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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관리체계와 강원도에서의 주요 쟁점
- 물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Wa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Main Issues of
Water Resource in Gangwon-Do
- Focused on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

김문숙 Kim, Moon-Sook

국내 물관리체계와 강원도에서의 주요 쟁점
- 물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물관리체계는 물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강원도 물관리체계 또한 물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중앙정부의 형태와 비슷하다. 현 정부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통합물관리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법체계의 정비와 이에 따른 법정
계획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현 정부의 통합물관리 추진정책의 동향, 물 관련 법정계획을 중심
으로 강원도에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물 관련 주요 법정계획은 25개가
있으며, 국가의 법정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15개의 계획과 이외에도 시행계획 등 하위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다.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과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이들 계획들은 대부분 사업추진이 미비하거나 실행되지 않으며, 계획 간에 중복되는 내용으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수질관리 관련 계획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강원도에
수질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원도의 효율적인 물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강원도 조례가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물관리국(혹은 수자원국) 등으로 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 담수량의 1/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수자원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물관리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물 관련된 법률이 정비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과도한 물 관련 계획에 따른 행･재정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주제어 : 수자원, 물관리체계, 통합물관리, 물관리계획

Wa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Main Issues of
Water Resource in Gangwon-Do
- Focused on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In Korea, the water management system is dispersed in several departments, and the water
management in Gangwon Province has a similar structure. The current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policie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in order to implement systematic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he legal plan.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issues in Gangwon Province through the present government's trends of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romotion policy and the water related legal plan, and suggested the countermeasures.
There are 25 major water-related legal plans in Korea, and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utory planning,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establish 15 plans and other sub-plans. In Gangwon Province and
the local government, there are heav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s due to excessive planning.
In addition, most of these plans are not implemented or have a poor promotion, and duplication of
plans causes waste of budget. In particular,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plan imposes additional
burdens on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Gangwon Province, which maintains the cleanest water
quality in Korea. For efficient water management in Gangwon Provinc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water management system that is distributed them. In order to manage the integrated water, the
Gangwon Province Ordinance should be prepared. At the same time, the water related administration
of Gangwon Province needs to be integra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ater resources
can be a valuable resource for the region. Gangwon-do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the Water
Management Basic Law is enacted as soon as possible and water related laws are improved. This
can reduce a los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es according to excessive water related plans.
keyword : water resource, water management system,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ater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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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된 이후 필요에 의해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해 왔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물 관련 법률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정
되면서, 일괄된 기본이념과 목적 아래 상호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체계라기보다는
단일목적의 기능을 추구하는 단행법의 성격을 갖는다(안혁근, 2010).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물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
으로 제시되어져 왔다.
강원도 물관리체계 또한 물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중앙정부의 형태와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물 관련 법체계의 다원화는 물 관리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중복투자, 사업지연 등
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물 관리정책과 사업의 실제 집행을 위한 주요 23개의 법정계획과
하위계획들이 난립하여 있으며, 이들 계획들은 계획 간의 중복 및 상충, 통합 및 연계 미흡
등의 문제로 물 관리 업무가 비효율적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적 특성,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물 환경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15개 이상의 다양한 법정계획의 수립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담이 큰 실정이다.
국내 물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여 년간 물관리 업무를 통합･조정
하기 위한 대안으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도 7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한국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에 합리적인 물 관리계획 수립, 수질･수량･생태의 통합관리에 따른 최적의 물관리가 가능
함으로써 기존의 물관리로 인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부처의 이관･통합이 주요 이슈로 정치적인 이해대
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계적인 통합물관리의 시행을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보다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정계획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 정부의 통합물관리 추진정책의 동향을 살피고, 물 관련 법정계획을
중심으로 강원도에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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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내용적인 범위는 물환경 관련계획 중
에서도 환경부 소관의 수질관리 및 상수도 중심의 계획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환경부 소관의 물환경 법정계획수립을 시행하는 데 있어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이용 측면에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
이용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리 측면에서는 물환경관리계획과 오염총량관리기본계
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 및 법정계획의 문제점은 한강수계 5개 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물환경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2013) 등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강원도
의 물환경 법정계획 수립 시에 나타난 행정적 및 재정적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Ⅱ. 국내 물관리체계와 통합관리 정책동향
1. 국내 물관리체계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는 크게 양적 관리인 이･치수관리와 질적 관리인 수질관리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1>. 분야별 주요부처는 수질관리는 환경부,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 소하천 관리 및
자연재해는 소방방채청, 농어촌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된다.

수질

수량

이수

치수

주요부처 및 업무

주요부처 및 업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
･
･
･

하천정화사업
수질규제관리
지방상수도
하수도

･ 저수지관리
･ 농업용시설
･ 하구둑관리

국토교통부

･
･
･
･
･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 소하천관리
･ 자연재해대책
･ 온천관리

자료 :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정･인용

● 그림 1 ●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

하천관리
다목적댐관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하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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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1961년｢하천법｣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총 20개의 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왔다<표 1>. 현재 물 관
련 업무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5개 부처에서 관
여하고 있다.

● 표 1 ● 물환경 관련 법제 현황
구분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물 관련 법

담당부서

제정연도

하천계획과

1961

지하수법

수자원정책과

199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개발과

199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하천계획과

2010

수도법

수도정책과

1961

하수도법

생활하수과

196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정책과

199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지하수과

1995

먹는물관리법

토양지하수과

199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199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20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200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200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20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하수과

2010

온천법

지역발전과

1981

소하천정비법

재난경감과

1995

재난관리정책과

1967
(풍수해대책법)
1995
(자연재해대책법)

농촌정책과
어촌어항과

1994

해양환경정책과

2007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해양환경관리법

자료 :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수정･인용(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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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 관련 법률을 크게 구분하면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물 개발 및 이용, 수질관리,
재해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는 ｢하천법｣,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농어촌정비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이 해당된다.
수질관리를 위한 법령에는 ｢물환경보전법｣1), ｢4대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소한천정비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체계의 특징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물 관련 업
무가 부서별･기능별･지역별로 다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복투자 발생, 사업지연, 상･하류의 수질･수량 일괄관리 곤란 등의
물관리 정책의 비효율성과 지역간 물 갈등 등이 있다. 특히 현재의 물 관리체계는 최근의 급변
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물 관련 정책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2. 물 관련 법정계획의 현황
물 관련 정책 및 사업은 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을 수립한 이후 추진되며, 대부분 법률마다
하나 이상의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 관련 법률 중에서 ｢온천법｣과 ｢먹는물
관리법｣을 제외한 18개의 법에서 법정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물 관련 법정계획은 총
23개이다<표 2>.
물 관련 법정계획 중 수량과 수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법으로 국토부의 ｢하천법｣과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이 있다. 이 법들은 각각 3개의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에서는 수자원 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
며 이외에도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서는 수질관리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최상위 계획인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이외에
‘비점오염원관리대책’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수도법｣
에서는 수도정비에 관해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물 수요관리를 위한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각 계획들은 수립목적과 주체 및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획별 특성에 따라 연계된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국가의 법정계획이 수립되면 지방정부에서는 시행
계획, 이행계획, 소권역계획 등 하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위계획은 행정구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특별･광역시의 경우 물수요관리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장이 수립해야 하지만, 도의 경우는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시행계획은 시장･군수
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법정계획들의 주요 쟁점에는 계획의 실효성, 관련계획 간의 중복과 상충으로 인한
행정업무 가중 및 예산낭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1)｢물환경보전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개정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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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물환경 관련 주요 법정계획 현황
구분

물 관련 법

법정계획

담당부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계획과

하천기본계획

하천계획과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자원정책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장기계획

수자원개발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

하천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책과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정책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생활하수과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물환경관리기본계획)

물환경정책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물환경정책과

비점오염원관리대책

물환경정책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기본계획

토양지하수과

먹는물관리법

-

토양지하수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미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재이용기본계획

생활하수과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난경감과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난관리정책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해양환경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농촌정책과
어촌어항과

하천법
국토교통부

수도법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행정안전부

자료 :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수정･인용(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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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물관리 정책동향
1) 그간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상의 문제 해결과 효율화를 위한 논의는 20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각 부처 간 물관리 업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2>.

물관리기본법(안)
국민
정부

참여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 1997.6 : 제15대환노위(방용석 의원)
▫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 임기만료 자동폐기

주요활동 및 내용
▫ 지속위 주관 국정과제로 검토(2000)
▫ 물관리정책연구회 설립(2001.4)

▫ 2006.8 : 제17대환노위(정부입법)
▫ 환경부와 국토부 합의실패
▫ 임기만료 자동폐기(2008.5)

▫ 국정과제 선정(2003.3)
-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구축
▫ 물관리정책연구팀 설립(2004.2)
- 전문가, 시민단체 등 18명 구성
- 관련부처 협의, 30여 단체 토론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2005.10)

▫ 2009(3,8,10) : 제18대국토위
- 김소남, 이윤성, 이병석 의원
- 임기만료 자동폐기
▫ 2013.2: 제19대국토위(함진규 의원)

▫ 주요내용
- 총리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국가
물관리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물관리계획 수립

▫ 2015(7,11) : 제19대국토위
- 정우택, 김상희, 양창영 의원
- 임기만료 자동폐기
▫ 2016(6,8,10~12) : 제20대국토위
- 함진규, 정우택, 안호영, 민홍철,
전현희, 김상희, 주승용 의원

▫ 주요내용(19대국토위)
- 정부안의 내용 및 기본원칙 동일, 물관리
위원회가 물분쟁 조정
- 별도로 설치되는 물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물순환 관련 추가
- 환경부 주도의 물관리 일원화
▫ 주요내용(20대국토위)
- 19대 입법안과 기본원칙 등 동일
- 국토부 주도의 물관리 일원화

자료 : 워터저널, 2016년 11월호(물관리기본법, 지금까지 아홉 차례 제정 실패, 민홍철) 수정･인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그림 2 ● 물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경위

1997년 발의된 우리나라 최초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부처 간 이해조정의 어려움으로 무산된
이후 2001년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속위) 주관 국정과제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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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물관리정책연구회’ 설립으로 유역별 물관리 체계와 지하수 및 상수도
관리 일원화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2003년 지속위
주관으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고, 2004년 2월에는 물관리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후 2005년
10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의 사항이 결정되었으며, 2006년
8월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물관리기본법 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부처
간 합의 실패로 제정안에 대한 심의가 무산되고 제17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부처 간의 이해
관계 등으로 자동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현재에도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6월 이후 총 7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2) 현 정부의 추진현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산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
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국토부의 수자원정책
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가
매체별(지표수와 지하수), 용도별(생･공･농업용수), 부문별(물공급･수질관리･홍수통제)로 각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었던 업무에 대해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이다<그림 3>.

• 2017. 5. 22 물관리 일원화 발표(환경부로 일원화)
• 2017. 6. 02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신창현의원 대표 발의)
• 2017. 7. 20 ｢정부조직법｣ 국회의결 제외(특위구성, 논의 후 결정)

기존체계
하 천
수량

먹는 물
수질
광역상수도

소하천
국민안전처

하천･댐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먹는샘물

하수도

지하수

농업용
저수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
일원화 이후

환경부

자료 : 한겨레(2017.5.22.)

● 그림 3 ● 물관리 일원화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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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7188, 2017.6.2.)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
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안 제39조제1항),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및 물관리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특위를 구성하고 9월 말까지 논
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Ⅲ. 강원도 물관리체계와 물 관련 계획의 쟁점
1. 물관리체계 현황
강원도의 물관리체계는 물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중앙정부의 형태와 비슷하다.
강원도의 물 관련 부서는 크게 녹색국, 건설교통국, 농정국 3개국과 재난안전실로 운영되고 있
다<그림 4>. 녹색국은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 물 수요관리 및 공급, 상･하수도관리, 유역관리
및 오염사고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은 하천, 댐 등 수자원의 관리 및 정비, 농정
국은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난안전실에서는 가뭄 등
재난에 대한 저수지 및 댐 비상대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물관리체계와 유사하게 강원도의 물관리체계 또한 다원화된 관리체계로 업무가 분산
되어 있으므로 정책수립 및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료 : 기후변화대응 강원도 수자원관리와 가뭄대책(강원연구원, 2014)

● 그림 4 ● 강원도 물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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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관련 계획수립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1) 과도한 계획수립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우리나라에는 현재 물 관련 주요 법정계획이 25개나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10개의 법정
계획이 수립되며, 지방정부에서는 15개의 계획과 시행계획, 이행계획 등 하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계획의 기간은 10년 또는 20년이지만 5년 간격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부분 재수립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계획도 5년 또는 10년 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
성을 검토하여 재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물환경 관리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최상위 계획인 물환경관리계획은 대권역, 중
권역, 소권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3년마다 수정계획을 의미하는 연동계획과 1년
마다 이행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표 3>. 특히, 소권역계획2)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
으로 수립해야 하는 실제 이행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행정적,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 표 3 ●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
구분

매10년

매5년

매3년

매1년

대권역

기본계획

수정계획

-

-

중권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중간평가
(연동계획)

이행평가

소권역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

자료 :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한강수계 5개시도 연구원)

강원도는 남한강 3개, 북한강 6개, 동해안 3개의 중권역과 기타 및 일부 4개 중권역에 해당
된다<그림 5a>. 시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소권역계획은 유역단위가 아닌 행정구역단위의 계획
이며, 강원도는 18개 시군별로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소권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5b>. 그러나 시군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하지 못 하는 것
이 현실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춘천시만 2012년도에 의암댐 중권역에 해당하는 4개 소권역계획
(2010~2013)을 수립하였다. 또한, 소권역계획이 행정구역단위계획이다 보니 한 개의 시군에
두 개의 중권역 및 소권역이 해당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유역관리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2) 2018년 1월 시행되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는 상위계획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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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원도 중권역 현황

b. 강원도 소권역 현황

● 그림 5 ● 강원도 중권역 및 소권역 현황

마찬가지로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기본계획 또한 법률상 1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마다 수립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대상하천 수와 비용 등의 여건으로 대부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총 253개의 하천이 있으며, 이 중 국가하천은 5개이고 지방하천은 248개이다
<그림 6>. 강원도는 248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1년에 25개 정도의 하천 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1개의 하천당 평균 5억 원의 계획 비용을 고려하면 125억 원을 소요
하게 되는데, 재정자립도 21.4%(2016년)의 강원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법정계획들은 강제조항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자체에서 필요한 하천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도 대부분 필요한 하천에 계획이 수립되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
에서 규정된 법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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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강원도의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

2) 계획 간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물 관련 법정계획은 동일부처 내 혹은 부처 간의 계획 수립 시 서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
한다. 계획 간 중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물재이용
관리계획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수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시군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시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에서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물재이용관리계획’은 국가에서 ‘물재이용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군에서 수립한다.
이들 계획의 수립지침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표 4>. 중복되는 내용에
는 크게 현황 및 전망자료,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이 있으며, 시군에서 3개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지침상의 중복되는 내용들은 그대로 반영되기도 한다. 결국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물재이용관리계획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인구나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계획수립 용역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5개 시도 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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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물재이용, 물수요관리, 수도정비 관련 계획의 지침내용 중복
구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1장 총설

1장 총설

2장 기초조사

2장 기초조사

수도정비기본계획
1장 총설
2장 기초조사

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3장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3장 기본사항의 결정

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영향
분석

4장 시설확충계획

5장 물 재이용 사업 계획 수립
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수립
재정계획
지침
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4장 물수요관리 추진계획

1편
5장 시설개량계획
수도정비계획
6장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계획
6장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5장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계획

7장 상수도시설
유지관리계획

7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
성과 평가

8장 상수도시설 정보화계획
2편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3편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4편 재정 및 경영계획

물재이용 중복

물수요관리 중복

자료 :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시도 연구원)

강원도의 경우 13개 시군의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를 비교한 결과, 인구와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계획수립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그림 7>. 예를 들어 4~5억
원을 들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실제사업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계획에서는 많은 사업량이 수립되지만, 추진은 매우 미미한 상황
이다. 결국 많은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획
간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수부문의 계획에 대한 통합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림 7 ● 강원도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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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중심이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수립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오염총량관리는 ｢물환경보전법｣과 ｢한강수계 상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다. 본 계획은 수계구간별 목표
로 정한 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목표수질 달성조건하에 개
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는 2013년 6월부터 서울･
인천･경기가 의무제로 시행된 반면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은 2020년 전후에 시행하는 것으
로 유예된 상태이다.
강원도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49개 단위유역 중 21개 단위유역에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16개 단위유역에는 강원도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그림 8>. 시도경계 지점은
총 6개가 있으며, 이 중 5개 단위유역의 측정지점이 강원도 내 위치해 있다. 강원과 충북 및 경
기도의 경계지점인 한강D 단위유역을 포함한 17개 단위유역의 2008~2016년 평균수질은 BOD
0.8mg/L, TP 0.024mg/L를 보여 매우 양호한 수질을 보였다. 단위유역별 BOD 농도는 도심하
천인 공지천과 원주천이 위치한 유역을 제외하고 평균 1.0mg/L 이하로 매우 좋음(Ⅰa)으로 평
가되었다. 강원도의 하천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여 왔으며, 총 85개 수질측정지
점 중 63개 지점에서 BOD 1.0mg/L 이하(매우 좋음)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전만식,
2011).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건강성평가와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에 따르면, 대부
분의 강원도 하천은 수질 및 수생태계가 매우 양호하며, 물환경관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 물 환경여건을 살펴볼 때, 강원도 입장에서 수질오염총량제도는 추가적인 수
질개선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수질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원도가 청정한 양질의 수자원을 제공해 온 노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원도 하천의 대부분이 최상의 수질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강원도 물환경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효율
적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에서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일부의 도심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폐광산지역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각각의 대상물질을 설정하고 총량
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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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강원도 내 단위유역 수질현황(2008~2016 평균)

4) 계획수립의 실질적인 이행 미진
중장기적으로 수립되는 대부분의 법정계획은 사업 집행의 여건상 불가능, 사업비의 미반영
등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계획만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강원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2004~2010) 상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실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사업별 실적율은 사업량 8.1~100.4%, 사업비 3.0~48.0%로 분석되었다<그림 9>. 누수
탐사사업의 경우 사업량 목표는 초과달성한 반면에 사업비 집행은 10.0% 이내로 나타나, 계획
수립 시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블록화시스템구축 사업은 사업량 및 사업
비의 집행이 둘 다 10.0% 미만으로 저조하였는데 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수요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물재이용, 수도정비계획상의 사업 또한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여건상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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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강원도는 이들 계획과는 상관없이 전국에서 가장 비
싼 수도요금을 지불하면서 양질의 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물 자원이
있음에도 가뭄취약 지역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여건에 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위 : ㎞,개소,%)
관거
정비

누수
탐사

블록화
사업

사업량

1,020.7

2,503

394

사업비

1,643

276

430

사업량

540.5

2,512

32

사업비

788

21

0.12

사업량

53.0

100.4

8.1

사업비

48.0

8.0

3.0

구분

계획

실적

실적율

관거정비

목표

실적

사업비 48%

누수탐사

목표

실적

사업비 8%

블럭화시스템구축

목표

실적

사업비 3%

● 그림 9 ● 강원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2004~2010)상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실적현황

Ⅳ. 결 론
강원도의 물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부처별 소관의 법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역에서는 물 이용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함께 반복되는 가뭄은 강원도가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산되고 복잡한 물관리체계로 부터 기인한다.
현 정부 물관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수자원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및 균형적 물 관리로 변화, 수량 및 수질분절 관리에서 일원화체계 구축, 가뭄
및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상･하류 갈등에서 참여 및 협력 기반
유역 거버넌스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물과 관련된 주요쟁점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방향만 잘 설정한다면
통합물관리가 현재와 미래의 물 관련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강원도의 물 관련 부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강원도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에서는
강원도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강원도 Water Vision 2030(가칭)” 등과 같은 계획이 수
립되도록 명시하고 강원도의 물 관련 전반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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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도의 수자원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물 관련된 법률이 정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과도한 물 관련 계획에 따른 행･재정의 손실을 줄이고 지역의 물 관련 갈등해소와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가, 행정가, 정치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책수단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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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웰니스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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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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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웰니스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 태백시를 사례로 웰니스와 항노화는 개인으로서는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선진사회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의 공중보건 정책은 치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이미 전환되었고 더 나아가 의료
서비스 제공이 아닌 웰니스 문화와 웰니스 환경 제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개인도 단순히 병이 없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심신과 자신의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다종다양한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
되고 있고 그 부가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또한 일찍이 생명건강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와 이러한 흐름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낙후지역인 태백시를 대상으로 웰니스항노화산업 육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태백시는 도내에서 1인당 총생산 규모가 가장 작고 낙후 정도가 심하여 탑다운 방식의 계획적 지역산업
육성전략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높은 지형효과에서 비롯된 낮은 기온, 긴 겨울이라는 환경적
특징을 경쟁우위 요소로 도출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아고산대 식물 기반의 웰니스항노화
산업 육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총 4개 전략분야에 11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중
핵심이 되는 6가지 과제를 소개하여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도모한다.

주제어 : 웰니스, 항노화, 산업, 인프라, 전략

A Policy Inquiry to Nurture the Wellness and Anti-Aging
Industry in the Region
- Case of Taebaek City Wellness and anti-aging are values that individuals should pursue, and they are recognized as an
infrastructure that an advanced society deserves. Public health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shifted from treatment to health promotion, and are moving to providing a wellness culture
and a wellness environment, rather than providing health services. Individuals are also in a situation
where they are not only sick but also pursuing their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and their social
well-being. Accordingly, various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are being released, and the value
added is very large.
Gangwon Province also showed interest in the upbringing of the bio-health industry and expected
to be able to demonstrate its competitiveness in this trend.
Taebaek city has the smallest gross production per capita in the province and its backwardness
is so severe that it is inevitable to adopt a top-down strategy for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fostering the wellness aging industry based on sub-alpine plants was
examined in order to draw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low temperature and long winter
that originated from high terrain effects as competitive advantage factors and to link them with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this, eleven tasks have been derived for four strategic areas in total.
We will introduce the six core tasks of the community and promote the community's public opinion.
keyword : Wellness, Anti-Aging, Industry, Infrastructur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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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웰니스항노화는 개인의 심신과 사회적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섭생(攝生)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제공
하는 것을 웰니스항노화 산업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사물을 통하여 소개･인용되는 관련
산업활동의 범위는 이･미용 관련 생활용품, 건강기능성 식품, 노화방지 화장품, 신체기능 증진
및 활성화시키는 천연물기원의 의약품이 있고, 이를 자연배경의 숲과 실내의 스파, 마사지,
사우나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힐링과 치유 서비스가 있다. 한편으로는 기 개발된
의･공학의 기술을 응용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패키지화된 시스템이 있다. 즉 웰
니스항노화 산업의 특징은 고부가가치 산업 활동으로서 첨단과학과 공학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관련 산업 활동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웰니스항노화 산업은 국책 연계 사업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산업활동 영역을 구축하였으며 그 사례로 경남 한방항노화1)가 있다. 또한 이미 웰니스
항노화 관련 기초지식과 재료가 검토될 수밖에 없었던 의･약학 분야와의 R&D 협업에 의해 특정
신체기능 활성화 기능을 표준화하고 이를 집단화된 의료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며, 부산 항노화산업 지원센터2)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높은 기술 및 유통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이고 이것들은 특정 기능에 특화된 단품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사례로 볼 때 항노화 산업은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 신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성화된 산업의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사업의 지난 성장과정
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상을 예측해 보면 이들 사업 육성 노력은 상징적 잔유물로 남을 가능성
이 크다. 오히려 관련 산업 활동의 전 부문이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관련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R&D기반이 취약하고 국책사업과 연계 기회가 드물었
던 강원도가 추구해야 할 웰니스항노화 산업의 육성 방향에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후발주자
로서 동종동형 가치의 웰니스항노화 산업 추구가 국내에서는 시장이 작아 규모화되기 곤란하고,
세계시장에서는 국제적 표준화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인증제품 생산의 어려움으로
견제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한 산업육성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http://gantiaging.co.kr
2) http://anti-aging.re.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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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웰니스항노화 산업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향후에도 그 모습은 세분화 구체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외의 사례를 통하여 그간의 추진 실태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웰
니스항노화 산업 추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과정에서 얻어진
착안점을 토대로 태백시의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 확
보된 행정자료와 통계를 참고하되,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개발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휴리스틱
접근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태백시의 여건구조를 범주화하고 앞서 사례에서 얻은 착안점과 연계되는 신산업
육성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휴리스틱 접근 방식으로 얻어진 방향에 대해 전략, 과제 및 행정의제를 발굴하
였다. 신산업육성이 단기간의 노력으로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지역, 강원도 및 국가적 이슈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전략별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그림 1).

● 그림 1 ● 연구 추진 흐름

Ⅱ. 웰니스항노화 산업의 이해
1. 웰니스항노화 산업이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웰니스는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심신과 사회적
으로 온전한 안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WHO, 1983). 즉 웰니스는 생활 속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안정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능동적 과정을 말한다.3) 웰니스 산업이란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된다(지식경제 R&D 기획단과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2012)
3) https://shcs.ucdavis.edu/wellness/what-is-we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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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Anti-aging or Successful aging)는 노화의 예방, 지연 및 노인성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재생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추구를 의미한다. 항노화 산업은 이와 관련되는
제반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국민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고부가가치 첨단융합 신산업
으로서 향후에도 분화와 구체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항노화 산업의
대상은 기능저하가 시작되는 20대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 활동은 생체기능 지표
에 대한 개선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유형의 제품 및 서비스가 해당된다(그림 3). 최근에는 기존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련된 기존 산업에 항노화 표준화,
인증 R&D 및 관련 전문 인력 등이 항노화 인프라로 작용하여 특화 및 전문화된 항노화 산업
으로 발전하고 있다.

