1

5

3.2551

42

고졸

노무/기능직

중

12

3

핵

10명

2

2

2.0302

42

전문대졸

무직

중

13

2

핵

3

14

1.8422

44

대졸

사무직

중

15

2

핵

4

4

1.8211

47

대졸

사무직

중

19

4

핵

5

10

1.7924

57

대졸

사무직

중

29

2

핵

6

11

1.0849

56

대학원졸

전문직

중

29

2

핵

7

7

.8937

44

고졸

사무직

하

15

2

대

8

13

.8694

40

전문대졸

무직

중

13

2

핵

9

9

.7791

54

대학원졸

전문직

상

23

2

핵
부부

무
종
교
관

10

3

.6520

54

고졸

농업

중

23

2

Ⅱ

1

12

1.0176

41

전문대졸

자영업

중

13

2

핵

Ⅲ

1

6

.8186

41

고졸

무직

하

16

2

대

(3명)
Ⅳ

2

15

.7692

43

대졸

사무직

하

12

3

핵

3

8

.7560

53

대학원졸

전문직

상

23

2

핵

1

1

1.6077

42

전문대졸

무

중

13

2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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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각 종교별 중년 남녀의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의 백분율

기독교관

제Ⅰ유형

제Ⅱ유형

Eigen value

5.7825

1.9425

변량의 %

.3855

.1295

누적 빈도

불교관

무종교관

.3855

.5150

제Ⅰ유형

제Ⅱ유형

Eigen value

3.7874

1.2440

변량의 %

.3787

.1244

누적 빈도

.3787

.5031

제Ⅰ유형

제Ⅱ유형

제Ⅲ유형

5.7326

1.4162

1.0070

변량의 %

.3822

.0944

.0671

누적 빈도

.3822

.4766

.5437

Eigen value

● 표 4 ● 각 종교별 중년 남녀의 유형간 상관관계
제Ⅰ유형
기독교관

불교관

무종교관

제Ⅱ유형

유형 1

1.0000

.6012

유형 2

.6012

1.0000

제Ⅰ유형

제Ⅱ유형

유형 1

1.0000

.7528

유형 2

.7528

1.0000

제Ⅰ유형

제Ⅱ유형

제Ⅲ유형

제Ⅳ유형

유형 1

1.0000

.676

.058

.205

유형 2

.676

1.000

-.035

-.263

유형 3

.058

-.035

1.000

.115

유형 4

.205

-.263

.115

1.000

1) 제 1유형 : 신앙과 현실의 일치 만족형
제 1유형의 인식유형을 살펴보면 종교적 의존도가 높으면서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긍정
적 사고로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다. 15명의 응답자 중 9명이 제 1유형에 속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인식 구조를 고려하여 제 1유형을 “신앙과 현실의 일치 만족형”으로 명명하였다.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표준 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은 전체 34개 중 11개 항목이었
다.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이 내겐 가장 소중하다(Z=1.82)’, ‘가족
으로부터 어떠한 일이든지 진심어린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Z=1.57)’, ‘종교 생활(신앙이나
절대자)에 의지하며 위로 받는다(Z=1.53)’, ‘남을 위해 사는 일(봉사 등)은 보람 있고 나를 기쁘
게 한다(Z=1.45)’,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
(Z=1.33)’,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Z=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만족한 삶의 인식유형을 나타내며,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절대자에게 맞추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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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적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원만한 가족 관계와 타인에 대한 봉사 및 적극적 사회생활로
매우 긍정적인 삶의 인식유형을 나타내었다.
반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지금까지 살아 온 내 인생은 실패인 것 같아 이혼을 생각
하게 된다(Z=-2.06)’, ‘가족을 위해 내 삶을 모두 바친 것이 후회된다(Z=-1.79)’, ‘주변의 성공
한 사람들을 보면 난 실패자 같다(Z=-1.69)’,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한다(Z=-1.16)’,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든다(Z=-1.0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응답자 15번은 인자 가중치 2.1018로 59세 대졸 학력의 남성이며,
목사로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 상태는 ‘중’, 결혼 30년차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종교 생활에 의지하며 위로 받는다’, ‘남을 위해 사는 일(봉사 등)은 보
람 있고 나를 기쁘게 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이 내겐 가장 소중하다’ 였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신앙은 내 삶의 첫 번째이고 내 가족은 부모, 친지를 비롯해 모두 나에게 지원을 한다. 직업
이 목사이다 보니 많은 사람과 접하고 또 많이 돕게 되고……늘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2) 제 2유형 : 신앙과 현실의 괴리형
제 2유형의 인식유형을 살펴보면 종교에 의지하며 긍정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나 현실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현실에서의 도피를 원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인식유형으로 15명
의 응답자 중 6명이 제 2유형에 속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인식구조를 고려하여 제 2유형을 “신
앙과 현실의 괴리형”으로 명명하였다.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표준 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은 전체 34개 중 11개 항목이었
다.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새
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Z=2.17)’,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한다(Z=1.87)’, ‘배우자를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Z=1.64)’,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
하려고 한다(Z=1.18)', ‘종교생활(신앙이나 절대자)에 의지하며 위로 받는다(Z=1.09)’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삶을 반영하고 있으며,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절
대자에게 맞추어 심리적, 정서적 평안을 누리고자 하지만 지치고 힘든 현실로 인해 새로운 인
생을 희망하고 있었다. 현실의 어려움이 배우자에 대한 측은함으로 연결되어 부부관계는 원만
하였다(<표 6>).
반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기 계발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
한다(Z=-2.03)’,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한다(Z=-1.82)’,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든다(Z=-1.37)’, ‘젊음이 부럽다(Z=-1.10)’, ‘지금까지 살아 온 내 인생은 실패인 것 같아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Z=-1.07)’, ‘취미생활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Z=-1.0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응답자 8번은 인자 가중치 2.0429로 51세 고졸 학력의 여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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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자로 5년째 남편의 지병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상
태는 ‘하’, 결혼 30년차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자식은 나
처럼 살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가장 소중한 배우자가 죽고 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주변의 성
공한 사람들을 보면 난 실패자 같다’, ‘배우자를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였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네, 아픈 남편도 불쌍하고 애들도 아
빠 때문에 고생이고 힘들어. 어딘가 들어갈 데가 있으면 쏙 들어가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숨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견뎠을 거야. 비록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지만
서로 의지하고 얼굴 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지. 그냥 아무 생각 않고 지금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래”

2. 불교관의 삶의 유형
중년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Q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가지 유형으로 나타
났다. 이 유형의 전체 변량은 50.3%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 37.9%,
제2유형은 12.4%였다(<표 3>).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75.3%였으며(<표 4>) 불교 중년 남녀의 삶의 의미 인식유형별 분포는
제1유형 8명, 제2유형 2명이었으며, 이들 각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2>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다른 종교의 중년 남녀와는 달리 불교 중년 남녀의 두 유형 모두에서 삶의 의미에 경제력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1) 제 1유형 : 재력 우선 관계 중심형
제 1유형의 인식유형을 살펴보면 노후의 경제력 필요에 큰 비중을 두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소중함, 현실에서 만족하는 인식유형으로 10명의 응답자 중 8명이 제 1유형에 속하였으
며, 아래와 같은 인식 구조를 고려하여 제 1유형을 “재력 우선 관계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표준 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은 전체 34개 중 13개 항목이
었다.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노후를 위해 경제력은 꼭 필요하다(Z=2.07)’, ‘매사에 긍정적
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Z=1.40)’,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이
내겐 가장 소중하다(Z=1.13)’,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
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Z=1.06)',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산다(Z=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현재를 중시하며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중요시하며 가족 관계도 매우 만족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가족을 위해 내 삶을 모두 바친 것이 후회된다(Z=-1.78)’,

42｜ 강원논총 2015년 제6권 제2호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든다(Z=-1.78)’, ‘지금까지 살아 온 내 인생은 실패인 것
같아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Z=-1.76)’, ‘죽음 또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Z=-1.76)’,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다(Z=-1.58)’,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난 실패자 같다
(Z=-1.32)’, ‘종교 생활에 의지하며 위로 받는다(Z=-1.14)',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한
다(Z=-1.1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응답자 2번은 인자 가중치 1.8210으로 50세 대졸 학력의 여성이며,
자영업 종사자로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 상태는 ‘중’, 결혼 22년차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
별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 ‘노후를 위해 경제력은 꼭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산다’, ‘매
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을
아직도 생각하며 기회만 된다면 이루어 보고 싶다’ 였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는 남편이 너무 고맙다. 또 우리 가족 주변에서 늘 도와주는
선배가 가까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는다. 경제력은 기본이고 더구나 늙어서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나,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난 행복하고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
2) 제 2유형 : 재력 우선 자기 중심형
제 2유형의 인식유형을 살펴보면 제 1유형과 동일하게 노후의 경제력 필요에 큰 비중을 두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만족을 중요시하는 인식유형으로 10명의 응답자 중 2
명이 제 2유형에 속하였으며, 2명 모두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상태는 ‘하’였으며 노무/기능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아래와 같은 인식 구조를 고려하여 제 2유형을 “재력 우선 자기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표준 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은 전체 34개 중 10개 항목이었
다.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노후를 위해 경제력은 꼭 필요하다(Z=1.98)’,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든다(Z=1.63)’,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한다(Z=1.60)’, ‘취미 생활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Z=1.26)’,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을 아직도 생각하며 기회만 된다면 이루
어 보고 싶다(Z=1.23)’,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이 생길까봐 두려움이 생긴다(Z=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제력과 자신의 삶을 중시하며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시
하지 않으며 종교가 불교라고 하였으나 신앙이나 절대자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낮으며, 가족으
로부터의 지지도가 낮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Z=-2.20)’, ‘종교 생활에 의지하며 위로 받는다(Z=-2.01)’, ‘가장 소중한 배우자가 죽고 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Z=-1.98)’,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일이든지 진심어린 도움과 지지
를 받고 있다(Z=-1.7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응답자 8번은 인자 가중치 1.0778로 59세 고졸 학력의 남성이며,
결혼 30년차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가족들 사이에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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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이가 된 느낌이 든다’, ‘취미 생활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 ‘노후를 위해 경제력은 꼭 필요
하다’,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을 아직도 생각하며 기회만 된다면 이루어 보고 싶다’, ‘자식은 나
처럼 살지 않았으면 한다’ 였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혼 후 10년 만에 재결합했는데 애들 엄마는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쳐요. 애들만 위하지 난
안중에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내겐 음악 방송이 있으니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래도 혼자
살 때보다는 나으니까……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 더 늙어 구박을 안 받을 텐데, 애들 엄마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아놓은 것 같아요. 허허”

