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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절 계승을 중심으로 한 태백시 물축제의 발전 가능성 모색 연구
민족문화의 계승은 전통 문화의 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 중국에서 전래된 여러 명절과 달리 유두절
(음력 6월 15일)은 한국 고유의 명절이다. 신라시대 경주지방에서 유래된 유두절은 ʻ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 계절에 생산되는 음식을 먹는ʼ 풍속으로 강물에서의
정화와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더위를 이기는 지혜를 담고 있다.
본고는 민족의 보편적 풍속으로 자리하다가 현대에 들어 사라진 유두절을 통해 물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두절의 명칭은 잊어도 강이나 바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여름축제 속에서 그 의미가 계승되고
있다. 강물･여름･피서･휴가 등의 의미를 지닌 물축제의 철학은 유두절 풍속의 현대화인 셈이다. 유두절
전통과 태백의 한강･낙동강 발원제 접목을 통해 단절된 유두절의 복원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세계의 국경이 없어지고 외래문화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전통의 보존과 계승은 우리
들의 새로운 과제이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유두절 풍속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는 길이다. 태백시의 발원지 축제라는 현대 축제와 민족 전통을 지닌 유두절이 접목하여 진정
성을 획득하고, 발전가능성을 확산시킨다면 정통성 있는 세시풍속문화로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유두절, 물축제, 전통문화, 한강 발원제, 낙동강 발원제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Taebaek City
Water Festival Focusing on YOU-DU Holiday Succession
Growing national culture is set out from right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culture. Differently
from other holidays that were imported from China, YOU-DU holiday(June 15th on lunar
calendar) is a holiday native to Korea. This holiday that was founded in Gyeong-ju region
during Shin-la period, had customs such as ʻwashing hair in stream water, performing an
ancestral sacrifice for good harvest, eating food which was made in this seasonʼ and so
on. In this tradition you can see purgation in river water and wisdom of winning heat while
taking a rest after hard work.
Look at the river festival through YOU-DU holiday that is almost forgotten nowadays, but
which was one of the general national traditions in ancient times. Although the name of
YOU-DU holiday is almost forgotten it still inherits meaning of summer festival, that is open
at the river or sea. Philosophy of river festival which has meaning of river water, summer,
summering, vacation and so on, is modernization of traditions of YOU-DU holiday. This articl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DU holiday tradition and the river festival. The key
is to diagnose the restoration possibility of disconnected YOU-DU holiday.
Today, the border of the world disappears and the influx of foreign culture is accelerating.
The preservation and succession of tradition is our new task. YOU-DU holiday is a unique
Annual Cyclic Rite in Korea.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is custom is the way of
inheriting the tradition of the nation. Taebaek city has poor cultural tradition. Taebaek city
must succeed YOU-DU holiday. When it is possible, the ʻHan River･Nakdong River Origin
Festivalʼ will develop as it acquires authenticity.
keyword : YOU-DU holiday, Water festival, traditional culture, Han River Origin Festival,
Nakdong River Origi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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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통과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발전되고 계승된다. 전통 문화의 바른
이해와 법고창신의 정신이 있을 때 민족의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다. 특히 명절 풍속의
계승과 발전은 민족의 전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최근 1백여
년 사이에 조선 왕조 사회의 붕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외래문화 유입, 경제의 급성장과
세계화 등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전통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었다. 한국의 고유 명절로
민족의 보편적 풍속으로 자리하다가 현대에 들어 소멸된 대표적인 것이 유두절이다. 중국에서
전래된 다른 명절과 달리 ‘유두절’은 우리 고유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승이
전무한 실정이다. 신라시대 경주지방에서 유래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다가 1950년대1)까지도
풍습의 모습이 남아 있던 유두절 속에는 강물에서의 정화,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휴식, 더위를
이기는 지혜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강이 흘러가는 동안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듯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급변하는 과정
에서 풍속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긴 하다. 하지만 2000년대를 전후하여 여름철의
물축제2)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장구한 세월 동안 민중의 삶과 함께 호흡하며
지속되어 오던 6월(음력) 세시명절인 유두절 풍속과 닮아 있다. 오늘날 들어 유두절이라는
명칭마저 잊혀져 가고 있지만 강이나 바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여름축제 속에 계승되고 있는
셈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특성에 맞춰 현대의 축제는 관광객의 반응에 따라 행사
내용을 변화시키는 가변성을 보인다. 현대의 물축제나 바다축제가 개최 장소마다 프로그램은
다르다 하더라도 강물이나 바다, 여름, 피서, 휴가라는 공통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두절과 오늘날 여름의 강·바다축제는 긴밀한 상관성을 맺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강 낙동강 오십천 등 3대 강이 발원하는 태백시에서 유두절의 전통을 계승
하고 물축제와의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두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풍습이었
으며, 현대의 강(바다) 축제 역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태백을 계승 대상 지역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태백시가 지닌 3대강의 상
징적 측면이다. 서쪽의 한강, 남쪽의 낙동강, 동쪽의 오십천 등 우리나라 3면 바다로 흘러
가는 강의 발원지가 태백시에 위치한다. 둘째는 유두절 전통의 계승을 위한 실천적 측면이다.
태백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손꼽을 수 있는 1997년에 유두절 풍속 복원을 위한
행사를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 일대에서 개최한 바 있다. 검룡소는 하루 평균 1만여 톤의 지
1) 1957년 7월 《경향신문》, 1958년 7월 《서울신문》등에서는 유두절에 머리감는 풍습의 사진과
기사를 싣고 있다.
2) 행사 지역에 따라서 물축제 혹은 강축제란 용어를 붙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물축제라는 용어로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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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가 솟아나는데, 이 발원지의 물은 창죽마을 입구까지 4km 구간을 ‘동류수(東流水)’로
흐르고 있다. 유두절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東流水頭沐浴)는 유래와 방향
성도 일치하고 있다. 셋째는 태백시가 물 관련 축제를 해마다 꾸준하게 진행하는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 태백시는 해마다 여름이면 한강발원제, 낙동강 발원제, 워터페스티벌 등의
축제를 개최했고, 2016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강의 발원지 도시인 ‘태백’에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유두절 풍속을 재현하고
전승하는 일은 그 의의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유두절의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풍속의 뿌리를
찾고 또 단절된 유두절의 복원 가능성을 태백시의 물축제를 중심으로 탐색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둔다.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래되던 세시풍속 중 6월 명절인 유두절을
중심으로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강원도 태백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유두절은 음력 6월이며,
1990년대 이후 물축제(강축제)에 관한 6·7·8월 표기는 양력으로 삼는다.
연구 방법은 구비전승되는 민속문학3)을 통해 우리 민족의 보편적 풍속으로 자리하다가
사라진 유두절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한다. 민속문학은 관혼상제, 세시풍속, 민간신앙, 민속
놀이, 의식주 등 잃어버린 역사의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4) 민속문학은 한문의
기록문학과 달리 민중이 향유하는 기층문학이며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삶을 충실히 드러내
고 있으므로 민중의 풍습과 생활을 엿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한 시대의 민중의식이
형상화된 민요는 구비전승으로서 민중의 생업이나 세시풍속놀이, 통과의례 등과 맞물려 민
중의 생활과 밀착되고 민중의 정서적 감정이 여느 양식보다 풍부하다.5) 민족적 생활을 바
탕으로 형성된 노래인 민요는 그 민족의 생활양식, 세시풍속, 예의범절, 미적 감수성을 파악
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세시풍속 등은 1년 열두 달을 나뉘어 노래하는 ‘월령체, 월령가, 달거리’ 가요에 잘 반영
되고 있다. 가요에 대한 명칭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임기중은 ‘월령체는 가사의 범주에
속하고, 달거리요는 민요의 범주에 속한다’6)고 구분했으며, 박준규는 ‘달노래의 성격을 띤
3) 임동권은 민속문학을 문학과 민속학의 중간적 개념으로 파악 고전연구의 주요한 방법론의 하나로
제기한 바 있다.
4) 김선풍･장정룡･이창식(1995), ｢민속문학이란 무엇인가｣, 집문당, pp.15~16.
5) 위의 책, pp.152~153.
6) 임기중(1982), “고려가요와 구전민요”,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월령체가는 <시경>의 ‘빈풍장’과 같이 명령/경계/권농의 기능에 입각하여 그 내용이 농사를 권장
하고 농가의 풍속이 주류를 이룰 뿐 서정적 민요의 성격이 약하며 매월 절후로 시작되는 그 절후는
농가의 행사력 구실을 하는 데 반해, 달거리 노래는 중국 돈황곡(敦煌曲) 십이월상사지문학(十二
月相思之文學)처럼 상사와 서정적 성격을 보이며 각 연에 나타나는 절일이 상사의 매체 및 기념
일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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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식 노래라면 한자어로는 월령체(가)라 하는 대신 우리말로는 달거리라 함이 타당하다’
고 했으며, 이상보는 ‘월령체란 말은 또 달거리라고도 일컫는 한 문체’라고 했다.7) 본고는
세시풍속을 다루고 있어 ‘정월부터 12월까지를 노래한 가요를 십이월조 세시가요(十二月調
歲時歌謠)’8)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세시가요’라 칭하고자 한다. ‘세시가요’는 일반
대상 혹은 자연을 노래한 가요와 달리 세시기(歲時記) 성격을 띠고 있어 우리 장구한 세월
동안 민족의 삶에 녹아든 세시풍속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세시가요를 살펴보면
서 유두절을 중심으로 6월의 세시풍속을 살펴보고자 한다. 1~12월 중 6월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 고유의 명절이었으면서도 현대에 와서 사라진 유두절을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세시가요에는 1년 12달의 절기와 세시풍속 및 절식 등이 함께 담겨 있어 우리민족의 풍
습을 알아보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는 계절 가늠의 기준이 되는 24절기가 우리의
세시명절, 그리고 이때에 행하는 세시풍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세시풍
속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여 다달이 행해지는 주기전승의례로서, 계절에 따른 의례라 하여
계절의례, 또는 계절제라고도 한다.
계절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자연의 순리와 움직임에 제약을 받고
있는 농경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태풍권에 속해 있는 풍토는 사람들의 계절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반영시키고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숭배하는 마음을 부추겨 왔다. 태풍권
안에서 농경지 재배 농민들은 그 생산과정이 계절의 변동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은 계절감에 공동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여러 민족에 비해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기는 우리 민족의 오랜
주생업이었던 농경과 관련하여 상당한 구실을 했다.
동아시아 민족의 연중행사가 공통된 형태를 가지고 비슷한 의식을 택하고는 있지만, 세분
하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의 풍토와 생활양식, 민족성과 전통 등
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고유의 민족성과 생활 풍습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농
민들은 농경재배를 단순한 기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신앙적인 요소를 곁들여
생각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농경재배의 계절적인 변동 시기가 오면 여러 잡신에게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린다. 이런 연중행사는 신에게 공양을 바친 음식을 사람도 함께 먹음으로써 산 자를 위한
축복제의도 된다. 또 절실한 생활문제로 직결되어 정성을 다해서 반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예절 풍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9)

7) 재인용, 장정룡, 앞의 책, p.62(임기중(1976), “속고려가요동동고”, ｢한국학연구｣ 1집, 동국대한국학
연구소, p.34. ; 박준규(1971), “월령체가요고”, ｢한국언어문학｣ 8.9집 ; 합병호, p.130. ; 이상보
(1970), “농가월령에 대한 연구”, ｢명지어문학｣ 제4호, 명지대학교, p.20).
8) 장정룡, 앞의 책, p.237.
9) 서울 언론인 클럽(1994), ｢중국 민속 생활사｣, 서울 언론인 클럽,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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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이라 보름이요 2월이라 한식이로다
3월이라 삼짓날에 4월이라 초파일
5월이라 단오요 6월이라 유두로다
7월이라 칠석날에 8월이라 가위로다
9월이라 9일날에 10월이라 상달이로다
11월에 동지날에 12월에 그믐이로다(禮山)
｢달풀이謠｣10)

6월에는 우리나라의 24절기 중 더위를 나타내는 소서(11번째 절기)와 대서(12번째 절기) 등
2개의 절기가 있고 유두절이 있다. 이 시기에 제초작업으로 논매기 밭매기를 하는데, 하지
무렵에 심은 팥․콩․조 등을 김맨다. 또 이때 퇴비(堆肥)를 장만하고 논두렁의 잡초를 깎기도
한다. 소서로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과일․채소류가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가 새로
나온다. 또 대서에는 태양의 황경(黃經)이 120°가 되는 때이고, 대개 중복(中伏) 무렵으로
더위가 심한 시기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대서입기일(大暑入氣日)로부터 입추까지를 5일씩
끊어서 삼후(三候)라 했는데, 초후(初候)에는 썩은 풀이 변해 반딧불이 되고, 중후(中候)에는
흙이 습하고 무더워지며, 말후(末候)에는 큰비가 때때로 내린다고 했다. 이 무렵은 몹시 덥고,
소서 때부터 장마전선이 한반도 동서에 걸쳐 자주 큰 장마가 지는 기후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방법은 유두절을 다룬 월령가를 비롯하여 민속문학에 나타난 유두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름 축제인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의 진행과정을 살피면서 유두절과의 연관성을 살필 것이다. 유두절 풍속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태백시의 발원지 축제와 접목을 시도한다.

Ⅲ. 유두절 민속의 특징
1. 유두절의 발생지 고찰
유두절 풍습은 고려 때의 김극기 문집, 고려시대의 역사를 담은 중경지 권2 풍속조,
고려사 권20 명종 15년 조 등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유두절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東流水頭沐浴)’에서 유래된 말로,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물맞이’라고도
부른다.11)
10) 임동권(1994), ｢한국민요｣ Ⅴ, 집문당.
11) 유두를 신라 때의 이두식 표기로 보고, 이를 오늘날 유두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물맞이’와
관련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즉 유두를 달리 소두(梳頭), 수두(水頭)라는 한자말로도 표기하고
있어 수두는 곧 ‘물마리’(마리는 머리)이니 그 본뜻은 물말이 곧 ‘물맞이’라 할 수 있다. 신라 때
형성된 ‘물맞이’의 풍속이 한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유두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홍석모(1999),
서울세시한시, 보고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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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 십 오일을 우리 풍속에 유두일이라 한다. 김극기의 동도(경주)유속을 살펴보면
유월 망일(望日, 십오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욕과 머리를 감아 상(祥)스럽지
못한 것을 씻어 없애고 계음을 한다고 하며 이를 유두연이라 한다. 나라풍습이 이로
인하여 민간 명절이 되었고 경주에는 아직도 이 풍속이 있다.12)

위의 인용문은 김극기 문집을 빌어서 조선 중기 이안눌의 동악집 권11과 조선 후기의
동국세시기에 기록한 것이다. 조선후기 유득공의 경도잡지 권2 세시편에는 “속칭 유두
절이라 한다. 우리 나라 풍속에 이달 15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상서롭지
못한 것을 떨어버리고 모여서 마시는 것을 유두음이라 한다.”13)라고 소개했다. 조선 중기
이수광의 지봉 류설14) 권 1 시령부 질서편에서 민간의 명절 행사를 기록하면서 “6월 15
일을 유두절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는 신라 때부터이며 이 날에 수단병을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을 토대로 유두절은 신라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 풍속이 지
켜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월이라 단오요 6월이라 유두로다(｢달풀이謠｣)15)
김매고 방아찧고 목욕하는 소년들아/우리님은 어디가고 유두절을 모르실고(｢12월
가｣)16)
유월이라 유두일에/노래 좋은 꾀꼬리는 南風時節 다 보내고/罷宴曲을 슬퍼하며 수를
술적 날아드네.(｢靑孀歌｣)17)
유월이라 유두날에/유두노리 눌과하리(｢과부가｣)18)
유월이라 유돗날에/놈의집도 소년덜은 들르는 건 양산이곡 받치는 건 선제인듸/설룬낭
군 어딜가난 선제들충 몰르는고/그도 설루와 못살더라.(｢달거리｣)19)

12) 十五日 東俗稱流頭日 按金克己集 東都遺俗 六月望日 浴髮於東流水 祓除不祥 因爲禊飮 謂之流頭宴
國俗因之爲俗節 慶州尙有此風焉
13) 俗稱流頭節 國俗以是月十五日俗 髮東流水祓除不祥 因會飮 號流頭飮
14) 1563년 출생한 지봉 이수광의 저서로 유득공의 ｢경도잡기｣, 김매순의 ｢렬양세시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등과 같은 순 민속학적 저서들이 실학파 계통의 학자들에 의해 뒤를 이어 세상에
나온 바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앞 저작의 효시. 황철산, 주강현 엮음(1991), “리봉 리수광이
조선민속학 분야에 남긴 유산”,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 p.356.
15) 임동권(1979), ｢한국민요｣ Ⅴ, 집문당.
16) ｢東光｣ 제7호, 1926.11. 이은상(1958), ｢鷺山文選｣, 영창서관, p.441.
17) 고정옥(1949),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p.410.
18) 김성배 외(1961), ｢주해가사문학전집｣, 정연사, p.438.
19) 김영돈(1965),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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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이라 유두날에 오만짐성이 개골하니/우리님은 어디가고 개골할줄 잊었는가.(｢잦은
강강술래｣)20)
유월가머 유두날이/우리나라야 신선당에 장구판이 비었는데/우리야 임은 어들가고
장구바닥아 모르시노.(｢달노래｣)21)
유월이라 유두일에 산악에 불이 나고/암석이 끄러날 제 괴수하에 피서하랴 누웠으니/
우리 님은 노정 송풍만 아시는고(｢관등가(觀燈歌)｣)22)
어와 벗님네야 빈천을 한치마라/이렇듯 노닐 적에 슬프도다 우리 부모/유두절을 모르
시나(｢사친가｣)23)

위에 인용한 것처럼 유두절은 여러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박장원이 구당집 권6에서
“우리나라의 유두절은 서쪽 누대에서 베개 베고 누워 부채질하는 때(東國流頭節 西樓扇枕
時)”라고 언급한 것이라든가, 조문명이 학암집 책2에서 “고향에서는 유두 명절을 맞았을
터인데, 타향에서 나는 사명을 받들 때라(故國流頭日 殊方奉節時)”하고 시를 읊은 것에 비춰
볼 때 사대부에게도 유두절은 보편적인 풍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사대부의 문집뿐만
아니라 6월을 노래한 세시가요 상당수에서 유두절이 언급되는 것만 보아도 유두절 풍속은
신분계층을 떠나 민족 전체가 즐긴 풍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명절로 자리하는 유두절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풍속인지, 한국에서 발생된
고유의 풍속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도 있는 고증이 부족했다. 아언학비, 열양세시기
등에 언급된 중국 유래설을 따라 “계민속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정착해 일종의 위생과 신
앙이 복합된 가장 성대한 여름 민속이 됐다”24)는 유입설이 있다. 정약용의 아언학비에
따르면 유월의 세시풍속인 유두는 계(稧)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계의 본뜻은 깨끗하
다는 결(潔)과 같은 뜻으로, 중국 고대에 동쪽에 흐르는 강물 상류에 가서 몸을 씻으며, 부
정을 털고 회음(會飮)하는 신사(神事)를 계라 했다. 김매순의 열양세시기는 “고구려･신라 때
우리나라의 남녀들은 술과 음식을 갖추어 동으로 흐르는 물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잔치도
하여 즐기면서 상서롭지 못한 것들을 없애버린다. 이 풍속은 마치 옛날의 진유의 풍속25)과
20)
21)
22)
23)
24)
25)

지춘상 편(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6-1, 전남진도군편, p.232.
조동일 편(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7-3, 경북경주월성군편, p.524.
작자와 연대 미상의 규방가사. ｢청구영언｣ 대학본 끝에 수록. <월령상사가(月令相思歌)>라고도 함.
작자 미상. 조선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규방가사.
손인수(1991), ｢한국인의 교육 세시풍속｣, 문음사, p.327.
중국 춘추 시대에 정(鄭)나라의 진수(溱水)와 유수(洧水)는 그 나라의 2대 하천으로 지금의 중국
하남성 개봉도 정현(鄭縣)에 속한다. 2대 하천은 정나라 사람들이 유관(遊觀)의 당으로서 유명하며,
｢시경(詩經)｣의 정풍(鄭風)에 그 풍속이 노래되고 있다. 봄축제에서는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진수와 유수의 합류점 근처에 모였다. 난초를 따러 떼 지어 와서 교대로 노래 부르는 경쟁을 하고,
치마를 걷고 유수를 건너며 서로 결합하면 새로운 연인이 되었고, 헤어질 때 사랑의 표시와 약혼의
징표로 꽃을 주고받았다.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 옮김(2005),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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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러므로 그 날을 유두라고 한다. 후세에 이르러 비록 이 풍속은 없어졌지만 그로 인
해서 명절이 되어 오늘에 이르도록 고쳐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26)
중국 유래설로 주장할 때 중국의 ‘계’를 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유두 풍속과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 따라서 본고는 유두절은 한국에서 발생한 고유의 풍속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 아언학비에 기록된 중국의 계음은 유두절과 세시풍속의 시기가 다르다. 후한서의
｢예의지｣에 보면 중국에서는 “3월 첫 뱀날에 민․관이 함께 어울려 동류수 가에서 계음(禊
飮)을 즐겼다”27)는 기록이 등장한다. 당시 중국의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민과 관이 함께
신분귀천을 떠나 어울렸다는 것은 보편화된 풍습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후한서 기록에
등장하는 계음은 춘계(春稧)라 하여 3월 3일에, 추계(秋稧)라 하여 7월 14일에 계를 행하고
있어 계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 봄 여름 행사인 계음과 여름철 행사인 6월
15일의 유두절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를 갖고 있다. 중국의 여름 목욕 풍속으로는 6월 6일
개나 고양이를 목욕시키는 풍습28)이 있을 뿐이다. 열양세시기에서 유두절 풍속과 같다고
본 진유의 풍속은 정(鄭)나라의 봄축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속에서 목욕도 하고 잔치도
하는 유두절의 여름풍속과는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다. 세시풍속은 무엇보다 그 개최 시기가
중요한 만큼 봄가을의 계음과 여름의 유두절은 차이가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열양세시기에 기록된 중국 동류수에서의 계음은 한국의 유두절(流頭浴․流頭薦新)
과는 그 풍속에서 행하는 행위 자체가 크게 다르다. 중국의 계음이 물위의 풍류놀이라면,
한국의 유두절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정화와 피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유두절은
농번기의 노동과 여름의 더위에 지친 몸을 쉬어가기 위해서 조상과 농신에 대한 제사를 지
내고, 물속에서 목욕하고 머리감는 놀이를 겸한 휴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춘계․추
계가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의 관조 축제라면, 한국의 유두는 더운 계절의 시기에 직접 물
속으로 몸이 잠수하는 체험 축제인 것이다. 따라서 ‘동류수’의 계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에서 전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물과 관련한 축제의 성격 측면에서도 중국의 풍습과 유두절이 크게 다르다. 물과
관련된 중국의 물축제로는 포수이절(潑水節)을 들 수 있다. 봄철의 경우 운남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다이족(傣族)과 더양족(德昻族)은 그들의 역법에 따른 전통적인 새해축제 포수
이절을 4월 15일(다이력으로는 6월 1일) 개최하는데, 강가에서 서로의 몸에 물을 끼얹는
물놀이 풍습이다.29) 바가지의 물을 옆 사람들에게 끼얹는 이 물세례축제는 다이족 자치주인
시솽반나(西雙版納)에서 유명한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징훙(景洪)의 윈난민족촌(雲南民族村)
에서는 해마다 3월 이후 매일 오후 1시께부터 관광객이 참여하는 가운데 포수이절 행사가

26) 新麗時 國人士女 具酒食 就東流水頭 沐浴 宴樂 祓除不祥 如古昔溱洧之俗 故名基日曰流頭 後來雖
無此俗 而沿爲名節
27) 三月上巳 官民竝禊飮于東流水上
28) 六月六, 猫狗畜牲齊洗浴.
29) 지금은 다이족 자치구뿐만 아니라 이웃의 하니족, 칭뽀족, 지노족도 포수이절을 즐기고 있다.
강명상(1995), ｢중국의 이색 풍속｣, 을유문화사,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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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다.30) “다이족은 중국의 영토 내에 속해 있으나 그 문화는 한족의 문화와는 이질적”31)일
뿐만 아니라 포수이절의 물놀이 행사는 부처를 경배하는 마음에서 불상에 쌓인 먼지를 물로
닦고 끼얹는 데서 유래한 다이족의 신년 행사여서 당연히 유두절과는 연관성이 없다.
넷째 동일한 한자문화권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세시풍속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다른 6월 여름철 풍속에서 유두절과 유사한 풍속은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의 6월 풍속으로 삼복을 비롯해 6월 1일 반년환(半年丸), 6월 6일 반년절(半年節)과
쇄충절(천황절)32) 등의 풍속이 전해진다.33) 유두절과 같은 6월의 풍속이 중국에 없는 점
또한 한국 자생설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많은 문헌에서 우리의 전통 명절로 언급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동유는 주
영편에서 “우리나라 명절 중에 오직 유두만이 고유의 풍속이고 그 밖의 것은 다 중국에서
절일이라고 일컫는 날”34)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연은 간재선생문집 권2에서 “30일 동안
더위를 먹어 정신이 오래도록 피곤하니, 천년 동안 유두 풍속이 있을 만 했네.(三旬病暍神
長倦 千載流頭俗尙存)”, 이안눌은 동악선생집 권11에서 “유두는 본래 동도(경주) 풍속인
데(流頭本是東都俗)”, 김령은 계암선생문집에서 “우리나라 풍속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
려온, 유두는 옛날부터 있어 왔네.(東俗傳來久 流頭自古因)”하고 시를 읊었다.
이상 다섯 가지를 통해 유두절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풍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시풍속을 외지 유래설로 수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 기일･명칭･행사의 성격 및 내용 등인데 이 점에서 유두절은 중국의 풍속과 모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35)
30) 하성봉(2004), ｢중국의 하늘을 연다｣, 일송북, p.389.
31) 김선풍 외(2003), ｢한국민속과 중국 서남민족의 민속비교｣, 박이정, p.23.
32) 이날 성황묘에 모여 쇄포회를 거행하는데 神器와 城隍의 의식(衣飾)을 깨끗이 씻어낸다. 강절
(江浙) 일대 부녀들은 이날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에 기름기나 때가 끼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다. 또 고양이･개를 강에서 목욕시켜 이와 나무굼벵이를 피한다. 상기숙(2003), “중국
청대의 세시풍속 고찰”, ｢중국소설논총｣ 제17집, 한국중국소설학회, p.150.
33) 중국의 지역별 6월 풍속으로는 6월 6일 옷가지나 책들에 바람을 쏘여 해충을 몰아내면 해충이
끼지 않는다(六月六, 晒依服)는 풍속이 있다. 이 날 지역별 행사를 보면 하북성 삼하(河北省
三河)에서는 이 날 물을 길어다가 물건을 담가 두면 오래도록 썩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절강성
부평(浙江省 “平), 하북성 순의현에서는 ‘六月六的麵’이라 하여 새벽날 밝기 전에 물을 길어다
가 염면(厭麵)이라는 국수를 만들어 사악한 것을 피했다. 북부 농촌에서는 ‘6월 6일에는 곡물의
아름다운 이삭을 볼 수 있다(六月六, 看穀秀)’는 말이 있었다. 6월 13일은 목수 미장 석공 등이
뛰어난 공인인 노반야(魯班爺)의 생일로 섬기는 날, 북경 동쪽 교외 농민은 13일을 용왕이 비를
몰아와(分m兵) 멈추지 않을 때는 처녀들이 종이를 사람 모습으로 잘라 대문 왼쪽에 걸고 비가
멎도록 기원하는 풍습(掃晴娘)이 전해진다. 6월 17일은 수모낭낭이라는 물의 신이 탄생한 날,
18일은 용왕의 생일이라고 해서 용왕묘에서는 묘회(廟會)를 지낸다. 23일은 가축을 보호해주는
마왕야(馬王爺)의 생일, 24일은 관제(關帝)의 생일로 가뭄이 계속되면 대규모 기우제를 지내며,
26일은 양자강 유역의 수신인 이랑신(二郞神)의 생일이다. 서울 언론인 클럽(1994), ｢중국 민속
생활사 1｣, 서울 언론인 클럽, pp.15~17.
34) 정동유, ｢晝永編｣상, “我國節日 惟流頭爲東俗 其餘皆中國稱節之日也.”
35) 衣田千百子는 중국세시풍속과 연계된 수용단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1) 단순수용은 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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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라시대 이전부터 한국의 고유 풍속으로 내려오던 유두절을
복원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이라 하겠다.