● 그림 2 ● 구체화, 세분화되는 웰니스항노화의 제품 및 서비스

● 그림 3 ● 생체기능과 항노화 효과에 기반한 제품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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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웰니스항노화 산업의 동향과 전망
세계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비율은 2015년 8.3%에서 2050년에는 16.0%, 2100년
에는 22.7%로 증가하며, 우리나라는 각각 13.1%, 35.1% 및 3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ited Nation, 2015). 이에 따른 항노화 제품을 사용하는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2년에
이미 2,493억 달러에 이르렀고 연평균 5.7%로 성장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대부분이 미국, 유럽 및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의 관련 산업 연평균 성
장률은 8.92%이나 유독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9.5%에 이르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Analysts, Global Industry, 2009).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증가하였고, 향후 남자 77.9세, 여
자 84.6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건강수명은 남자
65.2세, 여자는 66.7세에 불과하여 노인의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5.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고령친화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3조 7천억 원 기준,
연평균 10.2%씩 성장하여 2020년 약 9조 8천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중근 외,
2014).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통의약품의 85%가 식물추출물 기반이며, 판매되는 의약품의 약
50%가 천연물 의약품이거나 천연물에서 유래된 물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식, 의약품
시장에서의 식물자원의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그림 4), WHO는 천연물 의약품 시장이 2011년 187조 원에서 2023년 423
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천연물신약 1개 개발시 연간 1∼2조
원 규모의 매출에 20∼50%의 순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국립산림과학원, 2015;
데이코, 2011).

● 그림 4 ● 천연물 개발 단계별 부가가치 상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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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웰니스항노화 산업의 사례
1. 외국의 웰니스항노화 산업 사례
외국의 웰니스항노화 활동 관련 사례는 정책, 연구 및 산업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공공의료비의 저감을 위해 고령세대를 포함하는 전 세대에 대해 공중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례이다(표 1).
● 표 1 ● 외국의 웰니스항노화 정책 사례
국가

정책명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

미국

내용
건강보험 확대법안(PPACA4))의 아젠다임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예방 서비스에 급여범위 확대(ex: Wellness Visit 급여 보장)

Healthy
People(HP)2020

보건복지부의 국가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
건강평등과 기대수명 연장 등 HP2010의 계승
의료서비스 보편화에서 웰니스 문화와 환경도입 중심으로

일본

어디든 My 병원

후생노동성 등 중앙 4개 부처 공동 추진
- 산재한 건강정보의 일원화로 의료 효율화, 자발적 건강관리
가능한 환경 구축

유럽

EC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ICT 융합, 확산에 따른 고령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유럽 내 AAL JP5) 추진
- Well Aging 관련 AAL 산업활동의 경쟁력 향상 도모

연구활동으로서는 네덜란드의 Healthy Aging Campus,6) ERIBA7)의 노화심층 연구소,8)
일본의 오부시 항노화 연구단지에 입주한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Nat.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rogy; NCGG9))와 그 부설 연구소(인지능 선진의료 개발센터, 임상시험･임상연구
추진센터)가 있다.
웰니스항노화 관련 비즈니스는 크게 서비스와 제품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는 대체로
해당 지역의 전통과 휴양기능이 발전하여 온 것으로 스파와 마사지에 기반한 피로해복, 해독,
피부미용 등의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매우 고가로 서비스되고 있다10)(표 2).
4) 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5) AAL JP : Ambient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
6) https://campus.groningen.nl/nl, 네덜란드 흐로닝언 지역의 3세대 167,729명의 건강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의약연구 조직체
7) https://www.eriba.com/de
8) 2012년 설립된 노화 관련 세포손실, 조직기능 감퇴의 메커니즘 연구
9) http://www.ncgg.go.jp/english
10) 장태수(2017), “항노화산업의 중요성과 미래전망”, 강원연구원 웰니스항노화 세미나(2017.7.31. 강원
연구원 426호 10:00 ~12:00)의 자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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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외국의 고가 웰니스 서비스 사업사례
국가

정책명

내용

스위스

Clinics LA Prairae

미용(features); 스파(Spa); 활동(To Do)
detox, retreat, wellness; hydrotherapy, medi-spa, thermal facilities;
cycling, yoga[1,200만 원/1주/1인]

미국

Canyon Ranch

Aquatic Experiences Body treatment, Canyon Ranch medicine,
exercise & movement Healing, energy life management

태국

Chiva-Som International
Health Resort

Healing, Yoga, 명상, 마사지, Aquatic exercise[350만 원/1주/1인]

제품의 경우에는 AMWAY사(미국)가 브라질, 멕시코 및 미국에 4개의 농장(약 200ha)에서 수
확한 식물 기원의 비타민과 미네랄 제품을 Nutrilite11)라는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다(그림 5).
제품의 질 관리를 위해 cGMP 규정하에서 생산한 다이어트보조제, 면역증진제, 전립선치료제
및 심장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영국 HereFordshire 소재 blue sky botanics는
데이지과의 에치나세아(Echinacea)로부터 추출한 면역증진제를 대표상품으로 하여 전 세계의
천연물 우수 식물에서 5유형의 천연물을 추출하고 이에 기반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12)(그림 6).

● 그림 5 ● 미국AMWAY사의 농장 전경

● 그림 6 ● 영국 회사의 제품라인 소개

2. 국내 웰니스항노화 관련 산업
국내에서는 경상남도 서부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방항노화가 있다. 산청군의 한방항노화는
1999년 역사드라마 “허준”을 모티프로 시작되어 그간 약 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의
보감촌 등의 시설을 갖추었고, 최근에는 핵심서비스로 원외 탕전원을 개원하는 등 지역전통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는 국내 최초의 한방항노화를 추진하여 왔다. 관련하여 입장권 판매 및
시설임대수익이 약 9억/년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산청군의 사업을 토대로 하여

11) http://www.amway.com/nutrition/nutrilite
12) http://www.blueskybotanics.com/ran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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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경상남도의 항노화산업은 한방항노화, 해양항노화 및 양방항노화로 각각 분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한방항노화는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하여 전문화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생력을 얻고자 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경남항노화주식회사13)를 구성하는 4개 시군이 지리산
등지에서 생산되는 약재 중심의 천연물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 더덕 등의 지역농산물 기원의
항노화 산업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품의 다양화, 가격의 다양화 및 균질 소재의
대량화를 꾀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의 제품의 질 관리를 위해 GAP, GMP, HACCP의 인･검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7).

● 그림 7 ● 경상남도 한방항노화 산업의 추진 조직도 및 사업명

웰니스항노화 활동에서 부분적 역할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는 숲 치유연계형이
다수 있다.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조성된 국가 치유센터인 “영주 숲 다스림14)”(그
림 8), 자연배경의 소규모 치유(therapy)시설을 최장기간 운영해 오고 있는 “산음 숲 치유원15)
(그림 9)”이 있다.

13) http://gantiaging.co.kr
14) http://daslim.fowi.or.kr
15) https://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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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대규모 투자로 조성된 영주 다스림 웰니스 시스템 설치 사례

● 그림 9 ● 경기도 양평군 소재 산음 숲 치유원의 산림웰니스 프로그램 사례
이외에도 천연물 소재 발굴을 위한 공간으로서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영주)16), 식품의약안전처가 운영하는 양구약용식물재배시험장, 옥천생약자원센터, 제주도 약용
식물재배시험장17)(그림 10) 등이 있다.

16)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study/study_020508.html&mn=KFS_14_01 _06_08
17) https://www.mfds.go.kr/herbmed/index.do?nMenuCod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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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산림청과 식품의약안전처가 운영하는 천연물 소재 연구 기관
민간 부문에서는 기술 활용도 측면에서 천연물 활용이 초기 단계인 농업기반의 6차 산업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식물로부터 추출된 천연물의 기능과 효능 그리고 재배 과정에서의 경관이
비교우위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성공사례가 있는 식물을 소재로 하여 소규모의 농장을 조성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재배-추출-가공-판매 및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에 소재한 “하늬라벤더 팜”의 경우 1,000㎡ 기준 800㎏의 라벤더 꽃을 생산하여 라벤더
오일과 플로랄 워터를 생산하고, 경관을 이용한 유료 힐링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6차 산업형 농장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11).

출처 : 하덕호(2017), “라벤더 스토리-재배, 추출, 아로마”, 강원연구원 FIC 세미나(2017.04.03. 강원연구원 426호
10:00~12:00)의 자료: 1-26.

● 그림 11 ● 고성군소재 라벤더 농장의 전경, 제품, 수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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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부터 얻은 착안점
국내외의 웰니스 및 항노화 관련 산업 활동은 그 방향, 수준, 규모에 있어 큰 편차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웰니스항노화 산업의 유형이 다양하듯이 미래에는 더욱 전문화된 수요에
대응하여 특정유형으로 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화를 촉발시키는 것은 특정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점하겠으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수요 패턴을 읽고 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틈새시장에서 주요 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상황도 구상할 수 있다.
강원 도내의 지자체가 웰니스항노화 산업을 육성한다고 할 때 현재의 수요 패턴 속에서는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는 곤란한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높은 수준의
의약산업 연계, 강력한 유통망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리드는 곤란하고 한편으로 경상
남도와 같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산업육성의 기회도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공분야가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치유사업 또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웰니스
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다. R&D 수준이 낮고 기술습득이 곤란한 지역사정을
고려할 때, 경쟁우위 요소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지리･지형적 특징에서 비롯된 쾌적한 기후
환경 그리고 이에 적응하여 천연물 특징이 우수한 식물소재의 발굴과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
된다.
국내외의 식물 기원 천연물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식물소재를 이용한
사업은 높은 수준의 과학과 공학이라기보다는 표준화된 공정에 의존하여 생산 및 가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지역의 농업기관, 대학 및 R&D 기관과의 협업에 의해 도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즉 지역의 특징적인 기후 및 지형 환경에 최적화된 천연물 특성이 우수한 식
물소재를 노지와 산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재배･수확하고 기 개발되어 있는 범용화 및 표준화
된 공정 및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물을 추출하여 식품 및 화장품 분야의 원료로 활용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의 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쾌적한 환경과 고해발 아고산대의 경관우위 요소를 이들 농장과 연계하는 6차산업형
웰니스항노화 산업은 소재 식물의 발굴과 재배 그리고 경관 기반의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국가 간 식물자원의 활용이 접근과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 Sharing)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체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도 부합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과 공학이 요구
되지 않아 생물공학 및 천연물 화학 기반이 취약한 형편에서도 현재 지역 내에 있는 실용기술
로도 접근할 수 있는 초기 웰니스항노화 산업 모델로 검토될 수 있다(강경남, 2014; 박미진･
이성숙, 2015; 박보람･남두현, 2012; 손지영, 2016).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우수한 천연물 소재에
대한 지역의 공급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식물소재 추출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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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태백시의 여건구조 분석
1. 자연지리적 여건
태백시는 총 면적 30,319㏊ 중 고도 700∼1,100m의 면적이 75%이고, 15°∼30°경사를 보이는
면적이 66.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환경은 불리하나 천연물 생산을 위한 아고산대
특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2). 실제로 태백지역의 한여름기온은 고도 200m의 타
지역 대비 4.4℃∼5.4℃ 가량 낮으며, 연중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낮으며, 평균습도는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3).

● 그림 12 ● 아고산대 특성의 태백시 여건
● 표 3 ● 태백시의 기상환경
평균기온
(℃ )

최고기온
(℃ )

최저기온
(℃ )

강수량
(mm)

평균습도
(%)

2011

8.6

14.1

3.8

1,973

64.0

2012

8.4

13.9

3.6

1,523

67.0

2013

9.4

15.1

4.4

922

68.0

2014

9.3

15.2

4.3

1,170

66.0

출처 : 태백시 통계연보(2015)

지리적 여건으로는 주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국도 31호선의
개선과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개설이 논의되고 있어 근미래 보다 개선된 교통물류환경을
갖출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는 방문자에게 고립의 느낌보다는 일정한 거리감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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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고원도시, 쾌적고원도시 및 그 지역 생산물과 환경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게 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3).

● 그림 13 ● 태백시의 미래 지리적 여건

2. 인문사회적 여건
태백시의 총 생산액은 강원도 총 생산액의 약 2.4%이며, 1인당 총생산 추이는 강원도와 약
500만 원의 격차를 보이는 1,83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표 4). 그간 ’70년대 국가 중화학
공업 육성 및 남동벨트 일원의 조선, 기계 산업육성 사례와 이러한 지역형편을 연관시켜 볼 때
단기간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탑다운 방식의 계획형 지역경제
성장 육성 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사자별 산업체 규모로는 19명 이내의 소기업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 중심인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지역기업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특정산업 분야의 정책적 육성과 관내 기업의 신시장 진입기회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표 5).
● 표 4 ● 강원도와 태백시 1인당 총생산 추이
연별

강원도

태백시

백만원

성장률

백만원

2010

19.7

-

15.1

-

4.5

2011

20.8

5.9

15.5

2.5

5.3

2012

21.7

4.4

16.0

3.5

5.7

2013

22.7

4.4

17.5

8.8

5.2

2014

23.8

5.1

18.2

4.5

5.6

출처 : 태백시 통계연보

성장률

생산량 차이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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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강원도와 태백시의 사업체 수
강원도

태백시

수

성장률

수

성장률

비율
(%)

2010

111,569

-

4,062

-

3.6

2011

118,266

6.0

4,045

-0.4

3.4

2012

121,273

2.5

4,130

2.1

3.4

2013

125,192

3.2

4,265

3.3

3.4

2014

129,403

3.4

4,296

0.7

3.3

연별

출처 : 태백시 통계연보

태백시의 총 인구는 48,547명이고 이 중,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산업에 투입 가능한 연령
대인 20∼34세의 인구는 15.2%인 총 7,40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의 관련사례 조사를
통해 얻은 착안점과 같이 자연환경을 경쟁우위로 활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집중형 지역산업
육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천연물 소재의 재배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적 환경을 살펴
본 결과 아고산대 특징이 우수한 고도 700m 이상의 밭 면적은 983.9㏊로서 대부분이 삼수동과
문곡소도동 일원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 그림 14 ● 태백시의 인구 및 농업 여건

3. 신산업 육성 방향의 설정
관련 선행사례의 조사와 태백시의 여건구조를 분석한 결과 태백시는 낙후도시이나, 교육, 훈
련을 통해 신산업에 투입할 지역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연환경은 타 지역과
차별되는 경쟁 우위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내에는 고도 700m 이상 지역에 약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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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농지가 위치하고 있고, 우수한 천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식물종이 다수 생
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태백시 지역의 웰니스항노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가능성을 SWOT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태백시의 대내 및 대외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면, 지역주민의 혁신의지가 강하나 고수준의 웰
니스항노화 산업을 리드할 R&D 환경과 주변에 큰 규모의 도시가 없어 소비시장이 열악하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웰니스항노화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어 소비되는 제품과 서비
스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행 사업과 유사한 동종동형 가치의 비즈
니스 모델을 지향하는 것은 후발주자로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15 ● 태백시 웰니스항노화 산업 추진을 위한 전략

이에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 및 R&D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공격적 전략으로서는 소규모
이나 관내에 위치하여 백두대간 고해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물소재를 추출-가공-제품화할 수
있는 생산 및 R&D 기능이 집적된 특화단지가 단계별로 조성되어야 한다.
단기적 국면전환 전략으로는 인지도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농업 및 경관환경이 우수한
거점지구를 발굴하고 작목반 중심의 재배 및 수확 표준화, GAP 및 초기 단계의 6차 산업형 모
델의 착수를 유도한다. 한편 다각화 전략으로서는 천연물 식물소재를 발굴하고 각각 지역종과
범용종으로 구분하여 소량첨가 고기능성 제품, 대량첨가 범용 기능성 제품으로 생산품의 다양
화를 꾀한다.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으로는 국가적,
강원도 차원의 그리고 태백시 차원의 의제화를 위한 이슈들을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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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웰니스항노화 산업 육성 전략
1. 산업육성을 위한 특화단지와 거점지구의 조성
웰니스항노화 산업의 특징은 특정 신체기능 및 면역기능의 증진에 중점을 두어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이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생산품들은 향후 더욱 세분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후발주자로서의 태백시가 견지해야 할 산업육성 정책은 웰니스
항노화의 카테고리인 식품, 화장품, 의약품 및 서비스가 태백에서 각각 1품목 이상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기존 항노화 산업 분류 카테고리 기준으로 특화단지 구성요소를 재분류하면
항노화 제품 생산용 공방, 웰니스 서비스 제공용 테라피 팜, 웰니스 빌리지 및 케어센타가 요구
되며 부가적으로 이들 산업활동에 행정 및 R&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백시 관내의 적정 후보지를 대상으로 특화단지 조성을 제안한다
(그림 16).

● 그림 16 ● 기존 항노화산업 생산물의 지역내 생산을 위한 특화지구 구성

특화단지를 구성하는 세부 지구는 미래형 산업 활동 공간의 특성을 갖추어 태백시는 물론이
고 인근의 광역지역의 생활문화를 리드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되도록, 지리적 접근성, 건축물의
경관성, 여가와 휴양을 위한 가시성 등이 혁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태백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지명도 및 브랜드를 얻어야 하고, 참여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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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현재의 연소득 1,830만 원보다 나은 수입을 제공해야 하는 도전형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태백시 고랭지 농경지의 대부분이 위치한 삼수동과 문곡소도동 일원의 농민은
고랭지 작목에 특화된 기업농이거나 소규모 영세자영농이다. 이들에게 천연물을 추출하는 식물
소재를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작목에 대비되는 수준의 소득에 대한 비전이 제시
되어야 한다. 현재 천연물 소재식물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작목전환
유도는 곤란하므로 단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고랭지
작목 특유의 소득 해거리현상18) 없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귀네미골 지구를 포함하는 3개 지구에는 상대적 고해발 지형특성을 이용하여 천연물
특성이 우수한 지역종 중심의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하사미마을 지구외 4개 지구에는 범용종
중심의 작목전환을 유도하여 웰니스항노화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품 라인업의 기반을 세우도록
한다(그림 17).

● 그림 17 ● 태백시 웰니스항노화 천연물 소재생산을 위한 주요 거점

이들 작목의 재배와 수확 과정에서 6차산업적 효과를 얻기 위해 지구간 작목차이를 두도록
하여 꽃과 나무의 모든 것(花木之物)19)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김인중, 2014). 특히 지역
18) 십자과 고랭지 작물재배에 불리한 기상환경이 발생하여 작황이 아주 좋지 않아 판매할 농산물이 없
어서 발생하는 경우 및 아주 양호한 기상환경과 재배면적의 급증으로 인해 농산물이 과잉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으로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마다 맞게 되는 상황
19) 花木之物은 식물기원의 천연물 산업에서 식물체 전체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념화한 상징적 표현임
(초본과 목본의 꽃, 잎, 가지, 줄기 및 뿌리의 모든 것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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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우수한 지역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작목선정을 하여 6차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도
록 하는 한편, 인접한 관광명소와 연계시켜 화목지물 → 항노화제품 → 문화마케팅의 선순환
사이클을 완성하고, 이를 방문하여 느끼는 것(웰니스 문화생활)과 추출된 천연물을 섭생하는 것
(항노화 생활)의 배경이 되도록 한다(그림 18).

● 그림 18 ● 6차산업형 웰니스항노화 산업 모델

2. 지역특성을 대표하는 식물소재의 발굴
그간 도내의 고해발 지역에서 재배･시험된 작물 중 도입된 것과 범용화된 것을 범용종으로
구분하고 비교적 생육지역에 특이성을 갖는 것을 지역종으로 구분하여 지역 내의 천연물 관련
식물종을 조사･발굴할 필요가 있다. 식물종의 발굴에는 신천연물 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역종
중심의 연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연물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위
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범용종을 활용하는 방안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20) 예를
들면 <그림 19>와 같이 범용종에는 잉글리쉬 라벤더, 케모마일, 에치나세아, 아마란스, 비타민
나무 및 Hemp 등이 해당되며, 지역종으로서는 태백시 관내에서 재배되거나 산지채취가 가능한
땃두릅, 산마늘, 가시오가피, 두메부추 등 10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KIST, 2017a).
이들 식물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는 성분의 양과 질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나아가
재배-수확-추출 과정에서의 표준화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기존에 출시된 웰니스항노화 제품 중 수백억 원/1종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국내의 작은 소비시장 규모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해외시장 개척이 불가

20) 권학철(2017), “유용천연물 및 천연성분 발굴을 위한 R&D 접근법”, 강원연구원 웰니스항노화 세미나
(2017.9.11. 강원연구원 426호 10:00 ~12:00)의 자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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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살펴보면 식물소재의 재배과정과 화합물 추출의 공정이 수출희
망국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기능성 식품으로서, 의약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
지면서 해외시청을 개척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1)

● 그림 19 ● 태백시에서 재배, 생육 가능한 천연물 추출 후보 식물소재
또한 각 식물별로 주요 항노화기능의 대분류를 실시하여 활용분야를 제시하고(표 6), 기존의
해외 소재에 대항한 대체가능한 분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표 7). 이에 대해서는 도내
외의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이며, 이러한 기초정보가 획득된 이후에는 생산기술이 요구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특화지구 내 R&D 지구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2)

21) 정상훈(2017), “항노화산업 분야별 동향”, 강원연구원 웰니스항노화 세미나(2017.8.17. 강원연구원
426호 10:00 ~12:00)의 자료: 1-53.
22) 강일준･박경호･임순성(2017), “아고산대 식물의 천연물 특성 검토”, 강원연구원 웰니스항노화 세미나
(2017.9.18. 한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세미나실 17:00~18:00)의 자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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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후보식물소재의 주요 항노화 기능
연번

주요 항노화 기능

후보 식물명

1

면역력 증강 기능성식품 및 천연물의약 가능소재

가시오가피, 비타민나무, 땃두릅,
아마란스, 케모마일,
에키나세아(감기예방)

2

간기능개선 기능성식품 및 천연물의약 가능소재

조릿대, 비타민나무, 케모마일, 아마란스

3

혈당조절 기능성식품 및 천연물의약 가능소재

산마늘, 케모마일

4

위장기능개선 기능성식품 및 천연물의약 가능소재

두메부추

5

성기능(남성갱년기)개선 기능성식품 및 천연물의약 가능소재

가시오가피(지구력 강화)

6

기억력개선 기능성식품 및 천연물의약 가능소재

두메부추, 천궁, 라벤더

7

피로회복 기능성식품 가능소재

가시오가피, 산마늘, 개똥쑥

8

항노화(항산화) 기능성식품 가능소재

가시오가피, 산마늘, 태백곰취,
비타민나무

9

항암 천연물의약 가능소재

땃두릅, 대마, 아마란스, 케모마일

10

기타(관절/통증 개선 , 콜레스테롤 개선)

대마, 아마란스

● 표 7 ● 후보식물소재의 주요 화장품 기능
연번

주요 화장품 기능

후보 식물명

1

노인성 액취 제거

태백곰취

2

항노화 및 미세먼지 독성 감소

조릿대, 비타민나무

3

각질제거

병풍취

4

보습제

아마란스

5

광노화 주름 억제 및 미백

가시오가피, 만병초

3.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한 의제화 전략의 실천
웰니스항노화 산업의 육성에는 장기간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태백시는 이미 다양한 유
형의 지역산업 육성에서 실패의 교훈을 얻고 있다. 대부분 행정 중심으로 큰 규모로 투자하고
도 경영미숙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업에서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기반 인프라는 행정이 주도하더라도 이후의 산업활동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도록
프레임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후원자가 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자
리를 얻고 소득이 증가되도록 하는 단계별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태백시 차원에서 웰니스항노화 산업이 행정 의제화되어야 한다. 우선적
으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지역 내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농업 분
야에서는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생산 단계에서는 기술자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태백
시가 추진하는 연년 사업을 웰니스항노화 사업과 연계시켜 각각 실천사항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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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 태백시 연년사업과 웰니스항노화 산업의 연계 사례
둘째 강원도 차원에서는 웰니스항노화 산업의 상위개념인 생명건강산업이 행정 의제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도 산하 연구기관, 도내 대학 및 도내 소재 전문 R&D 기관과의 연계가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자생 또는 유치된 기업의 기업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지역특성화 및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에서 태백시
관내 소재 기업이 생명건강 산업의 특화기업으로 선정되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 행정 의제화를 통한 웰니스항노화 핵심역량의 강화이다. 웰니스항노화 산업은
지역 중심의 산업으로서 타 지역의 항노화산업 육성 이후 특화사업으로 인증받기 곤란한 상
황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7일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외국 기원의
식물과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
하는 이슈를 개발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를 준용하게 되면 국내의 경쟁력 있는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관련 기업이라도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첨예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이 곤란
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완화, 보완할 방안으로서의 국가 생
물다양성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실천사업으로서의 위상을 개발하고 이를 의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강경남, 2014; 박보람과 남두현 2012; 손지영, 2016; 한국ABS연구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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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지역산업 혁신이 불가피한 태백시를 사례로 해서 신산업의 모델로 웰니스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에 유사한 연구사례(서울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5; KIST, 2016; KIST, 2017b)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육성 활동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원인이 지나치게 고수준의 과학과 공학기반의 첨단
산업이 소개되면서 의사 결정가와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비교하여 극복할 수 없는 한
계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주민 자주적으로 사업을 일구고 키워 나가는 방안
중심으로 산업육성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웰니스, 항노화, 힐링, 치유 등을 관련 사례로 보고, 이의 교훈과 특징을
정리하면서 한계점과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태백시가 처한 상황을 범주화하여 웰니스항
노화 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태백시가 정책적으로 웰니스항노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제하에 장･단기적 리스크 저감 방안과 적정 수준의 소득을 기반으로 점차 고도화
해 가며, 장기적으로 산업을 추동하기 위한 전략을 4가지 방향에서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11가지의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 중 핵심적인 6가지 사항을 각각 소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① 웰니스항노화 산업은 세분화･구체화가 특징이므로 태백시의 웰니스항노화 산업은 특정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되 이를 위한 집중화된 공간으로 웰니스
항노화에 특화된 단지 조성이 요구된다.
② 주민 자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소득원이 명확해야 하며 삼수동과 문곡
소도동 영농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6차 산업형 착수가 요구된다.
③ 천연물 추출을 위한 식물 소재는 범용종과 지역종으로 구분하여 복수의 식물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재배하여야 한다. 재배규모는 향후 유사제품의 매출규모 분석(conjoint analysis)
을 거쳐서 판단해야 한다.
④ 태백시 관내에서 재배 가능한 후보 식물소재는 관내에서 현재 재배되거나 자연생육하는
것을 우선으로 발굴해야 한다.
⑤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리스크 저감을 위해 태백시와 강원도의 행정 의제화를 추진하며,
특히 태백시에서는 신산업 참여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하고 시청 내의 연년 사업 또한 이와
연계되어야 한다.
⑥ 본 사업의 R&D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과의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 고 접 수 일 : 2017년 10월 11일
1차심사완료일 : 2017년 10월 25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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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의 주요요인 및 형평화 효과 검증
: 분야별 지출을 중심으로
The Key Factors of Fiscal Expenditures and the Validity of
Equalization Effect : Centered on field expenditure