3. 무종교관의 삶의 유형
중년 남녀 15명을 대상으로 삶의 인식에 대한 Q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3가지 유형으로 나타
났다. 이 유형의 전체 변량은 54.4%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 38.2%,
제2유형은 9.5%, 제3유형은 6.7%였으며, 제2유형의 부정적 항목이 추출되어 제4유형으로 분류
되었다(<표 3>).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제1유형과 제2유형에서 67.6%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표
4>). 무교 중년 남녀의 삶의 의미 인식유형별 분포는 제1유형 10명, 제2유형 1명, 제3유형 3명,
제4유형 1명이었으며, 이들 각 유형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1) 제 1유형 : 재력 우선 가족 중심형
제 1유형의 인식유형을 살펴보면 불교 중년 남녀의 제 1유형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데, 경제력을 매우 중요시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나 이 유형에 속한
이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외부 활동보다는 가족들과의 관
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으로 15명의 응답자 중
10명이 제 1유형에 속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인식 구조를 고려하여 제 1유형을 “재력 우선 가
족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표준 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은 전체 34개 중 13개 항목이었
다.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내겐 가장 소중하다(Z=2.07)’, ‘노후를
위해 경제력은 꼭 필요하다(Z=1.55)’,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
는 특별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Z=1.36)’,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Z=1.27)’,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Z=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불교 중년 남녀의 제 1유형과 유사하게 현재를 중시하며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중요시하며 가족 관계도 매우 만족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가족을 위해 내 삶을 모두 바친 것이 후회된다(Z=-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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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아 온 내 인생은 실패인 것 같아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Z=-1.66)’, ‘죽음 또는 죽
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Z=-1.50)’,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난 실패자 같다
(Z=-1.40)’,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 졌다(Z=-1.39)’,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든
다(Z=-1.36)’, ‘갱년기의 심리 정서적 변화를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는다(Z=-1.24)’, ‘종교 생활
에 의지하며 위로받는다(Z=-1.1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응답자 5번은 인자 가중치 3.2551로 42세 고졸 학력의 여성이며,
노무/기능직 종사자로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 상태는 ‘중’, 결혼 12년차로 3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노후를 위해 경제력은 꼭 필요하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이 내겐 가장 소중하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
람이 주위에 있다’, ‘내 부모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바깥 생활보다 집에서의
시간이 더 좋다’였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경제력은 모든 생활에서 기본이라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많은 것을
주는 존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힘이 되고 든든하다.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은 아닐지
라도 주변에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
2) 제 2유형 : 자신만만형
제 2유형의 인식유형을 살펴보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현실에서
의 만족과 긍정적 사고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현실에 충실하고, 현재나 미래의 삶에 대해 두려
움 없이 헤쳐 나가고자 하는 유형으로 15명의 응답자 중 1명이 속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인식
구조를 고려하여 제 2유형을 “자신만만형”으로 명명하였다.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표준 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은 전체 34개 중 10개 항목이었
다.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내겐 가장 소중하다(Z=1.84)’,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Z=1.84)’, ‘가장 소중한 배우자
가 죽고 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Z=1.38)’,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일이든지 진심어린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Z=1.38)’, ‘취미 생활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Z=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현재에 충실하며 가족 특히 배우자에 대한 의존정도가 있는 유형으로 만
족스러운 삶을 위해 자신에게 투자도 하며 취미생활도 즐기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든다(Z=-1.84)’, ‘치
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이 생길까봐 두려움이 생긴다(Z=-1.84)’, ‘배우자를 보면 측은하다
는 생각이 든다(Z=-1.38)’, ‘때론 가족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벗어나 혼자이고 싶다(Z=-1.38)’,
‘갱년기의 심리 정서적 변화를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는다(Z=-1.3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응답자 12번은 인자 가중치 1.0176으로 41세 전문대졸 학력의 남성이며, 자영업
종사자로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 상태는 ‘중’, 결혼 13년차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대상자는
젊은 나이에 이미 사업으로 성공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으며 그가 인
식하는 삶의 의미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내겐 가장 소중하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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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 ‘가장 소중한 배우자가 죽고 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일이든지 진심어린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취미 생
활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였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 마음먹은
대로 노력하고 자신의 꿈을 잃지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내 생
활에 매우 만족한다. 난 죽음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약
해서 그런 거다.”
3) 제 3유형 : 자포자기형
제 3유형의 인식유형을 살펴보면 현실에서의 일탈을 원하며 자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배우자가 이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며 삶의
불만족이 큰 유형으로 15명의 응답자 중 3명이 속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인식 구조를 고려하여
제 3유형을 “자포자기형”으로 명명하였다.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표준 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은 전체 34개 중 10개 항목이었
다.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새
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Z=2.03)’,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한다(Z=2.01)’,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산다(Z=1.56)’,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Z=1.35)’,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이 내겐 가장 소중하다(Z=1.10)’, ‘젊은 시절 가
졌던 꿈을 아직도 생각하며 기회만 된다면 이루어 보고 싶다(Z=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Z=-2.24)’, ‘조부
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한다(Z=-1.56)’, ‘가장 소중한 배우자가 죽고 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
움이 생긴다(Z=-1.12)’, ‘배우자를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Z=-1.0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응답자 6번은 인자 가중치 .8186으로 41세 고졸 학력의 여성이며,
전업주부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맏며느리로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 상태는 ‘하’, 결혼 16년
차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난 실패자 같다’,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한다’,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든다’, ‘취미 생활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 ‘지금까지 살아 온 내 인생은 실패인 것 같아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재미있게들 사는데 왜 나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면 그걸 핑계 삼아 이혼이라도 하자고 할 텐데……그냥 다 버리고 떠나고 싶어요.
사는 게 고달프고 재미도 없고……지금까지 살면서 뭐하고 살았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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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유형 : 우유부단형
제 4유형의 인식유형을 살펴보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 도피 성향도 보이나 배우자나
가족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 돌볼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 가중되어 현실 불만족이 더욱
심해지는 유형이다. 노후의 경제력이나 건강 등에 대한 염려가 많은 유형으로 15명의 응답자
중 1명이 속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인식구조를 고려하여 제 4유형을 “우유부단형”으로 명명하
였다.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표준 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은 전체 34개 중 9개 항목
이었다.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때론 가족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벗어나 혼자이고 싶다
(Z=1.84)’,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한다(Z=1.84)’, ‘배우자를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
다(Z=1.38)’,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이 생길까봐 두려움이 생긴다(Z=1.38)’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삶에도 가족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으나 포기할 수 없는 현실에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겪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취미생활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Z=-1.84)’, ‘종교 생활
에 의지하며 위로 받는다(Z=-1.84)’,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일이든지 진심어린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Z=-1.38)’,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을 아직도 생각하며 기회만 된다면 이루어보고 싶
다(Z=-1.38)’,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기 계발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Z=-1.3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응답자 1번은 인자 가중치 1.6077로 42세 전문대졸 학력의 여성이며, 전업 주부
로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 상태는 ‘중’, 결혼 13년차로 2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기 전 낳은 자녀와는 떨어져 살고 있으며 그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때론 가족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벗어나 혼자이고 싶다’,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한다’, ‘배우자를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이 생길까봐 두려움이 생긴다’였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친 것에 후회가 되지만 어쩌겠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 내가
희생해야죠. 그런데 난 가족에게 별로 위로를 받은 것 같진 않아요. 늙고 병든 시어머니도 불쌍
하고 돈 버느라 고생하는 남편도 불쌍하고……지금까지 살아 온 내 인생이 불쌍하고 새롭게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혼이라도 확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도 눈에 밟히고……또
혼자 살 자신도 없고…….”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남녀의 종교별 삶의 인식유형에 대한 주관적 구조를 파악하여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강
원도 S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년 남녀 40명을 종교별로 분류하여 기독교인
15명, 불교인 10명, 무종교인 15명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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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교별 삶의 유형 및 특성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5>).
● 표 5 ● 각 종교별 삶의 인식유형별 특성

기독교관

불교관

무종교관

유형별 명명

특성의 차이

종교별 공통 특성

신앙과 삶의 일치 만족형

신앙생활과 가족관계 모두 만족

신앙과 현실 괴리형

새로운 삶을 희망(현실 도피)

종교적 의존도
매우 강함

재력우선 관계중심형

가족 중심의 삶(특히 관계) 중시

재력우선 자기중심형

자기만족 우선의 삶 중시

재력우선 가족중심형

가족 중심의 삶(특히 건강) 중시

자신만만형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유지 중시

자포자기형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무조건적
자기희생

우유부단형

현실도피 원하나 측은지심으로 인내

경제력을
매우 중요시함

가족 관계 중시

공통 특성

가족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
경제력,
신앙 등의
만족

기독교관의 삶의 인식유형을 살펴보면 ‘신앙과 현실의 일치 만족형’은 개인의 종교관과 삶이
일치하며, 신앙적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가족과의 친밀도 또한 높은 유형으로 삶의 인식에 있어
긍정적 유형으로 현실 만족도가 높은 유형이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형’은 종교에 의지하며
개인의 종교관과 일치하는 긍정적 삶을 살고 싶으나 현실의 위기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여 현
실에서의 도피를 원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유형이었다. 두 유형 모두 강한 종교적
의존성을 나타내며, 신앙심을 기초로 한 삶과의 일치 혹은 괴리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관의 삶의 유형을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각 유형 모두에서 노후의 경제력을 중시하였으며,
종교적 특성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재력 우선 관계 중심형’은 노후의 경제력 필요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및 주변 사람들 간의 긍정적 관계 유지가 이루
어지며 현실의 삶에 만족하는 유형이었다. ‘재력 우선 자기 중심형’은 노후의 경제력 필요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하나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만족을 중요시하는 유형으로 가족 간의 부적절한
관계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무종교관의 삶의 유형은 총 4개의 유형으로, ‘재력 우선 가족 중심형’은 불교관의 삶의 제 1
유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외부 활동보다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자신 및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었다. ‘자신만만형’은 가족 및 타인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 긍정적 관계 유지가 잘 되고
있었으며 현실에서의 만족과 긍정적 사고로, 현재나 미래의 삶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고 현실에
충실한 유형이었다. ‘자포자기형’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며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현실의
삶에서 일탈을 원하지만 자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에 대한 큰
기대감에 반해 배우자가 이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여 삶의 불만족이 큰 유형이라 하겠다. ‘우유
부단형’은 현실의 삶, 배우자나 가족, 노후의 경제력 및 건강 등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유형
으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 도피 성향도 보이나 배우자나 가족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 돌볼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 가중되어 현실 불만족이 더욱 심해지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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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형 모두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삶의 결정권에 대해 성공적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삶의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삶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각 유형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은 가족 간의 성공적 관계
형성 및 신뢰, 경제력 등이 기본적으로 충족될 때 삶의 긍정적 인식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Ⅵ. 제 언
본 연구에서는 종교 집단을 기독교, 불교, 무종교의 세 종교에만 국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도
강원도 S시에 한정하였으며, 전체 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그 외 다른 종교로의 일반화
및 타 도시로의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별 중년 남녀의 삶의 유형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타 도시 및 다른 종교를 포함한 체계화된 P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종교의 유무 또는 종교의 종류에 따라 삶의 유형에 긍정적 혹은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함이 아니다. 다만 종교가 다른 중년 남녀가 삶의 인식을 어떻게
달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종교와 삶의 의미에 관한 진술문을
개발하여 종교간 삶의 인식유형에 대해 명확히 밝혀내며, 종교관에 따른 주관적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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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OC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수립 연구
: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강원도 내 대형 SOC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건설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론으로는 계층분석기법(AHP)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상위평가항목과 하위평가항목, 그리고 이 요소
들의 변화에 따른 대안기술의 순위 변화를 추적하였다. 연구결과, 상위평가항목의 우선순위로 1) 연쇄효과,
2) 기술요소, 3) 수요요소, 4) 공급요소로 나타났고, 상위요소와 하위요소의 가중치 결과를 모두 반영한
최종적인 가중치 결과는 1) 지역경제 기여도, 2) 산업파급효과, 3) 타 기술분야와의 시너지, 4) 현재 기술
수준의 순서로 나타났다. 민감도분석에서 각 요소별 수준을 10~20% 수준으로 증가시켰을 때, 연쇄효과와
수요요소의 변화에 범용설비 기술이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기술요소와 공급요소의 변화에 기상･입지특성에
기반한 소재기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건설기술, 사회간접자본, 기술경영, 기술개발 로드맵

A Study on Developing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in Case of
the Mega Projects for Gangwon Province
This paper explores the strategies of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in terms of their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cit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participation on the mega projects for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 Gangwon province. For this, a method for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was employed by focusing on the weights of upper-level and lower-level evaluation
item of AHP analysis rather then changing main attributes of sensitivity analysis. As a result of AHP
analysis, the ranking of weights is set such as 1) linkage effect (LE), 2) technology aspect (TA),
3) demand aspect (DA), and 4) supply aspect (SA). Concerning the weights of upper-level and
lower-level evaluation item, the next steps were to show the final ranking of such variables of
1) contribution level of regional economy, 2) industrial ripple effect, 3) synergy effects of other
technologies, 4) current level of technology. Given the results of SSA, widely used facilities
technology was sensitively changed by increasing the level of LE and DA and material technology
based on changing weather and location was agilely increased by chaging the level of TA and SA.
keyword : Construction Technology, Social Overhead Capital, Management of Technology, R&D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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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여러 산업을 막론하고 영향력 있는 선도 기업은 신규 수익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사업을 활용한다(Abbassi et al., 2014). 기업의 R&D 투자가 부각
된 데에는 과거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짧아져 신제품개발에 소요되는 R&D 투자
규모와 타이밍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조형래 외, 2014). R&D 투자는 고도화된 산업구조, 지식
기반 경제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Santamaría et al., 2010).
R&D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선정이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Abbassi et al., 2014). R&D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R&D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게 되어
낭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Hill and Jones, 1992). R&D 투자를 위해서는 산업의 수요와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점진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 바람직한
지, 기존 기술과 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급진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대체로 이러한 판단은 일정한 기준 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Huang et al., 2008; 조형래 외, 2014).
한편 건설산업은 지역경기 부양이라는 경제적 역할과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을 공급하며, 지역 내 새로운 이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김승희,
2009). 김명수 외(2001)는 ‘지역경제-지방재정-지방건설’의 상호관계를 주장하였다. 지역건설
산업은 지역경제로부터 발생되는 민간부문의 건설수요와 지방재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공공부문
의 건설수요를 통하여 영위된다. 지역건설산업이 지역에 건축물 및 SOC 건설 등 지역경제활동
의 기반을 제공할 때, 건설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지역재정을 위한
세수가 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는 2011년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제
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가가치와 취업유발
면에서 타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강원도 내 건설생산액은 지역총생산액(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의 8.1%를 차지하여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광역시도로 나타났다. 강
원도 건설산업의 특성은 경기에 민감하여 호황일 때 경제적 기여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불황일 때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윤영선 외(2007)는 강원도 내 건설업체
집중도 지수가 전국 광역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선도기업의 부재와 중･소형 업체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13RDRP-B066780)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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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산업구조가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강원도 건설산업이 지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건설산업의 산업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대형 SOC 건설투자는 지역 건설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왔다. 김진기 외
(2014)는 동계올림픽 관련 SOC 건설투자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 생산
유발효과 27조 원에서 강원도는 53%인 14조 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시사점
으로서는 건설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일시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취업유발효
과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해 효과가 일회성으로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동계올림픽 시설사업 등 대규모 SOC 건설투자를 전후로 강원도
건설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계층분석기법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대규모 SOC사업 참여를 위한 평가요소의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강원도 지역업체들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대안평가
를 실시한다. 세 번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원도권 건설기술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형 SOC사업의 지역사 참여 현황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사업을 포함한 강원도 내 대형 SOC건설사업별 발주형태와 지역사 참
여현황을 조사하였다(<표 1>). 일반적으로 스포츠이벤트 경기장 시설사업은 대회 개최 일을 기
준으로 역산하여, 역 공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따라서, 난이도 높은 경기장시설 특
성상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턴키발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
메가스포츠이벤트 시설사업의 발주는 사업수행능력(Pre-Qualification: PQ)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평창올림픽
관련 강원도 발주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1∼49%로 나타났다.
경기장 시설은 PQ 방식으로서 각 컨소시엄이 사업수주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조항을 활용
하고자 지역사 지분을 49%까지 둔 반면, 원주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6호선의 경우 지역 업
체 참여지분은 10∼30%였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용 기준이 낮고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기대이익이 낮아 상대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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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대형 SOC사업의 사업형태와 지역 사 참여비율
지분참여 비율

사업명

사업비 총액
(백억 원)

발주 형태

스피드스케이팅

1,311

PQ + 최저가 입찰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1,341

PQ + 최저가 입찰

51

49

아이스하키 1

1,079

PQ + 최저가 입찰

51

49

아이스하키 2

620

PQ + 최저가 입찰

51

49

제2영동고속도로

11,914

BTO

84

16

국도
6호선

국도
59호선

메이저사

지역사
진행 중

둔내-무이 1

50,921

4등급 + 적격심사

70

30

둔내-무이 2

107,692

PQ + 최저가 입찰

70

30

무이-장평

77,239

PQ + 최저가 입찰

100

0

장평-간평 1

67,000

PQ + 최저가 입찰

-100

-200

장평-간평 2

84,837

PQ + 최저가 입찰

90

10

장평-간평 3

56,240

PQ + 최저가 입찰

70

30

나전-숙암

43,041

PQ + 최저가 입찰

50

50

숙암-막동

52,703

PQ + 최저가 입찰

75

25

자료 : 관련 자료 조사 및 행정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저자 작성

Ⅲ. 평가항목 및 대안 선정
1. 평가항목 선정
이두헌(2014)은 기술개발 투자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포트폴리오 분석과 AHP 분석의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HP 평가요소의 상위항목으로 전략적 중요도, 기술개발 수준,
기술개발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김정석 외(2009)의 연구에서도 기술예측
기법으로서 AHP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HP 기법은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
에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대안들 간 상충관계가 발생하면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기술적 요인과 전략적 요인, 산업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평가
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Huang et al.(2008)은 AHP 기법에 한 걸음 더 나아가 Fuzzy 집합이론을 결합시킨 Fuzzy
AHP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 R&D 투자의 평가기준과 속성의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의 경쟁력을 기술의 혁신, 기술의 진보, 기술의 핵심과 기술의 등록
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경제적 편익, 사회적 편익, 기술도입의 계획과 품질, 자원의 유용성,
기술적 위험과 상업적 위험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였다.
이덕주 외(2004)는 AHP기법을 이용하여 수출품목으로 유망한 원자력 기술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소로 현재 시장규모, 시장 성장성, 원가 경쟁력을 변수로 구성하였고,
기술적 요소로는 현재의 기술수준, 연구개발 인프라,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확보 가능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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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설정하였다. Abbassi et al.(2014)은 신규 R&D 프로젝트가 기존 R&D 사업과 규모와
형태에서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 오류를 범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기술
요소 측면에서 타 기술분야와 시너지는 R&D 프로젝트 선정요소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전술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AHP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을 근거로 하여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
밍을 실시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을 거친 후 <표 2>와 같이 최종적인 AHP 평가항목과 세부항목
을 구성하였다.
● 표 2 ● AHP 평가항목 종합
상위 평가항목