특징 비교

중국 계음

우리나라의 유두절

시기

춘계(3월 3일), 추계(7월 14일)

6월 15일

행위

물위의 풍류놀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정화와 피서

성격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의 관조 축제

물속에서 목욕하고 머리감는 놀이를 겸한
휴식

6월 풍속

-

유두천신, 유두연, 유두면, 유두떡

수록된 문헌 기록

아언학비, 후한서, 열양세시기

주영편, 간재선생문집, 동악선생집,
계암선생문집

2. 유두욕(流頭浴)과 물의 상징성
세계 문명 발상지가 큰 하천을 끼고 있듯 인류의 문화는 물과 함께 발전되었다. 인류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는 오래된 사실로 “고대 문명에서는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 종자가
되는 액체로, 지구자궁의 즙으로 신성시”되고 있었다.36) 고구려 동명왕의 어머니가 못에서
신라 박혁거세의 부인이 우물에서 태어난 데서도 알 수 있듯 우리 민족이 물에 부여하는
상징의 의미는 남다르다. 여성의 몸은 직접 생명을 생산하는 몸체로 물의 상징성에 닿아 있는
것에 연유한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물은 생존의 생명수와 같아 물에 대한 갖가지 세시풍속37)을 낳았는데
유두일이 그 대표적인 의례라 하겠다. 유두날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맑은 개울이나 폭포를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동쪽의 색채가 청색으로, 계절적으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명칭 내용 모두가 중국 행사 그대로 수용(元日･입춘･한식･청명･浴佛日･중양･동지･除夕). 2) 이중
구조적 수용은 상층계급에서는 중국의 행사 그대로 수용하나 일반서민은 그와 유사한 고유행사
로서 이해하고 대행하는 경우(이월초순의 행사･上巳･단오･칠석･중원). 3) 명칭수용으로 기일,
명칭은 중국과 같으나 행사의 성격 및 내용은 한국고유의 것으로 명칭만의 수용(人日･상원･
중추), 재인용, 장정룡(1988),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p.21.
36) 알레브 라이틀 크루티어(1997), ｢물의 역사｣, 예문, p.22.
37) 새해 첫 진일(辰日)을 ‘용의 날’이라 하여, 하늘의 용이 우물 속에 낳는다는 알을 주부들이 떠가
려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을 떨었다. 이 물로 밥을 지으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또 입춘 전날
에는 물을 남에게 주지도 얻지도 않는 풍습이 있었는데 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보여진다. 입춘날 물을 헤프게 쓰면 수신(水神)의 노여움으로 흉년이 들거나 홍수 피해를 입는
다고 했다. 정월 대보름날 밤 우물에 달그림자가 뜨는 것을 ‘용알 뜬다’하고 용알을 떠 먹은 여
인은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속신도 있다. 김재일(1997), ｢우리 민속 아흔아홉 마당｣, 한림미디어,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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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인데다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방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38) 또 하나는 유두절
을 시작한 경주의 모든 물이 동쪽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지리적 측면과도 연관이 있을 것
이다.39)
六月ᄼ 보로매/아으 별해 룐 빗다호라./도라보실 니믈/젹곰 좃니노다/아으 動動
다리(｢動動｣)40)
유월 유두일에 사람마다 목욕허며/裸體露髮 못견디여 송정녹음 가네/나도 미리
피서야 玉欄干의 안시니/천금셰 간졀허여 雙行눈물 졀노다.(｢別別想思歌｣)41)
유월이라 유두일에 반가울손 순풍이야/치마옷깃 흘날리니 바람마다 한숨이요 한숨마다
노래일쎄/김매고 방아찧고 목욕하는 소년들아/우리임은 어디가고 유두일을 모르신
고.(｢十二月歌｣)42)
유월이라 유도일에/사람마다 목욕하고 송정에 놀러간다/옥난간에 홀로 앉아 일촌간장
만단수심 차례로 자아난다/가련타 우리낭군 유도시절 잊었난가.(｢달거리｣)43)
六字 한자 들고보니 六月이라 流頭날에/탁류놀이가 좋을시고(｢각설이타령｣)44)
오월단어루 막어주구/오월이라 드는 홍수/유월이라 유두날루 막어주구/유월이라 드는
홍수/칠월칠석날에 오작교에 다리놓듯/까치보럽으루 막어주구(｢안성군 삼죽면 민요
1｣)45)

위에 인용한 세시가요를 통해 유두절인 보편화된 풍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동｣
에 나타난 ‘버린 빗’을 통해 목욕이나 머리감기 등의 유두욕의 풍속이 보편화되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별별상사가｣, ｢12월가｣, ｢달거리｣에서는 목욕의 풍속을, ｢각설이타
령｣에서는 탁류놀이를 엿볼 수 있다. 문사(文士)들은 술과 고기, 음식을 장만하여 녹음이 짙
은 계곡이나 정자에 가서 시가를 읊으며 유두연을 열어 하루를 즐기기도 했다. 이익의 성
호전집 권8 ｢해동악부｣ 유두음에는 “어지럽게 남녀들은 양지바른 언덕으로 나왔네. 수양버
들 깊은 곳에는 대가집 자제들 모이고, 수많은 말 술 곁에는 미녀들 둘려 있네. 사람마다
머리를 감는데 곳곳마다 그러하니, 대낮에도 촛불을 밝히니 밝기가 여파(瓈玻)와 같다”면서
38)
39)
40)
41)
42)
43)
44)
45)

최운식(1993), ｢민속적인 삶의 의미｣, 한울, pp.115~116.
최상수(1988), ｢한국민속문화의 연구｣, 성문각, p.106.
｢악학궤범｣ 권5, 시용향악 정재도의 아박.
김동욱, 임기중(1982), ｢교합아악부가집｣, 태학사, p.127, 필사본.
｢동광｣ 제7호, 1926. 11. 이은상(1958), ｢노산문선｣, 영창서관, p.441.
임동권(1980), ｢한국민요집｣ 5, 집문당, p.226.
임동권(1961), ｢한국민요집｣ 1, 동국문화사.
조희웅 편(1982), ｢한국구비문학대계 1-6｣, 경기도 안성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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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두 풍속을 자세히 묘사했다. 최남선의 조선상식 풍속 편과 이승만의 풍류세시기
등에서는 인기 있는 물맞이 장소로 서울 정릉 계곡, 송림(松林)과 물이 좋은 악박골, 사직단
이 있는 황학터 근방, 낙산 밑, 광주 무등산의 물통폭포, 제주도 한라산의 성판봉(城坂峰)폭
포 등을 꼽았다.
우리 민족은 유두 풍속을 통해 상서롭지 않은 것을 쫓아내고, 여름 더위를 예방하고자 했
다. 흐르는 물에 몸을 담그거나 몸을 씻는 행위는 물의 정화력에 근거하고 있다. ‘목욕만 해
도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갠지스강의 상징성처럼 유두절 기간의 모든 강은 우리 민족
에게 제의의 공간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유두욕 풍속은 중국의 상사계욕(上巳禊浴),
인도의 항하침욕(恒河浸浴), 인도와 불교의 관정(灌頂), 기독교의 세례(洗5), 불교의 욕불일
(浴佛日)46) 등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은 성 요한 축일날(6월 23일) 자정에 손과 발·얼굴을 씻으면 상처가 없어지고 피부
가 부드러워진다고 하여 샘이나 강·호수·바다에서 멱을 감는 풍습이 있다.47) 우리나라 역시
예로부터 물과 정화의 의미를 관련지어 왔다. 망자를 씻으며 편안한 저승길을 기원하는 천
도굿, 죽은 영혼을 씻는 씻김굿, 뒤뜰이나 서낭당에서 개인적으로 물을 떠놓고 기원하는 정
화수,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제주의 목욕재계 등은 물의 신성함을 믿는 의식이다. 민간의
풍속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례도 잦았는데 고구려는 수신제를 올렸으며, 신라는 크고
작은 소(昭)와 4대 강에 제사를 올렸으며, 조선은 삼면의 바다와 한강·압록강 등에 제사를
지냈다.48)
물에 대한 경건한 마음은 현대에 와서도 여전하다. 현대시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우리가
저와 같아서/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라든가 “지금 우리는/불로 만나려 한다/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저 불 지난 뒤에/흐르는 물로 만나자/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올 때는 인적 그친/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등은 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에서는 강물을 통해 하루 노동의 고단함을 씻고 슬픔도 내다버리는 위안을 얻고 있으며,
｢우리가 물이 되어｣에서는 생명력과 화해의 상징을 지닌 물을 통해 소멸과 갈등을 일으키는
불을 극복하고 있다.
물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창조성과 영원존재로서의 신성성 등이 담겨 있다. 여자들이
꿈에서 물을 보면 자식을 낳는다는 속신은 물이 생성의 정령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두욕
은 물을 통해 몸과 마음의 부정한 것을 씻는 정화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건강과
행복을 비는 제의적 의미를 지닌다. 유두절에는 유두욕 외에도 물놀이, 모래찜질 등 다양한
놀이가 있었다. 사내들이 몰래 부녀자들의 유두욕을 지켜보는 ‘유두사리’라는 이색풍습도 그
46) 부처를 씻음으로써 부처의 은혜를 얻으려는 의식은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의 ‘四月八日浴佛’,
宋의 ｢東京夢華錄｣ 1147년 권7에 “各有浴佛際會 煎香藥糖水相遺 名曰浴佛水”, 元의 ｢武林舊事｣에
“諸寺院各有浴佛會”, 淸의 ｢淸嘉錄｣에 “曰浴佛”, 淸의 ｢臺灣縣志｣에 “謂之洗佛” 등에 기록이 있다.
47) 울리히 쿤 하인 편, 심희섭 옮김(2001), ｢유럽의 축제｣, 북21 컬처라인, p.68.
48) 김재일(1997), ｢우리 민속 아흔아홉 마당｣, 한림미디어,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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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이다. 이를 두고 남녀유별이 엄격하던 당시에 상반신을 드러내고 물속에 들어가는
부녀자들의 감각적인 정경을 훔쳐보던 성(聖)과 속(俗)이 적절하게 배합된 세시풍속이었다
고 보기도 한다.49)

3. 유두 절식과 시식
유두절이 있는 유월은 절기상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와 대서 등의 절기가
있는 중복(中伏) 무렵으로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이다. 6월은 ‘유월 저승이 지나면 팔월 신
선 돌아온다’ 하리 만치 경계한 ‘액달’이다. 농번기50)에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무더
위로 인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액달’이라고 하여 경계하였다.
유월이라 유두날 뇌성벽력을 막아내고/유월에 드는 삼젠(｢고사요｣)
시시때때 드는 액은/달풀이로 풀고 가자/(중략)/유월유두로 막아내고/유월에 드는액은
(｢비나리｣)

｢고사요｣와 ｢비나리｣에서 보여지듯 유두로 액달을 피해 나가고자 했다. 유두절에는 유두
욕을 통한 청결과 피서의 휴식 외에도 유두절의 시절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보신하여 건강을
지키며 액달을 비켜 나가는 지혜가 담겨 있다. 유두절에는 햇과일과 새로 나는 채소와 과일
등을 차려 조상과 농신에게 감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유두천신, 햇과일과 여러 가지 음식,
술 등을 먹는 유두연(유두잔치), 약수마시기 등을 통해 여름철의 질병과 더위를 물리치는
액막이를 했다. 유두절은 바쁜 농사일과 더위에 지친 일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여름휴가
의미를 지닌 명절이었다. “다음 단계의 농사일로 넘어가기에 앞서 하루를 잘 쉬는 것이라든
가, 무더운 여름철의 계절적 특성에 맞게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유두절이 갖는 지혜로운
세시풍습”인 것이다.51)
유월이라 유둣날은 유두명절이 이아니냐/천주적벽에 찧은떡은 올기쫄기 맛도좋다/혼자먹
기가 아득하다(｢망깨노래｣)52)
六月이라 보름날 유두 먹는 날(｢달풀이｣)53)
49) 손인수(1984),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문음사, pp.158~159.
50) 한국의 6월 농촌에서는 보리수확 김매기 누에치기 감자수확 담배잎따기 깨심기 마늘수확을, 어
촌에서는 오징어잡이 광어홀치기 칼치잡이 멸치잡이를, 산촌에서는 사방공사 꺾꽂이 버섯채취
병충해예방 등의 일로 바쁜 농번기다. 여름철 놀이가 단오의 씨름, 그네뛰기, 두레놀이 정도로
다른 계절에 비해 적은 것은 계절적으로 가장 무더우면서도 바쁜 농번기이기 때문이다. 장정룡,
민속학회 편(1995),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pp.116~117 참조.
51) 사회과학원 민속학 연구실(1993), ｢조선의 풍습｣, 학민사, p.153.
52) 밀양 민속, 김성배(1975), ｢향두가･성조가｣, 정음사,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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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이라 십오일은 유두명절 아니러냐/백분청류에 지진전병 졸짓졸짓 맛도 좋다/임없는
빈방에 혼자서 먹기 금창이 막혀 못먹겠네(｢靑孀謠)54)
유월이라 유듀날으는 유두정역이 아닐렌가/백번천번 뜯어논 떡은 혼자 먹기두 목이미네/
컴컴한 빈방안에 나 혼자 먹기두 막막하다.(｢장부가｣)55)
삼복은 속절이요 유두는 좋은 날(佳日)이라/원두밭에 참외 따고 밀갈아 국수하여/가묘에
천신하고 한때 음식 즐겨 보세/아녀자 헤피 마라 밀기울 한데 모아/누룩을 만들어라 유두
누룩 치느니라/호박나물 가지김치 풋고추 양념하고/옥수수 새 맛으로 일 없는 이 먹어 보
소.(｢農家月令歌｣)56)

인용한 세시가요에서처럼 유두절에는 시절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다. 밀양 민속으로 전해
지는 ｢망깨노래｣, ｢달풀이｣, ｢청상요｣, ｢장부가｣에서는 유두절의 시절 음식이, ｢농가월령가｣
에서는 6월의 시절 음식이 상세하게 등장한다. 유두의 시절음식으로는 유두면, 건단, 수단,
밀전병, 호박밀전병, 증편, 편수, 연병(蓮餠), 상화병(霜花餠), 수각아, 화전, 맨드라미전, 유
두떡, 밀부침이, 밀수제비, 콩국수, 호박전 등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팥죽을 쑤어 먹으면
풍작이 든다하여 팥죽을 먹기도 했으며, 밀국수를 해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여 제
사나 고사를 지낼 때 밀가루를 이용하는 음식을 많이 사용했다. 시기적으로도 이때는 보리와
밀이 나오는 계절이다.

Ⅳ. 태백시의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진단을 통한 유두절 계승
1.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강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다. 세계의 모든 문명은 강에서 비롯됐으며, 모든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생겨난다. 그런 점에서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삼면으로 흘러가는 태백의 강은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다.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 남해로 흘러가는 낙동강, 동해로 흘러가는
오십천이 모두 태백에서 발원한다. 태백시에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삼수령이란 지명과 삼
수동(三水洞)이란 행정구역을 지니고 있다. 3대강의 발원지를 품은 태백시는 강의 고향이며,
생명의 시원인 셈이다.
낙동강은 본류의 길이가 525㎞로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다. 태백시 황지동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경북 봉화·안동·예천·상주·구미·칠곡·고령을 지난다. 또 경남 밀양·김해 등을 지나서
남해바다로 흐른다. 김해시 대동면 남동쪽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서쪽은 서낙동강이
53)
54)
55)
56)

임동권(1961), ｢한국민요집｣ 1. 동국문화사, p.108.
위의 페이지.
김선풍(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2-1, 강원, 강릉, 명주군편, p.366.
임기중(1994), ｢필사본 역대가사문학전집｣ 8, 여강출판사, pp.403~404.(정약용의 ｢악부｣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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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바다로 흐르고, 본류는 부산 사하구 낙동강 하구언까지 흘러 남해로 들어선다. 낙동강은
예로부터 영남지역의 농사를 결정짓는 젖줄이자, 영남문화의 대동맥이었다.
한편 한강의 길이는 514.4km로 ‘한강의 기적’이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수도권 생명의
물줄기이자 민족의 젖줄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세종실록을 비롯한 고문헌에는 평창군의
오대산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인공위성이 찍은 정확한 지도를
근거로 국립지리원은 1987년 태백시 금대봉 기슭의 해발 950m 지점에 위치한 검룡소가
우통수보다 32킬로미터 더 긴 발원지라는 것을 공인했다. 검룡소에서 발원한 샘물은 정선
의 조양강·영월의 동강·여주로 흘러 경기도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한 뒤 강화만에서 서
해로 들어간다. 한강 발원지 검룡소(儉m沼)는 석회암반을 뚫고 올라오는 지하수가 하루 2
천 톤 용출하는데, 솟아 나온 물이 곧바로 20여 미터의 완만한 폭포를 이루며 쏟아지는 광
경이 장관을 이룬다. 주위의 암반에 푸르게 자라는 물이끼는 신비감을 더해 준다. 문화재청
은 2010년에 검룡소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
태백시는 한강 발원제·낙동강 발원제·워터페스티벌 등 강 혹은 물과 관련하여 제각각 개최
되던 행사를 하나의 여름축제로 통합하기로 하고, 2016년 처음으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시작했다. 그동안 태백시에서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에서 각각의 행사를 열어
왔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한강 발원제로, 낙동강 발원제보다 6년 앞선 1997년에 시작
되었다. 검룡소가 한강 발원지라는 것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태백문화원이 주관하여 한강
발원제를 개최했는데, 2003년부터는 지역의 사회단체인 (사)한국상록회 태백상록회가 그 행
사를 주관하고 있다. 한강 발원제는 매년 8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린다.
한강 발원지인 태백 검룡소에서 생명의 원천인 물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11회 한강
대제’가 개최된다. 이날 한국상록회 황지지회는 국태민안을 빌고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물 빨리 먹기, 물 많이 먹기,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 즉석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등
4개 분야 12개 단위행사로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57)
한강의 발원지인 강원 태백시 삼수동 검룡소에서 생명의 원천인 물의 의미를 되새기
는 제14회 한강대제를 올리고 있다. 한국상록회 황지지회는 한강 발원지로서 상징적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한강대제가 열리는 매년 8월 전설상의 서해 용
왕에 용신제를 올리고 있다58)
제15회 한강 발원제가 7일 강원 태백시 삼수동 소재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 일원에서
태백상록회 주최로 열린다. 이날 한강 발원제는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신제를
갖고 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물속에서 숨 오래 참
기, 물풍선 던지고 받기, 물 옮기며 이어달리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 관련
행사에 이어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등이 열린다.59)
57)《뉴시스》, 2007년 8월 3일.
58)《더리더》, 2010년 8월 9일.
59)《연합뉴스》, 2011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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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로 통합한 뒤에도 한강 발원제는 기존 방식대로 치르고 있다.
주관하는 단체도 태백상록회 그대로이며, 행사일 역시 예전부터 시행하던 8월 첫째 주 일요
일에 한강 발원지 검룡소에 개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제 20회, 2017년에 ‘제21회 한강
발원제’라는 행사 명칭도 예전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한강 발원제’는 2010년인 제14회까지는 ‘한강 대제’
라는 행사 명칭을 썼다. 그러다가 2011년인 제15회째부터 지금까지는 ‘한강 발원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아직 태백시의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측에서는 한강 발원제의 명칭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2016년의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
제’에서는 한강 발원제라는 명칭을 썼으나, 2017년에 배포한 축제 공식 리플렛에는 ‘한강대
제’라고 밝히고 있다. 주관 단체인 태백상록회가 내건 현수막은 ‘제 21회 한강 발원제’였다.
통합 행사와 개별 주관처의 명칭이 다르다보니 언론사 역시 ‘한강 발원제’와 ‘한강 대제’를
혼용하여 쓰는 실정이다. 축제의 명칭은 행사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인 바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제12회 낙동강 발원제) 태백문화원 주최로 열린 낙동강 발원제는 낙동강 1300리가
발원하는 황지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국가의 변영과 낙동강 유역민들의 안녕을 기원
하는 제례를 올렸다. 이날 제례는 진설-강신-참신-초헌-고축-아헌-종헌-음복-소지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동 용신굿 12거리가 펼쳐졌는데 예부터 조상들은 물에는
용신이 살며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60)
(제13회 낙동강 발원제) 제례봉행은 초헌관인 부시장, 아헌관인 시의장, 종헌관인
문화원장을 비롯해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1300리 유역민들의
번영과 화합 기원을 통해 황지연못이 낙동강이 발원하는 유서 깊은 고장임을 널리
알렸다. 이날은 특별하게 가뭄 해갈을 위한 기우제 성격의 기원을 함께 올렸다. 이날
낙동강 발원제가 종료됨과 동시에 천둥과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황지
연못을 비롯한 태백지역은 오후 내 30㎜가 넘는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큰 도움
이 됐다.61)
낙동강 발원제는 태백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단오날에 맞춰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
못에서 개최됐다. 낙동강 발원제는 제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용신제의 제례 행사 외에
도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위해 물동이 이고 달리기나 물지게 지고 달리기 대회를 할 때
도 있었다. 태백문화원은 2002년까지 주관하던 한강 발원제(당시 명칭은 한강대제)를 태백
상록회(당시 명칭은 황지상록회)에 이관하고, 2003년부터는 낙동강 발원제를 한 것이다.

60)《뉴시스》, 2014년 6월 2일.
61)《뉴시스》, 2015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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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태백 워터페스티벌 포스터(2014)

한편 태백 워터페스티벌은 태백의 여름 축제인 ‘쿨시네마 페스티벌(제1회는 1997년)’의
특별 행사 프로그램으로 2009년 처음 시작되었는데, 관객의 호응이 좋아 해마다 연례행사로
이어졌다. 워터페스티벌은 개인이 사용하는 물총과 소방차가 제공하는 물대포 등 물줄기가
태백시 도심을 가득 메우면서 축제장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물폭탄이나 거품폭탄 등을 통해
아이와 성인이 함께 물놀이 난장을 벌이는 흥겨운 놀이마당이었다. 워터페스티벌 행사에는
팀대항 물싸움, 물풍선으로 캐릭터 판 맞추기, 얼음벽돌 몸으로 녹이기 등의 각종 게임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 행사가 끝나면 참가자 전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인기를 끌었다.
2015년 제6회 워터페스티벌을 끝으로 단독 행사명은 사라지고, 2016년부터는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속의 ‘얼水절水 물놀이 난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62)

62) 워터페스티벌 관련 내용은《한국일보》(2009년 7월 27일), 《뉴시스》(2011년 8월 1일),《연합
뉴스》(2015년 8월 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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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명칭

개최 시기

특징

1997~2017

한강 발원제

유두절
(첫 행사)

2003~2017

낙동강 발원제

단오

한강발원지 검룡소에서 개최,
용신제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
개최, 낙동강 유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

주관기관

2009~2015

태백워터페스티벌

여름(8월 초)

물총 싸움, 물풍선 놀이

태백시
축제위원회

2016~2017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여름
(7월 말~8월 초)

한강 발원제, 낙동강 발원제,
태백워터페스티벌 등 3개의
축제를 통합

태백시
축제위원회

태백상록회
태백문화원

태백시가 통합 축제로 개최한 첫 행사 ‘2016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의 프로그램 중에서
물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례 행사로 낙동강 발원제, 한강 발원제가 있으며, 관광
객의 체험행사로 ‘얼水절水 물놀이 난장’, 물총 퍼레이드, 오색물풍선, 황지 발원수 생수 체험,
낙동강 1300리 소원배 띄우기, 황지 명수 족욕카페가 있다. 볼거리로는 황지연못 설화를
마당극으로 꾸민 황부자 공연 등이 있다. 축제장 옆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중앙로 방향의
번영로 하행 2차선을 통제한 뒤 300m 크기의 워터슬라이드 놀이시설이 유료로 운영되었다.
통합 축제로 두 번째 열린 ‘2017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의 프로그램 중에서 물과 관련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례 행사로 낙동강 발원제, 한강 발원제가 있으며, 관광객의 체험
행사로 ‘얼水절水 물놀이 난장’, 태백 발원수 체험, 황지 명수 족욕카페(옛날 방식의 펌프를
이용한 족욕 체험), 하이랜더스 카페(럭셔리한 족욕카페)가 있다. 볼거리로는 수계도시 초청
공연 등이 있다. 축제장 인근의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앞에서는 레포츠풀, 대형워터풀,
키즈풀, 에어슬라이드, 아쿠아물놀이 등의 ‘도심 속 워터파크’가 유료로 운영되었다.

