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2009년 3월 10일(화)-11일(수)
09:00-18:0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_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_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후원 _ 국무총리실



[여백]



개회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17개 국책

연구원이 마련한『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한승수 

국무총리님,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토론회 패널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사회자 및 토론자 분들, 그리고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국정 대토론회는 지난해 10월에 개최되었던『제1회 국정과제 세미나』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번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주요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실사구시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습

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전 세계적인 고용한파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 

발굴 및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국민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은 상호 보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17개 국책연구원은 이 

국정 대토론회를 통하여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국가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대토론회 첫날인 오늘은 국토해양,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습니다. 제1세션에는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3개 국책연구원장의 정책

제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2세션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하는 4개 국책

연구원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3세션

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교육분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일은 과학기술, 행정 및 법제 분야에 대해 8개 연구기관이 녹색성장과 

경제난국 극복을 주제로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열리는 

제4세션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포함하는 3개의 연구기관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주요정책을 제안할 것이며, 본 대토론회의 마지막 세션인 5세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을 포함하는 5개 연구기관이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분야별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각 세션마다 연구기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민․관․학계를 

대표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국정 대토론회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는 국책연구원 대표들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민․관․학‧언론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사회적 중지를 모은다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의 국정 대토론회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모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구회는 앞으로도 국책연구원들과 함께 국가정책을 발굴하고 기관

간의 협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

내주신 한승수 국무총리님, 김형국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각 세션별 

사회자‧토론자 분들과 각 연구기관 원장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에 개회사를 

가름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 세 원



 2009년 3월 10일(화)
09:00∼10:00 등록 및 개회식 

등    록 _ 09:00~09:30 
개 회 식 _ 09:30~10:00
개 회 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치    사 _ 한승수(국무총리)
기조연설 _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0:00~12:00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
사 회 _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
주제1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주제2 _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주제3 _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토 론 _ 곽재원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원장)
        권용우 (국토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박창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행사 프로그램

• 일시 _ 2009. 3. 10.(화)∼11.(수) 09:00∼18:00 
• 장소 _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_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_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후원 _ 국무총리실



13:30~16:30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사 회 _ 연하청(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제1 _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제2 _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토 론 _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휴 식)
주제3 _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주제4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토 론 _ 강혜련 (노사정 위원회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 위

원회 위원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종수 (노동부 차관)
        진영곤 (여성부 차관)

16:40~18:00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
사 회 _ 문용린(전 교육부 장관)
주제1 _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주제2 _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토 론 :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
        오대영 (중앙일보 국제부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2009년 3월 11일(수)
10:00~12:00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

사 회 _ 이현구(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주제1 _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주제2 _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토 론 _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3:30~18:00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
사 회 _ 김현구(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주제1 _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주제2 _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

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토 론 _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손동권 (건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  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장재옥 (중앙대 법과전문대학원 원장)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18:00~18:10 폐회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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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 일자리창출, 국토발전

1) 장기 경제사이클 속의 경제위기와 기회몰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향후 어떻

게 진전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2008년도 4/4분기의경제상황이예상보다도더욱악화되고있는상황속에서

일부전문가들은향후미국과세계경제를점차더욱어둡게전망하고있어지금의경

제침체가 3～4년정도는갈것으로예측하는경향이있다. 반면에일각에서는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전례 없는 과감하고도 신속한 재정확대정책과 국가 간 대공조를

통해 그 효과가 적어도 2010년 초반부터는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이번의경제위기의위상을콘드라티예프사이클같은세계경제의장기순환

측면에서보면금번 2008～2009년의 경제위기는세계경제의상승기국면(upswing)1)

에서나타난복병이라고할수있다. 세계경제의상승국면에서경제복병이출현할지는

아무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특히 금융, 주택 등 제 방면에서의 경제위기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일어나리라고는아무도제대로예측하지못했던것으로파악되고있

다. 이러한경제위기가세계경제의장기적상승시기, 즉 1990년대부터 2020년대에이

르는세계경제상승시기에발생했다는것이다. 이상승기간동안에세계경제를이끌

어가는 핵심기술은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과 에너지기술(ET) 등이다.

따라서지금의세계경제는그속을들여다보면두가지의힘이작동하고또한서로

부닥치고있음을알수있다. 즉하나의힘은세계경제의장기순환사이클속에서세계

경제가상승하려는 ‘장기적힘’이다. 다른하나의힘은지금의경제위기로인해단기간

세계경제가침체로빠져들게하는 ‘단기적힘’이다. 지금전세계는재정확대등을통

해 동시다발적이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공조를 통해 세계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게

1) 콘드라티예프장기사이클이론은산업혁명이후 5번의세계경제사이클을제시한다. 그사이클중에서세계

경제의상승기(upswing)는자료에따라다소다르나대체로제1기상승기(1780년대～1810년대), 제2기상승

기(1840년대～1870년대), 제3기상승기(1890년대～1920년대), 제4기상승기(1940년대～1970년대), 제5기상승

기(1990년대～2020년대)로정리할수있다.(박양호, 2008.12.10, 프랑스정부 DATAR 2000 등관련자료를종

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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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기적힘’과의전쟁을치열하게전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만일전세계적인

경제살리기대공조전략이그시너지힘을발휘하여성공한다면세계경제는빨리회

복될가능성도있다. 그럴경우 2009년하반기의저점을지나 2010년상반기부터는세

계경제가본래의 ‘상승궤도’(upward trajectory)로재진입할수있을것으로본다. 대니

라이프찌거 세계은행 부총재는 최근 세계경제는 2009년 말을 기점으로 바닥을 돌아

2010년도에본격적인회복단계에들어갈것이며회복스타일은U자모양을그릴것이

라고 진단한 바 있다(매일경제, 2009.2).

우리나라가작금의경제위기에전략적으로 대응하자면두가지측면을고려해야

한다. 한가지는경제위기를조기에극복하는전략이다. 다른한가지는경제위기이후

세계경제가본래의상승궤도로재진입하여세계경제가정상대로상승하는시기에새

롭게생겨날기회를한국으로휘몰아오기위한전략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경제위기이후의세계경제는신재생에너지기술산업을중심으로하는녹색성장기술

과 녹색산업이 대세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과 국토발전

경제위기를조기에극복하고위기이후에생겨날기회를살리기위한물밑경쟁이

국가간에오늘날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대공조속에서이뤄지는이러한치열한물

밑경쟁에서앞서게되는나라는전세계의국가위상에서중심국가와일류국가로서

의위상을차지하게될것이다. 그경쟁에서뒤처지게되면국가위상은현재보다도추

락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를극복하고미래기회를몰아오기위해서는경제살리기를다방면에서과

감하고도신속하게그리고전략적으로해나가야한다. 내수를효과적으로부양하고수

출을내실있게확대하며나아가경제위기이후의발전패러다임인녹색성장전략의선

제적추진을통해다방면에서일자리를많이창출해야한다. 경제살리기는일자리창

출로나타날때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다. 지금주요국가가추진하는각양각색의

경제뉴딜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지식경제부,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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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경제위기극복을위한일자리창출은특히경제위기이후의미래기회의선

점과그기회의효과적활용과도고도로연계되어야하므로국가발전의구조적변화

의틀, 즉 국가발전의선진화프레임과연동되어추진되어야한다. 국가발전의선진화

프레임은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세계화등등실로다방면에서새롭게나타

나야만미래기회를선점할수있다. 그중에서도국토공간의전략적변혁이국가발전

의 선진화의 핵심기반이 될 수 있다.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나아가 위기 이후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 투자확대 등 국토발전전략을 통해 녹색산업 일자리를

포함한다종다양한일자리가효과적으로창출되도록해야한다.나아가국토공간구조

의 창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신진일류국가의 공간적 기틀을 갖춰나가야 한다.

2.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전략적 국토발전방안

1) 기본방향

경제위기를조기극복하고위기이후의미래기회를확보하기위해서는다종다양한일

자리가대규모로창출되는실질적경제살리기가추진되어야한다. 그러자면향후의국

토발전정책도전략적으로기획추진하면그효과가배가될수있을것이다. 일자리창

출과연계한 ‘전략적’ 국토발전정책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설정할수있을것이다.

첫째, 경제위기극복을조기에이룩하기위해경기부양효과를유발하면서일자리가

신속하고도 대량으로 창출될 수 있는 국토발전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둘째, 위기이후의기회를선점할수있도록미래삶의질향상과녹색성장을위한

미래 국토기반투자와 연계된 미래 지향적 국토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초월하고 도시와 농촌을 초월하여 지역맞춤형 전략이

전국적차원에서추진되어, 지역특성에맞는다종다양한일자리가전국적으로창출되

어야 한다.

넷째, 경제 살리기투자와녹색성장투자가광역경제권등실용적국토전략과연계

함으로써국토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국토의세계화를촉진할수있어야한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지역주민의 대공조 체제하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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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대 전략

(1)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경제난국을극복하기위한인프라투자의확대전략은일자리창출에효과적이고미

래 국토기반을 강력하게한다.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추동력을갖는인프라 투자는

주로도로, 철도, 항만, 공항투자에이뤄진다. 세계각국의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업

으로가장많이등장하는것은인프라투자의확대이다. 주요 25개국의경기부양투자

를분석해보면가장많이투자될부문은 SOC부문으로여기에이들국가들의전체경

기부양자금의 24%인 6,027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문화일보, 2009.3.2).

SOC투자가 10조원이투자되면일자리가 19만명정도유발되고약 20조원의생산

유발효과가 있다. 선제적 SOC를 확대하여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위해서는 이미

공사가추진되고있는도로, 철도사업구간중에서수요가높은구간을대상으로조기

완공하는전략이바람직하다. 그리고교통망계획중에서기본계획과예비타당성조사

가완료된사업의경우는우선조기착공이바람직스럽다. 이와관련하여호남고속철

도의조기완공이필요하고 2012년 여수엑스포관련교통시설사업을조기추진할필

요가있다. 특히광역경제권구축과연계하여수도권의제2외곽순환도로사업, 광주, 부

산등지방대도시권의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의조기구축이요구된다. 그러나 SOC건

설에큰부분을차지하는토지보상과관련된제반문제를해결하기위해토지보상의선

진화 제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OC사업에첨단기술을접목한신규메가 SOC사업도필요하다. ITS를접

목한 스마트하이웨이를 시범적으로 건설한다든지 2층 첨단고속간선망 사업도 IT 융

합형으로시범적으로추진해볼수있을것이다. 이런신규첨단교통망사업을추진하면

장기적으로 관리직과 전문기술직종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추가 창출하면서 미래경제

기회를 몰아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경인운하건설사업은국토구조를세계화하는데기여할뿐만아니라수

도권의전반적해양화를통한국제관문기능확대에크게기여하게될국토뉴프런티

어 사업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2009년에착공하여 2011년 말에는 완공되는사업이기

때문에경제위기극복에실질적인기여를하게될것이다. 경인운하구간은 18㎞의단

거리, 단기사업으로서경제위기극복에도큰효과를나타낼수있다. 총 2조2,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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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투자로서악 3조원의생산유발효과와약 2만5천명의일자리가발생할것으로예상

된다. 경인운하사업은남북교류협력을위해서도유익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며서

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면 한강과 경기만일대가 국제관문형 워터프런트

로변모하는계기가될것이다. 나아가한강유역권, 남북교류협력권, 남부경기만권, 서

해관광권으로구분하여특화발전할수있도록하는가칭슈퍼경기만구상을실천하

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경인운하가한강르네상스사업과연계되고경인운하일대가문화와관광및전원

주거지대로변모하며인천, 김포양편의터미널이미니도시로발달되면경인운하사업

은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이수변형-관문형친환경적워터

프런트사업으로추진하면다양한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 작금의경제위기극복뿐만

아니라위기이후의국가발전과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회선점에도큰기여를하게될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이 한강르네상스 사업, 나아가 슈퍼경기만프로젝트와 상호연결

되자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의 대공조는 필수적이다.

(2)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거안전망 구축

세계경제의동반침체에따른수출환경의급격한악화상황에서는내수경기부양이

매우중요하다. 주택건설경기활성화는내수경기부양을위해필수적이다. 주택부문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5%이며, 건설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30%인것으

로분석되고있다. 특히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주택산업은이른바빅3 제조업인반

도체, 자동차, 조선산업보다도평균 2～3배높은고용유발효과를지니는것으로알려

져 있다(김근용, 2009).

최근 주택시장의활력이 1년 전에비해약절반정도위축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는특히미분양주택의대폭증가와주택공급의급감에기인하고있다. 주택시장회복

을위해서는미분양주택과주택공급에초점을맞추는정책이바람직함을시사한다. 주

택공급촉진을위해서도미분양주택해소가급선무이므로주택시장활성화정책의최우

선타깃을미분양주택해소에집중해야한다. 현재 16만호에이르는미분양주택중에서

가령 3만호가팔리면건설업체의자금사정이나아져서미분양주택에대한공사진척이

빨라지고새로운주택건설을촉진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미분양으로그대로남아있

을 경우보다 일자리가 11만 명 이상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근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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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조기소진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정책추진이요구된다. 건설업체는미분양주택의분양가가주변일반주택의시세

보다높은점을감안하여분양가를인하하는자구노력을기해야한다. 은행권은주택

담보대출의 금리를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수도권과지방에대해차등화하는시책을추진해야한다. 가령양도세면제기

간을수도권은 5년으로하되지방의경우는미분양주택소진의어려움을반영하여지

방미분양주택구입시에는양도세를 10년정도면제하는수도권-지방차등화정책이

필요하다. 또한민간의미분양아파트전용펀드에대해서취ㆍ등록세, 보유세감면또

는면제등의인센티브를대폭강화하고미분양주택을구입하여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미분양주택의점진적소진은주택거래활성화, 주택가격안정, 주택공급촉진에연

쇄적으로기여하게될가능성이높다. 즉미분양주택의감소는주택시장회복의시그

널이되어주택수요가증가하고기존주택시장의거래도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주택거래가활성화되면, 주택가격이안정화되고이에따라주택공급도촉진될수있

는선순환적기반이조기에마련될수있을것이다. 즉미분양주택해소→주택거래량

증가 → 주택가격 안정화 → 주택공급 촉진으로 연쇄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주택시장활성화를통한경기회복과연계하여저소득층의주거안전망구축

사업을특단의정책을통해과감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 주거안전망사업은경제위

기극복을위해서도필요하지만경제위기이후의기회를잘활용하기위해서도필요하

다. 안정된삶의기초여건을보장하고미래기회의활용에필수적인사회통합을진작시

켜주기때문이다. 주거안전망의구축은사회안전망의핵심적인국정아젠다로추진되

어야한다. 저소득층의주거안전망사업을위해서는정부가현재추진중인보금자리

주택정책을활용해나가야한다. 특히저렴하면서도양질의소형주택을과감하게건설

해야한다.

주거안전망에필요한주택은공공자금과민간자금을적절히활용하여다양한형태

로다양한입지에건설될수있을것이다. 가령공공자금으로건설하는단지, 공공자금

과민간자금을혼합하여건설하는단지(예: 택지는공공자금으로, 주택건축물은민간

자금으로건설), 그리고순수민간자금으로건설하는단지유형이있을수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전용단지, 임대주택과분양주택혼합단지, 소형주택과중형주택혼합단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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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형태가가능하다. 입지는도심의역세권단지유형이라든지그린벨트단지유형등

여러형태가가능할것이다. 특히그린벨트를활용하면추가적인프라비용의큰부담

없이 저렴한 양질의 임대 및 분양주택을 공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주거안전망사업은여러소득계층이단지내에혼합되어거주하는방식이

자녀교육과 삶의 질적 차원에서 바람직할것이다. 그리고 주거안전망사업은 반드시

일자리와연계된사업으로추진해야효과가높아진다. 가령주택단지내또는인근에

아파트형공장을유치하여주민이주거지역가까이에서일자리를얻을수있는기회

를 확대하고 취업훈련센터를 만들어 주민 재취업을 지원해나가야 한다.

특히주거안전망사업의신속한추진을위해서는주거안전망대상이되는단지구역

에대해서는경제자유구역제도에서각종지원을해주듯이가칭 ‘주거지개발특구’제도

를운영할수도있을것이다. 동특구지구내에서주택건설과주택구입및임대차시에

조세 및 금융, 인프라, 그리고 그린벨트 이용 등에서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필요할것이다. 나아가주거안전망구축사업을국가적차원에서신속히효과적

으로추진하기위한안정적전용재원이필요한바, 이를위한재정적방안을마련해야

한다.

(3)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금으로부터 90년전인 1919년상해에서도산안창호선생은한국을개조하여문명

한한국을만들자고주창하면서우리강과산까지도개조해야한다고다음과같이역설

했다.

“……우리도시와농촌도개조하여야하겠소. 심지어우리강과산까지도개조하여

야하겠소……이제우리나라에저문명스럽지못한강과산을개조하여산에는나무

가가득히서있고강에는물이풍만하게흘러간다면그것이우리민족에게얼마나한

행복이되겠소……만일산과물을개조하지아니하고그대로자연에맡겨두면산에

는나무가없어지고강에는물이마릅니다. 그러다가하루아침에큰비가오면산에는

사태가나고강에는홍수가넘쳐서그강산을헐고묻습니다. 그강산이황폐함을따라

서그민족도약하여집니다……여러분이다른문명한나라의강산을구경하면우리

강산을 개조하실 마음이 불 일 듯하시리라…….”(주요한 편저, 안도산 전서, 1979).

4대강살리기사업을추진하는목적은다양하다. 기후변화에따른홍수및가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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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예방을도모하고다양한문화ㆍ레저활동이가능한공간으로활용하기위해서

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2008년 12월∼2011년 12월기간중약 14조원이투자될계획

이다. 4대강살리기사업의산업별취업유발효과를분석해보면, 총 19만명의취업이

유발되고, 다양한산업부문에서다양한일자리창출효과가있음을알수있다. 총발생

하는일자리중에서건설업부문에서 63.2%, 서비스업부문에서 20.5%, 그리고제조업

부문에서 13.8%가발생하여건설업외에타산업에서 36.8%의일자리가창출됨을알

수 있다(안홍기, 2009).

[ 표 1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산업별 취업유발인원 추정

구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 총계

취업유발인원(명)

(%)

119,860

(63.2)

26,244

(13.8)

38,936

(20.5)

4,472

(2.4)

189,511

(100.0)

주: 기타산업은 농림수산업, 광산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임

주: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취업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안홍기(2009)

4대강살리기사업의직업별취업유발효과를건설업부문만을대상으로보면단순

노무직의일자리는전체의 16.4%이며, 관리자및전문직 8.7%, 준전문가및사무종사

자 17.1%, 장비 및 기능인력 57.2% 등 비단순직종에 84.6%의 일자리가 창출됨을 알

수 있다(안홍기, 2009).

[ 표 2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창출되는 건설업의 직종별 일자리 수 추정

구 분
관리자 및

전문직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장비및
기능인력

단순

노무직
기타1) 총계

일자리수(명) 10,423 20,555 68,602 19,697 583 119,860

구성비(%) 8.7% 17.1% 57.2% 16.4% 0.5% 100.0%

주1) 기타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등임

주: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의 건설업의 직업별 취업계수표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안홍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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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대강 살리기사업의직업별취업유발효과를전산업에서보면단순노무직

의비중은 14.5%, 비단순직종에서 85.5%의일자리가창출됨을알수있다. 이는 4대

강 사업이 다종다양한 일자리를 유발하는 효과적 사업임을 알려준다.

[ 표 3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창출되는 전 산업의 직종별 일자리 수 추정

구 분
관리자 및

전문직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장비및
기능인력

단순

노무직
기타

1)
총계

일자리수(명) 15,229 38,364 89,291 27,456 19,170 189,511

구성비(%) 8.0% 20.2% 47.1% 14.5% 10.1% 100.0%

주1) 기타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등임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직업별 취업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계산

4대강살리기사업을통해강본연의기능회복이필요하다. 강을이수(利水), 치수

(治水), 풍수(豊水), 청수(淸水), 친수(親水)가함께이뤄지는 5水기능으로살려나가야

한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을지역발전과연계하면일자리창출을극대화할수있다.

강과근거리의도시와농촌의재생사업과연계하면투자효과가몇배높아질수있다.

울산의태화강은산업화과정에서크게오염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의태

화강살리기사업은태화강을연어를비롯한물고기가뛰노는맑은강으로바꿔놓았

다. 최근에는연어처럼맑은물에만서식하는은어를방류한다고한다. 태화강의변신

은 울산 도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했다. 특히나

태화강이맑게변하여강주변환경의질향상에따른토지이용의고도화에기여하고

있다. 태화강 수질의 획기적 개선과 수변 환경의 질 향상은 2003년 울산시의 구도심

상권활성화를위한장기적정책수립및이에따른체계적사업추진의기반을제공했

다.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및 인근 태화강변 태화루의 복원과 연계하여 문화가 있는

도심으로조성할예정이다. 특히태화강에대한우수한조망권을확보한강변고층주

상복합건물을매개로한구도심재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어다양하고도안정된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4대강살리기사업을녹색성장사업과도긴밀히통합하여추진하면녹색산

업육성과녹색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할것이다. 강을활용하여태양광, 풍력발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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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할수있다. 특히강변을따라자전거도로와같은레포츠와

생태공원, 그리고건강과문화관광벨트를구축할수있다. 이렇게녹색성장의공간으

로강을활용하면경제위기극복과위기이후의기회선점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박

양호, 2009.3.2).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재생프로젝트의 추진

국토재생프로젝트란노후화되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거나방치되어있는생활

환경, 산업공간및인프라의재정비를추진하는프로젝트를의미한다. 국토재생프로젝

트를통해국토를선진적삶의공간으로재편할수있고, 미래국토경쟁력을강화하는

동시에 현재의 경제난국도 조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시대에건설된많은산업단지가노후되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함에따라

산업생산성이 훼손되고 있다. 고령화, 1인 가구, 무자녀가구의 증가로 인해 문화․경

제․복지시설의접근성이양호한기성시가지의활용도증가도전망되고신도시위주

의개발로인한구도심쇠퇴현상도극복해야한다. 특히국민이공감하고피부에와닿

을수있는지역활성화정책이긴요하다. 국민대다수가일상생활에서매일매일필요

로하는시설과거주및산업환경을개선함으로써민생경제와밀착된시책이필요하

다. 국토재생프로젝트는 이러한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미국오바마대통령경제팀의핵심전략이된브루킹스연구소의해밀턴보고서에서

는공적인프라의적정관리에대한투자확대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 해밀턴보고서

는미국인프라투자는건설에만중점을두고관리에는둔감하며, 밀집지역에대한충

분한투자를소홀히하는잘못을개선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노후한상수시

설을대체․복구하는데만매년 110억달러가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오바마대통령

은신뉴딜정책의일환으로노후한도로와학교시설의정비를위한과감한투자를하

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3가지의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국토전반에걸쳐노후시설및노후지구의재정비를우선순위에따라선별적

이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일자리창출과녹색성장과연계된재생사업을추진해야한다. 전국적

으로지역맞춤형재생프로젝트를추진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및신규일자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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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지역산업경제의회생을촉진해야한다. 동시에국토재생사업을녹색성장모델과

결합시켜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 국민동참형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례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불량주거지정비사업 : 도시의선진화는국토선진화와직결되므로특히대

도시와 중소도시의 노후하고 낙후된 불량주거지역의 우선정비를 추진해야한다.

■농산어촌취락지역정비사업 : 전반적으로낙후되고무계획적인농산어촌취

락지역의재생을추진해야한다. 특히간선도로와인접한농산어촌노후취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리모델링해야한다.

■노후교통시설기능고도화사업 : 산업화시대전후설치되어지금은노후화된

국도, 지방도등교통시설의기능고도화를추진하여신규교통투자수요를절감하고

기존시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 : 생산성이저하된노후산업단지를선진형생산․연

구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해야한다.