공급요소

수요요소

기술요소

연쇄효과

하위 평가항목

선행연구

원가경쟁력

이덕주 외(2004)

현재 기술수준 보유 정도

김정석 외(2004), 이두헌(2014),
Huang et al.(2008)

자원 및 공급시설 보유 정도

이덕주 외(2004), 김정석 외(2004),
이두헌(2014), Huang et al.(2008)

소비자 선호도

김정석 외(2004)

현재 시장규모

이덕주 외(2004)

현재 기술수준

이덕주 외(2004), Huang et al.(2008)

타 기술 분야와 시너지효과

김정석 외(2004), Abbassi et al.(2014),
Huang et al.(2008)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

김정석 외(2004), Abbassi et al.(2014)

산업파급효과

김정석 외(2004), Abbassi et al.(2014),
Huang et al.(2008)

지역경제 기여도

이두헌(2014)

자료 : 저자 작성

2. 대안 선정
혁신의 정의는 “새로운 이윤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이다. 또한 기술혁신이란 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나 상품 공급방식의 변경 등 경제에 충격을 주어 변동을 야기
하는 변수로 바라보았다(Schumpeter, 1934).
이 연구에서는 지역건설업체가 대형 SOC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얻기 위해 2018년 평창올림픽 시설사업 관련 행정가, 시행사
및 감리사 관계자 그리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 자본 및 실
적이 열세인 지역건설업체가 이미 발주되고 있는 대형 SOC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컨소시엄
참여사 및 전문건설업종 중심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지닌 지리, 지형 및 기후적 특성에 관련된 기술개발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이 건설소재 및 소재 관련 기술도입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AHP 조사의 대안으로 강원도 전문건설업체 관련 부분 공종기술과 범용 설비기술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혁신형 기술로 기상･입지 특성을 고려한 재료기술을 대안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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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슘페터에 의한 혁신의 개념

Ⅳ.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AHP개요
AHP란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를 다단계로 구성한 후, 이를 단계별로 해결함으로써 최적의 해를
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다. 또한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 기준의사결정 기법으로 인간의 사
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율 척도화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림 2 ● AHP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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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분석은 1970년대 초 Thomas Saaty 교수가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한 의사결정 기법이다.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
부 요인들로 나누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고, 산정된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증하여 의사결정을 견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Saaty, 1977).
AHP 분석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 가중치 산정
(weighting) 및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 → 평점(measurement) → 검토(feedback) 단
계로 구성된다(KDI, 2004).

2.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2014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건설산업 및 관리
분야의 국책연구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의 전문가 11명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1부 배포하여 11부 모두 회수하였다. 응답자의 소속기관과 전공 분야는 아래 <그림 3>과
<그림 4>에 요약하였다.

Public
Company
9%

Private Company
37%

National
Research Institute
27%

University
27%

● 그림 3 ● 응답자 소속

Construction
Material
27%

Geotechnical
Engineering
37%

Construction
Management
36%

● 그림 4 ● 응답자 전공분야

3. AHP분석 결과
상위평가 요인의 중요도 분석결과, 연쇄효과가 0.359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에도 기술요소(0.246), 수요요소(0.207), 공급요소(0.188)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요인의 중요도
분석결과와 각 요인의 하위요인의 중요도를 곱한 최종 중요도 가중치 분석결과는 지역경제 기여도
(0.132), 산업파급효과(0.126), 타 기술 분야와 시너지효과(0.124), 현재 기술수준(0.122)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강원도 내 대형 SOC건설사업의 지역건설사 참여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은 1) 연쇄효과,
2) 기술요소, 3) 수요요소, 4) 공급요소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세부 항목으로는 1) 지역경제
기여도, 2) 산업 파급효과, 3) 타 기술 분야와 시너지효과, 4) 현재 기술수준의 기준으로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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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문의 일관성비율인 CR(critical ratio)은 0.02로서 임계치인 0.1보다
작게 나타나 설문의 결과가 유효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3 ● AHP분석 결과
상위 평가항목

가중치(A)

하위 평가항목

가중치(B)

복합가중치
(A×B)

원가경쟁력

0.223

0.042

공급요소

0.188

현재 기술수준 보유 정도

0.445

0.084

자원 및 공급시설 보유 정도

0.332

0.062

소비자 선호도

0.539

0.112

현재 시장규모

0.461

0.095

현재 기술수준

0.494

0.122

타 기술 분야와 시너지효과

0.506

0.124

수요요소

0.207

기술요소

0.246

연쇄효과

0.359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

0.280

0.101

산업파급효과

0.351

0.126

지역경제 기여도

0.369

0.132

일관성비율

0.0002

0
0

0.00294

각 상위요소별 일관성 비율은 0.0002(공급요소), 0(수요요소), 0(기술요소), 0.00294(연쇄효과)로
도출되어 역시 설문의 결과와 일관성에서 타당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5 ● AHP 분석결과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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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 대안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강원도는 연쇄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설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HP 모형에서 세 번째 단계인 평가대안으로 선정한 부분
공종 기술, 범용설비 기술, 기상·입지특성에 기반 한 재료기술의 평가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 표 4 ● AHP분석 결과
대안

종합

공급

수요

기술

연쇄효과

부분공종기술

0.312

0.284

0.286

0.348

0.320

범용설비기술

0.338

0.231

0.377

0.180

0.471

기상･입지특성에
기반한 재료기술

0.351

0.485

0.337

0.472

0.209

기상･입지특성에 기반 한 재료기술이 0.351의 가중치를 보여 강원도 내 기술개발 도입의 시급
성을 보여주었고, 범용설비기술(0.338), 부분공종기술(0.312)이 2순위와 3순위를 차지하였다.
각 상위요인을 평가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급요소와 기술요소는 기상·입지특성에 기반한 재료기
술이 가장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으며, 수요요소와 연쇄효과는 범용설비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5. 민감도분석 결과
AHP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은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종합가중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의 중요도
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대안의 중요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강상곤 외,
2008). 공급요소, 수요요소, 기술요소, 연쇄효과를 현 수준, 10% 증가, 20% 증가한다고 가정하
였을 때, 대안기술의 가중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공급요소를 10% 증가시켰을 때, 기상·
입지에 기반한 재료기술이 36.7%로 1.6%p의 증가폭을 보였고, 다른 기술들은 가중치가 하락하
였다. 20% 증가시켰을 때는 재료기술과 나머지 기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요요소를 10% 증가시켰을 때는 재료기술이 0.2%p의 가중치 감소를 보였고, 범용소재 기술
이 0.5%p 증가하였다. 20% 증가시켰을 때는 재료기술과 범용소재 기술의 가중치가 동일한 가
중치를 나타내었다.
기술요소를 10% 증가시켰을 때는 재료기술이 1.6%p 증가하였고 범용소재 기술의 가중치는
31.7%로 감소하였고 부분공종 기술은 0.5%p 증가하였다. 기술요소를 20% 증가시켰을 때는 재
료기술의 가중치가 38.3%로 나타났으며, 범용소재 기술의 가중치는 29.6%, 부분공종 기술의
가중치는 32.1%로 나타났다.
연쇄효과를 10% 증가시켰을 때, 범용소재기술이 2.0%p 증가하였고, 재료기술은 1.9%p 감소,
부분공종 기술은 0.1%p 상승하였다. 연쇄효과를 20% 증가시켰을 때, 범용소재 기술은 37.9%
의 가중치를 보였고 부분공종 기술과 재료기술은 각각 31.4%, 30.7%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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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민감도분석 결과

6. 강원권 건설기술 개발방안
AHP 우선순위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파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기여도와 산업파급효과는 모두 연쇄효과에 포함되는 하위 영역
이어서 기술개발에 의한 연쇄효과 증대가 강원권 건설기술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연쇄효
과란 어떤 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타산업의 창설 또는 그 생산 활동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말하며, 연쇄효과의 증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 산업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범용설비기술 혹은 부분공종 기술은 연쇄효과가
작다고 볼 수 있으며 기상･입지 특성에 기반한 소재기술이 타 산업분야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상･입지 특성에 기반한 소재기술의 예로서 현무암섬유를 들 수 있다. 현무암섬유는 유리섬
유에 비하여 다소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내열성 등 우수한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어 친환경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천연상태의 현무암은 채취 후 분쇄 및 정제과정을 거친 후 고온에서
용융 및 방사하여 섬유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굵기와 물성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
건축･토목, 수송, 전자, 철강, 스포츠･레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단열재, 구조재, 보강재,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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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강화재 등으로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설비투자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완
성되면 전 산업 분야로의 연쇄적 확산이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 내 부존된 현무암을 채석하는
채석활동, 이를 생산하는 현무암섬유 생산 활동, 원자재 수급과 소비 단계까지 연결하는 유통활
동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 다른 소재기술의 예시로서 강원도 내 부존 고령토의 건설소재 사용을 들 수 있다. 초기
메타카올린이라는 시멘트 혼화재의 개발 이후, 세라믹 산업, 2차산업의 각종 필러재로서의 활용
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 그림 7 ● 메타카올린의 활용처
이와 같이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화를 이루지 못해 가격경쟁력이 낮
아져서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지니고 있는 기존 소재의 벽을 넘지 못하여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초기 투자비의 확보, 적정한 활용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건설 구조물 설계와 시공을 위한 신소재 적용의 설계기준, 시방기
준의 제정과 보급이 필요하다.
부분공종 기술과 범용설비 기술은 실내와 경기장 시설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분공종 기술은 실내건축, 기계설비, 통신, 전기, 철강재, 포장 기술이 그 예시라
할 수 있으며, 창호, 방수, 단열, 판넬, 보강토, 콘크리트 옹벽 등이 범용설비 기술의 그것이다.
두 기술 모두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기술보유 수준이나 수요는 확보되어 있는 상
태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파급효과,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그 자체의 성장을 가져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기상･입지특성에 기반한 소재기술은 강원도의 내풍, 내설, 내염에 강한 소재
로서 현무암 섬유와 시멘트 혼화재가 기술의 예시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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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2013년 GDP 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에서 건설업은 3.7%의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높다. 또한 2012년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액은
7.4조 원으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광역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내 대형
SOC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기술이 개발된다면 도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파급효과 제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AHP모형을 활용하여 대형 SOC 건설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건설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위평가 항목의 우선순위 분석에서 1) 연쇄효과, 2) 기술요소, 3) 수요요소, 4) 공급
요소로 순위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상위 평가항목과 하위 평가항목을 곱한 하위 평가항목의 최종가중치 순위는 1) 지역
경제 기여도, 2) 산업파급효과, 3) 타 기술 분야와 시너지효과, 4) 현재 기술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대안평가에서 기상･입지특성에 기반 한 재료기술이 0.351의 가중치를 보였고, 범용
설비기술(0.388), 부분공종 기술(0.312)의 가중치를 나타내어 기상･입지특성에 기반한 재료기술
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네 번째, 민감도분석에서 각 상위항목을 10∼20% 수준으로 증가시켰을 때, 대안기술의 가중치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공급요소, 기술요소에 기상･입지특성에 기반한 재료기술이 민감
하게 반응하였으며, 수요요소, 연쇄효과에 범용설비기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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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별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소고
Research a summary consideration about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last governments

한성수 Han, Sung-Soo
신용식 Shin, Yong-Sik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소고
본 연구는 과거 2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이후 정권별로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의 실적, 사무구분체계
개선의 정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노력,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실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의 변화,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방안,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논의, 중앙
-지방협력체제 정립에 따른 변화 등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관련 정부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관련 정부위원회의
행정기관화,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대통령 의장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정당 내
지방분권추진기구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핵심어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사무구분체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도, 지방재정,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협력체제

Research a summary consideration about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last governments
This study analysed last governments policies which were results of delegation to local governments,
improvement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rganization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nicipal
police system, improvement statu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change of tex ssystem to
improve local finance, methods for improvement of autonomy organization rights, improvement of
autonomy legislative power, change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government committee relating to local de-centralisation.
Result from thos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agency of government committee relating to
local de-centralisation agency, organization of local decentralisation special committee, cooperation
committee of central and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organization are required in
order to achieve efficient operation of de-centralisation policy.