2. 유두절의 계승을 통한 축제의 접목 가능성
예로부터 여름철(음력 6월)에는 전통 명절이나 축제가 귀했다. 유두절이 유일한 여름 명절
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각종 여름
물축제(바다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집합체인 축제는 가장 적은 비용
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있는 방
안”63)으로 떠오르면서 물축제와 바다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형 사업으로 자리한다.
축제가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의 정체성 확인 외에도 관광산업의 주요 측면으로
부각되는 점은 현대축제의 특징이다. 전 세계의 많은 축제들이 “관광과 여가 향유의 대상
으로 연희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제의 직접적인 목적 자체가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들”64)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
63) 김승현(2000), ｢축제만들기｣, 열린책들, p.46.
64) 류정아(2003), “축제, 그 현대적 의미와 표상”, ｢축제와 문화｣, 연세대출판부,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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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포스터(2017)
유두절이 바쁜 시기를 물과 함께 하루 쉬게 하는 축제였다면, 현대의 물축제나 바다축제는
여가 시간이 많은 현대인의 창조적인 역동성을 만들어주는 축제이다. ‘동류수’가 아니더라도
강과 바다를 찾아 유두욕의 정화 의미를 새기는 것은 값진 일이다. 여름 강(바다)축제는 참
가자에게는 물의 정화성을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맑은 물에서 즐거운 휴식을 통해 노동
할 수 있는 건강을 충전해 준다. 또 축제를 마련한 지역에는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방문객을 통한 경제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의 여름축제는 행사명과 행사내용이 지역마다 다르고, 유두의
명칭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유두절의 휴양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두절(음력 6월 15일)을
양력으로 기준하여 볼 때 2007년(7월 28일), 2008년(7월 17일), 2009년(8월 5일), 2010년
(7월 26일), 2011년(7월 15일), 2012년(8월 2일), 2013년(7월 22일), 2014년(7월 11일),
2015년(7월 30일), 2016년(7월 18일), 2017년(8월 6일), 2018년(7월 27일) 등 여름철 휴
가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2011년과 2014년이 조금 이른 여름일 뿐 나머지는 여름철 휴가
피크라 할 수 있는 7월 말을 전후하여 유두절이 자리한다. 오늘날의 바다 바캉스, 강이나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철 휴가 역시 유두절의 물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두절 풍속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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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 것이 아니라 현대의 여름 축제 속에 녹아 있는 셈이다. “유두나 복날에 물맞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던 풍속은 바로 오늘의 바캉스와 같은 맥락”65)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의 여름
축제 역시 노동과 더위에 지친 육체의 휴식을 통해 활력소를 찾던 유두절 풍속과 다르지
않다.
일부 사라지긴 했지만 그동안 개최되었던 강과 관련한 여름 행사들을 살펴보면 강원도
내에서는 철원군의 <한탄강 여름축제>,66) 영월군의 <동강축제>,67) 인제군의 <하늘내린 인제
레포츠축제>,68) 화천군의 <쪽배축제>69)가 있다. 강원도 이외 지역의 여름 행사들로는 전남
곡성군의 <섬진강변축제>,70) 울산시의 <태화강 물축제>,71) 충주시의 <호수축제>72) 등을
꼽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여름 축제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강발원지인 검룡소에서 열리는 ‘한
강 발원제(초기 명칭은 한강대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강 발원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유두절의 행사 일환으로 유두절에 맞춰 개최되었다는 점이다. 1997년에 개최된 한강 발원
제에서는 풍년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인 용신제 외에 유두면 시식회가 주요 프로
그램으로 등장했다.73) 태백에서 시식한 유두면은 ‘붉은색 유두 경단’을 넣고 있는데, 붉은
색은 여름철 질병 예방과 부패 방지 등의 주술적 상징을 지닌다. 한강 발원제는 유두절 풍
속에 맞춰 시절음식을 먹으면서 전통을 기렸던 것이다. 그 외 행사로는 물먹기 대회,74) 물
속에서 숨 오래 참기, 검룡소의 천연 암반수를 담은 물통 지급 등이 있었다. 한강 발원제는
1997년부터 7~9월 사이에 열렸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8월 첫째 주로 날짜를 고정하여
개최하고 있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의 물은 처음에는 동쪽 방향으로 흘러나오다가 나중에 큰 강줄기를
형성한 뒤에야 서해로 향한다. 한강의 흐름은 검룡소에서 창죽 입구까지는 동류수(東流水),
창죽 입구에서 임계까지는 북류수, 임계에서 서울까지는 서류수로 흘러간다. 그런 점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유두절의 유래하고도 일치한다.
설날과 추석 등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 모두 그러하듯, 유두절 역시 음력 명절인데다 공휴
일이 아니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태백문화원에서는 인원 동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
제점이 제기되면서 제2회 한강 발원제는 주말로 행사 날짜를 바꾸고, 행사시기도 8월 첫째
일요일로 옮겼다. 유두절이라는 날짜는 지키지 않았어도 한강 발원제에서는 유두면 시식 프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김명자(1994), “세시풍속의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p.374.
행사 내용 : 레프팅대회, 번지점프대회, 수영을 비롯해 철인3종 경기 등.
<동강뗏목축제>에서 변경. 행사 내용 : 래프팅, 뗏목시연, 맨손으로 송어잡기, 물속 줄다리기 등.
행사 내용 : 래프팅, 번지점프, 물축구, 맨손으로 송어잡기, 여들뗏목체험 등.
행사 내용 : 쪽배콘테스트, 수상레저, 수영장 축구, 맨손 산천어 잡기, 남강나루 소금배 오는 날의
옛 추억 퍼레이드, 소망촛불 종이배 띄우기, 수중 보물찾기, 물총놀이, 물풍선, 레저카누 경기 등
<압록 축제>에서 확대. 행사 내용 : 강물 위해 마련한 특설무대. 물속 경기인 아웃도어 경기 등.
행사 내용 : 수영대회, 카누․조정 등 수상스포츠 경기.
행사 내용 : 드래곤보트대회, 전국물축구대회, 핫썸머 이벤트 등.
태백문화원(1997), ｢태백문화｣ 제11집, 태백문화원, p.21.
제1회 물먹기대회 1위 입상자 : 빨리먹기 부문 차옥자, 많이먹기 부문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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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통해 유두절의 명맥을 한동안 이어갔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한
강 발원제에서 유두면도 사라지고, 유두절 풍속의 의미도 사라지고 말았다. 유두절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않자, 그 세시풍속의 의미가 옅어지고 만 것이다. 민족 전통을 지닌 축제는
반드시 날짜와 관련이 있으며 초자연과 인간의 화해 형식이므로 “축제의 일정한 날짜와 제
의정신은 반드시 살려야 할 것”75)이라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평창의 오대산 우통수가 한강 발원지이던 것을 태백의 검룡소가 한강 발원지로 공인 받
은 데 대한 의미를 새기는 행사를 연 것도 좋지만, 축제라는 것은 무엇보다 전통과 깊은 관
련이 있다. 따라서 유두절을 택해 제1회 한강 발원제를 시작했던 만큼 이제라는 그 행사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뿌리내린 유두절의 풍속을 여름 휴양이라는 현대
적 의미와 함께 연계하여 계승 발전시킬 때 한강 발원제는 법고창신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현대의 축제가 “주역이었던 적극적인 마을 사람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수동적 자리로 물
러나 앉게 만들었다”76)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3대 강의 발원지를 지닌 태백지역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은 전통과 맥을 같이하는 길이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한강 발원제,
낙동강 발원제가 2016년부터 통합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는 것
은 변화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통 계승에서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강물을 테마로 하는 태백의 여름 축제가 유두절이라는 전통을 계승한다면 축제의 역사성·민
족의 전통성·타지역과의 차별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1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점검하고 제2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폐광지역교육문화원(대표 김희
철)은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개최기념 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강발원지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하는 방안과 체험형 축제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배만규는 전남 장흥물축제, 양평 워터페
스티벌, 신촌 물총축제, 진주 남강 물축제 등 유사축
제들을 분석하면서 태백 탄광지역의 스토리텔링과 물
의 의례를 강화하는 물제단 성화 퍼포먼스 등을 제안
했다.77) 물의 의례를 강화하고 스토리를 담는 일은
유두절을 계승하는 것이다.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워터페
스티벌을 살펴보자. 이는 참가자의 흥미를 끌기는 하
지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사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 그림 3 ● 물포럼 행사 자료집

있어서 태백지역만의 이색적 특색을 지닐 수 없다.

75) 최명림(2003), “한국 세시풍속의 변화와 문화콘텐츠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
학위 논문, p.70.
76) 이상일(1998),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 출판부, p.83.
77) 배만규(2017),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발전방안”,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개최기념 물
포럼 자료집｣, 폐광지역교육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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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규모 면에서 다른 지역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경쟁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2017년에 개최된 사례만 보더라도 수원의 야구장에 열린 KT 위즈파크 워터페스티벌, 양평
의 워터워페스티벌, 제주도의 함덕 서우봉 해변에서 열린 핫 썸머 워터 페스티벌, 울산의
워터버블 페스티벌, 대구의 워터페스티벌 등 엇비슷한 물놀이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개최되
었다. “축제는 근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기본으로 하는 상품과 브랜
드여야만 하는 것”78)이라는 현대 축제의 성격에 비춰볼 때 소도시일수록 전통적 기반을 갖
추는 것이 경쟁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물총이나 물대포로 참가자들이 어울리는 놀이식의 워터페스티벌에 민족 전통 계승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미 세계적인 물축제로 발돋움한 태국·미얀
마·캄보디아 등을 들 수 있다. 세계적인 물의 축제로 널리 알려진 송끄란 페스티벌은 태국
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 명절 축제이다. 가족과 웃어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불상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손에 물을 뿌리는 것에서 기원한 물축제는 물뿌리기 놀이와 결합하여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얀마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띤얀 스피릿 워터 페스
티벌(Thingyan Spirit Water Festival)이라든가, 캄보디아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본움뚝
(Bon Om Tuk) 역시 물축제(Water Festival)로서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민족 전통
행사이다. 한편 독일 헤센주의 카셀에서 열리는 지젤 페스트(Zissel Fest) 역시 규모 있는
물축제를 자랑한다. 수상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방문자들이 찾아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숲을 낀 강을 관조하는 동안 참가자의 마음을 느긋하게 안정시키는 축
제가 인상적이다.
(2009년) 8월 5일, 흑룡강성 녕안시 발해진 강서촌 조선족 처녀들이 시냇물에 머리를
감고 있다. 이날은 음력 6월 15일로 조선족의 전통명절 《유두절(流頭節)》이였다. 흑룡
강성 녕안시 많은 조선족군중들은 함께 풍속습관에 따라 제사, 춤, 머리감기 등 행사를
펼쳐 바람과 비가 알맞고 신체가 건강할 것을 기원했다.79)
(2015년) 목단강지역 최대 조선족문화축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제8회 영안 유두문화절
축제가 지난 7월 30일 영안시 강남향 명성조선족소진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영
안시 정붕 당서기는 “영안 유두문화절은 농신(农神)을 향해 제를 지내고 건강과 풍년을
기하는 문화행사로서 이미 현지에서 가장 큰 민속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주최 측은 농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유두절 제사(祭祀)를 재현했을 뿐만 아
니라 다채로운 조선족의 가무공연까지 더해 명절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8월1일까
지 개최된 영안 유두문화절은 행사기간에 짚으로 공예품을 엮는 체험행사와 전통악기연
주 체험행사, 돌잔치, 전통혼례, 회갑잔치, 영안입쌀 맛보기, 유두음식전시, 백년부락 전통
문화체험 등을 비롯해 눈 즐겁고 귀 즐거운 여러 가지 체험행사가 함께 진행됐다.80)

78) 이태희(2003), ｢축제 브랜드 경영론｣, 대왕사, p.45.
79)《길림신문》, 2009년, 8월 8일.
80)《동북아신문》, 2015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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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의 헤이룽장성 닝안시(黑龙江省寧安市)에서는 잊혀
져 가는 조선민족의 전통명절을 복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강서촌 마을 단위에서 유두절을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통 복원을 위한 노력은 2007년 헤이룽장성 최초의 무형
문화재(성급비물질문화유산, 省級非物質文化遺産)로 등록되면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
2012년부터는 대다수 주민이 조선족인 특구이자 조선족 민속촌 역할을 하는 명성촌으로 옮
겨서 ‘제1회 녕안시 유두절 문화 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성대하게 개최했다. 조선족은 유
두절 행사에서 유두천신제, 한복 입고 개울가에서 머리감기, 머리를 감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을 묻힌 빗으로 머리 빗어주기, 유두음, 바줄다리기 등의 민속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했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흑룡강성 내에서 조선족 문화유산으로 유일하게 지정된 성
급보호항목”81)으로 자리한 유두절을 전국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지역 조선족 사회에서는 2007년 유두절 행사를 개최하면서 “근년에 유두절 민속 기념
행사를 갖기는 아마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부락들 가운데 처음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다”82)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이보다 10년 앞서 유두절 행사를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개최했으니, 태백의 강 발원제는 유두절을 계승해야하는 명분을 지니고 있다.

Ⅴ. 결 론
중국에서 전래된 다른 명절과 달리 ‘유두절’은 우리 고유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또 현대에 들어서는 그 풍속마저 사라진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본 연구의
출발을 삼았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유두절’의 조명을 통해 민족의 뿌리를 찾고 또
단절된 유두절을 태백지역의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에서 복원하고 계승할 수 있는 당위
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고는 유두절 풍속을 살펴보면서 유두절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한 보편적인 명절임을 확인했다. 또한 태백지역의 발원지 축제가 유두절과 관련이 있
으며, 계승할 명분이 뚜렷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최근 들어 유두절과 관련한 행사들이 각지에서 소규모나마 열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 2015년 유두절 풍속을
재연했으며, 경북 칠곡군 매원마을에서는 2016년 경북과학대학교 주관으로 물풍선 던지기와
물동이 이고 달리기 등의 유두절 세시풍속체험을 가졌다.83)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유두절
음식 만들기 체험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제법 오래된 유두절 행사로는 전남 영암군과 광주시
북구를 꼽을 수 있다. 영암군 덕진면 덕진1리 신정마을과 덕진 2리 내촌마을에서는 유두절을
맞아 더위와 액운을 물리치고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84) 또 광주
시 북구에서는 2017년에 ‘제19회 용전들노래 정기공연, 유두절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85)
81)《흑룡강신문》, 2007년, 2월 16일.
82)《동북아신문》, 2007년 8월 7일.
83)《매일일보》, 2016년 7월 19일.
84)《중도일보》, 2017년 8월 8일.
85)《광주데일리》, 2017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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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모든 물축제가 유두절의 풍속을 계승한 셈이지만, 지나치게 관광산업적 측면을 부
각하는 탓에 세시 풍속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유두절이 지닌
민족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감각에 맞는 물축제의 접목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를 갖는가
를 통찰할 수 있게 하는데 축제의 의의가 있다”86)는 명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는 즉흥적인 이벤트성의 물축제를 지양하고, 전통과 풍속을 함께 생각하는 축
제를 지향해야 한다.
유두절은 피서･휴식･정화라는 3요소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 물의 생명력･정화 등이 지닌
상징성은 강의 발원지를 지닌 태백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여름철의 고된 노동을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유두절이 생긴 것이고 보면, 태백시가 석탄산업이라는 노동의 도시 이후에
슬로건으로 걸었던 고원관광휴양도시라는 시정 방향과도 그 정신이 일치한다. “향토축제는
무엇보다 그 지역의 역사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민의 삶이 구체화되는 생활축제가 되어
야 한다”87)고 했다. 1997년 유두절 풍속을 기리면서 시작한 한강 발원제가 그 의미를 되
찾을 필요가 있다.
강의 발원지를 소중히 여기는 발원제 의식 속에 민족의 세시 풍속인 유두절을 함께 담아
낼 때 태백의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문화적 전통을 확보할 것이다. ‘한강·낙동강 발원
지 축제’가 단순한 여름철의 놀이축제 이상의 의미를 지닐 때, 외지 참여자들은 태백 강의
발원지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생명의 의미를 찾는 힐링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다. 오늘날의
피로사회88)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역동적인 체험 외에도 정신적 휴식을 통한 힐링의
시간이 함께 필요하다. 현대인은 흥미 있는 체험과 유익한 정신적 힐링이 결합한 축제를 요
구하고 있다. 유두절은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에서 부족한 정신적 가치와 힐링적 요소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태백의 발원지 축제를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물축제들이 늘어나는 데다
물축제 간 모방 진입이 매우 낮다는 점은 태백시의 물축제 발전을 다룬 본 연구의 한계로
남겨둔다. 한편 물이 부족한 태백시가 물축제를 개최하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서는 태백시가 지닌 발원지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는 단순한 오락거리로 구성되지 않는다. 민족의 전통과 풍속이 문
화적으로 담긴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과 함께 오랜 세월을 호흡하며 전승
되던 6월의 세시명절 ‘유두절’을 명절로 복원하여 계승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또 하나의
큰 자산을 갖게 되는 셈이다. 비단 ‘동류수’가 아니라도 강과 물을 찾아 ‘유두욕’의 정화 의
미를 새기는 것은 현대의 풍속과도 맥을 같이 한다. 게다가 ‘유두절’이 지닌 ‘정화’와 ‘자연
속에서 더위를 이기는 지혜’, ‘휴식’ 등의 의미를 계승한다면 태백시는 현대인에게 영혼의
안식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86) 김문환(1996), “축제의 미학적 해명”,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 출판부, p.189.
87) 장정룡(2002),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p.531.
88) 피로사회는 인터넷의 확대로 업무의 공간적 한계가 사라지고, 여가시간과 업무시간의 경계가 사
라진 현실 속에서 성과를 위해 자기 스스로 착취하는 사회를 말한다. 한병철 지음, 김태환 옮김
(201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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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절의 의미와 세시풍속의 원형을 지켜 나가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몫이며, 이는
민족정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이다. 전통과 현대가 축제 속에서 조화롭게 승화될 때
축제는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15일이라는 유두절의 고유한 날짜를 ‘한강·낙
동강 발원지 축제’ 행사 기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행사 명칭 역시 ‘유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강·낙동강 발원지 유두절 축제’라든가, ‘유두절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등이 그 예시이다. 축제 내용에는 유두욕과 유두천신 그리고 유두절식 시식 등의 풍속이 함께
다채롭게 재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 때 진정한 유두절의 풍속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며, 그 전승이 이어진다면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유두절이라는 민족의 세시풍속을 계승할 때 태백의 물축
제는 문화를 지니게 될 것이다. 민속을 계승할 때, 유두 풍속이라는 고유의 스토리를 통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태백의 특색 있는 여름 물축제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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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Broader Area Governance Constru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

김영미 Kim, Yeong-Mi
이원학 Lee, Won-Hak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25년 폐특법 법적 시효 만료를 앞두고, 강원도 폐광지역의 현황 및 제도적 분석, 주민과 전문
가의 설문･사례분석을 통해 폐광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광역적 거버
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광지역의 문제는 빠르게 진행된 석탄산업의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
소로 인해 지역 내 산업 및 생활기반이 붕괴되어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가 심화된 경우다. 대안으로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던 강원랜드는 카지노 중심의 리조트로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된 사례를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으로는 제주도 및 새만금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제주면세점 자체수입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재투자하여 안정적으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다.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2018년 9월에 새롭게 출범할 “새
만금개발공사”의 경우 새만금사업의 개발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대행 → 직접개발)이 꾸준히 제기
됨에 따라 현실화된 사례로써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폐광지역의 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광
지역개발지원위원회” 및 “폐광지역개발정책단”을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구성·운영하여 정부와
폐광지역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폐광지역개발센터(안)”를 설립하여 광역
교통인프라 개선,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사업, 연계 관광·문화 산업, 정주인프라 개선
등의 각종 사업을 전담하여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특별회계”를 설립하여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폐광지역, 강원랜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만금개발공사, 폐광지역개발센터

Broader Area Governance Constru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
With the imminent termination of the「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this study conducted a site survey and a legislative
investigation on the abandoned mine area in Gangwon Province to deduce issues and
searched for governance construction plan through survey and case analysis. Rust-belt of
coal in the abandoned mine area has caused job reduction and industrial and infrastructure
collapse in the region, which in turn exacerbated population decrease and regional decline.
Kangwonland, which was constructed to stimulate the abandoned mine area in the midst of
decline, eventually failed to gain trust from the community. This study researched the cases
of Jeju Island and Saemangeum Development Program, which were similar to the
Kangwonland case. JDC reinvested its organic income from duty-free shops in the Jeju
Island development program and was able to promote a large-scale and long-term project.
The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established in September 2018, continuously
appealed to the government the need for a development focused agency(proxy → direct)
and realized its appeal. The corporation is expected to promptly carry on its Saemangeum
Program as a government driven program. The conclusion reached about the broader area
governance construction plan from the analysis of the aforementioned cases is as follows.
First, organize and operate a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Policy Group” affiliated
to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o secure a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abandoned mine area. Second, establish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Center(temporary)” that will be directly in charge of various development programs such as
hosting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expanding the industrial complex and infrastructure.
Lastly, establish a “Special Accounts for Abandoned Mine Area” to secure a stable finance
that can be invested into large-scale and long-term projects.
keyword : Abandoned Mine Area, Kangwonland, JDC,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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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강원도 폐광지역의 인구는 2017년 현재 19만 명으로 최대 55만 명이었던 1975년 대비
64.4% 급감하였다. 석탄산업의 부흥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전후 복구와 함께 경제회복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석탄개발 5개년 계획 및
연료 종합 5개년 계획(1956)’, ‘탄전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57)’, ‘석탄증산 8개년 계획
(1958)’ 등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어 석탄생산 증
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1955년 53.1%에서 1966년
99%로의 석탄 자급률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2차례의 연탄파동 및 석유파동,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화석연료→친환경 도시가스) 등으로 인하여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 정부는 석탄감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비경제적·비생산적 탄광의 폐쇄 및
감산조치를 취함으로써 일터를 잃은 근로자들은 타 지역으로 떠나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
원 자료에 따르면, 1989년 시행된 “석탄합리화사업”으로 인하여 1996년까지 전국적으로
334개의 광산이 폐광되었다. 이는 국가에 의해 지역 내 산업 및 생활 기반이 붕괴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대규모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며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지방소멸까
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심각한 지역경제 파탄 및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지역주민들
은 고한·사북 주민 시위(’95.2) 등의 주민투쟁을 통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사
태의 심각성을 목격한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
로 1995년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
은 이 법에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를 담았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강원랜드 설립 모델을 폐광지역에 제시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사행성을 조장
하는 유해사업(카지노)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그만큼 절박하
였으므로 이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현재 강원랜드는 지역과는 다른 독립적인 거대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그들이 추진했던 각종 관광 중심의 개발사업은 전문성 및 책임감 부족으로 경
영이 악화되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폐특법 제정 이후 20여년 동안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고자
노력하였지만, 각 시군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전문성 등 역량 부족으로 대규모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사례와 유사한 다양한 개
발정책을 검토하여 폐광지역의 합리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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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위는 강원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4개 시군으로, 폐특법1)에 의해
정부와 강원랜드의 기금사업 수혜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폐특법에 전국적으로
총 7개 시군(추가로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이 재정지원을 1997년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4개 시군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 범위의
경우 인구는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으며, 경제･산업 관련 자료는 ｢사업체기초통
계조사｣가 1993년 개발·실시된 관계로 이때부터 2016년까지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16년 11~12월간 실시하였다.2)
내용 범위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경제여건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폐특법과 강원랜드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개발사업 체감도 및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중점분야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폐광지역에 추진된 사업의 성과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
을 도출하고, 타 지역 개발사례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폐광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향후 폐특법 개정을 통해 폐광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폐광지역개발센터(가칭)”)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연구라 하겠다.

Ⅱ.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경계영역을 가로질러 참여와 연대･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과 협동의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3) 라미경
1) “폐광지역”은 폐특법에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된 지역’을 의미한다(폐특법 제2조 1항). 이에 현재 석탄
생산을 하지 않은 지역으로 강원 영월·정선, 충남 보령, 경북 문경이 해당되어 이들 지역을 폐광
지역이라 한다. 폐특법에 의해 석탄법에 명시된 탄광지역 3개 시군과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7개 시군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탄광지역”이란 석탄산업법에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하며, 해당지역으로는 강원도 태백과 삼척, 전남 화순의 3개 시군을 말한다.
(석탄산업법 제2조 9항)
2) 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주한 “강원남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수립”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3) 양미란･강희용･이명훈(2015),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인식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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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은 ‘광의의 거버넌스’를 정부 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
타난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은
주로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협력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4)
최진학･김성현･홍준현(2006)은 거버넌스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기제’
라고 정의하였다.
● 표 1 ● 거버넌스 개념의 변화 과정
구분

개 념

1970년대

‧ 정부와 같은 의미로서 거버넌스를 이해
‧ 국가적 수준에서의 관리능력에 대한 관심
‧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관심

1980년대

‧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강조

1990년대

‧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합의 형성 등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특성 강조
‧ NGO와 CBO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새로운 제도와 기능의 개발 필요성 강조

2000년대

‧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기제로 주목
‧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강조

자료 : 양미란･강희용･이명훈(2015),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인식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0: 51.

2. 폐광지역 관련 연구 검토
폐광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법제도적 개선방안, 경제활
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발굴 등의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폐광지역에 추진된
개발사업 성과 등의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고도인･조명래, 2014; 신열, 2014; 김승희･문영기,
2013; 등)가 주를 이루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성과와 반성을 통해 앞
으로 폐광지역을 광역권으로의 인식 필요성 및 전담체계의 강화 등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축 부분은 미흡하였다.
한편, 강원랜드와 폐특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김원동, 2010; 양미란
외 2인, 2015 등)하는 연구의 경우 일부 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원동(2010)은
폐특법 재연장을 위한 강원랜드의 전략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서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강원도, 강원랜드, 4개 시군, 의료기관,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등) 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양미란･강희용･이명훈
(2015)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이라는 참여주체별 인식 차이와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상호
4) 라미경(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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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상호협력, 정부지원 등이 높을수록 거버넌스 형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5) 하지만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표 2 ● 폐광지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분

성
과
분
석

법
제
도
개
선

연구자

분석방법

고도인(2014)

AHP 분석

고도인･조명래
(2014)

문헌조사

김승희･문영기
(2013)

문헌조사, 설문조사

주요 내용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역재생사업의 성과영향요인을
분석. 전문가집단과 지역주민들이 우선시하는 관점이
다름을 확인. 전문가집단은 추진조직･체계･폐광활용을
중요하게 보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접근성 개선을
더 중시함
폐광지역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실시. 6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폐광지역 고유 사업
발굴 및 광역적인 개발기획과 장기적･체계적인 지역
개발계획 수립, 사업 전담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주
장함
폐광지역에 투입된 공공분야 관련 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역개발 과제를 점검함. 이에 지역
발전을 위한 상위개념 재정립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단기과제, 지역 산업 육성 관련 중장기
과제 제시

일표본 T-검정분석,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인식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양미란･강희용･이명훈
설문조사, One-way 연구를 통해 상호의존, 상호협력, 정부지원, 지역
(2015)
ANOVA, 정준상관분석 특성 변수 등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이태원
(2014)

문헌조사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

김원동
(2010)

문헌조사,
심층면접조사

강원랜드 사업과 폐특법 검토를 통해 폐특법 개정
및 연장을 위한 논거 마련의 필요함을 언급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추진을 위해 관·민 등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래 대응 전략을 제시

문헌조사,
심층면접조사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먹
거리부문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제시

경제 김원동･최흥규･박준식
활성화
(2014)

초기부터 폐광지역 전체 7개 시군을 종합･전담･관리하는 개발기구가 부재했다는 점과
더불어 쇠퇴한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던 강원랜드는 개발･관리능력 부족,
카지노업에 따른 주거환경의 황폐화 및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처음 잘못 설계된 폐광지역 지원체계 및 재원사용구조는 현재까지 그대로 행함에 따라
경영능력과 기술이 부족한 기초단체들은 각 시군에 배정된 개발기금을 기한 내(회계연도
1년 단위) 사업기금을 모두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등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형 관광레저사업 위주로 추진하였다.6) 이에 현 폐특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5) 양미란･강희용･이명훈(2015),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인식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p.65.
6) 이태원(2010),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사업 분석”, ｢사회과학연구｣, 53(1): 67.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35

본 후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강원랜드의 역할을 재정립시키고 보다 발전적인 모델을 구축하
여 개선된 시스템 아래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역적인 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산업클러스터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통합 문화관광 인프라 강화 등 광역적인 규모로 계획·추진하고, 전 세계 도시와의 경쟁을
목표로 전략산업을 발굴·육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본문에서 논하
고자 한다.

Ⅲ. 폐광지역의 이해
1. 폐광지역 관련 법률 분석
‘폐광(廢鑛)’이란 광산에서 광물 채굴을 중단한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석탄 감산계획을
실시한 1980년대부터 폐광지역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앞선
1970년대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안정을 되찾은 시기였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또한
석탄 중심의 화석연료 사용을 석유 보일러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국민연료였던 연탄(석탄) 소비는 점차 줄어들었다. 여기에 당시 채산성 악화 등으로 비경제
성·비생산적인 탄광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는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1986년 ｢석탄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석탄합리화사업단 설립(1987) 및 관
련 활동(1989)이 행해진 결과, 폐광지역의 경제기반이었던 석탄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지역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탄광지역진흥사업(1992~1997)”을 추진하였지만 대부분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광산업 외 다른 경제 자립기반 마련 및 지역 외 인구유출을
막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느낀 지역주민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95.3.3 고한사북 주민
시위 등)를 내어 1995년 민(民) 주도의 폐특법이 제정되는 데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같은 해 4월 정부는 석탄수급 안정화 방안 및 폐광지역의 관광지 조성 계획을 담은
‘석탄산업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12월 폐특법(법률 제5089호, 1995.12.29. 제정)이 제정
되기에 이른다. 현재까지 폐특법은 당초 2005년이었던 한시법이 2025년까지로 2차례 연장
되었다. 앞으로 2025년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폐특법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7) 지정
및 폐광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 폐광기금 조성, 개발사업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폐광지역에는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이 지속 추진 중이다.

7) 폐광지역진흥지구란 폐특법에 1988년 당시 ‘석탄생산량 감소 등’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회생이 절
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에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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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강원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투자 총괄(1997~2016)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진흥지구
개발사업

‧ 사업기간 : 1997 ~ 2005년
‧ 추진실적 : 39개 사업 5,406억 원
‧ 사업내용 :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종료

개발촉진
지구사업

‧ 사업기간 : 1997 ~ 2011년
‧ 추진실적 : 14개 사업 2,293억 원
‧ 사업내용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사용

종료

탄광지역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01 ~ 2010년
‧ 추진실적 : 59개 사업 7,113억 원
‧ 사업내용 : 관광레저단지 조성, 주거･복지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

종료

‧ 사업기간 : 2012 ∼ 2017년
‧ 추진실적 : 4개 사업 708억 원
‧ 사업내용 : 신산업 및 대체산업 육성사업

종료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
‧
‧
‧

사업기간
사업재원
추진실적
사업내용

:
:
:
:

2001 ~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금｣ 25%
707개 사업 1조 223억 원
대체산업 육성, 기반시설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등

계속

비축무연탄관리
기금사업

‧
‧
‧
‧

사업기간
사업재원
추진실적
사업내용

:
:
:
:

2010 ~ 현재
비축무연탄 판매액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
15개 사업 1,362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육･의료복지지원사업 등

계속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2016).