김인수 Kim, In-Su

재정 지출의 주요요인 및 형평화 효과 검증 : 분야별 지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중앙과 지방 간의 많은 개선과 함께 향후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이 현재에도 논의되고 있다.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재정분권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현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의 재정확충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나 세입분권은 지방의
상이한 재정수준에 따라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재원의 규모는 일정한 반면, 특정
분야의 재원의 증가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수준을 점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피고, 상쇄효과의 발생
여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점증주의적 영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인구(고령화), 정치적 요인(정향)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권의 정향에 따라 지자체 간 분야별 재원의 상쇄효과가 발생
되어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 정도는 소폭이며, 상쇄대상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의 혜택 수준은 분야별 상대적으로 큰 불평등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보다 세밀한 지출정향 연구를 토대로 재정분권을 위해 지자체별 소요재원의 니즈, 실제 충족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이를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재정지출결정요인, 상쇄효과, 형평화효과

The Key Factors of Fiscal Expenditures and the Validity of
Equalization Effect : Centered on field expenditure
More than 30 years have passed since local autonomy, and many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the future, along with many improvements between the central and regional regions. For
successful local autonomy, fiscal expansion and fiscal decentralization are paramount. The present
administration has expressed strong fiscal restraint and is making multilateral efforts.
As the regional financial expansion has resulted in the decentralization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face a considerable
amount of trouble, depending on the different financial levels of the province. Also, while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is certain,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examine the level of
funding in the real world where the increase in resources is occurring.
The study examined key factors affecting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financial expenditures
and verified the synergistic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exception of whether they were
offset by the occurrence of countervailing effects. First of all, the major factors affecting fiscal
spending have been very significant, such as the previous study, which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population, and the effects of the effects by population and
political factors are relatively large. Next, it was possible to verify that countervailing factors were
taking place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funding, and determined that the offsets of the
financial sector would be offset by the local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sector. However, it
was slightly smaller and confirmed that the offset target was relatively wide. And the level of
benefit among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has been found to generate relatively large
inequalities in the sector.
It is deemed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verify the need for financial aid by comprehensively
validating the needs of the local autonomous bodies and the financial level of local governments
that need to be funded based on more detailed expenditures.
keyword : Decision on fiscal expenditures, Trade-off, Equaliz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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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종합할 때 30여 년간 시행되어짐에 따른 많은 성과와 향후
개선 등을 함께 담고 있다. 성공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자치권, 자치
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 일정 구성요소가 담보되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자치재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자치제 도입의 의의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계를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환경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꾀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두고 있다. 다만,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마련이
수반되어져야 하나 그간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실정이다.
참여정부 이후 중앙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4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
방의 사무나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직적 의사전달체계, 기존 행정
체계의 획일성, 소요재원의 이양 미검토 등으로 인해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지방과 중앙 간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있어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더해 2000년대
저성장경제 기조로 전반적인 재정지출 감소가 요구되어졌으나, 일부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지방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의 재정압박 역시 배가되어져 왔다.
특히,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질 또는 그 양이 이전에 비해 큰 폭의 감소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세입은
감소 또는 유지되는 반면, 세출은 증가되는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재원간의 상쇄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재원의 지출 방향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의 연간 총 재원 증감은 소폭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출되어지는 구조의
변화는 크지 않다. 이는 총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지출 구조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예컨대 사회복지비와 같은 복지재원의 지출이 증가된
다면, 증가된 부분만큼은 타 재원지출에서 감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지자체의
지향점에 따라 재원의 지출 구조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 간의 재정수준으로 인한 지자체의 제공 서비스 규모(종류, 질, 양 등) 상이이다.
이는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간 인구, 면적, 산업구조의 편중 등에 기인한다. 즉, 특정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1인당 소요되는 지출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거나 적은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1인당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상대적
으로 큰 반면,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1인당 관련 지출액이 적을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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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겪은 다양하고 급진적인 정치･경제･환경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앞서 전술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다수
선행연구들은 세부 분야(복지, 경제 등)별 지출에 미치는 중요 요인을 단기적, 단편적인 접근
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지출정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분야)
의 형평화 수준을 종합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자체의 재정지출 가
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지 관련 지출 규모와 경제개발 관련 지출규모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세부 지출분야별 광역시도 간의 형평화 효과를 종합 비교･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출의 결정 요인
특정재원의 지출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 분류하면, 크게 정치, 사회･경제, 행정,
점증주의적 접근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정치적 주요 결정요인으로 공정성, 정당 간 경쟁, 투표자의 참여, 당파성(Lockard,
1959), 조직의 존속･발전 및 현직유지･승진(Wildavsky, 1964), 유권자의 투표율, 선거 실시 여부
(진재문, 2006; 김성종, 2003; 박기백, 2002; 손희준, 2001; 전준구, 2001; 권선주, 2001;
김충환 외, 2001; Limosni&Navarra, 2001; Key, 1959), 단체장, 의회의원, 관료의 정향(김태일,
2001; 강윤호, 2000), 여･야당의 비율(진재문, 2006; 전준구, 2001) 등이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경제적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경제구조, 민주화, 관심 증가(Ram, 1987; 문병근&하종원,
2007; 정진현, 2004; 정원식, 2001; Ram, 1987; Kelly, 1976; Brazer, 1959), 지방정부 규모,
지역의 인구(Kelly, 1976; Brazer, 1959), 주민의 니즈(배인명, 2000; Wasylenko, 1987)를 중요
지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행정적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지역의 발달 여부(도시, 농촌 등), 도시화 정도(문병근&하종원,
2007; 강윤호, 2002; 남궁근; 1994), 자치단체 기능영역(강윤호, 2002; 남궁근, 1994), 지방
정부 유형(이승종, 2000) 등을 주요 지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점증주의적 접근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전년도 지출 수준(정헌영, 2007, 최재녕,
2004; 손희준, 1999; Berry, 1990; Mogull, 1989; Wildavsky, 1986)을 중요한 지출 결정요인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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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쇄효과
재원 규모가 일정 수준 유지 또는 소폭의 증감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부분의 재원 증감을 위
해서는 그 외 부분에서의 감증을 야기한다. 즉, 두 가지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하나의 목표 달성이 늦어지거나 이로 인해 희생되는 양자 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상쇄효과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유형화하면 상쇄효과의 범주에 따라 크게 내적 상쇄
효과와 외적 상쇄효과에 대한 상충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장덕희, 2009; 김
철회, 2005; 이상목, 2004; 나성린, 2003; 이은국, 2003; Medlen, 2005; Mencken, 2004;
Clark, 2001; Lebovic, 2001; 1994). 다만, 검증 결과 그 효과는 변수 간의 관계 설정에 따라
일종의 상호관련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ntokin, 1999: 501).
일례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김승연&홍경준, 2011; 정진현, 2004; 김경호, 2003; 김렬&배병돌&
구정태, 2003; 강윤호, 2003; 이승종, 2000; 김태일, 2000; 김수완, 1998)가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정책지향(복지 vs
개발) 중 어떤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Peterson(1981)은 도시한계론을 통해 복지정책의 지향과 개발정책의 지향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할당, 재분배, 개발 정책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정책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세 가지 정책유형 가운데 지방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개발정책을 선호하는 지자체는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복지정책을 최대한 기피하는
경향 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모형
1. 분석의 틀
지자체의 지출결정요인을 설명, 예측하기 위한 모형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기존 다
수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적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재정지출 결정요인을 다루고 있는 이론적
모형마다 각각의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모형만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설
명한다는 것은 결론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즉, 지자체의 재정지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일부가 분석모형에서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로
인해 요인간 영향력이 과대, 과소 추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
펴본 다양한 이론들에 다양한 경쟁적인 관점들을 종합하여 접목시킨 종합적인 모형에 기초를
두고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 사회･경제, 점증주의적 요소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상쇄효과 등을 종합한 모형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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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종
합하여 현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 결정요인과 상쇄요인으로 구분한다. 먼저, 결정
요인으로는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당적, 국고보조금, 지역의 소득, 고령화 수준, 도시화 수준, 공무
원 수, 전년 대비 복지비지출비 증감 비중으로 설정하며, 다음으로 상쇄요인으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주요요인의 영향 수준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제공 서비스 수준에 대한 형평화 효과를
함께 검증한다.

2.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복지비 지출 비중(사회보장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다만, 사회보장비는
1995년까지 보건위생과 환경녹지와 함께 분류되었으며, 이후 2007년까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이 함께 포함, 2008년 이후 사회복지 장으로 분류
되어지고 있다. 즉, 사회복지비에 사회개발비, 환경보호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짐에 따라 사회복
지비 가운데 환경보호의 비용을 제외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또한, 상쇄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분류하여 각각의 지출 비중과 그 외 지출
비중을 종합 검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재정지출 분류로 기능별, 회계별, 성질별로 분류, 세부적
으로 기능, 단위, 성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능별 분류(일반행정비, 사회
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사회복지비)를 기준으로 상쇄효과를 살핀다.
통제변수는 역대 정권의 정책지향을 선정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정책적 지향에 따라 특정
분야의 재원 지출이 증가되어짐에 따라 순수 변수 간의 영향효과를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대 정권별 시기, 정권의 성향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정권의 주요 지향점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정권에서는 성장
위주 정책 추구, 진보정권은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성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종합된다.
앞서 논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지출 결정요인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의 설정과 변수별 정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변수

변수 정의

의회, 자치단체장 당적

자치단체장의 당적과 동일한 의회의 비중

보조금

지역주민 1인당 국고보조금

소득 수준

지역주민 1인당 재산세와 주민세의 합

고령화 수준

지역 주민대비 65세 인구 비중

도시화 수준

지역주민 대비 2차 산업 이상 종사자 비중

공무원 수

지역주민 1인당 공무원 비중

점증 수준

전년 대비 복지비지출 비중 증감

기능별 지출 비중

전체 지출 대비 기능별 지출 비중

복지비 지출 비중

지역의 전년 대비 사회복지 지출 증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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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역간 비교, 정책의 효과 비교 등의 시간과 공간적 종합 검증이 함께 수반
된다. 즉, 패널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패널분석기법은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
분석에 비해 추정의 효율성, 오류 감소, 개별 특이성의 통제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 것으로
종합된다(김지욱, 2010; 장덕희. 2010; 민인식&최필선, 2009; 이현우, 2009; 이완수, 2009; 최
충익, 2008; 김병곤, 2004; 안은영, 2003; 이영훈, 2001). 첫째, 표본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자유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추정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시계열 자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선성의 수준이 횡단면 자료의 특성에 의해 낮아지게 된다. 둘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든 변수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시간에 관계 없이 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
수를 생략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패널분석은 개별적 특이성
(individual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다. 개별적인 특이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왜곡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패널분석은 시계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에서는 불가능한 개
별특성 효과와 시간특성 효과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순수한 횡단면이나 시
계열 분석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 없는 무작위 효과들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개체 특성의 변동 효과와 개체에 따른 변동효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모수들의 추정과 예측이 가능하다. 넷째, 패널자료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횡단면
분포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다양한 변화를 포착하게 도와주고, 시계열 자료에서 포착하기 힘든
효과를 보다 잘 측정해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73개 시 전체를 대상한다. 다만, 자치단체 간
재정, 사회･경제 수준 등이 상이하다. 또한, 연구의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종속변수를 설명할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오차항과 독립변수간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고정효과 모형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측정되지 않아 독립변수에서 누락된 지역의 고유한 속성이나 특성과 같은 변수의 통제에 효과
적인 방법이며, 통합시계열과 비교시 횡단면적인 교란요인을 통제하는데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은 관찰된 각 개체들에 있어 측정되기 어렵거나 관찰할 수 없는 고유한 특
성이 종속변수에 장기간 고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이 이질적인 요
소들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다(최충익, 2004)
또한, 자기상관 발생 여부(Wooldridge Test), 이분산의 존재 여부(Lr Test)를 확인한다. 자기
상관과 이분산의 문제가 발생되면, 분석결과에서 도출되는 표준오차의 잘못된 추정이 이루어짐
으로 분석결과에 편이가 발생되어짐으로, 먼저 자기상관의 문제와 이분산성의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Hausman Test를 통해 오차항에 대한 추정과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의 지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이분산 또는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Driscoll&Kraay’s(1998)의 표준오차 교정 방법을 이용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
며, 이와 비교를 위해 OLS에 의한 통합시계열 분석결과를 같이 제시한다. 연구에서 활용되어질
데이터의 수집은 반복 측정, 집단 간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관찰값들 사이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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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과 이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으로 관찰값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형을 적용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다.

Ⅳ. 분 석
1. 결정요인 분석
1) 진보정권 변화에 따른 통제효과
회귀분석 결과 연도변수의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1997년까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1998년 진보로의 변화 이
전 시점에서 종속변수인 복지비 지출 비중은 연도에 따라 그 규모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교호작용 변수(연도변수*정권정향의 변화)의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
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진보적 성향의 정권 이후 복지비 지출 비중이 보수적 성향의 정권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수에서 진보로의 전환에 따라 복지비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중과, 전년 대비
복지비 증가 비중은 복지비 지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복지비 지출 비중에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므로 변수의 계수 값은
각각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 비중의 %변화 경향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보다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진보정권의 변화에 따라 복지비 지출은 매년 8.80% 정도씩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지역의 65세 인구 비중은 2.21%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복지비 증감 비중은 18.08%의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도변수
교호변수
정향변화
당적 비중
국고보조금
지역소득
고령화
도시화
공무원 비중
점증주의
cons
R2

Model 1
표준화된B
-0.010
0.088
-175.545
-0.009
0.179
0.000
-0.022
-0.007
-0.003
0.181
16.442

* model1: OLS, FE
* model2: Driscoll&Kraay’s Model, FE

Model 2
p-value
0.302
0.000
0.000
0.643
0.036
0.908
0.000
0.007
0.952
0.000
0.371

0.7217

표준화된B
-0.010
0.088
-175.545
-0.009
0.179
0.000
-0.022
-0.007
-0.003
0.181
16.442

p-value
0.725
0.001
0.001
0.629
0.111
0.916
0.000
0.204
0.964
0.000
0.761
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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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정권 변화에 따른 통제효과
회귀분석 결과 연도변수의 계수 값은 2007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보수정권에 따른 보수로의 변화 이전 시점에서 종속변수인 복지비 지
출 비중은 연도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교호작용 변수의 계수 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보수정권 이후 복지비 지출 비중이 진보정권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 내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중, 지역 내 산업화 수준을 나타내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중과 전년
대비 복지비 증가 비중은 복지비 지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결과를 보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결정요인으로 지역의 65세 인구 비중은 1.60%의 음
(-)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2차산업 종사자 비중은 2.10%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년 대비 복지비 증감 비중은 22.13%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Model 1

Model 2

표준화된B

p-value

표준화된B

p-value

연도변수

0.0776

0.000

0.078

0.000

교호변수

0.026

0.020

0.026

0.070

정향변화

-52.480

0.020

-52.480

0.071

당적 비중

-0.0192

0.228

-0.019

0.356

국고보조금

0.0045

0.910

0.005

0.895

지역소득

0.001

0.289

0.001

0.230

고령화

-0.016

0.000

-0.016

0.000

도시화

-0.021

0.000

-0.021

0.000

공무원 비중

-0.020

0.694

-0.020

0.765

점증주의

0.221

0.000

0.221

0.000

cons

-157.2708

0.000

-157.271

0.000

R2

0.8752

0.8752

2. 상쇄효과 분석
1) 진보정권 변화에 따른 통제효과
사회복지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민방위비의 경우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 양(+)의 관계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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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
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개발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과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일반행정비, 사회
개발비, 복지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복지비의 비중과 상호 유
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진보정권 유지에 따른 통제효과
사회복지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
는 경제개발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행정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개발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일반행정비, 복지비, 경제개발비의 비중과 상호 유
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개발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과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일반행정비, 사회
개발비, 복지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복지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
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일반행정비와 복지
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보수정권 변화에 따른 통제효과
사회복지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민방위비는 계수 값이 양(+)의 부호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과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 모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
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개발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일반행정비, 복지비, 경제개발비의 비중과 상호 유
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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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복지비와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
발비, 복지비, 민방위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방위비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복지비의 비중과 상호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수-진보
통제 전

구분

진보-진보

통제 후

통제 전

진보-보수

통제 후

통제 전

통제 후

표준화된
표준화된
표준화된
표준화된
표준화된
표준화된
p-value
p-value
p-value
p-value
p-value
p-value
B
B
B
B
B
B

일반행정 -1.611 0.000 -0.578 0.000 -0.553 0.165
사 사회개발 -0.958 0.000 -0.462
회 경제개발 -2.599 0.000 -1.280
복 사회복지 -0.020 0.402 0.070
지
-8.532 0.000 -2.261
cons
R2

0.486

0.226

0.165

-0.524

0.000

0.226

0.165

0.000

-0.844

0.002

-0.128

0.216

-0.600

0.000

-0.128

0.216

0.000

-1.927

0.000

-0.367

0.058

-1.590

0.000

-0.367

0.058

0.000

-0.059

0.000

0.034

0.009

0.032

0.016

0.034

0.009

0.962

-6.334

0.000 -200.153 0.000

-4.938

0.000 -200.153 0.000

0.688

0.480

0.801

0.779

0.801

일반행정 -0.259 0.000 -0.131 0.000 -0.190 0.075

0.150

0.262

-0.850

0.000

0.150

0.262

일 사회개발 -0.614 0.000 -0.605 0.000 -0.444 0.000
반 경제개발 -1.365 0.000 -1.303 0.000 -1.068 0.000

-0.453

0.000

-0.833

0.000

-0.453

0.000

-1.010

0.000

-1.950

0.000

-1.010

0.000

행 사회복지 -0.007 0.335 -0.028 0.000 0.013 0.034
정
-4.206 0.000 -11.303 0.255 -3.456 0.000
cons

-0.027

0.001

-0.153

0.000

-0.027

0.001

83.353

0.000

-7.293

0.000

83.353

0.000

R2

0.775

0.807

0.432

0.578

0.815

0.578

일반행정 -1.118 0.000 -1.075 0.000 -0.578 0.000

-0.709

0.000

-0.352

0.000

-0.709

0.000

사 사회개발 -0.280 0.000 -0.187 0.000 -0.378 0.000
회 경제개발 -1.911 0.000 -1.806 0.000 -1.507 0.000

-0.134

0.096

-0.411

0.000

-0.134

0.096

-1.532

0.000

-1.297

0.000

-1.532

0.000

개 사회복지 -0.019 0.067 -0.024 0.000 -0.004 0.441
발
-5.587 0.000 -64.726 0.000 -4.604 0.000
cons

-0.032

0.007

-0.010

0.065

-0.032

0.007

63.466

0.000

-4.210

0.000

63.466

0.000

R2

0.813

0.843

0.623

0.663

0.529

0.663

일반행정 -0.530 0.000 -0.547 0.000 -0.378 0.000

-0.431

0.000

-0.230

0.000

-0.431

0.000

경 사회개발 -0.162 0.000 -0.426 0.000 -0.234 0.000
제 경제개발 -0.407 0.000 -0.122 0.000 -0.409 0.000

-0.417

0.000

-0.304

0.000

-0.417

0.000

-0.104

0.003

-0.363

0.000

-0.104

0.003

개 사회복지 -0.010 0.006 -0.016 0.000 -0.011 0.223
발
-2.694 0.000 -15.913 0.000 -2.649 0.000
cons

-0.024

0.028

-0.018

0.000

-0.024

0.028

24.413

0.000

-2.538

0.000

24.413

0.000

2

R

0.846

0.857

일반행정 -0.279 0.385 -0.970 0.000

0.763

0.787

0.000

-1.589

0.000

0.226

0.165

사회개발
민
경제개발 -0.413 0.145 -1.294 0.000 -0.063 0.357 -1.456
방
사회복지 -1.035 0.058 0.552 0.000 -0.716 0.088 0.584
위
-8.027 0.000 213.592 0.142 -7.369 0.000 289.148
cons

0.000

0.532

0.000

-0.128

0.216

0.000

-0.251

0.168

-0.367

0.058

0.000

-1.585

0.000

0.034

0.009

0.000

-9.353

0.000 -200.153 0.000

R2

0.433

0.018

-0.477

0.000

0.240

-0.463

0.002

0.682

-0.693

-0.123

0.290

0.787

0.000

0.054

-0.523

0.198

0.66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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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시도별 형평화효과 분석 : 주민 1인당 지출
광역시도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분야에 대한 주민 1인당 지출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형평화 수준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기간 주민1인당 지출액의
지니계수는 매년 0.7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산업중소기업의 지니계수
증가 수준이 3.30%로 자치단체 간 형평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1.86%, 문화 및 관광 0.92%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니계수가 감소되고 있는 분야는 공공
질서 및 안전 0.25%, 교육 1.78%, 과학기술 2.28% 순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의 지니계수는 0.7019로 타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교육 0.6074, 농림해양수산 0.5680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문화 및 관광 0.4010,
공공질서 및 안전 0.3943, 산업중소기업 0.3624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
기술

합계

2015 0.4738 0.3943 0.6074 0.4010 0.4549 0.4288 0.4153 0.5680 0.3624 0.5120 0.4276 0.7019 0.4164
2014 0.4873 0.4148 0.5940 0.3670 0.4470 0.4259 0.3999 0.5664 0.3016 0.5037 0.4191 0.7394 0.4121
2013 0.4370 0.4583 0.6042 0.3855 0.4567 0.4268 0.3971 0.5713 0.3274 0.4974 0.4208 0.7554 0.4101
2012 0.4988 0.5026 0.6117 0.4102 0.4670 0.4180 0.4012 0.5745 0.3612 0.5181 0.4407 0.7156 0.4267
2011 0.4709 0.3974 0.5921 0.3934 0.4437 0.3699 0.3606 0.5492 0.3427 0.4710 0.3893 0.7527 0.3851
2010 0.4725 0.3912 0.6388 0.3941 0.4547 0.3693 0.4215 0.5528 0.2963 0.4837 0.4240 0.7855 0.3900
2009 0.4743 0.4011 0.6503 0.3754 0.4710 0.3767 0.4227 0.5485 0.2848 0.4921 0.4448 0.8840 0.3971
2008 0.4635 0.4183 0.6919 0.3796 0.4561 0.3795 0.4100 0.5483 0.2997 0.4881 0.4340 0.8348 0.3965
증감율

0.56

-0.25

-1.78

0.92

0.01

1.86

0.45

0.52

3.30

0.77

-0.01

-2.28

0.79

Ⅴ. 결 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간 지방자치와 관련
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업무조정, 지방재정의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져 왔으나 재정
분권이 담보되지 못함에 따라 많은 한계 역시 제기되어 왔다. 현 정부의 재정분권 기조는 지방
자치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방이 스스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쇄효과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수준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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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지출의 형평화 수준은 어떠한지를 종합 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전반적 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정치적 정향, 인구(고령화), 점증주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자치단체장, 의회 등의 지역정책 추진방향은 결과적으로 관련 비용의
증감을 야기함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의
인구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생산인구의 편중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
에서 특정재원은 결과적으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밀한 전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상쇄효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복지정책 기조의 강화에 따라
관련 예산 간 상쇄효과가 일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특정재원의 지출증가가
타 재원의 지출 감소를 야기함에 따라 필수 사업의 감소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간 형평이 담보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1인당 지출수준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 형평화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광역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주민의 혜택 간 형평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세밀한 적용기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력을 제고하는 기제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재정지출 이론을 고려하여 재정지출 결정요인, 지출 간의 상쇄효과 발생
검증,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검증이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제공한다. 재정
분권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 정보의 제공과 함께 향후 후속연구의 정교화를 통해 지방
분권, 재정분권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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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 and Management Plan of Offensive Odor
in Gangwon Province