keyword : delegation to local governments, the classification system,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municipal police system,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local finance, autonomy
organization rights, autonomy legislative power,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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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외부환경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
치제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
근혜 정부의 4대 정권에서 6개의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관련 정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분권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 및 지방세의 비율이 20%에
불과한 이른바 ‘2할 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
창의적인 동력을 유도해 내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는 작금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
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실효성 있는 분권국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부
응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강화, 중앙과 지방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실정이다(조성호, 2010: 1).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역대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워 추진하
고 있었으나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지방분권 관련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다양한 제안들에 대하여 현실적으
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하에서 지방분권의 내실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즉, 지방
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현행의 지방자치는 큰 변화된 모습 없이 중앙행정권
한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중앙 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취약한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되어 중앙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자치조직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로
지방의 자율성은 보장받지 못한 채 미성숙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역대 정권별로 지방분권 관련 법률 및 특별법 상에
천명된 추진과제 가운데, 실질적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지방분권과제들, 즉 중앙
행정권한 지방이양, 사무구분체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도, 지방재정, 자치
조직권, 자치입법권, 중앙-지방협력체제 등을 중심으로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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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성과 분석
1. 정권별 추진성과 분석 도구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제반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주어진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정책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측면(고유기능의 확보, 자치권의 보장,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등)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강화 측면(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이 모두
확보되어야 비로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분석해 본다는 것은 다소 무리
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
하고자 하는 분석도구는 각 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과 출범 당시
표명하였던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이다. 이러한 분석도구는 정권별 차이로 인해 동일한 추진
과제를 추출하여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 동일한 추진과제를 추출하여 실제 재임
기간 동안 실현시킨 성과를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각 정부별 지방분권정책 추진성과 분석
1) 국민의 정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1)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한에 대하여 지역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통해
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정세욱, 2000: 229). 이에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으며, 같은 해 7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기준’으로서 ⅰ) ｢지방자치법｣상 국가
사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것, ⅱ)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기술적 능
력을 초월하는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양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법 제6조∼제12
조에 걸쳐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는데, 담당 기능으로서 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ⅱ) 사무
배분 대상사무 조사, ⅲ) 사무배분 대상의 결정, ⅳ)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관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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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및 문제점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같은
해 8월 30일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8: 3). 국민의 정부 시절 제1기∼제2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총 3,802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여 1,090개의 사무를 이양 확정하고, 이 가운데 240개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양 완료하였다.
이양 확정된 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 195개 사무, 환경부 185개 사무, 보건복지부
115개 사무, 산업자원부 108개 사무, 문화관광부 89개 사무, 농림부 83개 사무, 행정자치부 63개
사무, 교육인적자원부 18개 사무 등이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3). 또한 내용별로 살펴보면,
환지계획인가, 관광특구지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관련사무, 일반건설업등록,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 등 465개 사무, 시･도에서 시･군･구 사무로 재배분한 사무는 군립공원의 지정, 전문건설업
등록,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옥외광고물관리 사무 등 391개 사무,
기타 사무 234개 등이었다(김태환 외, 2003: 97).
그러나 실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전체 3,802개 발굴사무 대비 약 6%에 불과하고, 1,090개
이양확정 사무 대비 약 22%에 불과한데, 이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로서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해당 사무를 둘러싼 관계 중앙공무원들의 부처이기주의 및
기득권 유지 성향 등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 참여정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ㆍ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1) 법적 근거 및 지방분권과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기존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제3기∼제4기)를 통해 사무
이양 활동을 지속하고, 2004년 1월 16일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한 대통령소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과제 추진활동을 각각 분담하도록 하였다. 즉, 참여정부에서의
지방분권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한시적 기구로서 지방분권의 큰 틀과 제도적인 과제를
담당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상시적 기구로서 구체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작업을
수행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참여정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과제를 특정하여 추진하였는데, ｢지방분권특별법｣
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던 지방분권과제로서 ⅰ) 중앙권한 및 사무의 이양, ⅱ)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정비,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 ⅳ)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ⅴ)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ⅵ) 자치입법권의 확대, ⅶ) 자치조직권의 강화, ⅷ) 주민참여의
확대, ⅸ)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등이었다.1)

1)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제도 개선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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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참여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비교
구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근거

• 지방이양촉진법(1999. 1)

• 지방분권특별법(2004. 1)

구성

• 위원장･위원 : 대통령 위촉
•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
• 위원 15∼20명(임기 2년)

• 위원장‧위원 : 대통령 위촉
• 위원장 1명
• 위원 20∼30명(임기 2년)

기능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 지방분권과제 추진(기본방향 제시)

시한

• 특별한 기한 없음

• 5년 한시(지방분권특별법 시한)

자료 : 김민재(2007: 11)

(2) 추진성과 및 문제점
① 중앙권한ㆍ사무 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조정
지방이양추진위원회(제1기∼제4기)에서는 2007년 12월말 기준 5,948개의 사무를 심의하여
1,514개의 사무에 대한 이양을 확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211개의 사무이양을 완료(참여정부
(제3기∼제4기) 971건, 전체의 80%)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행정자치부, 2008: 413). 이 시기에 대표적인 지방이양사무를 살펴보면 도
시기본계획의 승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우수공예문화상품, 우수전통식품 지정 등의 사무가 있었다(김민재, 2007: 14).
한편 ｢지방분권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외에도 국가의 지방에
대한 간섭과 관여, 사무 담당주체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정비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회에서는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위임사무로 일원화하는 한편, 비용부담체계
와 국가 지도･감독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새로운 사무유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 존폐 문제에 관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 전문위원들 간 이견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관
위임사무 폐지 노력은 중단되고 말았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361).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은 ‘법률’이 아니라 단순히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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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근무인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노동, 환경, 국도･하천관리, 중소기업 지원, 식･의약품 안전관리, 국가보훈, 통계, 국유
림관리, 해운항만･수산진흥, 병무, 조달 등 모두 11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
양을 추진하려 하였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 대상 분야로서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이 요구되고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
은 분야, 지역경제발전 및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 노동, 국도･하천, 항만･
수산, 식･의약품, 환경 등 6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05년 7월까지 이상 6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
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327-328).
그러나 이러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은 추진과정, 특히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 노동부, 건
설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의 극심한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된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357).
③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최초 논의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 제정 시절로부터 거슬
러 올라갈 수 있으며, 각 정권별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 4월 경찰청에서는 경찰혁신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4년 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경찰 T/F’를 운영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심의･자문기구인 ‘자치경찰특별위원회’로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관할 부처 차원에
서도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실무추진기구인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다.
2005년 11월 정부에서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
단위의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성의 원칙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시･군･구에 직속기관인 자치경찰대를
조례로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순찰, 사회적 약자보
호, 교통소통 관리, 시･군･구 공공시설 경비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민참여 보장 및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협력･조정을 위해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 및 시･
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넷째, 일반범죄 수사권은 없으며 현행범 검거
시 국가경찰에 즉시 인계하도록 하고, 복장은 국가경찰과는 구분하되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운영비용은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인건비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자치경찰공무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자
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은 국가경찰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법안｣은 이듬해인 2006년 2월 15일 정부발의로 국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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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심의 과정에 있어서 2005년 12월 14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회에 대표발의한 “시･도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 중심의 ｢자치경찰법안｣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④ 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중앙정부 임명(1991년 이전), 교육위
원회 선출(1991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 및 교원단체 선거인에 의한 선출(1997년), 학교운
영위원회 전원선거인단을 통한 선출(2000년)로 변화해 왔으나,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 출신학교
별 편 가르기 등으로 인한 교단 분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제주교육감 선거부정에 의해 교육감이 구속되었고, 2004년
에는 대전교육감 선거부정 시비로 현직 교육감의 부인이 구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다양한 논의 및 이견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
하고, ⅱ)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ⅲ)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 지방교
육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반발이 심화됨으로
인해 각종 토론회･세미나 개최, 국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 의견조율 과정을 거침에
따라, 당초 2005년 4월 중 개정을 완료하려던 정부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2006년 12월 20일
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부개정 작업이 완료되었다.
⑤ 지방재정 확충
참여정부 재정구조 개편 이전의 지방재정구조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
어 있었으나, 개편 후 지방교부세(도로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조정되었고, 지방양여금2)은 폐지되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2007
년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새 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참여
정부의 지방재정구조 개편이 실제 순증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3)
특히,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2004년 내국세 18.3%에서 2005년 19.13%, 2007년 19.24%로
1% 정도 상향되었으나, 실제 교부세 법정률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폐지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

2)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 등 특정 목적사업을 지원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였다(송상훈, 2006: 312).
3)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1일 개최된 진주혁신도시 기공식 참석 자리에서 크게 반발하였
다고 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2004년도 지방재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
성이 대폭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김홍환, 201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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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방교부세에 편입시킨 것에 불과해 순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김홍환, 2014).
● 표 2 ● 참여정부의 지방재정제도 변화
구분

2004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도로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개발사업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2005년

지역개발사업 포함
지방도로사업 수행
지방이양사업 수행
부동산세제개편 결과

폐지

국고보조(7.9조) 존치
분권교부세(1.1조) 전환
균특사업(3.6조) 전환

내용

신설

국고보조에서 이전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개발사업 등 이전

자료 : 김홍환(2014: 1)

따라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배인명, 2005; 임성일 외, 2006; 조기현, 2007; 장노순, 2007), 의존재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의섭, 2011: 129).
⑥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입법권 확대’는 2003년 7월 4일 확정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포함되었고,
2004년 1월 6일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입법권 강화’가 법제화되었으며, 동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자치입법권 관련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분권지원과)는
2004년 5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자치입법제도 개선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학계 및 법조계의
입장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관한 논의의 주요 쟁점은 ｢지방자치법｣상 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ⅱ)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ⅲ)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
“징역･금고, 몰수, 과료 등”의 형벌권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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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ⅰ) 조례제정의 범위 확대 및 ⅱ) 처벌규정 다양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또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ⅱ)번 사항에 대해서만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칙부과시 “법률위임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학계, 정계, 유관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 이견의 난립으로 인해 이렇다
할 추진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⑦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조직권은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과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이며, 지방행정
수행수단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를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에 해당한다.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되면서 ‘분권과 자율’의 국정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전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에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5일 부단체장의 정수 및 직급기준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만 존치하고, 조직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2월에 대통령 보고를 완료하였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행정
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이다. 즉, 지방
자치단체가 행정기구 및 정원을 행정자치부가 산정･통보한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가이드라인으
로 하여 자율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령상의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 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폐지하며, 자율성 확대에 따르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
의회의 통제 확대, 조직평가･진단제도 도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23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단계(2005. 2. 18∼12. 31)로 경상북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2단계(2006. 1. 1∼12. 31)로 대전광역시 등 1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범사
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1월 5일부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완료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수와 직급 등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8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ⅰ) 시･도지사, ⅱ) 시･도의회의
의장, ⅲ)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ⅳ)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제154조의2)이 신설되었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각급 전국 협의
체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
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지방 4대 협의체에서는 의견을 안건별 담당 부처장관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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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점, 제출된 안건은 해당 부처의 단순 선택사항으로서 구속력이 부재
하다는 점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와 지방간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였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 4대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
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명박 정부 : 지방분권촉진위원회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1) 법적근거 및 지방분권과제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의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 및 핵심과제로 선정
하였고(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기존의 ｢지방
분권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4)
이에 따라, 기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이원적 지방분권추진기구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일원화5)하고, ｢지방분권특별법｣상 지방분권과제를 정비 및
재천명하였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분권과제는 기존 ｢지방분권특별법｣의 지방분권과제 중
‘자치조직권 강화’를 제외한 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ⅱ)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ⅲ) 자치경찰제 도입, ⅳ)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자치제도 개선, 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ⅵ) 자치입법권 확대, ⅶ) 주민참여 확대, ⅷ) 자치행정 책임성 강화, ⅸ)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등이었다.
한편 2010년 10월 1일에는 시･군･구 통합,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신설6)되었다. 동 특별법
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과제로는 ⅰ) 중앙-광역-기초간 사무배분, ⅱ)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ⅲ)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 ⅳ)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었다.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지 6개월
후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특별법 부칙 제3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24일에 출범한 ‘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008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5)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기한 등을 고려하여 2008년 12월에 출범되었으며,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지방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
였다(특별법 제19조).
6)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위
촉직 24명(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 1명(나머지 1명은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였다(특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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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과제 비교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촉진특별법｣

권한 및 사무이양

권한 및 사무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세의 지방세 전환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권한 및 사무이양
-

-

-

조례제정 범위 확대

조례제정 범위 확대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경찰제도 도입

국가-지방 협력체제 정립

국가-지방 협력체제 정립

-

(2) 추진성과 및 문제점
①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첫째, 2012년 12월 현재 총 1,587개의 사무에 대해 이양을 확정하였다.
이는 과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을 통틀어 이양을 확정한 1,514개
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러나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실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516개로 약
3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국가와 지방간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는 자치행정권의 확대 차원에서 국가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자치사무의 범위를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국유재산 관리업무나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과 같이 국가사무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처리가 불가피한 사무에 대해서는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7)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d.go.kr)

● 그림 1 ● 국가와 지방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7) 이상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9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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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2011년 10월 3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정부발의하였으나,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종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으며, 제19대
국회 개막으로 지난 2012년 9월 19일 동일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차
원에서 재발의하였다. 그러나 2012년 11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2년여가 지났으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21일 대통령과의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정비방안 마련 및 대폭적 지방이관’을 핵심 국정과제로 결정하고, 국도하천･해양항만･식
의약품･노동･환경･산림･보훈･중소기업 등 8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관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1단계로서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비를, 2단계
로는 노동･환경･산림･보훈･중소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8)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6월 30일 1단계의 3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
하여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집행적 기능을 이관하였고, 관련된 11개 법률 및 16개
시행령의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총 208명의 인력(국도하천 48명, 해양항만 59명, 식의약품 101명)
및 3,969억 원의 예산을 지방으로 이관 조치하였다(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2).
● 표 4 ● 1단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
구분
항만개발운영
해양
항만

이양사무
공사 계약･집행･관리, 항만배후･수송시설개발, 항만재개발

선원선박

해상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

해양환경

공유수면매립면허, 해역수질 개선, 개항단속 및 관공선 관리

국도
하천

도로건설관리

국도건설사업, 도로점용 등 인･허가, 도로 유지보수

하천공사관리

하천개수공사, 하전점용 등 인･허가, 재해대책 수립･시행

식의
약품

식품
의약품

인･허가(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교육･홍보,
식품업소 지도･점검, 위해우려식품 수거･시험분석,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수리
지도･점검, 수거 및 시험분석

자료 : 금창호(2009)