2. 폐광지역개발 사업의 성과분석
1) 정부 공공예산 투자 성과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 폐광지역에는 총 2조 7,049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들 사업을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기반시설’, ‘관광진흥’, ‘대체산업’, ‘후생
복지’, ‘교육문화’로 구분하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로 확충, 상·하수도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가장 많은 1조 456억 원(38.7%)을
투입하였으며, 다음으로 복지회관･경로당 건립 등의 후생복지사업에 6,381억 원(23.6%),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광물자원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등의 대체산업육성사업에
4,733억 원(17.5%), 청령포유원지 및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등의 관광진흥사업 4,014억 원
(14.8%), 교육문화사업 1,465억 원(5.4%) 순이었다. 대부분 기반시설 조성･확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대체산업 육성 부문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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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폐광지역 분야별 추진사업 현황(1997~2016)

(단위 : 억 원, %)

구분

사업비

구성비

총계

27,049

100.0%

기반시설사업

10,456

38.7%

후생 복지

6,381

23.6%

대체 산업

4,733

17.5%

관광진흥사업

4,014

14.8%

교육 문화

1,465

5.4%

자료 :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2018), ｢강원남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수립 연구｣.

고원지대에 위치한 폐광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
함에 따라, 이들 사회기반시설 정비부문을 다른 예산으로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산업 육성에 사용해야 할 폐광기금을 대거 투입하여 여전히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립기반
마련에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의 경우 국비 50% : 지방비 50%의 비율로 정부에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지원하였지만, 사업성 부족 및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강원도에서는 전체 9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취소하여 해당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였다. 폐광지역을 총괄 전담하는 개발
사업 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2) 강원랜드 투자사업
강원랜드는 카지노업의 운영수익금을 폐광지역 개발로 재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9년 스몰카지노 설립 및 2003년 본카
지노가 조성됨으로써 현재의 위치에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강원랜드 총 매출액은 1조 6,946억 원으로 이 중 카지노의 비중은 95.5%인
1조 6,190억 원, 그 외 호텔 등의 사업 비중은 4.5%(7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이익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폐광기금은 2016년 기준 1,235억 원으로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배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강원랜드는 지역개발을 위해 대부분 리조트 및 골프장, 테마파크 등의 관광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 사업성 부족 및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자회사와 출자회사들이 대부분 파산 및
경영위기에 놓여 있다. 폐광지역에 대한 지역 특수성 및 홍보마케팅 미흡, 비전문성, 경영
관리 능력 부족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랜드의 지역연
계사업(5개) 추진성과를 보면, E-city(태백)사업은 경제성 부족 판단에 따라 폐쇄된 상태로
대체사업을 검토(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중에 있으며, 하이원 추추파크(삼척)의 경우 2014년
개장 후 현재까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하이원 상동테마파크(영월)는 당초 시설을 변경하
여 공사 착공(2011년) 후 7년 만인 2018년 5월에 ‘행위중독 예방치유 및 산림힐링센터’로
개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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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E-city
(태백)

3,461억 원

‧ 대 상 지 : 태백시 문곡동(사베리골)
‧ 부지면적 : 855,000㎡
‧ 사업내용 : 노인요양사업 등 사업검토 중

태백시
200억 원 포함

하이원 추추파크
(삼척)

753억 원

‧ 대 상 지 :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 부지면적 : 721,312㎡
‧ 사업내용 : 스위치백트레인, 숙박시설 등

철도시설공단
3억 원 포함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영월)

555억 원

‧ 대 상 지 :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 부지면적 : 202,812㎡
‧ 사업내용 : 건강･치유테마파크 등

영월군
30억 원 포함

탄광문화 관광촌
(정선)

561억 원

‧ 대 상 지 : 정선군 사북읍(구 동원탄좌)
‧ 부지면적 : 180,064㎡
‧ 사업내용 : 탄광문화체험관, 갱도 및 탄차 등

하이원 행정동
(정선)

771억 원

‧ 대 상 지 : 정선군 고한읍(구 고한초교)
‧ 부지면적 : 13,583㎡(지상 8층)
‧ 사업내용 : 사무실, 다목적광장 등

자료 : 강원랜드 일반현황(2017. 10월 기준).

3. 인구 및 산업경제 변화
1995년 폐특법 제정 및 1997년부터 본격적인 정부지원이 시작되면서부터 폐광지역 인구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총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19만 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2017년 말 기준 폐광지역의 인구는
강원도 전체의 12.4%인 19만 4,237명으로 전년(19만 7,027명) 대비 –1.4% 감소하였다.
폐광지역 인구 최고점인 1975년(54만 5,419명)과 비교해 보면, 당시 55만 명 대비 현재
-64.4% 감소하며 과반수 이상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강원도 전체 인구가 186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약 -15.8%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폐광지역 인구는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 표 6 ● 강원도 폐광지역 인구 추이(1965~2017)
(단위 : 명)
구분
강원도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1965

1975

1985

1995

1997

1999

2003

2017

1,771,035 1,862,107 1,726,048 1,530,000 1,540,307 1,560,043 1,533,331 1,567,091
458,010

545,419

239,457

294,302

119,088
99,465

112,576
138,541

457,856
113,993
133,058
82,024
128,781

269,446
64,877
90,043
53,405
61,121

251,806
60,483
86,103
50,529
54,691

주 : 1981년 당시 삼척군의 장성읍과 황지읍이 합쳐져 태백시로 승격됨.
자료: 강원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1965~2017.

244,785
58,624
84,606
49,787
51,768

220,480
54,043
75,941
44,134
46,362

194,237
46,142
69,339
40,327
3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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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1970년 말까지 계속해서 폐광지역 인구는 증가와 감소현상이 반복해서 나타
났다. 이는 당시 정부의 석탄증산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석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1~2차 연탄 및 석유파동으로 인해 주춤했던 석탄산업은 다시 호황을 맞으며 석탄생산 증
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국제유가 안정 및 천연가스 보급(가정연료)이 확대됨
에 따라 연탄 및 무연탄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1970년대 50여만 명이었던 폐광지
역의 인구는 1980년대에 들어 40여만 명 수준으로 서서히 감소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
반부터 석탄산업법 제정(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설립 근거 마련) 및 사업단 설립, 석탄산업
합리화사업 본격추진 등으로 폐광 및 감산 조치로 인하여 1990년대 들어 폐광지역의 인구는
급감하였다.

주 : 폐광지역 총인구는 강원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지역의 인구 합계임.
자료 : 강원통계연보, 1960~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 그림 1 ● 강원도 폐광지역 역대 정책 및 인구 변화(1960~2017)

2016년 기준 강원도의 사업체는 13만 6,452개(전년 대비 2.2% 증가)이며, 종사자는 59만
6,710명(전년 대비 2.8% 증가)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진입 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점업 및 도매·소매업 등의 발달로 3차산업의 사업체 비중이 전체의 89.0%,
종사자는 79.7%를 차지하고 있다. 폐광지역 역시 1~2차 산업에 비해 3차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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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강원도 폐광지역별 사업체 수 변화(1993-2016)
강원도

구분

전체

1993

2016

83,281 136,452

태백

(단위 : 개, %)

삼척

영월

정선

1993

2016

1993

2016

1993

2016

1993

2016

3,607

4,402

4,533

6,513

2,599

3,691

3,119

3,9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7

1차
산업

284

5

5

2

17

5

2

3

10

(0.2%)

(0.2%)

(0.1%)

(0.1%)

(0.0%)

(0.3%)

(0.2%)

(0.1%)

(0.1%)

(0.3%)

8,446

14,786

291

489

500

831

256

467

311

402

2차
산업

(10.1%) (10.8%)

(8.1%)

3차
산업

74,698 121,382

3,311

(89.7%) (89.0%) (91.8%) (88.8%) (88.9%) (87.0%) (90.0%) (87.3%) (89.9%) (89.4%)

(11.1%) (11.0%) (12.8%)
3,908

4,031

5,665

(9.8%)
2,338

(12.7%) (10.0%) (10.3%)
3,222

2,805

3,490

주 : 1차산업(농업, 임･어업), 2차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3차산업(기타 산업).
자료 : 강원도, ｢1994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강원통계연보 2016｣.

’93년 대비 2차 산업에서 광업의 비중은 삼척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체 수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삼척은 현재 경동광업소에서 무연탄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8 ● 강원도 폐광지역별 종사자 수 변화(1993-2016)
구분

전체
1차
산업
2차
산업

강원도
1993

2016

태백
1993

369,863 596,710 18,386

(단위 : 명, %)

삼척

영월

정선

2016

1993

2016

1993

2016

1993

2016

18,835

23,038

28,636

11,065

15,388

16,663

18,4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78

2,891

116

31

7

161

18

25

13

125

(0.2%)

(0.5%)

(0.6%)

(0.2%)

(0.0%)

(0.6%)

(0.2%)

(0.2%)

(0.1%)

(0.7%)

7,110

4,254

9,853

7,973

3,331

4,371

7,297

2,538

95,868 117,943

(25.9%) (19.8%) (38.7%) (22.6%) (42.8%) (27.8%) (30.1%) (28.4%) (43.8%) (13.8%)

3차 273,117 475,876 11,160 14,550 13,178 20,502 7,716 10,992 9,353 15,746
산업 (73.8%) (79.7%) (60.7%) (77.2%) (57.2%) (71.6%) (69.7%) (71.4%) (56.1%) (85.5%)

1992년부터 ｢석탄산업법｣에 의거하여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이 역시 기반
시설 정비사업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체산업 분야의 투자 미흡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3년 2차 산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10% 수준 내외를 보였
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그 변화가 미미한 수준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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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광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폐광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폐특법 및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개발사업 추진 성과,
향후 폐광지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는 2016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
까지 폐광지역 읍면동별 무작위 추출 설문응답조사방법으로 전체 1,100부 중 최종 유효한
1,010부의 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502명이었고 여성 50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54.5%로 가장 많고, 20~30대 25.3%, 60~70대 18.4%, 20대 미만 1.1%, 80
대 이상 0.7%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
교 졸업 이상이 32.8%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삼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35.4%, 태백
23.5%, 정선 20.7%, 영월 20.4%이었다. 거주기간은 응답자의 37.2%가 40년 이상 폐광지
역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30~40년 미만 19.0%, 20~30년 미만 17.5%,
10년 미만 13.6% 등의 순이었다.
2)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주민평가
가장 먼저 폐광지역에 폐특법은 상당히 중요하며 앞으로 2025년이면 종료될 폐특법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79.0%인 797명이 폐특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폐특법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 ● 거주기간별 폐특법 유지에 대한 필요성 여부
(단위 : 명, %)
구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합계
주 : 결측값 제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3

12

25

54

43

137

(2.2%)

(8.8%)

(18.2%)

(39.4%)

(31.4%)

(100.0%)

1

7

20

51

49

128

(0.8%)

(5.5%)

(15.6%)

(39.8%)

(38.3%)

(100.0%)

2

15

25

57

78

177

(1.1%)

(8.5%)

(14.1%)

(32.2%)

(44.1%)

(100.0%)

4

15

24

80

69

192

(2.1%)

(7.8%)

(12.5%)

(41.7%)

(35.9%)

(100.0%)

19

18

22

127

189

375

(5.1%)

(4.8%)

(5.9%)

(33.9%)

(50.4%)

(100.0%)

29

67

116

369

428

1009

(2.9%)

(6.6%)

(11.5%)

(36.6%)

(42.4%)

(100.0%)

42｜ 강원논총 2018년 제9권 제1호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제정된 폐특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운영되고 있
는지에 대해 전체의 84.4%인 85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특법에 의거
하여 폐광지역에는 현재까지 경제, 주거환경, 보건·복지·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
데, 이들 부문별 추진사업에 있어 지역주민 대부분은 ‘지원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10 ● 폐광지역 분야별 추진사업 현재까지 지원 주민만족도
구분

경제
빈도(명)

주거환경

구성비(%)

빈도(명)

보건･복지･의료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지원 매우 미흡

238

23.8%

170

17.0%

308

31.0%

지원 미흡

396

39.6%

403

40.3%

348

35.0%

보통

312

31.2%

378

37.8%

290

29.2%

지원 많음

44

4.4%

44

4.4%

39

3.9%

지원 매우 많음

9

0.9%

4

0.4%

9

0.9%

999

100.0%

999

100.0%

994

100.0%

합계
주 : 결측값 제외.

폐광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역할에 대해 의견을 묻자, ‘미흡하다 또는 매우 미
흡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8.3%(684명)로 나타나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41.1%(415
명)가 ‘미흡하다 또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응답하며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 표 11 ●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및 강원랜드의 추진사업 평가
구분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

폐광지역에 대한 강원랜드의 역할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매우 미흡하다

446

44.5%

195

19.3%

미흡하다

238

23.8%

220

21.8%

보통

272

27.1%

497

49.3%

충분하다

37

3.7%

89

8.8%

매우 충분하다

9

0.9%

8

0.8%

1,002

100.0%

1,009

100.0%

합계
주 : 결측값 제외.

지역주민들은 현재까지 강원랜드가 추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39.9%인 222명이
‘강원랜드의 관리･유지･책임감 부족’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최근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 영월 동강시스타 등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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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은 모회사인 “강원랜드가 책임감을 갖고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8)고 건의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표 12 ● 강원랜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요인
구분

빈도(명)

구성비(%)

예산 부족

37

6.7%

정부의 정책지원 부족

96

17.3%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강원랜드 노력 부족

163

29.3%

지역사회의 과도한 요구

35

6.3%

강원랜드의 관리·유지·책임감 부족

222

39.9%

기타

3

0.5%

합계

556

100.0%

주 : 결측값 제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출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투자사업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현재 이들 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 영업 중단 등을 직접적으로 체
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현 강원랜드의 사업 추진방식(전문성 등)이 어떠한지를 묻자,
‘미흡하다 혹은 매우 미흡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8.1%(585명)로 나타났다.
● 표 13 ● 폐광지역별 경제부문 추진 희망사업

구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합계

인･허가
규제완화

(단위 : 명, %)

국가･지자체에 주민창업
국･내외
의한 공공시설
지원 등
기업유치
개발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
자금지원,
신규개발

신규사업
발굴

합계

14

62

50

79

2

30

237

(5.9%)

(26.2%)

(21.1%)

(33.3%)

(0.8%)

(12.7%)

(100.0%)

24.

40

48

194

15

37

358

(6.7%)

(11.2%)

(13.4%)

(54.2%)

(4.2%)

(10.3%)

(100.0%)

26

39

29

82

7

22

205

(12.7%)

(19.0%)

(14.1%)

(40.0%)

(3.4%)

(10.7%)

(100.0%)

29

25

25

95

7

28

209

(13.9%)

(12.0%)

(12.0%)

(45.5%)

(3.3%)

(13.4%)

(100.0%)

93

166

152

450

31

117

1009

(9.2%)

(15.5%)

(15.1%)

(44.6%)

(3.1%)

(11.6%)

(100.0%)

주 : 결측값 제외.

8) 황만진, 2018.3.3, 강원랜드가 추추파크 직접 운영,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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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제 부문에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가에 대해 지역별 희망
사업에 대해 모두 ‘주민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 응답이 폐광지역 전체에서
44.6%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태백 33.3%, 삼척 54.2%, 영월 40.0%, 정선 4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폐광지역 전체에서 15.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주민들은 지역 내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막을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등을 크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 소결
과거 폐광지역의 주된 소득원이었던 석탄광산의 폐쇄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절벽을 가
져와, 지역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인구유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의 연령 및 거주기간이 길다는 점은 당시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현재까지 삶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체감한 역대 정부의 지원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폐특법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폐특법의 개정 또는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기반시설 개선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보다
는 인프라가 개선되었지만 소득증대 관련 대체산업 육성부문에는 정부와 강원랜드의 역할
에 만족도가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강원랜드의 전문성 및 책임감,
연대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라 보았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 및 실망감 등도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은 폐특법 유지를 통해 폐광지역 전반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개발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이 창출되는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재탄생하기를 희망
하고 있었다.

Ⅳ.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유사사례 검토
1.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사례
우리나라는 낙후지역 또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제주국제도시 등 지
역을 발전·육성시키는 많은 사례가 있다.
이 중 다른 법률에 비해 개발지구의 범위가 공간적으로 크지 않고, 특별법 제정 후 개발
전담기구의 설치 및 재원 마련 등의 모델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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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대표사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추진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폐광
지역의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표 14 ● 국내 유사사례 법령 비교 검토(총괄)
법령명

제정

소관
부처

지원
위원회

추진
기관

특별
회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000.1.21.

행정안전부

●

●

X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2.12.30.

산업통상자원부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05.3.18.

국토교통부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06.9.27.

문화체육관광부

●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7.1.11.

국토교통부

●

●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07.12.27.

국토교통부

●

●

X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2.12.11.

국토교통부

●

●

●

제주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종합발전계획 및 특별회계,9)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의 설치 내용이 법에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은 제4편 제481조항으로
이루어져10) 일반법적·특별법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 표 15 ● 국내 유사사례 운영구조 비교
구분

폐특법

제주특별법

새만금사업법

지원위원회

X

O

O

지원단

X

O

O

개발사업 전담기관

X

O

O

종합계획 수립

X

O

O

특별회계 운영

X

O

O

자료 : 법제처(www.moleg.go.kr).

9) 제주특별회계는 제주도 관광산업 및 교육문화예술 진흥,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10) 폐특법은 전체 23조항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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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새만금지역을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하고자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항이 있어 새만금 용지조성, 기반시설 설
치 등의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새만금위원회 및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설치조항이 있으며, 2017년 새만금 개발사업 전담
추진기구 설립을 위하여 2017년 11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및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로 올해 하반기에 개발공사가 출범 예정이다.
한편, 폐특법의 경우 다른 법률에 비해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회계 및
지원위원회,11) 사무기구 등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전담할 재원과 조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현재 폐광지역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산업과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어 제
주도 및 새만금사업과 대조적이다.
여기서 강원랜드는 폐특법 상 ‘카지노 운영사업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폐광지역 종합발전
계획 역시 2005년 1차 수립 후 현재까지 전무하다. 또한 현재 폐광지역 각 시군으로 매년
일괄 배분되는 폐광기금12)의 경우 카지노 설립에 따른 그 운영수익을 기금으로 설치한 것
으로, 향후 폐특법 종료 및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독점권 해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강원랜드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폐광기금 조성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폐광
지역 개발 재원의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 표 16 ●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비교
구분

계획기간

수행기관

탄광지역 1단계
종합개발계획

1997~2005

정부계획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

2006~2015

강원도 계획

투자실적

비고

공공 58개 사업 폐특법 제4조(개발계획) 제2항
7,699억 원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
72개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임의규정)
5,133억 원

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사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제주특별법에 의거하여, 제주도는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2002년에 설립하였다. JDC는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종합·전담하여 추진한다.

11) 원래 폐특법에는 ‘폐광지역개발위원회’가 존재하였으나, 정부의 의지·관심·활동 저조로 2008년
위원회가 해체되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
12) 폐광기금은 폐특법에 “카지노 이익금의 75% 및 50%(1996년) ⟶ 10% 및 20%(1999년, 2차
개정) ⟶ 20%(2005년, 7차 개정) ⟶ 25%(2012년, 17차 개정)”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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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경우 카지노 수익금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폐광지역 개발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제주도의 JDC 역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수
익금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기금으로 조성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용한다.
● 표 17 ● JDC 주요 사업 세부추진 현황(2016년 8월 기준)
구 분

영
어
교육도시

첨
단
과기단지

헬
스
케어타운

신
화
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생태공원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시
아라동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서귀포시
안덕면

서귀포시
예래동

서귀포시
대정읍

기 간

’08~'21

’03~‘21

’08~’18

’03~’18

’03~’17

’09~’15

면 적

3,792천㎡

1,099천㎡

1,539천㎡

3,985천㎡

741천㎡

1,547천㎡

사업비

1조 7,810억 원

5,800억 원

9,050억 원

1조 1,010억 원 2조 5,000억 원

57억 원
(JDC 100%)

자료 : JDC(2016), ｢2016 JDC 주요사업 추진현황｣.

하지만 JDC와 강원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JDC의 경우 전문성과 체계성, 종합성을 바
탕으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있다. 우선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01.11)｣에
따라 제주도 종합계획 및 제주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거친다. JDC는 제1차 종합시행계획(2002~2011)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기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제2차 종합시행계획(2012~2021)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표 18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투자실적(2002~2015)
구분

총계

국비

지방비

JDC

민자

사업비

2조 6,829억 원

2,402억 원

116억 원

8,098억 원

1조 6,213억 원

구성비

100.0%

9.0%

0.4%

30.2%

60.4%

자료 : JDC(2016), ｢2016 JDC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2년부터 2015년까지 JDC의 전체 개발사업에 2조 6,829억 원을 투입(집행률 32.9%
수준)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비 2,402억 원(9%), 지방비 116억 원(0.4%), JDC 8,098억
원(30.2%), 민자 1조 6,213억 원(60.4%)이 집행되었다. 여기서 민자유치 성공으로 전체 사
업비에서 가장 많은 60.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DC 면세점 운영을
통한 자체 사업비(30.2%)도 민자 다음으로 많이 집행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 면
세점의 매출은 5,407억 원(전년 대비 10.8%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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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만금지역 개발 사례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2013년에
출범하였다. 국토교통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 출범 이전에는 전북도와 6개 부처(국토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문체부 등)에서 새만금개발 관련 업무를 분산 처리하였다. 이에 사업추
진의 효율성이 떨어져 2013년 새만금지역 통합･조정･인허가 등의 업무 추진기구를 출범･일
원화시켰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에도 여러 기관이13)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를 보이며, 사업 중복 및 상호간 협조
미흡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을 앞두고,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18.04~’19.04)를 수행 중이다. 2017년 국제
협력용지 일부(6.6㎢)를 “친환경 스마트 수변 도시”라는 주제로 인공해변과 수상호텔 등의
수변 문화공간과 단독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새만금지역은 그동안 민간투자에 의존해 온 결과 2017년 10월 기준 전체 계획면적(291
㎢) 중 매립완료지역은 35.1㎢(전체의 12.1%), 매립 중인 지역은 70㎢(24%)로 30여년 간
총 36.1%(105.1㎢) 진행되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3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
발사업14)의 개발 전담기관으로 새만금특별법에 의거하여 2018년 9월 21일 출범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2017.7.19. 발표)’ 및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사업의 개발전담
조직 설치 필요성 요구15) 등으로 2018년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담긴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시설용지(주택·산업)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종합 전담하여 추진할 것이다. 기존 ‘대행
개발’에서 ‘직접개발’로의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매립사업을 추진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 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통해 우선 2조 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법 36조의11).

13) 개발청 설립 이전에 전북도 외 6개 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개발청 설립 후에는 개발청과
농림부, 환경부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용지매립 사업에 전북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에 어려움이 많았다.
14) 새만금사업은 1991년부터 군산·김제·부안 일대를 방조제(33.9㎞)로 연결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
(401㎢)를 2030년까지 핵심 6대 용지로 개발하여 “글로벌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새
만금종합개발으로 2008년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매립에 따른 분양원가 상승 및 조성
기간의 장기화(7~10년)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시행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15) 새특법 개정안 발의(’17.11.10) → 상임위·법사위 심사(’17.11~12월) → 국회 본회의 의결·공포
(’17.12월) → 공사설립추진단 출범(’18.1월) → 개발공사 설립(’1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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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 새만금개발사업 부지(매립) 조성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

새
만
금
개
발
청

용지매립 현황

구분

전체
계획 면적

계

완료

진행 중

합계

291.0
(100%)

105.1
(36.1%)

35.1
(12.1%)

70.0
(24.0%)

소계

140.5

58.1

14.4

10.7

3.7

국제협력용지

52.0

23.1

-

-

관광레저용지

36.8

16.3

6.3

6.3

-

산업연구용지

41.7

18.7

8.1

4.4

3.7

배후도시

10.0

-

-

-

사업시행자

농생명용지(농림부)

94.3

94.3

81.4

15.1

63.3

환경생태용지(환경부)

42.0

49.7

-

-

-

기타시설

14.2

9.3

9.3

9.3

-

자료 : 새만금개발청(www.saemangeum.go.kr).

4. 소결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마스터 플랜 및 지역개발을 총괄·전담하는 기관의 부재,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감독·성과관리 부재, 개발 재원의 기형적인 조세 배분구조 등으로 인
해 현재까지 법 제정 후 약 20여년 간 폐특법의 경우 구시대적 법조문이 이어져 지역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성과의 부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3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중심
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새만금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최근 새만금개발공사가 신설되는 등의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과 새만금사업법의 경우 타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별법 제정 후 지원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전담 개발조직 설립 등이 체계적으
로 추진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강원도 대표공약으로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선정
되어 다시금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폐특법 시효 종료를 앞두고 제
주도와 새만금사업의 개발모델처럼 폐광지역 전반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개
발전담 조직 및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 폐특법의 재정비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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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방향 모색
1. 거버넌스 구축 방향
현재 폐광지역은 개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성과분석
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짧은 공사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도로･상하수도
개선 등의 기반시설분야 및 관광레저사업을 주로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 2017까지 강원도
폐광지역에 추진한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한 9개 사업 중 5개의 사업을
포기･취소함에 따라 어렵게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하기도 하였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JDC 핵심사업과 대조적이다. JDC는 긴 호흡으로 의료단지･영어교육도시･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폐광지역
전체 시군을 통합･관리･개발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광역 거버
넌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폐광지역과 강원
랜드가 동반성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거버넌스 구축 방안
첫째, 폐특법에 “폐광지역발전지원위원회”와 “폐광지역개발지원단”, “폐광지역개발센터”
설립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권, 정부, 지역 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추가적으로 국무조정실 안에 정책단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의견 및 정책 조정을 실시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그림 2 ● 국무조정실 내 폐광지역개발지원단 추진체계 구상(안)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51

둘째, 국가 주도 폐광지역 개발 주체기관의 신규 설립이다. 이는 제주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새만금의 새만금개발공사와 같이 폐특법을 개정하여 “(가칭)폐광지역개발센터”를
설립한다. 개발센터에는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핵심 중앙부처 기관(산업부 외청 또는 공공
기관)의 정부 관계자와 개발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다.
주요 업무로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의 광역 교통망 확충, 관광･
문화산업 육성, 정주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개발사업 및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직접 전담
한다. 이 경우 강원랜드는 카지노·리조트업 등의 관광부문에만 특화된 조직으로 별도 운영
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래 폐특법 제11조 제5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원랜드는 “카지노 운영사업자”로 지칭·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강원랜드는 “선택과
집중”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특별회계16)(이하, 폐특회계)”의 개발 재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폐특회계의 구조는 일반
회계 및 기금운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적시･적절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군의 성장(경제･복지 등)을 견인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기서 폐특회계의 재원은 현재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 관광기금 등의 세금과 지방세로 이원화된 예산구조를 통합하여 매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폐광지역발전지원위원회
폐광지역개발 관련 전담부서

강원도,
폐광지역 시·군

- 사업총괄 조정· 지원
- 사업 성과관리
- 예산집행·조직관리

폐광지역개발센터

-

국책사업 기획
개발사업 총괄
남북협력사업 기획
해외협력사업

강원랜드

-

카지노업
호텔, 리조트사업
스키·골프사업
워터파크사업 등

● 그림 3 ● 폐광지역 개발 조직 및 역할(안)

16)「국가재정법」제4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이다. 둘째,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이다. 셋째,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현재 2016년 기준 중앙정부 부처에는 23개의 특별회계법이 시행
되고 있으며 여기에 제주도와 새만금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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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2025년이면 폐특법의 법적 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쇠퇴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폐광
지역의 경우 특별법 제정 및 강원랜드 설립, 폐광기금 조성 등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
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
광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정부와 강원랜드의 역할에 대한 의견과 향후 폐광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폐광지역의 개발사업 성과를 분석하
면서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폐광지역 발전을 견인할 모델로서 제주국제자
유도시개발센터, 새만금개발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앞선 유사사례의 경우 관(官) 주도의
특별법 제정 및 개발 전담기관 설립, 개발사업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 종합계획 수립(강제
조항), 특별기금 조성 등이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40~1950년대 선진국의 석탄산업 사양화에 있어 30~40년 동안 완만하게 이루어진 선
진국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1980년대 석탄산업법
제정과 석탄합리화 조치 이행 등 석탄산업 구조조정이 수년 사이에 이루어져 폐광지역의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폐특법 제정 당시에도 이와 유사하게 수개월
사이 정부와 주민 간의 조율을 거쳐(주민의견 일부 수용)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다른
지역의 관(官) 주도의 특별법과 대조적으로 민(民) 주도로 제정된 폐특법의 경우 단순한
법 구조체계로 만들어져,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임의조항 및 카지노업을 수행하는 강원랜드
설립, 폐광기금 조성 근거 등의 법조문 내용이 고도화·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정권과 시대
가 바뀜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역시 떨어져, 폐특법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개정･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저조한 편이었다.
앞서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도출된 폐광지역의 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폐특법 개정을 통하여 폐광지역의 개발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공공주도 개발 전담
조직 출범과 폐특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 마스터 플랜 수립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7개 시군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점이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입
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
하다.