김병욱 Kim, Byoung-Ug

강원도의 악취발생 현황과 관리 방안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등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의미하며,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의미한다. 악취는 발생원과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사람의 심리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악취에 대한 인식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은 먼지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생활수준의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하여 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기에 강원도의 악취 발생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유지 여부 및 악취관리지역외의 악취발생에 대한 관리 방안 등 향후
강원도의 효율적인 악취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강원도의 최근 4년간 악취 관련 민원은 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에서 악취 민원이 많았다. 시설별로는 축산시설, 하･폐수 처리시설의 비중이 높았다.
영동지역이 영서지역에 비해 악취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는 해륙풍 및 지형적인 특성에 기인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월별 악취 민원은 6월, 7월, 10월 순으로 여름철이 높았으며, 분기별로는 3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시설별로는 축산시설의 악취 민원 발생이 전체 발생 건수 대비 35.7~73.3%였으며, 평균 53.4%로
조사되어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의 청정 강원
환경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악취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악취배출시설 사업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2008년도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해제 사유가 충분하므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 발생시설 및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시설로 전환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악취, 악취방지법, 축산시설, 신고대상시설

Occurrence and Management Plan of Offensive Odor in Gangwon
Province
Complaints about offensive odor have been growing for past 10 years in Korea, in spite of enforcing
Offensive Odor Control Law in 2005 because of upgraded living standard and desire for living in clean
environment. This study is for offering the basic data to make plans against efficient offensive odor
management after researching for offensive odor occurrence and characteristics in Gangwon Province.
According to the latest 4-year data of Gangwon Province, complaints about offensive odor in counties
are more frequent than those of cities. There are many offensive odor complaints in Wonju city,
Gangreung city, Heongsung gun, Cheolwon gun, and Hwacheon gun. Livestock production facilities and
sewage-wastewater treatment plants are the main reasons. A complaint about offensive odor is
relatively lower in Youngdong area than Youngseo area, which is considered as the results from
characteristics of land-sea breeze and geographical factor. The highest monthly frequency of offensive
odor complaints is June, following July and October, summer season and third-quarter are the highest.
Offensive odor complaints in livestock facilities count for 35.7~73.3% (average 53.4%) out of total. So,
offensive odor reduction plan for livestock facilities should be started quickly.
Gangwon Province boasts the cleanest natural environment with clean water and clear air. Thus,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handle over odor problem more actively to maintain the
cleanest image of it and to preserve the fresh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s. Odor emission facilities
try to reduce the amount of emissions themselves first, and policy and economical supports for
establishing the reduction plans should be taken actions. The facilities which violate the law or cause
the offensive odor complaints should be designated as mandatory reporting facilities, and it is also
advi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an administrative measure like suspension of use.
keyword : Offensive Odor, Offensive Odor Control Law, Livestock Facility, Mandatory Report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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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악취란 소음과 함께 감각공해라고 불리는 환경오염 중의 하나로서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
하고, 다양한 악취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쾌적한 생활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의미한다(악
취방지법, 2017; 유승성 외, 2012; 악취관리 편람, 2012).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다양하며, 주요 악취물질만도 1,000여 종에 이른다(악취관리 편람,
2012).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황화수소가 주된 악취
유발물질이지만 그 외에도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아민류 및 저급 지방산 등의 물질이 함유되
어 악취 강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2004년 2월에 제정되어 200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악취방지법에서의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
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규정하고 있다(악취방지법, 2017). 악취는 한 가지 물질의 냄새
라기보다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복합적으로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인이 되는 물질로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외에도 알데하이드류, 인돌류, 케톤류, 설파이드류, 스카톨류,
알코올류, 페놀류, 암모니아, 유기산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 정도에 따라 악취의 세기
정도가 결정된다. 후각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연령, 성별, 건강 상태, 흡연 습관 등에 의해
악취를 느끼는 정도가 상이할 수 있고, 특정한 사람에게는 악취로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
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전형적인 감각공해인 악취는 처리가
스량의 99.99%가 제거되지 않으면 감각적으로 탈취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악취
관리 편람, 2012; 한진석, 2016).
악취에 노출되면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장해, 정신적 스트레스,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한다. 또한, 인간 관계, 보상 문제 등 악취오염 정도와는 무관한 요인들도
작용함으로 인해 악취 문제를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는데, 이러한 특성
들로 인하여 먼지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들의 관리와 비교해 볼 때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악취오염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민원이나 진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발생원(사업장)을 확인하고 악취방지시설의 배출구나 부지경계
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민원인과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조사한
다(악취관리 편람, 2012; 최여진 외, 2006). 이와 같은 조사 및 검사를 바탕으로 악취 배출사업
장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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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경우에도 축산시설, 퇴비화시설, 산업단지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정신적･감각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병욱,
2016). 시･군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악취로 인한 문제가 큰 이슈화되고 있는 시･군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강원도의 악취발생에 대한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 및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강원도에 지정･
운영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1개소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발생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등 향후 강원도의 효율적인 악취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조사 및 방법
1. 악취 검사 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일반적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는 관능시험방법과 기기를 이용
하여 악취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분석법이 있다. 관능시험방법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악취의
세기(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직접 관능법), 냄새의 쾌･불쾌를 나타내는 방법, 냄새의 빈도를 측
정하는 방법, 악취를 깨끗한 공기와 희석하여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의 희석배수를 측정
하는 방법(공기희석 관능법) 등이 있다(악취관리 편람, 2012). 우리나라의 악취방지법 및 악취
공정시험기준(2014)에서의 악취측정방법으로는 관능시험법 중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 중
22개 악취물질에 대한 단일성분 농도표시법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악취방지법에서는 5m 이상의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의 악취농도를 법적 기준
으로 설정하고 있다. 5m 이상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악취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을 넘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부지경계선은 5m 이상의 배출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외한 창문, 낮은 배출
구, 야적된 배출원 등에서 배출되는 모든 악취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부지
경계선의 또 다른 의미는 악취배출 사업장 내에서는 아무리 심한 악취가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사업장 부지경계선을 넘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개념을 내포
하고 있다.
악취의 경우 여러 가지 악취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는 공기희석 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공업지
역은 배출구 1,000 이하, 부지경계선 20 이하이며, 기타지역은 배출구 5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이다.

강원도의 악취발생 현황과 관리 방안 ｜65

● 표 1 ●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구분
공업지역1)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자료 : 악취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2. 공기희석 관능법(복합악취)
공기희석 관능법의 복합악취 검사는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에서 채취한 악취시료
를 시험실로 운반한 후 무취공기로 희석하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공기희석 관능법의 단위는
“희석배수”를 사용한다. 희석배수는 당초 미국에서 수질 시료의 악취 세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의하였던 것으로 시료 수에 무취의 물을 가하여 희석시료에서 최저한도의 냄새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의 최대희석배수를 말한다. 현재, 이와 같은 개념은 기체상 시료에 대하여도 동일
하게 적용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를 무취공기로 희석하면서 최소감지농도
수준으로 희석했을 때의 희석배수로 산정된다.
공기희석 관능법에서의 시료 채취 장비, 용기, 시료 채취관은 취기 성분의 흡착, 투과 또는
상호반응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며, 시료 채취 주머니는 폴리에스테르 알루
미늄 백 등 취기 흡착성이 낮은 재질을 사용한다. 시료 채취 지점은 사업장의 입지여건, 배치상
태, 현장 전체의 악취 분포 상태, 풍향･풍속 등 기상 상태를 점검한 후 악취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또는 최종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한 악취시료는 직사광
선을 피하고 상온을 유지하면서 시험실로 운반한 후 48시간 이내에 무취공기로 단계별로 희석
하면서 복합악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악취 분석요원은 예비 악취 판정요원들을 대상으로
판정시험 전 <표 2>에 제시된 악취강도별로 노르말부탄올(순도 99.5% 이상)을 증류수로 희석
하여 악취강도에 대한 정도를 인식시키고, 악취강도 1도를 인지한 요원을 1차로 악취 판정요원
으로 선정한다.

1)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
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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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악취강도 인식시험액(n-Butanol) 및 악취 세기
악취강도

악취 세기

노르말 부탄올 주입량(mL/L)

농도(ppm)

1

감지 취기
(Threshold)

0.10

100

2

보통 취기
(Moderate)

0.40

400

3

강한 취기
(Strong)

1.50

1,500

4

극심한 취기
(Very Strong)

7.0

7,000

5

참기 어려운 취기
(Over Strong)

30.0

30,000

최종적인 악취판정요원의 선정은 <표 3>에 제시된, 판정요원 선정용 시험액 3개의 냄새 종류를
모두 맞히면서 악취도가 3, 4로 느끼는 판정요원 5인을 선정하여 공기희석 관능법 시험을 진행
한다. 악취공정시험기준(환경부, 2014)에는 5인의 판정요원들이 악취를 감지한 희석배수 중
최대, 최소 희석배율을 제외한 나머지 희석배수들의 기하 평균값을 최종 희석배수로 한다.

● 표 3 ● 판정요원 선정용 시험액
시험액

농도

제조용액

냄새의 성격

Acetic acid

1.0 wt %

증류수

식초 냄새

Trimethylamine

0.1 wt %

증류수

생선썩는 냄새

Methylcyclopentenolone

0.32 wt %

유동파라핀

달콤한, 설탕타는 냄새

β-Phenylethylalcohol

1.0 wt %

유동파라핀

장미향 냄새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현재 국내에는 악취검사기관으로 총 3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강원도는 유일하게 강원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 관련 민원은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강원도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수행한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시･군에서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악취검사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악취검사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미지농도의 시료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매 2년) 및 정도 관리 현장
평가(매 3년) 등을 통하여 검사기관 및 검사자료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검증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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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복합악취 검사
자료를 이용하였다(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보, 2011~2016). 검사자료는 통계를 위하여 년도별,
시군별, 배출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하였다.

Ⅲ. 강원도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
1. 연도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
강원도는 7개 시, 11개 군 등 1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156만 명 정도이다.
또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안지역인 영동과 내륙지역인 영서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2010년
이후 시･군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인 발생 건수는 43~89건의 범위를
보였으며, 악취방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17)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표 1)에 따른 기준
초과율(부적합율)은 13.5~44.4%의 범위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강원도의 악취발생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1 ● 년도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김병욱, 2016)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 시료를 직접 채취하던 방식에서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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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장비 구입 등 준비 기간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 현상이며, 이후 2014년, 2015년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악취 민원 발생의 증가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며, 생활수준의 향상,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10~20%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악취 발생 민원은 3.4배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박정민, 2016; 공부주, 2017).

● 그림 2 ● 전국 악취 민원 발생 현황(박정민, 2016; 공부주, 2017)

2. 지역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최근 4년간)
2012년~2013년의 악취 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은 강릉시, 철원군, 화천군에서
2013년은 철원군, 화천군, 원주시의 악취 민원이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철원군, 화천군에서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되었다. 시설별로는 특히, 축산시설의 악취 민원이 가장 많았고,
하･폐수 처리시설도 많이 발생되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부적합율)은 43.1~44.4%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2015년은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에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
었으며, 전체적인 부적합율은 13.5~20.0%로서 2012년~2013년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악취
시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낮아진 것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현장 시료채취의 적절성 등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연도별 시･군 악취발생 현황은 참고용 시료를 배제하면, 전체적으로 원주시, 철원군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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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각 시･군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

● 그림 4 ● 시지역 및 군지역 악취 민원 발생 현황

악취발생 건수를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은 군지역
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2015년은 시지역이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적
으로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서의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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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인 영동지역과 내륙지역인 영서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해안지
역인 영동보다 내륙지역인 영서지역에서의 악취발생 민원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축산시설, 가축분뇨처리 공공처리시설, 음식폐기물류 자원화시설 등 악취 배출
시설의 비교 우위, 해륙풍의 영향, 지형적인 특성 등 여러 원인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그림 5 ●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

3. 월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
월별 악취 민원 발생은 2014년 6월과 2015년 7월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인
월별 발생 건수는 6월, 7월, 10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른 악취 민원의 월별
발생 비율은 6월이 16.0%, 7월 13.7%, 10월 11.8%였으며, 3월이 가장 낮은 1.1%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겨울철인 12월~2월 사이에도 악취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겨울철이라도 일시적인 온도, 습도 변화 등 기상 변화에 따라 악취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악취는 일반적으로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통상의 악취물질은 26∼30℃에서 강한 영
향을 미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악취의 세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습도가 미치는 영향도
커서 60∼80%의 상대습도에서 인간이 악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악
취관리 편람, 2012).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습도가 70% 이상 높아지면 악취
강도는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온도와 습도가 비교적 높아서 악취 민원이

강원도의 악취발생 현황과 관리 방안 ｜71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여름철의 주요 악취 발생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대책수립이 요구
된다.
분기별 악취 민원은 3분기가 가장 많은 90건으로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4분기가 79건
으로 30.2%, 2분기가 69건으로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의 악취민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여름철~초가을 동안 고온, 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 악취 강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6 ● 월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

4. 시설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
최근 4년간 악취 민원 발생 비율을 배출시설별로 살펴보면 축산시설이 전체 발생 건수 대비
51%를 차지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시설 13%, 하･폐수 처리시설 11%의 순으로 나타
났다.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축산시설은 년도별 전체적인 발생 건수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35.7~73.3%의 범위로서 평균 53.4%을 보였으며, 축산시설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은 평균 38.1%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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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악취배출시설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

● 그림 8 ● 축산시설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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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축산시설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표 4 ● 강원도 시･군별 가축사육 현황(2014년 말 기준)
(단위 : 마리 수)
구 분

계

젖소

소

말

돼지

양･사슴

닭･오리

개

강릉시

205,958

322

8,400

39

72,102

181

124,370

544

고성군

130,957

300

7,300

19

8,276

-

114,742

320

동해시

4,202

-

1,063

-

67

142

2,010

920

삼척시

767,237

-

10,100

53

2,644

998

750,925

2,453

속초시

6,734

-

325

-

-

125

6,284

-

양구군

188,468

-

7,387

0

10,457

-

168,826

1,798

양양군

47,978

-

5,205

-

35,443

830

6,500

-

영월군

288,634

-

11,185

33

4,767

1,568

266,385

4,601

원주시

2,586,356

3,662

15,401

62

131,317

1,434

2,364,854

7,526

인제군

533,992

32

6,195

14

4,530

643

517,442

5,136

정선군

23,847

6

8,717

-

85

1,140

11,238

2,613

철원군

1,948,153

9,202

10,249

8

158,070

700

1,758,401

11,518

춘천시

999,919

884

20,120

12

22,786

2,281

942,155

2,424

태백시

57,183

-

1,831

8

2,637

574

51,291

768

평창군

62,681

2,128

12,594

148

10,002

2,494

32,867

2,300

홍천군

975,627

2,500

23,803

151

43,435

45

903,488

2,205

화천군

821,794

160

5,703

8

21,248

1,024

790,152

3,347

횡성군

967,357

2,650

45,962

10

57,097

872

851,303

9,463

자료 : 2015년도 가축분뇨처리 통계보고서, 환경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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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군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듯이 축산시설이 많이 존재하고 가축 사육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축산악취는 다른
가축에 비해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 표 5 ● 주요 화학물질의 악취 최소감지농도(Threshold)
화학물질명

농도(ppm)

화학물질명

농도(ppm)

Ammonia

0.1

Formaldehyde

0.50

Methyl mercaptane

0.0001

Acrolein

0.0085

Hydrogen sulfide

0.0005

Acrylonitrile

8.8

Dimethyl sulfide

0.0001

Methanol

0.52

Dimethyl disulfide

0.0003

Dimethylamine

0.033

Trimethylamine

0.0001

Methylamine

0.035

Acetaldehyde

0.002

Acetic acid

0.0057

Propionaldehyde

0.002

Benzene

2.7

n-Butyraldehyde

0.0003

Phenol

0.00028

i-Butyraldehyde

0.0009

Carbon disulfide

0.21

n-Valeraldehyde

0.0007

Pyridine

0.063

i-Valeraldehyde

0.0002

Methyl alkyl sulfide

0.00014

i-Butanol

0.01

Carbon tetrachloride

4.6

Ethyl acetate

0.3

Chloroform

3.8

Methyl isobutyl ketone

0.2

Indole

0.00030

Toluene

0.9

Skatole

0.0000056

Stylene

0.03

Ethyl benzene

0.17

o-Xylene

0.38

1,3-Butadiene

0.23

m-Xylene

0.041

Diethyl sulfide

0.000033

p-Xylene

0.058

Ethanol

0.094

Propionic acid

0.002

Ethyl acryrate

0.00026

n-Butyric acid

0.00007

Ethyl mercaptan

0.0000087

n-Valeric acid

0.0001

Methyl ethyl ketone

0.44

i-Valeric acid

0.00005

Sulfur dioxide

0.055

1,2,4-Trimethyl benzene

0.12

Nitrogen dioxide

0.12

1,3,5-Trimethyl benzene

0.17

Methyl acetate

1.7

Acetone

42

Ethyl acetate

0.87

Dichloromethane

160

i-Butyl acetate

0.0080

Trichloroethylene

3.9

o-Cresol

0.00010

Tetrachloroethylene

0.77

m-Cresol

0.000054

자료 : 악취관리 편람, 환경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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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돼지 사육두수만을 고려할 때,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은 철원군,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의 순으로 잠재적인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사육 농가 수, 시설 규모, 인근
마을과의 이격 거리, 기후 및 지형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취 민원 발생 비율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가장 높은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대책수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표 5>에는 주요 화학물질의
악취 최소감지농도를 제시하였다. 최소감지농도가 낮을수록 악취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은 아민류, 방향족 질소화합물, 황화물, 방향족화합물 에스테
르류 등 다양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민류는 메틸아민, 에틸아민, 다이에틸아민,
트라이에틸아민 등이 있고, 최소 감지농도가 낮으며, 생선비린내, 썩는 냄새를 발생한다. 방향족
질소화합물은 축산시설의 주요 악취물질로 인돌, 스카돌이 있으며, 두 물질의 최소감지농도는
매우 낮아서 악취를 유발한다. 황화합물은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계란 썩는 냄새, 양파･양배추
썩는 냄새 등을 유발하고, 자극성이 심한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등이 발생되는데, 혐기성 상태일 때는 메틸메르캅탄이 많이 발생된다. 축산시설 중 양돈의 경우
돈분의 악취물질은 강산성 물질이 가장 많고, 약산성, 염기성, 중성 물질 순이며, 계분은 염기
성, 중성, 강산성, 약산성 순이다.
축산분뇨가 혐기성 조건에서 24시간 정도 방치되면 혐기성 발효가 진행되면서 황화수소 및
저급 알코올의 발생이 급증하고, 케톤류, 인돌류 및 p-크레졸 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에스테
르류도 생성된다. 분뇨를 혐기성 조건 하에 방치하면 악취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호기성
조건에서 1~2일 정도 경과하면 악취물질의 발생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축산시설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혐기성 조건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주기적인 분뇨의
제거가 필요하고, 관계 기관 합동으로 축산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방안을 수립
함과 동시에 시설개선 유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표 6 ● 축산시설 악취의 화학적 특성별 및 발생 특성
구 분

발생 특성

강산성 물질

대부분 저급지방산류이고, 특히, 뷰틸산, 프로피온산, 발레르산의 유기산 성분과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의 황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

약산성 물질

페놀류인 p-크레졸, 알코올류

중성 물질
염기성 물질

알데하이드 및 인돌, 스카톨이 주요 성분임
암모니아가 주요 성분임

자료 : 악취관리 편람, 환경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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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원도의 효율적인 악취 관리 방안
본 논문은 현재 강원도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악취방지법에서의 악취
관리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은 대부분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다(김병욱, 2016). 따라서,
악취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현재 강원도에 지정･운영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외에서의 지속적인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행
정적인 접근방식, 관리 방안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1. 악취관리지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출
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악취방지법, 2017).
우리나라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현재 11개 시･도 3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
의 경우에는 2008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1곳이 지정되었는데,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개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인해 악취관리지역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최소 분기당 1회 이상, 1회당 최소 3일 이상을 조사해야 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 등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악취방지법 2017; 악취관리 편람, 2012). 또한, 강원도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전국 제일의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
어 있으면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편, 악취방지법은 2005년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에 대한 조항은 2010년에서야 비로소 신설되었다. 만약,
2005년부터 악취관리지역 외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 신고대상 시설 조항이 있었다면, 현재 지정
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은 배출시설 1개소이므로 당연히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악취관리지역 내에 존재하는 악취배출시설과
동일하게 악취저감계획 수립 및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강원도 악취관리지역은 최근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사유가 충분하며, 실효성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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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취관리지역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강원도의 악취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
외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방지법상의 악취 신고대
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악취관리지역외의 악취 관리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더라도 개선권고, 조치명령,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여서 이러한
악취 관련 민원발생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은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
취가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악취배출 사업장 스스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악취발생 관련 민원이 많은 축산시설의 경우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돈사시설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방형 돈사에서 밀폐형 돈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축사바닥 및 분뇨저장조 등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설치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축산 환경개선 관리영역 중에서 54%가 축산농가 스스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이다
(농협, 2017). 축산악취의 저감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실천이 최우선이며, 깨끗한 축산환경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축산
악취 저감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에 대한
필요성과 저감기술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악취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축사의 인･허가 단계에서 악취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의 설치기준이 없으며,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최소
한의 관리기준만 설정하고 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하고 악취저감 효과
가 좋은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축산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일정 부분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시설개선 효과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과밀 사육은 악취발생
증가의 원인이 된다. 돈사의 경우 소규모 돈사시설에 비해 대규모 돈사시설의 복합악취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한국냄새환경학회, 2014). 따라서, 축산시설의 축종별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제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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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축산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한 실천 및 관리 방안
구분

축산농가

내용

축사 청결 관리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청결유지 및 소독

악취저감시설 설치･운영

악취 확산 차단시설,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 규모 사육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축사형태별 악취방지시설 연구개발 및 보급

대학･연구기관

기술개발 및 보급
악취 종류별 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도, 시･군

인･허가 단계에서의
악취 저감 대책 점검

인･허가 단계에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기준
제시 및 점검

악취저감 교육

중･대규모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악취 저감에 대한
교육 실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중･대규모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현장 지도･점검 및
기술지도(축사관리,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 관리 등)

재정적 지원

축산 환경･악취 오염방지시설 설치 재원 마련 및 지원

악취관리 매뉴얼 배포

악취배출시설별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적정 사육두수 점검

축종별, 규모별 적정사육 두수 제시 및 점검

악취방지법(2017)에 의하면 2016년 12월 30일부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시설의 지
정･고시 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6년까지는
악취 관련 민원 발생이 많아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한 곳도 없었으나 2017년에는
2개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효
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악취민원 발생 시설에 대해 신고대상시설로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악취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악취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주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저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은 최근 5년간 악취 관련 민원 발생도 없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지정해
제 사유가 충분하므로 실태조사를 위해 시간, 인력 및 예산을 소모하지 말고, 관리지역을 해제
하는 것이 악취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강원도의 악취발생 현황과 관리 방안 ｜79

강원도는 청정한 물과 깨끗한 공기, 울창한 산림 등으로 인하여 전국 최고의 쾌적한 자연환
경을 자랑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악취문제
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악취배출시설 사업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저감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지속적인 악취 민원 발생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시설로 전환하여 조업정지,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의 행정처분을 강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악취방지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음식점, 하수도, 농경지 퇴비 등의 생활악취에 대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악취로 인한 도민
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악취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악취 배출시설별 악취 발생 원인 및 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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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실태와 정책적 대안 모색
- 춘천･속초 전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고찰하고 청년
상인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춘천 육림고개 청년상인을
사례지로 인류학적 현지조사 방법론에 기초하여 운영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는 크게 사업단의 한계, 사업 운영의 한계, 상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속초, 춘천 전통시장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현황 및
구조적 한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문제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단은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청년상인들이 일원이 되도록 한다. 또한, 기존 사업
단의 역할을 최소화한 ʻ사업지원단ʼ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ʻ시장 인턴제ʼ를 실시하여 청년상인
들이 실무적인 실무수습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시장체제에 대한 주체성 및 창업 이해도를 높인다. 셋째,
시장 인턴제를 보완하는 장기적이고 후속적인 상인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내 창업을 꿈꾸는 청년 및 관련자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현재, 강원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무분별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 진행된 후 다소의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재검토하여, 사업단이 ʻ전통시장 활성화ʼ
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향을 재편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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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전통시장의 위기’에 대한 언급은 오래되었다. 한국 사회는 소비패턴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및 유통산업 구조의 변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시장은 시
설의 노후화, 부족한 편의시설, 경영력 약화, 마케팅 부족 등의 이유로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전통시장의 쇠퇴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황영순
2012; 조광익 2014)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침체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표 1>을 보면 2010년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소폭 증가
하였지만 경쟁 유통업체별 매출 비중이 2010년 19.8% 이후 2015년 13.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전통시장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
● 표 1 ●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2010~2015년)

전통시장 매출액1)
(단위 : 조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4.0

22.1

21.1

20.7

20.9

21.1

한국사회가 전통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고안되었다. 특히 시장의 버려진 빈 공간을 청년창업의 장소로 활용하는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사업이 주목을 받았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성공 사례를 통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해결,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이후 정
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은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동해, 속초, 원주, 정선, 춘천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7년 6월 22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열린 전국 오일장 박람회에서
이곳 5개 지역의 청년상인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강원 청년상인연합회’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지원이 끝나자 문을 닫는 점포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다소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 입각한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실태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 시장경영진흥원(2010~5),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86｜ 강원논총 2017년 제8권 제2호