그러나 1단계 3개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의 경우, 지방이관된 대다수의 사무
들이 인･허가 등 단순 집행사무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보 및 기술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윤태웅, 2013: 26). 또한 2단계 5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기능정비의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 등 기구･인력의 효율화 및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8) 2009년 당시 정비 검토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8개 지방청, 201개 기관으로 인력은 약 11,130명이
었고, 세무･공안･현업기관 등 4,378개 기관에 소속해 있는 총 190,461명은 제외되어 있었다(지방분권
촉진위원회, 2012: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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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원회의 기한만료에 가까운 2012년 11월에서야 위원회 차원에서
세부계획이 마련되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408). 결국 2009년 2월 지방환경청 출장소
7개를 폐지한 것 외에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2013년 1월 2일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시 지방
협의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남설 방지를 위해 법률로 정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③ 자치경찰제 도입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5대 국정지표, 193개 국정과제에 포함시켰
으며, 2008년 5월 27일 청와대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에서 시･군･자치구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6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분권과제로 채택하였고, 2010년 발족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을 마련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412-414).
첫째, 자치경찰제 실시단위 분야로서 기초(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
도록 하였다. 둘째, 조직 분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화하고 자치경찰의 주체는 시･군･
자치구 자치경찰로 단일화하며, 인구 50만 명 이상 시(市)의 경우 하부 행정조직인 자치경찰조직
(기구)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셋째, 인사 분야로서 지방공무원(일반직 등)의 효율적 인력활용과
지방공무원간 인사교류시스템 도입,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 그리고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 인사교류,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 정치적 중립성과 의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임명
절차를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었다. 넷째, 사무 분야로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사무 권한을
부여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조정위원회를 두어 분쟁조정권한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재정부담 분야
로서 자치경찰이 정착될 때까지 국비지원 의무화(법령 명시), 법칙금 및 과태료 등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이었다.
그러나 2012년 6월 11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기본계
획에 따르면 전국적 실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도입 단위(광역, 기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
임을 주장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기본업무(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외에 음주단속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2012: 30-31). 이후 정권교체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논의 및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2009년 11월 17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광역 단위에 시･도 경찰본부를 두고, 기초 단위에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설치
하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발의하였으나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④ 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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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통
합을 명문화하였다.
지난 1991년 이후 2006년까지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선거인 등의 간접선거
제도에 의한 교육감 선출이 이루어져 왔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도 교육감을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주민직선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민의 반영을 위한 교육자치행정과 지방행정간 연계･협력
방안과 학교자치 활성화방안 등을 모색하였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2012년 7월 교육
자치-지방자치 연계･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출방안,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방안, 시･도의회 동의에 의한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 2009년 11월 16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2009년 12월 11일
원유철 의원, 2011년 8월 31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선출”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고, 2011년
8월 30일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시･도의회의 동의에 의한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일부 정치권 및 학계･
교원계의 반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제18대 국회 종료일인 2012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
● 표 5 ●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
구분

선출방식

선거권자

입후보자격

임기

간선제

교육위원회

․
․
․
․

간선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
․
․
․

2000-2006

간선제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시･도지사 피선거권
전원으로 구성된
․ 비정당원(2년)
선거인단
․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 4년
․ 중임 1회

2007-현재

직선제

․ 시･도지사 피선거권
․ 비정당원(2년)
․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 4년
․ 중임 3회

1991-1996

1997-1999

자료 : 금창호 외(2011: 30)

주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시･도의회의원 피선거권
비정당원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 20년 이상

․ 4년
․ 중임 1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시･도지사 피선거권
비정당원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 4년
․ 중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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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2010년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참여정부에서도 정부가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그 결
실을 맺게 되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455).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1단계로 2010년부터 5%(행정안
전부 추산, 약 2.4조 원)를 이양하고, 2단계로 2013년부터 5%(행정안전부 추산, 약 6.43조 원)를
추가 이양하여 부가가치세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하였다.9) 그리고 지방소득세
의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추후 과표 변경 등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소득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조성호 외, 2011: 74-75).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인 2014년 1월 1일에서야 관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본격 시행되게 되었고, 지방소비세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초기에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5% 세율이 2013년까지 유지되었다가 2013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의 11%로 6% 상향되었다.
한편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1%로 6% 상향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지방
분권촉진위원회의 의도였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
으로 해석된다. 2013년 정부는 취득세가 지방세(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방과의 협의 없이 소유하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시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거래시 2%,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시 3%로 취득세
를 인하하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확정 및 추진하였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대정부･
국회 정책건의 등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2013년 12월 국회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초 부가가치세 5%
에서 11%로 6% 상향 조정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10) 따라서 2013년 이루어진
지방소비세 6% 인상은 지방재정의 확충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지방
재정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 학계･정계･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지방의 자
율재원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⑥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
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9) 부가가치세의 10%를 2단계로 나누어 지방에 이양하도록 한 것은 당시의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다(조성호 외, 2011: 74)
10) ｢지방세법｣ 제68조 제2항 :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 100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개정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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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지방분권과제에서 배제하였다. 다만 지
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가칭)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의회 정책연구기능 강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을 뿐이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459).
한편, 국회 차원에서 2008년 12월 12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지방차치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종료로 폐기되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
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을 지방분권과제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에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로부터 추천된 각
2명씩의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를 2008년 12월, 2009년 9월, 2010년 7월 등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09년 3월 21일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장, 국무위원간 합
동워크숍을 실시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초청 국정설명회를 청와대에서
개최함과 동시에 안전행정부장관 주재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 차관 주재 영상회
의를 수시 개최하여 당면현안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178). 그러나 이는 회의결과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간담회 형식의 회
의에 불과하여 그동안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효성 있는 국가와 지방간 협력체제의
정립과 거리가 멀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지방간 협력체제 정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2012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회의체인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신설 및 정례화
(의장 대통령, 부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
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4) 현 정부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 법적근거 및 지방분권과제
박근혜 정부는 2008년 제정 당시 5년 한시법이었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만료시점 도래에 따라, 동 특별법과 지방분권과제 중복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2013년 5월
28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원화된 지방분권 추진으로 비난 받았던 대통령소속의 지방
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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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3년 9월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토대로, ⅰ)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ⅱ)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ⅲ)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ⅳ)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ⅴ) 자치경찰제도 도입, ⅵ)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ⅶ)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ⅷ)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의 8대 핵심과
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10대 일반과제로서 ⅰ)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ⅱ) 지방선거제도 개선, ⅲ) 지방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ⅴ) 특별지방
행정기관 정비, ⅵ)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ⅶ) 지방자치단체 행정협력체제 정립, ⅷ) 주민
직접참여제도 강화, ⅸ)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ⅹ) 시･군･구 통합 및 통합지자체
특례 발굴 등을 선정하여 활동기간 동안 로드맵 정도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대 미래발전과제로서 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ⅱ)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선정하여 기본 추진방향까지만 마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부자료, 2014).
(2) 추진상황
①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측면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이양확정사무
(미이양완료된 사무)에 중점을 두고, ｢(가칭)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상은
총 20개 부처, 111개 법률, 649개 사무이며, 이 가운데 기관위임사무가 386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 총 사무재배분(’14년 4월 종료)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사무
추가 발굴･확정 등을 통해 자치사무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지방자치발전위
원회, 2014).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원회에서 지방이양 또는 위임 결정한 총 89개의 사무를 재검토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며, 해양항만 분야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분야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89개 대상사무는 환경 분야에서 축산폐수 규제 및 정수장 지도･점검
등 9개 사무, 고용노동 분야에서 지역경제단체와 협력사업 및 취업지원 등 13개 사무, 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41개 사무, 식의약품 분야에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등 25개 사무, 국토하천 분야에서 건설공사 준공검사
등 1개 사무이며, 향후 해양항만 분야 등에 대한 추가정비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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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시･군･자치구 기초
단위 자치경찰단 설치를 추진 중이며, 자치경찰로 하여금 지역 내 방범･교통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62개 사무와 특사경 사무 23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단속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요인력은 약 12,000명∼14,000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원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자치
경찰 단속범칙금 지자체 귀속 등 증세 없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11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국가경
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경찰청-시･도 경찰청-경찰서까지 존치하되, 시･도 및
시･군･자치구 단위에 자치경찰조직을 신설하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④ 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과 관련하여, 현행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교원단체 및 야당
정치인들의 반발을 야기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단
계로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시･도와 교육청간 연계･협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11)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16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2014년 1월 당선무효 확정)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
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14년 1월 23일에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에 대한 주민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 임명제(임명 전 시･도의
회 인사청문 실시)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⑤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이전재원 조정을 추진 중이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으로서 국가･지방 기능조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국세 수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13년 23% → ’17년 15% 이하), 신세원 발굴, 정액
세율의 현실화,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 활동과 세수증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며, 둘째, 이
전재원 조정으로서는 행정수요 변화 등과 연계한 교부세제도 개선(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
11)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에 따르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강구하여 채택할 방침이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확보 강화와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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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의 합리적 운영 등)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 국고보조사업12) 정비 및 포괄보조금 확대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로서 새정치민주연합 백
재현 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1.00%로 상향 조정하자는 ｢지방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2012년 7월 16일에 대표발의하였으며, 2014년 12월 30일에는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16%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자는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2013년 11월 7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고보조금 지급의 대상･범위･보
조율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보조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14년
2월 20일에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고보조율 변경(인하)하여 국가예산 편성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신청기한 이전에 대통령령 개정이나 인하방침을 미리 지방에 알리되, 사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 격상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보조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⑥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다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 8월 12일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현재 무소속)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
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의장을 국무총리, 부의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전국시도
지사협의회장으로 하는 ‘(가칭)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회의는 중앙정부
3명(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17명이 참여하고, 의장(국무
총리)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대통령은 필요시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의 결과의 실효력을 확보하고자 회의결과를 2개월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차기 회의시 소관부처의 장관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2) 2005년 기준 359개였던 국고보조사업이 2013년 현재 956개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비 부
담이 2005년 7조 원(32%)에서 23조 원(40%)로 크게 증가하였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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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제언
1. 분석결과의 종합
국민의 정부 시절의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부터 현 정부의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
위원회까지 총 4개 정권에서 운영한 지방분권 관련 6개 정부위원회의 지방분권과제 추진성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활동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였으며, 총 5,498개 대상사무 가운데 1,211개 사무(20%)를 지방으로 이양완료
하였다.
둘째,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교육감･
교육의원의 주민직선제를 도입하였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양여금 폐지 및 지방교부세
제도 정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을 단행하였으며, 지방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총
액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정립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의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총 1,587개의 이양확정 사무 가운데 516개(32.5%)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완료하였고,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1단계로 정비하여 총 208명의 인력과 3,969억 원의 예산을 지방이관 조치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넷째, 현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현재 사무 총 조사를 재실시하여 총 2,122개의 지방
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였으며,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위한 ‘(가칭)지방일괄이양법(안)’ 입법화,
2단계(노동･환경･산림･보훈･중소기업)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감직선제 폐지,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 조례입법범위 확대, 중앙-지방 협력
회의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려던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의 사무구
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과제들은 그 추진과정에서 관계
이해집단간 이견 난립, 중앙부처의 기득권 유지 성향 등으로 인해 도중에 중단되거나, 기본계획
초안 정도만 작성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서는 정부발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었음에도 정치권의 관심 부족과 의견 대립이라는 문제점까지 더해져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유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2단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의 지방분권과제들이 무산된 바 있으며, 정부가 발의한
국가위임사무 폐지(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법정수임사무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18대
국회와 현재 제19대 국회에 걸쳐 정부발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분권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하여 중앙정부에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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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여도 성과가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였음에도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는 지방분권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표 6 ● 정권별 지방분권 관련 정부위원회의 지방분권과제 추진 현황
구분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240개 사무
이양완료

971개 사무
이양완료

516개 사무
이양완료

2,122개
대상사무 발굴
※국가환원 174개

사무구분체계
개선

-

중단

국가위임사무 폐지
법률안 발의
(폐기1, 계류1)

공동사무 재배분 및
이양 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중단

1단계(국도하천･해양
항만･식의약품)
완료

1단계 보완 및
2단계 이관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

기초단위 계획수립
(정부발의･폐기)

기초단위 계획수립

기초단위
추진

교육자치제도
개선

-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도입

단순
논의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방안 모색

지방재정
확충

-

교부세 개편,
광특회계 도입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상향 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

총액인건비제
도입

추진대상
배제

기준인건비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

단순
논의

추진대상
배제

조례 제정범위 확대
추진

중앙-지방
협력체제 정립

-

지방 4대 협의체
연합체 설립 가능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추진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관련 정부위원회의 영속적인 활동 보장,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강제력･구속력 부여 등이 요구되며, 지방분권과제가 다수 중앙부처와 연관된다는 특성상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전담할 수 있는 특정 상임위원회의 신설･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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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제언
앞에서 각 정권별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사무구분
체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도, 지방재정,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중앙-지방
협력체제 등과 관련하여 개별적 제언을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부여된 상설기구가 설치된다면 상당 부분 해결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관련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지방분권 관련 정부위원회의 행정기관화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의 대상기관(중앙부처)이 지방분권과제를 직접 추진하고 있어 관련 부처는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즉,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교육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청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중앙부처의
관행상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관련 정부위원회는 단순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사무이양 등
지방분권과제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심의･의결할 뿐이며,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구현할
수 있는 권력적 수단이 불충분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개별 중앙부처가 불복하더라
고 이를 강제할 권한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가 아닌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 성격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재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개혁을 단행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에는 ‘사무이양추진위원회’와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자율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지방분권추진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위원
회의 법적 위상도 대통령의 자문기구형 의결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행정위원회)으로 변경
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중앙정부 각 부처에 강제할 수 있는 기구로 재구축해야 한다.
2)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역대 정부의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등의 지방분권과제들은
이를 담당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분권과제는 그 특성상
다수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특정 지방분권과제에 관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관 상임
위원회가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중앙부처 및 관련 단체의 압력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 사무의 지방이양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지연되어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등의 지방분권과제는 10여 년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성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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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회 내에 지방분권과제와 관련된 각종 제･개정 법률안과 일괄이양법안까지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강하게 요구된다.13)
3) 대통령 의장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 역할분담 및
협력이 필수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으로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동의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정책의 일방적 전달 및
협조요청이나 간접적 참여 형태만 존재하여 중앙-지방간 상시적 협력기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부의장으로
하며, 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ⅱ)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관한 사항, ⅳ)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분담비율 조정 등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새로 부과하
거나 재정부담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법령 및 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ⅵ) 그 밖에 지방자치제
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의장이 협력회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회의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며,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협력회의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당 내 지방분권추진기구 구축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을 비롯한 범 정치권의 인
식이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16개14)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순수하게 지방분권과
관련된 추진기구를 두고 있는 정당은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지
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각 정당에서는 당 내에 지방분권추진기구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과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
-지방세 조정 등의 과제는 정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지방분권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당 내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청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3) 한편 지난 2014년 2월부터 국회 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단순 논의기구에 불과하며(법률안 심의ㆍ의
결권 부재) 활동기한 역시 한정되어 있어(2015년 6월 30일까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14) 2015년 5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은 ① 새누리당, ②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
연합), ③ 정의당, ④ 겨레자유평화통일당, ⑤ 경제민주당, ⑥ 공화당, ⑦ 국제녹색당, ⑧ 그린불교연합당
(불교당), ⑨ 기독민주당(기독당), ⑩ 노동당, ⑪ 녹색당, ⑫ 대한민국당(대민당), ⑬ 민주당, ⑭ 새마을당,
⑮ 새정치국민의당, ⑯ 한나라당 등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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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학계의 많은 연구성과물이 제기되고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국정
과제로 내세워 진일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분권보다는 중앙정부 중심의 논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창기와 대조해 볼 때 나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활발하게 지방분권정책이 진행되어 지방정부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정향을 바로
설정하여 과단성 있는 진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권별 지방분권정책의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보고, 시의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즉 지방자치제가 본격적
으로 실시된 국민의 정부 이후 정권별로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의 실적, 사무구분체계 개선의
정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노력,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실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의 변화, 자치조직권강화를 위한 방안,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논의, 중앙-지방협력체제 정립에 따른 변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분석대상의 모든 내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각의 분권내용에
입각한 세부적인 개선방안보다는 공식적인 기구의 설치를 통해 강력하게 지방분권정책을 추진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기준을 도출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지방
분권의 진행 정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과 새로운 기구의 설치에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논쟁점에 대한 접근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느끼며, 앞으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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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정읍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지방 3.0 지역유형별 모델개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2014)이고, 연구 주요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사회복지정책,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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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용변화의 특징과
고용 여건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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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강원도 고용변화의 특징과 고용 여건 개선 방안