■국립공원내노후집단시설리모델링사업 : 설악산국립공원등주요국립공원

안에 산재한 집단시설지구가 노후화되고 관광객 행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국립공원내의 관련 시설을 선진화해나가야 한다.

■노후교육, 의료, 상업시설선진화사업 : 지역주민의일상생활시설중노후화

된초․중등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및재래시장등을선진화하여주민생활공

감 복지를 배가해야한다.

이러한 국토재생사업을지역스스로발굴하여중앙정부와공동으로추진함으로

써지역주민과밀착되고주민이스스로공감하고체감할수있는사업효과를거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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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그리고신도시등신시가지개발수요를대체함으로써공공투자절감효과를

유발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국토재생사업을제도적기반하에추진하자면가칭

도시재생지원법률이 필요하다.

(5) 녹색국토와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IBEC 산업밸리의 구축

금번의경제위기를시작으로세계는공개적인녹색성장경쟁으로본격접어들게된

다. 주요 국가마다그린뉴딜정책을표방하는데서알수있다. 이는 경제정책의국가

간 ‘동시벤치마킹현상’ 때문이기도하거니와동시에위기이후의기회를서로선점하

기위한 물밑경쟁이 공식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위기대응과 기회선점을 위해서는 거국적으로 녹색국토사업과 광역경제권 사업을

본격추진해야한다. 이를통해전국적으로새로운다양한일자리가대거창출될수있

을 것이다.

먼저 녹색국토사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특히 위기이후의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기술과산업의육성이핵심이다. 향후세계를지배하는리딩산업은아이백, 즉 IBEC산

업일것이다. IT(정보산업), BT(바이오산업), ET(에너지기술산업), 그리고 CT(문화산

업)일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기후변화에따른저탄소와직결되는 ET가중추산업이

될것이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풍미한 IT와같이앞으로는ET가세계경제계

를압도할것으로보인다. ET를중심으로 IT, BT, CT가상호융합되는산업이맹위를

떨칠 것이다.

따라서국토전체를 IBEC산업밸리로과감히변화시켜나가야한다. 수도권과지방

을초월하고도시와농촌도초월하여지역간기능분담과기능연계를통해전국을다

양하고도지역적으로특화된 IBEC산업지대로만들어가야한다. 그러자면 IBEC산업

거점을만들고이들거점을중심으로특화된산업을육성하고주변지역에는관련부

품산업체인을만들어다시거점과거점을연결해야한다. 국토전체로보면 IBEC산업

을 공간적 연계와 제휴를 통해 육성할 수 있는 IBEC-콜레보 국토경제

(Collaboration+Territory+Economics)체제가 전국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녹색뉴딜을국토발전과연관하여구현하기위해서는그린홈을포함한녹색형

주거지조성이필요하다. 또한철도와자전거도로를포함한녹색교통망, 녹색성장차

원의 4대강살리기사업을확대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녹색성장에맞춘정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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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간투자의 전략적 조정과 준비가 이뤄져야한다.

특히 국토를이루는수많은섬을활용하여덴마크처럼신재생에너지지역으로만

들수있다. 인구 4000명이사는덴마크삼소(Samso)섬은풍력과태양열, 바이오연료

로섬이필요로하는전기를 100%생산하고난방의 70%도이들대체에너지로해결한

다. 가령울릉도를한국형삼소섬으로지정하여풍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산업의공

간으로육성할수있을것이다. 남해안의천혜의다도해는신재생에너지와문화산업의

황금벨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대응과미래기회의선제적확보를위해서는단일행정구역을초월한광역경제

권발전방식이과감하게추진되어야한다. 규모의경제와연계성의경제를활용할수

있기때문이다. 광역경제권사업은광역권별로지역간협력과연계를통해경제권의

특성에맞는사업을발굴하고관련지역이상호공동기획하고공동추진하여그효과

를공유하는방식의사업이다. 효과적인일자리창출을위해서도광역경제권내의기업

과대학이광역경제권차원의상호협약을맺어기업맞춤형인재를양성하고경제권

내의기업에채용할수있도록하는사업이필요하다. 해외시장개척사업도광역경제

권내의지자체가협력과제휴를통해추진할수있다. 4대강살리기사업도지역간에

공유하는강을대상으로지역이상호제휴를맺어상호분담하여추진하면다양한일

자리 창출 등 여러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광역경제권을 뛰어 넘어 초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락적으로 추진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은 대폭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크고작은강으로이뤄진 3海多江의워터프런트국가이다. 동서남해안

을잘활용하면글로벌국토경쟁력을업그레이드할수있다. 이를위해남해안초광역

권, 서해안초광역권, 동해안초광역권을각기특화된 IBEC 벨트로만들어가면연안

형 초광역권이 녹색 일자리의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접경지역도 초광역권으로 설정되었는바,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에

기여할수있는새롭고도전향적인구상과프로젝트가제시되어야한다. 특히내륙발

전축 개발도 추진하여 내륙지역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만들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산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광역권벨트별로신성장거점을조성하여관련지역의공동발전과글로벌경쟁력

을키워나가야할것이다. 새만금사업도스피드있게추진하고각광역권의경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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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사업도효율화해나가고신규필요한경제자유구역의지정도해나가되기능특화

를기하고외국기업유치가효과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내실있고과감한규제철폐

와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갖춰져야 한다.

광역경제권개발을원활히하여다양한일자리를만들어가기위해서는전국적으

로규제완화가신속하게일어나야한다. 광역경제권별맞춤형규제완화가추진되어야

한다. 농지이용규제, 산지이용규제, 연안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가전국적

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과감히 고쳐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경우도부실한성장엔진을고치고생산성을높이기위해수도권의

규제합리화를전략적으로실천해나가야한다. 이를통해수도권의산업구조와기업구

조를개혁해글로벌지역으로개조해나가야한다. 수도권발전을위한새로운제도적

기반도필요하다. 수도권에맞는일자리가창출되고기업투자를통해특화된 IBEC산

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수도권에도 갖춰나가야 한다.

(6) 전방위 FTA 시대에 부응하는 국토의 세계화

경제위기를극복하고위기이후의기회를몰아오기위해서는국토공간영역을과감

하게세계로확장시켜나가야한다. 물리적국토는한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외국과실

용적으로연계된국토로얼마든지넓혀갈수있다. 이른바세계적네트워크로연결된

연성국토(軟性國土)를 개척하여 한국으로 부가가치를 몰아와야한다. 이를 위해 국토

의지정학적강점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 마침한국은 FTA공간을전세계주요국가

와경제권으로확장하고있는바, 가까운미래에전방위 FTA 채널로연동된글로벌

국토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해외시장을자유롭게개척하고그로부터생겨나는부가가치를한국으

로 U턴시켜나가야 한다. 가령 전세계가 SOC, IT 등의 부문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마당에해외인프라, IT 등의부문에우리나라가해외진출의호기를잡아야한다.

자원재발을해외에서추진하여실익을가져오고인프라를포함한해외건설산업, 자동

차산업, IT산업, 농산업, 문화산업등을포함하여한국이강점을갖는산업부문의상품

과 서비스를 해외시장에 판매하여 그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외국기업을적극유치하고의료와문화관광등한국에서양질의상품과서

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새로운여건을조성해야한다. 전국이세계로향하기좋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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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프라여건도조성해야한다. 이른바비욘드코리아(Beyond Korea), 전 세계

를향한연성국토전략을통해전세계를상대로엄청난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하

고 한국의 실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3. 위기극복, 물밑경쟁, 범국민적 대공조

미국발경제위기복병이전세계를엄습하고있다. 세계경제와국가및지역경제가

고도로연동화되어있어대부분의국가와지역이경제침체의어려움을겪고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계경제의 장기적 상승을 향한 힘과 세계경제침체의 단기적 힘이

부딪치고있다. 국가마다유례없는재정투자와녹색뉴딜등의대공조를통해경제위기

의조기극복을도모하고있다. 2009년내내국가별로, 또한국가간대공조와연합전선

을 통해 경제위기와의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국가간 대공조와 연합행동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 경제위기와의 전쟁은 조만간

끝이나고세계경제는다시상승궤도로재진입하여그때부터엄청난기회를뿜어낼

것이다. 그기회를몰아오기위해국가간물밑경쟁이지금부터실로치열하다. 경제위

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위기이후의 기회를 어느 정도 몰아오느냐에 따라 국가위상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국가 위상 사다리 오르기 경쟁이 날로 격렬해 질 것이다.

경제위기를조기극복하고위기이후의기회를한국으로몰아오기위해서는국토발

전의패러다임도매우실용적으로설정되어야하고, 미래를대비한전략적국토책략을

선제적으로추진해야한다. 일자리가전국에서효과적으로창출되어야하고경제의조

기활성화대책과녹색성장형국토발전구도를고도로연계하여실천해야한다. 나아

가 FTA 시대에부응하는국토의세계화전략을통한연성적글로벌국토를개척하여

대내외에서엄청난일자리를만들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한국으로 U턴시켜나가야

한다.

그리하여한국이작금의경제위기를가장빨리극복하고미래기회몰이를전략적

으로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선도국가로 부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과지역주민을포함하는국민적힘을크게모아범국민적대공조를구현

해 나가야한다. 국가간 물밑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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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세기에우리는급속한이동의혁명을경험하였다. 자동차, 고속도로, 자가용

승용차를통해자유롭게공간적고속이동이가능해진시대였다. 편리한자동차의등장

은 인류가부를축적하는데크게기여하였고경제적풍요를향유하는데결정적기여

를했다. 하지만 21세기를맞아서자동차중심의교통정책에대한선진국들의시각은

냉소적이며 비판적이다(OECD, 2000).

UN산하의 기후변화범정부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향후 100년 동안에 1.8도～4도까지오르고해수면이 58cm 상승하여저지대

침수, 기상이변등인류의미래를위협하는심각한사태가발생할것으로경고하고있

다. 우리나라는최근 10년간온도가 0.6도나상승했고, 이로인해강수량이과거 30년

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PCC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현상은인간활동에서소비되는화석연료가 90%정도책임이있다고한다.

현재 세계각국은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감축을가장중요한과제로다루고

있고 녹색기술의 개발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소비 및온실가스배출량을분야별로 살펴보면교통부문의비중이 20%에

이르고, 특히자동차로대표되는도로교통은교통부문의 80%를차지하는것으로지적

되면서, 자동차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를덜발생시키는교통수단을활성화할필요

가 있다는 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의한다.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전략이 제시된 이후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엔진으로하기위한구체적인전략

들이강구하고있다. 이는지난 2월녹색성장위원회가발족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추진됨에따라더욱가시적으로체계화되어가고있다. 교통부문에대해서는녹색

SOC를확충하기위해자전거도로, 철도등저탄소교통수단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다중 이용시설을 위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이글은녹색성장의관점에서우리나라의교통체계를살펴보고앞으로나

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교통부문의 비전과

전략하에 선제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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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 녹색성장과 교통

1) 배경과 전망

■ 에너지-기후 시대의 등장

이러한현재상황을미국의토마스프리드만은에너지-기후시대(Energy-Climate

Era)로명명하고, 그특징으로서온실가스에의한지구온난화(Hot), 지식과기술의전

세계적확산(Flat), 그리고인구증가(Crowded)로요약하고있다. 무엇보다전세계적

으로에너지다소비형의미국적생활방식을누리는인구의급격한증가와이에따른

에너지의낭비와온실가스배출, 그리고지구온난화를현재우리가지니고있는가장

심각한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으며이러한추세가가져올미래의재앙을피하기위

해서적극적으로대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현재의전지구적인경기침체역시

미국의과소비에서촉발되었다는점에서그의주장은설득력있게받아들여지고있다.

■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낮게 형성되어있는 화석연료 가격은 향후 다시

폭등할가능성높다. 이는매장량이한정되어있는화석연료의공급에비해중국, 인

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예를들어중국은현재온실가스배출세계 1위국가이며미국에이어세계 2위의

석유수입국이다. 하지만자동차소유비율을살펴보면우리나라가자동차 1대당 2.95

명인 반면 중국은 1대당아직 33.1명에불과하다. 장래에중국경제가성장하고소득

수준이높아진다면중국의자동차와에너지소비는급격히증가할수밖에없을것이

며이에따라거의모든화석연료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이러한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탄소 사회를 위한 선진국의 대응

지금까지온실가스감축에소극적이었던미국은오바마정부의등장에따라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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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녹색성장을국가전략으로명시하고에너지효율성을높이고청정및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활용하는국가정책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에반해유럽이나일

본등다른선진국의경우이미교토기후협약에의한온실가스감축의무를바탕으로

에너지원을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청정에너지를활용하여온실가스배출

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관련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선진국의경우이미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장기적인전략목표를수립하고이에

따른저탄소화정책을시행중에있는데독일의경우 2020년까지 1990년온실가스배

출량대비 40%를줄이는목표를설정하였으며, 프랑스는 1990년대비 20%감소, 영국

은 2010년까지는 1990년 대비 20%,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를감소시키고자하

고있다. 일본의경우 2030년까지 2003년을기준으로 30%의에너지소비를줄이고교

통부문에서 2010년 250백만톤(2002년 260백만톤발생)으로온실가스를감축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탄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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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 일본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특히일본의경우국토교통성이발표한 2008년도백서 (2007년도결과보고)에서국

토교통전략을 ‘지구온난화에대비한국토교통정책의전개’ 라고명시하고있는데자

동차기술혁신을통해자동차연비향상및대체에너지자동차개발을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연비 향상, 교통류 개선, 자동차 이용행태 개선

등을통해이미 2000년 대비 2006년 11백만톤의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시켰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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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의노력은현재일본하이브리드자동차들이미국자동차시장을석권하고미

국 자동차 회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는 냉엄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국가 신성장 동력의 확보

저탄소녹색성장은성장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임과동시에

환경자체가성장의동력이되도록신재생에너지기술을포함한그린에너지산업을성

장의핵심동력으로활용하는것을말한다. 즉, 녹색성장은환경과경제발전의조화를

의미하며이는환경과경제발전이상호대치된다는전통적인식에서탈피해서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제조업과더불어정보산업이국가성장의중요한축으로움직이

고있는반면유럽이나일본등선진국들은기존의제조업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자신들의강점을극대화할수있는환경산업을강화하고있다. 이러

한환경산업의강화는각국별환경기준및규제강화와더불어제조업이나관련산업

분야의새로운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향후급속히성장할것으로예

상되는환경산업의주도권을확보하고시장을주도하기위해서는환경과관련한녹색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299조달러가에너지관련R&D, 보급, 설비등

에투자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미전문조사기관 Clean Edge 사는그린에너지시

장이향후 10년간연평균 15.1%고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녹색성장산업

의성장은그린에너지기술을활용하여제품의부가가치제고, 제조공정의환경친화,

에너지저소비산업으로산업구조의전환을촉진하고수송체계및교통문화를변화시

키며 그린홈 등 주거문화의 변화와 함께 Eco-livng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녹색성장을지속적으로이어가기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및청정에너지자원을포

함한친환경적자원활용기술로서새로운녹색기술을개발, 발전시켜야한다. 이러한

녹색기술을기반으로하여에너지다소비업종의에너지효율향상과고효율에너지기

반산업육성, 그린홈, 그린카등다양한녹색산업을발전시켜이를성장동력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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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교통체계

■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

녹색성장의관점에서우리나라교통을살펴보면먼저인구를기준으로할경우자

동차보유대수및교통량은낮은편이나일인당GDP대비자동차보유대수는 0.85천대

/US$로스페인이나영국에비해높은편으로나타나고있다. 향후지속적인경제성장

에따라자동차보유대수는 2019년 2,200만대, 국내여객수요는 3,636억인-km, 화물수

요는 2,862억톤-km로 2004년 대비 1.5배에서 2.1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구분

OECD 국가별자동차보유대수(2005년)
OECD

국가별자동차교통량(2004년)

1인당자동차

보유대수

(대/인)

GDP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

(천대/US$)

1인당자동차

교통량

(대-km/인)

GDP 대비

자동차 교통량

(천대-km/US$)

미국 0.81 5.48 16,069 108,249

일본 0.58 2.16 6,468 24,164

한국 0.32 0.85 3,234 8,553

프랑스 0.59 1.02 8,590 14,688

독일 0.58 1.36 7,091 16,612

이탈리아 0.67 1.24 8,867 16,417

스페인 0.58 0.90 4,720 7,368

영국 0.54 0.82 8,225 12,587

OECD 평균 0.56 20.75 8,361 312,123

자료 :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6/2007

[ 표1 ] 국가별 자동차 보유대수 및 교통량 비교

■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

국내교통부문의에너지소비는 2006년을기준으로국내전체에너지소비의 21%

인 37백만톤이며이중도로부문이전체교통부문의 79%를차지하고있다. 철도의경

우 전체 에너지 소비의 1% 정도소비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 교통에 비해 매우 낮은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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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 교통부문수단별에너지소비비중(2006년기준)

따라서만약교통부문에서 30%의에너지절감을이루어낸다면약천만톤의에너

지가절감될수있다. 교통부문의에너지소비를에너지원에의해살펴보면휘발유경

유등화석연료가 80%이상을차지하고있어교통부문의경우화석연료에대한의존

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가 항공 도로 철도 합계
1인당

에너지소비량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

단위 백만톤 백만톤 백만톤 백만톤 톤/인 천톤/$

캐나다 5.7 42.3 1.7 55.6 1.72 1.43

미국 82.0 527.9 11.6 639.2 2.16 14.53

일본 10.8 77.5 1.8 94.1 0.74 2.75

한국 3.5 26.3 0.5 34.2 0.71 1.88

호주 4.4 23.6 0.7 29.3 1.44 0.81

프랑스 7.1 43.3 1.0 51.9 0.85 1.46

독일 8.0 54.2 1.9 64.5 0.78 1.83

이탈리아 3.8 39.9 0.5 44.9 0.77 1.43

스페인 5.2 31.2 1.0 39.1 0.90 1.41

영국 12.7 40.2 0.9 54.8 0.91 1.40

자료 :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6/2007

[ 표2 ]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 국제 비교

따라서향후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서는교통부문에대한보다적극적인에너지

효율개선책과관리방안이필요하다. 교통부문에너지소비를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우리나라의경우 1인당 GDP 1달러당 1,880톤으로미국과일본다음으로

높은에너지소비량을나타내고있어보다효율적인에너지소비가필요한것으로판

단된다. 국내교통부문의장래에너지소비는 2030년 51백만톤으로 2006년 36백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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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1.4배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전체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1%에

서 20.3%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이러한에너지소비량을바탕으로산출한국내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은 2004

년을기준으로약 1억톤정도로추정되고있으며이를 2009년 2월탄소거래가격(톤당

10유로)을 기준으로환산하면약 1조 8천억원정도의경제적가치를지닌다. 이중도

로교통이 86백만톤으로 80%이상을차지하고있어도로교통에의한온실가스배출이

심각하다.

[ 표3 ] 국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온실가스배출량(백만tCO2eq) 비율(%)

도로교통
자가용 61.07 57.67

영업용 24.64 23.27

도로교통 소계 85.71 80.94

철도
지역간 철도 1.43 1.35

지하철 0.52 0.49

철도 소계 1.95 1.84

수상 11.61 10.97

항공 6.62 6.25

교통 분야 합계 105.89 100.00

국가별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을살펴보면우리나라는 2005년을기준으로 1990

년 대비 2.5 배로 증가하여 OECD 평균인 1.3배보다 2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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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990 (A) 2005 (B) 증가량 (MtCO2) 증가율(B/A)

캐나다 129.84 164.66 34.8 1.3

미국 1553.78 1947.5 393.7 1.3

일본 241.11 289.5 48.4 1.2

한국 49.34 125.73 76.4 2.5

호주 68.1 90.45 22.4 1.3

프랑스 132.18 160.43 28.3 1.2

독일 182.09 186.84 4.8 1

이탈리아 111.52 141.19 29.7 1.3

스페인 79.09 145.36 66.3 1.8

영국 143.84 172.6 28.8 1.2

OECD 3118.22 4066.56 948.3 1.3

자료 : Greenhouse Gas Reduction Strategies in the Transport Sector : Preliminary Report, OECD/ITF, 2008

[ 표4 ] 국가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교통전략

1)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및 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양적으로지속적인성장을이루어왔으며교통수요와시설의확대는불가피하게

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증가라는부작용을가져왔다. 하지만화석연료에기반

한국내교통체계는화석연료의고갈, 온실가스증가에따른지구온난화, 전세계적인

환경기준강화, 그리고새로운녹색기술의요구라는대외적도전과지속적으로증가하

는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대내외여건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향후전세계녹색교통시장을주

도하기위해서는기존수요추종형태의교통체계구축을지양하고교통수요를관리하

며 저탄소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교통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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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 에너지기후시대를 주도하는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녹색가치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교통체계의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줄이며화석연료소비와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해야한다. 더불어에너지절

감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할수있는기술을확보하고이를통해새로운녹색가치

를 창출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기후 시대를 주도하는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녹색가치 창출

비 전

에너지-기후 시대를 주도하는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녹색가치 창출

비 전

v 저탄소 배출형 도시구조로 전환

v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으로 전환

v 생체/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v 에너지 효율 향상

교통체계의 저탄소화 탄소관리 교통체제 구축

v 탄소기반 교통재정체계 구축

v 탄소기반 교통사업추진체계 도입

[ 그림3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부문의 비전 및 전략

■ 추진 전략 : 교통체계의 저탄소화 및 탄소관리 교통체계 구축

교통부문비전달성을위한전략은교통체계의저탄소화및탄소관리교통체제구

축이다. 교통체계의저탄소화는국내교통부문의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에

너지효율성을강화하여향후에너지-기후시대의대내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

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탄소 배출형 도시구조 구축,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으로전환, 생체·재생에너지사용, 연료효율향상이라는네가지전략으로구

분해볼 수 있다.

탄소관리교통체계의구축은교통체계의저탄소화를달성하고온실가스를감축할

수있는교통기반을구축하는것으로탄소기반교통재정체계구축, 탄소기반교통사업

추진체계 도입으로 구분된다. 각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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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배출형
도시구조로 전환

v 대중교통 중심 압축 도시 구축
v 도심 재생
v 도로다이어트

생체/재생
에너지 활용

v BRT (Bicycle Rapid Transit) 구축
v 전국자전거 도로망 구축
v 정맥 물류 활성화
v 교통발전소 건설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으로 전환

v 철도 활성화
v 수운 활성화
v 녹색 물류 활성화
v 대중교통 이용 지원

연료 효율
향상

v 녹색 자동차 문화 구축
v Eco-driving 확대
v U-Transportation

탄소기반
교통재정체제 구축

v 녹색교통계정 구축/녹색세
v 혼잡통행료(Eco-pass)
v 교통탄소배출금제

탄소기반
교통사업체계 구축

v 교통탄소배출평가제
v 청정개발체제 활성화

저탄소 배출형
도시구조로 전환

v 대중교통 중심 압축 도시 구축
v 도심 재생
v 도로다이어트

생체/재생
에너지 활용

v BRT (Bicycle Rapid Transit) 구축
v 전국자전거 도로망 구축
v 정맥 물류 활성화
v 교통발전소 건설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으로 전환

v 철도 활성화
v 수운 활성화
v 녹색 물류 활성화
v 대중교통 이용 지원

연료 효율
향상

v 녹색 자동차 문화 구축
v Eco-driving 확대
v U-Transportation

탄소기반
교통재정체제 구축

v 녹색교통계정 구축/녹색세
v 혼잡통행료(Eco-pass)
v 교통탄소배출금제

탄소기반
교통사업체계 구축

v 교통탄소배출평가제
v 청정개발체제 활성화

[ 그림4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별 세부과제

2)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

가. 저탄소 배출형 도시구조 구축

■ 대중교통거점 중심의 압축도시 건설과 도심 재생

저탄소배출형도시구조구축은교통수요를최소화하고대중교통이용을극대화하

기 위해 대중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압축도시(Compact city)를 건설하는 정책이다. 저

탄소배출형도시구조를대표하는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기존에이상적주거

환경으로신봉되어왔던교외의넓직한평형의신도시형주택개발이더이상환경친

화적이지 못하다는비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도시와 교통을 함께 보는 시각에서는

교외로나갈수록대중교통서비스빈도가떨어지기때문에승용차에대한의존도가높

아지고장거리승용차통행이급속하게늘면서교통혼잡, 대기오염, 에너지수요폭등

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도시의무분별한확산(sprawl)을 통한녹지, 산지, 농지의파괴에대한뉴어버니즘

의 대처방안은 녹색공간(green field)에서 버려진 공장지대 등과 같은 고동색 공간

(brown field)으로 관심을 전환하여적극적으로도시재생을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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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재생사업은기존의토지주, 건물주등이해관계자들이많기때문에이들의

재산권에대한보호와환경목적상토지의집약적인개발필요성, 경제적부담최소화

라는 요구 사항이 결합되면서 개발밀도의 상향조정을 통한 해결 방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용적율, 높이제한, 건폐율등용적율관련토지이용규제를완화하는것은단

기간에토지소유주들의재산을증식시켜주는효과를가져오기때문에항상특혜의

시비가있고, 밀도높은개발이이루어지면서교통혼잡문제에대한우려가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최근 뉴어버니즘에서는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을제안하고있다. 내용의핵심은지하철과같이대량수

송용량을가진대중교통결절점을중심으로토지이용을고도화시켜서도로교통유발

을 최소화하자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합체형 개발 발상이다.