2) 연구목적
전국의 전통시장은 대부분 상인조직, 즉 상인회와 부흥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직은 시장 내
상인들이 필요성과 생활양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되었다. 상인회와 부흥회는 상인들에 의한,
상인들을 위한, 상인들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시장상인들이 함께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 간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인들이 모인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질서와 문화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속초, 춘천 두 전통시장에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도로 구성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단이 존재한다. 사업단은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역점을 두고 전통시장의 버려진 공
간에 만 39세 미만인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 전통시장의 재부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사업단이 전통시장 내부에 위치하며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구성
원들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된 모호한 조직이었다.
연구자들은 이 사업단이 과연 지역의 전통시장을 이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사업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시행 중인지,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사업단의 사업 효용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접근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사업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청년상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전통시장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2. 연구대상지 및 연구방법
연구자들은 연구지로 강원도 소재 시장 중에서 강원도 춘천시의 육림고개2)와 속초 중앙시장3)
두 곳을 선정했다. 두 곳 모두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들어온 곳이다. 각 시장
의 특수성에 따른 청년상인 점포의 입지, 시장의 현 상황, 소비자층 등 각각의 조건과 상황이
상이해 서로 다른 두 곳의 연구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내 학술 동아리 강원지역문화연구회의 회원들로 매년
인류학 현지조사방법인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을 이용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조사하고 보다 넓은 식견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 학기 중 청년창업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자료와 강원도 내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논문 집필을 준비하였고 연구 일정을 수립했다.
연구방법으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시장, 거리의 상인들과 청년상인 당사자
그리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사용했다. 정확성을 가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이용해 녹음한 뒤 녹취록을 작성했다.
2) 옛 육림시장.
3) 2006년 시장활성화사업 진행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홈페이지 소개에서도
종합중앙시장, 종합재래시장 등 복수의 명칭을 사용 중이며 상인들과 사업관계자 또한 중앙시장이
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앙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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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현재 1차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속초
중앙시장 2층과,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사업단이 잔류하고 있는 춘천 육림고개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단과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통해 사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에 대해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사전조사로는 수업 자료, 논문, 인터넷 그리고
신문기사 등을 활용했다. 사전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을 사업단, 청년상인, 주변상인, 소비자, 기관
관계자로 한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현지조사 이후에는 관련된 문서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 표 2 ● 연구 일정
6월 22일(춘천)
가팀
‘카페’, ‘퓨전 닭갈비’
점포 인터뷰

6월 26~27일(속초)

6월 28일(춘천)

‘레이저공방’ 점포,
속초청년창업지원단 인터뷰

나팀

2층 중앙시장 옷가게 상인 3팀,
소비자 인터뷰

다팀

‘철판 스테이크,
한복대여’ 점포 인터뷰

육림고개 ‘빈티지의류’,
‘핫도그’ 점포 인터뷰

‘무지개식빵’ 점포,
주변상인 인터뷰

● 표 3 ● 인터뷰 대상 개요

속초

구분4)

이름

나이

레이저공방

ㄱ

38세

남

카페

ㄴ

30대

남

철판 새우

ㄷ

30대

남

한복대여

ㄹ

64세

여
여

뜨개질

ㅁ

60대

옷가게

ㅂ

40대

여

옷가게

ㅅ

50대

여

청년창업지원단

ㅇ

50대

남

ㅈ

25세

여

소비자
퓨전 닭갈비
춘천

성별

ㅊ

40대

여

ㅋ

40대

여

카페

ㅌ

30대

여

빈티지 의류

ㅍ

20대

남

무지개 식빵

ㅎ

30대

남

소비자

ㆍ

21세

남

4)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인용되는 모든 참여자들과 점포, 기관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
하였다. 하지만 연구에서 장소, 공간적 특징들이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공간의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드러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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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5월부터 준비하였으며 사업이 진행된 춘천과 속초 두 곳에 대해서 3회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바쁜 상인들과는 인터뷰 약속을
쉽게 잡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인터뷰는 속초 중앙시장 2층의 점포들, 육림고개 청년상인 점포들이 있는 장소와 그 근방으로
한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6월 22일 춘천 육림고개를 1차 조사하였고 청년창업 가게 두 곳
의 청년창업자 분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인터뷰, 거리의 유동인구와 소비자에 대한 관찰을 진행
하였다. 속초 중앙시장 2층에 대한 조사는 26, 27일 2일 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독특하게도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층 시장으로 내려간 점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사팀을 1,
2층의 청년 점포, 중앙시장 2층의 의류상인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했다. 3차 조사는 22일에
조사하지 못했던 춘천 상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연구대상지 개관
1) 속초 중앙시장
속초 중앙시장이 있는 자리는 용이 나왔다는 전설의 연못이 있어 ‘용소골’이라고 불리었다.
중앙시장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국군 1군단과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영랑동에 있던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1953년 휴전과 함께 공병대의 지원으로 논과 웅덩이를 메우고, 263개의
점포가 들어가는 건물을 세웠다. 그 건물에 중앙시장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넘어오게 되
었다.
중앙시장은 1960~1970년대는 명태, 1980~1990년대는 오징어가 많이 잡히면서 최대의 호
황을 누렸다. 실제, 1989년의 경우 속초의 총 어획고가 305억 8,900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오징어가 191억 6,700만 원을 기록해 전체 어획고의 62.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이
었다. 그전에는 오징어가 많이 잡히면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 무렵 냉동시설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저장이 가능해져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한편 1976년을 전후로 해서 설악산 관광이 활기를 띠었고 중앙시장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건어물 가게들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의 특산물인 수산과 관광이 결합한 형태로
이후 속초는 수산과 관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했고, 훗날 속초관광수산시장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하게 되었다. 1988년 시장에 상가를 조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생겨났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2층은 이때 만들어졌고 이후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의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속초 중앙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을 통해 차량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부터 어물전과 닭전, 명동로 등 6개 비가림막 시설 설비
등 시설의 현대화를 이루어냈고, 이때 캐노피가 지상 1층에 설치되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방문
객들이 감소하게 되었다.
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속초중앙시장은 매년 고객이 30% 이상, 매출은 20% 이상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며 시장 내에 빈 점포 또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혜는 시장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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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수산물과 먹거리 가공식품 쪽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상권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중앙시장 2층에는 먹거리가 아닌 의류 매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손님이 북적거리는 1층
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속초시와 속초중앙시장이 손
잡고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상인에게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5)
● 표 4 ● 속초 청년상인 현황
품목

업종

현황

1

켈리그라피/핸드메이드 작품

공예

비요식업

2층

2

나무공예/각인/미니어처

공예

비요식업

2층

3

한복대여/맞춤제작

의류

비요식업

2층

4

스페니쉬 퓨전새우요리

음식

요식업

1층 이전

5

전통 강정/전통 엿

음식

요식업

1층 이전

6

디저트 카페

디저트/카페

요식업

1층 이전

7

크레페

음식

요식업

폐업

8

떡볶이

음식

요식업

1층 이전

9

카페/과일맥주/음식자유반입

카페

요식업

2층

10

호프/음식자유반입

호프

요식업

폐업 예정

야베스
옷

맵시나
옷

토마토
옷

대성수선

너랑나랑
공방(청)

끄러모아
옷
꾸밈방
옷

하나로마트
가는 길

강릉사
수선

진수선
지하니아빠
커피(청)

우리수선

메아리수선

언니
크래커(청)

쥬얼리
악세사리

쥬얼리
악세사리

달콤솜솜
(청)

오브제 아울렛
옷

고집불통
옷

이음
미니어처(청)

무인쉼터
(청)
SEIO
(청)

VIPS
옷

야시방
옷

밤비 테이스
메이크업

옥이네
수선

함흥포목
이불

● 그림 1 ● 속초중앙시장 2층 청년상인 구획 약도

5)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74(검색일 :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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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 총 10개의 업체가 사업을 통해 중앙시장 2층에 들어왔다. 2017년 6월
현재 사실상 4개 점포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나머지 점포들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한 상태다. 속초시와 속초중앙시장은 1차 사업을 진행한 사업단을 유지하고 2차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2) 춘천 육림고개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77번길에 위치한 육림고개는 옛 육림극장과 중앙시장을 잇는 곳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상인과 손님들로 크게 북적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명동에
상권이 형성되고 대형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육림고개 상점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춘천 청년 상인 K씨 인터뷰>
｢육림고개하면은 다 인터넷에 뜨죠? 여기 막 진짜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진짜 밀어야지 다니는 시장 중에 시장이었거든요. 원래…… 원조라고 해야 되나? 전통시장……
재래…… 전통시장 그렇게 번화했었는데 되게 인제 여기 상권이 죽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씁쓸한 기분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 그림 2 ● 옛 육림시장의 모습
20대인 아들과 함께 육림고개에서 청년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K씨는 춘천에서 태어나고 자라
서 육림고개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다. K씨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인 1970년대의 육림고개는
사람들로 가득 차 걷기 힘들 정도로 번화한 곳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육림고개 상권이 축
소되는 모습도 경험했다. 과거를 회상하며 침체된 육림고개 상점가의 모습에 씁쓸해하는 K씨를
보며 과거 육림고개가 얼마나 번화했던 곳인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2015년에는 육림고개 점포 50여 곳 중에 30% 이상이 문을 닫을 정도로 상권이 침체되었다.
육림고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춘천시는 막걸리촌 조성 사업을 기획했다. 명동 브라운 상가
뒷길의 부침개 골목에서부터 옛 육림극장을 잇는 200m 길이의 골목을 막걸리 특화 거리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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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사업이다. 기존 상인이 스스로 업종을 막걸릿집으로 전환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방식으
로 사업을 추진했다.6)
2015년 6월 육림고개 1호 막걸릿집 ‘서민주막’을 시작으로 2호점 ‘모친주막’, 3호점 ‘개미촌’,
4호점 ‘육림포장마차’, 5호점 ‘육림닭날갯집’이 문을 열었다. 막걸리촌이 조성되면서 주변에 한
방 카페, 공방 등도 문을 열어 현재까지 점포 28곳이 문을 열었다. 육림고개 점포는 23곳에서
51곳으로 크게 늘었으며, 업종도 다양해지면서 많은 시민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추가로 춘천시는 육림고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청년상인 창
업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은 ‘전통시장의 미와 미래형 시
장이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시장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젊은 소비자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청년상인을 모집했다. 총 10명을 선정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신청 인원이 적고, 점포 위
치를 실제로 확인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자가 나와서 1차에 6명, 2차와 3차에 각 2명의 신
청자를 청년상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2016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총 10개의 청년상인 점포가
육림고개에 입점했다.
서류 및 면접 심사와 창업교육을 거쳐 최종 선정된 청년상인들은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일
부를 지원받았다. 육림고개 상점가 청년 창업 지원 사업단은 2017년 5월까지 1년간 청년상인
점포들을 지원 및 관리했다. 현재 점포 한 곳이 업종을 변경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점포들은
모두 그대로 영업 중이다. 육림고개는 올해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총 15억 원
의 국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춘천시와 청년상인들의 노력이 합쳐져 앞으로 육림고개 상권의
부활이 기대된다.

Ⅱ. 청년상인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업 및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 진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란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에게 창업에 따른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 등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업단이 조직되어 실무를 담당하는데 사업단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창업지원협의체 운영, 계약관리, 예산집행, 정산 등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청년지원사업단장 H씨 인터뷰>
｢중기청(중소기업청) 지휘를 바꿔야 하는데, 중기청에서는 각 강원중기청, 대구중기청 다
따로따로 했으니까 지방중기청에서 관할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모든 이 사업에 따른
6)http://m.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46349(검색일 : 2017.7.1.).

92｜ 강원논총 2017년 제8권 제2호

주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묶어 가지고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그게 저희 사업단으로
되는데 사업단 구성은 시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면접보고 해가지고 통과되면 그리고 합격하면
사업단으로 구성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공무원도 아니에요 이게.
1년 단기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원받아서 이제 청년상인들 모집하고,
운영하고 집행하고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위 인터뷰는 사업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사업단은 중소기업청의 지방중
기청 담당으로 일시적 공고를 통해 일반인으로 사업단원이 선별되며, 단기사업으로 사업단을
운영한다.
사업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
화구역으로서 ①~⑥까지와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인테리어(3.3㎡당 80만 원 이내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관련

판매 재료비, 집기, 공과금
0%

60%
국비부담

100%

청년부담

● 그림 3 ● 부분별 비용지원 그래프
사업의 지원규모는 20개 시장 200개 점포 내외이다. 지원조건은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미성년자를 제외한 만 39세 미만 청년상인의 육성을 희망하는 곳이다. 지원 한도는 점포당 최
대 2억 5천만 원으로, 이는 점포면적 최대 33㎡ 기준까지다. 보증금은 국비지원 불가로 청년상
인이 부담하며 임차료는 최대 월 11만 원(3.3㎡당) 이내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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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점포당 최대 3백만 원 이내, 시장당 최대 1천 5백만 원 이내, 인테리어는 국비부담 60%,
지방비 및 자부담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판매 재료비, 집기 등은 청년상인이 부담하
며, 교육･컨설팅･홍보･마케팅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은 청년상인 발굴･육성, 점포지원, 자생력 제고 순으로 추진된다. 우선 소상공인진흥공단
과 시장에서 공고를 내고 예비 창업자를 평가하여 모집한다. 이후 선정된 예비 창업자들이 기본
교육을 이수 받고 나면 점포 입점 후보자로 선정된다. 이후 지자체와 시장에서 점포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단을 꾸린다. 이후 사업단에서 임차료를 포함하여 예산을 짜고 이후 점포
들이 정식으로 입점하게 된다.

청년상인 발굴, 육성
1) 공개 모집 공고

진
행
순
서

점포지원

자생력 제고

1) 지자체, 시장 지원
대상 선정

1) 2년 이상 임차기간
확보

2) 빈 점포 확보

2) 정식입점 제공

3) 기본교육

3) 사업단 구성

4) 점포 입점 후보자
선정

4) 임차료 예산 수립

3) 임차료 9개월 이상
지원

2) 예비 창업자 확보,
평가

● 그림 4 ● 사업 추진 과정
창업교육 결과, 성적 우수 청년상인으로서 점포 입점 기회를 부여받은 자에게 사업단은 지자
체 및 상인회의 협조를 얻어 안정적 임차기간을 확보하여 정식입점을 제공한다. 사업단과 입점
청년상인 간의 사업지원 협약체결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관계를 구축하고 협약내용에는 명확
한 지원내용과 이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명기하고 정관 작성을 통해 청년상인의 책임감을 부여
한다. 청년상인들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서 사업단-청년상인 협약일로부터 임차료는 최소 9
개월 이상 지원한다.

2. 청년상인 현황
속초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이 관광수산시장으로 변모한 연유로, 손님 중 대부분이 관광객인 경
우가 많았다. 속초 청년상인의 경우, ’16년 8월 중순의 개업부터 ’16년 10월까지는 장사가 잘
되다가 동년 11월부터 장사가 안되기 시작했다. ’17년 6월 26일 현장연구를 통해 청년상인들이
폐업하거나 일부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장사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 이유는 속초중앙
시장에서의 2층이라는 위치가 주변적이고 버려진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청년상인
들은 이러한 맥락을 가지는 2층에서 개업하였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후 청년
지원사업단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사업단장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인식하지만, 청년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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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가 사업 도중 1층으로 이사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왜냐하면, 2층 청춘월드의
점포 중 일부라도 문을 닫거나 불을 꺼둔 모습을 손님들에게 보인다면, 청춘월드에 대한 재방
문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지원사업단장 H씨 인터뷰>
｢일단 장사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1층으로 다 내려갔어요.(중략) 일단은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한 집이 문 닫으면 자꾸 문 닫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연 초부터 확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한 집이 먼저 내려갔어
요. 그러니까 옆에 탕탕탕 나간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라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2층에서 1층으로 이사한 청년상인들은 주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2층이란
한계와 더불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청년상인’이란 위치로는 시장체제의 상인들과 섞일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위치는 진정한 시장 속의 상인이라기보다는
어리숙한 상인으로 주변 상인들에게 취급받게끔 작용한다. 이처럼 청년상인들의 이사는 온전한
시장상인이 됨으로써 시장의 질서에 편입하려는 능동적인 적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속초 2층 상인 G씨 인터뷰>
｢1층에 있는 이 유동인구가 2층까지 못 가는 거요. 청년몰까지(중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청년 상인들이 2층에 있으면서 매출을 잘 못 올렸어요. 그러다보니……. 1층에 보다시피 1층
에 와보면 사람 막 줄 서 있잖아요? 못 걸어, 빽빽해.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오고 싶은 거지. 그
래서 한 사람 나오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실은, 2층이
청년몰이 약간, 힘들어해요.｣
<속초 2층 상인 F씨 인터뷰>
｢여기가 안되는 게 2층이죠? 상인회는 지하 1층, 지상 1층이죠? 상인회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어요. 회장도 지하에 계시고…… 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준다 해도 뭐 자기 마음처럼
그렇게 막 두 손 두 발 다 걷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에요.｣
사업단장은 2층에 남은 소수의 점포를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청년상인 중 2층에서 이사하지 않고 남은 가게의 품목은 주로 비요식업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존 중앙시장 2층의 상인들도 이곳 중앙시장 2층이 지니는 공간적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
하고 있었으며 이는 청년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속초 청년상인 A씨 인터뷰>
｢여기가 제일 썰렁해요. 원주, 춘천, 이런저런 지역들 중에서. 여기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건
맞는데, 2층은 제일 사람들이 적은 편이라. 벌써 이게 이번 출범식 가서도 얘기했던 게 과연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청년창업으로서 성공이냐 아니냐(중략) 여긴 실패한 거라 봐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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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이사하거나 2층에 남은 청년상인 모두 현재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곳 시장에서의 2층은 소외되고 인기없는 공
간이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각자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1층으로 이사하거나 2층에 남는 등
다양한 적응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춘천 육림고개는 전통시장인 춘천중앙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자생하고 있었다. 손님들의 대부
분이 육림고개에 대해 향수를 가진 지역주민인 경우가 많았다. 춘천 청년상인의 경우, 무대디자
인을 전공한 부단장이 육림고개를 자신의 무대로 생각하여 일률적으로 인테리어를 지시하는 등
의 일 때문에 사업 초기 상인과 사업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17년
6월 28일 현장연구를 통해서 청년상인들이 육림고개에 잘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길게
늘여진 육림고개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더욱 다양한 품목과 적재적소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
진 점포가 들어서 있었다. 나아가 청년상인 점포 주변에, 육림고개의 가능성을 보고 입점한 다
양한 젊은 가게들도 자리 잡는 중이었다. 하지만 지근거리의 번화가인 명동이나 춘천중앙시장
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춘천 청년상인 N씨 인터뷰>
｢커피를 무지하게 물어보는데 옆 가게 있죠? 옆 가게가 지금 막 팔잖아요. 원래 처음 오픈
했을 때 에티오피아 커피 전문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옆에서 커피 파는데 내가 팔면……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청년상인의 가게 중 무지개식빵 가게는 월 매출 1천만 원을 올리는, 강원도 청년상인들 사이
에서 유명한 식빵 가게다. 옆 가게의 주요 품목이 커피임을 배려하여 이곳은 커피를 따로 팔지
않았는데 단순히 자신이 장사가 잘 되더라도 탐욕을 부리지 않고 청년상인들끼리 상생하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육림고개의 청년상인들은 나름의 상생을 통해 이곳만의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춘천 청년상인 M씨 인터뷰>
｢알고 오시는 분들. 페이스북이나 SNS. 알고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딱히 거리에
큰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아요. 거의 단골분들이시라서요.｣
<춘천 청년상인 K씨 인터뷰>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여기(육림고개) 이제 (사업)하면서 사명감도 조금 있었어요.
육림고개 발전하는 데 좀 일조를 하고 싶다.｣
구제 옷을 파는 니르바나의 경우, 페이스북이나 SNS 홍보를 통해 이 가게를 알게 되고 단골
손님들이 생겨가며 육림고개에 적응하고 있었다. 또한, 아들과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핫떡의 주
인은 육림고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이 장소를 다시 활성화하고 싶은 사명감이 투철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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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고개라는 역사가 있는 장소에 청년상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이곳은 최근까지 버려진 거리라는 인식 같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청년상인들이
들어섬에 따라 공간이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들은 상생을 위해 노력했고 점차 단골손님들이
생기면서, 특별한 공간으로 재인식되어 갔다. 나아가 이를 통해 사명감을 가지고 거리를 되살리
려고 하는 청년상인들의 적응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사업의 구조적 한계
앞에서 속초, 춘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단의 사업진행과 청년상인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단의 역할과 사업진행이 과연 청년상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외부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의 사업진행을
분석하고, 청년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나 현황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사
업의 구조적 한계’였다. 사업의 구조적 한계는 크게 1) 사업 및 사업단의 한계, 2) 사업 운영의
한계, 3) 사업단과 청년상인의 의사소통 문제로 나눌 수 있다.
1) 사업 및 사업단의 한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은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
해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 등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초 같은 경우는 폐업하거나 1층으로 내려가고,
춘천의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이는 청년상인들의 사업단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드러난다.
<속초 청년상인 A씨 인터뷰>
｢한번 창업할 때 10팀 정도 가지고 이 사업조차 어디 재래시장 구석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흔히 말하자면 죽어가는 상가를 살리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한 10개쯤 넣어놓
고선 활성화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원해서 들어올 때도 창업하기 전에는 기대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간과하게 되는 부분 같기도 해요.｣
<춘천 청년상인 N씨 인터뷰>
｢사업이 되게 힘든 게 장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에 들어가서…… 그리고 일단 점포가 비어 있다는 건
장사가 안 되니까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춘천 청년상인 L씨 인터뷰>
｢근데 이제 육림고개가 춘천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였는지 몰랐던 거죠. 되게 죽은 상권?
옛날에는 많이 왔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안 오는 그런 이미지를 전 몰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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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상인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 명목으로 10개의 점포를 버려진 공간 안에 청년들이
그 속에서 자생하기를 바라며 전통시장과 융합하며 활성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할 때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기대와 다르게 장사가 되지 않는 현실
로 많은 상인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대부분 이 사업에 지원한 상인들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시장체계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상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시장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뿐이었다.
위의 사업의 한계와 더불어 사업단의 한계도 존재하였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은 사업
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조직된 집단이다. 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목표 안에서 청년
상인들의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청년지원사업단장 H씨 인터뷰>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청년 상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지원만 해주다 보니까 의존성이 생긴다는 거죠. 뭘 지원해 줄까 뭘 더 해주지는 않을까?
기대만 가지고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업단은 시장이라는 곳에서 처음 창업을 해보는 상인들이 버려진 공간 속에서 자생하기를
바란다. 분명 청년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워 지원이 끊긴 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 특성상 청년상인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사업단의 지시나 사업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청년들의
자생력을 바라고 사업의 현황에 관한 기대효과가 미미할 때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부
사업’의 취지와는 괴리가 느껴진다.
2) 사업 운영의 한계
사업단은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 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공통교육 이수, 교육수강 태도, 점포운영 전략, 사업계획 등을 평가
하여 점포 입점 및 후보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3개월 동안의 교육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를 보았을 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속초 청년상인 A씨 인터뷰>
｢열심히 듣긴 하는데 여기 와서 들었던 거는 나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책 보고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그 이상의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춘천 청년상인 L씨 인터뷰>
｢처음 담당하셨던 분이 처음 했던 일이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잘 짜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었고 그래서 도움은 실질적 도움은 안됐어요. 근데 이런 거에요. 이게 도움이
안되고 시간 낭비니까 이런 이런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냐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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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3개월 동안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실무
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전통시장에 대한 맥락 및 현황분석도 하지 못한 채, 상인들의 점포
운영전략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청년상인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청년상인들은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프로그램지원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그들은 사전에 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실무적인 경험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사업단의 운영 한계점는 전통시장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운영 매뉴얼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사업단은 사업단 주도 하에 청년상인 대표를 중심으로 기획, 운영, 홍보 등 분야별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청년상인이 기존 상인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하게 하고 기존 상인회의 새로운 청년조직에 대한 저항감 해소를 목적으
로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청년상인들은 자신들이 전통시장 상인임을, 시장 상인들은 청년상인
들을 시장 일원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속초 2층 상인 D씨 인터뷰>
｢청년들한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역이 다 노인들이고 이제 우리 또래고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 젊은 사람들이 이걸 개발해서 했긴 했는데…… 우리한테 아직 도움 되는
거는 없고 관광객이 와서 약간 구경할려고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 별로 실효성은 없고.(후략)｣
<속초 2층 상인 F씨 인터뷰>
｢저희는 딱히 시장 분들이랑은 뭐가 없죠, 굳이 같이 뭘 회의할 것도 없고, 청년들끼리는
자주해요.｣
시장상인들은 청년상인들을 같은 전통시장의 일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에서 지
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컸다. 또한, 청년상인들도 사업단의 개선방안과 생계문제
에 초점을 맞춰 문제의식을 가졌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명감이나 의지를 가진 사람은
소수였다.
3) 사업단과 청년상인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를 통해 사업단의 운영 방식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단은 유입
된 청년들이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가게 관리,
홍보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상인들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사업단과 청년상인
들 간의 의사소통은 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일종의 동업자 관계인
둘의 사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다.
<속초 청년상인 K씨 인터뷰>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업이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얘기해 보고 신경 쓰면 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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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가 그런 아쉬움은 덜할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도와주고 했으니까, 안됐어,
그럼 아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해서 또 다시 의견을 내고 했으면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안 되
는 건 덜 아쉬울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원 사업 하는 것도
사업단이니까.｣
청년 상인들에게 사업단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질문했을 때, 위 인터뷰의 내용과 같이 홍보나
가게 운영 부분 등이 청년 상인들과의 상의나 회의 없이 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방향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이지만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청년들이 아닌 사업단이기에 청년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홍보 및 개선방안들은 해
결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상의 없이 이루어진 홍보, 개선사업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춘천 청년상인 L씨 인터뷰>
｢사업단도 처음 담당하셨던 분이 처음 했던 일이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잘
짜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었고 그래서 실질적 도움은 안됐어요. 근데 이런 거에요.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시간 낭비니까 이런 이런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냐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교육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사업단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기 대
문에 제공한 교육 커리큘럼도 다소의 문제가 있는 듯 했다. 위 인터뷰의 내용과 같이 한 청년
상인이 사업단에 특정한 교육을 제안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게 창업 전부터 실시
했던 교육에서도 청년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청년들과 사
업단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체감
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청년상인들의 불만이 생긴 것이다.
<춘천 청년상인 L씨 인터뷰>
｢내 장사 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서울에서는 임대료도 비싸고. 망하면 끝나니까. 그게 서울
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이게 지원받았으니까 저도 생각을 했고.｣
위처럼, 나라의 돈을 받고 시작하였으나 청년 상인들은 ‘내 가게’를 연 것이기 때문에 가게의
주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업은 그 주체여야만 하는 청년들의 목표나 비전이 아닌 사업단의 사업목표, 추진방향에 맞추
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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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년상인을 위한 열린문턱 정책
1. 정책 목적 및 핵심내용
전통시장의 부흥과 청년상인의 육성, 그에 따른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가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이 아닌, 시장의 상인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정책의 주요 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시장의 질서’, ‘내부
자’, ‘외부자’를 규정해 보고자 한다. ‘시장의 질서’는 상인들과 손님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
되어 형성된 시장 그 특유한 분위기나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뜻한다. 이러한 질서는 품목에
따른 가게의 배치나 조직 간의 규칙 나아가 손님들의 방문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점포상인 및
노점상인과 상인회 그리고 손님 등을 시장의 질서 속 '내부자'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따라 시장에서 ‘외부자’적 위치인 사업단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사업지원단’으로 설정하고,
시장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의 내부자인 상인회에서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육성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내용에 따른 주요한 방법 제시
시장인턴제는 규제가 많은 선심성 지원보다는 청년 상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적인 프로그램이다. 단, 선정인원과 지원금의 규모는 기존 사업을 따른다.
먼저 시장인턴제는 지원을 통하여 N명의 청년상인을 선정하고 시장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게 하여 그 시장의 질서를 경험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시장인턴제에 선정된 10명의 상인은
그곳에서 2~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다. 구체적인 기간은 청년상인과 시장상인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선발

수습기간

창업준비

창업
심

총괄단체의 선발공고,
N명 인원 선발

기간, 시간, 보조금
협의 후 실무수습
지역 사회 시장의
공간적 경제적 흐름
파악

개업 사업 아이템
선정

사

구체적 창업 준비

지원금 배부
사업시작

● 그림 5 ● 정책 진행과정 도식화
수습기간을 통해서 청년 상인들이 자신이 창업하게 될 시장의 주요 고객층의 성별, 연령,
구매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상인들의 일을 돕거나
주변을 견학하면서 기존상인들과의 유대를 형성하고 점포를 운영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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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은 시장 체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나아가 기존 상인들로부터 시장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시장에 어떤 종류의 점포가 필요한가, 혹은 시장
이 어떤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을 가질 수 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청년
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창업아이템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Needs(요구)를 적절히 파악하여 창업
할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수습기간을 마치면 1년 동안 상인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시장의 발전을 기존 상인들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상인들이 능동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파악하고 나
아가 주체적인 일원이 되어 시장에 적응하도록 한다. 이는 청년상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일
것이다.