원 고 접 수 일 : 2018년 4월 16일
1차심사완료일 : 2018년

4월 30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8년 5월 2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53

참고문헌
강원도(1994),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강원도(2007), ｢강원 탄광지역의 어제와 오늘｣, 강원전산인쇄.
강원랜드(2017.10), ｢강원랜드 일반현황｣.
고도인(2014), “지역재생사업의 성과영향요인 분석: 폐광지역 7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3).
고도인･조명래(2014), “폐광지역 재생사업의 현황과 성과분석”, ｢GRI 연구논총｣, 16(3).
김승희･문영기(2013), “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과 지역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2(1).
김원동(2010), “강원도 폐광지역의 쟁점과 미래 전망 그리고 대응전략”, ｢사회과학연구｣, 49(2).
김원동･최흥규･박준식(2014), “강원도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사회
정책｣, 21(4).
라미경(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94.
송대호(201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열(2014), “폐광지역 재생사업의 현황과 성과분석: 태백시 등 7개 시군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4(3).
양미란･강희용･이명훈(2015),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인식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0(4)
:65.
이태원(2014),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사업 분석”, ｢사회과학연구｣, 53(1).
정원기･안영진(2016), “우리나라 한계촌락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5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16), ｢2016 JDC 국제자유도시 조성 주요사업 추진현황｣.
최진학･김성현･홍준현(2006),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공공관리
학보｣, 107.
폐광지역 시군협의회(2018), ｢강원남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수립 연구｣.
황만진(2018.3.3.), 강원랜드가 추추파크 직접 운영, 강원일보.

저자소개
김영미 ymkim@rig.re.kr
강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국토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2014년부터 강원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폐광지역 및 에너지 관련 지역개발 정책연구이다.

이원학 whlee@rig.re.kr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강원연구원의 생태자원부에 재직 중이며, 에너지 및 지역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폐광지역 관련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의 지역 형평화 효과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Adjustment Allowance on
Regional Balance

전지성 Jeon, Ji-Seong

조정교부금의 지역 형평화 효과분석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상이한 실정에서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과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조정제도가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특정제도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다른 제도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가운데 하나인 조정교부금의 제도 변화가 중앙정부의 교부금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하였다. 나아가 지역에 어떠한 형평화 효과로 연계되는지 검증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특정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제도의 변화는 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당초
의도했던 정책과는 상이한 결과로 연계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자치단체의 교부금 감소가
이루어지며, 감소된 교부금은 타 자치단체로 배분되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형평화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교부금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과 이에 따른 운영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 징수기여에 따른 노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을지와 형평화 효과를 중시하는 제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증감을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조정교부금, 형평화, 시나리오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Adjustment Allowance on
Regional Balance
In order to provide the minimum service required by local residents,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raise funds above a certain level. However, efforts to expand the
re-organization power and the results are different because of different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To adjust thi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perate a financial
adjustment system. However, with the complexity of the current financial adjustment system,
changes in certain systems will have a great effect on changes in other systems as a
result. Thus, the study confirmed how the change in the system of adjustment subsidy, one
of the financial adjustmen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affects the subsidy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Furthermore, it was carried out to confirm the linkage with the regional
equity effects.
The analysis showed that changes in the adjustment subsidy system of certain autonomous
governments have an impact on the allocation of grants, which leads to different outcomes
from the original policy. It was analyzed that certain autonomous governments were reduced
in subsidies, and that the reduced subsidies were allocated to other autonomous governments.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the level of equity could be achieved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adjustment subsidy system.
Suggestions for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clear identification of the adjustment
subsidy and subsequent operational efforts are required. It is constantly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efforts based on past collection contributions are correct and whether the
system should be regarded as a system that emphasizes the effect of equity. It is constantly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efforts based on past collection contributions are correct and
whether the system should be regarded as a system that emphasizes the effect of equity.
keyword : adjustment grant, equilibrium effect, scenario analysis

조정교부금의 지역 형평화 효과분석 ｜57

Ⅰ. 서 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규모, 지역의 발전수준 및 세원의
편재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재정조정제도와 같은 상위 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이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지위를 의미하며,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와 개선은 지방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전재원이라는 특징 때문에 배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조정교부금은 과거 도세징수교부금을 대체함으로써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
형평성 증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변화하지 못하는 한
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2016년 7월 행정자치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편안을 입
법예고하여 동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편 방안은 첫째, 우선조정교부금의 폐
지이다. 현재 경기도 조례에 의거 조정교부금이 재원조성기여액보다 적은 수원･성남･고양･
과천･용인･화성에 우선적으로 교부되던 우선조정교부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
째, 조정교부금의 배분 산식의 변화로 형평화 효과의 강화이다. 기존 산정방식에서 징수실
적을 10% 낮추고 재정력지수분을 10% 높이는 것1)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의 개편 예고는 우선조정교부금을 두고 있던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예컨대, 징수실적이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지수분의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이전에 비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 반면,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치단체의 경우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급격한 재정 충격이 예견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른 재정이전제도에 비해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짐에 기인한다. 현재
의 조정교부금제도가 과거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를 대처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논란이 되었던 조정교부금의 성격이 ‘징수에 따른 기여적 배분인지’와 ‘재정형평화를
위한 배분인지’에 대해 규명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16.08.29.)에 따라 조정교부금 개편
안의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성격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편안에 따른 기준
을 적용하여 실제 시군 간 재정형평화 수준이 현재보다 얼마만큼의 개선효과를 가지는지
1) 과거 인구분 50%, 징수실적분 30%, 재정력지수분 20%를 반영하여 교부하고 있었으나 2017년
부터 인구분 50%, 징수실적분 20%, 재정력지수분 30%로 개편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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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 도세징수교부금의 징수기여적 성격이 바뀐 개편안에 따라 어
떠한 효과로 연계되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조정교부금의 성격 변화를
살펴보고, 조정교부금의 기능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 수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정교부금 제도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재정조정제도로 과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 간의 수직적 형평성에 목표를 두고 운용된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개편한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보완한 재정형평화 교부금으로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졌다.2) 또한,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원조정 역할을 담당
하고 있어 그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지방교부세를 보완해 주는 제도로 활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
적을 가진다. 즉,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거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조정교부금 제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변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조정교부금 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구분

법령

법조문

지방세법

제53조
(도세징수의
위임)

- 도세징수처리 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규정

- 시군세는 도세의 부가세
형태
- 도세징수처리 비용으로 지급

76.12.31 지방세법

제53조
(도세징수의
위임)

- 도세징수처리 비용을 징수액의
20%로 인상
- 취득세의 경우 징수교부율을
30%로 규정

- 도세와 시군세의 독립세
체계로 전환
-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도입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신설
(도세징수
교부율)

- 도세징수교부율 30%로 통일

- 도세징수교부율 인상

지방세법
90.07.26
시행규칙

제26조 신설
(징수교부율)

-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하여 도세
징수교부율을 50%로 인상

-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함(지방세법시행령에 근
거함)

이전

79.12.31

변경 내용

주요 특징

2) 과거 도세 징수액에 따라 일선 시군에 30~50%씩 도세징수교부금이 일률 지급되어졌다. 이후
2000년 재정보전금(현 조정교부금) 제도로 변화 운영되어짐에 따라 3%는 징수교부금으로 지급
하되, 나머지 27%와 47%는 인구, 재정력, 징수기여 정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재정보전금(현 조정교부금)의 10%는 시책추진보전금(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형성하여 배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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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법조문

99.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개정
(징수교부율)

- 도세징수교부율을 3%로 인하하고 - 도세징수교부율 30%(50만
나머지 재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상 시 50%)를 3%로 인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확보
하함

지방
재정법

제24조 2 신설
(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 도세(공동시설세 제외) 27%(50만
이상 시 47%) 재원을 도에서 일 - 재정보전금 제도 신설, 도
정한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도록
입함
함

동법
시행령

<재원>
- 일반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 총액의 90%
- 시책추진보전금 : 재정보전금 총액의 10%
제28조 3 신설
- 특별재정보전금 : 시･도조례로 정함(경기도 일반재정보전금의 25%)
(재정보전금의
<배분>
종류와 배분)
- 일반재정보전금의 60%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 40%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
- 특별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지방
재정법
시행령

<배분 방법 개정>
- 일반재정보전금의 50%는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배분, 40%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 10%는 재
제36조 개정
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
-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재정보전금의
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
변경
종류와 배분)
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
- 특별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재정결함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
액의 70%를 우선 배분

00.01.12

06.11.23

07.01.3

10.01.01

14.11.28

변경 내용

주요 특징

지방
재정법

제29조 개정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27%(50만 이상시 47%) 재원을
도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
군에 배분

지방
재정법

제29조 개정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
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으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활용
인구를 곱한 금액의 27%를 재정
보전금의 재원으로 추가 함

지방
재정법
시행령

- 일반조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 주요 용어 변경
50은 시군의 인구 수, 100분의 *시책추진보전금->특별조정
30은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100
교부금
제36조 개정
분의 20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 *일반재정보전금->일반조정
(조정교부금의
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교부금
종류와 배분)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 *특별재정보전금->우선조정
준으로 배분
교부금

60｜ 강원논총 2018년 제9권 제1호

구분

법령

법조문

변경 내용

주요 특징

-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 조
정교부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반조 -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관할 시군
개편
의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우선하여 배분

16.8.29

지방
재정법
시행령

-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시군의 인구 수, 100분의
- 우선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제36조 개정
20은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100
삭제
(조정교부금의
분의 30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
-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종류와 배분)
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의 변화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
준으로 배분

자료 : 전지성, 이용환, 정재진(2015), ｢재정보전금 제도 변화에 따른 교부세 변화량 분석｣, 수정 보완.

현재 조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
29일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 우선조정교부금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짐으로써 그간 도 조례에 의거 우선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아 왔던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야기되어졌다. 이후 배분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
여 광역시도 내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2. 선행연구 검토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조
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원 재배분
효과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승모･유재원(2006)은 조정교부금 제도의 도입이 도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
하여 수평적 재정형평화 수준을 개선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에 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일관되게 도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보다 완화함으로써
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선조정교부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보다 높은 수평적 재정형평화 개선효과를
보이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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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김혜정(2008)은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
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조정교부금의 수평적 재정형
평화 개선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충청남도 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
켜 수평적 재정형평화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절대액으로만 보면 재정
력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 발생을 지적하고 있다.
이현우(2010)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법적 근거와 주요 개요를 고찰하
고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과 배분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 후 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배분비
율 개선, 재정특례의 폐지 또는 축소 조정,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금액 조정, 총괄기구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고경훈･박용진(2011)은 조정교부금 제도가 각 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형평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경기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조정교부금 가운데 일반조정
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수평적 재정형평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우선조정교부금은 오히려 수평적 형평화에 크게 역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배
분기준인 인구 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외에 행정면적 기준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병호･정종필(2013)은 변화하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보통교부세제도와의 연관 하에
서 전국적으로 재원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개
편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정교부금 제도와 보통교부세 제도가 기준재정수입
액 산정을 통해 긴밀하게 연계된 현실 하에서 도 내에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제도개편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재원 자체의 도내 재원 재배분효과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세 제도를
통한 전국적 차원의 재원 재배분효과를 검토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첫째, 조정교부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둘째,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조정교부금
제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형평성 분석을 하는 연구의 경우 시군의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를 검토하면서 대부분 변이계수를 활용3)하고 있다.
넷째, 연구결과 기존의 도세징수교부금에 비해 조정교부금이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를 제
고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조정교부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우선조정
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각각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의 일반적인 배분기준
3) 조정교부금의 수평적 재정형평과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1인당 재원에 대한 변이계수를
활용(이승모･유재원, 2006; 이승모･유재원･서정섭･고경훈, 2005; 김종희･김혜정, 2007)하여 기여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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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행정면적 등 다양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표 2 ● 주요 선행연구 종합
구분

관련 선행연구

일반조정교부금 역할 상향

서정섭(2003), 김정완(2005), 김정완(2006)

우선조정교부금의 부정적 견해

서정섭(2003), 김정완(2006), 이승모･유재원･서정섭･고경훈(2005),
이승모･유재원(2006)

특별조정교부금의 긍정적 견해

이승모･유재원･서정섭･고경훈(2005), 이승모･유재원(2006),
김종희･김혜정(2008)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정적 견해

서정섭(2003), 김정완(2006)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 검토

이승모･유재원(2006), 이승모･유재원･서정섭･고경훈(2005),
김종희･김혜정(2007), 전지성･이용환･정재진(2014)

자료 : 고경훈⋅박용진(2011); 전지성ㆍ이용환ㆍ정재진(2014) 연구 수정 보완.

선행연구들은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제언하고 있으며, 조정
교부금 제도의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왔다. 다만, 현재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이 과
거에 비해 큰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효과 및 성격을 판단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 그림 1 ● 조정교부금 제도의 주요 변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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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정교부금의 성격 변화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의 배분 목적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수평적 형평화 달성에 초점을 두어 제도 변화에 따라 시군의 재정형평화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주요
개편 내용에는 우선조정교부금의 폐지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산식 변화를 담고 있음에
따라 과거의 형평화 효과와 함께 우선조정교부금이 폐지된 상황을 가정하여 형평화효과
변화를 추정･분석하였다.

(자료
제출)

지

기초수요액의 산정
(4개 측정항목 16개 세항목)
- 측정 단위 × 단위비용 × 보정계수

기초수입액의 산정
(보통세 추계액의 80%)

보정수요액추가

보정수입액추가

◦일반조정교부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

◦경상세외수입의 80%

◦징수교부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

◦일반조정교부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

◦지방선거경비 및 정산분

방

◦징수교부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

자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수요 보강

치

◦고령지자체 저출산 대책 등 사회복지
균형수요 보강 등

단
체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부동산교부세 및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80%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 등

보
통
교
부
세
교
부
결
정
통
지

수요 자체노력(가감)

수입 자체노력(가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재 정 부 족 액

조정률 적용

보통교부세산정

자료 : 행정자치부,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인용.

● 그림 2 ● 보통교부세 산정시 조정교부금의 반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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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의 80%가 보정수입에 포함되어짐
으로써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분기준
변경에 따른 지방교부금 배분 변화 정도를 추정･분석하였다.
또한, 2016년 개편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징수실적분이 재정력지수분에 비해 낮아
짐으로써 그간 유지되어 온 도세징수교부금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효과를
함께 추정하였다.
크게 우선보전의 폐지,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 도세징수교부금의 성격 변화를 살핌
으로써 조정교부금의 성격 변화를 검증4)하는 것이 이 연구의 분석틀이다. 이를 통해 조정
교부금의 기능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화

⇒

우선보전금 폐지효과

지방교부세 변화

⇒
▪ 경기도 31개 시군 형평화 효과 변화

⇒

▪ 경기도 지방교부세
▪ 타 기초자치단체
⇒
유출액 추정
형평화 효과 변화

조정교부금 성격 변화

▪ 도세징수기여 대비 조정교부금 배분 순위 변화 추정

조정교부금 기능 확립을 위한 정책 제언

● 그림 3 ● 연구의 흐름

Ⅲ.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변화 효과 검증
1. 경기도 우선보전금 폐지에 따른 형평화 효과
제도변경 이전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우선조
정교부금을 활용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배분하였다. 경기도 조례에 의거 시군의 조
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보다 배분 금액이 작은 경우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에서
4)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고 있는 2015년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산정내
역과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재통합재정개요의 세입관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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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이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2015년도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총 2조 9,447억 원의 기준 조정교
부금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 10%(2,945억 원)를 제외한 2조 6,502억 원이 배분되어진 것
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6개 불교부단체인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에 우선조정
교부금으로 1조 3,956억 원이 배분, 그 외 25개 시군에 1조 2,547억 원이 배분되어진 것
으로 추정된다.
● 표 3 ●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액 추정 :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현행 조정교부금 기준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실수령액

불교부단체 1,550,630 1,395,567

계

인구분

-

-

징수실적분 재정력분

우선조정
특별
교부금
조정교부금
배분액

-

-

1,395,567

155,063

-

139,408

교부단체

1,394,080 1,254,672 1,254,672 627,336

376,402

250,934

계

2,944,709 2,650,238 1,254,672 627,336

376,402

250,934 1,395,566

294,471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우선조정교부금은 폐지하되, 시군의 재
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우선배분 경과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5)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 2017년 재원형성금액의 100분의 80,
2018년 100분의 70을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6개 불교부단체는 우선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중이 향후 2년간 감소되어
지다 2019년부터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의거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제도변
화에 따라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내에서 조정교부금의 재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
력이 양호한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은 과거에 비해 감소되어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재정여
건이 열악했던 자치단체의 경우 현재보다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증가되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인구분, 징수분, 재정력분으로 5:3:2의 배분비율이 적용되어졌으나, 인
구분, 징수분, 재정력분이 5:2:3로 징수실적분이 감소되어지기 때문에 6개 불교부단체뿐만
아니라 그 외 징수실적이 높은 일부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수준이 감소될 것으로 예
상된다.
실제 변화되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따라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의 우선보전비율을
가정하면, 제도변경 이전에 비해 최소(t+1) 1,120억 원 감소, 최대(t+2) 5,594억 원이 감
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징수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천시와 안양시의 경우
70%(t+2)의 우선적용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해 일반보전으로만 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
116억 원과 1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5)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1.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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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조정교부금제도 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군의 배분액 추정 :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우선 보전율 적용시

2015년 대비 증감액

2015년
배분액 (t)

80% (t+1)

70% (t+2)

0% (t+3)

80% (t+1)

70% (t+2)

0% (t+3)

교부단체

1,254,672

1,366,610

1,422,551

1,814,084

111,938

167,880

559,412

불교부단체

1,395,566

1,283,628

1,227,687

836,154

-111,938

-167,880

-559,412

계

2,650,238

2,650,238

2,650,238

2,650,238

-

-

-

* 주 : 음영은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

우선조정교부금의 단계적 폐지 및 변화되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따른 경기도 31개
시군의 형평화 효과를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0.4564에서 80% 보전시
(t+1) 0.3991, 70% 보전시(t+2) 0.3801, 우선보전 완전폐지시(t+3) 0.2054로 형평화 효
과가 현재에 비해 양호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선보전 완전폐지시(t+3) 지니계수가
크게 개선되는 이유는 이 연구의 추정을 위한 가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부
족액의 100분의 90을 모두 보전하는 것을 100%로, 우선보전 폐지까지를 0%로 가정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 표 5 ● 조정교부금제도 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군의 형평화 효과 추정
2015년(t)

80%(t+1)

70%(t+2)

0%(t+3)

변량

72,574,620.2797

63,457,681.5583

60,449,042.6113

32,656,782.8146

평균

85,491.5528

85,491.5528

85,491.5528

85,491.5528

변량/도시

78,037.2261

68,234.0662

64,998.9705

35,114.8202

지니계수

0.4564

0.3991

0.3801

0.2054

2. 경기도 지방교부세 변화 효과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금 산정시 전전년도 정산분의 80%를 기초수요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금 산정기준인 기준재정수
입액 중 기초수입액과 재정부족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선조정교부금의 단계적
폐지와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 지방교부금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광역시도 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의 변화는 광역시도 내 총액의 변화를 불러일
으키는 것은 아니다. 즉, 광역시도 내 시군 간 재정력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증감만을 야기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부금 산정에 있어 조정교부금의 80%가 반영되어지는 것을 고려
한다면, 조정교부금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금의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에 따라 경기도 지방교부세 변화 정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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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조정교부금 제도 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군의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
(단위 : 백만 원)
2015년
배분액 (t)

우선 보전율 적용시
80% (t+1)

70% (t+2)

2015년 대비 증감액

0% (t+3)

80% (t+1)

70% (t+2)

0% (t+3)

불교부단체

-

4,580

12,222

111,500

4,580

12,222

111,500

교부단체

2,304,798

2,193,171

2,156,822

1,897,582

-111,627

-147,975

-407,215

계

2,304,797

2,197,750

2,169,046

2,009,082

-107,047

-135,752

-295,715

2015년 경기도 전체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2조 3,047억 원이나 80%의 우선보전(t+1)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약 1,07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0%의
우선보전(t+2)이 이루어질 경우 약 1,358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되어질 것이며, 우선보전이
완전 폐지될 경우(t+3) 최대 2,957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성남, 고양, 화성이 단계적으로 교부단체로 전환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조정교부금의 단계적 폐지 및 변화되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
보통교부금 형평화 효과를 지니계수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0.3648에서 80% 보전시
(t+1) 0.3629, 70% 보전시(t+2) 0.3610, 우선보전 완전폐지시(t+3) 0.3471로 형평화 효
과가 현재에 비해 양호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표 7 ● 조정교부금제도 변화에 따른 경기도 보통교부세 시군 형평화 효과 추정
2015년(t)

80%(t+1)

70%(t+2)

0%(t+3)

변량

50,447,939.3183

47,848,599.4317

46,978,233.0242

41,841,052.0106

평균

74,348.3016

70,895.1610

69,969.2146

64,809.0945

51,450.1069

50,514.2291

44,990.3785

0.3629

0.3610

0.3471

변량/도시
지니계수

54,245.0960
0.3648

Ⅳ. 조정교부금 성격 변화 검증
1. 징수기여 대비 배분의 일치성
시군의 징수기여 실적 대비 조정교부금 배분 순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
년 기준 6개 불교부단체 모두 도세징수기여 실적이 1~6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시군의
징수기여분은 전체 7조 6,984억 원 가운데 약 44.8%(3조 4,471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불교부단체는 징수기여 실적 순위와 유사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그 외 시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배분순위가 기여수준
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1개 시군 가운데 74.2%(23개 시군)의
순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여와 수혜의 불일치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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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편 배경에 재정형평화 효과의 강화 기조가 포함되어 있음
을 고려할 때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화량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군의 징수기여 실적 대비 총액의 배분 순위 변화는 모든 시군에서 발생되어
지고 있어 즉, 기여와 수혜의 불일치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2. 타 기초자치단체의 영향 효과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교부금은 감소되어진다. 이로 인해 감소되
어진 재원의 상당 부분이 타 기초자치단체로 유입되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타 자
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총액은 29조 4,383천억 원이나 경기도의 우선보전율의 감소에 따라
80% 보전시(t+1) 944억 원이 증가, 70% 보전시(t+2) 1,443억 원 증가, 우선보전율 폐지
시(t+3) 2,012천억 원의 지방교부금 순증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술한 경기도 내 순 지방교부금 유출량 추정결과와 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부금
추정 값 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도의 감소된 지방교부금의
일정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률에 따라 일정 부분 경기도로 배분되어지기 때문이며, 최대
약 945억 원이 재배분되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 표 8 ● 전국 교부세 변화량 : 시도 계
(단위 : 백만 원)
2015년(t)

80%(t+1)

70%(t+2)

0%(t+3)

강원

3,486,602

3,497,788

3,503,696

3,510,428

경남

3,402,485

3,413,401

3,419,167

3,425,736

경북

5,099,391

5,115,751

5,124,393

5,134,238

광주

520,752

522,423

523,305

524,311

대구

949,300

952,346

953,954

955,787

대전

489,882

491,454

492,284

493,230

부산

868,750

871,537

873,009

874,687

세종

174,871

175,432

175,728

176,066

울산

193,073

193,692

194,020

194,392

인천

670,157

672,307

673,443

674,737

전남

4,470,909

4,485,253

4,492,829

4,501,462

전북

3,078,644

3,088,521

3,093,738

3,099,682

제주

965,553

968,651

970,287

972,151

충남

2,801,622

2,810,610

2,815,358

2,820,767

충북

2,266,288

2,273,559

2,277,399

2,281,775

총합계

29,438,279

29,532,723

29,582,612

29,639,450

증감액

-

94,444

144,333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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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각 광역시도의 시군별 교부세 변화를 살펴보면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군에 교부세 배분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광역시･도내 시군의 재정
여건은 상이하다. 이를 고려할 때, 광역시도의 재정력이 좋은 기초자치단체는 하향 평준화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상향 평준화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
된다. 즉, 광역시･도별 배분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간의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
되어질 수 있다는 결과의 제기가 가능하다.
● 표 9 ● 전국 교부세 변화량 : 시군 합계
(단위 : 백만 원)
배분액
강원

시분

군분

증감액

2015년(t)

80%(t+1)

70%(t+2)

0%(t+3)

1,230,078

1,234,024

1,236,109

1,238,484

80%(t+1) 70%(t+2)
3,946

6,031

0%(t+3)
8,406

충북

819,212

821,840

823,229

824,810

2,628

4,017

5,598

충남

1,245,389

1,249,384

1,251,495

1,253,900

3,995

6,106

8,511

전북

1,327,343

1,331,601

1,333,851

1,336,414

4,258

6,508

9,071

전남

1,014,518

1,017,773

1,019,492

1,021,451

3,255

4,974

6,933

경북

2,413,169

2,420,911

2,425,001

2,429,660

7,742

11,832

16,491

경남

1,408,006

1,412,523

1,414,909

1,417,628

4,517

6,903

9,622

증감

9,457,715

9,488,057

9,504,085

9,522,346

30,342

46,370

64,631

부산

64,002

64,207

64,316

64,439

205

314

437

대구

135,104

135,537

135,766

136,027

433

662

923

인천

239,426

240,194

240,600

241,062

768

1,174

1,636

울산

123,366

123,762

123,971

124,209

396

605

843

강원

1,518,047

1,522,917

1,525,490

1,528,421

4,870

7,443

10,374

충북

953,540

956,599

958,215

960,056

3,059

4,675

6,516

충남

1,038,214

1,041,545

1,043,304

1,045,309

3,331

5,090

7,095

전북

1,112,992

1,116,563

1,118,449

1,120,598

3,571

5,457

7,606

전남

2,663,096

2,671,640

2,676,153

2,681,295

8,544

13,057

18,199

경북

1,779,385

1,785,094

1,788,109

1,791,545

5,709

8,724

12,160

경남

1,444,343

1,448,977

1,451,424

1,454,213

4,634

7,081

9,870

증감

11,071,515

11,107,035

11,125,798

11,147,174

35,520

54,283

75,659

Ⅴ. 결 론
조정교부금은 여타 재정이전제도에 비해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과거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를 대처하였던 것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조정교부금의 성격이 ‘징수에 따른
기여적 배분인지’와 ‘재정형평화를 위한 배분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개편의 효과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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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격변화를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개편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시군 간
재정형평화 수준이 현재보다 얼마만큼의 개선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였으며, 또한, 과거
도세징수교부금의 징수기여적 성격이 바뀐 개편안에 따라 어떠한 효과로 연계되어 나타나
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조정교부금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배분기준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소액의 총량이
25개 교부단체로 배분되어짐으로써 제도 개편에 따른 형평화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행 지방교부금 산정 기준에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짐으로써
실제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교부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1단위간 비교를 종합하면, 재정여건이 좋
지 않은 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을 통한 재정증가분이 보통교부세의 재정감소분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타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교부금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재배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정여건
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상대적으로 많은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징수에 따른 보상적 성격은 약화되었으며, 광역시도 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할 때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교부금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과 이에 따른 운영 노력이 요구된다.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편에 따라 광역
시도 내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 갈등이 야기되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징수교부금의 성격이 유지되어 온 역사적 배경에 근간하며, 징수기여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원을 타 자치단체로 뺏기는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
이다. 이와 더불어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 간의 중복산정이 발생되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
이다. 결과적으로 이중 유출이 발생하는 재정조정 구조라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증감을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광역시도의 경우 재정력이 좋은 광역시도에 비해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육성해 왔던 노
력들이 조정교부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초자치단
체 간의 형평화와 함께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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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의
관계 연구
- 강원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Self-esteem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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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의 관계 연구
- 강원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
존중감이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중학
생과 고등학생 총 2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여학생보다 남학생, 중학교 1학년, 경제수준은 ʻ상ʼ,
학업성적이 상위권, 학교생활에 만족, 이성 친구가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의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성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성의식이 61.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성행동은 20.2%의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의식 수준이 높으면 성행동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
성충동 수준을 가늠해 보고 성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개인의 노력과 교육기관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 청소년,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Self-esteem of Adolescents
- Focusing on Adolescent in Gangwon Provinc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grasp the degree of self-esteem,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in adolescents in Gangwon Province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The subjects were 252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angwon prov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self-esteem of the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boys, middle school first grade, economic grade,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x
consciousness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sexual behavior.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showed an explanatory power of 61.8% and sexual behavior was a factor influencing
20.2%. Also, Sexual behaviors decreased when the level of sexual consciousness of
adolescents was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rete education policy
plan to enable the adolescents to measure their sexuality level and to change their sexual
attitude. In order to do this, the efforts of the individual adolescent and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be prepared.