TOD의 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네덜란드의 ABC 주차정책을참고하여대

중교통체계의 중첩도가 높은 곳에서는 주차상한제를 강화하여 주차장공급을 억제하

도록하고, 그에따른주민불편은저렴한임대자동차나차량공동소유시스템등을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토지이용을 복합화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등다양한용도가혼재되어교통수요의유발을최대한억제하고, 임대주택을건설하여

서비스인력의직주근접을도모하고, 일본대도시와같이역전광장을조성하여대중교

통전용지구(Transit Mall)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 교통과 도시계획을 결합한 종합적 도시관리정책 추진

이러한새로운도시정책개념을반영하여국토·도시계획, 환경계획과연계성을고려한

종합적도시관리정책을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수도권정비법의개정을통해기존의

과밀억제권역만을 공간적 규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수도권에서는 공장설립․대기업

입주를허가함으로써국가경쟁력향상및직주불일치에따른교통문제해소하고, 신도시

개발보다는대중교통서비스수준이높은기존도심을재개발, 재건축하여대중교통중심

의TOD개발을추진해야하며, 이를위해역세권중심으로토지이용에대한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또한창의구역(Creative District), 창의도시(Creative City) 등의새로운문화형

도시패러다임을흡수하여거리문화, 창의적예술활동, 오염없는도시예술공간창조등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창조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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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역 중심의 복합고밀개발 도시 건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간교통망인 고속철도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

KTX 철도역을중심으로압축도시(Compacr City)를건설할경우지역간통행및내

부통행에따른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할수있다. 이를통해국가기간

교통망인 KTX 역을 중심으로 국가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광역경제권별 핵심 도시로

발전시킨다.

[ 그림 5 ] KTX 역세권 개발 개념

■ 무탄소 교통수단을 위한 도로 다이어트

기존에자동차중심으로설계되어있는도로공간을줄이고도보나자전거등무탄

소교통수단을위한공간을늘이는도로다이어트(diet) 역시저탄소배출형도시를위

해서는 필수적이다.

자동차시대의도로는가능한많은교통량을수용하기위해차로수와폭을늘리고,

회전 차량의속도를유지시키기위해가감속차로를두거나교통섬을두어교차로를

넓게설계하였으며, 차량의연속성을위해교차로에서건널목을축소시키는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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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서울시에서는반대로광로인세종로의차선을축소하고

중앙에 30m가넘는중앙공원을조성하고있으며, 시청앞광장조성시에도차량용도

로공간을획기적으로축소시켰다. 저탄소교통체계시대의간선도로정비는과도한차

로를축소시켜서나무를심거나공원을조성하고, 보행자공간을확대하여도로의쾌

적성을 높이는 도로 다이어트형 수요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나.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으로 전환

■ 대중교통 중심 가로 구축

저탄소배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은 고탄소 배출교통수단인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등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유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를위해서는대중교통의경쟁력강화가무엇보다필수적인데, 우선서울의테헤

란로와같이고밀도로개발된가로에서는대중교통중심가로제를도입, 시행할필요가

있다. 이러한가로에서교통서비스를혁신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 지하에지하철이

있다하더라도지상에버스를투입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도입하여버스의신속

한흐름을보장해야하며, 보행자를위해차도를줄이고보행공간을확충하는대중교

통중심가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림 6 ] 자동차도로를 노면전차로 전환한 파리

대도시권내도심유출입광역통행은급행전철, 버스전용도로등의대중교통으로적

극 유도하여 자동차의 도심진입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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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중심 교통체계 확대

도로교통에비해에너지효율성이높고온실가스배출이적은철도의활성화는기

존교통체계의저탄소화를위해필수적이다. 현재철도의경우기존에도로중심의비

용/편익산정방식에따라실질적인철도의편익이낮게산정되어왔다고보여진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에너지 및 온실가스의 절감을 편익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아시아경제시대에대비하고날로급증하는동북아국가간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연계 교통체계구축을 검토해야한다. 한국을

중심으로중국과일본을연결하는철도체계를구축하기위해해저터널을건설하는것

도 대안으로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반향을끌고있는호남권과제주를연결하는해저고속철도연결구상

안역시, 호남권의성장발전과제주도의국제자유도시개발에의한국가성장거점화의

실질적추진전략의실현을위해검토할만하다. 경부축대비상대적낙후성을면치못

하고있는호남․제주권초광역권개발의신동력으로작용하여국가균형발전은물론

글로벌 개방형 국토의 비전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안해운 및 수운의 적극 활용

수상교통은 이동로가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이동에 수력과 풍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에 접하고, 강과 하천이 잘 발달된 우리나라 국토여건을

감안해볼때효율성이높은교통수단으로서보다적극적인활용을유도해야한다. 이

를위해하천물길의정비와경인운하의활용극대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하천

정비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특히 호남권과 같은 일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내륙항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성장거점화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 대중교통 환승체계 및 이용지원 체계 구축

대중교통의경우환승에따른불편이대중교통이용을꺼리게하는중요한요인이

므로대도시권외곽의대중교통환승시설을확대하고대중교통이용비용을줄여줄필

요가있다. 대중교통이용자들에게고용주가이용보조금을지원할경우세금감면혜택

을주어대중교통이용을재정적으로도적극장려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대중교통의

신설 및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과목을 신설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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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기위해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비용에대해서는연말정

산시전액소득공제조항에포함시키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우리보다대중교통

이용률이높은일본의경우통근수단에대해기업체는손비처리되며근로자는해당

금액에대해비과세로처리하고있으며프랑스의경우기업체가종업원에대한대중

교통 정기승차권 구입비 지원(50%)시 손비처리하고 있다.

■ 혼잡통행료의 징수

승용차이용자들에대해서는원인자·수익자부담의원칙을철저하게적용하고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철저하게 대중교통수단을 고급화하고 통합운영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에활용해야한다. 이를위해혼잡이극심한구역에서는혼잡통행료와온

실가스감축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Eco-pass를도입하여기준미달차량의경우통

행료를징수하고기존에징수하고있는도시에서는새로이징수장소를확대하며수입

금은 대중교통요금 할인과 대중교통 시설개선에 사용하도록 한다.

Eco-pass 는 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을감소시키기위해특정지역에진입하

는차량들의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량을기준으로통행료를부과하는정책으

로기존의혼잡통행료가교통혼잡을기반으로모든차량에대해일괄적으로통행료를

부과하는반면이제도는교통혼잡과대기질을기반으로시간대별, 차량별로차등부

과하는 방안으로 도심 등 주요지역에 시행할 수 있다.

[ 그림 7 ] 런던과 밀라노의 혼잡통행료 실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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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혼잡통행료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서는징수한통행료수입을손해

를 본 계층에 합리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혼잡통행료가 변칙적

징세수단이아니라는것을천명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수입금중제도운영에필요

한비용을빼고전액을대중교통개선과친환경적교통시설을신설하는데써서승용차

포기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체수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시설물에 대한 교통혼잡특별관리 강화

각건물별로교통량감축정도에따라교통유발부담금을차등적용하는기업체교통

수요관리, 지방주행세의세율상향조정, 주택가이면도로에서외부인의주차를철저하

게 유료화하는 주거지주차허가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있다. 또한 백화점

또는 대규모 업무시설 밀집지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따라다양한교통관리대안및도시설계기법을활용하여집중관리함으로써도

시교통문제의 암적 요인인 대규모 수요발생지에 대한 적극적 처방을 시행한다.

대중교통접근성이뛰어난지역에서의건축물부설주차장에대해서는주차상한제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여 주차장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차량의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있으며, 현재수도권외곽순환도로는유료인데반해서울시내부도시고속도로

들은 모두 무료로운영됨으로써,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도심통과로 인해 기존 도시내

도로의혼잡이더욱가중되고있는데,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무료인도시내고

속도로를유료화하여도시고속도로의원활한흐름을보장하고, 외곽에서시내로진입

하여 통과하는 자동차교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녹색물류 인증제 및 단말물류 효율성 제고

교통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물류분야에서녹색물류를활성화해야한다. 녹

색물류란대기환경개선을위해화물자동차의배출가스저감대책등의온실가스및대

기오염물질을저감하고폐차, 폐기물등의처리및관리활동을물류활동전반에서발

생할수있는환경부하저감을목표로효율적인물류체계를구축하는물류활동을의

미한다.

국내의경우녹색물류의일환으로녹색물류인증제가추진되고있는데이는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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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류활동을선도하는기업이나사업을인증하여다양한형태의인센티브를부과하

는형태로녹색물류를장려하는활동이다. 앞에서언급한것과같은자동차수요관리

방안에서화물차량에대한운행규제는제한적으로만시행되어야하며, 화물통행망을

구축하여원활한흐름을보장할수있는도로투자또는개선사업의우선순위가확보

되어야 함과 동시에 택배, 조업주차 등을 통해 단말물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화물차량이운행이많은곳에화물전용도로또는화물전용차로제의도

입을추진해야하고, 도심상업지구에서단말물류비감소를위한조업주차제도를시행

하고, 건물신축시조업관련시설설치를의무화하도록주차장법등에서이에관한조

항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도시내에소화물집배송센터를건립하여소화물

일관수송을 활성화하고, 종합물류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물류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등국가기간산업을뒷받침하고관련산업으로의파급효과

가지대한물류산업을글로벌화함으로써국부창출의원동력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글로벌물류시장규모는약 600조원수준(연평균 4.5%성장, 아시아지역 8.1%성장)으

로부가가치가높은제3자물류 (3rd Party Logistics: 3PL)산업의경우약 380조원규

모, 연평균 17%의 고성장을 유지(아시아지역은 44.4%의 초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있

다. 글로벌물류기업인 DPWN(독일)의매출은삼성전자의 85%수준으로, 물류단일

업종만으로도 삼성전자 수준의 글로벌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활성화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에 기여하는 한편, 서비스업을

축으로한산업구조의다변화를통해경제구조의질적성장과온실가스배출이적은

녹색산업으로서물류기업의글로벌네트워크확보를통한우리나라제조기업의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다. 생체․재생에너지 활용

■ 보행교통환경 개선

생체·재생에너지의 사용은 교통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며 특히, 생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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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나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온실가스배출을근본적으로없애는방안이다. 먼저가

장기본적인보행을핵심교통수단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보행을활성화하기위해

서는보행의연속성과보행자의안전을철저하게보장하는법적정비가필요하며, 이

를위해차대사람교통사고의경우신호준수여부에상관없이보행자권리를우선시

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 자전거급행도로 시스템 도입

자전거는최근전용도로확보, 도로다이어트등을통해많은개선이이루어지고있

지만, 이에그치지않고출퇴근용교통수단으로발전시키기위한시설구축이필요하

다. 자전거 이용의 급속한 신장을위해서는 자동차시대를연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입체화된자전거급행도로의신설이요구된다. 고속도로중앙

분리대를 활용해 시속 40km대의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입체화된 자전거급행도로를

건설하고, 도심에서모노레일과같은신교통수단의기능을대체하는입체화되고건물

과합체된자전거전용도로건설도도심재생사업및신도시교통체계건설사업과연

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 시스템> <최첨단 시스템>

[그림 8 ] 자전거 급행도로 개념도

■ 교통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를활용하기위해에너지인터넷개념을활용한교통발전소를건설하는

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교통발전소는도로, 철도, 수로주변에태양광전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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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풍력발전기를설치하여전력을생산함으로써에너지소비자에불과한교통부문이

에너지 공급자 역할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폐도로, 철도폐선 부지 등 교통관련

시설을활용하여태양광또는풍력발전으로자가전기를생산하여현지에필요한전력

으로사용하고자하는것이다. 장래전기자동차의보급이활성화될경우충전소시설

도병행할수있을것이며, 이는또한해당농촌이나산간벽지지역주민의소득원사업

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라. 에너지 효율 향상

■ 자동차 연비 기준 향상

에너지소비를줄이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서는교통부문에너지소비및

온실가스배출량의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자동차에대한연비향상이필수

적이다. 지속적인유가상승에도불구하고에너지소비가많은자동차들을생산하고있

는미국자동차업체들은현재존페의기로에서있다. 미국 오바마정부는지난 2월

자동차연비를 2020년까지리터당 14.8km를달성하도록하는방침을밝혔다. 또한유

럽연합은 2012년 리터당 19.3 km, 일본은 2015년 목표로 리터당 16.8km를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국내자동차연비기준향상은국내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을줄

일뿐만아니라향후전세계자동차시장을주도하기위한필수조건이라할수있다.

■ 그린카 개발 및 조기 도입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의 에너지원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에

너지원으로는전기와수소를활용한연료전지가검토되고있는데기술적조건이나상

용화가능성에서전기자동차가우월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다만전기자동차의경우

충전지의 용량에 따른 속도 및 주행거리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

도시교통의대부분이일일 100km 미만의주행거리로이루어지는것을감안할때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는 4륜구동으로속도는약 45㎞/h

이내이며무게는 2,500파운드(약 1,124㎏) 이하의저속경량차량으로규정(美국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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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부: NTHSA)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통학․쇼핑등 근거리통행

을위해대중적사용이점차증가될전망이다. 국내에서는일부중소업체가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이지만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내수시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 그림 9 ] 해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례

법·제도적인환경이 조성된다면이는기존의화석연료중심의교통에너지공급체

계(주유소, 유조차량등)에일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데전기를주동력원으

로삼을경우앞에서언급한교통발전소를이용한전력공급이가능하고기존전력배

송망을활용한에너지공급으로유조차량에의해발생하는여러가지안전문제나오

염문제등이부가적으로해결된다. 더불어승용차용충전지대여산업등새로운신규

산업이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교통에너지 공급체계의 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신규시장을형성할것이며관련기술의개발과적극적인도입을통해시장선점의효

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무선전력공급 기반 청정교통도시 구상

기존화석연료기반의자동차문화를혁신적으로바꾸기위해도로상에서무선으

로 전력을 공급받아 주행함으로써 도시 내 탄소배출을 제로(Zero)화하고, 이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인프라 기능과 융합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이루어진 청정교통도시

의구축도장기적으로검토할수있는방안이다. 청정교통도시에서는자동차의연료는

전기로대체되고, 자동차의연료공급도주유소를통하지않고무선으로차량에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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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급하게되며 무선전력공급기술을고속․대용량교통정보통신에적용하여실

시간교통정보수집및제공시스템에활용이가능하여에너지효율성이높은교통운

영이 가능해 진다.

[ 그림10 ] 무선전력공급기반 청정교통도시 개념도

■ 정맥물류 체계 구축

녹색성장산업에있어서생산된상품의운반이라는기존의물류체계효율성제고와

더불어상품이사용되고난후폐기되거나재활용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정맥물류체

계의 구축이필요하다. 정맥물류체계의 구축을위해지역별 주요 항만이나철도역을

중심으로정맥물류거점을구축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원의재활용을극대

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저탄소 공항 시설 구축

항공분야의경우기존공항시설에대한저탄소화가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국내의경우김포공항과같이기존공항시설들을개선할경우대중교통과자전거에

의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자체발전소 건설, 공항첨단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의 방안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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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탄소기반 교통재정체계 구축

■ 교통탄소배출평가제도 및 교통탄소배출금제 도입

탄소기반교통재정체제는에너지및온실가스를기반으로하는교통재정체제를구

축하여탄소경제시대에효율적으로대비하는것이다. 우선기존의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관련 투자재원을 녹색세와 녹색교통회계

로재편하여공급및효율성위주의재정운영방식을에너지-기후시대에적합하게재

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기존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량과이에따라소비되는에너지와온실가스배출량을분석하여개선대책을수립

하는교통탄소배출평가제도로전환하여시행할필요가있으며도시에소재하는일정

규모이상의시설물에대해교통량과이에따른탄소배출량에근거하여배출금을부

과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교통탄소배출금 제도로 전환한다.

■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기반 조성

향후온실가스감축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게될탄소배출권거래제를적극적

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탄소거래시장을선점하고자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있는데배출권거래의원칙은 Cap and Trade, 즉 주체별배출량을정하고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남는 여유분에 대해서 주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탄소거래제의핵심은주체별배출량을어떻게산정하는가하는문제와그거래방

법이중요하다. 예를들어국가전체의온실가스배출량을현재보다 10%를줄인다면

감축되는 10%를어떻게할당할것인가하는것이다. 국내의경우에너지소비를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부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10%를줄일것인가, 아니면개별분야별로감축비율을차등화할것인가가가장기본

적인문제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각분야별로온실가스감축잠재력에대한기

초연구가필요하다. 산업부문의경우기존에너지소비량을각산업별최고효율치를

기준으로조정하거나대체에너지이용비율을적용한다면감축잠재력에대한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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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감축의무주체를누구로설정할것인가하는것이다. 다만배출권거래

제의경우할당량설정과거래가격등여러분야에서다양한계층의사람들의이해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바. 탄소기반 교통사업추진체계 구축

■ 교통계획 수립시 교통혼잡관리 의무화

탄소기반교통사업추진체계를확립하여모든교통관련사업에있어서에너지소비

및온실가스배출을사업계획단계부터반영하도록한다. 기존의수요추종적교통투

자의경우시설공급으로인해다시교통량이증가하여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

이증가하는비효율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미국의경우 20세

기 후반부터 광역대도시권 교통계획 (Regional Mobility Plan) 수립시 교통혼잡관리

(Congestion Management Program: CMP)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TIP, 1991). 이

프로그램은시설투자로인한유발수요문제를해소하기위해늘어나는교통수요의일

부를 교통수요관리나 체계관리와 같은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실천한구체적인프로그램을수립하여주정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프랑스에서도광역계획수립시 10% 정도의교통량을관리방식을 통해처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규 교통시설에 대한 유발수요에 대한 사전 고려나

대책이미비하므로신규시설로인한영향평가나계획수립시교통량관리대책이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교통부문 청정개발체제 활성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emnt Mechanism)란 교토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가 비의무국가에 자본과기술을투자해서 온실가스를감축한실적의일부를

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받는제도이다. 그러나감축비의무국가가국내외에서시행한

감축사업도인증 등록절차를거치면산출된배출권을국제시장에팔수있으며, 향후

의무감축국이 될 경우 이를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우리나라는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탄소배출권을거래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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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3년이후우리나라에온실가스감축의무가부여될경우개발도상국과의협력

을통해온실가스감축이라는목표와새로운재정수입확보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

할수있다. 콜럼비아보고타의TransMilenio BRT 사업의경우청정개발체제를통해

향후 7년간 173만톤의이산화탄소를절감하여탄소배출권거래에의해약 700억원정

도의 수입을 확보하였다.

현재우리나라에서도교통분야에서다양한청정개발체제사업개발이이루어지고

있지만다양한개인들의활동에의해온실가스가발생하고발생원(승용차)이 이동하

는교통의특성상개별기업들이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국가적차원에서청

정개발체제를사업추진의일부분으로포함하고방법론개발및비용을지원할필요

가 있다.

3) 단계별 추진 전략

■ 2030년을 목표로 한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과제 추진

저탄소교통체계의구축과녹색가치의창출이라는교통부문비전을달성하기위해

서는화석연료에의존한기존교통체계와국민들의교통행태에대한전면적인변화가

요구되며이는각전략별목표와효과에기반한효율적인추진일정의수립이필요하

다. 전체적인 저탄소 교통체계의 완성을 2030년으로 설정하고단계별접근방안과그

실천목표를 설정해보면 [표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초기단계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반을구축하고교통부문녹색성장기술

을 확보하고 나서, 성숙단계로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무탄소교통체계의완성을 이루는 접근이필요하다. 실천목표로는 단기적으로 교토

의정서에서선진국에제시한수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 그린카및자자

전거관련녹색성장기술을확보한다. 더불어대중교통, 철도및수운의활성화를통해

교통체계의저탄소화를추진하고에너지-기후시대에대비한법·제도적기반을구축

한다. 성숙단계의실천목표로는저탄소도시구조를구축하는것이며, 장기적으로지속

가능한 녹색교통체계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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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초기단계(2009～2012) 성숙단계(2013～2020) 완성단계(2021～2030)

목 표
- 저탄소 녹색성장 기
반 구축

- 녹색성장 기술 확보
-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무탄소녹

색 교통체계 완성

실천 목표

- 교토의정서기준
온실가스감축

- 저탄소교통체계기반
구축

-그린카및자전거관련
녹색성장기술확보

- 2006년 대비 20% 감축
-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 저탄소 도시 구조 구축

- 2006년대비 40%감축
-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체계 완성

전
략

및

추
진
과
제

저탄소배출형
도시구조구축 - 도로다이어트

- KTX city
- 도심재생

- 압축도시
- 대중교통중심도시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으로
전환

- BRT 확대
- 대중교통이용 지원
- 철도 물류 확대
- 녹색물류 인증제

- 광역철도 확대
- 동북아 연계 철도
체계 구축
- 수운 확대

생체/재생
에너지 활용

- 교통발전소 건설
- 정맥물류 거점 구축

- 전국 자전거 도로망
구축

- 자전거 급행도로 도입
- 정맥물류 활성화

- U-bike 활성화

연료 효율
향상

- 자동차연비기준 강화
- 경차우대정책 강화
- 교통결절점 개선
- 그린카 운행 기반
구축

- U-Tansportation 운영
- Smart highway
- 전기자동차 활성화

- 대체연료 자동차
- 무선전력 공급기반
청정교통도시 구축

탄소기반
교통재정체제
구축

- 녹색교통계정 구축
- 혼잡통행료
(Eco-pass) 도입

- 교통탄소배출금제실시

탄소기반
교통사업체계
구축

- 청정개발체제 활성화 - 교통탄소배출평가제
실시

[ 표5 ]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정책의 단계적 추진

4. 결 론

전세계적인기후온난화와에너지수급불안의지속현상은화석연료에대한의존

도가높은우리나라교통정책에대해새로운패러다임과정책을요구하고있다. 친환

경에너지관련산업이전세계적으로새로운성장산업으로주목받으며선진각국들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의신국정패러다임을실현하기위해다양한분야에서추진전략들

이제시되고있는데이를보다구체화하기위한세부과제들을설정하고실천해나가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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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이에맞추어녹색SOC를확충하기위해자전거도로, 철도등저탄소교통수

단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하는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이

와더불어교통부문에서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해서향후정책방향을제시해

본다면다섯가지로압축할수있다. 첫째, 에너지소비와탄소배출을줄일수있는녹

색교통자본을확충하기위한관련교통시설을공급하여자동차이외의교통수단을이

용하는것이편리하고효율적인여건을조성해주어야할것이다. 생체에너지를활용

하거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교통자본의 확충은 더욱 의미가 있다.