Ⅰ. 들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는 무
엇보다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하였다. 그런데 고용창출 정책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적극적인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수급 불일치
(mismatch)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는 수요
와 공급이 존재하지만 서로의 조건이 달라 거래가 형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서도 일자리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실업자 수에 상당하는 구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시장에 상존하는
수급 불일치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강원지역 고용실태와 특징, 인력수급 현황과 불일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일자리
배분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큰 예산을 수반
하지 않고도 일자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일자리창출 정
책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최근 강원도 고용 현황
1. 노동공급 기반과 고용지표 현황
2015년 9월 강원도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12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3만
명(1.0%)이 증가하였다. 이 중 남자는 62.6만 명으로 8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자는 64.9만
명으로 5천 명(0.7%)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7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8만 명
(3.6%) 증가하였는데, 남자가 43.6만 명으로 1만 명(2.2%) 증가하였고, 여자는 34.9만 명으로
1.8만 명(5.5%) 증가하여 여자 증가 폭이 더 컸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들은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다소 악화된 기록을 보였는데 이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
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 동월에 비해 1.5%p 상승하였는데, 남자는 69.7%로 전년 동월에
비해 0.6%p, 여자는 53.8%로 전년 동월에 비해 2.4%p 상승하여 여자가 더 높은 상승률을 보
였다. 고용률은 60.2%로 전년 동월에 비해 1.8%p 상승하였는데, 남자는 67.9%로 전년 동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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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0.7%p, 여자는 52.7%로 전년 동월에 비해 2.7%p 상승하여 역시 여자가 더 높은 기록을
보였다.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에 비해 0.4%p 하락하였는데, 남자는 2.5%로 0.2%p, 여자는
2.0%로 0.7%p 하락하였다.
● 표 1 ● 주요 고용지표 현황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인구(천명)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5년 9월
1,275
786
61.6
60.2
2.3

전년 동월 대비 증감
13
28
1.5
1.8
-0.4

전월 대비 증감
1
-5
-0.5
-0.2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취업자 현황
2015년 9월 취업자는 7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만 명(4.1%) 증가하였다. 산업별
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0.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단순
노무종사자가 26.8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 표 2 ● 취업자 현황

산
업
별

직
업
별

종사
상지
위별

취업
시간
대별

전체 취업자(천명)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36시간 미만

2015년 9월
767
112
59
597
62
172
305
57
126
87
187
99
268
505
321
140
44
263
202
61
133

전년 동월 대비 증감
30
-3
8
26
4
14
9
-1
5
-4
14
-3
19
22
15
8
-1
8
2
7
9

전월 대비 증감
-2
2
3
-6
4
-15
6
-2
6
-2
-9
0
3
0
7
-4
-3
-1
0
-1
-106

36시간 이상

623

22

12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구노트 _ 강원도 고용변화의 특징과 고용 여건 개선 방안 ｜95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50.5만 명, 비임금근로자는 26.3만 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2.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20.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시간대별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3.3만 명,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2.3만
명이었다.

3. 구인-구직 현황
2015년 8월 기준 worknet에 등록한 강원지역 신규 구인자는 6,168명이었고, 신규 구직자는
7,847명이었다. 취업 건수는 4,328건으로 구인 및 구직과 실제 취업 간에 상당한 수준의 불일
치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 표 3 ● 2015년 8월 강원지역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구분
계

구인(명)
6,168
-

남
여

성별

구직(명)
7,847
3,129
4,718

취업(건)
4,328
1,342
2,98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worknet

Ⅲ. 강원도 고용변화 추이와 특징
1. 노동공급 기반 변화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모두 공식자료가 발표된 1989년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1989년 113.2만 명에서 2014년에 125.9만 명으로 25년 간 12.7만 명이 증가
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1989년 65.4만 명에서 2014년에는 73.4만 명으로 25년간 8만 명이
증가하였다.
● 표 4 ●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1989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1132
1128
1119
1169
1166
1189
1199
1223
1248
1259

경제활동인구
654
648
646
686
682
682
688
707
711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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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89년 3.74%에서 2014년 2.96%로 25년간 0.78%p,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989년 3.63%에서 2014년에는 2.77%로 0.86%p 하락하였다.
● 표 5 ●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
4.0
3.8

1989
1990
1995
2000
2005

3.6
3.4
3.2
3.0
2.8
2.6
2.4
2.2
2.0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3.74
3.63
3.65
3.50
3.32
3.10
3.23
3.11
3.05
2.88

2010
2011

2.93
2.92

2.77
2.75

2012

2.94

2.78

2013
2014

2.96
2.96

2.76
2.77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으면서 비중 감소폭도
큰 모습을 보여 강원지역 고용시장 규모의 왜소함과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고용지표 변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둘 모두 일정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경제
활동참가율은 최저 57.1%에서 최대 59.7%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전국보다
1.8%p~4.2%p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최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표 6 ● 주요 고용지표 추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989

57.8

57.2

62.0
60.0

1990

57.4

56.9

58.0

1995

57.7

57.2

56.0

2000

58.7

57.1

2005

58.5

57.5

2010

57.3

56.1

2011

57.3

56.4

2012

57.9

56.7

2013

57.0

55.9

2014

58.3

56.5

54.0
52.0
50.0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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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기준 고용률은 55~58%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2%p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국보다 0.8%p~3.7%p 낮은 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최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실업률은 0.7%~4.1%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전국보다 0.4~2.2%p 낮으며, 최근 격차가 축소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취업자 변화
전체 취업자는 1989년 64.7만 명에서 2014년 71.1만 명으로 25년간 6.4만 명 증가하여 완
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은 1989년에
3.68%에서 2014년 2.78%로 낮아져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파생수요인 노동수요 기
반을 확대해 줄 산업 토대와 성장력이 취약한 상태이며,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큰 폭의
등락세를 보이고 있어 취업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 표 7 ● 취업자 및 전국비중 추이
취업자(천명)

전국비중(%)

1989

647

3.68

1990

642

3.55

1995

640

3.14

2000

668

3.16

2005

671

2.93

2010

668

2.80

2011

676

2.79

2012

674

2.81

2013

698

2.78

2014

711

2.78

1989~2014년 기간 동안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사업･개인･공공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11.3
만 명에서 28.5만 명으로 17.2만 명이 증가하였다. 반면 농림어업은 22.6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13.6만 명 감소하였고, 광업･제조업은 10.9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5.6만 명 감소하였다. 전체
적으로 고용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증가 추세, 농림어
업직과 기능공･관련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직 종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취업자 수는
2014년 기준 서비스･판매직 취업자가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등 상대적으로 고급 직종 취업자가 증가 추세이고, 수적으로는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저급 직종 취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최근 들어 상용근로자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증
가로 취업구조가 일면 양호해진 것처럼 보이나, 동시에 임시근로자의 증가로 불안정성도 함께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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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대별로는 주당 17~44시간 일하는 취업자는 증가하였고, 주당 45시간 이상 일하는
과다 시간 취업자는 감소하여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의 질이 높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일시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8 ●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구분

산업별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
시간별

교육
정도별

연령대별

1989

1995

2000

2005

2010

2014

농림어업

226

148

133

110

83

93

광업‧제조업

109

80

67

51

45

56

건설업

31

70

65

59

57

5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17

155

186

174

150

162

전기‧운수‧통신‧금융

53

62

71

67

66

59

사업‧개인‧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113

125

147

210

266

285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

15

19

17

8

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

70
60

59
69

86
80

92
88

114
98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

136
137
71

178
122
74

183
104
53

170
72
58

170
82
59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

63
88

56
74

56
92

55
124

55
126

자영업주

216

205

221

213

181

189

무급가족종사자

111

88

92

61

41

51

상용근로자

193

198

197

215

246

306

임시근로자

59

75

77

110

148

127

일용근로자

68

74

82

73

52

39

17시간 이하

7

3

8

32

40

44

18~35시간

44

26

33

79

81

87

36~44시간

125

132

126

176

206

238

45~53시간

164

189

190

134

130

138

54시간 이상

300

288

307

237

198

187

일시휴직자

6

3

4

12

13

18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이상

297
125
176
49

199
118
236
87

169
103
279
118

149
91
262
168

140
81
252
194

110
86
264
251

15~19세

11

9

7

7

4

5

20~29세

115

132

122

96

85

83

30~39세

177

186

177

163

146

125

40~49세

145

129

168

190

183

187

50~59세

134

113

101

116

145

181

60~64세

30

35

46

39

37

48

65세 이상

35

36

48

60

6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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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이상 학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취업구조가 고학력화되고 있으나, 고졸 취업자가 여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하 학력 취업자는 급격한 감소 추세이며, 중졸 학력
취업자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4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고용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20대와 30대 연령층은 감소 추세를 보여 향후에도 고용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Ⅳ. 일자리 미스매치 추이와 지역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
1. 일자리 미스매치 실태 및 추이
최근 10년간 신규 구인, 신규 구직, 취업 건수 모두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신
규 구인은 62,657명으로 10년간 7배, 신규 구직은 100,444명으로 10년간 2.8배, 취업 건수는
55,876건으로 10년간 9배 증가한 기록을 보여 일자리 연결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구인배율은 노동의 양적인 수급상황을 나타내주는 미시적 지표 증 하나로, 노동시장의 미스
매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통계이다. 구인배율의 증가는 미스매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데,
2005년 0.25이던 구인배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4년에는 0.63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기업
체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충원된 일자리 추이를 통해 미스매치를 다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경제에 공급된
일자리 중 일할 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미충원 일자리, 즉 기업체의 구인인원과 취업자 간 차이가
2010년 최대치를 보인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소세이기는 하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미충원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상당수의 일자
리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연결･배분 기능의 활성화가 더 긴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1.0

15,000

0.8

12,000

0.6

9,000

0.4

6,000

0.2

3,000
0

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그림 1 ● 구인배율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그림 2 ● 미충원 일자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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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구인･구직 및 취업 건수 추이
구인인원(명, A)

구직자 수(명A)

취업 건수(명, B)

구인배율

미충원 일자리(A-B)

2005

8,957

36,397

6,181

0.25

2,776

2006

10,435

37,807

8,678

0.28

1,757

2007

14,200

44,258

10,142

0.32

4,058

2008

17,720

60,135

14,158

0.29

3,562

2009

25,103

82,544

21,111

0.30

3,992

2010

41,253

92,733

26,919

0.44

14,334

2011

41,466

90,784

29,892

0.46

11,574

2012

47,578

93,441

37,719

0.51

9,859

2013

59,089

100,962

51,811

0.59

7,278

2014

62,657

100,444

55,876

0.63

6,781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worknet.

2. 일자리 미스매치의 정도와 원인
강원지역 일자리 미스매치를 측정한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대체로 커지
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1) 미스매치 측정치는 2005∼2009년 기간 평균 0.1658에서
2010∼2014년 2월 기간에는 0.2304로 상승하여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
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자리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자리창출 정책처럼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고용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표 10 ● 일자리 미스매치 추이 및 미스매치 측정결과
미스매치
측정치

0.7
0.6

미스매치
측정치

0.5

2005

0.1687

2010

0.2337

0.4

2006

0.1268

2011

0.1924

0.3

2007

0.2097

2012

0.2380

2008

0.1407

2013

0.1882

2009

0.1831

2014.1~2

0.2995

2005~2009
평균

0.1658

2010~2014.2
평균

0.2304

0.2

추세선

0.1
0
2005.1.7. 2006.1.7 2007.1.7 2008.1.7 2009.1.7 2010.1.7 2011.1.7. 2012.1.7 2013.1.7 2014.1

실업의 분해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실업의 상당 부분이
미스매치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임금수준별 구인･구직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실업의 17.4%가
미스매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로 형태별 구직의사를 밝힌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는
1) 황규선(2014), “강원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실태 및 원인 분석”, ｢강원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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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52.8%가 미스매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어 미스매치가 더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2)
이러한 결과로부터 물론 실업의 절대적인 원인은 수요 부족에 따른 일자리 부족이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도 상당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11 ● 실업 원인 분해결과
(단위 : 명, %)
구직자

취업자

미취업자
(실업자)

임금수준별
구인･구직자료

96,065

39,807
(41.9)

근로형태별
구직의사 자료

73,957

42,463
(57.4)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업

55,258
(58.1)

9,631
(17.4)

45,627
(82.6)

31,494
(42.6)

16,626
(52.8)

14,868
(47.2)

3. 일자리 미스매치와 지역 고용시장의 효율성 변화
Beveridge 곡선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Beveridge 곡선은 통상적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우하향하는 모습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Beveridge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중장기적인 노동시장의 효율성 변화와 관련된 것은 Beveridge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되면 Beveridge 곡선은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반대로 미스매치가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악화되면 Beveridge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그림 3 ● Beveridge 곡선

2) 황규선(2014), “강원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실태 및 원인 분석”, ｢강원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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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결원률, 비고용률과 결원률 등 두 가지 대안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Beveridge 곡선
을 도출한 결과를 보면, 두 경우 모두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전반적으로 원점 방향으로 이동하
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원점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즉 지역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악
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스매치가 이전에 비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하며, 기간별로 구분하여 도출한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3)