keyword : adolescents, self-esteem,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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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성장과 동시에 성 기관의 발달 및 성 특징의 발달을 볼 수 있다
(강수경, 2014). 성과 관련된 지식이나 성역할이 사회적인 경험에 습득되고 성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 가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성의식 및 성행동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적
역할에 맞는 가치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권선주. 2008).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들은 성에 관한 왜곡된 성 정보들을 여과 없이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잘못된 성의식의 형성에 따라 왜곡된 성행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성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박철근, 2002).
현대사회에서 유해매체의 노출은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하여 성적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백혜정과 김은정, 2008). 이러한 왜곡된 성문화는 개인적인 문제뿐
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쳐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실정이다(두성균, 2008). 여성가족부(2010)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의 성경험 실태조
사를 한 결과를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들 중 3.2%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4.5%, 여학생이 1.6%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기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통계되었다.
이러한 보고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 정보에 따라 성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게 해 주는 대목일 것이다. 잘못된 성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 성의 상품화, 퇴
폐적 성문화, 성매매와 같이 쾌락 중심의 성행동을 하게 하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강
수경, 2014). 특히 잘못된 성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보통의 청소년과 비교한 보고에
서 부정적인 여성상이 높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순결의식도 낮다고 보고되었
다(허숭운, 2010). 부정적인 성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올바른 성의식과 성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 가정, 학교, 사회생활의 공동의 지지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성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본인의 가치를 높임으로서 자아
존중감을 고취시켜 긍정적인 성의식과 성행동을 가질 것이다(강수경, 2014).
이현혜(2003)의 연구보고에서는 부적절한 성행동한 청소년의 비율은 37.9%로 나타났고,
임영옥(2009)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이 33.15%, 고등학생이 27.41%로 나타난 만큼 부적
절한 성행동의 빈도는 낮지 않은 비율이다. 성의 이해는 자아존중감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적･생물학적인 면에서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박은희, 2001).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일상생활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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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조경미, 2016).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를 뜻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판단이 평가되어 나타난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Harter, 1985). 그러하기에 자아존중감은 본인에게 있어
사회적 행동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들은 약물남
용, 조기 성경험, 흡연, 음주 등 건강을 위협할 행동의 가능성을 높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Emler,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성의식과 성행동의 관계 정도를 파악한
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강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과 성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청소년의 성의식이 성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내적 가치의 개인적 평가라고
쿠퍼스미스(1967)은 정의하였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내적 존재에서 받아들여지고 감정, 가
치관, 인지 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하며(신종순, 199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
람은 낮은 사람보다 적극적인 행동 경향이 많다고 한다(안경환, 1999). 자아존중감을 느끼
지 못할 때 자신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며(윤정혜, 1991), 성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
신종순(1990)이 제안하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관련한 이론은 성역할 정체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간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다(김은지,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이나 성의
식, 성역할 정체감과 분명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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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의식
성은 인간이 참된 사랑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며 인간의 생애를 통하여 꾸준히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이다(박성정, 1996). 청소년시기에 접어들면서 2차 성징의 발달과 함께 성을 의
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며(강미순, 2000),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생기는 등 이성과의 관계
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박성정, 1996).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의식은 신체적
으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정신적 성숙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불균형 현상이 청소년들
에게 성문제의 발생요인을 일으키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미순, 2000). 성의식이 발
달하는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청소년의 미래 생활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생명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성숙과 성의식은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성행동
청소년기는 제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인 변화가 많으며 성숙한 사회인으로 생활
하기 위한 준비시기로 신체적 변화로 인한 성행동에도 변화를 일으킨다(손연정, 1998). 이
춘재(1996)와 김은지(1997)는 청소년들이 성행동에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성교육과 잡지,
영화, 비디오 등 대중매체나 친구 및 이성교제를 통해서라고 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성행동이 낮게 나타나므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은지, 1997). 이와 같이 오늘날 청소년들은 육체적
성숙과 달리 정신적 부분과는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행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우윤미,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나타나는 성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과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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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연구모형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따른 성의식과 성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3. 연구 대상 및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소재 T시 중학교와 Y시 고등학교 학생들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하기를 동의한 중학생 156명과 고등학생 98명 총 2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부적절한
답변인 경우와 응답에 응하지 않은 2부를 제외한 총 25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연구 도구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보정(201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8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933이었다.
2) 청소년의 성의식
성의식의 측정은 김수련(1997)이 한국 문화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을 기초로 김보정
(2016)이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순결 4문항, 성 충동 5문항,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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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성폭력 5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이 높고 보수적인
것을 의미한다. 김보정(201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80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946이었다.
3) 청소년의 성행동
정민자(1995)가 제작하고 박순덕(2006)이 수정·보완한 총 7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성행동 수준이 높고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김보정(201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84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ɑ=.939이었다.

5.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ver.17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 정도의 평균 차이는 t-test, ANOVA로 검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의 연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이 136명(54.0%), 여학생이 116명(46.0%)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58명
(23.0%), 2학년이 47명(18.7%), 3학년이 51명(20.2%)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은 44
명(17.5%), 2학년 52명(20.6%)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전체 응답자 중 133명(52.8%)이
‘중’ 수준인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 75명(29.8%), ‘하’ 44명
(17.5%)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하위권이 99명(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위권
94명(37.3%), 상위권 59명(23.4%)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108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95명(37.7%), 만족 49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는 없다 144명(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귄 경험이 있다 69명(27.4%), 있다
39명(15.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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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52)
특성
성별

학년

경제수준

학업성적

학교생활

이성 친구

항목

n(%)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상
중
하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만족
보통
불만족
있다
없다
사귄 경험이 있다

136(54.0%)
116(46.0%)
58(23.0%)
47(18.7%)
51(20.2%)
44(17.5%)
52(20.6%)
75(29.8%)
133(52.8%)
44(17.5%)
59(23.4%)
94(37.3%)
99(39.3%)
49(19.4%)
95(37.7%)
108(42.9%)
39(15.5%)
144(57.1%)
69(27.4%)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표 2>.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t=2.88, p<.01), 성의식(t=2.81, p<.01),
성행동(t=-2.44,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자아존중감(F=2.72, p<.05), 성의식(t=2.73, p<.05), 성행동(t=2.63, p<.05)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의식(F=4.35, p<.05), 성행동(F=6.73,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에 비해
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행동은 경제 수준이 ‘중’인 집단이 ‘상’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F=120.98, p<.001), 성의식(f=59.23,
p<.001), 성행동(F=9.54, p<.001)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 학업성적인 ‘상위권’인 집단이 ‘중위권’과 ‘하위권’인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타났으며 성의식 수준도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이 ‘중위권’
집단과 ‘하위권’ 집단보다 높았다. 성행동은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성충동과 성행위
경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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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에 따른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F=107.30, p<.001), 성의식
(F=59.23, p<.001), 성행동(F=7.60, p<.001)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이 만족인 집단이 보통과 불만족집단보
다 자아존중감과 성의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성행동은 학교생활이 불만족인 집단이 보통과
만족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성 친구에 따른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자아존중감(F=200.38, p<.001), 성의식
(F=95.46, p<.001), 성행동(F=18.29, p<.001)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 이성친구가 없는 집단이 사귄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성 친구가 있는 집단보다 자아존중감과 성의식이 높은 반면, 성행동은 이성 친구를 사귄
경험이 있는 집단이 이성 친구가 없거나 현재 있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 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의 차이(N=252)
변인

성별

학년

경제수준

학업성적

학교생활

이성친구

항목
남
여
t
p
a
중1
b
중2
c
중3
d
고1
e
고2
F
p
a
상
b
중
c
하
F
p
a
상위권
b
중위권
c
하위권
F
p
a
만족
b
보통
c
불만족
F
p
a
있다
b
없다
c
사귄 경험이 있다
F
p

자아존중감
M±SD
2.94± .99
2.58±1.00
**
2.88
.004
3.11± .88
2.67± .98
2.57±1.06
2.86±1.00
2.62±1.05
*
2.72
.030
2.81± .79
2.74±1.10
2.81±1.06
.13
.876
3.88± .21
2.86± .56
2.04±1.00
***
120.98
.000
3.86± .19
3.03± .68
2.06± .92
***
107.30
.000
1.34± .17
3.42± .58
2.24± .84
***
200.38
.000

성의식
M±SD
2.93± .83
2.60± .96
**
2.81
.005
2.95± .86
2.83± .80
2.55±1.03
3.01± .75
2.58± .98
*
2.73
.029
2.57± .70
2.80±1.02
2.07± .79
*
4.35
.014
3.57± .69
2.89± .63
2.20± .86
***
63.60
.000
3.61± .54
2.95± .74
2.25± .83
***
59.23
.000
1.51± .50
3.21± .73
2.60± .67
***
95.46
.000

성행동
M±SD
1.98±1.12
2.32±1.09
*
-2.44
.015
1.82±1.00
2.13±1.10
2.34±1.12
1.98±1.22
2.41±1.08
*
2.63
.035
1.79± .71
2.36±1.17
2.03±1.35
**
6.73
.001
1.42±1.32
1.75± .69
2.33±1.21
***
9.54
.000
2.24±1.35
1.80± .87
2.38±1.13
**
7.60
.001
1.75± .90
1.93±1.10
2.78±1.00
***
18.29
.000

Scheffe′

<성의식>
a>c
<성행동>
b>a
<자아존중감>
a>b>c
<성의식>
a>b>c
<성행동>
c>b>a
<자아존중감>
a>b>c
<성의식>
a>b>c
<성행동>
c>a>b
<자아존중감>
b>c>a
<성의식>
b>c>a
<성행동>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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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학년(r=.164), 성행동
(r=.152)과는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r=-.126), 이성친구
(r=-.183), 자아존중감(r=-.180), 성의식(r=-.177)에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은 성행동(r=.142)에는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r=-.127)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이성친구
(r=-.180), 성의식(r=.184)에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학교
생활(r=.534)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r=-.700)과 성의식(r=-.582)
에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생활은 자아존중감(r=-.680)과 성의식
(r=-.568)에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성친구는 성의식(r=.252), 성행동
(r=.327)과는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성의식(r=.747)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성행동(r=-.191)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표 3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성의식, 성행동 상관관계(N=252)
성별
성별

학년

경제수준 학업성적 학교생활 이성친구 자아존중감 성의식

1
**

학년

.164

*

1

경제수준

-.126

-.020

1

학업성적

-.076

.008

.067

학교생활

.083

.005

.041

이성친구

성행동

**

-.107

**

*

-.127

-.007

**

-.098

**

*

.142

-.183

자아존중감 -.180
성의식

-.177

성행동

.152

*

**

.180

.184

.110

1
**

.534

-.109
**

-.700

**

1
-.057
**

-.680

**

1
.116

1

**

.747

**

-.191

-.582

-.568

.252

.013

.102

.327

**
**

1
-.044

1

*p<.05 **p<.01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제1가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정하고, 성의식을 종속변수로 입력한 후 <표 4>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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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다중회귀분석과 공성선 진단을 하였다. 변인들의 다중공성선은 나타나지 않았으
며 통제변수들의 성의식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9.00,
p<.001), 성의식에 대한 총 변화량의 61.8%가 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학업성적(p<.05)
과 학교생활(p<.05)은 비표준화계수 B값이 부호가 부(-)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성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은 성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의식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 표 4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N=252)
변인

B

β

경제수준

.234

.174

t

TOL

VIF

***

.951

1.052

*

.454

2.202

*

.525

1.903

**

.918

1.090

***

.337

2.971

4.349

학업성적

-.150

-.127

-2.202

학교생활

-.141

-.117

-2.173

이성친구

.183

.129

3.179

자아존중감

.504

.559

8.312

2

.629

R

2

Adj. R
F
p

.618
***

59.00

.000

*p<.05, **p<.01, ***p<.001

2) 제2가설
청소년 자아존중감은 성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 자아존중감이 성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회귀분석과 공선성 진
단을 하였다.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성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10.08, p<.001). 성행동 총 변화량의 20.2%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비표준화계수 B값이 부(-)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성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성별(p<.05), 학년(p<.05),
이성친구(p<.001)는 성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성행동에 부
(-)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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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N=252)
변인

B

성별

.323

β
.144

학년

.094

.122

이성친구

.646

.372

자아존중감

-.348

-.314

2

t

TOL

VIF

*

.843

1.186

**

.943

1.061

***

.918

1.090

**

.337

2.971

2.347
2.096
6.319

-3.232

.224

R

2

.202

Adj. R

***

F

10.08

p

.000

*p<.05, **p<.01, ***p<.001

5. 청소년의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공선성 진단
을 하였다<표 6>. 요인들의 다중공선성은 없었으며 Durbin-Watson는 2.58의 수치가로 나
타났으며, 그 수치가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
으로 적합하다. 또한 청소년의 성의식은 성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14.08, p<.001). 성행동 총 변화량의 17.3%가 성의식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비표준화계수 B값이 부(-)로 나타난 것은 성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
한다. 즉, 청소년의 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 표 6 ● 대상자의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N=252)
변인

요인

B

β

t

TOL

VIF

.222

4.501

***

.536

1.866

***

.578

1.730

***

.621

1.611

***

.337

1.971

***

순결

-.615

-.615

5.045

양성평등

-.515

-.532

-6.783

성충동

-.419

-.430

-5.700

성폭력
전체

-.464
-2.061

2

-.483
-1.669

-4.274
-6.783

.186

R

2

Adj. R

.173

F

14.087

p

.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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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
하여 청소년의 성숙하고 긍정적인 성의식과 올바른 성행동을 위한 성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p<.01), 성의식(p<.01), 성행동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학년은 자아존중감(p<.05), 성의식(p>.05), 성
행동(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박은희(200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별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상대적으로 상반된다. 그러
나 김보정(2016)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행동이 높아
진다고 보고되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권선주(2008)는 성행동도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험 수준이 높았다고 했고(권선주, 2008), 김은화(2005)
는 이성친구와의 경험이 있을수록 성행동 경험 수준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2차 신체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
며 성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 성경험도 함께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경제수준에 따른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의식(p<.05)과 성행동(p<.01)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
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소미강(2008)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반면, 청소년의 성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박은희(200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사후분석에 의하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행동은 경제수준
이 ‘중’인 집단이 ‘상’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엄영순(2008)에 의하면 부
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수준이 낮다고 했고, 박의숙(2003)은 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부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보고와 부합된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음란
물 접촉 횟수가 높았다는 연구(지준, 2001),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 경험이 높은
연구(김정남, 2010),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또래동조성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김현정,
2011) 등에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성적, 학교생활, 이성친구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 성
의식, 성행동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p<.001), 성의식(p<.001)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행동(p<.01)은 이와 반대
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학교생활이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선희
(2009)의 보고에 의하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에 부합된다. 박명섭(2016)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성의식과 성행동,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며
윤지영(2010), 최현경(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청소년의 성의식과 학교생활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권선주, 2008; 송기석, 2005; 김보정, 2016)에 의하면 학교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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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수록 성의식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성행동 경험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은화, 2005)와도 유사한 결과이며 학교생활의 불만족이
학업 이외의 다른 쪽으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는 이성친구로 성경험을 갖게
할 수도 있게 되므로 성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성의식과 성행동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성의식과는 양(+)
적 상관관계(p<.01), 성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p<.01)를 보였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성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성행동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청소년
성 정체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박은희(2001)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본 연구
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의식을 연구한 결과 가정환경에서의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성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신근화와 백운옥(2017)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에서 부모의 지지와 격려,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육기법을 교육함으로써 성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
감이 성의식에 대해 61.8%가 영향을 주었고(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의식 수준
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이 20.2%가 영향을
주었으며(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은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성의식이 높아진 연구결과(권선주, 2008;
송기석, 2005),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연구결과(소미강, 2008)등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의식은 성행동에 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행동은 17.3%가 성의식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는 성의식
이 높은 청소년의 성행동 경험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의 관계
를 밝혀낸 연구결과(김보정, 2016; 윤명숙, 2012;, 강수경,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의식과
성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과 성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청소
년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생 156명과 고등학생 96명 총 252명의 자료
를 연구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여학생보다 남학생, 중학교 1학년, 경제수준은 ‘상’, 학업성
적이 상위권, 학교생활에 만족, 이성 친구가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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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의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성행동과는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의식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성
행동에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성의식 수준은 성행동에 부(-)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후속 연구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강원도 일부 소도시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하였으므로 포
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으로써 청소년의 성관련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기조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과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를 이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할 만한 실증적 근거가 확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이 스스로 성충동 수준을 가늠해 보고 성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노력과 교육기관에서
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 고 접 수 일 : 2018년 4월 1일
1차심사완료일 : 2018년 4월 30일
2차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4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8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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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강원도 경관환경 종합분석과 정책 제언1)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경관법에서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
(一團)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경관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
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생태 환경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어서 생활이나 산업의
지역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경관은 전체로서 보존과 관리의 대상이자
조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경관관리와 경쟁력 있는 경관창출이 중요한 이유이다.
선진국들의 경관정책은 경관관리의 명확한 목표와 정책방향 내에서 도시계획 등과 연계
되어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경관계획이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관특성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차원의 경관정보(DB)가 제공되
고, 경관공동체 참여를 통한 경관이해와 교육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건축규제를
통해 도시환경의 통일성과 조망권의 중요성이 제어되고 있으며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간
판) 허가는 도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관환경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경관법 전면 개정(2014. 2월 시행),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년) 수립, 대한민국 경관헌장 제정 등 국토 경관의 체
계적･종합적 관리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화로운 경관의 개발과 관리는 친환경 생태와
쾌적한 공간의 매력을 창출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경관 관련 법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도하였다. 그러나 경관 트렌드 변화와 정부
의 정책전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경관행정 추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경관정책과 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와 형식적인 경관관리가 실제 현장에
서 노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경관지구 면적의 1/2이 강원에 지정되어 있으나 산발
적인 경관사업 추진으로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도민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경관에
대한 인식 미흡,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 및 전문가 행정인력의 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의 좋은 자연, 생태, 산림과 같은 경관자산은 잘 관리되고 가치가 제고되어야 한다.
강원도만의 차별화되고 생활경관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체계 구축으로 강원경관
정책의 업그레이드가 긴요한 시점이다. 강원도의 향후 이미지와 부가가치 창조 등 미래 강
원도 발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과 관리가 조화를 이루고, 경관의 중요
요소인 도시계획, 건축, 조경, 색채, 디자인, 옥외광고물 등을 연계하여 통합함과 동시에 경관

1) 본 연구노트는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적극적 접근전략(2016) 주요 연구결과를 수정 보완
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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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혁신을 통해 강원도 경관을 상품화하고 품격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관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착, 난개발 억제와 함께 강원도 경관계획 재수정 계획 수립, 강원도 경관
조례의 개정 등 경관관리 수단의 정비와 보완이 체계적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관 관련 정책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원도 경관환경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강원도 경관환경을 종합 진단하고, 품격 있는 강원도 경관환경을 정립
하고자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경관환경 중요성과 강원도 경관환경 실태
1. 경관환경의 중요성
경관의 개념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경관법 제2조 1항에서 법적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경관은 도
시와 지역 생활환경의 종합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이면서 지역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
로서 경관가치의 중요성과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경관적인 매력은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
상승과 이미지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사례 : 순천만 국가정원,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정). 대표적인 경관명소는 도시나 한 지역을 상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질 높은 장소, 특색 있는 건축물들은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사례 : 제주올레길 경관자원 가치 350억/연, 제주도 농촌활성화지원
센터, 2014.12). 좋은 경관 이미지는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원천
임과 동시에 도시(지역)의 활력을 가져온다.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계획 수립, 주민참여 경관관리, 경관위원회의 적극적 운영, 경관
관련 정책제도 정비 및 보완의 4가지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경관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경관정책 기본계획(중앙)과 도시경관계획(지자체), 경관
지구계획을 세운다.
둘째, 경관협정, 건축협정, 녹지협정을 맺어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경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별로 경관조례를 운영
하고 경관위원회를 통해 자문과 심의과정을 거치며,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도 심의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관과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법과 수립지침,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고, 지자체에서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담당하여 내용을 정비하며 경관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 및 관리제도와 관련해서도 보완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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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정책기본계획(중앙)
- 도시경관계획(지자체)
- 경관지구계획

-

경관계획
수립

경관 관련
정책제도
정비 및 보완

경관
관리

경관계획
수립

- 경관협정
- 건축협정
- 녹지협정

경관
위원회
적극적 운영

법, 수립지침, 규정(중앙)
조례, 시행규칙(지자체)
경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 및 관리제도

-

지자체별 경관조례 운영
경관 위원회 요청(자문･심의)
경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내 경관 심의

● 그림 1 ● 경관관리 수단과 운영
우리나라는 국토경관과 관련하여 여건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먼저 높아진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국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여
건이 급변함에 따라 여가수요가 증대되고, 서비스 산업 발달로 경관자원의 활용가치가 증가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공동자산인 쾌적한 경관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개발에서 관리로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과거 공급 위주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국토경관의 품격이 저하되고, 최근 국토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토경관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 요소로 국토경관 역할이
강화되고 다양한 경관제도가 도입되어 우수한 경관이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의 주요 요인
으로 인식되면서 경관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국토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국토경관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증대와 주민참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역특색을 살린 경관형성 주체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 성장 중심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국토관리의 시도 증가와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주민 역할의 증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외 경관 우수 지역들은 경관계획, 규제, 사업제도 운영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바탕으로 경관가치를 중시하고 경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관정책은 경관관리의
명확한 목표와 정책방향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도시계획 등으로 연계되어 계획의 실행력
을 담보하고 있다. 경관계획이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관특성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차원의 경관정보(DB)를 제공하고 경관공동체 참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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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해와 교육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함과 동시에 건축규제를 통해 도시환경의 통일성과
조망권을 제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경관 우수지역은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정체성을 경관사
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 참여의 과정을 통해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2. 강원도 경관환경 실태와 시사점
강원도는 1996년 2월 9일 경관형성기본방침, 경관형성지역의 지정,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개발행위 및 공공사업 경관형성 기준, 기타 경관유지 조성 등에 관하여 도･시
군의 필요한 조치･지도･이행할 사항을 규정한 ｢강원도경관형성추진지침(예규 665호)｣을 제
정하여 국내 최초로 경관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에는 강원도 경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3.4)하여 경관심의대상 확대 및 자문대상 신설, 경관위원회 개편 등과 강
원도 경관형성조례 개정(’14.7.11)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14.12)하였다. 사회기반시설 49개
분야 100억 원 이상, 개발사업 30개 분야(도시 3만㎡, 비도시 30만㎡ 이상),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에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디
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6개 시･군 47억 원을 투자하여 4개 사업을 완료하
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도시(지역) 및 자연경관관리에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어촌･산촌지역에서 강원도 고
유의 경관이 저해되어 그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
등 시･군의 도시(지역) 및 자연경관환경 관련 규정과 정책들은 속성상 각각의 추구하는 정
책목표, 추진방향 및 실행수단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도시(지역) 및 자연
경관 목표와 지향점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도시(지역)경관 및 자연경관환경에 대해
강원도 경관환경 목표와 실행수단을 포괄하여 강원도 경관행정을 차별화하고 현재의 경관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종합적 도시(지역)경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도 경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시경관은 아파트가 밀집하여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 및 고층건물의 난립으로 구릉지 조망을 차폐하고, 단조로
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릉지 사면에 중･고층 건축물이 입지하면서
조망을 저해하고 건물 고층화에 따른 위압적인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과도한 색채와
크기 등의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고 특색 없는 관문경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산어촌 경관은 산지와 구릉지의 지형변형이 나타나고, 자연경관자원이 훼손되
었다. 자연경관과 인공시설물이 부조화를 이루고, 나홀로 있는 아파트와 녹지･농경지 등이
잠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노후된 건축물은 방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원색의
사용으로 혼잡한 느낌을 준다. 도시･농어촌 등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경관관
리의 목적이 공존하고 있으며 미래도시 또는 농어촌의 경관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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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연경관의 경우 수변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산로 초입과
해안가에 휴양･숙박시설, 식당 등이 난립해 있다. 또한 인공시설물에 의한 하천･해안･산림
경관이 훼손되고 해안 및 계곡을 사유화하고 있다. 역사문화경관의 측면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미흡하고, 역사문화자원이 주변의 건축･시설물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역사자원 주변의 완충공간이 부족하고 이질적인 고채도의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배경이
돌출되고 주변 시설물의 통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경관환경의 가시적인 효과가 큰 시설물의 정비뿐만 아니라 향후 경관자원의 다양
한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조화, 해당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연환경의 보호와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문화 특성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적 관리･
개발･회복에 초점을 맞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강원도 경관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계획상에서 경관･미관･고도･보존지구의 지
정을 통해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면적이 해당 지역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
문에 제도는 있으나 경관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및 농산어촌,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모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건축물 및 시설
물의 색채, 규모, 입지 위치, 기존환경과의 어울림에 있어 부조화가 두드러지고 강원도의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점으로 인해 개발에 밀려 소외되고 저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노후불량주택, 빈집, 낙후된 시설물이 방치되어 경관의 심미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경관환경을 종합 진단한 결과 경관의 난개발과 부조화, 방치(쇠퇴)가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과 나홀로 개발, 경관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전, 활용, 질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경관관리 목적이 공존하고 상충하고 있으며, 경
관형성 요소로 인해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경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부조화된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더불어 도민의 미래 경관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경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 및 전문가 행정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경관관리의 대상과 범위 또한 모호하며, 경관관리 수단과 관련하여 경관관리제도
(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협정, 경관사업 등)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종합
적인 계획 부재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관계획의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강원도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강원도
경관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관자원 DB를 구축하고 경
관유형별로 계획(시가지,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등)을 세워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경관요소별로도 계획(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
등)을 세워 방향을 정립하고 경관 전담부서를 통해 통합적으로 행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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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원도 경관환경 설문 분석과 시사점
1. 분석 개요
강원도 경관환경 관련 설문조사는 강원도 내 경관담당 실무자 및 전문가의 강원도 경관
환경에 대한 의견을 통해 강원도의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적극적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강원도 경관 만족도, 경관유형별 수준, 경관 관련 주요 문제점, 경관협정･경관심의･시책
사업 인지도, 관심도 및 참여 의사, 경관 정책 개선 방안 등 전문가 및 도내 담당자의 경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그룹이 주요 사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경관 관련부서 공무원 407명과 전문가 198명
으로 관련학과 교수, 연구원(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강원･서울･경기지역연구소),
BIG 5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응답자는 545명이었다.
전국 전문가 집단과 강원도 18개 시･군 경관 정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기간은
2016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강원도의 전반적인 경관만족도,
경관유형별 경관수준과 문제점, 경관관련 인지도, 개선방안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표 1 ● 강원도 경관환경 설문조사 개요
▪
▪
▪
▪
▪
▪
▪