둘째,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교통수요관리전략으로써자동차이용을줄이고대

중교통수단이용을늘리기위한방안을강화해야한다. 제도, 의식, 관행의변화를통

해통행행태와교통혼잡을합리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이필요하고대중교통의연계

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저에너지 저탄소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로수송을 경감하는 활동에 대해

서는지원을강화함으로써녹색생활의정착을유도해야할것이다. 합리적이고신뢰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저에너지․환경친화적기술을적극수용하고녹색기술의수요기반을확충함

으로써 교통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녹색교통실현과제를추진할수있는집행체제를확립하고저에너지저탄

소사회로이행하기위한교통부문의법률및조직정비등제도적기반에대한개선방

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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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과제의 대두

■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가. 세계 부동산시장 버블 형성

세계 부동산시장의 버블(bubble)은 미국에서 촉발된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2000

년대들어재정확대와저금리정책의결과, 임금과주식등자산가치의상승에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1) 현상이나타났다. 또한금융혁신으로인한자금조달의편의

성향상으로주택에대한수요가증대됐다. 그리고이는주택가격의상승을초래함으

로써 주택시장에 거대한 거품을 형성했다.

한편이와같이형성된미국부동산시장의버블은자국뿐만아니라전세계로확산

됐다. 즉, 미국은오래전부터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부터는적자폭이연간 8,000억달러내외로확대됐다.2) 이러한미국의국제수지적

자는세계시장에유동성공급을증대시킴으로써세계각국에부동산버블을형성했다.

따라서세계부동산시장버블은주로미국의만성적인국제수지적자에기인한것이다.

나. 세계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로 경제위기 발생

세계적인경제위기는미국내부동산시장버블이붕괴됨으로써촉발됐다. 버블붕

괴는금융경색을야기해유동성공급을축소시켰으며, 이는다시소비와투자위축으

로이어져실물경기침체를가져왔다. 또한주택및주식가격하락은마이너스(-) 자산

효과를나타냄으로써 개인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결과적으로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

(vicious circle)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에서촉발된경제위기는전세계로파급되고있다. 금융의글로벌화로인해각

1) 자산효과란부동산등자산가격의상승에따른부(富)의증가가소비지출을늘려경기를상승시키는효과를

말함.

2) www.kita.net(200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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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금융시장이상호긴밀하게연계돼있기때문이다. 특히세계각국에서공통적으로

부동산버블이붕괴되고, 주식가격이함께폭락하고있다. 이에따라앞서언급한마이

너스(-) 자산효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실물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세계적 경기침체는국제무역 위축으로이어지고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기능했던미국뿐만아니라, 각국이동시에경기침체를겪게됨으로써국

제시장의 수입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

현재진행중인세계경제위기는 1930년대의세계대공항이후가장심각한수준이

며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00년 이후 경기확장 과정에서 ⅰ) 가계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ⅱ) 금융경색으로 인한 마이너스 금융가속도(financial accelerator)효

과3) ⅲ) 부동산가격조정(공급과잉)으로인한마이너스자산효과및부채디플레이션

(debt deflation)4) ⅳ) 국제무역 축소로 인한 마이너스 무역승수(foreign trade

multiplier)5)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금리가제로(0) 수준에근접하면서미국과일본등선진국을중심으로유동

성함정(liquidity trap)에빠질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금리인하를통한소비및투

자진작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주요국에있어주요경기진작수단으로이용되고있

는 금융정책의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의경우도적정투자사업을발굴하는것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 관련투자

를위한예산편성및집행에도입법절차에어려움이따르는경우가많은것이현실이다.

3) 금융가속도효과란금융시장경색이외부차입프리미엄의급등을초래하고, 이는기업과가계의순자산가치

및 현금흐름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효과를 의미함(Ben S.

Bernanke and Marke Gertler, "Inside the Black Box : The Credit Channel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9-4, 1995, p. 27~48 참조).

4) 자산가치의하락으로부채상환부담이늘어나면서소비및투자의부진을초래하고, 이로인하여실물경제

가 침체에 빠지는 과정을 말함.

5) 무역승수란 수출이 국민소득을 궁극적으로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계수로서

소규모개방경제국(small open economy)의 경우 1/〔1-(한계소비성향 - 한계수입성향)〕으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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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 대책 요구

이미언급한바와같이경제위기와같은순환적실패(cyclical failure)6)에대한정

부정책의효과는제한적인경우가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조기해소를위해서는

정부의적절한개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금번경제위기는그정도가심각

할뿐만아니라, 장기화될우려가있으므로정부의시의적절한대책이강구되지않을

경우, 고용과 성장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경제위기에대한정부정책의일반적목표는성장회복과고용유지내지확대이다.

그런데성장과고용은상호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 따라서성장률제고정책과고

용 확대정책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목표의 추구가

반드시조화될수있는것은아니다. 고용없는성장또는마이너스고용을수반한성

장도발생하기때문이다. 따라서성장은고용확대의필요조건은될수있어도충분조

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해양수산부문에있어성장과고용확대의관련성을고려하여이두가

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해양산업 녹색 신성장동력의 발굴 필요성 증대

■ 신성장동력의 요건

한국경제는 1960년대 산업화 추진 이후 외환위기(1997년) 이전까지 대체로 연간

8%가넘는고도성장을실현했으나, 그이후성장률이 4%내외로급격히낮아졌다. 그

리고취업자증가율도외환위기이후연평균 1%내외에머무르고있다.7) 따라서한국

경제는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이후 성장동력이크게약화되었으며, 성장이취

업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의이러한성장률과취업자증가율의둔화현상은전통적성장전략패러다

6)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있는바, 시장의

실패는 배분적 실패(allocative failure), 분배적 실패(distributive failure) 및 순환적 실패(cyclical failure)로

구분됨. 그중에서순환적실패는자본주의시장경제가불안정성과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으므로시장기구

에만 의존해서는 완전고용과 지속적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7) 기획재정부, 「주요 경제제표」,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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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paradigm)에 대한변화가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는것이다. 즉, 새로운성장동력

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을위한주요기준을들면첫째, 부가가치와취업기회창출

등의측면에서연관효과가큰부문이어야한다. 이는최소의투입으로최대의산출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성장을담보할수있어야한다.8) 자원의대량투입과대량생산,

대량소비및대량폐기를특징으로하는전통적산업사회는심각한환경문제를야기

하고있으며, 그결과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이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특히지구온

난화와기후변화, 환경질파괴등의문제가야기되고있다. 이에따라현세대의욕구

충족 결과 미래세대의 후생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성장을통한국민의실질적인후생증대가가능해야할것이다. 전통적인산

업사회는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써국민의실질적인후생증대에대한기여도는비교적낮았던것으로평

가된다.

넷째, 한국이국제경쟁력우위를확보할수있는부문이어야한다. 이는해당부문

에 대한 한국의 시장지배력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다섯째, 성장잠재력이큰부문이어야한다. 이는한국경제의성장기조유지를위한

조건이 된다.

■ 해양산업 녹색성장의 필요성

위에서언급된신성장동력의요건은해양산업의녹색성장을추구할경우충족가

능한것으로판단된다. 첫째, 해양산업은다양한부문을포괄하고있으며, 따라서위에

서언급한부가가치와취업기회창출등의측면에서산업연관효과가큰부문을발굴

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8) 지속가능성개념은 1982년의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UNEP)회의에서채

택된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이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의설치가결의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에서는리우선언문과의제21(Agenda 21)이채택되

었다.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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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양산업의녹색신성장동력발굴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하여필요하다. 해

양은막대한오염정화능력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 각종자원의보고로서육상자원

부존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부상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해양을통한

녹색성장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해양산업녹색성장은국민의삶의질향상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다. 소득

수준의전반적향상에따라해양환경의보전과이용에대한국민적관심이고조되고있

다. 따라서해양을통한녹색성장은단순한부가가치및고용창출이외에환경가치의

보전 내지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해양산업에서 녹색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따라잡기

(catch-up)형발전전략에서선도(trend-setter)형발전전략으로의국면전환이가능하

게될것이다. 해양산업의녹색신성장동력은과거성장패러다임의한계를극복한것

으로, 신산업의 창출을 수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양 녹색산업부문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섯째, 해양산업의 녹색성장 발굴은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환경친화적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린 소비자(green consumer)의

출현에 의해가속적으로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적 기업의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바로그린

소비자이다. 즉, 그린소비자는제품이나서비스의기능적우수성뿐만아니라환경적

우수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표 1 ] 해양산업 녹색 신성장동력의 발굴 필요성

신성장동력 요건 해양산업 녹색성장의 특성

효율성

(산업연관효과)

해양산업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연관효과가 큰

부문의 발굴이 용이

지속가능성
해양은 막대한 오염정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각종 자원의 보고로서

육상자원 부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후생 증대효과
소득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경쟁력 우위
기존의 따라잡기(catch-up)형에서 선도(trend-setter)형 발전전략으로의

국면 전환 가능

성장 잠재력

해양산업 녹색 성장동력의 발굴은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보 가능.

대부분의 소비자는 환경친화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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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산업의녹색성장실현은한국의국제사회이미지개선과글로벌리더십

강화에도도움이될것이다. 국제사회는환경파괴와기후변화, 에너지․자원고갈등의

위기상황에직면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의해양산업녹색성장은국가이미지개선및

브랜드가치를높임으로써국내기업의해외시장개척에도도움이된다. 나아가한국이

특유의해양산업녹색성장패러다임을구축할경우해양환경및이와관련된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양산업 녹색성장 추진전략

1) 해양산업 녹색성장 잠재력

지구표면의약 71%를차지하는해양은막대한환경오염정화능력을 갖고있다.

육상오염물질의대부분은해양으로흘러들어가정화된다. 그리고해양에광범위하게

분포하고있는해조류는다량의산소를공급하는한편, 탄소를흡수한다. 따라서해양

의 이러한 환경정화 능력을 활용할 경우 녹색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해양물류산업의경우녹색성장잠재력은다음과같은부문에서찾을수있다. 우선

해양물류는육상물류나항공물류산업에비해운송에너지효율이월등히높으므로대

기오염등환경부담을저감할수있는그린물류수단이된다. 따라서육상및항공물류

를해양물류로전환(modal shift)할필요가있다. 이 경우항만을중심으로대규모물

류거점과물류산업클러스터가형성됨으로써새로운투자가촉진된다. 그리고수송기

기․장비와시설의에너지효율을높이는녹색기술의산업화가추진된다. 특히연료절

감형첨단선박의개발,9) 전기를이용한항만하역시스템의도입등이이루어지면물류

로인한환경부담은최소화될것이다. 그리고자원순환형항만시설개발․운영은새로

운 녹색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수산업에있어서는해양이가진오염정화능력을이용하는한편, 수산경영을에너

지 절약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조류와 같은

9) 일본에서는추진용동력에전기모터나태양광발전을이용한 SES(Super Eco-Ship)의 개발이진행되고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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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매스(biomass)10)를발굴․생산․이용한에너지생산과바다숲조성등을

통한해양친환경성의극대화가가능하다. 그리고해조류를이용한자급형저탄소생

산체제의구축과순환여과식양식등친환경수산기술의도입을통한친환경수산경

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해양환경과관련해서는성장과환경의보완적상승효과가기대된다. 예를들면환

경기술의산업화를통해환경자원조성이가능하며, 우수한해양환경자원을이용한관

광․레저산업등의진흥이이루어질수있다. 특히연안지역에대한사회․경제적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연안환경 관련 녹색성장가능성도 그만큼

큰것으로판단된다. 또한우수한환경성은해당기업내지국가에대한전세계소비

자들의긍정적이미지형성뿐만아니라, 이들의환경관련욕구를충족시킴으로써신

규 투자유치 및 수요 창출을 이끌어낸다.

그외에도다양한해양관련녹색성장동력의발굴이이루어질수있다. 예를들면

파력․조력․온도차발전등신재생에너지, 메탄수화물, 심해광물및생물자원등은부

존량이방대하나현존기술로는접근성의제약과높은개발비용으로인해충분히이

용되지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자원은 상업적으로 개발될 경우 육상자원의

대체할수있는막대한녹색성장동력으로기능할것이다. 또한해양산업정보생산․

가공및제공, 해양생물보호․조성등의분야에서신성장동력의발굴이이루어질수

있다.

2)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정책방향

■ 해양산업 동향 및 대응과제

해양산업은 1․2․3차의다양한부문을포괄하며각부문별로고유한특성을갖고

있다. 따라서해양을통한성장및고용창출정책의수립및추진에있어서도각부문

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10) 바이오매스는어느시점에임의의공간내에존재하는특정생물군의양을중량이나에너지량으로나타낸

것으로서, 생물체량또는생물량으로번역가능함. 이는살아있는동물, 식물, 미생물의유기물량(보통건조

중량또는탄소량으로표시)을의미함. 따라서생태학에서는유기계폐기물(폐재, 가축의분뇨등)은바이오

매스에서 제외하나, 산업계에서는 유기계 폐기물도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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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해양물류산업의경우근래심각한선복공급과잉으로시황침체현상이나타

나고있다. 2007년 이후의세계적경기침체로운송수요가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반

면, 선복공급은 2004～2007년 호황기에대량으로 발주된신조선취항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해양물류산업의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는회생가능

성이있는기업에대해선별적인긴급구제조치가마련돼야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

단기대책과아울러새로운성장잠재력을개발․확충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예를 들면에너지소비감축방안을마련함으로써원가절감과환경보호의두가지목

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다. 그리고새로운그린물류수단의개발을통해신규고용

및 시장 창출을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수산업은인간의기본적인생계유지를위한식생활과관련된부문이므로경제위기

의영향을비교적적게받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전반적인소비위축과외식감소

등의현상이나타남에따라고급품을중심으로수요가감소할것이다. 따라서품목별

수급조절등의대책이강구돼야한다. 그리고수산물의생산, 유통및가공의각단계

에서기술혁신을통한효율성향상및원가절감을달성해야할것이다. 특히화석연료

의사용저감등을통해탄소및기타오염물질배출을줄이는한편, 가격경쟁력향상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산업은환경보전에대한관심증대에따라새로이성장하고있는부문이

다. 특히, 해양정화, 선박환경대책, 해양관측(remote monitoring 등), 어장청소등과

관련된기술의사업화가유망부문으로주목되고있다. 한국의경우전반적소득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환경산업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산업발전은미흡한편이다. 따라서신성장동력의창출및고용기회의확대를위해서

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신해양산업은해양산업가운데비교적근래에발전하고있거나향후생성․발전이

예상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신해양산업은해양의공간, 자원, 환경 보전

등과관련된각부문에서발전가능하다. 예를들면ⅰ) 해양공간의이용과관련된산

업으로서는해중공원, 해상 호텔․레스토랑, 해상도시등을들수있으며, ⅱ) 해양자

원의이용과관련해서는해양에너지, 해저광물, 해수유용금속회수, 해양생물이용신

물질추출․개발, 해양바이오매스활용등이있고, ⅲ) 해양관련기기및소재부문에

서는초대형해상구조물, 해중작업로봇, 관광잠수선․초고속화물선, 해양관련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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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재등의제조와관련된산업이이에해당된다. 이러한해양신산업의생성및발전

을촉진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의투자, 신기술의산업화지원등의정책적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그 성과의 불확실성이 클 뿐만

아니라,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11)효과로 인해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해양산업 정책방향

가. 산업연관효과의 극대화

해양산업은해양공간․자원의이용및환경의보전등과관련된산업이다. 따라서

해양산업은 1․2․3차의다양한산업을포함하며, 그중에서정책우선순위에따라선

택․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용 가능한 자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책 대상 부문을 선택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으로는 효율성(efficiency),

시행가능성(enforceability), 정치적수용성(political acceptability) 등을들수있다. 그

중에서효율성은성과달성을위한노력의정도를측정하는개념으로투입에대한산

출 비율로 평가된다. 따라서 효율성은 정책대상 및 수단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경제정책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그목표가되는성장, 고용등의

회복 및 확대에 유리한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먼저성장회복을위해서는부가가치유발효과가큰부문에정책의우선순위두어

야할것이다. 다음 [표 2]에서보면부가치유발계수가큰부문은 1차산업인광업및

농림어업과 3차산업인서비스업으로나타난다. 그리고건설부문의부가가치유발계수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제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부문

의원자재수입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그런데제조업가운데서도인쇄․

출판및목재, 음식료,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등의부가가치유발계수는비교적높

은것으로나타난다. 서비스업가운데서는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교육

및보건, 도소매, 통신및방송등의부가가치유발계수가특히높은것으로조사된다.

11) 외부경제효과란생산자나소비자의경제활동이시장거래에의하지않고직접적또는부수적으로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반대로 그 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ies)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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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분석결과를기초로해양산업에있어서도다양한부문가운데부가가치

유발계수가높은부문에투자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다. 즉, 해양광업, 어획등 1차산

업, 수산물 가공, 해양관련 기기․장비 등 2차산업, 선박금융, 수산물 유통, 해양관광

등해양관련서비스(3차산업) 등의부문에대해정책적지원과투자의우선순위를두

어야 한다.

[ 표 2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2005)

부가가치유발계수
농림어업 0.865
광업 0.847
제조업

(인쇄 및 복제)

(음식료)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일반기계)

(섬유 및 가죽제품)

(정밀기기)

(수송장비)

0.650

(0.810)

(0.776)

(0.718)

(0.716)

(0.707)

(0.704)

(0.693)

(0.660)

(0.650)
전력․가스․수도 0.704
건설 0.812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

(도소매)

(공공행정 및 국방)

(통신 및 방송)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0.865

(0.943)

(0.930)

(0.900)

(0.891)

(0.892)

(0.877)

(0.872)

(0.836)
전산업 0.741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2008.

또한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유발효과가

큰부문에대한투자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음 [표 3]에서보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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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최종수요 10억원이발생할경우취업유발인원은농림어업이 51.1명으로가장많

고, 다음으로서비스업 19.5명, 건설 16.6명, 제조업 12.2명 등으로나타난다. 서비스업

가운데에서는음식점및숙박, 도소매, 사회및기타서비스, 교육및보건, 운수등의

취업유발효과가크다. 그리고제조업가운데에서는음식료, 인쇄및복제, 섬유및가

죽제품, 정밀기기 등의 부문에서 취업유발효과가 비교적 크다.

따라서해양산업의각부문가운데서도이들취업유발효과가큰산업과관련된부

문에대한투자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면, 수산품가공, 해양산업정

밀기기․금속제품해양관련제조업등 2차산업, 음식및숙박(해양관광), 도소매(수산

물유통), 운수(해상운송)를비롯한각종해양서비스업등 3차산업에대한투자를통해

실업문제 해소를 효율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표 3 ] 산업별 취업 유발효과(2005)
(단위 : 명/10억 원)

취업

유발인원

(A)

직접취업

유발인원

(B)

간접취업

유발인원

(C=A-B)

간접취업

유발률

(C/B, %)

농림어업 51.1 47.1 4.0 8.5
광업 10.4 5.4 5.0 92.6
제조업

(음식료)

(인쇄 및 복제)

(섬유 및 가죽제품)

(정밀기기)

(금속제품)

12.2

(24.7)

(17.1)

(17.2)

(13.9)

(12.9)

5.8

(4.5)

(10.3)

(11.2)

(7.5)

(7.7)

6.4

(20.2)

(6.8)

(5.0)

(6.4)

(5.2)

110.3

(448.9)

(66.0)

(44.6)

(85.3)

(67.5)
전력․가스․수도 3.6 1.7 1.9 111.8
건설 16.6 10.5 6.1 58.1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도소매)

(사회 및 기타서비스)

(교육 및 보건)

(운수)

(공공행정 및 국방)

19.5

(37.8)

(30.4)

(24.9)

(20.2)

(15.4)

(14.7)

14.3

(24.9)

(26.1)

(18.5)

(16.3)

(12.8)

(10.2)

5.2

(12.9)

(4.3)

(6.4)

(3.9)

(2.6)

(4.5)

36.4

(51.8)

(16.5)

(34.6)

(23.9)

(20.3)

(44.1)
전산업 16.3 10.8 5.5 50.9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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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색 신성장동력의 확보

앞서당면한경제위기를타개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하기위해서는녹색성

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해양산업은막대한 녹색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을보았

다. 따라서해양산업발전정책의수립․추진에있어서는산업연관효과와함께환경성

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돼야 한다.

녹색성장은경제성장과환경보전사이의상충관계를극복하고양자의시너지효과

를 극대화하는 성장방식이다. 특히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은 기존의 해양환경 파괴적

성장전략에서벗어나성장과해양환경사이의선순환적구조를구축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우선해양환경을보전내지개선하는방식과기술이해양산업의발전에적

용돼야한다. 예를 들면다양한환경관련기술의산업화방안이모색돼야한다. 이와

같이발전된해양환경산업은해양환경의개선을가능하게한다. 그리고개선된해양환

경은관광․레저등다양한관련산업의발전을유발한다. 이경우해양산업의발전이

해양환경의보전내지개선에기여하고, 반대로우수한해양환경은다양한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 표 4 ] 기존 성장 패러다임과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차이점

기존 성장 패러다임

(구발전체제)

녹색성장 패러다임

(신발전체제)

성장방식 요소투입 위주 기술혁신과 생태효율

핵심가치 양적성장 위주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과 경제 상충관계 상호 보완관계

성장동력 에너지 다소비 업종 녹색산업과 녹색 기술

사회구조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 저탄소 시스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녹색 부국으로 가는 길」, 2008, p.55.

3) 정책수단의 선택

경제위기타개를위해서는적극적인확장적금융및재정정책이요구된다. 그중에

서금융정책의경우위기확산으로인한금융시스템붕괴를막기위하여불가피한선

택이되겠으나유동성함정가능성등으로효과가제한적일뿐만아니라,12) 부동산거

12) 케인즈는 투자는 이자율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기대심리)에 기초한 야성적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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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해소의지연, 인플레이션압력, 외환시장불안등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신중

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은 조세 및 재정지출정책을 포함한다. 지출확대의 경우 효과가 직접적이

고시차가비교적짧다는점에서선호되고있다. 뿐만아니라, 한국의재정여건은근래

흑자기조가지속되고있는등외국에비해유리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재정지출

을위한입법, 예산심의․의결등의과정에서지체되는경우가발생한다. 또한재정지

출확대에집착할경우불필요하거나효과성이낮은사업에자원이낭비될가능성이

있다.

한편단기적관점의통화및재정정책과함께장기적인관점에서규제완화와기술

개발등을포함한구조적개혁을추진함으로써성장동력을확충해나가는노력도게

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부문별 추진과제

■ 해양물류산업

가. 녹색해운(Green Shipping) 전략

녹색해운은육상운송을해상운송으로전환하는Modal Shift 추진과저탄소수송기

기 개발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첫째, Modal Shift에 있어서는 장거리 도로운송

화물의연안운송 전환을적극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화물을 위한 물류시설과

터미널확충이요구된다. 그리고연안운송이용화주에대해탄소배출권부여등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둘째, 저탄소수송기기개발에있어서는에코선박(Eco Ship)의개발과활용을추진

한다. 에코선박이란 저항을 축소시키는 새로운선형과 신형 프로펠러로 연비를 최소

10%이상효율화하고, NOx, SOx 및 CO2 배출량을 50%이상저감하는친환경선박

을의미한다. 에코선박의상용화를단계별로추진하되, 제1단계에서는정기여객선, 페

리선, 로로선등연안선과항내장기체류하는관공선, 예선, 작업선등을대상으로하

(animal sprit)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음(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6, 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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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2단계에서는연안화물선으로대상선박을확대한다. 그이외에도태양광및풍

력에너지 활용 선박을 개발한다.