3. 예상되는 문제점 및 고려사항
다음은 점포 선정 방법이다. 시장에는 많은 분야의 점포가 있고 이곳 중 특정한 점포를 선정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시장일이 생계수단인 상인들에게 수습생을 자원해서 받는 것
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또한, 이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청년을 시장에 편입시키자는 목
적과 어긋난다. 따라서 점포의 선정은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기보다 시장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바뀔 수 있도록 한다. 상인회와 청년들 간의 원활한 협의를 전제로 재량에 맡기며 사업지원단
의 조율을 통해 두 집단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발전방안 및 기대효과
1) 시장인턴제 발전방안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재생력 제고’에 있어 청년상인 조직
운영의 발전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협동조합 설립이나 온･오프라인에서 청년상인들 간 커
뮤니티 구성으로 청년상인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차후 사업발전 방
향을 위해 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 상인들에게 수동적인 방안을
제시할 뿐이다. 현장에서는 재생력 제고와 관련한 어떠한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지 않았다. ’17
년 6월 22일 정선오일장 박람회에서 ‘강원 청년상인연합회 출범식’이 열렸지만 단발적인 행사
였으며 이 또한 서로의 사업단에 대한 정보공유 및 회의 차원에 그쳤다.
결국, 청년상인들이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하고 서로의 사업을 피드백하거나 아이디어
공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함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프리마켓 같은 대외적 행사
만이 청년상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재생력 제고의 운영매뉴
얼이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청년상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방안으
로 운영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시장인턴제는 청년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어엿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상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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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을 위한 열린 문턱을 만들어 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인턴제를 보완하고, 후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계프로그램 또한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 인턴제 이후에도 청년상인들이 시장의 질서 속에서 시장상인들과 연계하여 사업아이템
구상 및 청년창업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 및 의논하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
한 프로그램 진행을 시장 창업에 관심 있는 상인이나 청년들과 함께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사회 문화적 기대효과
연구자들이 제시한 정책의 기대효과는 강원도의 어떠한 시장에서라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다. 이 정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속 버려진 공간에서 청년들이 자생하기를 바라는
기존의 사업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전통시장에 발을 디딘 청년상인들의 삶을 고려
했기 때문이다. 즉,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에서부터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맥락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는 사업의 등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의 삶이 생
겨날 것이고, 이러한 젊음과 더불어 시장에는 활력 넘치는 동반성장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 각 시장의 지역적 특색도 청년들로부터 재탄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전통시장에서, 청년상인의 적응을 통해 저마다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삶이 나타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한 강원도 춘천, 속초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했다. 청년들과 사업단을 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그들 간의 갈등 상황과 문제를 찾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청년 상인들을 위한 열린 문턱 만들기 정책의 ‘시장인턴제’를 그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는 시장에서 창업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 삶의 터전이 될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의 일원이 되는 정책으로 시장별로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시장진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시장은 예전부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창구의 중심지로서 존재했다.7) 현재도
강원도 곳곳의 전통시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시장인턴제가 제 역할을 해 시
장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도 줄어들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어내고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층인 특정 시

7) 오슬기･나건(2015),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비즈니스 컨셉 모델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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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은 개성 있는 이미지를 앞세워 보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 수습기간을 거친 청년
상인과 시장상인의 관계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협의체 구성이 쉬워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구책 마련에도 힘쓸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지역 내 사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8) 또한 강원지역 소재 대학졸업자의 지역 내 잔존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서 강원도를 떠나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9)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되었지만, 연구지의
경우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강원도의 열악한 창업인프라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
했듯이 연구자들 또한 강원도에서 성공적인 청년창업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은 시장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장이 청년들에 의해 젊어지고 활성화된다면, 시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청년창업도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이 강원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
대하며 마지막으로 제시한 정책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다른 청년 지원 사업에도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다면 강원도는 청년지원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8) 국제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를 고용기회,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등의 지표로 평가(2006).
9) 최기산(2014), ｢[BOK] 경제동향 –강원지역 청년층 고용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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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산지활용 시설의 필요성 연구

문정호(한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산지활용 시설의 필요성
연구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중관광 중심의 관광개발은 부정적 영향인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이로 인한 대안관광으로 등장한 것이 에코투어리즘이고 최근 가장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더욱이 에코투어리즘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ʻ지속가능한 관광ʼ으로 규정되어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ʻ산악관광ʼ은 에코투어리즘의 한 형태로써 국토의
64% 이상이 산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발전 가능성이 주목된다.
실제로 강원도 A리조트에서 고객 및 지역주민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악관광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에서는 산악관광 활성화는 지역경제 및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결과나 나왔다.
하지만 인식도 조사 결과와는 달리 “산악관광 개발을 하게 되면 단점이 부각되어 자연훼손이 심할 것
이다.”라는 우려로 인해 그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개발을 하려는 집단과 보전하려는 집단 간의
무조건적인 충돌로 인해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적인 집단의 목소리 내기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 측, 산악관광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해 이해관계를 형성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산악
관광 활성화 방향에 이바지함에 실무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산지･농지 등의 자연적
관광자원의 가치, 지역 활성화 등에 목적을 둔 연구가 많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산악 관련 규제와 산악관광
활성화의 관계 및 영향에 그 목적을 두는 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집단으로는 관련업계,
학계, 환경･시민단체 등의 20명의 전문가를 추출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1차에서는 ʻ산악관광 관련규제ʼ에
대해 2차에서는 세계 산악관광의 동향을 사례로 제시한 뒤, ʻ산악관광 시설의 도입ʼ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1･2차 설문을 바탕으로 ʻ대안방향 및 지역 활성화 방향ʼ에 대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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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득의 증가, 삶의 질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는 관광산업의 변화를 불러왔고 대중관광의 시대
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대중관광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의 확대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했고 자연훼손 등의 단점을 불러왔다. 이에 사람들은 점차 대량･대중관광
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 즉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이란 ‘환경에 장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관광을 유지하는 것’ 또는 ‘관광 소비가
해당 관광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관광연구, 1999)을 말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개발참여 필요성과 함께 생태관광이나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이 지역주민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요
인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태도가 결정되고 이는 개발에 대한 지지도, 만족도, 충성도, 참여의사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실증적인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Choi & Sirakaya, 2005; 양덕희,
2007; Kitnuntaviwat & Tang, 2008; 윤화영･김동석, 2008; Sirakaya et al., 2009; Choi &
Murray, 2010; 송기현, 2010; Yu et al., 2011). 특히 최근 생태관광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가
공공･민간부문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
하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공하는 등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성을 향상시켜 지역
활성화에 접목하고 있다(고광희, 2008). 이렇듯 관광･여가수요 증가와 패턴의 변화는 그동안
제약요인으로 간주되고 규제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국토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강･산･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스마트한 활용을 통해 국토의 가치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도 함께 급부상 중이다. 이 중 산림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은 다른 자연조건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김대권, 1998).
우리나라는 국토의 64% 이상이 산지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잘 발달된 산지지형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나타내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악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국립공원연구원, 2016) 역시 산악관광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이 과거에는 휴식･휴양･치유의 의미가 큰 공간이었지만, 관광시장에 산악레포츠가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면서 산악레포츠 공간으로서의 의미 또한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18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도 한국의 산악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처럼 대안관광으로써 산악관광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각종 규제 및 난개발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산지관리법･초지법･자연환경보전법 등 하나의 산악관광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도
따져야 할 법률이 많고, 승인이 되어도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일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설악
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그 하나의 예이다. 환경부 및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승인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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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측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해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목소리를
내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악관광, 환경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각 집단의 의견을 통해 장･단점 등을 토론하며 그들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산악관광의
활성화 방향에 이바지함에 실무적 목적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산악관광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 지역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산악관련 규제와
산악관광 활성화의 관계 및 영향에 초점을 둔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의견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관련업계, 학계, 환경･시민단체의 전문가 20명을 추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산악관광
산악관광이란 용어는 에코투어리즘, 생태관광의 한 형태로 정의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와 더불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산악관광은 ‘산’이라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으로 가장
원천적인 관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산악관광’에서 ‘산악’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을 “산악”
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악”의 개념은 ‘산지’의 개념을 포괄하는 ‘산림’의 의미로, 입목과
토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산악관광회의(2015)에서는 산악관광을 레저스포츠,
산악열차, 숙박시설 등, 산을 활용한 관광분야의 통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악관광진흥법안
(2015)에서는 산악관광을 수려한 자연경관의 산지와 산림에서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연
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체험하는 관광으로 정의하였다(김혁수, 2016). 또한 ‘강원도형 산악관광
종합계발계획(강원발전연구원, 2016)’ 에 따르면 ‘산악관광’ 이란 산지활용의 지속가능성을 전제
로 한 산지자원의 활용 또는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악관광을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형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산악관광진흥법규
산악관광진흥법규란 2015년 10월 20일 제 45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산악관광진흥구역’은 산지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김혁수, 2016). 이 법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산악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소득과 여가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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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인한 숲 이용자의 급증 및 방문 목적의 다양화는 정부의 산림지원 경영관리를 보전
중심에서 개발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게 하였으며, 2010년도 이후 국민의 복리증진에
산림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산악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국민 여가활동의 가치가 변화하였는데, ‘2015 울산 UNWTO 산악관광회의’에서는
산악관광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형태의 등산･휴식에서 벗어나 복합 휴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비일상적 관광공간에서 일상관광으로 변화됨에 따른 산악관광 활성화의 중요성과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3. 관련 제도
기존 법률은 대부분 산지를 보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 상 어떤 입
지규제와 그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입
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산지에 산지관광특구를 지정 및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협의나 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봅

국방부
문화체육
관광부

국토
교통부
산림청

자연재해대책법 등

국민
안전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소방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건축법
경관법 등
농지법
초지법

농림축산
식품부
환경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산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등

● 그림 1 ● 산지관광 관련부처별 입지규제에 관한 법률
첫째, 산지관광특구의 입지와 관련된 개별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토지규제
기본법’의 247개 용도지역･지구･구역 중 산지관광특구 조성 시 고려하여야 할 것들은 40개가
넘는다. 둘째, 산지관광특구의 지정 및 조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별 법률상 관련 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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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심의절차의 내용을 검토한다. 산지관광특구의 입지규제와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법률은
이에 대한 일정 수준에서의 예외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산지관광특구의 조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산지관광특구 지정 및 조성사업이 지연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처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의 간소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세계 산악관광의 동향
UNEP(2010)에서는 산악관광은 세계관광시장에서 약 15~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산악관광의 매력요인으로는 맑은 공기, 독특한 경관 등 자연･인공적 매력이 혼재되어 있고,
산악레저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연령에 걸친 새로운 수요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고광희(2008)는 사회･인문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이로 인한 자연을 보전하면서 이용하는
관광행태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산악관광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스마트 정보 시스템 또는 디지털 증강 현실 등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산에서의 경험을 더 흥미롭고 안전하게 도와주고 이는 잠재적인 관광객의 유치
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김조영･이충기･김정만, 2013). 또한 겨울철 스키
시즌에 집중된 산악관광을 사계절로 확대하기 위하여 여름과 겨울 두 가지 시즌에 따라 서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설 이윤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관광기구(UNWTO)에서는 관광 진흥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제평화를 목적으로 지난 1975년
설립된 이후 155개 회원국과 400개 기구단체가 참여하는 국제연합 특별기구로서 1998년부터
산악관광분야를 특화한 UNWTO 국제산악관광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울산
UNWTO 산악관광회의에서는 ‘산악 관광지의 밝은 미래 조성’이라는 주제로 한국 울산광역시
에서 개최되었으며, 산악관광 패러다임 변화, 산악관광지에서의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관광
산업 등을 논의했다. 이는 앞으로의 산악관광에 세계관광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론
1. 분석방법
산악관광활성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한 명의 천재적 예측보다는 다수 전문가 의견을 더한 예측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에 초
점을 맞추어 특정 주제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식이다. 즉 ‘전문가 합의
법’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설문 반복을 통해 문
제해결이나 미래예측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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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Studies Association. 2014). 이 기법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지 조사를 반복함으로써 집단 의견을 수렴한다(Park. 2013). 전문가
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에서 직접 대면을 하게 될 경우 다수의 의견이나 구성원 간의 상호
적인 영향으로 인해 의견을 소극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저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게 되며 수렴된 의견은 다음 라운드의 설문을 위하여
모두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피드백을 토대로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반복적 설문을 통하여 응답의 범위를 합목 하에 좁혀가는 것이다.

2.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기법의 기간은 2017년 4월 15일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전문가 집단의 추출은 관광 및 환경관련 업계 7명(영업팀 직원, 전략팀 직원 포함),
환경 및 시민단체 4명, 학계 2명(교수 및 연구원),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7명으로 총 20
명의 전문가 집단을 추출하였다.
● 표 1 ● 전문가 집단 인적사항
직업별

성별

나이

경력

기타

산악리조트 및 호텔 직원
(7명)

남

40~50대

10년 이상

영업팀(스키장 및 골프장, 기타 레저영업)
전략팀(미래 레저영업전략 수립 관련)

환경단체(3명)

남

50대

5~10년

환경단체 가입 5~10년차 국장급

시민단체(1명)

여

46

3년

시민단체 임원

교수 및 연구원(2명)

남

40대

5년

관광관련 박사학위 보유

관광 및 환경관련 공무원
(5명)

남

40~50대

10년 이상

관광(1명)
환경(2명)
산림지역 공무원(2명)

환경관련 공기업 직원
(2명)

남

40대

10년 이상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 표 2 ● 조사설계 및 조사기간별 활동표
기간

활동내용

2017.4.15. ~ 2017.5.1.

응답집단의 구성
응답집단 전화 및 e-mail 발송

2017.5.2. ~ 2017.5.8.

설문지 작성 및 발송

2017.5.9. ~ 2017.6.5.

응답집단 일부 직접설문

2017.6.6. ~ 2017.6.10.

확인전화 및 협조요청 e-mail 발송

2017.6.11. ~ 2017.6.18.

설문지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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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파이 라운드
1) 1라운드
1차 설문지에서는 산악관광의 정책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산악관광 관련규제 및 효과’의
주제로 개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응답집단의 각각의 위치(환경관련, 관광
관련)에서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회사의 성격 및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 외에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2) 2라운드
2차 설문지에서는 세계 산악관광의 동향을 사례로 제시한 뒤, 국내 산악호텔 조성, 산악스
포츠 시설 활성화 등 영업적 측면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3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1:반대, 2:보통, 3:찬성). 사례라 함은 현재 산악관광으로 관광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현재 산악관광의 동향 등을 제시했다.
3) 3라운드
3라운드에서는 1, 2차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안방향을 듣고자 하였고,
더불어 지역 활성화 및 대안관광의 측면에서 산악관광의 활성화 방향에 대해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응답집단의 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관계로 e-mail을 통한 설문의 무응답 시 협조요청 전화
및 직접방문을 통하여 100%의 응답률로 무사히 설문을 마칠 수 있었다.
1(산악관광의 정책적인 측면), 2(산악관광의 영업적 측면) 라운드 모두 응답집단 20명에게
받은 답변을 토대로 3라운드가 진행되었으며, 사전 설문결과를 참조하여 3라운드의 설문답변이
진행되었다. 각 라운드 설문의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3 ● 1라운드 질문
기존부터 제기되어 왔던 산악관광 활성화의 목소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악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의 집단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이 대립하는 이 시점
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악관광 관련규제 및 효과’ 에 대한 주제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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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2라운드 질문
질문 내용

반대

보통

찬성

1. 타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산악호텔･산악리조트조성에 찬성하십니까?
2. 산악스포츠 시설에 대한 유치 및 활성화에 찬성하십니까?
3. 현재 국내 체험형 산지리조트는 ‘추추파크’가 유일합니다. 단순 힐링이 아닌
체험형 산지리조트의 추가 조성에 찬성하십니까?
4. 산악호텔, 산악리조트의 조성이 산악관광 활성화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산악호텔, 산악리조트의 조성이 지역 활성화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라운드의 질문에는 각 항목의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을 기재해 주시길 권고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4번 질문 답변항목의 경우 1:아니다, 2:보통, 3:그렇다 로 참조해
주시길 참고사항에 기재했다. 더불어 3라운드는 1, 2라운드의 결과를 응답집단 전원에게 보여
주며(실명 미기재) 지역 활성화 및 대안관광으로써의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
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1라운드 분석 결과
산악관광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련 법률의 검토 및 규제완화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고자 실시한 1라운드에서는 다소 예측 가능한 답변이 나왔으나, 소수의 예측 불가능한 답변
또한 있었다. 이는 응답집단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을 따라
비슷한 답변을 한 반면 개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경우라 할 수 있다.
1) 업계측 의견
먼저 업계(산악리조트 및 호텔 직원)측의 의견은 영업 활성화의 측면에서 현 산악관광 관련
규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 가지 법률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법률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며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은 관련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 한 산악리조트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자연훼손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산악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지역이 더욱 알려지게 되
고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산악관광
규제완화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 규제 쪽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 관광객들
의 발길이 끊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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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전문가 집단 이외에 산악관광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산악
리조트 관계자가 관광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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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역 국가관광 이용객 편의 지역경제 산악자원의 민간기업 혼잡 및 산악경관 및 자연환경
활성화
경쟁력 강화
증대
일자리창출 경제적 활용 투자활성화 불편가중 미관 훼손 오염 및 훼손

● 그림 2 ● 산악관광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 : A리조트 의견조사 결과
위의 의견조사는 리조트를 방문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 무작위 518명을 대상으로 통계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관광객들의 생각 이외에 지역주민의 생각이 자연훼손 및 혼잡 등 불편함보
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B리조트 전략팀 관계자는 현재 리조트 내 산지･초지에 승마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자연경관이 훌륭한 산지나 초지에 승마장을 설치해 미국 요세미티 공원이나 몽골 테렐
지 국립공원처럼 외승 발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 민원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산지관리법과 초지법을 개정해 가능토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2)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
표본의 집단으로는 환경단체인 3명과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단체는 국립공원
지킴이, 녹색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민단체인의 경우 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가장 강력하게 규제완화는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목소리를 모았다. 이전 정부 때의
슬로건인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의 위협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지 않
을 것이다. 또한 만약 산악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재원마련의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법안이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한 것들이
많다. 국립공원은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해 절대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완충지구), 공원마
을지구로 나뉜다. 그 중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지구는 물론이고 자연환경지구에도 일부 탐방
시설 건설 등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경련은 절대보전지구인 산 정상 부근에 시설물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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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구법을 주장하고 있다. 또 왕복 규정을 없애라는 건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 호텔에 머물고 주변 시설을 이용하라는 말인데, 결국 케이블카는 보행 불편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보인다고 하며 법률의
규제를 반대했다.
하지만 A시민단체의 관계자는 현재 대안관광으로 산악관광 및 생태관광에 관심이 높다.
DMZ도 그렇고 올림픽 이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산림
보호법을 강화해 관광객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제완화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3) 학계측 의견
학계측은 총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광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교수와 연구원이다.
두 전문가의 의견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먼저 A교수는 강원도 산악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내 다양한
산악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역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B연구원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빗대며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관광객들이 인근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식당 등 주변 상가를 이용해야 하는데, 케이블카가 설치
되면 체재일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는 수익일지 모르나 지역경
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산 정상에 호텔이 생기게 되면 아예 상가지구가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4) 공무원 및 공기업측 의견
문체부에 따르면 산악관광은 세계 관광산업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산지면적이
636억 8,000ha(국토 면적의 64%)로 스위스의 5배에 이른다. OECD 국가 4번째로 높은 비율이
다.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마른 정부 입장에선 산악관광진흥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산악관광 관련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산악관광을 의료관광･유통분야와 함께 경제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육성산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함께 산악관광진흥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산림비율이 82%인 만큼 산악관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강원도형 산악관광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는 한편 산악관광 유망지역 4개소를 선정해 기본구성안을 마련한 뒤 최종 2개
소를 발표한다는 청사진까지 만들어 놓았다. 당초 강원도는 태백산, 매봉산, 대관령을 개발 후
보지로 선정했으나, 백두대간에 직접적으로 속한 태백산과 매봉산 등은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삼약목장과 하늘목장이 있는 대관령 일대의 개발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산악관광 규제완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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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라운드 분석 결과
2라운드는 세계 산악관광의 동향에 대한 사례를 첨부했다. 스위스･독일･이탈리아 등의 국가
에서 국립공원 내에 산악호텔을 조성한 사례와 관련 법률 비교 사례 또한 첨부했다.
● 표 5 ● 델파이 기법 2라운드 설문 결과
질문 내용

반대

보통

찬성

1. 타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산악호텔･산악리조트조성에 찬성하십니까?

16

4

2. 산악스포츠 시설에 대한 유치 및 활성화에 찬성하십니까?

11

1

8

3. 현재 국내 체험형 산지리조트는 ‘추추파크’가 유일합니다. 단순 힐링이 아닌
체험형 산지리조트의 추가 조성에 찬성하십니까?

7

1

12

4. 산악호텔, 산악리조트의 조성이 산악관광 활성화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5. 산악호텔, 산악리조트의 조성이 지역 활성화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6
1

14

위의 표는 앞서 2라운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Likert 3점척도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산악
관광 활성화의 영업적 측면으로는 다소 반대적인 의견이 많았다.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새로
운 시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1) 찬성의견
찬성의견의 대부분은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산악호텔이나 산악리조트 시설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산악스포츠 시설이나 힐링･
체험 시설의 도입은 산지를 홍보하고 산림을 체험함으로써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찬성했다.
A공무원은 현재의 산악관광 시설을 좀 더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힐링 프로그램에
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활성화에 좀 더 기여가 될 것 같다. 시설의 추가 조성은
난개발의 우려를 초래한다. 지금도 충분히 산악관광지는 많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걸 맞는
프로그램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측의 찬성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강원도 A리조트 관계자는 산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 굳이 산악호텔 등의 새로운 조성보다는 다른 콘텐츠의 조합도 산악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캠퍼스(특수목적 대학 등) 등을 산림지역에 조성하더라도 그
지역 활성화에 큰 이바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아시아에서 일본이 산악관광에 적극적이다. 추부 산가쿠 국립
공원 내 다테야마 호텔은 해발 2,450m에 위치해 있고, 미다가하라 호텔은 1,930m의 높이에
있다. 트레킹, 천문관찰, 일출･몰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다. 산악관광이든 복합리조트
정책이든 한국은 너무 조심스러운 점이 많다. 일본은 총리가 발 벗고 나서 추진하는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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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뒤따라가는 모양이다. 산지전용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 회사 또한 적극적으로 호텔조성의
의향이 있다며 법안에 대한 내용을 덧붙였다.