조사대상 : 도내 경관정책 실무자 및 국내 경관분야 전문가
조사방법 : 우편설문조사, 모바일 어플
조사지역 : 강원도 및 18개 시ㆍ군 경관 관련 부서 및 전국
조사기간 : 2016년 7월 25일 ~ 2016년 8월 15일
표본 추출 방법 : 각 시ㆍ군의 경관 실무 담당자 및 전국의 경관 전문가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3%p
표본크기 : 정책실무자 346명, 국내 전문가 192명

2. 분석 결과
1) 경관만족도(수준) 및 문제점
‘강원도의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전체 평
점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평점은 3.26, 강원도 시‧군 공무원의 평점은 3.23
전문가 집단의 점수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연구노트 _ 강원도 경관환경 종합분석과 정책 제언 ｜99

세부집단별로는 강원도 시 공무원 3.24, 군 공무원이 3.22로 유사했으나, 강원권 전문가
2.96, 非강원권 전문가 3.39로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3.24

전체
공무원

3.23

군공무원

3.22

시공무원

3.24

전문가

3.26

전문가-강원권

2.96

전문가-非강원권
2.5

3.39
2.6

2.7

2.8

2.9

3

3.1

3.2

3.3

3.4

3.5

● 그림 2 ● 강원도 경관 만족도

● 그림 3 ● 강원도 경관유형별 경관 수준
‘강원도 경관유형별 경관문제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의 11개 응답항목 중 해안경관(3.15), 역사문화경관(3.14), 경관보전 대상지역(3.12), 조
망점(3.07), 하천경관(3.06), 농산어촌 경관(3.02)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되었고, 도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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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색채경관(2.83), 도시경관(2.74), 건축경관(2.69), 옥외 광고물(2.5)은 ‘보통 이하’로
응답되었다.
한편, ‘도로･색채･도시･건축･옥외광고물 경관’에 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집단 평가의
차이가 컸으며 전문가 집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었다.
‘강원도 경관관련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문가 집단은
‘지역 정체성 배제’(31%), ‘자연환경과 인공구조물 부조화’(22%)라고 답했고, 시･군 공무
원은 ‘사회적 합의 및 주민공감대 부족’(27%), ‘방치(유지관리 미흡)’(16%) ‘지역 정체성 배
제’(16%)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 집단은 강원도 경관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 ‘지역 정체성 배제’, ‘자연환경과 인공
구조물 부조화’와 같은 포괄적･추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공무원 집단은 ‘사회적 합의 및
주민공감대 부족’, ‘방치(유지관리 미흡)’와 같은 실질적･행정적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

● 그림 4 ● 강원도 경관 주요 문제점

2) 경관관련 시책사업 인지도 및 참여의사
‘경관 협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문가 집단의 63%가 ‘들어본
적 있다’ 내지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시･군 공무원 44%가 들어본 적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에 비해 시･군 공무원의 인지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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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 시책사업 인지도
경관심의, 경관관련 시책사업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문가와 강원도 시ㆍ군 공무원의 응답이
매우 흡사했으나 시ㆍ군 공무원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빈도가
높았다.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도민참여(경관협정을 통한 생활경관 형성)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문가 집단의 80%가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시ㆍ군
공무원은 64%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중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전문가 51%, 시ㆍ군 공무원 29%로 전문가 집단이 훨씬 높았으며, ‘보통’에 대한 응답 비율은
반대로 전문가 9%, 시ㆍ군 공무원 25%로 공무원 집단이 높았다. 이로써 전문가 집단에서
‘도민 참여’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
51%

50%

40%

35%
29%

30%

29%
전문가

25%

시･군 공무원

20%

10%
4%

3%

5% 6%

9%
2%

0%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

매우 중요

1%

무응답

● 그림 6 ● 경관환경 도민 참여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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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강화 시 사유재산의 권리행사의 제한적 규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부분적 수용’
내지 ‘적극 수용’ 응답률은 전문가 집단(92%)이 시ㆍ군 공무원(79.2%)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시･군 공무원의 ‘잘 모르겠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각각 10%씩 응답되어
‘잘 모르겠다’에 1%, ‘수용하기 어렵다’에 5%를 답한 전문가 집단보다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68%

70%

61%

60%
50%
40%
30%

전문가
시･군 공무원

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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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수용
(시의
행정적/재정적
보조 시)

적극 수용
(공공성
확보 차원)

기타

2% 1%
무응답

● 그림 7 ● 경관심의 강화 시 사유재산 권리행사 제한적 규제에 대한 의견

‘경관관련 사업 시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경관
협정 등 주민참여기회 확대’ 항목은 전문가(35%)와 시･군 공무원(30%) 모두 높은 빈도수로
응답했으며,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 응답률의 차이가 관측되었다.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및 거버넌스 구성’ 항목은 전문가 그룹(25%)의 응답률이 시･
군 공무원(8%)보다 높았고, ‘경관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행･재정적 제도 개선’은
시･군 공무원의 응답이(각각 35%, 26%) 전문가 그룹 응답보다(각각 17%, 16%) 높았다.
이로 미뤄 보아, 전문가 그룹은 ‘협의체, 거버넌스’ 등 전담조직 구성을, 시･군 공무원은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제도적 지원’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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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17%, 35%)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거버넌스 구성(25%, 8%)
경관사업의 행･재정적 제도 개선(16%, 26%)
경관협정 등 통한 주민참여기회 확대(35%, 30%)
기타(2%, 0%)
무응답(5%, 1%

※ 안 쪽 : 전문가
바깥쪽 : 시･군 공무원

● 그림 8 ● 경관사업 주민참여 유도에 가장 필요한 분야
3) 경관정책 우선 추진분야와 개선
‘향후 강원도 경관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자연경관 적극적 활용과
보전의 조화 실현’ 항목을 전문가(33%)와 시･군 공무원(31%) 모두 가장 많이 채택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은 ‘강원 특화경관 조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23%)와 ‘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실행력 확보’(19%)에 대한 채택률이 시･군 공무원보다 높았으며 시･군 공무원은 ‘경관
자원의 브랜드화 및 가치 제고’(19%)를 더 많이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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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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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강원도 경관개선 우선적 추진 분야
‘품격 있는 강원도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경관관리 수단(지침, 가이드라인, 조례 등)보다
더 강력한 경관관리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45%는 ‘매우 필요하다’로 답했으나 시ㆍ군 공무원은 19%만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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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했다. 또 ‘매우 불필요’ 내지 ‘불필요’를 답한 시ㆍ군 공무원 그룹의 응답은 전문가 그
룹보다 10% 가량 많았으며, ‘보통’으로 답변한 응답도 18%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시ㆍ군 공무원 그룹보다 전문가 그룹에서 더 강력한 경관관리 수단의 필
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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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현재 경관관리 수단보다 더 강력한 경관관리 수단의 도입 필요성
‘향후 강원도 경관환경 창출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주
민역량 및 경관의식 강화’ 항목이 전문가 집단(47%)과 시･군 공무원(42%)의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그 외에도 ‘경관 법률･계획･사업 등의 정합성 유지’를 시･군 공무원보다
많이 채택하였고, 시･군 공무원 그룹은 ‘전문가 양성’과 ‘미추진 경관 정비사업 추진’을 전
문가 그룹보다 많이 채택하였다.

경관관련 법률, 계획, 사업 등의 정합성 유지(17%, 10%)
경관행정 규제강화(4%, 4%)
주민역량 및 경관의식 강화(47%, 42%)
경관전문가 양성(8%, 19%)
미추진 경관 정비사업 추진(8%, 14%)
강원 대표경관 선정 및 시범사업 발굴(10%, 10%)
국내･외 경관인증 추진
기타
무응답

※ 안 쪽 : 전문가
바깥쪽 : 시･군 공무원

● 그림 11 ● 향후 강원도 경관정책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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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경관환경 창조를 위해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형성되어야 할 경관유형’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응답률이 전문가 집단(15%)과 시･군 공무원(24%)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안경관’은 전문가 응답이 시･군 공무원 응답보다 5% 이상 많았으며,
‘도로경관’, ‘색채 및 디자인’은 시･군 공무원 응답이 전문가 응답보다 5% 이상 많았다.

도시경관(15%, 24%)
농어촌경관(12%, 11%)
하천경관(8%, 9%)
건축경관(9%, 13%)
도로경관(5%, 10%)
역사･문화경관(11%, 8%)
해안경관(15%, 8%)
색채 및 디자인(8%, 13%)
올림픽 경관(2%, 3%)
옥외광고물(8%, 11%)
조망점(7%, 4%)
기타
※ 안 쪽 : 전문가
바깥쪽 : 시･군 공무원

● 그림 12 ● 강원도 중점 보전･관리･형성되어야 할 경관유형(복수 응답)

3. 시사점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3.24로 평균 이상이다. 강원도 공무원 집단의 만족도는 평균값에 근접했으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강원권 전문가 2.96, 非강원권 전문가 3.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 11개
경관유형별 만족도는 해안경관(3.15), 역사문화경관(3.14), 경관보전 대상지역(3.12), 조망점
(3.07), 하천경관(3.06), 농산어촌(3.02) 이상 6개 유형이 평균값을 상회하였고 도로경관
(2.93), 색채경관(2.83), 도시경관(2.74), 건축경관(2.69), 옥외광고물(2.50)은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연(보전) 및 문화’ 관련 만족도는 높은 반면 ‘도시(도심)’와
관련된 경관유형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관 관련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 집단보다 전문가 집단이 더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으로 ‘경관협정’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심의의 내용적인
보완(심의기준강화)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전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 일부
응답자(49명)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관심의의 내용적인 보완(심의기준강화) 사항으로 검토항목 구체화(43%), 대상기준 강화
(26%), 대상 확대(23%) 순으로 응답했다. 같은 항목에 대해 공무원 집단은 ‘검토항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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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에 응답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문가 집단은 ‘검토항목 구체화’(33%), 기준
강화(31%), 대상 확대(26%)로 여러 방면의 보완 수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도민참여 중요도에 대해 매우 중요(37%), 조금 중요(34%), 보통
(20%), 조금 중요하지 않음(6%), 매우 중요하지 않음(3%)의 순으로 응답되어 중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전문가･공무원 집단 중에 ‘매우 중요’의 비율이
공무원 집단(29%)보다 전문가 집단(51%)에서 더 높았다.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시책사업에 ‘가능한 참여’(67%) 내지 ‘적극 참여’(14%)하겠
다는 응답이 ‘가능한 불참’(7%), ‘절대 불참’(1%)보다 많았으며, 강원도 경관심의가 강화되
는 경우 사유재산의 권리행사에 제한적 규제가 있는 경우에도 ‘부분적 수용(시의 행정적/재
정적 보조시)’(64%), 내지 ‘적극 수용(공공성 확보 차원, 21%)’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관 관련 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경관협정 등
통한 주민참여기회 확대’(33%), ‘경관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29%), ‘경관사업의 행･
재정적 제도 개선’(23%),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거버넌스 구성(14%)’ 순으로 응답되
었다. 한편, 동일 설문에 대하여 ‘경관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전문가(17%)보다 공무원 집
단(35%)에서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관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및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는
공무원(8%)에 비해 전문가 집단(25%)에서 중점을 두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경관환경 창출을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주민역량 및 경관의식 강화’에 대한 응답이
44%로 전문가(47%)･공무원(42%) 양 집단 내에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차순위 응답은
‘경관 전문가 양성’(15%)이며 전문가(8%)보다 공무원(19%) 사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다음은 ‘경관 관련 법률･계획･사업 등의 정합성 유지’(13%)이며 공무원(10%)보다 전문가 집
단(17%)에서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형성되어야 할 경관 유
형으로는 도시경관(18%), 농어촌경관(11%), 해안경관(11%), 건축경관(10%), 색채 및 디자
인계획(10%) 역사･문화경관(9%), 옥외광고물(9%), 하천경관(8%), 도로경관(7%), 조망점
(5%), 올림픽 경관(2%)으로 응답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경관 만족도의 경우 보통으로 평이한 수준이나 도시, 도로, 색채, 건축, 옥외
광고물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주요 문제점은 경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지역정체성이 배제된 획일적인 경관을 조성했다는 것이므로 경관요소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시책사업의 인지도는 국가 각 부처별로 시행 중인 경관사
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반면 경관협정의 인지도는 주민참여 유도와 홍보 부족으
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관협정에 대한 주민의 경관가치 인식과 참여 유도를 높여야 한다.
경관심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체크 리스트 항목의 구체화와 대상 확대, 심의
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경관심의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주체인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관 전문가의 경우 행정 시 배제되어 있으
므로 전문경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관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시･군의 행･재정적 보조 시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육과 체험, 지원 등과
같은 주민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점적 관리 경관유형 및 요소 중
해안･도시･농어촌 경관유형과 색채, 디자인, 옥외광고물 등 경관요소에 대하여 도시생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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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색채･디자인･옥외광고물 경관요소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만족도와 중요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만족도와 중점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에는 농
어촌경관과 해안경관이 해당되므로 중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족도는 낮으나 중요도가
높은 2사분면의 도시경관과 건축경관, 색채 및 디자인에 대하여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의 옥외 광고물과 도로경관 항목에 대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은 4사분면의 역사･문화경관과 하천경관,
조망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그림 13 ● 강원도 경관환경 만족도-중요도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강원도 경관 미래상을 설정함에 있어 주된 이슈는 크게 경관이미지, 미래모습, 경관가치,
경관특성, 경관관리, 경관협정이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경관의 상징 이미지와 중점 과제, 국
내외 제도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미래 강원비전의 정책 방향과 미래 모습을 연계해야 한
다. 또한 강원도내 경관자원(도시･자연)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극 활용하고 정비해야 하며
강원도의 매력경관과 풍경경관 창출, 경관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강원도 특화경관
(도시･산지･해안 등)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강원도 경관과정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및 실행력을 확보하며 강원도 커뮤니티(생활) 경관에 대하여 주민과 공유함
으로써 참여를 실현해야 한다. 경관 재창조, 경관 창출, 경관 혁신을 통합한 생태경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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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를 창조하기 위해 강원도 경관이미지 부합, 강원도 미래모습 연계, 경관자원의 경관
가치 제고, 강원도 특성경관 창출이 필요하다. 강원도와 시･군의 도민 전체가 경관의 중요
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 경관에 대한 미래상을 도출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도민 참여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아름답고 정감 있는 쾌적한 경관을
만들고, 강원도의 미래 경관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경관
수도(박물관) 강원도’ 만들기를 강원도 경관환경 비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전원도시(Quality of Life)와 고품격 자연공원도시(Natural
Environment)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경제도시(Economic Vitality)를 이룩하고자
하는 3대 목표를 제안한다.
생태경관 수도(박물관)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고품격 전원생태도시
(농촌)경관 만들기이다. 고품격 전원생태도시(농촌)경관 만들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숲속의
아름다운 고품격 정원도시를 조성하고 관문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경관부문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마을가든 등을 통한 경관 커뮤니티(경관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등 경관 중점의 연계로 관리해야 하며, 시가지 내 오픈 스페이스를 정비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연경관 적극적 활용과 보전의 조화 실현이다. 자연경관의 적극적 활용과 보전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제적 성장관리 및 난개발 대책을 수립하고 연계해야 하며, 해안변
특별경관구역을 설정하고 그린벨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산림 중점 관리구역을 설정
하여 관리하고 도심 내 하천변, 노후주거지 등 생태적 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해안철책선
철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도 필요하다.
셋째, 경관 자원의 브랜드화와 가치 제고이다. 경관자원의 브랜드화와 가치제고를 위해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한 강원 경관자원 DB 구축과 강원 으뜸경관 상품 선정 및 시상, 홍
보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강원도 경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 경관평가 및 사후관리,
국내외 경관 인증 참여 및 지정을 통해 경관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Livcom Awards, 동아시아 경관상, Glob Award, WHO 안전도시, Unesco 창의
도시, Slow City 등을 통해 국제인증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관대상, 건축문화대상,
국토환경디자인, 경관협정 활성화, 전원도시 대상, 국가정원, 관광도시 등을 통하여 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넷째, 강원 특화경관 조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이다. 강원특화경관 조성 및 지역경쟁력 강
화로, 이를 위해 지구단위 경관상세계획과 경관타운(마을)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제주
도의 조천 스위스 마을이나 담양 프로방스 관광마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더불어 경관 개
선의 선도모델 및 상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동계올림픽특구, 산악관
광진흥구역, 해안특별경관구역, 특별건축구역 등 특화경관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야간
경관 연출 및 옥외광고물 경관을 설계하고 정착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끝으로 경관관리 체계적 관리 및 실행력 담보를 제안한다. 경관관리의 체계적 관리와 실
행력 담보를 위해 강원도 경관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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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조례, 지침, 협정, 사업 등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경관행정의 기반 구축과 전문성 강
화가 요구된다. 경관관리 및 경관 심의제도를 정착시키고 경관관리 지원 강화를 통해 도민
의 경관참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경관협정, 녹지보전협정, 경관협약, 경관보
전직접직불제 등의 연계와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전과 재생, 회복, 활용, 규제를
통한 개발과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등의 경관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착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억제하고 평면과 입체, 세부적
인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단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경관축과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 및 경관 위해요소를 관리함
으로써 강원경관헌장을 제정하고 신 강원경관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강원 미래 품격 있는 경관환경 창조와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이다. 강원도의 경관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숲속의 아름다운 고품격 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경관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경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정원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선도모델을 발굴한 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민이 실천하는
으뜸 경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경관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경관 관련 시책사업과 마을 만들기사업을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가지 내 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정비 및 확충, 주요
관문지역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야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및 옥외광고물 경관설계 정착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경관 지역과 중점경관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을 연
동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동계올림픽특구, 산악관광진흥구역, 해안특
별경관구역, 특별건축구역 등 대상 지정과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동해안 석호 및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변을 중점경관관리 대
상지역으로 설정하고 난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을 통
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입체적･통합적으로 경관관리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강원 경관자원의 가치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이다. 강원 경관자원의
브랜드 창출 및 가치 제고를 위해 강원도 매력경관과 명품경관을 창출하고, 강원도 경관 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강원도 대표 경관을 선정하여 문화･관광프로그램, 콘텐츠와 연
계하고 동계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통해 글로벌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해 강원 경관자원 DB를 구축하여 경관자원의
경관유형별, 경관요소별, 시･군별로 구분하고 경관계획, 경관정책, 경관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관법, 경관조례,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운영 및 평가지침,
경관관련법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미래 경관선도모델 사업을 발굴하고 경관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 경관타운을 조성
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제주도 조천 스위스 마을이나 전남 담양 프로방스
관광마을, 충남 아산 지중해마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래 강원경관을 선도할 수 있는
상징 경관시범모델 사업을 발굴하고 경관개선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상품 및 시상으로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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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경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 있다. 동해안 해안경관을 공유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관평가와 사후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관환
경을 구축하고 경관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강원도 경관자원의 국내외 경관 인증에
참여하거나 지정하고, 강원도 경관인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강원도 경관관리 실효성 및 경관 역량 강화 정책제언이다. 강원도 경관계획의 재정
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경관 미래상과 경관의 기본방향, 기본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시･군 경관기본계획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1차 경관
정책기본계획(2015~2019년)과 경관지침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관관리 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관관리 실행력을 강화하고 경관심의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방안을 보완하고, 경관과 관련된 각종 기준이나 지
침을 통합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관 유형별･요소별 관리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경관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를 세부화시킴과 동시에 경관관리를 지
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재원과 같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 경관조례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경관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 경관행정 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경
관과 단위 규모의 통합운영 시스템을 개편하여 위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강원도 경관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강원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내 경관지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경관행정 지원 조직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경관추진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도민 경관정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경관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강원도 경관헌장을 제정하고 강원
신 경관환경 비전을 선포하여 경관의 실효성과 역량을 다지는 데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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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접경지
유휴지 발생과 지역대응 방안 연구
Ⅰ. 서 론
최근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이하 국방개혁2030)’을 통해 2030년까지
군구조의 개편 및 군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군 개혁 구상을 발표하였다. 국방개혁2030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 6월에 당초 목표연도 2020년에 맞춰 수립
되었지만, 최근 국내외 안보 현실을 고려해 기존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10년 연장된 2030
계획으로 새롭게 수립 발표되었다. 계획의 주 내용은 분산된 전방부대의 군집화와 거점화
이다. 병력의 감축은 육군의 경우만 해당되는데 주로 전방부대의 재배치를 통해 2022년까지
11만 4,000여 명의 병력이 감축될 예정이다.
국방개혁2030에 따르면, 강원도 주둔 1, 3군단의 병력 감축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력 감축의 과정에서 상당수의 1, 3군단 현 주둔지가 이전적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도는 전국 군용지 면적의 22.9%인 271.5㎢를 군용지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용지로 국방개혁2030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접경지역 중 철원군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1.6배인 약 400만 평 정도의 토지가
국방개혁2030의 영향으로 유휴 군용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군부대의 재배치는 특히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접경지역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배치를 통한 군부대의 거점화는 군인 가족 등
거주 시설 등의 집단화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등 기존 상권의 붕괴를 가져와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부대 이전적지의 활용은 단기적으
로는 군 밀착형 기존 상권의 회생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를 견인할 중요
한 아젠다로 대두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지자체는 유휴 군용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공개 매각을 통해 군부대 재편의 소요재원을
마련하려 하는 국방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이전적지로서 유휴 군용지의 반환과 활용계
획의 수립이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서, 이 연구는 국방개혁2030에 따른 유휴지
발생과 이에 대한 활용계획의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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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주요 내용
1. 부대구조 개편 및 변화
국방개혁2030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최종완료 시 상비병력 규모는 계획 시작년도에 63만
3천 명에서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감축된다. 현재 병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만 명을 감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만 명을 감축하여 총 11만 1천 명을 감축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병력의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수의 육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개혁2030을 추진하게 되면,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의 해체와 부대이동은 향후 군 유휴지 처리문제와 연계하여 지역발전
에 위협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원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1군사는 3군사와
통합하여 지작사로 창설되는 시점을 2019년 1월 완료로 추진하고 있다. 군단급 부대의 변
화는 인제지역의 3군단은 양양지역의 8군단과 통합하여 2024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3군
단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천 일대에 위치하던 11기계화사단은 지난 2016년
이미 7기동군단으로 배속 전환되었으며, 철원지역에 주둔해 있던 6사단도 포천 일대로 이
동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천의 27사단과 양구 일대의 2사단·21사단이
해체된다는 언론 보도와 동시에 인제 일대에 주둔한 2사단 예하 2개 연대 규모가 양구지역
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1군사와 8군단 해체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지원병원인 국군강릉병원은 외래검진센터로 축소되고, 국군원주병원은 폐쇄될 예정이다.
● 표 1 ● 육군 병력 및 부대구조의 주요 변화
지작사

지작사 창설(1･3군사 통합, 2019년 예정)

군 단

6개 군단 운영(1･6군단 및 3･8군단 통합, 각 1개 군단 편성)

사 단

28개 사단 운영(8･26사단 및 11･20기보사 통합, 각 1개 사단 편성)

여 단

16개 여단 운영(7기동군단 예하 5개 사단 중 3개 사단 해체 → 여단으로 재편)

병 력

52만 2천 명 유지(육군 2022년까지 11만 1천 명 감축)

자료 : 국방부 및 유관기관 자료 종합.

전체적으로, 국방개혁2030이 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육군 군부대가 주둔했던 군용지
중 많은 토지는 유휴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 경우, 군 유휴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방지역에 군 병력의 많은 부분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휴지 면적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강원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낙후한
접경지역 5개 군에 밀집되어 있어 향후 유휴지의 확보에 따른 재정 문제 등 국방개혁2030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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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조개편에서 11만여 명의 감축된 육군병력은 첨단전력으로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되는 미래군단은 기존의 야전군 급으로 조직과 장비가 보강될 전망이며 보강된 조직과
전력으로 1개 군단별 작전 능력을 폭 60km(±), 종심 120km(±)로 기존 작전지역의 4배에
달하는 지역을 통제하게 된다. 미래군단은 확장된 전장영역을 차기 무인기(UAV)와 차기 대
포병 탐지레이더를 활용, 적을 식별하여 전술정보 통신체계와 합동·전술 C4I체계로 실시간
공유한 적에게 항공작전지원본부(ASOC)를 통해 공군전력으로 타격하며, 차기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실시간 전투와 화력운용이 가능하도록 2024년까지 편성 완료된다. 미래사단은 현
재 사단의 작전지역 폭 15km, 종심 35km를 미래 사단의 작전지역으로 폭 30km(±), 종심
60km(±)로 확장되며, 광 정면에서 첨단전력으로 2026년까지 보강하여 사단작전이 가능
토록 추진된다.
미래군단과 사단은 작전구역이 4배로 확장되고 관련 부대의 추가 창설과 부대 확장에
따라 작전목적에 부합되도록 부대 재배치 시 많은 군 유휴지가 발생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부대 창설시 새로운 장소에 군용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군부대의 재배치는 기존의 통제･
제한구역은 해제되겠지만 새로운 지역에 통제･제한구역이 신설될 개연성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2. 육군 훈련장 및 부대시설의 통합과 신설
현재 군 당국은 국방개혁2030과 연계하여 각종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
추진하는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은 군부대가 훈련을 하며 제기되는 다양한 민원을 해소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구조분야의 부대구조 계획과 연계하여 권역화 훈련장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방지역은 작전 축선별로 고려하고, 후방지역은 행정구역 단위
로 소규모로 편성된 훈련장을 통합하여 2030년까지 사단 및 군단 급 부대 통합훈련 여건이
보장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전력 전력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과학화된 훈련장의 설치사업은 현재 전국에 산재된
128개 예비군훈련장을 연대 단위로 통합하여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실전적인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44개소에 동시 500명이 훈련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연대 규모의 과
학화 훈련장을 편성토록 추진한다.
개인훈련장 통합 사업과 권역화된 전술훈련장 편성사업 추진은 현재, 중대급 이상 부대
주둔지 인근에 편성된 개인훈련장 약 3,300여 개소를 부대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에 약
652개로 통합 편성하여 공동사용토록 하고, 대대급 이상 부대가 훈련하는 부대단위 전술훈
련장으로 전국에 74개소를 편성하는 권역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군사시설 재배치 기본
계획’과‘ 연계한 ‘군 주거시설 종합발전계획’은 분산된 소규모 주거시설은 부대에서 1시간
거리를 고려하여 도심 위주로 타운화하여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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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육군 훈련장 및 부대시설 주요변화
훈련장 권역화

- 현 활용 분산된 훈련장, 전방지역은 축선별, 후방지역은 행정구역별 통합
- 사단 및 군단 급 훈련 가능한 권역화 훈련장 구축(2030년까지)

예비군 훈련장

- 전국에 산재된 128개 예비군훈련장 연대단위 통합
- 동시 500명 수용 가능한 훈련장 전국, 44개소 개발(2024년)

소부대 훈련장

- 부대 인근 분산된 약 3,300여개 개인훈련장 652개로 통합, 공동사용
- 부대단위 전술훈련장, 전국 74개 지역 훈련장 권역화 사업 추진

군 주거시설

- 군 숙소 부대에서 1시간 거리 내 도심 위주 타운화
- 분산된 소규모 주거시설, 부대 재배치 계획과 연계 단계적 통폐합 추진

자료 : 국방부 및 유관기관 자료 종합.