나. 녹색항만 전략

녹색항만(Green Port)을실현하기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첫째, 항만운영의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식 하역장비 도입과 접안 선박에 대한 육상전력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과 같은 고정식 하역장비는 전기구동으로

전환하고,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지게차(forklift) 등이

동장비는배출가스저감을위한산화촉매장치를개발․장착한다. 그리고항내접안선

박에대해서는육상전력공급이가능하도록터미널및선박수전설비를확보한다. 또

한 노후 트럭과 예인선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한다.

둘째, 항만인근배후지에자원및에너지자립설비를개발․운영한다. 일반적으

로항만은폐기물발생량이많은산업단지에가까울뿐만아니라, 해상운송의이점을

활용할수있으므로인근배후지는자원리싸이클집적단지로적합하다. 그리고항만

배후지에태양광, 풍력, 조력등신재생에너지생산단지를조성한다. 그리고이와같이

생산된신재생에너지는해당항만이나인근의산업및주거단지의에너지수요에충

당해 나간다.

다. 녹색 공급사슬관리체제 구축 전략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 SCM)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저감하는방안을강구한다. 이를위한방안으로첫째, 물류정보화및지능

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ITS)를 확대 구축하여 공급사슬체계를 합

리화함으로써내륙운송거리단축을도모한다. 이는해양물류뿐만아니라, 연계운송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기위한 것이다.

둘째, 정부가이미추진계획을밝힌바있는녹색물류인증제도를차질없이도입한

다.13) 이제도가도입되면물류기업들의공동수ㆍ배송활용확대, 대량수송수단으로

의전환, 장비ㆍ설비의개선등이촉진됨으로써에너지효율화와온실가스배출감축

1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8. 8.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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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인증을받은기업체는보조금과세제혜택등지원과함

께환경을배려하는기업체로서의이미지를획득하여그린마케팅에활용할수있게

된다.

[ 표 5 ] 녹색 해양물류 주요 추진과제

부문 중점 추진과제

‘12까지

사업비

(억원)

추진 일정

비고
‘09 ‘10 ‘11 ‘12

‘13

이후

녹색

해운

모달프시트 3,100
‘09년 시설확보계획

수립

저탄소 수송기기

개발
1,000

‘12까지 Eco Ship

개발

소 계 4,100

녹색

항만

저탄소

항만운영체제

구축

4,700 계속사업

항만배후지

자원에너지

자립설비

개발․운영

10,800
‘10년 기본계획

수립

소 계 15,500

녹색

공급

사슬

관리

물류정보화 및

ITS 확대 구축
100

녹색물류인증제

도 도입
300

‘09년 기본계획,

’10년 시범사업

소 계 400

총 계 20,000

■ 수산업

가. 녹색 어업생산 전략

어업생산과 관련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선어업 분야에서 저

탄소 에너지 절약형 기술 개발 및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발광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 LED) 집어등사용확대, 소형(1～3톤급) 연안어선용전기추진

시스템개발․보급등을추진한다. 그리고상품가치가없는소형어류와목표하지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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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의혼획을예방할수있는자원관리형어구·어법을개발함으로써불필요한에너

지 사용을 줄인다.

둘째, 에너지절약형양식시스템을개발․보급한다. 예를 들면순환여과식빌딩양

식방법을적용할경우소비지의빌딩에서적은양의물을사용함으로써에너지소비

와 수질오염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은 다량의 에너지 및 해수 사용,

원거리 운송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연근해어업중어획강도가높은부문에대한에너지절감방안을강구한다. 이

를 위해서는 어선의 기관마력 상한선 설정제도와 양도성개별할당(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 ITQ)제도를도입해야한다. 이경우어획경쟁이해소됨으로써에

너지다소비형엔진․장비장착과고속운항이근절될수있을것이다. 또한어업인의

상호합의에의한윤번휴어제를유도하여어업효율을향상시킴으로써탄소배출을감

축한다.

나. 녹색 수산물 유통 전략

수산물유통과정에서의탄소배출저감을위해서는첫째, 수송및가공단계의배출

가스저감을위한푸드마일리지(food milage)14) 축소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이를위

해서는 우선 푸드마일리지 산정․표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저온유통장비․시설(냉동탑차, 냉동․냉장창고등)의온실가스배출저감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관련해서는폐냉매및단열재회수, 대체냉매개발등을위한

지원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14) 푸드마일리지는 식품 속 각 원료 및 완제품의 수량과 수송된 거리를 곱하여 산출함. 푸드마일리지(t·km)

= 식품수량(ton) × 수송거리(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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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녹색 수산업 주요 추진과제

부문 중점 추진과제

‘12까지

사업비

(억원)

추진 일정

비고
‘09 ‘10 ‘11 ‘12

‘13

이후

녹색

수산물

생산

에너지절약형어업기술

개발․산업화
9,000 계속사업

에너지 절약형

양식시스템 개발․보급
8,500 계속사업

연근해어업 에너지

절감방안 강구
500

‘10년 시업사업

추진

소 계 18,000

녹색

수산물

유통

푸드마일 축소 1,000
‘10년 푸드마일

표시제 도입

저온유통 장비․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
8,500 계속사업

소 계 9,500

총 계 27,500

■ 연안 및 해양환경산업

가. 해양 문화․관광산업 발전 전략

해양 공간과 자원의 다각적 활용을 통하여 해양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업의추진이요구된다. 첫째, 해양문화․관광산업발전

기반조성을위해한반도연안리모델링(remodeling)을추진한다. 이를 위해기후등

자연여건과주민의환경욕구변화를고려한신개념해양및연안통합관리를추진한

다. 그리고 연안 재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연안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한다.

둘째, 전국 해안의권역별특성에맞는 관광벨트개발을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수욕장․해중경관지구개발, 해상호텔산업육성, 해양박물관건립등의세부사업추

진이요구된다. 그리고마리나시설조성을통하여해양레저스포츠기반을확충한다.

나. 해양 환경 및 기술 기반산업 발전 전략

해양환경을개선하고이와관련된기술을발전시킴과아울러, 우수한해양환경및

개발된기술을이용한산업의발전을도모한다. 이를위해서는첫째, 해양관측,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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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해양생태계보호등해양환경기술개발및산업화를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기술개발 투자와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해상인공도시(aquapolis)를개발․상용화한다. 외해해양자원개발, 관광산업

육성, 해양관측및연구기지활용등을위한복합플랜트인공섬개발을추진한다. 그리

고 장기적으로는 주거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해상인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

셋째, 해양기반의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15)를개발한다. 이를위해서는

해양자원의확보가용이한연안지역을선정, 자원연관형산업의민간투자를유치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간다.

[ 표 7 ] 녹색 연안 및 해양환경산업 주요 추진과제

부문 중점 추진과제

‘12까지

사업비

(억원)

추진 일정

비고
‘09 ‘10 ‘11 ‘12

‘13

이후

해양

문화․

관광산업

연안 리모델링 20,000

해안 관광벨트

개발
3,000 계속사업

소 계 23,000

해양

환경․

기술 기반

산업

해양환경기술

개발 및

산업화

1,000
‘10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

해상인공도시

개발․상용화
300

‘12년까지

계획수립 및

법․제도 정비

해양 기반

생태산업단지

개발

10,000 계속사업

소 계 11,300

총 계 34,300

■ 신해양산업

가. 해양 에너지 개발 전략

해양자원을바탕으로한에너지개발에있어서는첫째, 해양신재생에너지개발을

15) 생태산업단지는해당지역내의기업및공장을서로연결시켜생산공정에서배출되는부산물, 폐기물, 폐

에너지등을다른기업이나공장의원료또는에너지원으로사용함으로써단지내의오염물질발생을최소

화하는 친환경산업단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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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수있다. 이는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발전의핵심기술개발및연안에너지이용

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다. 그런데조력, 파력과같은일부신재생에너지자원의경우

에는기술여건이산업화가가능한수준에도달해있어가까운장래에발전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조류등 해양바이오매스를이용한에너지개발을추진한다. 해조류역시

위에서언급된해양자연에너지와같이재생가능한에너지원으로서중요성을가진다.

그런데해양바이오매스를이용한에너지개발을위해서는개발기본계획수립및기

초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해저가스수화물의개발이요구된다. 가스수화물개발은현재의기술능력으

로볼때상용화에이르기까지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그개발을위해서

는우선유망지역탐사및생산기술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생산된가스수화

물의 운반을 위한 특수선박의 설계 및 건조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나. 해저 광물자원 개발 전략

해저광물자원으로는첫째, 공해상해저열수광상을들수있다. 이의개발을위해

서는 공해상 열수 해저광상 탐사 및 생산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통가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내 해저 열수광상에

대한정밀탐사, 자원량평가및개발권확보가이루어져야한다. 이는국제적사업이라

는특성상민간이주도하되, 정부가지원하는컨소시엄의형태로추진하는것이바람

직하다.

셋째, 심해저망간단괴탐사및생산기술개발을추진한다. 망간단괴생산역시현

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상업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이들해저광물자원의개발은관련기술의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

2012년까지는연구개발에투자의우선순위를두어야할것이다. 즉, 극한․고심도해

양에서이용가능한탐사․회수장비․구조물과선박기술등의개발을위한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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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 생명공학산업 육성

해양생명공학산업은식품, 의약품, 소재등다양한부문에서막대한발전잠재력을

갖고있다. 그러나해양생명공학응용기술및산업화기술은아직개발의초기단계에

있다. 따라서향후수년간은관련기술개발에주력해야하며, 특히유전자변형기술의

개발과 함께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해양 생명공학산업은 새로이 발전하는 부문이므로 투자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큰편이다. 따라서산․학․연협동연구를통하여정부의자금력및추진

력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해양 바이오매스 활용 전략

해양바이오매스의환경친화적산업화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해조류생산을청

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16) 사업에활용한다. 해조류는바

다에서성장하는과정에서이산화탄소를다량흡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

국제적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청정개발체제인증사업은조림, 수

종갱신및산림경영으로한정돼있다. 만약해조류생산을 CDM사업으로인증받게

되면그효과는대단히클것이다. 따라서해조류를생산하고있는우리나라와일본을

비롯한국가들과의국제협력체제구축및기술개발을통해국제사회의인증을받도

록해야한다. 그리고한국의해조류양식기술을활용한해외대규모해조류양식사업

을 탄소배출 거래권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조류를이용한바이오에너지, 펄프, 의약품등의산업화를추진한다. 특히

해조류를이용한바이오에너지생산은곡물자원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성장잠재력

을갖고있다. 이를위해서우리나라연안에산림녹화사업에준하는대규모바다숲을

조성한다.

16) CDM은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달성한실적을선진국의감축목표달성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리고 CDM 사업은 특정 기업이 개발도상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고, 그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배출권)을 등록받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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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녹색 해양신산업 주요 추진과제

부문 중점 추진과제

‘12까지

사업비

(억원)

추진시기

비고
‘09 ‘10 ‘11 ‘12

‘13

이후

해양

에너지

개발

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 발전
1,500

‘12까지 핵심기술

개발

가스 수화물

개발
1,100

‘12까지 탐사 및

생산기술 연구

해양

바이오에너지

개발

500

‘12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기술

개발

소계 3,100

해저

광물자원

개발

공해상 해저

열수광상 개발
200 ‘12년까지 탐사

통가 EEZ 해저

열수광상 탐사,

자원량 평가 및

개발권 확보

240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및

생산기술 개발

140

소계 580

해양 생명

공학산업

해양 생명공학

기술 개발 및

산업화

1,800 계속사업

해양

바이오매스

활용

해조류를 CDM

사업에 활용
8,000 ‘11년 시범사업 추진

해조류 이용

바이오산업 육성
2,000 계속사업

소 계 10,000

합계 15,480

3. 기대효과

한국에는비교적풍부한해양자원이부존되어있으며, 따라서해양의녹색성장잠

재력이큰편이다. 다음 [표 9]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은 2009～2012년중녹색해양

산업에 9조 7,300억원정도를투자하여약 19조 7,000억원의생산, 7조 5,800억원의

부가가치 및 16만 6,300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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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부문별로보면첫째, 녹색해양물류부문의동기간투자액은약 2조원이며, 이

로인한생산유발액은4조 4,900억원그리고부가가치유발액은1조 4,200억원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취업 유발인원은 2만 9,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둘째, 녹색 수산업의 경우는 동 기간 중 2조 7,500억 원 내외의 투자가 요구되며,

그결과생산유발액은 5조 7,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300억원정도가된다.

그리고 취업 유발인원은 약 7만 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녹색연안및해양환경산업에있어서해당기간의투자소요액은 3조 4,300억

원 정도이다. 그리고 예상되는 생산 유발액은 약 6조 6,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조 8,900억 원 그리고 취업 유발인원은 약 4만 9,6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녹색해양신산업의해당기간중투자소요액은 1조 5,500억원정도가되며,

그결과유발되는생산및부가가치는각각 2조 8,400억원및 1조 2,400억원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약 2만 9,600명으로 기대된다.

위에서본바와같이녹색신해양산업의투자소요액및경제적유발효과가상대적

으로적게추정되었는바, 이는해당부문의투자가 2012년까지는주로연구개발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표 9 ] 녹색 해양산업 추진과제별 기대효과

부문 추진 과제
투입예산(안)

(억 원)

생산유발

(억 원)

부가가치

유발(억 원)
취업유발(명)

녹색해양물류

녹색해운 4,100 8,029 3,177 5,929
녹색항만 15,500 36,233 10,653 22,991

녹색 공급사슬관리 400 605 371 380
소 계 20,000 44,867 14,201 29,300

녹색 수산업

녹색 수산물 생산 18,000 37,455 13,589 33,283

녹색 수산물 유통 9,500 20,019 6,678 16,281

소 계 27,500 57,474 20,267 49,564

녹색 연안 및

해양환경산업

해양 문화․관광산업 23,000 42,770 19,574 39,838
해양환경․기술기반

산업
11,300 23,470 9,336 18,022

소 계 34,300 66,240 28,910 57,860

녹색

해양신산업

해양 에너지 개발 3,100 4,912 2,802 5,024
해저 광물자원 개발 580 919 525 940
해양 생명공학산업 1,800 2,853 1,627 2,918
해양 바이오매스

활용
10,000 19,690 7,467 20,735

소 계 15,480 28,374 12,421 29,617
전체 97,280 196,955 75,799 166,341

주 : 유발효과는 한국은행, 「2005 산업연관표」, 2008에 의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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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전통적인산업사회는대량생산, 대량소비및대량폐기를특징으로하고있는바, 이

는 생태계의순환구조(closed loop)와는 근본적으로조화되기어려운특성을갖고있

다. 산업사회의이러한구조적모순은 대기․수질․토양의오염, 천연자원의고갈, 희

귀동실물의멸종과같은생태계파괴등자연환경파괴를유발함으로써지속가능성

문제를야기한다. 세계인류가이러한환경문제에대하여오늘날과같이심각하게고

민해본 적은 역사상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향후에도 그 고민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매우높다. 이에따라환경문제는인류의가장중요한관심사안중하나로대두되고

있다.

더욱이한국경제는성장및고용증가세의둔화라는구조적문제를안고있다. 특히

근래에는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신성장동력을발굴해야하는필요성에직면하고있

다. 녹색성장 전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녹색성장동력의발굴은뉴프런티어(New Frontier)로서 전통적성장전략패러다

임을초월한것이다. 즉, 어느기업또는국가가녹색성장동력을발굴하느냐에따라

해당기업또는국가의운명이좌우된다. 따라서정부는녹색성장부문에대한투자를

통해 소득 및 고용의 창출이라는 단기적인 재정지출정책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해양은 지구상 마지막으로남은미개척분야인바, 해양의막대한공간, 자원

및환경을이용한산업이다양한부문에서생성․발전되고있다. 그리고이들해양산

업은대부분고갈내지오염된육상의공간, 자원및환경의한계를극복내지대체한

것으로서환경친화적특성이강하다. 그리고해양은막대한환경오염정화능력을갖고

있는바, 그 능력을 유지 내지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가능하다.

해양을통한녹색성장은해양환경과녹색성장의선순환을위한연결고리를창출하

는것이다. 즉, 해양환경의보전및개선으로녹색성장이가능해지며, 녹색성장의결과

해양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해양산업은발전의역사가짧거나새로이생성되는부문이많다. 이러한신생

해양산업의발전에있어서는새로운기술의개발이필요하게된다. 그리고녹색해양

산업의발전에필요한기술은흔히첨단융합기술의성격을가진다. 따라서이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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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투자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편이다. 뿐만아니라, 그리고개발된기술은흔히외부경제효과를유발하게된다.

이러한해양산업기술개발의불확실성에따른위험부담과외부경제효과로인하여

민간기업의해당기술개발에대한투자는극히제한적이다. 즉, 해양산업기술개발을

민간부문에 일임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게된다. 따라서녹색해양산업의발전을위한기술개발에있어서는정부의적극적

인투자가요구된다. 즉, 정부가주도적으로기술을개발하거나민간부문의기술개발

에대해지원해야할것이다. 그리고개발된기술의보급및산업화과정에서도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한편본연구에서제시된녹색해양산업부문별추진과제는대표적인사례를열거

한것이며, 향후새로운과제의발굴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녹색해양산업의

발전잠재력은사실상무한대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녹색해양산업에대한투자

규모는정책당국자의의지에따라가변적이며, 경제적유발효과역시투자규모에따

라달라질것이다. 해양산업의녹색성장동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정책당국의비전

과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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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정책분야에서촉각을세우며경제위기상황을지켜보는것은경제위기가시차

를두고사회제분야에 영향을미쳐국민의삶이지금보다훨씬궁핍해지리라는우

려때문이다. 경제침체는사회위기로전이되고각종사회문제가발생되어위기가고조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IMF 경제위기때 실업률 및 빈곤율이 급등했던

경험을가지고있다. 경기침체는실업률, 빈곤율을증가시킬뿐아니라지니계수등의

분배지표를 악화시킨다. 경제위기는 곧바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후행하여

빈곤율 증가로 나타난다. 1998년 경제성장률은 -6.9%로 최저로 나타났고 실업율도

7.0%로정점에달하였다. 빈곤율은 1년의시차를두고 1999년에 8.6%로정점에도달

한 바 있다.

[ 그림 1 ]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실업률, 빈곤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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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분배상태 또한 악화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지니

계수의경우 IMF경제위기때높아진이후회복하지못하고있고, 10분위분배율또한

IMF 경제위기 때 높아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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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IMF 경제위기 이후 지니계수(도시근로자 기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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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경기침체로중산층이엷어지고, 저소득층․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등취약계층의삶의질이떨어지고, 자살․이혼․아동유기․가출․범죄등각종

사회병리현상들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이러한상황을인식하고선제적경기부양책을이미발표하였다. 세금을감

축하고정부지출을늘리고있다. 동시에사회보장제도의개선을모색중이기도하다.

우리나라는외형적으로사회안전망골격을갖춘것으로평가받는다. 급여와자격측면

에서여전히제한적이지만 4대사회보험이 1차안전망역할을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차적으로위험을나누고있으며긴급구호제도가최후의보루로마지막한계

상황에 처한 국민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을받고있는사람이약 160만 세대에이르며총진료비중약 40%를본인이

부담하고있어중증질환에이환되었을때생계유지에한계를체감하는계층도상당하

다. 국민연금의납부예외자도가입세대의약 28%에해당하여소득보장사각지대에남

겨져있다. 고용보험또한전국민의약 40%만이가입을하고있어나머지 60%는실직

위험에대한대처방안이전혀없다.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이하이면서부양의

무자 조건을 만족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은

전국민의약 3.5%에이르고있다. 제도적틀은갖추어져있으되자격기준의엄격함,

급여의불충분함에의해위험이발생하면빈곤층으로추락하거나빈곤으로부터벗어

나기어려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경제위기는실업자를양산할것이고영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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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를파산시킬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도움이필요한계층이현격히증가할것이

다. 따라서본고는위와같은현실을주시하면서경제위기에대처할수있는사회안전

망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새로운 위기계층 현황

기존의빈곤계층은 소득가득능력상실로인한빈곤을의미한다. 즉, 노령, 장애, 질

병등으로인한근로능력상실이전통적빈곤의주요원인이었다. 과거고도경제성장

시기에는구인난시대였으므로근로능력자의대부분은빈곤하지않았다. 일부근로능

력자의빈곤은개인의게으름이나나태에서비롯된것으로간주되어사회적으로주목

받지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경제위기를전후하여환경이바뀌었다. 세계화로

인한국가간무한경쟁, 이로인한기업의고용유연성(비정규직) 확대, 기업구조조정과

효율화, 그리고 다양한가족형태의출현과가족해체등으로인해 근로빈곤(working

poor), 장기실직, 청년실업, 여성가구주가구, 한 부모가구등이새롭게빈곤의주요원

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사회적위험”으로인해발생하는빈곤을신(新)빈곤이라고일컫고

있다. 그러므로새로운위기계층은사회구조의변동으로부터발생하였다. 일부에서는

어떠한사건(예, 경제위기)이나기준시점(예, 2007) 이후에발생하는빈곤을위기계층

의개념으로정의하기도한다. 이는 오늘날우리사회에서전개되고있는양상(새로

운사회적위험)과 사건(경제위기)이비교적비슷한시기에발생한점때문인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엄밀한의미에서위기계층이란 ‘‘빈곤층으로전락하는인구중새로

운사회적위험때문에발생한빈곤’’으로규정하는것이학문적으로타당하고정책적

함의도높다. 그러므로기존의빈곤층중에서도위기계층에해당되는경우가있고, 새

로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빈곤인구 중에서도 위기계층이 존재한다. 1997년 경제위

기전에는전통적빈곤이주류였으나, 경제위기이후에는새로운위기계층이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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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적 위험

구 사회적 위험 신 사회적 위험

기준시점
경제위기전 위기 전 빈곤계층 위기 전 위기계층

경제위기후 위기 후 빈곤계층 위기 후 위기계층

[ 표 1 ] 빈곤층 분류

주) 음영부분은 시대별 주류 빈곤

특히, 근로빈곤(실직빈곤포함)층이규모와사회적파장의측면에서위기계층의핵

심적인 축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15,993천명) 중

약 1/3인 5,638천명이비정규직이다(아래표 2참조). 비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

은 127천원으로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210천원)의 60.4%에불과하다. 가구의

생계를책임지는여성가구주는 2007년 3,217천명에이른다. 이들근로형태나가구형태

가모두빈곤층을형성하는것은아니나, 고용불안, 저임금등으로인해다수가빈곤위

험계층 혹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 표 2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규모

(단위: 천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합계

임금근로자 8,897.6 5,023.3 2,072.5 15,993.4(100.0%)

정규직 7,301.8 2,747.9 306.2 10,355.9(64.8%)

비정규직 1,595.8 2,275.4 1,766.4 5,637.6(35.2%)

원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원자료, 각년도 3월.

인용: 이병희∙정성미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 『노동리뷰』(2008.6.)

특히, 미국발경제위기로인해금년한국경제의위기가심화된다고가정하면, 기업

구조조정과가족해체등이가속화됨에따라위기계층의규모가크게증가할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이들에대한대책에정책적우선순위가두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새로운위기계층 개념을 ‘’빈곤으로 전락하는인구 중새로운사회적위험때문에

발생하는빈곤‘’으로규정할경우 위기계층의규모는이들 ‘’위기계층에속하는총가

구원수‘’로 정의될 수 있다.