현행규제

산지전용규제 완화

산지 표고에 따른 제한
산정상부

개발불가
5부능선

표고 50% 미만의 제한적 개발

산지 표고의 60% 이상 개발 불가

높은 표고 관광지 개발로 양호한 전망 확보

평균 경사도에 따른 제한
개발불가

평균경사도 26% 이상 개발 불가

지형적 제한을 극복한 독특한 관광시설 설치

자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그림 3 ● 산지전용규제 현황
2) 반대의견
반대의견으로는 산악관광 시설의 도입은 자연훼손이 심하므로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가
대부분이었다.
A공단 관계자는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의 비율이 한국보다 현저히 적다. 때문에
제한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 훼손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등산객의 수만 4,000만 명이다. 이는 중첩된 수겠지만 그만큼 많은 비
율의 관광객들이 산을 찾는다.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충분히 많은 관광객
들이 방문하는 만큼 추가적인 산악관광 시설을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국립공원이
아닌 다른 산지에는 산악스포츠 시설에 대한 유치 및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신 또한 흥미가
갈 것 같다고 주장했다.
A환경단체 국장은 스위스나 독일 등은 국립공원 내에 관광시설을 조성한 것이 60~70년 전
이다. 지금은 그 국가들도 새로운 시설의 도입을 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악산 케이
블카 조성건만 하더라도 케이블카의 중간 정거장인 오색주민만 시설의 도입을 찬성하지 다른
지역의 산지 주민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찬성하지 않는다. 또한 산악리조트 및 호텔의 조
성도 대기업의 이익만 커질 뿐 경영의 모든 부분이 주민 위주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
역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B공기업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등의 산악스포츠 시설을 조성하려면 폭 2m의 등산로를 조성해
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비용의 상당할 것이다. 또한 길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는다면 침식 등의
산림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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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라운드 분석 결과
1, 2라운드 설문 결과 산악리조트 및 호텔직원(업계) 측은 산악관광 규제완화에 적극 찬성
하며, 산악관광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산악승마, 산림열차 등 산림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측은 지역개발 및 활성화 측면에서 산악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좋겠지만,
규제를 완화하며 산악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다.
공무원 및 공기업 등은 ‘산악관광 활성화 3대 과제 제안’을 제시하며 현 방향에 대해 밝혔다.
● 표 6 ●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요약

즐
기
는
방
식

쉬
는
방
식
접
근
방
식

현황

문제점

사례

개선방안

고원 친환경 목장관광
각종 규제

덩어리규제로
인프라 불가

아소팜랜드(일)

산악관광특구지정으로 덩어리규제 해소

구연동화숲
트리하우스근거법이
없어 추진 불가

포지티브규제로
원칙적 불가

구연동화숲(독)
트리하우스(캐)

산지 내 허용시설에 복합휴양시설포함
전통적 숙박 범위 확대

산림치유
한국은 단순체험 위주

일회성･단순체험
위주로 활성화
한계

뵈리스호텔(독)
산림테라피(일)

산림치유 건강보험 적용

산･절벽 부근 절경호텔
한국은 불법

호텔도입 불가

스페인절벽호텔
이태리포지티노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기준완화

일몰･일출･대피소

시설부족
치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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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와 덧붙여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남겼다.
첫 번째, 다양한 쟁점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익적 재
산과 가치가 높은 산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도출을 통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보전과 보존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모두 유익한 것인
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산과 관련된 다수의 전문가가 토론할 수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입법 절차상 국회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 쟁점마다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
다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지닌 다수의 전문가들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개발과 보존의 가치의
충돌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제도로 정교하게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
처방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과 하위법령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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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추후 하위법령 연구 시보다 도입시설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들은 법률보다 구체적인 도입시설 등을 규정해야 하므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시설 도입에 따른 장･단점, 적정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하위법령인 대통
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규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
하여 사회적･환경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째, 법률 제정안 마련 이후 사업 추진의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법률이 국회 및 다
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으로 마련되고, 하위법령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후 사업 추진의 방식은 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산악과 산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시범 사업의
형태로 중앙정부에서 입지를 결정 후 단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외 공공성의 확보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등의 사업 방식으로 최적의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민간이 주도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나타날 다양한 문제적 요소 등을 사전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정안
등에 따라 산악관광개발 사업 등이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이 제정 목적에 부합한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환경적으로 불필요한 훼손 등이 수반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획 및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 평가 체계를 정책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제정안을 개정하는 등 적극
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정책 제언은 환경･시민단체, 학계 등도 부분적 동의를 했다. 이에 문체부도 긍정적인 방향
이 보이며, 앞으로 산악관광 활성화에도 조심스럽지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Ⅴ. 결 론
연구 결과 현재로서는 산악관광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지만, 무조건적
인 보전보다는 지역 활성화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산악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산악관광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2차 라운드에서 우리는 산악관광에 대한 현 전문가들의 생각을 볼 수 있었고, 3차 라운드
에서 이해관계를 통한 산악관광 활성화방안의 긍정적 방향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유사 사업들과는 차별화된 기능부여 및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산지를 활용한
국내 사례의 경우 레일로드를 활용한 ‘하이원 추추파크’를 제외하면 대부분 휴양이나 힐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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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로 상호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시설들의 주된 기능인 휴양, 힐링 및 체험 이외에도 생산 및
문화와 레저 및 스포츠 기능도 함께 부여함으로써 유사사업들과의 차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산지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스위스의 필라투스 쿨룸호텔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환경적 측면의 관리로서 ISO 14001을
받아 폐기물과 재활용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광역상수도 파이프를 정상까지 연결해
사용하고 있으며, 오･폐수는 호텔 내 저장소에 모았다가 도심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는
등 자연친화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산지관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지의 여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산림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발달에 힘입은 각종 친환경 공법이나 방식을
도입하는 등 해당 산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가능한 산지이용이 필요하다. 산악관광 콘텐
츠가 지역에 개발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 위주의 영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 측에서는 산악호텔이 개발된다면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말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다면 모든 운영이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
언했다. 지역주민과의 조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산지관광특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주변자원 연계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다. 보통 산지관광
이라고 하면 산악호텔이나 리조트 등 단일 또는 소수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들을 떠올리지만,
다양한 기능 수행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시
설의 주요 수요층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들이 투숙객인지 단일 여행객인지 등에 따라서도 운영
방식 등에 차이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존 기반시설 활용을 통해 산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외 사례의
경우 국립공원에는 일반적으로 경계부, 혹은 특별지정지역을 중심으로 숙박･편의시설을 도입
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는 대부분 이전부터 있었던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관광시설을 입지시키고 있다.
여섯째, 산악관광지 조성 시 산지에는 시설건설을 최소화하며 숙박업소와 음식점 같은 기반
시설은 주변 마을에 조성하는 방식의 연계 개발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산악관광 개발 시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입해야 할 것이며 공급자(개발
측면)와 수요자(방문객) 모두가 자연환경을 지키며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통한 파트너십을 가지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전･보호와 개발 대상지의
철저한 선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국외의 국립공원에서는 공원구역을 자연경관
이나 생태적 가치에 따라 몇 가지 용도지구로 구분하고 보전･보호할 곳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
으로 나누고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지관광은 가급적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원시
성), 야생생물 서식지, 생태축,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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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탐방로 같은 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는 어렵게 되어 있다. 산지관광특구의 입지나 도입시설
등을 고려할 때도 보전･보호할 곳은 사업대상지 선정 시 탐방객 수, 이용시간 등을 통제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의 다각도에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접근방향이 다르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생태관광’, ‘에코
투어리즘’, ‘농촌관광’ 등 대안관광으로 비슷한 연구가 많았지만, ‘산악관광’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했고 그동안의 산악관광 선행연구를 보면 관광자원으로써 산림의 가치, 산림의 홍보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산악관광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한 산악관광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로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산악관광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설문의 내용을 개개인의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서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견을
좁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시선에서의 쟁점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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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소프트웨어 공교육 개선방안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 혁명이 공교육의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라는 교육계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었다. 본 논문 도입부에서는 강원도의 교육 환경과 지역적 특징 가운데서,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작은학교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도심지역 학교의 실태는 결과적으로 정보교사가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과 충돌하여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들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SW 선도 교육청인 전남도교육청의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도내 도심지역과 농어촌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해
SW 선도학교 및 100개교 이상의 일반 초･중학교 교원을 통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제언 아이디어를
검증했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교육 현장의 취재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벌어질 문제점들을 분석, 진단하고 이에 관한 현실적인 정책 제언 및 개선점을 고안하는 데 집중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거론되는 두 가지 문제점 즉, 인력과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를 강원도의 특성에 따라
1. 도심학교 2. 농어촌지역의 작은학교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내의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의 학교들이 피지컬 컴퓨팅 기자재를 확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법, 지역 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친문화 정책과 소수의 정보교사만이 있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농어촌 작은학교의 학생
들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안정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언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코딩교육
콘텐츠 아이디어 제시와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강원도의 거버넌스적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산업기반 발전과 상주인구 유치를 위한 여러 조건의 선결과제로서
안정적인 교육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안정적인 공교육 모델의 정착은 강원도의
자립적인 산업기반과 도내 정착 인구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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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모든 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 SNS와 같은 소통 생산 방식
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시장의 확대에 따라 경쟁력의 확보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고 시장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필수화하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 속에서 중학교는 2018년,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을 결정했다. 강원도 역시 SW교육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강원도의
교육 상황과 여건은 지역, 산업, 인구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청소년 인구는 158,839명으로 전국 도 지자체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1)
강원도의 초･중등학교의 작은학교 수는 269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2) 농촌의 인구
유출이 지금과 같은 추이로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추후 작은학교의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이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의 청소년이 거주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작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한편, 강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다.3)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는다.4)
타 도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도는 도내 학생들 간에서도 도심과 농어촌 간의 환경에 따라 또다시
지역 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는 사회적 통합의 수단과 한 개인의 발달을
위한 기능으로써의 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농촌인구 유출로 인한 작은학교의 증가,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이 서울로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나는 상황에 비추어, 강원도 공교육의 어려움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소프
트웨어교육 의무화는 위에서 거론한 기존 강원도의 교육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교육 환경의 불안정은 결국 도내 정착 인구의 감소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강원도의 발전은 산업기반의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중요한 구성요소인데, 이러한 토대를
구성하는 작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이러한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은 다른 사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미래의
교육과 산업의 중요 고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원도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2)
3)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검색일:2017.7.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 수’(강원도교육청 2016년 6월 기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강원도민일보, 명문대 진학･ 공무원 취업 위해 주말이면 ‘脫 강원’(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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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동향
1)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소프트웨어(이하 ‘SW’로 통칭) 교육이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웨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배워 다양한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창조하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다.
성균관대학교 안성진 교수가 2014년에 진행한 초･중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과의 상관관계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고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성 및 독립성 능력 또한 향상되었다고 한
다.5) 이는 SW교육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심화학습이 유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SW교육의 교육 환경상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게 되므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능력을 키우게 된다.
SW교육은 크게 4가지 형태의 학습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주로 시행되는
언플러그드(Unplugged) 활동이다. 언플러그드 활동은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
학습 방식으로 이진수 표현 연습, 엔트리 보드 게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물리적 기계
와 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학습하는 피지컬 컴퓨팅이다. 햄스터 로봇이나 아두이노
보드를 통한 학습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 비쥬얼 컴퓨팅이다. 비쥬얼 컴퓨팅은 명령어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을 조립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입문자용 프로그래밍 학습
이다. 초･중학교에서 코딩 입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학습으로
알려진 텍스트 프로그래밍이다. 직접 코드를 작성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습 방식으로 주로
고등학교에서 사용된다. 예시로는 C/C++, Python, Java 등을 들 수 있다.
● 표 1 ● 소프트웨어교육의 종류
언플러그드(Unplugged) 활동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 개념,
컴퓨터 과학적 사고를 학습

예시) 이진수 표현, 엔트리 보드 게임
http://www.playsw.or.kr/repo/cs_unpl
ugged/325

피지컬 컴퓨팅

물리적 기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
어를 통한 학습

예시) 햄스터, 아두이노
http://hamster.school/ko/

비쥬얼 프로그래밍

명령어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
록을 조합하여 프로그래밍 학습

예시) 스크래치, 엔트리

텍스트 프로그래밍

직접 코드를 작성하여 프로그래밍
학습

예시) C/C++, Python, Java

5) SW 중심사회, 소프트웨어(SW) 교육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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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정책과 강원도의 SW교육 방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는 ’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18년부터 단계적
으로 34시간 이상 SW교육을 필수화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생들이 SW를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그 외, 방과 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 수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보조 교재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으며, 교사들의 능동적인 연구 성과를 교과 연구회를 통해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학
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연계교육에 SW를 접목하고, 초등학생들의 실과 과목으로 정보
윤리, 로봇 등을 SW교육과 연계시키도록 하였다.
중학교 정보교과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최소 3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중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해서 학생 동아리를 지원 및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를 포함한 대학의 교육･연구 능력
을 높여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6) 또한,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200개의 선도 및 연구
학교를 지정하여 평균적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7)
정부 계획안을 토대로, 강원도 교육청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서 48개 학교를 지정하였다.8)
또한 강원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창의적 SW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교원 양성
등 교육자 양성 사업을 위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9) 또한 ‘강원 소프트웨어 데이’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연, 체험 부스 관람 및 토크 콘서트로 학교 초･중･고의 교장 및 교감과
학부모들 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간에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델 개발을 위해 창의 소프트웨어 교실 7개 학교를 개설하였다.10) 이렇듯, 정부의 정
책안과 현재 강원도의 실천 방향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들의 구체적인 교육환경을
바라본다면 고려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다.

2. 강원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황 및 사례 분석
1) SW교육 사례조사의 개요
SW교육이 본격적으로 공교육화되기 전에 선도 및 연구학교의 SW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
행 중이며, 현장 교사들이 가지는 SW교육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하 8개 학교의
SW담당 교원들과 인터뷰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첫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 기자재는 무엇
이며, 그 기자재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둘째, 단계적인 커리큘럼을 개설하였는가. 셋째,
학교 규모에 따른 예산 사용은 어떠한가. 넷째,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6)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도자료(2016.12.2.).
7)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도자료(2017.3.08.).
8)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도자료(2017.3.08.).
9) http://www.gwmirae.kr/news/articleView.html?idxno=7021(검색일:2017.7.7.).
10) http://www.gwe.go.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781&boardSeq=
1299711&id=kr_040401000000%20class=f_link_bu%20f_l(검색일: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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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SW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습실을 갖추고 있는가. 여섯째, 컴
퓨터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가. 일곱째, 교사가 부임하기 힘든 농촌 지역에서, 학교 간의 클러
스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등이다. 위의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도심학교와 농촌학
교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과 농촌에 대하여 아래 후술할 다른 문제점이 제기
되며, 차별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강원도 소재의 초･중학교의 교원들과 인터뷰
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첫째, 소프트웨어교
육 의무화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이다. 둘째, 알고 있다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이고,
셋째, 소프트웨어 교육의무화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등이다. 더불어 선행연구조사를 참조하기
위해 SW선도 교육청인 전남도교육청의 실무자와의 인터뷰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 표 2 ● 인터뷰한 강원도 소재의 SW선도 및 연구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속초초등학교

남춘천중학교

공근초등학교

해안중학교

광판초등학교

옥계중학고

내대초등학교

임계중학교

2) 강원도의 SW교육의 사례 분석
도심학교를 살펴보면, 속초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29명인 학교다. 이 학교는 컴퓨터실습이
있으며 스마트패드 14대를 보유하고 있다. 과학교사가 정보 교과까지 겸임하고 있어 실과시간
이외의 과학 수업시간에도 코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날, 방과 후
학교의 동아리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심화 컴퓨팅교육이 운영 중이며, 실과 시간에는
‘햄스터 로봇’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남춘천중학교는 전교생 992명의
비교적 큰 규모의 학교다. 이 학교는 춘천에서 정보교사가 있는 단 2곳의 학교 중 한 곳이다.
남춘천중학교의 경우 정보교과 수업을 위주로 기초적인 컴퓨터 이론 교육, 엔트리 보드게임, 블
록형 코딩수업을 하고 있고 텍스트코딩 수업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심화수업을 계획 중이다.
작은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근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1명인 학교다. 이 학교는 컴퓨터
20대, 스마트패드 15대를 보유하고 있어 무리 없이 SW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운영프로그램
으로는 먼저 소프트웨어의 날을 한 학기에 두 번씩 진행하고 있으며, 이 수업은 4시간씩 운영
된다. 둘째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한 동아리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방과 후 학교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학생자율동아리를 운영하여 심화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자율동아리는 담당교원이 멘토로 참여하여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로,
여름방학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캠프를 2주 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선생
님들이 학기 당 15시간씩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학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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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중학교는 전교생이 26명인 작은학교다. 이 학교의 경우, 스마트패드가 학생 전원에게 보급
되어 있고 아두이노와 같은 기자재가 보급되어 있다. 중학교인 작은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의 문제를 해안중학교는 정보교과 자격증이 있는 수학교원의 겸임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보면, 첫째, 정보교과를 선택하여 SW교육을 주 1시간씩 수업하고
있다. 둘째, 모든 전교생이 방과 후 학교로 아두이노를 이용한 SW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에 관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3) 강원도의 SW교육의 과제
도심학교의 SW교육 과제의 핵심은 기반 시설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각 학교장들이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정책에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교육부 시행지침으로 30개 이상 학급에서는 2개 이상의 실습실이 갖춰져야 하지만 정작 대다
수의 학교가 1개의 실습실이 있었고, 그 실습실조차 많이 낙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정보교사들의 요청이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은 선도학교가 아닌 이상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지컬컴퓨팅 기자재를 당장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피지컬컴퓨팅에 관해서는 필요하
지 않다는 의견과 실질적으로는 피지컬컴퓨팅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교원들 사이에
서도 상반되었다. 하지만 피지컬컴퓨팅에 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고, 실제 나아
가야 할 목표점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였다.11) 그러나 피지컬컴퓨팅 교육에 관해서도 예
산과 수업 시수 편성의 문제가 뒤따른다. 매번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모든
아이들이 관련 하드웨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
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45~50분 가량의 수업에서 기자재를 나눠주고 걷는 데
드는 시간, 또한 하드웨어의 세팅시간을 고려하면 한 학기의 편성된 수업시수에서 양질의 교육
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농어촌학교의 SW교육 과제의 핵심은 인력 문제이다. 강원도 전역의 부족한 정보교사의 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학교의 경우 대체로 학생 수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수 교과목 교사들이 부임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7~9명이다. 때문에 정보교사를 추가
로 확보할 여력이 없다. 더불어 강원도의 중학교 중 선도학교로 지정된 농어촌 작은학교는 2곳
밖에 없다. 그나마 선정된 2곳의 학교도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교원이 정보교과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상학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700여 명의 부족한 중학교 정보교사와 SW
교육의 자질을 함양한 초등교원의 확보를 위해 집체교육과 순회교사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이와 조금 다르다. 순회교사의 경우 소
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기 어려워 ‘교육의 본질’에서 어긋난다
는 것이 일부 교사들의 의견이다. 또한 일부 소프트웨어 담당 초등 교사들은 동료 교원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 기간제교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봉급은 교
육공무원법상 14호봉을 넘을 수 없고, 1호봉 봉급은 153만 원, 최대치는 14호봉에 해당하는
11) 강원도 SW선도학교 중(공근초, 속초초, 광판초, 내대초, 남춘천중, 옥계중, 해안중, 임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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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만 원에 불과하다.12) 이러한 근무조건을 고려하면 컴퓨터 교원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의
채용은 한계가 있다.
4) 사례 분석에 따른 강원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시사점
SW교육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교육 기반의 확충, 둘째,
인력 공급이다. 이는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강원도는 국공사립을 합
쳐 초등학교 383개교, 중학교 165개교로 총 548개교가 있다. 이 중 작은학교는 초등학교가
181개교, 중학교는 83개교이다. 초등학교는 전체의 47%, 중학교는 무려 50%로,13) 이는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월등히 앞서는 수치이다. SW교육에 관한 인력 부분을 살펴보면, 2017년도
강원도의 중등임용 정보교과 선발인원은 단 3명뿐이었다.14) 단적인 예로 춘천시의 중학교 중
남춘천중과 춘천중학교만이 정보교사가 있다. 2017년 정보교사 임용결과를 토대로 인력 공급의
추이를 전망하면 원활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반 시설에 관한 부분에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15)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
기반의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컴퓨터실이 의
무적으로 1개 반 정도로 갖춰져 있고 작은학교의 경우는 스마트패드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하였
다.16) 그러나 30개 이상의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실습실을 갖춰야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1개의 실습실만을 갖추고 있었다. 이외에도 SW교육 준비상황은 교육
부의 발표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도 연
관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원도의 안정적인 SW교육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환경 차이로
인한 불균형, 학교 규모에 따른 교원의 인력 수급 및 기자재 확보의 문제, 농어촌 학생들의 통
학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보편적 교육의 기반 확보라는 목
적을 공유하고 있다. SW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충분한 교사 수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교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자원들을 지원해야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SW교육이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 학습동기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
제들과 해결방안의 구성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피지컬 컴퓨팅 트레이딩 시스템’, ‘농어촌 학교
클러스터 교실’, ‘마을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12)
13)
14)
15)
16)

http://exocet2015.tistory.com/40(검색일:2017.7.1.).
강원도 도교육청 각 학교별 현황(2017 4.1일 기준).
강원도 도교육청 인사과, 2017학년도 강원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도자료(2015.7.20.).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도자료(201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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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1) 도심지역 학교의 SW교육 개선 방안
(1) 피지컬 컴퓨팅 교육 기자재 트레이딩 시스템 (Trading System)
SW선도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도심지역의 큰 학교는 예산 문제 때문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SW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초등학교는 언플러그드 활동과 비쥬얼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비
교적 교육을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중학교의 교과과정은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 중심이다. 모
든 학교에 이를 위한 값비싼 기자재들을 지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
에 기반 시설을 갖춘 학교나 기타 공공시설에 학생과 교원들이 집결해서 교육하는 클러스터 시
스템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강원도 내 도심지역에서 학생들을 전부 수용하고 구체적인 실습이
가능한 시설은 없다. 따라서 기존에 기자재를 확보한 선도 및 연구학교의 자원을 주변의 학교
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 (Trading System)’을 고안해 보았다.

● 그림 1 ● 피지컬 컴퓨팅 기자재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시스템은 선도 및 연구학교에 우선 지급된 기자재를 동일 지역의 주변 학교 간의
기자재 교환 체계이다. 하나의 기자재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학습동기의 저하와 산업 트렌드와
동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기 중 사용한 기자재를 주변 학교와 순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트레이딩 시스템은 단순히 기자재의 교환이 전부가 아니다. 특정 기자재에 대한 정보와 효과적
인 교수법을 교원 간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교원들은 도교육청을 통해 첫째,
각자 사용한 교육 기자재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고 둘째, 차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
자재의 수급 및 다른 학교의 기자재와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교육부 자료에서 언급된
교과연구회를 활용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학 기간 동안 해당 교원들 간의 연수를 실시하여
정보를 순환시킬 수 있다. 넷째, 교육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한 합리적 배분 및 교환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선도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예산을 지원 받는 학교가 늘어나더라도,
급증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기자재의 차등적인 교환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기자재를 보급 받기 위해서는 학교 또한 열의와 함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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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 가능한 기자재의 종류가 한정적인 만큼 독창적인 계획도 사실상 창안
해내기 어렵거니와, 기존 선도 및 연구학교의 계획안을 그저 벤치마킹할 뿐이라면, 경쟁 주체
간의 변별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 항목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세부적 항목이란,
• 학생들에게 교육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가?
• 커리큘럼 기획이 해당 기자재에 부합하는가?
• 교원들의 SW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이 얼마 정도인가?
• 언플러그드 활동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가?
• 정보 교사가 있는가 등이다.
이렇게 세부적 항목을 통해 학교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점차 SW 기자재와 양질의 정보 및 교수법을 지역 내 학교 전체에 합리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2 ● 도교육청 웹사이트를 통한 기자재 트레이딩 플랫폼
(2) 대학과 연계한 방과 후 또는 방학 실습교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SW선도학교를 지정하고 2020년에는 1학교 1동아리 체제 구축을 목표
로 하고 있다.17) 하지만 도심학교는 기자재 구입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대학은 초∙중등
학교에 비해 기자재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들을 교육할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의 관련 학과 대학생들과 지역의 중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보
유한 기자재를 이용하여 실습할 수 있다면 위에서 제언한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혜택 받지 못하
는 학교들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문제점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7)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도자료(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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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경우 언플러그드 활동이 수업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에 방문
하여 코딩 교육을 받는 대상은 피지컬컴퓨팅을 목표로 하는 중학교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
이다. 구체적인 수업시수 및 내용은 대학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각 학교의 정보교과
시수가 주 1회인 것을 감안하여, 대학 인근의 중학교가 주 1회 2시간의 수업을 받으러 대학을
방문하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림대 근처의 5개의 중학교가 각각 요일을 정하여, 방과 후
학교로 한림대를 방문하는 형식이다. 수업 진행은 해당 대학의 관련 전공자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교가 선발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학생들은 교내 근로 혹은
교외 근로의 형태로 유치하여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농어촌지역 학교의 SW교육 개선 방안
(1) 에듀버스를 이용한 클러스터 교실
초등학교의 SW 교육은 쉽게 교육이 가능한 언플러그드 교육과 스크래치 위주이기 때문에 도심
이나 농어촌을 불문하고 2019년까지 연수 및 직무 교육을 통한 관련 교사의 보충이 중학교에
비해 수월하다. 핵심은 인력 수급이 용이하지 못한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7년에 겨우 3명의 정보교사만이 임용되었고, 앞으로도 정보교사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더라도 도내 중학교 전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교육법상, 정보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정규 교과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인력 수급을 위한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상학 SW담당 정책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정보교사를 임용하고
그들이 도내를 순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채용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급여와 거리 이동의 불균형을 생각하면 많은 응시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채용된다 하
더라도 한 교사에게 수업 시수가 과도하게 편중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은 수의
정보교사를 채용하고서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단 한 명의 정보 교
사가 다수의 학교를 순회할 경우 이동거리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수업 시수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교사의 수를 급격하게 증원하여, 2018년 안에 모든 학교에 정보
교사가 부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학교 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순회 교사 제도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 확립이 검토 가능한 대안일 것이다.
이때 클러스터 교실이란 ‘교육과정 클러스터’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클러스터란 교과 또는 심화과목 등을 학생들이 클러스터 내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학
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뜻한
다.18) 이를 응용하여 현재 정보교사가 있고, SW 교육을 시행 중인 선도학교를 거점화하여 그
곳에 주변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집결하는 클러스터를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선도학교 중심
클러스터 구역의 바깥에 위치한 학교들이 소외된다. 따라서 일반 학교를 위주로 클러스터 구역
을 만들고 해당 구역 내 거점학교를 지정, 그곳에 정보교사들이 순회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18)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길라잡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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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선도학교 중심의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중심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두 가지
유형의 클러스터를 운영해야 한다. 일반 학교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정보교사가 순회해야
만 하는 학교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이 감당해야 할 수업 시수, 이동 거리 및 시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간제 정보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학교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학교의 학급당 1주일에 1회 교육을 하고 한 명의 기간제교사가
추가 채용되었다는 가정 하에, 아래 <그림 3>을 보면, 1주일 동안 선도학교의 정보교사와 기간제
정보교사, 단 2명의 정보교사로 정선의 모든 클러스터 구역들을 순회할 수 있다.