Ⅲ.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관련 주요 이슈
1.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철원군 사례
중부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철원군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가장 군사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행정구역 면적의 99.7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6년 현재 행정구역
면적의 약 6.67%에 이르는 59.29㎢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다.1) 그리고 2016년 현재 철원
군에는 26,158명의 군 장병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주민에 대한 군 장병의
수는 54.79%이다. 군부대는 2개 군단과 3개 사단 및 1개 여단이 주둔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국방개혁2030에 따른 군부대의 재배치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
기에서는 철원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중 1개 사단(이하 A사단) 병력이 후방으로 재배치
된다고 가정3)하고 그 효과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부대별 장병 현황이 군사기밀인 이유로,
여기에서는 A사단의 병력규모를 11,200명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이 추정은 일반적으로 알
려진 군 편제 현황을 근거로 한다. 계급별 인원의 추정은, 병사의 경우, 육군 복무기간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간부(장교와 부사관)는 2014년 현재 전체 군 병력 중,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29.5%)을 이용해 추정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은 2014년 현재 장교와 부
사관의 수를 기준으로 4:6으로 정한다.

1) 철원군(2013), 국가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 및 국가지원방안 연구.
2) 행정자치부(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3) 국방개혁2030에 따라 철원군의 경우 약 1개 사단 병력의 감축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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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각 요소별 추정치를 근거로 철원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 26,158명에 이를
적용하여 A사단 규모를 11,200명으로 추정한다. 군 편제 현황은 <표 3>과 같다.
● 표 3 ● 군의 편제 구분 및 기준
구분

인원

내용

분대

10명 내외

최소 편성 단위

소대

약 40명

1개 소대는 보통 3~4개의 분대로 구성

중대

약 160명

1개 중대는 보통 3~4개의 소대로 구성

대대

약 600명

보통 3~4개 중대와 대대본부 및 본부중대, 통신소대로 구성

연대

약 2,000~3,000명

연대본부 및 3개의 보병대대, 그 밖의 전투지원 중대

여단

약 3,000~5,000명

특수 목적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단, 화력지원 및 전투지원 담당

사단

약 1만~1만 5,000명

3개의 보병연대와 1개의 포병연대, 직할대 등으로 구성

군단

약 2만~4만 5,000명

사단과 여단의 상급부대, 3개의 사단과 그 밖의 지원부대로 구성

자료 : 국방홍부원 블로그(http://demandubtistory.com/625)

A사단의 이전으로 생기는 지역경제의 피해는 A사단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
정하여 유추할 수 있다. A사단의 소비지출은 부대원의 소비, 부대의 구매, 부대 면회객의
소비 등을 추산하여 산정한다. 부대원의 소비액 추산은 간부 포함 각 계급별 장병의 소득에
소비계수를 적용하여 한다. 소비계수는 유사 선행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로
한다. 부대 운영비도 유사사례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대원 소비액의 비율(약 43%)을 정해서
하기로 한다. 면회객의 총 소비액은 병사 1인당 연간 평균 면회횟수에 이전하는 사단의 병
사수와 10만 원을 곱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A사단에 의한 연간 소비지출은 총 916.2억
원인 것으로 산정된다.
A사단에 의한 보통교부세 보정액과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재정조정지원금, 그리고 납
세액에 대한 추정도 필요하다. 먼저, 환경보호비, 지역관리비, 도로관리비 등이 포함된 보통
교부세 보정액은 각 항목별로 정해진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되고, 지방재정조정지원금은 A
사단의 규모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납세액은 지방소득세, 균등
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균등할 주민세는 유사 선행연구에서 나온 A사단의
부대원 중 철원군 주민등록 등재 여부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다. 자동차세는 부대원의 자동
차 소유 여부에 배기량별로 규정된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담배세는 흡연 여부와 1일
흡연량을 토대로 산출한다. 지방교육세는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에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출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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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A사단에 의한 철원군 소비 및 재정효과 추정 결과
효과

소비효과
(억 원)

세부항목

금액(억 원)

부대원 소비

620.98

부대구매

운영비

21,84

부대조달, 시설비

195.00

면회객 소비

78.40

소계

916.22

재정조정액

148.00

주민세(균등할)

0.12

지방소득세

21.38

담배소비세

5.71

자동차세

4.84

주행세

2.25

지방교육세

4.32

소계

53.42

지방
재정효과
(억 원)

총계

969.64

한편, 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로 나누어 산정한다. 2015년에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강원도의 생산
유발계수는 0.815,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05, 고용유발계수는 1억 원 당 0.96명이다. 위에서
추산한 소비지출에 세 가지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각 유발효과를 추정하면 <표 5>와 같다.
그리고 소비효과와 생산유발 효과를 포함한 생산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포함한 소득
효과는 <표 6>과 같다.
● 표 5 ● A사단에 의한 유발효과 추정
이전 병력의 주둔으로 인한 소비효과(억 원/명)
유발효과
부대원 소비

각급 부대
운영비

부대조달 및
시설공사 등

면회객 소비

계

생산유발효과

506.1

17.8

158.93

63.9

746.72

부가가치유발효과

251.1

8.85

78.98

31.75

371.07

고용유발효과

596. 14

20.97

187.20

75.26

8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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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A사단에 의한 소비효과, 유발효과, 총효과
(단위 : 억 원)
유발효과

부대원 소비

각급 부대
운영비

부대조달 및
시설공사 등

면회객 소비

계

소비효과
(a)

620.98

21.84

195

78.4

916.22

생산유발효과
(b)

506.1

17.8

158.93

63.9

746.72

부가가치유발효과
(c)

251.5

8.85

78.98

31.75

371.07

고용유발효과
(d)

596.14

20.97

187.2

75.26

879.57

생산효과
(e=a+b)

1,127.08

39.64

353.93

142.3

1,662.95

소득효과
(f=a+c)

872.48

30.69

273.98

110.15

1,287.3

국방개혁2030에 따라 철원군의 1개 사단 병력 11,200명이 후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먼저,
위에서 추정된 916.22억 원의 소비지출과 1,662.95억 원의 생산효과 및 1,287.3억 원의
소득효과가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철원군에 주둔한 모든 군부
대에 의해 지출되는 효과4)와의 비교 및 철원군의 GRDP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A사단에 의한 소비지출 916.22억 원은 철원군에 주둔한 모든 군부대에 의해 지출
되는 최종소비액 2,140억 원의 42.8%를 차지한다. 둘째, A사단의 소비지출에 의한 총생산
효과는 2013년 철원군 GRDP의 약 11.87%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A사단의
지방재정지원은 2013년 철원군이 지원받은 지방재정조정지원액 123.32억 원의 12%에 해
당한다. 넷째, 2013년 A사단의 부대원에 의해 납부된 지방세는 같은 해 철원군이 징수한
시군세 146.71억 원의 약 26.32%에 해당한다. 따라서 A사단의 이전은 철원군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휴지의 발생과 활용 관련 이슈
2006년 12월에 제정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은 국방개혁2020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사업에서 소용되는 비용을 부대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지의 매각을 통해 조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한다면, 국방개혁203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휴지
로 분류되는 군용지 또한 대부분 매각대상토지라 할 수 있다.

4) 결과는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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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의 주요 내용
구분
사업 대상

세입

취득재산관리
시효 만료
만료 후 채권채무관리

내용
*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
* 2개 이상 지역 시설의 통합 및 조정에 필요한 시설 확보 사업
* 특별회계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재산의 처분 대금, 위약금, 연체료에
의한 수입
* 2006년 6월 1일 이후 국방군사시설이전으로 발생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처분 대금
* 세출재원 부족시 국회의결 통한 일시적 차입금
* 일반회계로 관리
* 2020년 12월 31일
* 일반회계로 이관

자료 : 국회,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참조 작성.

군부대 이전에 있어 그동안 군과 지자체 및 공기업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기부대
양여방식이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 혹은 공기업이 군이 원하는 지역에
군이 필요로 하는 규모만큼의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국방부에 기부하고 군은 이전 후 발생
된 유휴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 양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부와 양여는 전문 감정
기관의 평가에 의해 그 차액을 정산한다. 국방개혁2030에 따른 부대 재배치 사업도 상당
부분은 기부대양여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기부대양여방식은 사업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개
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사업의 기획과 결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 정도와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 및 의사결정 전담창구의 유무에 따라 사업의 소요기간에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전주 35사단 이전-에코시티개발사업의 경우 부대이전에 5년, 도시개발에
3년 등 총 8년이 소요된 반면, 창원 39사단이전-유니시티개발 사업은 지자체의 부대이전
건의부터 승인까지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업
기간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이해관계자의 갈등 정도에 있었다. 따라서 사업의 기
획과 결정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는 기부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증가가 지자체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주요 원인
이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의 철거사업의 경우, 군은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해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안보상 존치의 필요성과 주민불편의 해소를 비교 형량하여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지로 결정하고 단계별로 사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군이 요구한 대체 표준감시 장비 설치에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11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기부대양여뿐만 아니라, 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매입비용은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핵심 요소였다. 국방부는 미군부대의 이전비용을 이전부지의 매각을 통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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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지자체는 개발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최소화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부산의 주한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전국 4,000만 평의 토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2년 부대이전이 확정되
었다. 그러나 3,000억 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의 조달로 인해 국방부와 부산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국방부는 이전비용 조달을 위해 일반매각을 원했고, 부산시는 반
환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 위해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2014년 부산시민공원으로 완공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지 주변지역은 뉴타운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사례는 우리에게 반환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2008년 3월 기준,
오키나와현에는 주일미군의 75%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오키나와 미
군기지는 현 면적(도서지역 포함)의 10.2%, 오키나와 본토 면적의 18.4%를 점하고 있는 대
규모 기지였다. 이러한 이유로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정리 축소를 오래전부터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반환된 토지(跡地)는 오키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공간
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1961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오키나와에서 반환된 미군기지는 123.026㎢였고, 이들 반
환된 토지는 주로 공공사업, 개인 및 기업 이용, 자위대 이용, 미군에 재제공, 보전, 이용곤
란 등으로 이용되었다.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반환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리체제를 구축했다.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12월 28일 미군으로부
터 반환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둔군용지적지이용 촉진 및 원활화 등에 관한
방침”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 2월에는 동 방침에 근거하여 내각에 내정심의실과 오
키나와담당실에 “적지대책 그룹”을 신설하고 그룹 리더를 배치하는 한편, 15개 관계부처과
장과 오키나와현 진흥개발실장으로 구성된 “적지대책 프로젝트팀”을 신설하였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청에 오키나와현청의 관련 부장 및 국장을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현 군용지 적지 이용 촉진 연락회의”를 재발족시키는 한편, 기노완시에는 기노
완시청 관련부장 및 국장을 주축으로 한 “기노완시 군용지 적지개발프로젝트팀”을 설치
하였다. 이로써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협력 체제를 완비한 셈이었다. 2000년 5월에는 적지
이용을 촉진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적지대책준비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여기
에는 내각관방 장관, 오키나와 개발청 장관, 오키나와현 지사, 그리고 기노완시 시장이 참석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 예하에 내각관방 부장관이
주재하는 연락회의를 두었다.
2년 뒤인 2002년 4월에는 “오키나와진흥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국가,
현, 그리고 적지관계 시정촌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적지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적지이용의 기본원칙, 재정적 지원, 대규모 적지에 대한 국가의 대책과 방침, 대규모 적지
및 특정 적지에 대한 급부금의 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이 법은 반환되는
토지를 “대규모 적지”와 “특정 적지”로 구분했는데, “대규모 적지(대규모 진흥 거점 주둔군
용지 적지)”란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원상복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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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장기간이 예상되며, 오키나와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거점이 되는 토지로서 그 규모가
3㎢ 이상인 시가지와 인접한 토지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특정 적지(특정 진흥주둔군
용지 적지)”란 개발 및 정비를 위해 원상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계획적인 개발과 정
비가 오키나와 진흥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0.05㎢ 이상인 반환지로 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특별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는 재정지
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키나와현 및 관계 시정촌의 적지 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대책을
지원하고, 대규모 적지(대규모 진흥 거점 주둔군용지 적지)와 특정 적지(특정진흥주둔군용지
적지)를 지정하도록 했다. 오키나와현과 관련 시정촌은 적지 이용계획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의향을 파악하며,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규모 적지와 특정 적지는 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일본 총리가 지정했으며, 각 적지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도록 했다.
즉, 대규모 적지가 지정되면, 정부의 대책과 방침은 총리가, 그리고 종합정비계획은 오키나
와현 지사가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특정 적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해당 시정촌장이 마련
하도록 했다.

자료 : 접경지역10개시군공동발전방안 연구(2009, 강원발전연구원).

● 그림 1 ● 대규모 적지, 특정적지 지정 및 이용계획수립 절차
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된 일부 사항은 2002년 7월에 작성된 “오키나와 진흥계획”으로 구
체화되었다. 동 계획은 적지이용계획의 조기 수립, 반환 후 조속한 사업 착수, 신속한 원상
회복, 그리고 공공 및 공익시설 정비용지의 선행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오
키나와진흥계획”에 근거하여 적지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지대책협의회”
와 “적지관련 시정촌 연락 및 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8월에는 오키나와 진흥계획에서 규정한 “적지 관련 시정촌 연락 및 조정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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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되었다. 이 회의는 적지이용의 촉진과 관련된 오키나와현과 적지 관련 시정촌과의
연대, 적지 대책협의회에의 적지 관련시정촌의 의견반영, 그리고 업무 연락 및 조정을 도모
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이 회의에는 오키나와현 지사, 나하시 시장, 기노
완시 시장, 오키나와시 시장, 온나무라 촌장, 킨초 정장, 요미탄손 촌장, 차탄초 정장, 기타
나가구스쿠손 촌장 등 우리의 도지사, 시장, 읍면동장에 해당하는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진흥계획”에서 규정한 또 하나의 협의체로서 “적지대책협의회”는
2002년 9월 편성되었다. 이 협의회는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담당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오
키나와현 지사와 적지 관련 시정촌의 촌장이 참여하여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적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구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오키나와현, 그리고 관련 시정촌이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이 “적지대책협의회”는 2000년 5월에 설치한
“적지대책준비협의회”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차탄초 정장이 참석범위에 추가되었다.

Ⅳ. 군 유휴지의 합리적 반환 방안
1. 관･군 협력 유휴지 개발계획 수립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사업이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보도되면서, 발생될 군 유휴지를 지역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망도 적지 않다. 특히, 경기
도, 강원도, 인천시 등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의 지자체는 예상된 군 유휴지에 대한 개발계
획을 검토하는 등 지역 차원의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다. 강원도의 경우, 접경지역 군부대
유휴지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해당 시·군이 우선 매입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접경지역에 소재한 군 유휴지는 원소유주에게 우선 매입
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군 유휴지는 공개매각이 원칙이
지만 강원도는 우선매각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군부대와 정보공유로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5)
그러나 지역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군 유휴지의 공급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정과 이에 따른 부대이전사업의 지연으로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 국방개혁 기
본계획은 2006년도에 최초 수립된 후, 2009년도에 1차 수정되었으며, 3년 후인 2012년에
2차 수정, 2년 후인 2014년에 3차 수정, 그리고 2017년에 4차 수정되었다. 그리고 계획의
완성 시기도 당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이나 연장되면서, 군 구조에 대한 개편도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사단 규모는 최초 47개 사단에서 24개로 감

5) “軍 유휴지 561만㎡ ‘축구장 784개’ 규모 방치”, ｢강원일보｣(2017. 8.14).
6) 2016년 기준 미활용 군용지는 7,035개소에 10,776필지로 그 면적은 31.3㎢로 여의도(2.9㎢)의
108배에 이르고 있음(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국방부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2017.07),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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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예정이었으나, 기본계획이 수정되면서 24개에서 28개, 그리고 31개 등으로 변동되었
다.7) 또한, 군단 역시 당초 10개에서 6개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폐쇄 대상이었던 수도방
위사령부가 ‘지역 군단’으로 부활되면서 군 단수는 7개로 증가 조정되었다. 그 결과, 지역
차원에서 이용가능한 부지(유휴지)의 공급 일정도 그만큼 지연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군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입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
업의 경우, 대량의 반환지가 매물로 나왔고, 이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
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국가, 지자체, 공기업, 유자격 민간업체 등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입하기로 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족(구매력 불충분)과 민간사업자의 유치 지연으
로 거래는 원활히 성사되지는 못했었다.8)
그간 매물로 등장하는 군 유휴지의 대부분은 그 면적이 방대하고, 따라서 이의 매각 예정
가격도 고액이었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반환된 군 유휴지
가운데 22개소는 반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아직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의 면적은 작은 경우 0.9만㎡(2,727평)에서 넓은 경우에는 5.51㎢(167만 평)에 이르며, 평
가금액은 최소 71억 원에서 최대 8,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만약 반환된 유휴지를 지자체
가 매입하여 개발한다면, 유휴지 매입비에 더해 개발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개발비를 토지매입비의 2배로 상정할 경우, 현재 매각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22개의
기지를 모두 개발하는 데 2조 5,200억 원(토지매입비 8,400억 원+개발비 1조 6,800억 원)
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지자체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17년 8월 현재 부대재배치로 강원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군 유휴지 규
모는 총 5.61㎢(170만 평)에 이를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7년도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진 유휴지는 55.9만㎡(17만 평)에 이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의 가치
는 6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표 8> 참조). 국유지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의거하
여 시가를 고려한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9) 그리고 이렇게 평가된 군 유휴지의
예정가격은 공시지가의 2배 이상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2017년도 강원도지역에서 매각될
군 유휴지 55.9만㎡(17만 평)를 매입하는 데 1,340억 원(670억 원×2배)이 필요하며, 여기에
이를 개발하는데 매수금액의 2배인 2,680억 원(1,340억 원×2배) 이상이 추가될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가 직접 군 유휴지를 매입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 다시 말하
면 채산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매각된 대부분의 군 유휴지는 주로 주택단지로 개발되
었으며, 여기에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유휴지의 30% 이상이 활용되었다. 현재, ‘기부
7)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국방부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2017.07),
p.277.
8)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국방부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2016.07),
p.233.
9)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1항은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①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② 대장
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
가업자의 평가액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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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도 양
여 받을 유휴지의 상당 부분을 주택단지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가 감소되거나 정체된 상황에서 주택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지자체는 구도
심과 신도심으로 양분되어 새로운 도시문제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 표 8 ● 2017년도 강원도내 군 유휴지 매각대상 현황
구분

필지수

면적(㎡)

면적 점유비(%)

공시지가 기준 가치
(억 원)

계

97

279,615

50.0

334.89

원주시

57

121,075

21.7

317.88

강릉시

10

7,189

1.3

2.82

철원군

7

25,186

4.5

1.84

홍천군

6

24,868

4.4

5.81

평창군

6

49,816

8.9

4.32

양구군

6

19,848

3.5

1.17

인제군

5

31,633

5.7

1.04

계

194

559,230

100.0

669.77

자료 : “軍 유휴지 561만㎡ ‘축구장 784개’ 규모 방치”, ｢강원일보｣(2017. 8.14).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유휴지를 개발하는 주체가 되는 것보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개발계
획을 수립한 이후에 유휴지를 매각하는 방식’에 협조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군은
유휴지의 매각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매각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는 독자적인
군 유휴지의 지역개발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편익을 증진시
킬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군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전체 부지의 30~50%는 학교, 공원,
편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10)
일본의 경우도,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각하는 이른바 2단계
매각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즉, 1단계로 일본 재무성은 매각 대상 국유지에 대한 개발계획
(안)을 일반에 공개모집하고, 2단계는 응모된 계획을 심사한 후 지자체와 협조로 개발계획
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에 정해진 용도로 국유지를 매각하고 있다.11) 따라서, 일본과 달리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유휴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
부에 제안하는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군 유휴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자체는 자체
적으로 유휴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준 지구단위계획 수준)을 수립한 이후,
10) 전주 35사단 이전과 창원 39사단 이전에 따른 유휴지 개발사업의 전체 부지의 약 50% 전후에
상당하는 부지가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활용되었다고 함.
11) 財務省, 未利用国有地の売却について, 財政制度等新議会 第3回国有財産分科会 配布資e８
(2003.2.19.).

128｜ 강원논총 2018년 제9권 제1호

이를 국방부 관계 부서와 협의하며, 국방부와 합의에 도달한 사안(개발계획)에 대해 지자
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환언하면, 지자체는 군 유휴지와 주변지
역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동기를 유발하여, 자칫하면 매각도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남게
될 지역에 대한 이른바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무단점유 공유지와 군 유휴지의 교환
한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군 유휴지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전략과
병행해서,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도유지+군유지)를 지자체가 필요한 군 유휴
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군은 2015년 현
재, 59.7㎢(1,809만 평)의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5%인
21㎢(636만 평)는 공유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9> 참조).
● 표 9 ● 연도별 군 사용 사유지 및 공유지 추이
구분
군 사용
사유지

군 사용
공유지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필지(개소)

9,690

9,506

9,343

9,212

9,587

면적(㎢)

42.5

41.2

40.2

39.1

38.7

금액(억원)

5,465

5,293

5,166

5,043

7,007

필지(개소)

1,761

1,626

1,585

1,571

1,660

면적(㎢)

23.8

23.2

21.0

21.0

21.0

금액(억원)

3,008

2,946

2,861

2,845

2,839

필지(개소)

11,451

11,132

10,928

10,783

11,247

면적(㎢)

66.3

64.4

61.1

60.0

59.7

금액(억원)

8,473

8,239

8,027

7,888

9,846

주 : 군 사용 사공유지 면적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5년도에는 군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새롭게 사‧공유지가 발굴되면서 그 면적이 증가하였음.
자료 :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16(2016.8), p.159.

2015년 현재, 군이 사용 중인 사유지와 공유지의 행정구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무단 점유지가 전체 무단점유지의 68.2%를 차지하며, 강원도는
12.4㎢로 2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사‧공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산정할 경우, 총 9,846억 원으로 수도권이 75.2%를 점하며, 영남지역과 강원도 지역의
무단 점유지의 가액은 각각 1,308억 원과 868억 원으로 전체의 13.3%와 8.8%에 이른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군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7.93㎢)가 공유지
(4.47㎢)보다 1.8배나 넓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은 공유지(728억 원) 쪽이
사유지(140억 원)의 5.2배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강원도 지역에서 군이 무단으로 점유
하고 있는 공유지는 대부분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당 공시지가가 사유지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가 해당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에서 점하는 비율은 수도권이 5.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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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으며, 강원도의 경우는 0.5%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후방지역보다 전방지역, 전방지역
중에서도 강원도 지역보다 수도권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공유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
사한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도유지와 군유지를 합한 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공유지 면적/전
국토 면적)은 8%이며, 행정구역별로 공유지의 비율(해당 지역 공유지 면적/해당 행정구역 면
적)이 높은 지역은 서울 23.1%, 충북 13.7%, 부산 13.6% 순이며, 강원도는 전국 평균(8%)
보다 약간 낮은 7.8%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비해 세종시(5.0%), 충남(5.3%), 전남(5.9%)
등은 평균치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국유지와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80.0%), 울산(79.3%), 세종(78.0%), 전남
(77.3%), 경남(76.3%) 등이며, 강원(39.8%), 서울(53.2%), 충북(63.9%) 지역 등은 사유지
의 비율이 낮은 3개 시도로 확인된다. 특히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60.2%(국유지 53%, 공유
지 7.2%)를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가용 토지의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
해 낮은 점이 특징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6년 현재, 정부는 전 국토의 25%(25,070㎢)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는 이보다 0.2%(59.7㎢)가 더 넓은 251,297㎢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강원도의 경우, 정
부는 도 전체 면적(16,825.6㎢)의 53%인 8,901㎢를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12.4㎢(공유지
4.47㎢, 사유지 7.93㎢)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강원도에서, 군의 무단점유지가
도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공
유지에 대한 군의 무단점유로 도 전체 면적의 8%(1,219.1㎢)를 소유하면서 7.2%(1,214.6
㎢)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 4.47㎢(135.5만평)를 지
자체가 필요한 군용지와 교환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증설
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부는 사공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점유지는 반환
하되, 필요한 점유지는 매입하지만,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다른 군용지와 교환하거나,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입장에 있다. 특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
지는 교환 또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사용 및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통해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공유지 매입은 예산이 확보될 때 가능할 것
인데, 2016년 말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1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매입하고 보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2002년도 이후 연간 집행액은 400억 원을 넘지
못했다(<표 10> 참조).
만약 국방부가 향후 무단점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년 400억 원을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시지가로 1조 원에 이르는 무단점유지를 모두 매입하는데 25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
할 때, 공유지의 매입은 수년 후에야 이루어질 지도 모른다. 게다가, 지자체 입장에서도 무
단 점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군용지와 교환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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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국방부의 회계별 사공유지 정리 실적(결산 기준)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면적(천㎡)

매입비(억 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09
24
282
148
6
-

142
145
248
221
1,355
529
826
621
672
886
1,077
991
694
1,660
1,890
4,050
1,780

251
170
530
370
1,361
529
826
621
672
886
1,077
991
694
1,660
1,890
4,050
1,780

39
58
110
81
4
-

133
206
301
237
209
200
135
255
222
164
369
315
189
268
185
100
151

172
264
411
318
213
200
135
255
222
164
369
315
189
268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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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① 1999-2003년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2004.08), p.102, ② 2003-2007년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7회계연
도 국방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2008.09), p.84, ③ 2007-2011년 자료: 국회, 국
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국방부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1.08)p.133 및 p.277, ④ 2012-2015년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국방부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2016.07), p.399 참조 작성.

따라서 강원도는 현재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면적, 주소 등)를 파악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신설, 확장, 개선)에 필요한 토지를 식별
한 후, 식별된 토지가 군용지일 경우에는 무단점유 공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자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특정 지역의 군용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해당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단 점유지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군용지와의 교환은 그 면적이 작은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최근 군 당국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 국방개혁2030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장관 직속기구로 국방개혁추진단을 편성하여 군 구조개혁반, 국방운영개혁반, 방산획득개혁
반 등 3개 반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진단의 역할 가운데 군 구조개혁 및 국방운
영과 연계한 민관군의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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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군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안보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출발
점은 서로 간의 입장과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에 있다. 국방개혁2030이 추진되면서 육
군의 부대계획과 각종 훈련장의 통합 재편성 사업 및 주거시설의 재배치 등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은 크게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위축과 유휴지로 남을 군용지의 처리
문제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군 구조 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
지만 아쉬운 점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협력적 안보 측면
에서 군 구조 개혁은 민군이 상생의 차원에서 지역발전계획과 병행 추진되도록 일정 부분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강원도는 유휴지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담긴 ‘강원도 종합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키나와 사례는 유휴 군용지에 대한 적당한 도입기능의 설정이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
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휴 군용지와 관련한
국가 및 지역계획에서의 위상과 토지이용 방향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유휴 군용지에 대
한 도입가능기능의 도출은 이전적지의 활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국가계
획에서 이 지역에 대한 장단기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덧붙여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 유휴
군용지 주변지역이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지
역의 발전방향에 합당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용지에 대한 수요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거용지, 산업용지,
레저 및 관광용지, 그리고 공원녹지와 공공시설용지 등의 주요 용지에 대한 지역 내 수요분
석은 필요한 토지이용 분배와 용도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유휴 군용지의 활용을 위한 개발이 지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재원조
달과 관련한 문제에 있다. 우선 막대한 재원조달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
방식에 있어 단계별 개발 및 재원조달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오키나와 사례의
경우 재정 여건 및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잔여
부지는 유보지로 남겨두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단계적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비용이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 단계를 고려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등을 통해 먼저
재원을 조달한 후, 유휴 군용지가 개발될 때 재원을 충당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자본 조달방식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단순히 유휴
군용지의 활용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원조달 기법의 정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휴 군용지의 개발목적이 공공성을 담보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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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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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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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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위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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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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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
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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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투고자의 서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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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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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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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으로 작성한다.
2. 2페이지 작성요령
1) 1페이지 국문작성과 마찬가지 순으로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주제어를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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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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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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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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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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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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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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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위원회에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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