2007년 현재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빈곤층은 156만명으로 추정된다.

2009년 경제전망가정에따라근로빈곤층의규모는최소 179만명(경제성장률 4% 가

정)에서 242만명(경제성장률 -4%가정)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표 3참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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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이란 ‘근로능력있는빈곤가구원수’를의미하므로주로노동정책의대상이

된다.

[ 표 3 ] 2009년 근로빈곤층 추정결과

(단위: %, 가구수, 만명)

2007년

근로빈곤층

기본 가정 추정결과

GDP성장률 실업률
빈곤율

증가폭1)

늘어나는 빈곤

가구수2)

늘어나는

근로빈곤

가구수3)

늘어나는

근로빈곤층4)

(만명)

156만명5)

4 3.40 1.09 176,054 126,735 23.2

3 3.50 1.44 233,283 167,933 30.8

2 3.70 1.83 296,463 213,414 39.1

1 3.80 2.19 353,692 254,611 46.7

0 3.95 2.56 413,896 297,950 54.6

-1 4.10 2.93 474,101 341,290 62.5

-2 4.25 3.31 534,305 384,629 70.5

-3 4.40 3.68 594,510 427,968 78.4

-4 4.55 4.05 654,714 471,307 86.4

주: 1) 2007년 대비 2009년 절대빈곤율 증가폭.

2) 빈곤율 증가폭에 전국 가구수(16,158,334)를 곱하여 산정

3) 최저생계비의 100～150%에 속하는 가구 중 근로빈곤가구 비율(71.99%)을 곱하여 산정

4) 차상위 및 차차상위 근로빈곤가구당 평균 근로능력자 수(1.83)명 적용

5) 절대빈곤에 속한 근로빈곤층

근로빈곤층규모가바로위기계층규모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 위기계

층에는근로빈곤층과함께거주하는근로무능력가구원수를포함하여야하기때문이

다. 그러므로 위기계층은 노동정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이

된다. 비상 사회안전망대책(contingency plan)이라는 관점에서위기계층규모를경

제위기전과후로나누어추정하면다음과같다1). 2008년 경제위기전신사회적위

험으로발생한위기계층은약 2007년 현재약 282만명으로추정되었다. 2008년 경제

위기후신사회적위험으로추가발생하는위기계층은약 32～120만명으로추정된다.

1) 신사회적위험으로발생하는위기계층은대부분근로능력이있으므로근로능력가구로부터위기

계층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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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2009년 위기계층 추정결과

(단위: %, 가구수, 만명)

2007년 기준

위기계층

기본 가정 추정결과

GDP성장률 실업률
빈곤율

증가폭1)

늘어나는 빈곤

가구수2)

늘어나는

근로빈곤

가구수3)

늘어나는

위기계층4)

(만명)

282만명5)

4 3.40 1.09 176,054 126,735 32.3

3 3.50 1.44 233,283 167,933 42.8

2 3.70 1.83 296,463 213,414 54.4

1 3.80 2.19 353,692 254,611 64.9

0 3.95 2.56 413,896 297,950 76.0

-1 4.10 2.93 474,101 341,290 87.0

-2 4.25 3.31 534,305 384,629 98.1

-3 4.40 3.68 594,510 427,968 109.1

-4 4.55 4.05 654,714 471,307 120.2

주: 1) 2007년 대비 2009년 절대빈곤율 증가폭.

2) 빈곤율 증가폭에 전국 가구수(16,158,334)를 곱하여 산정

3) 최저생계비의 100～150%에 속하는 가구 중 근로빈곤가구 비율(71.99%)을 곱하여 산정

4) 차상위 및 차차상위 근로빈곤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수(2.5)명 적용

5) 전국 가구수(16,158,334)× 2007년 절대빈곤가구율(14.1%)× 근로능력가구비율(56.4%)×평균가구원수(2.2명)

3. 국민보장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배경과 기본방향

지난 10여년간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는크게확대되었으며, 계층별로새로운제

도가시행되었으나, 여전히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가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다. 사

회보험의 경우 종합적인마스터 플랜에 의해 유기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필요에

따라순차적으로도입되었다. 이에동일대상자에대한유사업무의중복과비효율성

을야기했고, 수요자인국민에게는불편함을초래하고있다. 따라서궁극적으로사각

지대해소및국민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개선을위한효율적인국민보장제도의구

성과 관리체계(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간의 전 생애 생활(Life Cycle)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장애, 질병, 노령등의전통적사회적위험과경제 사회 문화적충격등으로부터파생

되는신사회적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위기관리체계의구축을목표로한

다. 사회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장기요양), 기초소득보장, 출산 아동수당, 긴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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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면서 동 제도들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보장제도(National Security System)(안)를 도입한다.

[그림 3] 국민보장체계(안)

국민보장제도를도입함에있어다음과같은몇가지원칙에충실하고자한다. 첫

째사각지대없는사회안전망(Safety Net)을구축한다. 국민누구나사회적위험으로부

터안전하여야한다. 둘째계층간형평성이유지되어야한다. 생활정도, 욕구정도에따

라 위험에 대한 지원규모가 달라져야 한다. 셋째 제도간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존의사회보장제도로부터소외된계층까지포괄하는방식이기때문에새로이더해

진제도는기존제도와상충됨이없어야한다. 넷째효율성이담보되어야한다. 한정된

재원이중복과 누락없이사용되어야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제도로설계되어야한

다. 경제위기가해소되어도지속될수있고향후새로운위기가닥쳐온다해도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2) 국민보장제도 도입방안

■ 의료보장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격과 급여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자격측면

에서사각지대는현행건강보험가입자중저소득, 실업, 도산, 파산등으로 6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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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체납하여급여제한을받고있는계층이다. 이들건강보험체납과관련된사

각지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소득이

일정기준에미치지못하는계층에게는보험료를면제하고일시적으로실업, 도산, 파

산상태에이른가구에게는일정기간보험료납부를유예하는등건강보험과의료급여

의포괄적인연계조정을통해자격선정과관련된사각지대를원천적으로해소할것

을 제안한다. 보장성 측면에서는 첫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기본 보장성(보편적인

보장성)을확대해야한다. 우선적으로희귀난치성질환, 암, 개두술, 개심술등중증질환

은가구의생계를위협할수있으므로법정급여범위내에서본인부담을면제한다. 암

과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본인부담을면제할경우 2008년기준이에대한재정소요

는 약 4,750억 원(현행대비 완전면제의 경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표 5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구분 인하율 대상자수 소요예산

희귀난치성질환본인부담인하

(20%→10%)

2009년계획
60만명 1,400억원

(10%→5%)

추가인하시
60만명 700억원

(5%→0%)

추가인하시
60만명 700억원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인하

(10%→5%)

2009년계획
67만명 1,300억원

(5%→0%)

추가인하시
67만명 650억원

둘째 의료욕구, 소득수준등에 따른맞춤형보장성확대도필요하다. 중증질환등

치료비가많이소요되는질환별로본인부담율을차등화하고동시에소득계층별본인

부담 상한액 조정도 필요하다.

셋째 국민보장제도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흡수 통합한다. 암환자 지원사

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긴급의료지원사업, 응급대불금사업 등 11개 저소득

층 의료비 지원사업(2007년 기준 지방비 포함 약 2,700억 원)을 국민보장제도에 통

합․운영한다.

넷째 국민보장제도에서 고액진료비(비급여 포함) 대불사업을 실시한다. 국민보장

제도에서암등중증질환에대한법정본인부담을 0%까지낮추고, 법정본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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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을 실시하여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의 보장성을 충분히 확보하여도 신의료기술,

고가검사등보험범위를벗어난비급여항목등은일시적으로많은의료비를발생시

켜저소득층의의료이용을제약할수있으므로저소득층에게의료비용을대불해주는

사업을실시한다. 대불대상자는최저생계비이하저소득층을기본으로하되, 일시적으

로실직이나휴폐업등으로경제가어려운상황에처한계층까지포함한다. 대불금액

은최대 500만원으로하며, 상환은대불금을지급한날로부터 6개월후분납방식으로

실시한다.

다섯째국민보장제도에서중증질환자에게한시적상병수당을지급한다. 암, 희귀난

치성질환자, 개두술, 개심술등중증질환자중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약 전국민의 15%)에게 최저생존비(16만7천원-1인 기준)를 6개월간 지급한다.

■ 소득보장

국민보장체계내현금급여지원의기본방향은사각지대최소화에있다. 즉국민보

장체계도입후사회적위험발생시국가사회보장제도로부터지원받지못하는계층이

우리나라에서는없어야한다는의미이다. 엄밀한의미에서사각지대축소는급여수준

에있어서사각지대축소도포함될수있으나, 초기 제도도입의당위성, 재원확보의

문제를고려하여급여사각지대보다는보장대상자의사각지대최소화에목표를두고

자 한다.

국민보장체계내현금급여지원제도는우선적으로기존사회보장제도틀은유지하

되, 사회보장제도를통해지원을받지못하는계층을대상으로한다. 18세 미만 아동

및청소년은현재보육료, 교육급여를통해지원받고있으므로현행제도를통해지원

한다. 18～65세미만근로능력자중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비적용대상자,

노숙인 부랑인, 만성질환자, 공공부조 기준 미달자 등이 우선적으로 국민보장체계의

지원대상이된다. 단 18～65세미만이면서장애를가진경우현행장애수당을지급하

며, 장기적으로장애연금을도입(2010년)하여지원하고(2010년 도입목표) 근로무능력

으로인해기초보장제제도의지원을받고있는경우기초보장제도에서지원한다. 65세

이상노인의경우현행기초노령연금제도를통해현금을지원하되장기적으로국민연

금A값의 10%까지지원하도록되어있는방안을앞당김으로써실질적인소득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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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현행 사회보장체계 및 국민보장체계 지원대상

근로능력

연 령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경제활동 가능 실업
경제활동

안함

근로능력

일부상실

근로능력

완전상실

18세 미만 보육료 양육수당 공공부조 장애아동수당

18～65세 미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서비스

공공부조

장애수당(연금)

65세 이상 국민(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

↓ ↓

18세 미만 - 현행 보육료, 교육급여 등으로 지원

18～65세 미만

- 이별 사별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한부모가구 등)

-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노숙자 부랑인

- 기타 일시적 생계 유지 곤란자 등

-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 미혼모

- 부양의무자 및 자산조사기준 미달자

65세 이상 - 현행 기초노령연금, 연금제도 지원

출산가구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근로자중자녀를출산한여성

을위해서는산전후휴가급여제도와자녀출산부모를위한육아휴직제도를운영하고

있다. 그러나직장근로자가아닌경우이로부터소외되어있기때문에출산및육아양

육으로소득이감소된다. 이는저출산의주요요인이되고있기도하다. 따라서저소득

층에게최저생존비만큼국민보장제도에서출산후 1년간육아수당을지급할것을제

안한다. 이에 대한 재정 소요는 약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표 7 ] 육아수당에 필요한 재정 추계

총출생아수 고용보험대상자 제외
저소득층

대상자수
소요예산

약 49만7천명 약 6만명 약1만5천명 약 300억원

국민보장체계내현금급여는자산조사를통해급여대상자를선정한다. 긴급지원제

도보다폭을넓게하되, 대상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위해보육료기준보다는

낮게 할 필요가 있다. 소득은 1인당 최저 임금(시간 당 4,000원, 하루 32,000원,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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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천원(22일근무))를 적용(2008～2009년)하고 자산(금융소득 포함)은 긴급지원제도

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역별 최저주거면적의 시장가격을 준용한다.

[ 표 8 ] 긴급급여제도의 재산 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1 농어촌1

금액(만원) 20,000 10,000 10,000

연령별 국민보장제도의 대상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현행보육료, 양육수당, 교육급여등의지원제도를통해지원됨으로현행규모와같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자중 현금급여 지원대상자들은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 개인파산 신용불

량등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계층이다. 선정기준을통해국민보장체계내의대상자를

추정하면, 총 10,906천명중약 295천명정도가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18세이상 65

세 미만으로 근로무능력자(장애인 등) 및 비경제활동인구(학생, 주부, 미혼모 등) 등

국민보장제도의 1차 지원대상자는 2008년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12,744 천명이라 할

수있다.(장애인포함). 이중기초보장수급자를제외하면 12,244천명이고이를기준으

로추정하면약 416천명정도가해당될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18세이상 65세미

만대상자중국민보장에서의우선지원대상자는약 711천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

다. 65세이상노인계층은기초노령연금제도를통해지원됨으로추가적인지원대상자

는 없다.

급여는개인단위를기준으로한다. 단, 한가구내에 2인이상이해당되면 OECD기

준수정균등화방식을적용한다. 1인당지급하는급여의수준은반물량방식(식료품비

를기준으로산정)에 의해산정된금액을정액으로지급(2007년기준 167천원(1인))한

다. 국민보장제도의급여기간은최소 3개월이내에서지원하되, 급여지급사유가해소

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한다.(최장 6개월간 지원)

[ 표 9 ] 정액급여 지원수준(OECD 수정균등화지수 이용시, 성인기준)

인 1인 2인

급여수준(월) 167천원 28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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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장체계 내에서 현금급여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을 추계하면 아래와 같다.

앞에서 추정된 711천명(18～64세 미만)에게 월 167천 원, 3개월을 지급할 경우 약

3,562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산된다. 단동대상자들이고용보험내의직업훈련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이 일부 증액될 수 있다.

■ 국민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

현재사회보험관리체계를그대로유지한상태에서국민보장급여신청은주민센터

를통해접수하고, 주민센터가각사회보험에서비스를연계해주는방식이다. 각사

회보험은분야별로국민보장에해당하는급여를대상자에게선지원하고사후에확인

후 정산한다.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접수만 하면 One-Stop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당일 선보호조치 차원에서 선지원 후 사후정산시스템을 도입한다.

[ 그림 4 ] 국민보장제도의 전달체계

국민보장예산은국고(일반회계)를 통해전액지원하도록한다. 국민보장예산관

리는국민연금공단에서담당하고, 각사회보험은분야별로대상자에게급여를지원후

국민연금공단과 사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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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국민보장제도의 예산 지원체계

기본적으로국민연금공단에서객관적인행정자료를통해서대상자선정기준을마

련하여일괄적용한다. 단, 대상자의이의제기시해당시 군 구와협조하여자산조사

를실시할수있다.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발생할수있는유후인력을국민보장제도

운영에활용한다. 관리주체는국민연금공단에서한다. 4대 사회보험정보관리시스템

을국민연금공단에서확인할수 있도록 통합하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

안정센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산담보부 생활보장제도(역모기지)

현금급여방식의적용은대상자선정시긴급지원대상자선정방식에비해소득기준

은다소완화된반면자산기준은동일하게적용하였다. 동일한자산기준을적용할경

우소득은없거나낮으면서자산기준때문에사각지대에방치될수있는계층도존재

한다. 이들을 위해 자산담보부 생활보장(역 모기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득은없으나재산을가진가구를대상으로재산을담보로저리의생계비를대출하

고소득을얻게되는시점이나또는일정기간이후이자와생계비를회수하는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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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담보로일정기간생계비를얻도록하되재산의상실을최소화하여극빈층으

로의전락을방지하고자한다. 즉자산담보부제도는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벗어나있

는소득빈곤가구에대한일시적소득지원기제로실업이나휴폐업등으로생계를유지

할수있는소득을얻지못하는상황에있으나재산기준의초과로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및긴급급여제도의대상이될수없는가구에게일시적으로생계비를지급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소득이없이재산만으로생계를유지하여야하는가구들이재산

을 처분하여 미래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또는 사금융 시장에서 악성부채를 얻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예방책이다.

자산담보부생활보장의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및긴급급여등의대상에서

포괄하기어려운가구로재산은일정수준이상이지만소득이없는가구또는저소득

가구이다. 재산은긴급지원가구의재산기준이상으로하되저리의대출이므로상한기

준을두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지식경제부주택연금의경우대상은주택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이하로하고있다. 이를참고할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주택연금과 달

리 연령기준은 없도록 하되 2인 이상의 가구로 한정하고자 한다.

자산담보부제도의운영은아래와같다. 이자율 1%, 3년 거치 10년상환을기본으

로하되여건에따라일부상환기간은조정가능하다. 생계비대출액수는월최저생계

비의 50%~100%수준으로하되가구의소득과재산의수준을고려하여책정한다. 상

환은 3년후부터하여야하며단, 3년이내소득이발생할경우조기상환도가능하다.

위와 같은역저당제도는이자율예측의불확실성, 담보주택가격변동위험성, 계약자

주거보장에따른재산권행사등의문제를안고있다. 이자율은고정하여문제를최소

화하고 담보주책의 가격변동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의 자산가치를

50% 정도로 낮게 책정하되 매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가능하다.

재산권행사는제한할수없으므로재산매각시기존의대출금및이자분을상환하는

것을전제로한다. 3년이지나도상환이어려운여건이지속된다면매각후재임대방식

을고려할수있다. 종료시점에서상환하기어려운가구를주거지에서퇴거시키는것

은쉬운일도아니고제도의취지에도벗어난다. 매각과재임대방식(Sales Leaseback)

은 부동산회사에주택을매각하고고령자가자기집을다시빌리는방식으로소유권

이회사로옮겨가는대신세금, 보험, 수선비는회사가부담하는방식이다. 위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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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역모기지는일반적모기지상품과달리금융기관보다는정부, 지자체나공공기

관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요재정은다음과같이추산이가능하다. 2006년기준자가를소유하고부동산이

1억이상 3억이하인가구중소득이최저생계비의 100%이하인가구는약 6만가구로

추정된다. 경제악화를가정하면해당가구의규모는더크게증가할수있다. 1 가구에

3인(해당가구의평균가구원이 2.5명인점을감안하여) 최저생계비의 50%를지원한다

고가정하면가구당월 500,000만원이소요된다. 시중금리와책정된금리와의차이를

정부가보전한다고가정한다면약 6%의이자분을정부가부담해야한다. 원금과 1%

의 이자는 해당 가구가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부담은 이자율의 차이 약 6%에

해당한다. 그러나단기적으로는원금과이자를모두정부또는해당금융기관의예산

소요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자 규모에 따른 소요액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10 ] 자산 담보부 생활보장 소요예산추계

(단위: 가구, 억원)
대상자 규모 30,000가구 60,000가구 90,000가구

지원액 1,800억원 3,600억원 5,400억원

6%의 이자 108억원 216억원 324억원

4. 결론

2009년 오늘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지

속․하향조정되고있고실업율이급증하며영세자영업자들의도산이줄을잇고있

다. 저소득빈곤계층의수가나날이증가하고있다. 따라서본고는경제성장률정도에

따른빈곤및취약계층의수를추정하였고이들에게필요한욕구에대응할수있도록

국민보장제도도입을제안하고있다. 금번경제위기에따른국민보장제도도입이우리

가걱정하는사회적문제를완화하고미래의건강한복지국가를실현하는계기가되

기를바라며중․장기사회보장제도의재정비방향을제안하면서본고를종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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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경제위기는빈곤층의규모를대폭증대시킬것이다. 빈곤층지원정책을비롯

한사회보장제도의역할이자못중요한시점이다. 이번위기에따른제도적대응은과

거와제도의구성이나구조가다른것이어야한다. 기존제도의틀에서보면경제위기

시생계유지를위하여안전망으로작동할수있는제도적장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와고용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실업급여정도이다. 양제도로보장하지못하는

대부분의빈곤층은생계곤란을겪을가능성이크다. 이들을대상으로하는제도적보

완이 시급하다.

고용보험가입률확대를위한기반의조성이중요하다. 일부일용직은그특성상상

시직으로전환이가능하고사회보험의확대적용도시도하여볼수있다. 이러한직업

군을발굴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이절실하다. 고용안정성을제고하면서임시직

등비정규직노동자의사회보험가입률을높이는노력도병행되어야한다. 이러한노

력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의전반적변화경향을고려할때, 사회보험은그대상의확

대에서여전히한계를갖고적절한수준의급여를제공하기어려울가능성이높다. 고

용보험은급여수준이낮아그것만으로는생계유지가쉽지않은집단이남게된다. 고

용보험에가입된실업자중적지않은규모가빈곤층으로진입할수도있다. 중장기적

으로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사회보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자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실업과고용불안정은가장근원적인문제가된다. 이러한상황에서는적극적노동

시장프로그램의대상을확대하고해당프로그램에대한재정적투입도강화하여야한

다. 적극적으로일자리를마련하되, 일정기간안정적이면서도최저임금의수준이보

장될수있어야할것이다. 또한일자리마련은그산출이위기이후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동반

추진하는것도고려하여볼수있겠다. 이와더불어영세자영자와일용직노동자에대

한사회정책의수단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경제적악화로빈곤화할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증가할 것이므로 빈곤층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빈곤으로의

진입을줄이고탈출을지원할수있는제도구성도마련되어야한다. 빈곤층보다확대

된대상에게현물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현물지원은지출보전으로실질적인가처분

소득의증가를가져올수있을뿐아니라의료, 교육, 주거와같은빈곤으로의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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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 영역에서 빈곤 예방과 탈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현물지원의강화는근로능력자를대상으로하는지원방식으로적극고려할만하다. 현

물지원은도덕적해이의문제를비교적줄이면서이와관련하여제도확충에대한정

치적 저항도 적다는 장점을 갖는다.

경제 위기시취약계층의빈곤율도크게높아진다. 노인, 장애인, 아동을대상으로

하는준보편적현금지원의수준을단계적으로현실화하는방안도검토될필요가있다.