Ⅴ. 정책적 시사점
강원도 고용시장의 변화와 그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
동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용시장 규모의 왜소
함과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일정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최근 전국
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역시 고용 여건이 전국에 비해 개선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취업자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파생수요인 노동수요 기반을 확대해 줄 산업 토대와 성장력이 취
약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수 있다. 또한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큰 폭의 등락세를 보이고
있어 취업구조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전체적으로 고용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업별로는 상대적으로 고급 직종 취업자가 증가 추세이다. 종
사상 지위별로는 최근 들어 상용근로자의 증가로 취업구조가 일면 양호해진 것처럼 보이나, 동
시에 임시근로자도 증가하여 불안정성도 함께 커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고용구조의 고학
력화와 함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고용변화의 특징과 함께 구인-구직 현황과 미스매치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몇 가지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미스매치 측정결과는 미스매치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Beveridge 곡선 도출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미스매치가 증가하고 있는 확증을 제
공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만들어져 있는 일자리를 효율
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고용여건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스매치 분해법을 이용하여 실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1차적으로 노동수요 부족이 일자리
부족의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적게는 47%에서 많게는 83% 정도가 노동수요 부족으로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산업 정책
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일자리 창출에 친화적인 산업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정책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황규선(2014), “강원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실태 및 원인 분석”, ｢강원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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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매치 분해 분석결과는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고용여건 개선이 가능함
을 보여주고 있다.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전체 실업의 17.4∼52.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처럼 많은 예
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나 관행 개선을 통해
미스매치를 감소 내지 해소함으로써 일자리 배분의 효율을 높여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유용성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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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강원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대비한 주요 논점과 과제
Ⅰ. 서 론
2000년대까지 지속되어 오던 “배출농도 허용기준” 중심의 물환경 보전정책은 오염물질 배출
량의 양적 증가를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성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 추진과 대규모의 비용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의 관리 및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도권지역 2,300만 명 이상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팔당호를 Ⅰ급수로 개선하
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가 통제되어야 하나 근본적인 한
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이창희, 2007).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수계별로 달성하려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관리하는 유역관리 기반의 수질오염총량
관리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1999년 2월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한강수계법”)｣에 의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법적인 시행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한강수계 각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지자체의 참여의사에 따라 시행하는 임의제로 시행이 시작
되었으며, 2004년 7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시행이 이루어졌다.
한강수계를 제외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서는 2002년 1월에 각 수계
별로 3대강 수계법이 제정되어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시행에 대한 법적 시행근거가 마련되
었으며(이병국, 2006), 2004년부터 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2005년 9월 12개 광역시･도
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과 함께 1단계 총량제(2004~2010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2단계 총
량제(2011~2015년)가 시행되고 있다.
한강수계는 총량제가 임의제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 10월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으로 한강수계 총
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2010년 5월 31일 공포되면서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2013년 6월부터 총량제가 의무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강원･충북 등
상류수계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6월 이전에 시행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강원발전연구원, 201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유역관리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그 취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기술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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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수질을 더욱 개선하고자 하는 물환경정책의 목표
설정방식은 현행의 청정지역에 대한 수질보전의 부담 가중과 함께 개발권한이 상대적으로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강원도에서 유
하되고 있는 수자원은 질적으로 청정 물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수도권 상수원의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한영한, 2015).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강원도는 향후 총량제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기술적 불합리성을 극복하면서도 지속적인 청정 물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도 시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제한사
항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도 나타
나고 있어, 강원도 한강수계의 총량제 시행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화요인에 따른
여건분석 및 합리적 대응방안의 모색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
원도 한강수계의 총량제 시행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주요 논점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Ⅱ. 강원도 한강수계 현황
강원도의 수계는 태백시의 낙동강수계와 동해안 수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강수계 유역에 해당
된다. 총량제의 단위유역 분류상 총 22개의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홍천A 단위유역이 1,488.87㎢
로 가장 넓은 단위유역 면적을 차지하며, 임진A 단위유역은 54.90㎢로 가장 작은 유역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 표 1 ● 강원도 한강수계의 단위유역별 면적
단위유역

면적(㎢)

단위유역

면적(㎢)

골지A

902.79

인북A

743.32

북한A

889.20

임진A

54.90

북한B

768.09

제천A

80.25

북한C

463.77

주천A

585.01

북한D

22.11

평창A

1,083.35

섬강A

705.98

한강A

1,065.58

섬강B

627.86

한강B

29.27

소양A

1074.80

한강D

117.07

소양B

675.78

한탄A

533.21

오대A

449.59

한탄B

123.77

옥동A

397.96

홍천A

1,4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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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강원도 한강수계 및 단위유역 현황

Ⅲ. 강원도의 주요 논점에 대한 고찰
1. 현행 제도상 문제의 검토
1) 청정지역의 목표수질 설정
목표수질 설정은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여부에 따라 지역의 개발여력을 결정짓는
인자이므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모든 유
역에 대해 동일한 목표수질을 부여할 수 있다면 문제의 발생소지는 축소될 수 있으나, 기개발
도시가 청정지역과 동일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목표수질의 설정수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상류지역에서는 개발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완화된 목표수질의 설정을 요구하나, 하류지역에서는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를 위해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목표수질의 설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개발여건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유역
에는 완화된 목표수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환경정책 목표상 광역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은 현재의 수질보다 개선되거나 최소한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다. 현재의 수질보다 악화된 수질은 목표수질로
서의 의미가 없으며 총량제도 시행의 의미도 결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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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시 큰 부담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재의 수질이 너무 청정하다는
불합리한 요인 때문이다.
다음 <표 2>는 강원도의 단위유역 중 BOD의 연평균 수질 및 평가수질이 1.0㎎/ℓ 이하인 지
역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역들의 경우 향후 총량제 시행시 목표수질 설정에 있어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BOD가 0.3~0.8㎎/ℓ에 불과한 지역들의 경우, 현재의 수
질보다 강화된 목표수질 설정은 절대 불가하며, 현재수질 수준의 목표수질 설정시 청정지역의
개발여건을 과다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많은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또한,
현재 수준의 목표수질 설정시 가뭄 등으로 인한 수질의 변동은 현재의 낮은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정지역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총량제의 시행지역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 표 2 ● 한강수계 단위유역별 연평균 수질 및 평가수질(BOD)
단위
유역

연평균 수질(mg/L)
’07

’08

’09

’10

’11

’12

평가 수질(mg/L)
’13

’14

07~09 08~10 09~11 10~12 11~13 12~14

골지A 0.67 0.65 0.67 0.80 0.61 0.71 0.65 0.83

0.66

0.69

0.68

0.70

0.66

0.73

북한A 0.55 0.50 0.52 0.47 0.47 0.47 0.48 0.49

0.52

0.49

0.48

0.47

0.46

0.47

북한B 0.64 0.55 0.63 0.63 0.59 0.53 0.49 0.57

0.61

0.60

0.62

0.58

0.54

0.53

소양A 0.50 0.49 0.48 0.49 0.53 0.47 0.46 0.84

0.48

0.49

0.50

0.50

0.49

0.56

소양B 0.42 0.37 0.37 0.39 0.42 0.29 0.28 0.35

0.37

0.37

0.39

0.36

0.32

0.31

오대A 0.52 0.66 0.58 0.57 0.64 0.61 0.58 0.79

0.59

0.60

0.59

0.60

0.61

0.66

옥동A 0.58 0.59 0.50 0.48 0.52 0.50 0.47 0.76

0.56

0.52

0.50

0.50

0.50

0.57

인북A 0.72 0.74 0.58 0.63 0.72 0.63 0.66 0.91

0.68

0.65

0.63

0.65

0.66

0.72

주천A 0.74 0.83 0.69 0.77 0.78 0.87 0.73 1.12

0.76

0.76

0.74

0.80

0.79

0.90

평창A 0.89 0.91 0.66 0.78 0.76 0.89 0.77 1.16

0.81

0.78

0.73

0.81

0.80

0.93

한강A 0.89 0.88 0.76 0.73 0.69 0.87 0.76 0.99

0.84

0.79

0.73

0.76

0.77

0.87

홍천A 0.88 1.10 0.85 0.77 0.75 0.95 0.68 1.07

0.93

0.90

0.79

0.82

0.79

0.89

자료 : 한영한(2015),「물환경 정책변화에 따른 강원도의 총량관리 여건 분석」

제1단계 총량제(2004~2010년) 시행시, 환경부는 금강수계의 광역자치단체와 목표수질 협의
시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의 삭감계획 적용에 따른 예측수질이 BOD 1.0mg/L 이하인 단위
유역의 목표수질은 1.0mg/L로 설정한다는 원칙을 두었었다(배명순, 2011). 그러나, 이러한 원
칙이 강원도 한강수계의 총량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다수의 단위유역에
상당히 완화된 목표수질로 설정될 경우, 강원도에서 수도권의 가장 중요한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하되는 수자원의 비중을 고려할 때 팔당호의 수질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정지역들에 대해 적정 목표수질을 설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청정수질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지원제도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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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강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현재의 수환경 현황, 2025년까지의
개발 및 삭감여력이 고려된 합리적 목표수질 설정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총량 시행지역의 안전부하량
목표수질을 2년 연속 초과하는 지역은 총량제의 시행지역으로 분류되며, 시행지역은 목표수
질을 초과하는 오염배출량을 삭감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오염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
하여 기준배출부하량1)의 10%에 해당하는 안전부하량을 의무적으로 삭감한 후에야 추가 삭감
량을 개발부하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지속되어 온 오염원 저감사업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삭감이 용이한 점오염원의 처리는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삭감이 어려운 비
점오염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안전부하량을 삭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점차
부족해질 뿐더러, 인위적인 오염원이 적은 저개발도시의 청정지역일수록 안전부하량의 삭감은
달성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음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은 강원도 한강
수계의 BOD 및 T-P의 점배출량 비중은 각각 25.3% 및 30.0%에 불과하다. 이는 강원도내의
단위유역이 시행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질적 삭감수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기 이전의 의무적 안전부하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BOD는 점 오염원의 약
40%, T-P는 약 33%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안전부하량에 대한 우려는 제3단계 총량계획(2016~2020년)을 앞두고 있는 3대강수계의 지자체
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삭감이
가능한 오염원 및 저감수단을 별도로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부하량의 설정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표 3 ● 강원도 한강수계의 점 및 비점오염원의 배출부하량 및 비중
강원도 한강수계

배출부하량 (kg/일)

배출비중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BOD

22,074.47

65,191.231

25.3

74.7

T-P

1,706.34

3,976.973

30.0

70.0

자료 : 강원도(2013),「청정지역 총량제의 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비용 연구」

3) 자연 배경오염원의 고려
상기의 안전부하량은 물론 개발부하량의 확보룰 위한 추가 삭감에 있어서도 처리가능한 오염
원의 비중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자연으로부터의 배경오

1) 기준배출부하량 : 목표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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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은 별도의 안전부하량의 산정에 있어서도 별도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인위적인 오염
원과는 달리 산림과 같은 자연지역에서는 삭감이 가능한 오염원이 거의 없어 안전부하량에 대한
삭감수단의 적용이 어렵고, 오염물질의 변동요인이 매우 적어 불확실성 요인도 매우 적으므로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안전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준대 등, 2014).
강원도 한강수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자연배경오염원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포 비중이 높아
면적은 약 86.1%에 해당하고, BOD 배출부하량은 12.0%, T-P는 2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총량제는 이러한 삭감불가능한 오염원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차등적 안전율
적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차체들의 비현실적 삭감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총량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
● 표 4 ● 강원도 한강수계의 자연배경오염원 배출 비중
강원도 한강수계

배출부하량 (kg/일)

배출비중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BOD

87,265.71

10,502.65

12.0

T-P

5,683.313

1,511.488

26.6

자료 : 강원도(2013),「청정지역 총량제의 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비용 연구」

4) 군부대 오염원의 고려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많은 군부대 인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사용량의 증
가는 오염배출량의 증가로 연계된다. 군부대 상주 인원은 지역별 인구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총
량제에서는 영업용 물사용량으로 평가하여 총량계획을 수립한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군부대의
경우 배출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염배출량 평
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수도 사용량이 평가된 경우에도 1인당 물사
용량에 영향을 미쳐 장래 물사용량 전망 등에 있어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총량제 시행 중 미고려된 군부대 상주인원의 급수원이 상수도로 전환된다던가
하수 미처리구역의 군부대 시설이 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오염배출량이 증가하는 결
과로 나타나 수립된 총량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나 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원도 한강수계의 생활계 배출부하량 중 군부대에 의한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BOD 6.72%, T-P 17.20%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각 시
군별 배출비중을 살펴보면 생활계 BOD 배출부하량의 약 30%, T-P는 약 4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P는 4개 지자체에서 40% 이상의 높은 배출
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 2013).
이러한 배출부하량의 비중은 합리적인 총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는 데 있어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나, 군부대 관련정보는 기밀특성상 정기적인 접근 및 명확한 파악이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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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더러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에 있어서는 국방부 및 환경부 등 정부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분석이 수행되고, 총량계획에
서는 행정구역 및 소유역별 발생･배출부하량의 추가 고려 등 제한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접근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표 5 ● 강원도 한강수계의 군부대 생활계 배출부하량 비중
배출부하량 (kg/일)
강원도 한강수계

배출비중 (%)
군부대 포함

군부대 미포함

차이(포함-미포함)

BOD

18,038.33

16,825.63

1,212.70

6.72

T-P

1,249.462

1,034.537

214.925

17.20

자료 : 강원도(2013),「청정지역 총량제의 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비용 연구」