● 그림 3 ● 정선에 적용 가능한 중학교 클러스터 모델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는 첫째,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고 각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최대 30분이
넘지 않는 거리의 학교들을 각 클러스터로 포함시켰으며, 둘째, 각 클러스터의 각 학급당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의 반을 편성할 수 있고, 셋째, 한 반 당 40명 이내로 구성하였다.
<표 3>을 참고하면 모든 클러스터들에 각 학급을 고려하여 편성된 반은 총 24개다. 특히
정선중은 학생 수가 334명으로 많기 때문에, 두 정보교사가 나누어 교육해야 한다. 일주일에
최소 1시간을 각 반에 할애하면 총 24시간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두 명의 정보교사가 순회하며
교육하면 1인당 일주일 간 12시간을 SW교육에 사용하게 된다. 이는 전국 평균 교사 1인당
일주일 간 수업 시수인 16.5시간19)보다 적으며, 각 클러스터로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적은 교원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19)학교알리미(2016), 2016년 수업 시수 및 수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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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정선의 각 학교 및 학급별 학생 수 현황
각 학급당 학생 수

학 교

선도학교
중심

일반 1

일반 2

일반 3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임계중

9

13

14

36

여량중

11

5

11

27
30

총 계
93

나전중

16

7

7

반편성 수

1

1

1

3

3

정선중

100

112

122

334

334
11

반편성 수

3

4

4

11

화동중

4

5

6

15

문곡중

9

13

14

36

함백중

16

17

27

60

반편성 수
사북중

1
53

1
43

2
42

4
138

고한중

14

18

21

53

반편성 수

2

2

2

6

111
4
191
6

그 밖에 각 클러스터 구역의 거점학교로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다. 현재 강원도 교
육청에서는 도서지역에 에듀버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전반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전 시범 운영 2년 차에는, 총 327개교와 420개의 운행 노선을 정립
하여 약 15,000명의 학생들을 에듀버스로 통학을 도왔으며, 교외 활동 또한 10,000회 이상 지
원한 사례가 있다.20) 이 에듀버스 시스템은 클러스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농어촌은 총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학교와 도심보다 비교적 소규모인 학교가 대부분이며, 도심지역처럼
대규모의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부담이 없으므로, 농어촌에서 에듀버스를 이용한 학생 이동 방
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다.

(2) 군인 장병의 방과 후 대민활동
군대는 지역 사회의 유대감 형성과 더불어 대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축제 지원, 재해 복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부대 내에서 장병들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취업 준비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21)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재능 기부 차원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직접 함선을 이끌고 12년간 섬마을 학교에 국영수 등의 교과 교육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22) 이는 육군에서도 정보 및 컴퓨터 전공의 장병들을 활용하고, 그들의 이동을 위해
수송 차량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 생각한다. <그림 4>를 보면, 강원도는
1군 사령부의 관할 하에 있고, 각 군사단급뿐만 아니라 예하의 부대들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양양, 춘천, 홍천, 원주, 정선, 삼척 등에 분포되어 있다.
20) 강원도교육청(2017), 올해 ‘강원에듀버스’, 강원도 모든 지역에서 달린다.(검색일:2017.7.3.).
21) 이데일리(2015. 4. 29), "군대서도 취업 준비한다". (검색일:2017.7.3.).
22) 이데일리(2016. 9. 18), 12년째 이어온 덕적도 섬마을 '해군 방과 후 수업'.(검색일: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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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도내 군부대 분포 현황(본인 제작)
반면, 후방에 있는 몇 개의 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부대가 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강
원도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리적인 한계를 먼저 전제하며 논의하고자 한다. 군인
장병 활용 방안은 정보 및 컴퓨터 관련 전공의 장병들을 각 부대에서 선발하고 지원 대상 학교로
이동하여 동아리 등의 방과 후 활동에 교사 보조로 참여한다. SW 교육에 특정 이상의 시간을
참여할 경우, 그에 따라 합당한 포상 휴가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평일은 정선
클러스터 모델처럼 각 거점 학교를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자에 한해 군 장병들은 주말을 활용하여
교육 대상 학생 희망자들과 거점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군인 장병 활용 방안은 소외된
농어촌의 학교와 어려운 인력 수급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마을 교육공동체 활용방안(농어촌에서 도심까지)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 기반이 빈곤한 농어촌에서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을 최대한 활
용하기 위한 방안일 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써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직원
과 학생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요소이며, 학교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한 기점이다. 이러한 구조
적인 측면에서 교육은 학교와 같은 공간적 제한에서 벗어나 사회와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소통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공교육이 사회와의 접점을 넓혀 가야 하는 이유는 학교 안
팎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의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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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정되어 왔지만 정부
에서 설정한 일관된 교육지침으로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에 한계가 있다. 이는 비단 교육과
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닌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이 실제로 벌어
지는 교실의 상황은 학교 밖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관심의 대상도 넓어졌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이 다양해지는 것은 사회
가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교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뜻한다. 학교는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동일한 모양으로 찍어 만드는 공장
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은 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동일한 성취조건을 학생들에게 요구하
는 것은 학생 개인의 발달 측면에서도 적합한 방식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요구하는 창
의성, 생산자, 원리이해와 같은 목적들과도 동떨어져 있다. 교육의 발전과 변화는 ‘무엇을’ 가르
치는가와 함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학교의
다양한 소통방식의 고민과 그에 적합한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형태의 관한 고민은
OECD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의 학습센터로서의 학교’를 현실화하는 것의 한 방법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23)
학교의 교육 공동체 연계유형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대상,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sanders는 학교-지역사회의 유형을 ‘학생중심 모형’, ‘가족중심 모형’, ‘학
교중심 모형’, ‘지역사회중심 모형’으로 구분하였다.24) 우리는 이 중 학생중심 모형과 가족중심
모형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모형이 혼합된 또는 연계되는 방식의 모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생중심 모형-가족중심 모형의 연계(부모와 함께하는 코딩 교육)
학생중심 모형은 상장, 인센티브 제공, 장학금, 멘토링,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앞에서
제언한 ‘대학에서 하는 방과 후 실습교실’과 더불어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코딩체험 기간 등이 해당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sw 중심사회에서 운영
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sw 멘토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몇몇의 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가족중심 모형은 부모 대상의 워크숍 가족 상담 등이 해당된다. 학생중심 모형은 다른 모형들
에 비해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중심의 모형은 입시 설명회 혹은 성적 상담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학업 성취의 결정
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학부모는 단순히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등
의 결정자 역할을 해서도 안 되며 그것으로 충분하지도 않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
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이란 논문을 보면, 부모의 학력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존중감 등의 변수들이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자녀의 높
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결과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력과 경제상황이 비례한다는 전제하에서 빈곤과 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23) oecd교육정보센터, “OECD 교육정책 분석: 평생학습 정책을 중심으로”.
24) 정제영(2015),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미국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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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면 환경이 발생시키는 학업성취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25)
한편,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적인 성질들도 이러한 연계 모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코딩의
작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협업이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업의 작업방식은 코딩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작업방식이다. 또한 코딩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이 아주 없는 학부모를 도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원리이해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학생들은 부모에게 코딩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배운 것들을 재생산하게 되고 이 과정
에서 원리를 더욱 깊이 익힐 수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코딩 교육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는 뒤에서 자세히 밝히겠
지만 디지털 북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 우선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육
선진국으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을 참조할 수 있다. TVN에서 방영한 ‘수업을 바꿔라’의 북유
럽 코딩교육 편을 보면 스웨덴의 다양한 비쥬얼싱킹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이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레악토 코딩학교의 경우 대다수의
숙제가 집 안에서 부모자녀 간의 공동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
선부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코딩 파티. MOM&GIRLS’가 있다.26) 이 행사
를 보면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피지컬컴퓨팅교육을 하고 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수준의 코딩이 아니기 때문에, 코딩에 관한 지식이 없는 학부모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
고, 자녀와의 편안하고 흥미로운 환경에서 소통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오히려 자녀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기반 시설 측면에서도 모든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스마트패드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핀란드와 스웨덴 수준의 코딩교육, 선부초등학교의 코딩파티 사례는 불가능한 이야기
가 아니다. 디지털북과 관련한 콘텐츠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한 번 재론하겠다.
(2) 학생중심 모형-학교중심 모형-지역사회중심 모형의 연계(대학생 코딩교육 봉사단)
학교중심 모형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환경미화, 학교 시설이나
물적 기부, 학급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중심 모형은 지역사회와 주민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아웃리치(out-reach), 예술이나 과학 전시회, 지역사회 환경 미화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다. 1998년에 National Network of Partnership Schools에서 44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지역사회 연계는 학생중심 모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nders, 2006). 비단 미국만 해당하는 실정은 아닐 것이다. 한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다수의 학교에서 지역사회중심
모형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27) 지역사회는 학교가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들을 다양
하게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5) 김현주･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
구학｣, 30(1): 125-148.
26) YTN, ‘엄마와 함께하는 코딩교실’(검색일:2017.7.5.).
27) 정제영(2015), 교육정책 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미국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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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주민들 중 전문직 종사자들을 통해 학생들과 연계하는 것은 효과적이나 한계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주민과의 계약 자체와 그 후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수요가 높은 특정 직종의 경우,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
다. 코딩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보면 2018년 이후부터 정보 교사가 없는 학교와 있더라도 수업
의 시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학교들이 지역사회의 컴퓨터 관련 직종의 주민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전개를 상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모든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및 컴퓨터 관련 전공자
와의 연계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에 가깝다.
반면,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기에 큰 무리가 없고
일정 부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계층은 바로 대학생이다. 전공 관련자 혹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생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욱이 위에서도 충분히 언급했지만 강원도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원 수의 수급이다. 서
울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강원도의 교사 지원 비율을 보면 정보교과 교원의 수급 현황은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 표 4 ● 대학생 코딩교육 봉사단

지자체 주관의 ‘대학생코딩교육봉사단’ 설립
목표

강원도의 sw친문화정책을 위한 지역governance 구성

활동내용

- 지역 소재 대학생의 자유학기제 지원
- 교육부 계획의 1학교 1동아리의 보조교사 및 멘토링 지원
- 작은학교의 코딩교육 지원

구성 및
추진체계

- 강원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강원도 소재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코딩교육봉사단’
설립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여 운영
- 초등학교 지원은 전공 상관없이 기본적인 연수 후에 활동 되도록 하고, 학기 말에 신청을
받아 방학 기간에 연수를 시행
- 학생의 경우, 컴퓨터 관련 전공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단, 봉사단으로 1회
이상 활동한 자, 대회수상, 관련 전공수업 18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는 가능)
- 자유학기제 지원 학생과 방과 후 학교 학생을 다르게 적용하여 시간을 배분(단, 농어촌지
역의 작은학교의 경우, 방과 후 학교만 지원)

혜택

기대효과

-

봉사시간 인정(교육봉사 인정)
벽지지역의 작은학교 파견은 교통비의 명목으로 일정 활동비 지급
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SW교육
우수활동자 및 우수 단원을 선발하여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위한 방학기간 동안의
인턴십 제공
- 봉사단 활동 후 수료증 발급 및 우수활동자를 선정하여 도 교육감 표창상 수여(1, 2학기
전부 활동한 학생의 한해서 1년 단위로 시상)
-

지역 초･중학생의 SW교육 강화 및 인재 양성
도농복합형 교육복지 실현
지역 소재 대학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역 소재 대학과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유치
강원도의 sw친문화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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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농어촌 지역의 기피현상이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은 대학이 위치한 시의 농어촌 지역과 소도시들을 지원할 수 있다. 클러스터가
가능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한 정보교과 교원이 학생 전부를 가르
칠 수 없는 도심지역에서도 보조교사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학교는 다양한 학교중심 모형의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원도 지자체가 주관하는 ‘대학생코딩교육봉사단’ 설립을 제언한다.
코딩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형태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
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단순한 교과목 수업 시수 이상의 심화학습과 SW교육에 관한
지역적 관심을 수반해야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SW교육 방침을 보면, SW대학교육 혁신과 민관
협력을 통한 친문화 조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양상에 발맞추어 강원도 또한 대학,
지역사회 및 민관기업과의 연계를 긴밀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연구원의 강원포럼리포트
“강원도 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보면28) 지역내총생산 전국 비중을 고려할 때, 강원도는 대
학과 인력에 자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
법으로 제시하였다. 더욱이 교육부는 SW교육의 공교육 의무화에 따라 지역 고교에서 대학의
SW전공과목을 미리 들어보는 ‘과정인 up’ 방안을 계획 중이다.29) 따라서 지역 대학 연계를 통
한 SW 문화조성은 초중교육정책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발전요
소를 포함하는 정책일 것이다.
강원도의 대학 중 SW선도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강원대가 유일하다. 그러나 대학과 초･중
등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선도대학이 꼭 갖춰야 하는 조건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학과가 아니더라도 코딩과 프로그래밍 사고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관련학과는 다양하게 존재한
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른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중에 있다.
강원대학교는 청소년 창업 지원 지역거점 역할로 ‘강원 청소년 창업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강원지역 20개 고등학교 100여 명과 강원대학교 2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창업아
이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에서 후원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실습
‘modoo’ 교육과 더불어 청년 창업 특강 및 워크숍, 3D프린터 실습 등 다양한 창업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30) 한림대학교는 한림해피존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자퇴한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검정고시 및 특별활동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의 대학들을 살펴보면 세종대와 국민대는 각각 코딩클럽을 자발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31) 충북대학교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충북 학생들의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국대 또한 지역아동 과학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2) 숙명여자대학교는 위기청소년 프

28) 김인중(2015.7.1.), “강원도 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 강원연구원, ｢강원포럼 리포트｣, 15: 1-4.
29)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5955(검색일:2017.7.10.).
30) http://home.kangwon.ac.kr/kangwon/boardUser/boardView.jsp?mbsId=4&boardSeq=51934
(검색일:2017.7.6.).
31) http://codingclubs.org/jusocl/2017springkookmin(검색일:2017.7.7.).
32) http://ceei.konkuk.ac.kr/insiter.php?design_file=4080.php#;(검색일: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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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어린이 영어캠프,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들 내에서
코딩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3)
아래 <그림 6>를 보면, 강원대 내의 컴퓨터공학과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있는 학
교는 총 13군데이다. 지역 위치로 살펴보면 강원도 내의 18개 시, 군 중 대학이 위치한 지역은
6군데이다. 이 학교들의 인력들을 활용하여 우리는 다른 대학과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적용 및 보완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는 세 가지 연계 프로
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다.

● 그림 5 ● 각 시군별 SW선도 초중등학교 및 관련 전공 보유 대학 분포
첫째, 자유학기제 지원 방안이다. 숙명여자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처럼, 이미 서울시의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지원 방안은 코딩교육의 부족한 수업시수의 보완과
관련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유학기제 지원 방안은 대학과 학교 양
쪽의 협조가 동시에 필요한데, 대학생을 파견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파견
을 나가는 형태로 지원한다. 수업내용은 봉사단이 만들어진 후, 지원학교와 단체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보교과와 실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의 복습을 통해 학생 전반의 컴퓨
팅사고능력 배양의 집중해야 한다.
33) http://www.sookmyung.ac.kr/sookmyungkr/943/subview.do(검색일:20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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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초･중등학교 동아리 멘토링 및 보조교사 활용 방안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통적인
문제는 인력공급의 문제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당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정보교사가 있는 중학교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학교의 방과 후
학교 보조교사와 동아리의 멘토로 참여하는 방식의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작은
학교의 경우 한 집결지에 모인 후 버스를 타고 클러스터 지정학교들로 지원을 나가는 방식인데,
이는 에듀버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벽지지역의 작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수업시간 이외의 이동시간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활동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면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인력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셋째, 강원도 공교육과 대학의 산업 연계성 강화이다. 강원도코딩교육봉사단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이 교육봉사를 하는 가운데 실무적인 경험도 함께 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
한 활동과 경험은 대학생들의 SW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콘텐츠 개발의 원천이 된다. 또한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강원도의 산업인력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모색
하는 것이다. 강원 도교육청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SW 관련자의 강연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
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우수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단원들 간의 SW와 관련한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온라인 SW 교육 커리큘럼 도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에 불구하고 현재 SW교육에는 교육 인력 부족 문제, 예산 문제,
콘텐츠 부족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잠재된 상황이다. 앞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부족한
교원 문제와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뤘다면, 온라인 SW 교육 방안은
지역 간 격차 감소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SW교육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학생이 문제를 접했을 때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수행하여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SW교육 과정은 확보된 상당 시수가 기존의 사이버윤리를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
결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보여주기 식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34)
이에 필요한 것은 더욱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온라인 교육은 정보의 변동이 잦은 소프트웨어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이다. 또한, 온라
인 교육은 지리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농어촌 지역
에서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의 예시 중 하나로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들 수 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MOOC 서비스에 700곳 이
상의 대학교들이 온라인 강의를 공개하였고 무려 5,800만 명의 사용자가 MOOC 서비스에 등록
34) 양병성･길현영･김윤명(2016), ｢효과적인 초중고 SW온라인 교육체계 연구, 레포지토리와 평가를
중심으로｣,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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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35) 또한 미국의 미시건 공과대학(MIT)에서는 MOOC를 통한 석사과정 학점을 인정하는
등, 실제 학위로 이어지고 있다.36) 이처럼 MOOC의 성과는 온라인 교육은 단순히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교육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37)
소프트웨어를 위한 독립적인 온라인 교육은 국내외 여러 단체에서 이미 진행 중이며 다양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수준을 고려한 강의들이 생성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온라인 SW교육은 해외 서비스에 비해 다양성의 측면에서 미미한 편이다.38) 특히 네이버 사의
엔트리(Entry)를 제외한다면 온라인 실습 환경이 제공되는 서비스와 사용자 참여 기반의 플랫
폼이 미흡한 상황이다.39) 온라인 SW교육을 오로지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진 일방향적 교육으로
만 이해하여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집중력 감소와 저조한 관심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MOOC의 성공요인 중 하나가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하
였을 때40) 온라인 SW 교육에 역시 그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이 만든 코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동일한 실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기반의 코딩 환경이 필수적
이다. 입문자들의 교육 용도로 자주 사용되는 비쥬얼 프로그래밍 서비스로는 스크래치(Scratch)와
엔트리(Entry)가 있다. 특히 엔트리는 학급 기능을 통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고 교사가 직접
강의를 만드는 등 수업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41) 스크래치 역시 여러 교육
사이트의 강좌 자료에 사용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학생
들의 수준과 연령에 맞춰 단계별로 실습할 수 있는 온라인 SW교육 커리큘럼을 배포한다면 예산과
전문 교원의 부재를 고려하더라도 효율적인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콘
텐츠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기본 커리큘럼 외에도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학교를 벗어난 커뮤니
티를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코딩 교
육에 참여시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컴퓨팅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동영상 사이트
Youtube에서 유행하는 <Father challenges his kids to write ‘exact instructions’ for a PB&J
sandwich(아이들의 조리법으로 샌드위치 만드는 아빠)> 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아이들은 빵에 잼을 발라 먹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적어 오고 아빠는 그대로 수행한다.
정확한 단계 별 설명이 없으면 실패하는 이 게임은 사실 SW교육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 능력

35) Shah, Dhawal(2016, December), By The Numbers: Mooc in 2016.
https://www.class-central.com/report/mooc-stats-2016.
36) Bergstein, Brian(2015, October), Take Free Online Classes, Get Course Credit at MIT.
https://www.technologyreview.com/s/542201/take-free-online-classes-get-course-credit-atmit.
37) 양병성･길현영･김윤명(2016), ｢효과적인 초중고 SW온라인 교육체계 연구, 레포지토리와 평가를
중심으로｣, 9.
38) 길현영(2015), 온라인 SW 교육 활성화 방안, 8-9.
39) 길현영(2015), 온라인 SW 교육 활성화 방안, 10.
40) 이 호(2015), 온라인 공개강의(MOOC) 생태계 활성화 방안.
41) 엔트리 커뮤니티(2015), https://playentry.org/ds#!/notice/5683d2a479488b503ea85b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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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한 학습 방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처럼 컴퓨팅 요리 교실 등 게임화를 통한
SW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 그림 6 ● 부모님과 함께 하는 놀이 코딩 교실 예시

이러한 시도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학교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광주 양동초등학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독서와 토론을 하는 독서동아
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교사들과 함께 교육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독서모임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주제의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포함된 교육 콘텐츠는 소프트웨어 산업
이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본질과 맞닿아 있다.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다채로운 콘텐
츠를 포함한 온라인 코딩교육은 코딩교육의 목적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고 창작의 동기를
심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초중등학교 SW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SW 교육
정책의 확립과 별개로 그것의 온전한 실현은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노력을 요구한다. 수도권으
로 유출되는 인구로 부족해져만 가는 강원도의 미래를 창조할 인재들, 그리고 그런 인재들의
유출로 인해 육성되고 발전되어야 할 많은 분야의 지역 기반 산업 또한 위태로운 처지에 봉착
하였다. 이제 강원도는 떠나야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오래도록 행복한 곳, 정착하고 싶은 곳으
로 변모해야 한다. SW교육의 보편적 확대와 그것이 문화로서 지역에 녹아 내렸을 때 강원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의 문제의식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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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도심학교들의 기자재 확충 문제였다. 도심의 학교들은 대부분 많은 학생들을 수용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크지 않다. 언플러그드 교육은 별도의 예
산이 필요하지 않기에 대안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중학교의 SW교육 핵심은 피지컬 컴퓨팅에
있다. 정부 차원의 선도학교 확산과 더불어 기존의 선도학교의 교육 기자재와 교수법을 공유하
는 ‘피지컬 컴퓨팅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시스템은 일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차등분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괄적인 기자재의 분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등순위에서 밀린 학교들의
피지컬컴퓨팅 실습을 돕고자 ‘대학과 연계한 방과 후 실습교실’을 구상했고, 해당 대학의 관련
전공 학생이 대학의 기자재로 주변 중학교 학생들의 실습을 도우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더
불어 실습을 도우는 학생은 대학의 교내근로 형식으로 편성하여, 시수에 맞는 시급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지역의 인력 문제와 외부적 문화 환경의 문제를 고려해 보자는 것이었다.
부족한 강원도의 정보교사 수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원 중심의 클러스터 방안을 제시했다. 정
선을 예로 들어, 한 명의 담당교사와 기간제교사만 있어도 한 지역의 정보교과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을 기획했다. 더불어 이는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인력
난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상치 및 겸임교사 제도에도 응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역 내 군인 장병의 재능 기부 및 대학생코딩교육봉사단을 교원 중심의
클러스터를 통해 형성된 거점학교에 파견하는 등 효율성을 고려한 다방면의 해법을 강구했다.
세 번째로 코딩교육 디지털교과서의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코딩교육에 있어 좋은 콘
텐츠란, 학부모와 학생, 서로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 그리고 농어
촌학교의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콘텐츠이다. ‘주말코딩농장’, ‘부모님과 함께하는 요리코딩교실’
등은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또는 서로가 참여하는 방식의 코
딩교육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인구 유출을 막자는 것인데, 강원도대학생코딩교육봉사단 설립을 통하여
지자체와 대학, 민관기업과의 협력과 연계를 유도하자는 정책을 제언했다. 대학생들은 봉사를
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도내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은 강원도 소재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강원도에 정착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와 지역학교와의 연계는 초중등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역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들 중 하나를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육의 발전은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 제안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SW교육이 세계
적인 추세를 따라갈 뿐이라는 의혹을 씻어내고, 동시에 강원도의 SW교육이 더욱 참된 의미의
공교육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산업과 교육의 변화가 강원도 발전의
자양분이 되어 건강하고 견실한 산업 기반을 가진 지역 사회 건설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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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간행물 발간규칙
전문개정 2010. 12. 10 규칙 제222호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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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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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
제9조(연구지원비 지급)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강원논총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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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3.9>.
제11조(학술지 전자간행) 학술지는 일정기간 강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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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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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12.1>.
④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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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의신청) ①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
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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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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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2011. 12. 1)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9)

이 규칙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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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논총｣ 투고 안내
｢강원논총｣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인 강원연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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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 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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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접수 :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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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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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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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