경제적악화시기가아니라도미래의사회에서는사적이전에대한의존이더약화될

것이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취약계층에대한준보편적제도운영은취약계층의빈곤

문제 및 소득재분배 문제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제도 기반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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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계층별 소득 및 소비지출 현황

1. 분위별 경상소득 규모

[ 부표 1 ] 분위별 경상소득(2007년 기준)

(단위: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근로소득 58,081 248,109 692,975 1,125,510 1,494,981 1,873,063 2,440,535 2,873,815 3,936,235 5,721,009

사업소득 38,458 127,105 211,511 362,929 501,463 555,012 515,375 741,342 888,576 1,485,565

자산소득 20,088 33,722 55,764 65,177 74,474 95,048 134,413 129,662 153,898 552,406

사적이전 198,201 265,781 279,877 241,594 187,170 187,877 145,378 191,154 180,479 198,236

공적이전 145,529 216,071 208,519 168,633 183,563 188,291 208,774 206,050 141,411 207,821

경상소득 460,357 890,789 1,448,646 1,963,844 2,441,652 2,899,291 3,444,475 4,142,023 5,300,599 8,165,036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근로소득 12.6 27.9 47.8 57.3 61.2 64.6 70.9 69.4 74.3 70.1

사업소득 8.4 14.3 14.6 18.5 20.5 19.1 15.0 17.9 16.8 18.2

자산소득 4.4 3.8 3.8 3.3 3.1 3.3 3.9 3.1 2.9 6.8

사적이전 43.1 29.8 19.3 12.3 7.7 6.5 4.2 4.6 3.4 2.4

공적이전 31.6 24.3 14.4 8.6 7.5 6.5 6.1 5.0 2.7 2.5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부표 2 ] 분위별 자산수준(2007년 기준)

(단위: 만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부 동 산 6,630 7,333 10,656 11,983 14,400 15,673 18,514 21,821 28,845 52,371

금융자산 653 615 1,064 1,373 1,890 1,938 2,780 3,398 5,434 12,419

농업자산 56 58 112 102 46 152 71 181 40 221

기타자산 68 127 208 535 674 662 726 985 1,112 1,790

총 자 산 7,407 8,132 12,040 13,993 17,010 18,425 22,092 26,384 35,431 66,801

부 채 972 1,345 1,737 2,315 2,604 2,825 2,757 3,753 5,423 6,463

순 자 산 6,435 6,787 10,303 11,678 14,406 15,600 19,335 22,630 30,008 60,338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부 동 산 89.5 90.2 88.5 85.6 84.7 85.1 83.8 82.7 81.4 78.4

금융자산 8.8 7.6 8.8 9.8 11.1 10.5 12.6 12.9 15.3 18.6

농업자산 0.8 0.7 0.9 0.7 0.3 0.8 0.3 0.7 0.1 0.3

기타자산 0.9 1.6 1.7 3.8 4.0 3.6 3.3 3.7 3.1 2.7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Session 2-21

[ 부표 3 ] 분위별 소득, 자산 및 지출(2007년 기준)

(단위: 원, %)
구분

소득 자산(단위: 만원) 지출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소비지출 가계지출

1분위 460,357 58,081 38,458 6,630 653 68 720,252 764,321

2분위 890,789 248,109 127,105 7,333 615 127 1,011,267 1,080,372

3분위 1,448,646 692,975 211,511 10,656 1,064 208 1,473,063 1,592,565

4분위 1,963,844 1,125,510 362,929 11,983 1,373 535 1,902,230 2,089,928

5분위 2,441,652 1,494,981 501,463 14,400 1,890 674 2,126,379 2,395,002

6분위 2,899,291 1,873,063 555,012 15,673 1,938 662 2,335,291 2,661,783

7분위 3,444,475 2,440,535 515,375 18,514 2,780 726 2,646,316 3,061,175

8분위 4,142,023 2,873,815 741,342 21,821 3,398 985 2,937,331 3,514,273

9분위 5,300,599 3,936,235 888,576 28,845 5,434 1,112 3,559,213 4,377,084

10분위 8,165,036 5,721,009 1,485,565 52,371 12,419 1,790 4,399,105 5,966,5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부표 4 ] 분위별 경상소득 및 지출 비율(2007년 기준)

(단위: 원, %)
구분 경상소득

지출

소비지출 가계지출

1분위 100.0 156.5 166.0

2분위 100.0 113.5 121.3

3분위 100.0 101.7 109.9

4분위 100.0 96.9 106.4

5분위 100.0 87.1 98.1

6분위 100.0 80.5 91.8

7분위 100.0 76.8 88.9

8분위 100.0 70.9 84.8

9분위 100.0 67.1 82.6

10분위 100.0 53.9 7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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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위별 가계지출 규모

[ 부표 5 ] 분위별 가계지출(2007년기준)

(단위: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식료품비 238,192 319,128 436,786 530,362 587,627 621,467 683,268 746,198 817,739 931,590

주 거 비 47,965 64,260 80,897 96,713 89,411 89,482 95,894 116,513 117,009 173,646

광열수도비 76,085 92,148 109,603 118,652 118,931 121,429 127,512 128,226 144,323 151,092

가구가사용품비 17,926 27,077 43,552 64,128 76,739 71,978 80,564 104,708 123,062 136,817

피복신발비 16,191 24,439 39,720 53,009 59,996 72,589 87,231 108,935 138,233 206,341

보건의료비 71,528 87,415 112,941 136,058 118,619 116,787 117,270 109,929 184,087 189,318

교 육 비 24,087 63,476 131,615 170,644 213,439 234,227 277,975 331,171 445,200 503,003

교양오락비 13,111 18,411 31,403 47,236 62,511 72,615 98,530 126,950 145,637 291,738

교통통신비 78,717 126,393 209,731 296,336 367,160 413,725 480,508 548,175 629,392 767,816

기타소비지출 136,450 188,521 276,817 389,093 431,946 520,992 597,565 616,525 814,531 1,047,743

비소

비지

출

이전지출 19,093 33,788 49,721 64,483 102,747 105,129 136,401 190,706 233,653 440,982

세 금 9,626 12,877 22,094 47,091 57,932 75,709 105,482 172,174 295,093 716,425

분 담 금 15,350 22,440 47,687 76,125 107,945 145,655 172,976 214,063 289,126 410,012

가계지출 764,321 1,080,372 1,592,565 2,089,928 2,395,002 2,661,783 3,061,175 3,514,273 4,377,084 5,966,524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식료품비 31.2 29.5 27.4 25.4 24.5 23.3 22.3 21.2 18.7 15.6

주 거 비 6.3 5.9 5.1 4.6 3.7 3.4 3.1 3.3 2.7 2.9

광열수도비 10.0 8.5 6.9 5.7 5.0 4.6 4.2 3.6 3.3 2.5

가구가사용품비 2.3 2.5 2.7 3.1 3.2 2.7 2.6 3.0 2.8 2.3

피복신발비 2.1 2.3 2.5 2.5 2.5 2.7 2.8 3.1 3.2 3.5

보건의료비 9.4 8.1 7.1 6.5 5.0 4.4 3.8 3.1 4.2 3.2

교 육 비 3.2 5.9 8.3 8.2 8.9 8.8 9.1 9.4 10.2 8.4

교양오락비 1.7 1.7 2.0 2.3 2.6 2.7 3.2 3.6 3.3 4.9

교통통신비 10.3 11.7 13.2 14.2 15.3 15.5 15.7 15.6 14.4 12.9

기타소비지출 17.9 17.4 17.4 18.6 18.0 19.6 19.5 17.5 18.6 17.6

비소

비지

출

이전지출 2.5 3.1 3.1 3.1 4.3 3.9 4.5 5.4 5.3 7.4

세 금 1.3 1.2 1.4 2.3 2.4 2.8 3.4 4.9 6.7 12.0

분 담 금 2.0 2.1 3.0 3.6 4.5 5.5 5.7 6.1 6.6 6.9

가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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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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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빈곤이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위기 상황들

똑같이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하더라도개인이가진심리적속성에따라상황이

전개되는결과는전혀딴판이될수있다. 최근들어개인의건강한발달과적응, 성숙

이라는긍정적측면에주목하기시작하여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는새

로운 연구영역이 탄생되었다(신현숙, 2005). 유아 및 아동기에는애착이 주된 발달과

업인것과마찬가지로, 자아정체감의확립과독립성이주된발달과업으로등장하는청

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등이 “희망”이라는 긍

정적 심리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본논문에서는아동·청소년중에서도특히더욱 “희망”을가져야할어려운환경에

처한위기아동·청소년들에초점을맞추어그들의현재문제상황을진단하고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시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건강한 인간발달과 행복한 삶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태어날때부터빈곤계층아동·청소년은열악한상태에서삶을시작한다. 빈곤계층

유아 중 10～20%는심각한신체적 장애를지니고, 출생 시 몸무게가적고, 신체상의

발육도부진하며, 지능점수에확고한저하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빈곤으로인한

사회 환경적위험때문에 청소년기에도 긍정적인 발달을 성취하기 어렵고, 하위문화

형성을통해집단폭력, 미혼부모, 약물남용, 학업부진등의문제를발생시킨다(박현선,

1998:147, 149). 뿐만아니라가족관련위험요소도내재되어있다. 구조적인가정결손,

부모의정신·신체질환, 학대, 부부갈등, 이혼, 부모의낮은교육수준, 실직등이특징이

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과반수가결손가정이며, 사회계층이낮을수록정신분열증

과같은정신증이높고, 경제적빈곤으로말미암아자녀에대한신체적학대및아동유

기가많으며, 빈곤으로파생되는다양한문제들은부부갈등을가중시키고, 높은가정

폭력수준을보인다. 이들이거주하는지역사회의환경적위험요소도산재해있다. 빈

곤지역의주거환경은과밀집되어있고, 위생환경도열악하며, 주택규모또한매우작

다(박현선, 1998:150).

Herrenkhohl 등(2001)은 경제적·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러

한부정적인환경적경험이내면적으로지각되어보다나은환경을개척하려고노력

하기보다과거의사이클을답습하려는경향이있어비행이나공격행동을하는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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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다. 즉, 현재의경제적열악함과가난으로인한부정적인식이내재화되어일탈행

동과공격적인언행들을되풀이하는악순환의고리속에묶여있다는것이다. 소년원

생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아동·청소년들은그들이시설에들어오기전성장기에경

험한가족관계와생활환경적요소들이전반적으로매우열악했다고지각하고(손병덕

ㆍ황혜원, 2006), 비행아동·청소년들다수가경제적환경이열악했음을호소한다(이은

아, 정혜정, 2000).

경제적빈곤과더불어, 자라오면서경험한보호자의애정어린관심의부족이아동·

청소년의심리적불안을가중시키고비행과공격성을증대시킬가능성을더욱높인다.

Luthar와 Becker(2002)는 부모자녀간의약화된친밀감은자녀에게스트레스를일으

키고, 보호자의애정결핍으로인해아동·청소년은타인에대한반사회적행동을발산

하기쉽다. 올바른관계설정에실패하여남을의식하지않고자신만의해결방법을탈

도덕적으로, 불법적으로 찾으려 할 때 비행이 된다(손병덕ㆍ황혜원, 2006).

실제로 보호시설에 수용된 많은 비행아동·청소년들은 보호자들이 보여준 관심과

돌봄의정도를부정적으로지각하고있다. 부정적인식이축적된보호시설아동·청소

년들로 하여금 긍정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스스로 되찾게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손병덕ㆍ황혜원, 2006).

2. 최근의 신빈곤층 아동·청소년 증가 추세

빈곤, 이혼, 조손가정등가정배경의취약요인에따른위기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

다. 먼저, 아동·청소년의절대빈곤율을보면, 2001년 5.4%에서 2006년 8.5%로증가하

였으며(통계청, 2001-2006), 1～5분위간사교육비지출격차는 2003년 4.8배에서 2006

년 6.1배로증가하였다(통계청, 2003-2006). 또한불안정한가족의증가와함께가정의

자녀양육기능이약화되고있다.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이혼건수)은 1996년 1.7건에서

2007년 2.5건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통계청, 1996-2007), 한부모가구수가 1990년에

889천가구이던것이 2006년에는 1,370천가구로증가하였다(통계청, 1990-2006). 조손

가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995년에 35,194가구이던 것이 2000년에 45,22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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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05년에는 58,101가구까지증가하였다. 조손가족의월평균소득을보면, 평균 70

만원정도에불과하여조손가족이신빈곤층의한유형으로편입되고있음을보여준

다(여성부, 2007). 새터민과다문화가정의증가도신빈곤층증가의한원인이되고있

다. 25세 이하새터민아동 청소년누적입국자수는 2000년에 312명 이던것이 2007

년에는 2,544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국제결혼가정자녀초·중 고재학생수도 2005

년에 6,121명이던 것이 2008년에 24,867명으로 증가하였다(매일경제, 09. 2. 16).

이와같이신빈곤층의증가는기정사실이지만, 그정확한수치를추정하는것은매

우 어렵다. 신빈곤층의 아동·청소년들이 반드시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개연성이높은것만은사실일것이다. 구본용(2005)에따르면, 위기상황은 위기전

조단계 , 위기표식단계 , 문제행동단계 , 위기결과단계 의네단계로나눌수있다.

이런구분에따라볼때 위기전조단계 아동·청소년에는빈곤, 소년소녀가장, 이혼자

녀, 보호가필요한아동·청소년들이해당되며대략 109만명정도로추정된다. 위기표

식단계 의 아동·청소년에는 학대피해, 성범죄피해, 폭력피해, 범죄피해, 학업부진, 실

업등이해당되며, 대략 90만명정도로추정된다. 다음 문제행동단계 의아동·청소년

에는자살시도, 폭력가해, 성매매등이해당되며, 대략 32만명정도로추정된다. 끝으

로 위기결과단계 의아동·청소년에는학업중단, 가출, 범죄, 자살 등이해당되며, 대

략 16만 명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위기결과단계 의아동·청소년이실제로얼마나되는지를정확히알수없

으나, 몇몇통계수치들은위기의결과가증폭되고있다는점을분명하게보여주고있

다. 1999년 가출을 경험한아동·청소년들이 8.6%정도였던 반면, 2007년에는 12.1%로

증가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1999-2007). 최근 2년 간 가출아동·청소년이 30%까지

증가하였다는보고도있다(통계청, 2008 청소년통계 ). 더욱 큰문제는이들을 보호

해줄사회안전장치가턱없이부족하다는점이다. 가출을경험한 13세 이하의아동·

청소년 10명중 6명은노숙경험을하는것으로조사된바있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범죄나비행등의일탈행동을보이는아동·청소년도증가한고있다. 전체범죄대

비아동·청소년의범죄율이 2004년에 3.6%이던것이 2007년에는 4.6%로증가하였다

(대검찰청, 2004-2007). 물론범죄율은범죄에대한형사사법적조치(검거등)의강도

에따라서달라질수있으나, 사회전반적인지표로볼때아동·청소년들이범죄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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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자살은아동·청소년들의위기상황을보여주는또다른지표가된다. 위기의최악

의단계인자살이반드시빈곤과관련되는것은아니지만, 신빈곤층의증가와자살상

황의개연성을간과할수없다. 5～24세의아동 청소년 10만 명당자살자수는 2000

년이후평균 5명을넘고있다(통계청, 2000-2006). 청소년자살시도율은 2005년 4.7%

에서 2006년 5.5%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5-2006).

아동·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말해주는 지표들이 충분한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어려우나, 다양한지표들은위기에처한아동·청소년들이증가하거나또는아

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경향성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그림 1] 아동·청소년 자살률 및 자살 시도율

자료: 통계청(2000-2006). 사망원인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2005-200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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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빈곤층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고통 상태

1) 2003～2007년 간 빈곤층 아이들의 심리발달 상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에서 종단적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

널조사(KYPS) 2003～2007년의 5개년 간 자료를 분석하여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심리발달상태를스트레스, 자아존중감·자기신뢰감, 주위사람에대한애착, 공격성, 우

울정서, 만성형비행발달의 6개범주로나누어비빈곤층아동·청소년들과의비교를통

해 살펴보았다.

우선빈곤층아동·청소년들의스트레스관련심리발달상태를살펴보면, 부모와의

의견충돌·지나친간섭등의부모스트레스와학교성적·시험등의공부스트레스는비빈

곤아동·청소년들과전반적으로큰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친구들로부

터의 놀림·무시·열등감 등 친구스트레스, 몸무게·키·얼굴생김새 등 외모스트레스, 갖

고 싶은 옷·용돈·물건을 갖지 못한 물질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빈곤층 아

동·청소년들이 비빈곤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자기신뢰감 관련 심리발달상태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좋

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존중하는자아존중감은거의전연령대에서빈곤층아동·청소년들은비빈곤아동·청

소년들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리고자기스스로삶을주관하

고문제를해결하며자기자신이내린결정에자신감을갖고살아가고있다는자기신

뢰감도전연령대에서빈곤층아동·청소년들이비빈곤층아동·청소년에비해더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가만약나쁜일을하면주위사람들로부터비난이나창피함을당할것이라

는주위사람에대한애착부분에서는빈곤층아동·청소년과비빈곤층아동·청소년간

에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약이오르면다른사람을때릴수도있다는신체적

공격성과화가나면물건을집어던지고싶은충동이생기거나때때로남을때리고싶

은마음을누를수없는등의분노감에서도빈곤층아동·청소년과비빈곤층아동·청소

년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빈곤층아동·청소년들의무관심·무흥미, 걱정, 불안, 외로움, 슬픔, 자살충동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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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심리발달상태

(비빈곤층 아동·청소년과의 비교)
비 고

스

트

레

스

부모가주는

스트레스

- 빈곤층아동·청소년집단과비빈곤층아동·청소년집단

간 부모스트레스는 큰 차이가 없음.

- 중3시기와 고2 시기에 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의

부모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음.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

들의 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물질

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임.

공부로인한

스트레스

- 두 집단 간 학업스트레스는 큰 차이가 없음.

- 고1 시기와고3 시기에비빈곤층아동·청소년들의학업

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음.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친구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임(초4, 초5, 중1, 중2, 고3).

울정서를 나타내는 심리발달 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빈곤층 아동·청

소년들의모든일에관심과흥미를잃어버리고있다는무관심․무흥미, 때때로아무런

이유없이죽고싶은생각이들때가있다는자살충동이비빈곤아동·청소년들에비해

더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리고걱정, 불안, 외로움, 슬픔등정서는빈곤층아동·

청소년과 비빈곤층 아동·청소년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빈곤층의걱정, 불안, 외로움, 슬픔등이더높아지는특성을보인다. 마지막으

로전반적인우울정서는빈곤층아동·청소년들이비빈곤층아동·청소년들에비해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기비행이만성형비행으로발달하는비율을살펴보면, 빈곤층아동·청소년들의

만성형비행발생률은 10.8%, 비빈곤층아동·청소년의만성형비행발생률이 8.3%로

빈곤층아동·청소년에서비빈곤층아동·청소년에비해만성형비행발생률이 2.5%(1.3

배) 더높게나오고, 결손가정아동·청소년의만성형비행발생률은 15.6%, 일반가족

아동·청소년들의발생률은 7.8%로결손가정에서일반가정에비해만성형비행발생률

이 7.8%(2배)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2007년 간조사결과를요약하면, 빈곤층아동·청소년들이비빈곤층아동·

청소년들에비해자아존중감·자기신뢰감이낮은경향을보이는가운데, 빈곤층아동·

청소년들이비빈곤층아동·청소년들에비해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물질스트레

스가높고, 무관심·무흥미, 자살충동과같은우울정서가 약간더높은경향을보이고

있다. 또한빈곤층아동·청소년들이비빈곤층아동·청소년들에비해만성형비행으로

발달할 확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심리발달상태(비빈곤층 아동청소년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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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로

인한

스트레스

-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외모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임(초5, 중1, 중2, 고2, 고3).

옷, 용돈,

물건을

갖지 못한

스트레스

-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물질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임(초4, 초6, 중2, 고1, 고2, 고3).

자아

존중감·

자기

신뢰감

자아

존중감

-빈곤층아동·청소년들의자아존중감이더낮은경향을

보임(초4-중1, 중2-고3).

거의 全 연령대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

들의 자아존중감, 자

기신뢰감이 낮은 경

향을 보임.

자기

신뢰감

- 빈곤 아동·청소년들의 자기신뢰감이 더 낮은 경향을

보임(초4-중1, 중2-고3).

주위사람에

대한 애착

-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음.

- 중1 시기에만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약간 더 높음.

공

격

성

신체적

공격성
-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음.

분노감 -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음.

우울감

무관심․

무흥미

- 빈곤층 아동· 청소년들의 무관심․무흥미 정도가

약간 더 심한 경향을 보임(초4-초6, 중3, 고2-고3).

-대부분의연령대에서빈

곤층아동·청소년들의

무관심․무흥미, 자살충

동이약간더높은경향

을보임..

-고3시기에빈곤층아동·

청소년들이비빈곤층아

동·청소년들에비해걱

정, 불안,외로움,슬픔이

더높은경향을보임..

-전체우울정서는빈곤

층아동·청소년들이약간

더높은경향을보임..

걱정

-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음.

- 고3 시기에만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걱정’이 조금

더 높음.

불안

-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음.

- 고3 시기에만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불안’이 조금 더

높음.

외로움

-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음.

- 초4와 고3 시기에만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외로움’

이 조금 더 높음.

슬픔

-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음.

- 초4와 고3 시기에만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슬픔’

이 조금 더 높음.

자살충동
- 빈곤층아동·청소년들의자살충동이약간더높은경향

을 보임(초4, 초6, 고1, 고2, 고3).

전체

- 우울정서를전체적으로볼때, 빈곤층아동·청소년들의

우울정서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냄

(초4, 초5, 고1, 고3).

만성형

비행발달

-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비빈곤층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만성형 비행으

로 발달할 확률이 2.5%(1.3배)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결손가정아동·청소년들이일반가정아동·청소년들에비해만성형비행으로발

달할 확률이 7.8%(2배)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연구 2003-2007 데이터.

* 대상연령 : 초등4년～중학1년/중학2년～고등3년

*분석기준 : 빈곤층아동·청소년들의심리발달상태가비빈곤층아동·청소년들의심리발달상태와어떤차이가

있는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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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2월 현재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심리상태

(1) 조사개요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들로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 그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년 2월에 실시한 경제위기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실태조사 1)는 2008년 이래로심화되고있는경제위기상황에서빈곤층에속하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시급한 복지욕구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

는현경제위기상황에서생활의불안정과빈곤으로인해고통당하고있는아동·청소

년들의경제·신체·정신적실태및욕구를파악하여그들이처해있는위기상황을가늠

해보고이를개선하기위한기초자료의제공과더불어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하반기이후한학기동안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아동·청소년의기초생활

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의료·보건에대한전반적인실태, 정서적건강정도그리고경

제위기에서아동·청소년들이겪고있는다양한변화의양상에대해조사하였다. 본실

태조사를위해설정될독립변수중특별히경제수준요인이집단간분석을위한중요

변수로고려될수있다. 분석결과는경제적수준에따른집단간차이에초점을맞추

어 기술하였다.

본 조사에서는서울시저소득층밀집지역에거주하는초등학교및중학교에재학

중인학생들을대상으로선정하였다. 빈곤층아동·청소년의표집을위해서울시 25개

자치구중재산세납부순위, 재정자립도비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대상지역

등평가기준에따라하위 7개자치구가조사대상지역으로선정되었으며각평가기준

에따른하위순위는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강남구순이다.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의 가정이 빈곤층에 속하는 `어려운 편이다`가

24.8%, `보통이다`가 72.5%에달하는반면, 중산층이상인 `잘사는편이다`라고응답

1) 본조사의대상, 표집방법, 조사결과등상세한사항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 2. 27에개최한 “경제

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세미나 자료집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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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한 22명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유의추출에의한저소득층중심의표집방식이적절하게수행되었음을시사해

주고 있다.

표본추출을위해선정된된학교수는초등학교·중학교각 7개교, 총 14개교에달하

며, 조사는 2009년 2월초에시작하여약 1주일간에걸쳐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응한

초·중학생의총수는남녀 814명이었다(초등학생 49.8%, 중학생 50.2%). 표본의선정

은 부분적으로 층화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조사결과

■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건강․의료 실태

• 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의 경험에 있어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3.0%가 피부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중간층 아동·청소년

(0.7%)의 응답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백혈병·암혹은만성질환의발병율도빈곤층아동·청소년은 7.4%, 중간층아동·

청소년의 발병율은 3.6%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한번이라도질병이나사고등으로인해치료를요하는상태인데도치료를받지

못한이유를묻는질문에서 `치료비가없어서`라고응답한빈곤층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달해경제수준이중간층아동·청소년(1.8%)에 비해무려 9배이

상 높았다. `고쳐지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중간층 아동·청소년(1.8%)에

비해 빈곤층 아동·청소년(6.4%)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아픈사람이있어도병원에못간다’고응답한빈곤층아동·청소년은 5.5%이고,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이다.

• ‘내가열이나거나아파도그냥내버려둔적이있다’고응답한빈곤층아동․청

소년(10.4%)이 중간층 아동·청소년(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다.

■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심리․생활상 변화양상

최근경제위기이후나타난다양한변화양상들을심리적변화·생활상의변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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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변화, 생활비나용돈마련방법등과같은세부항목으로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하위문항에서경제적수준에따른빈곤층아동·청소년과중간층아동·청소년간에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 ‘최근에부모님이일자리를잃었다’고응답한빈곤층아동·청소년은 11.4%, 중간

층아동·청소년은 3.4%로나타났다. 빈곤층아동·청소년의부모실직률이중간

층아동·청소년에비해 3배이상높게나타났으며빈곤층으로갈수록경제적사

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① 외로움, 걱정, 좌절

•경제위기가가져온심리적변화를묻는문항중 `더외로움을느낀다`고응답한

빈곤층아동·청소년은 24.7%로중간층아동·청소년(14.9%) 보다 10%이상높은

수치를 보였다.