5) 수질관리비용 지원제도의 활성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원도의 한강수계는 다수의 단위유역들이 매우 청정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어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총량제도의 특성상 향후 목표수질 설정시 많은 어려움
이 예상된다.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최소한의 개발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완
화된 목표수질을 확보해야 하나,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목표수질 설정의 형평성 및 기본권 확보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심각한 충돌 및 갈등이 예상된다.
지속적인 수질보전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역의 물환경 보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 청정지역에 대해 과도
한 개발 규제 및 오염원관리 부담 등이 전가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원제
도의 시행을 통해 상･하류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강수계법 제22조(기금의 용도)에는 총량제의 시행지역 중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고 수질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
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 및 지원규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지역에서는 이미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강원･
충북 등 상류수계의 지자체도 조만간 실질적인 총량제의 시행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팔당호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동
일한 기준수질 또는 이를 만족시키는 기준배출부하량을 토대로 수질을 개선시키는 기여도에 비
례하여 수질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으며(한영한 등, 2014), 금년에는 한강수
계 환경기초조사사업으로 “유역관리서비스 보상(PWS) 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결과물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수질개선 기여지역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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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비용 지원과 보상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존의 규제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발적 참여형
정책으로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하류 상생의 선진형 물환경정책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물환경정책의 변화
10여년 이상 총량제가 시행되어 오면서 나타난 여러가지 제도적･기술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및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제도의 개선으로
연계되는 등 물환경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수질오염총량
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변화 동향과 검토사항을 고찰하였다.
1) 총량관리 대상물질의 확대
지난 2004년부터 총량제가 시행된 3대강 수계에서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간(2004~
2010년)에는 BOD를 관리 대상물질로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단계(2011~2015년) 및 3단계
(2016~2020년) 기간에는 BOD 이외에 T-P를 대상물질로 추가 선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현행 대상물질의 추가 삭감이 점차 제한되는 현실적 문제와 4단계 이후의 총량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질오염의 원인물질 관리를 위해 COD, T-N, TOC 등에 대한 총량관리항목 확대 타
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상항목은 TOC로 대상물질 추가 혹은 대체 등을 고
려한 대상물질 및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의 발생･배출현황 조사, 다양한 삭감방안 검토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많은 부분 원단위를 활용하여 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하는 현행의 총량제에 있어 TOC에 대한 원단위가 없는 실정이므로 TOC 원단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도 수행될 예정에 있다.
오는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전반기에는 제4단계(2021~2025년)의 총량제 시행을 위한
목표수질 설정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TOC를 신규 대상물질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다
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있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으나, 원단위 마련 등의 연구
과제를 조속히 수행할 경우 충분히 확대 적용가능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TOC의 대상물질 확대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도의 TOC 발생 및 배출현황, 오염원별 삭감여력
등 강원도의 현황 및 총량제 시행여건도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토지계 비점오염원 원단위의 개정
토지계 오염원은 비점오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시간적･경제적인 문제로 특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실측보다는 발생 원단위를 사용하여 오염발생량을 평가하고 있다. 토지계 원
단위는 ’95년도에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도시화 및 농경 형태의 변화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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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오염물질의 발생 특성 변화로 원단위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7년부터 비점오염원 유출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이를 통해 ’14년 하반기에 원단위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의 물환경관리계획 및 총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개정된 원단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성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 표 6 ● 토지계 비점오염원 원단위 개정안(대분류)
(단위 : ㎏/㎢･일)
BOD

지목

T-N

T-P

SS

기존

개정(안)

기존

개정(안)

기존

개정(안)

기존

개정(안)

전

1.59

4.57

9.44

3.146

0.24

1.435

80.4

327.70

답

2.30

4.24

6.56

2.920

0.61

0.467

19.7

46.04

임야

0.93

1.49

2.20

2.522

0.14

0.056

86.2

15.20

대지

85.90

17.76

13.69

10.147

2.10

0.631

254.5

85.44

기타

0.960

1.60

0.759

1.462

0.027

0.094

-

-

주) ‘전’ : 토지 지목 중 전과 과수원을 포함
‘대지’ :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포함
‘기타’ : 광천지, 염전,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를 포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2014a),「비점오염원 원단위 마련 공청회」자료집

토지계 비점오염원의 원단위 개정은 발생 및 배출부하량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원단위
개정에 따라 강원도 한강수계의 BOD 배출부하량은 –13,284.35㎏/일이 감소하여 약 15.2%가
감소하며, T-P의 경우에는 335.822㎏/일이 감소하여 약 5.9%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한영한, 2015). 이에 따라, 점오염원의 배출 비중은 기존 원단위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 표 7 ● 원단위 변경에 따른 점 및 비점오염원의 배출 비중 변화
기존 원단위
강원도
한강수계

배출부하량 (kg/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개정 원단위
배출비중 (%)

배출부하량 (kg/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배출비중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BOD

22,074.47 65,191.231

25.3

74.7

21,996.58 51,984.769

29.7

70.3

T-P

1,706.34

30.0

70.0

1,703.46

31.9

68.1

3,976.973

3,644.028

자료 : 한영한(2015),「물환경 정책변화에 따른 강원도의 총량관리 여건 분석」

또한, 원단위 개정안은 기존의 원단위에 비해 대지 지목의 원단위가 대폭 감소하고, 전답 등
농경지에 의한 원단위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비점오염원의 관리정책은 현행 도시지역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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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경지역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삭감을 위한 실행적
방법론도 다양하게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및 농경지역의 오염발생 비중
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단위 변경에 따른 영향, 그리고 농경지역에 대한 비점오
염원의 삭감수단 및 삭감가능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수질보전은 물론 합리적인
총량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 토대의 안정적 구축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지류형 수질오염총량제의 추진
현행의 총량제는 수계의 모든 단위유역에 동일한 대상항목(BOD, T-P)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각 유역 및 수계의 특성 및 실질적인 현안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대상항목 및 적용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목표수질을 만족하고 있는 단위유역이라도 수질
이 악화된 오염 우심지류 유역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통제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오염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왔다(황하선, 2015).
이러한 지류형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을 위해 2014년에는 지류 단뒤유역의 분류와 함께 지류
총량 지원 의사결정시스템이 개발된 바 있다(<그림 2>).

총량 단위유역 (49개)

지류 단위유역 (1,468개)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2014b), 「지류총량제를 위한 총량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 설계․평가 연구」

● 그림 2 ● 한강수계 총량 단위유역 및 지류 단위유역의 분류
지류형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류총량 지원 의사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오염 우심지류를 한별하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관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유역구성원이
참여의사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보다 선진적인 유역관리체계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금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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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국의 3개 지류에 대해 시범사업을 적용하고 있고, 강원도에도 강릉시 대기천에 대해 SS를
대상항목으로 하여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총량제의 규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지류형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은 지류형 총량관리제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베반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나, 강원도 수계에
대한 오염우심지류 및 대상항목의 검토, 오염 심화시기 및 삭감수단 등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 변화 등 제반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원도의 청정물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오염원관리체계는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목표수질 달성 평가방법의 개선 추진
각 단위유역별로 평가된 평가수질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할 경우에는 시행지역
으로 분류되며, 평가수질은 평균 8일 간격으로 조사된 3년간의 측정자료를 활용한 대수평균수
질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목표수질 설정시와 사용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목표수질 설
정시에는 저수기 또는 평수기의 유량시기에 해당하는 수질값을 분류하여 이들을 토대로 개발
및 삭감이 교려된 유량시기별 목표수질로 설정되나, 평가시에는 각 유량시기별 수질을 선택적
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전체 측정자료의 대수평균수질을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수질 설정과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가뭄 또는 집중호우 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수질의 전체 평균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오염배출량을 만족하더라도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반대의 경우 오염배출량은 초과하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목표수질 평가 방법론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원도에서 유일하게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태백시 낙본A 단위유역의 경우에도 오염부하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2008년경 지속된 가뭄에 의해 악화된 수질이 평가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쳐
시행지역으로 분류된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기준유량이 작은 상류수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하지속곡선(LDC, Load Duration Curve)을 활용한 평가방법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김홍태, 2015). 부하지속곡선은 유량과 부하량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행평가시에 수질기준에 따른 부하지속곡선에 현재의 부하량을 도식화하여 허용량
만족 여부 평가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허용
부하량이 초과되는 유량 시기와 정도 및 오염원 규명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함께 지닌다.
따라서, 실측된 수질과 유량값에 의해 산정된 부하량을 부하지속곡선에 도식화했을 때 달성된
비율(예를 들면 50% 또는 75%)에 따라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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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홍태(2015), “단위유역 목표수질 평가방법 선진화 방안”, 2015 강원도 유역관리 워크숍 자료집

● 그림 3 ● 부하지속곡선(LDC)을 이용한 목표수질 평가 예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도의 상류유역은 기준유량이 작기 때문에 강우빈도에 따라 유량의
변동폭이 크고 수질도 유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부하지속곡선에
의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거나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의 적정관리와는 관계없이 하천수질의 악화가 지속되어 목표수질의 달성률이
낮아져 평가수질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갈수기 또는 홍수기 등 특정 유량
시기에 해당하는 수질값들은 평가수질 초과율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다 합리적인 방안의 검토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 도내 단위유역의 수질현황, 개발 및 삭감계획 등을 고려한 목표수질 설정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지속되어 왔으나, 이와 함께 과거 장기간의 수질자료, 개발･삭감계획, 그리고 부하
지속곡선의 초과율을 고려한 각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의 합리적 설정수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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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오는 2020년 6월 이전에 시행되는 것으로 한강수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원도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주요
논점들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의 취지상 바람
직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청정지역인 강원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강원도 한강수계의 본격
적인 총량제 시행에 앞서 최근의 물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도
요구되므로 이러한 주요 논점들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먼저, 강원도의 합리적 총량제 시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시급한 대안이 요구되는 사항들로서
청정지역에 대한 합리적 목표수질 설정방안, 시행지역에 대한 안전부하량, 자연 배경오염원 및
군부대오염원의 고려방안, 청정지역의 지속적 수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수질관리비용 지원제
도의 활성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최근의 물환경정책 변화 동향으로 총량관리 대상물질의 확대,
토지계 비점오염원 원단위의 개정, 지류형 수질오염총량제의 추진, 목표수질 달성 평가방법의
개선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강수계 총량제가 의무제로 전환된 이후, 강원도는 총량제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고, 지속적인 청정 물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오염원조사자
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사전검토체계 구축, 오염원별 전수조사, 개발 및 삭감계획의 체계적
관리, 오염원관리 및 분석시스템의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이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일련의 정책변화 동향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 토대의 구축을 통해, 강원
도의 청정물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합리적인 개발이 고려된 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추진함
으로서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의 실질적인 상생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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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 12. 10 규칙 제222호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간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및 간행물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원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2. 편집위원회 소집
3. 학술지 및 간행물 편집․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6조(역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 및 간행물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의 추인
4. 기타 학술지 및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결도
이에 준하여 인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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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학술지 발간
제7조(학술지의 정의)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강원논총”이라 칭한다.
제8조(논문 공모)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특집을 제작하
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지원비 지급)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강원논총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발행횟수 및 시기) ①학술지는 연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학술지 발행일은 매년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다만,
발행횟수를 조정할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학술지 전자간행) 학술지는 일정기간 강원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4 장 논문의 심사
제12조(심사위원의 선정) ①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심사
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절차와 방법) ①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수정․보완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의견서 사본을 즉
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
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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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고자의 서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발간
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연구대상의 명확성
3.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타당성
4. 분석도구 사용의 타당성과 객관성
5. 연구자료의 신뢰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7.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의 준수 여부

부

칙 (2010. 12. 1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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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논총｣ 투고 안내
｢강원논총｣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논문집이다.
지역문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이슈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정책의 발전 및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간주기는 반년간으로 4월과 10월 간행을 목표로 한다.

□ 투고논문의 기본요건 및 게재절차
1.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투고논문의 원고분량은 도표를 포함하여 A4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모든 원고는 본지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도표, 사진, 그림 등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5. 투고논문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한 원고
파일을 접수시킨다.
▪ 홈페이지 접수 : 연구원 홈페이지>참여마당>강원논총 투고신청
▪ 우편접수 :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발전연구원 편집위원회 간사 앞
(원고출력본 3부, 원고가 저장된 CD, 투고신청서 포함)
▪ E-mail 접수 : ltk@rig.re.kr
▪ 접수문의 : 편집위원회 간사, 전화 033-250-1315
6.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7.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연구지에 게재되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이
가지며,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논문의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 국문논문의 경우
- 1페이지 : 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문-국문주제어
- 2페이지 :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키워드
- 3~20페이지 : 본문-참고문헌-부록-저자소개
▪ 영문논문일 경우 1페이지와 2페이지 순서를 바꿔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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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페이지 작성요령
1) 국문논문 제목작성
(1) 국문논문 제목을 작성한다.
(2) 국문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2) 저자표시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
3) 요약문 및 주제어 작성
(1) 국문저자명 밑으로 국문요약문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주제어 5개를 제시한다.
(2) 국문요약은 연구목적ㆍ연구방법ㆍ연구결과ㆍ연구의 시사점ㆍ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 2페이지 작성요령
1) 1페이지 국문작성과 마찬가지 순으로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주제어를 작성한다.
3. 저자소개 작성요령
1) 국문저자명과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2) 저자의 최종학력과 주요경력, 현재 소속기관과 부서(또는 학과) 및 직위(또는 직급), 최근
주요 연구분야 및 논문소개, 관심분야 등의 순으로 작성한다.
4. 본문 작성방법
1) 본문 편집 기준
용지
A4 기준
위쪽･아래쪽 35mm
왼쪽･오른쪽 32mm
머리말 15mm
꼬리말 0mm

문단모양

좌우 여백 0
줄간격 160%
도표안 140%

글자모양
글꼴 : 바탕
크기 : 제목 15pt(진하게)
소제목 12pt(진하게)
본문 10pt
(도표 안 8.5pt 돋움)
각주 9
인용문단 9

2) 내용목차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3)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 등과 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표 제목은 해당 표의 상단
좌측에 맞추고,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의 중앙에 맞춘다. 표와 그림에 대한 주기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컬러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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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문헌
▪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0)은…, 홍길동(1990: 25)은…, Smith(1992: 82-83)는…
▪ 인용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
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는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 한 연구(홍길동, 1990 ; Anderson, 1989)에 의하면…
~ 라고 지적하였다(Weeks and Mcmahon, 1973).
~ 나타난다(조선일보, 2009. 1. 1).
▪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표시하되(가운뎃점으로 구분),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000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1992), Wittrock et al.(1988)
5) 각주
▪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각주에서 자료 출처를 밝힐 경우, 표기 방법은 인용문헌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5.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사이트, 신문, 보도자료 등의 순으로 구분
한다. 이 중 한글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처, 발행처, 권/호 및 페이지를 밝힌다.
한글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은 “ ”, 서명은 ｢ ｣로 표시한다.
서양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은 “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2009), “강원지역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강원논총｣, 강원발전연구원, 30: 35-106.
Montgomery, W.(1972), “Markets in Licenses and Efficient Pollution Control
Programs", Journal of Economic Theory, 5: 395-418.
3)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기록한다.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서명은 ｢ ｣로 표시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
한다.
예) 홍길동(2010), ｢강원정책｣, 강원출판사.
Zeithaml, V. A. & Bitner, M. J.(2000), Services Marketing. New York: McGraw-Hill.
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Journal은 약어 대신 풀어서 쓴다.
5) 인터넷 자료일 경우, 영문 주소명과 한글 주소명을 함께 표시한다.
신문자료일 경우, 발행일과 제목을 기재한다. 기사 제목은 “ ”로 표시한다.
예) http://www.rig.re.kr 강원발전연구원.
에너지경제(2010.3.3), “굴뚝산업, 녹색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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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쓰고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힌다.
3. 논문의 원고 접수일, 원고 심사완료일 및 최종 원고채택일은 논문의 본문 말미에 편집위원회
에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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