• `나는 걱정이 많아 졌다`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53%로 중간층

아동·청소년(36.3%)에 비해서는 무려 17%가량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인이유로인한차별에있어서는, 중간층아동·청소년의 8.4%가차별받

았다고 응답한 반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18.8%가 차별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빈곤으로인한주관적차별과무시에대한반응경향이빈곤층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25.9%가그런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중간층아동·청소년의 13.2%가응답

하였다. 빈곤층아동·청소년의경우편부모집단(26.1%)과마찬가지로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동요와 불안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경제적 궁핍

경제위기이후지난한학기동안아동·청소년들이경험한생활상의변화에있어서

도 빈곤층 아동·청소년과 중간층 아동·청소년 간에 확연한 차이가 나왔다.

•가출관련질문에서가정경제수준변인에따른빈곤층아동·청소년과중간층아



Session 2-35

동·청소년간의뚜렷한차이가확인되었다. 빈곤층아동·청소년은 21.8%, 중간

층아동·청소년에서는 9.9%의아동·청소년들이가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빈곤층아동·청소년은 13.4%로중간층아동·청소년(5.6%)에 비해그수

치가월등히높게나타났다. 빈곤층아동·청소년중강탈(7.5%), 성매매나원조

교제(4%)를 통해서용돈을조달한적이있다고응답한아동·청소년도중간층

아동·청소년(강탈 3%, 원조교제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절도·강탈경험같은비행행동경험에있어서빈곤층아동·청소년의경우 ‘각비

행행동을한두번이상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절도 16.9%, 강탈 12,3%

인데 비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절도 8.6%, 강탈 4.6%로 두 집단 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필요한물품을사고싶을때사지못한다’고응답한빈곤층아동·청소년은 11%

에 달하고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4.9%이다.

•빈곤층아동·청소년들이경제위기이후방과후학원혹은과외교습을중단하

게된비율은 22.3%로중간층아동·청소년(11.6%)에비해 11%이상높은수치를

보인다.

• ‘경제위기이후경제적궁핍으로생활비·용돈마련을위해아르바이트를시작했

는가’라는질문에대해경제수준변인에따른집단간응답비율은현격한차이를

보여주었다. 빈곤층아동·청소년의 6%가아르바이트를시작했다고응답한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2.7%에 불과했다.

• ‘집을줄여이사하여생활하기가너무불편하다’고응답한빈곤층아동·청소년은

9.9%인데 비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이이사로인해느끼는주관적불편감이중간층아동·청소년에비해

3배 이상 높았다.

■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가족관계 변화양상

① 가족관계의 악화

•가정의수입의감소로인해부모님사이의관계가악화되었다고응답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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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은 22%, 중간층아동․청소년은 4.8%인것을비교하면무려 4배이

상높다. 경제위기이후가정소득의감소로인한부모갈등의부정적인식정도

가 빈곤층 아동·청소년에게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정내경제적상황악화로부모님이힘들어하고있다’고응답한빈곤층아동·

청소년은무려 68.8%에달하는데반해중간층아동·청소년은 34.1%만이이에

상응하는응답을하였다. 가정경제의위기에대한부모의근심정도가중간층아

동·청소년에 비해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경제적인문제로가족구성원이헤어진경험이있다’고응답한빈곤층아동·청

소년은 8.9%에 달하였고,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3.6%에 그쳤다.

② 최근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의 증가

• ‘경제위기가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11.4%인데비해중간층아동·청소년은단지 2.3%만이이에상응하는응답을하

였다. 빈곤층의 가정폭력의 경험 빈도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폭력에의한신체적체벌경험’을묻는질문에대해빈곤층아동·청소년들이체

벌비율(26.7%)은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비율(15.2%)에 비해 11% 이상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체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부모님으로부터 `너만없으면속이편할것이다` 같은모멸감을자극하는언행

을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한빈곤층아동·청소년은 25.8%이고, 중간층아동·

청소년 응답자는 17%이다.

•부모님의외출로밤늦은귀가시간까지홀로방치된적이있다고응답한빈곤

층 아동·청소년은 44.5%,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41%이다.

■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여가·복지서비스

① 최근 학교생활 부적응 심화

경제적어려움이 시작된 2008년 2학기이후의 아동·청소년의교육에대한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도, 결석일수와 그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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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9%인

반면중간층아동·청소년인경우 8.0%로나타나, 경제수준이어려운아동·청소

년이 2배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2008년 2학기이후)학교결석일수조사에서는빈곤층아동·청소년의결석

률이 24.6%로중간층아동·청소년에비해 17.9%더높았다. 특히 7일이상의결

석은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9%로서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4.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표 2 ]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수

(단위 : %)

구 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전체(명)

경제수준

어렵다 75.4 15.6 4.0 1.0 3.0 1.0 100(199)

보통 82.1 13.8 2.8 0.7 0.3 0.3 100(574)

χ2 = 13.451*

② 최근 여가활동의 위축

•문화·수련활동같은여가활동이줄었거나중단했다고응답한빈곤층아동·청소

년은 21.7%,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12%이다.

•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 관련 문항에서 여가활동에 장해가 되는 것은, 빈곤층

아동·청소년의경우에는 ‘비용부담(44.8%)’을, 중간층아동·청소년의경우는 ‘시

간부족(56.3%)을여가활동의가장큰장애로응답해, 경제적으로어려운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있어서역시비용문제가가장큰부담이되고있는것을알수

있다.

③ 최근 상담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대

•아동·청소년의최근복지관련서비스참여에대해조사에서빈곤층아동·청소년

은 ‘상담서비스(17.0%)’,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12.1%)’의 참여율이 중간층

아동·청소년에비해높은비율로나타났다. 경제수준이어려울수록상담및치

료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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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예: 도시

락및급식지원, 상담, 후원금지원, 결연후원등) 제공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

빈곤층 아동·청소년인 경우(24.7%)가, 중간층 아동·청소년인 경우(11.2%)보다

2배 이상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욕구분석결과 종합

조사결과를종합해볼때, 빈곤층아동·청소년의욕구(고통)는크게①전반적인생

계의어려움, ②빈곤및가족문제로부터오는심리적불안(상담), ③빈곤으로부터오

는의료혜택의공백, ④소비생활의불만족(생활비, 용돈부족등), ⑤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⑥여가및문화활동의부족, ⑦진학준비등학습지원부족, ⑧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부족 등 8가지로 요약된다.

4. 신빈곤층 위기 아동·청소년관련 지원현황 및 문제점

신빈곤층을정확히분류해내기어렵지만, 이들에대한투자가턱없이부족하다는

것만은분명하다. 동시에투자가효율적이지못한데에따른문제점도있다. 전반적으

로투자가저조한상황에서는중복의문제보다는비체계성의문제가더크다. 중복의

문제는전반적으로복지에대한투자가적은상황에서는문제의핵심이되지못한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1) 생애초기 아동대상 공평한 출발(-Start) 지원서비스

먼저신빈곤층위기아동·청소년에대한투자가얼마나열악한지살펴보고자한다.

저소득층아동·청소년에대한통합적인복지지원서비스로는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

스타트 사업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 민간(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We 스타트사업 이있다. 각지자체의특성에따른사업들도진행되고있

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2009년도에나우스타트(NOW Start) 사업을개시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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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드림스타트사업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 We 스타

트사업 의미수혜아동수와비율을보여주고있다. 3개의사업을합하더라도 0～12세

빈곤아동밀집지역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혜율은 8.9%에 지나지 않는다.

[ 표 3 ] 빈곤아동·청소년 밀집지역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08. 12월말)

(단위 : 명)

사업수요자*
(0~12세 빈곤아동
밀집지역 아동수)

빈곤아동·청소년 서비스 사업 수혜자

미수혜 아동수
계 Dream

스타트
We
스타트

교육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351,210명 31,433 9,600 7,712 14,121 319,777

100% 8.9 2.7 2.2 4.0 91.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내부자료 .

[표 4]에서알수있듯이이러한수치는미국의 Head 스타트와영국의 Sure 스타트

수혜율에비해턱없이낮은것이다. 영국의 Sure 스타트가 119.6%의수혜율을보이는

것은저소득층아동에서전체아동으로서비스대상을확대했기때문이다. 결국영국

에 비하면, 한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미국의 Head 스타트는대상연령이다르기는하지만수혜율이 20.2%로한국과큰차

이를 보이고 있다.

[ 표 4 ] 빈곤아동 통합지원서비스의 선진국 사례

(단위 : 개소, 명, %)

국가 비고
대상아동

연령
센터 수 재정지원

수혜

아동 수
수혜율*

미국(‘05)
Head 스타트

(1964～)
0～5세 1,604 68조4300억 906,993 20.2%

영국(‘04)
Sure 스타트

(1998～)
0～14세 2,000 2조4000억 2,000,000 119.6%²

* OECD국가의아동빈곤율(UNICEF, 2005)에서제시된상대빈곤율활용(미국 21.9%, 영국 15.4%), 대상아동수

는 International Data Base자료 활용(미국 20,495,480명, 영국 10,854,360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

이러한서비스들은투자의양이적은것도문제지만, 부처간또는중앙과지방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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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에서비스가효율적으로연계되지않고있다는문제점을안

고있다. 현재로서는각각의서비스의확장이중복의문제를일으킬상황은아니지만, 각

각의서비스가효율적인연계없이확장될때투자확대의효과는반감될것이분명하다.

2) 빈곤 아동·청소년대상 방과후 지원 서비스

[표 5]와같이방과후지원서비스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아카데미 , 방과후보육 이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운영하는 방과후교

실 이있다. 이들사업의중복성논란에도불구하고방과후보호가필요한 52만여명

의중학생이하저소득층아동의 34%인약 18만 명만보호되고있으며, 66%인 34만

여명의 아동·청소년이 미보호 상태에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는 보호대상 중

52.4%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표 5 ] 빈곤아동․청소년 방과후 지원 현황('08. 12월말)
(단위 : 명)

아동 인구

빈곤
아동수
(상대빈곤율
8.4%)＊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

미수혜

아동·청소년소계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
부

지역
아동센터
(2,810개)

방과후
아카데
미

(180개)

방과후
보육
(1,000개)

방과후 교실
(초등보육)

중학생이하

6,184,392

519,488

(100)

177,200

(34.1)

80,500

(15.5)

7,700

(1.5)

39,000

(7.5)

50,000

(9.6)

342,288

(65.9)

초등생이하

4,121,274

346,187

(100)

164,860

(47.6)

69,380

(20.0)

6,480

(1.9)

39,000

(11.3)

50,000

(14.4)

181,327

(52.4)

＊‘한국의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8년 5월.)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내부자료 .

이들사업의중복성논란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수혜율은아직도상당히낮은실

정이다. 각각의서비스는지역의사정에따라서연계되거나그기능이조정되어야하

지만, 보건복지가족부내지역아동센터및방과후아카데미사업간의기능조정을비롯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교실간의 상호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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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지원서비스

위기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지원서비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는

CYS-net(community youth safty-network)과 청소년동반자사업(47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위기학생 통합지원서비스인 위프로젝트(Wee

project)를실시하고있다. CYS-net의경우, 향후위프로젝트지원대상과의중복을배

제할 경우 대략 33%의 수혜율에 그친다.

[ 표 6 ] 위기 아동·청소년 정책대상 및 지원 현황

위기 아동․청소년 수(B) 교과부돌봄

위기학생(B)

(Wee

project)

보건복지

가족부

정책대상

(C=A-B)

서비스

지원대상

(D=C*50%)

CYS-Net

지원수만9-12(8.

4%)＊1

만13-18

(17%)＊2

소계

(A)

220,022 712,514 932,526 387,355 545,171 272,586 80,000

＊1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참조 (보사연 작성, ‘06년 1월 자료.)

＊2 경기도 상담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른 비율 적용 (‘06년 12월.)

＊연령별 인구수 근거 : 주민등록통계 (행안부, ‘08년 11월 말.)

CYS-net은 “1388청소년헬프콜”을창구로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중심으로

다양한지역사회자원(쉼터, 경찰서, 병원, 학원, 학교, 동사무소, 시청, 멘토등)을연계

하고있다. CYS-net을통한성공적인상담지원사례를분석해보면, “1388”을창구로

하여일시보호시설로의 1차연계와지역사회의다기관으로 2차연계의형식으로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1388”은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사회전반적인

인지도가낮은형편이며, 보건복지129콜, 아동학대전화 “1391” 등의서비스와연동되

지 않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동반자 인력(전국 470명)으로는

1:1의 상담지원 및 멘토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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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진출 청소년대상 자립지원서비스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두드림존(Do

Dream Zone)을운영하고있다. 그렇지만, 경기와대전 2개지역에서만상설센터가운

영되고있어정책수요에크게미치지못한다. 그밖에자립지원을위한사업은보건복

지가족부의 청소년자활지원관 프로그램 이용, 국토해양부의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주

택지원등주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학자금, 대학기숙사배정, 특별전형등의고등

교육지원이있으며, 민간기업과연계한취업및자격취득지원등이있다. 각 부처의

자립지원서비스를합하더라도각종시설퇴소등자립지원이필요한아동·청소년수

요자에 대한 서비스 수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7 ]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현황('08. 12월말)

(단위 : 명)

자립당면

수요자

자립지원서비스 사업 수혜자(4,510명)

지원받지

못하는

정책

대상자 수

보건복지가족부
국토

해양부
노동부 지자체

사회진출프

로그램제공

(두드림존)

청소년

자활지원관

프로그램

이용

주거

지원

취업

연계

자립지원

정착금

63,396명* 3,462 235 813(양육시설 퇴소인원) 58,886명

* 양육시설퇴소 813명, 가정위탁종결 3,833명, 17세이상쉼터이용청소년 7,502명, 고교학업중단청소년 27,930,

보호관찰처분 23,318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설명 자료.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

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의

경우에도 2008년 수혜율은 3.7%에 그치고 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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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대상자 및 수혜율
(단위 : 명, %)

사업대상자

(0-17세)

정책수요자

(0-17세 빈곤아동)

사업수혜자

(계좌발급수, '08.5)

수혜율

(사업수요자/정책수요자)

10,490,534명
상대빈곤율 (8.4%*)

1,531,618명
32,839명 상대빈곤율 기준 : 3.7%

※ 저축현황(‘08.4): 통장발급 32,839명(저축아동 31,769명), 적립금액 190

* “한국의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2008. 5월)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내부자료 .

각종자립지원서비스역시절대적으로부족한것이가장큰문제이지만, 각각의자

립지원서비스가체계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다는점또한해결해야할큰과제다.

자립지원서비스의취약성은그나마아동기와청소년기에대한취약한각종복지서비

스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자립하지 못한다

면, 그전까지의공적서비스의노력들은수포로돌아가사회적위기요인의양산을초

래할수밖에없다. 아동발달계좌와같은선진적인제도의운영에도불구하고계좌수령

이후위기아동·청소년들이계좌를디딤돌로삼아삶을견인해갈수있도록자립능력

을 배양시켜 주어야 한다.

전반적으로위기아동·청소년에대한지원을확대해갈필요가있지만, 생애주기별로

취약한서비스를파악하고, 다양한서비스들을연계시키는방안을연구하여궁극적으로

이들이자립할때까지사회가책임지는체계적이고지속적인서비스를마련해야한다.

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대책

위에서살펴본현행위기아동·청소년지원대책의문제는크게다음다섯가지정

도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전반적으로위기아동·청소년에대한투자가매우저조하

다. 둘째, 부처간서비스의조정및연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셋째, 위기

아동·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미흡하다. 넷째, 급격한 가정경제

악화로일상생활의고통을받고있는신빈곤층아동·청소년을긴급하게구조하는사

회안전망이절대미흡하다. 끝으로과학적인정책추진을위한정확한통계자료의생산

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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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형 지원체제 구축

위기아동·청소년을위한다양한서비스들이실질적인효과를내기위해서지역사

회 내에서 위기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다기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아동보호와청소년비행분야는유관기관및단체들과의유기적인연계가서비스

와 정책의 성패를좌우하는 중요한요소이다. 아동학대 및 비행예방정책의효과적인

집행을위해서사법체계는물론이고학교등교육체계와의협조, 사회복지시설, 상담

소, 청소년단체 및 지도자, 기업체 재단 등의 협조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김현주․이종화, 2008).

따라서위기아동·청소년들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이시행되기위해서보건복지

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등의공공영역이지역사회의학계전

문가, 현장지도자, 후원기업등민간자원을최대한동원하여상호협력적인아동·청소

년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위기아동·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

육과학기술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단위에서의 위기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의경우아동·청소년정책과교육정책이합리적으로조정될수있어야한다. 골자

는교육정책과아동·청소년정책의시군구단위서비스전달체계를통일하는것이다(그

림 2). 현재 아동·청소년관련법개정안에서다루고있는시군구단위의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가칭:이하 지원센터 )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로만한정시키지않고, 현장에서서비스를받아야할아동·청소년수요자중심

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정책서비스를

현장에서통합시키는전달체계로재편하는것이다. 지원센터 에서는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인 드림스타트와 CYS-net,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위프로젝트(Wee project) 사업그리고각종방과후서비스등을총괄조정하도록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와 달리 지원센터 에 최소한 아동·청소년전담공무

원 1명과장학사등교육공무원 1명을의무배치할필요가있다. 242개시·군·구지역

에국비로전담공무원배치를위한예산을지원하되, 2009년에운영계획중인 75개드

림스타트센터(현재 2～3명전담공무원배치)를 지원센터 로기능전환할경우, 나머

지 시군구 지원센터 에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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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는지역의각종위기아동·청소년관련사업의허브역할을하는곳으로

지원센터 구축을통해행정은전담공무원이수행하고서비스는민간이수행하는서

비스전달체계를구축해야한다. 단, 지원센터 의운영방식은각지역에맞게탄력적

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통합형 복지지원사업 위기 관리망
주관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

선지역사업
CYS-net

Wee 프로젝트

(safe-net)

기능

및

목적

•지자체중심의지

역사회 보건복

지협력파트너

십을 구축하여

빈곤아동의 실

제욕구에부응

하는맞춤형통

합서비스제공

• 일정지역을 선

정하여학교중

심으로 교육복

지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학생을발

굴하여 지역사

회와연계한종

합적지원

•지역사회내청

소년관련기관

과의네트워킹

을 통한 통합

적지원체계를

구축(위기 청

소년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위기학생에대한2단계

safe-net구축

- 1차safe-net

: 단위학교내친한친구

교실(WeeClass)의운영

- 2차safe-net

:학생생활지원단(Wee

support Group)운영

사업현황

• ‘08년 32개지역

98억 원 예산

(‘08년8월기준)

•총 21,810명

(아동9,367명,

임산부32명,

가족12,411명지원)

• ‘07년 60지역

374억원

•164개동514학교

(유194, 초186,

중131, 고3) 지원

•‘08년 16개시도

65개 시군구

-1차safe-net : 530개교

(08년하반기)

-2차safe-net : ‘08년4월

부터『학생생활지원

단』운영모델 개발(도

시형, 도농복합형,농촌

형등)

향후 계획

•빈곤아동 밀집

지역 대상 연

도별사업지역

확대

•‘09년 75개지역

→ ’10년 110개

지역 → ‘11년

160개 지역 →

’12년207개지역

• 사업지역 규모

에 따른 ‘연차

별지원액기준’

에따라사업지

역별차등지원

•지역중심의

CYS-net사업

전국적 확대

‘08년 16개시도

65개시군구 →

’09년 16개시도

80개 시군구

- 1차safe-net

: 1,030개교(09년) →

1,530개교(10년) →

2,030개교(11년) →

2,530개교(12년)

- 2차 safe-net

: 전국 31개지역교육

청선정→시범운영

및보완후09년부터

본격추진예정

[ 표 9 ]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칭) 주요 관련 사업 비교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9.24). Wee Project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a). 2009년도 아동·청소년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b).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설명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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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지역사회 중심 통합지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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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아동·청소년 조기발견 및 긴급구호 시스템의 개선

지원센터 의개편과함께지금까지운영되어오던 “1388헬프콜”도개선되어야한

다. “1388헬프콜”을 24시간상시가동하는것은물론, 보다전문적인인력을배치하여,

지역사회의각종서비스기관을연계할수있어야한다. 또한기타위기관련각종신

고창구(예를들어, 아동학대전화 “1391” 등)를 “1388”과연계될수있도록하여지역

사회에서의 “1388”에대한인지도를높여야한다. “1388”은긴급구호를위하여청소년

동반자 이외에 “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접수 후 곧바로 현장에 파견되어 상담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멘토링 제도에 대해서는 멘토링 제도 확대 참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기아동·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해서학교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학교가위기아동·청소년을발견

하고지역사회의서비스기관과연계될수있도록 위기아동·청소년지원매뉴얼 을

제작및보급하여야한다. 위기상황에처한아동·청소년이감지되었을때, “1388” 등

창구를이용할수있도록모든학교에충분히홍보가되어있어야하며, 교사보수교육

이나신규교원양성과정에서위기아동·청소년관련실습이나대처법에대한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지역사회의각종복지관련종사자들의경우에도 “1388”에대한충분

한홍보가이루어지지않아서비스의연계가원활하지않은경우가적지않다. 그러므

로신속한시일내에 지원센터 를중심으로한지역사회의통합형지원체제가구축

되어야 한다.

3) 국민들의 사회통합 참여 : 멘토링 확대

국민적인차원에서사회통합참여를활성화는하는것도위기아동·청소년의지원체제

를강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특히멘토링의확대는중요하다. 특수한상황에처

한위기아동·청소년에대한서비스의궁극적인목표는1:1멘토링이어야한다. 이를위

해서는 현재의 “청소년동반자”인력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청소년동반자가

일종의 유급 전문가멘토링 사업이라면, 이것을 “인턴멘토”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유급 멘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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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내어머니봉사자등을활용한멘토링사업도가능

하지만, 아동·청소년관련학과및교직이수자들에대한 멘토링봉사학점제 등을도입

함으로써멘토링사업을확대할수있다. 일부대학에서실시하고있는장학생자원봉사

(예, 서울대의 ‘새싹 멘토링 사업’ : 조선일보, 2009.1.28) 제도의 확산도 국민적인

운동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CYS-net의 성공사례에

멘토링 사업을 접목시키면 보다 많은 성공사례를 생산해 낼 수 있다(그림 3). 위

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요청하는 신고 접수 시 즉시 멘토를 현장에 파견하여 방

문조사를 하고, 멘토링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연계하

는 시스템의 도입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3 ] 멘토를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CYS-net

4) 아동·청소년중심 사회안전망 재구축 : 긴급구호 “전자 바우처(체

크카드)” 도입

“전자바우처(체크카드)”를통해늘어나고있는신빈곤층자녀의식비, 교통비, 교육

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아동·청소년 개인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긴급구호서비스로서긴급하게요청되고있다. [그림 4]는빈곤아동·청소년의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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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통합지원서비스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지금까지의서비스를지역사

회중심으로연계한다고하더라도현재의서비스들은빈곤층의아동·청소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빈곤층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불충분하며,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에 관한 서비스와 자립을 위한 지원서비스 부문의

공백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 처방이 시급하다.

2009년글로벌경제위기하에서외국에서는이미내수진작을통한경제활성화대

책으로쿠폰제를도입하여국민개개인의구매력을높이고있다. 멘토 및 청소년동

반자에 의한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전자바우처를 발급함으로써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적합 등으로 제도권 사회복지체계에서 누락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신빈곤층 자녀들에게 생존의 고통 및 교육 결손을 방지하는 긴급구

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 신빈곤층자녀의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등

기본생계및교육에한정된용도로사용할필요가있으며,카드에아동·청소년의사진을넣

는 등의조치를통해용도외사용또는타인양도등편법을막는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 그림 4 ] 지역사회 통합지원서비스와 빈곤 아동·청소년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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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자 중심의 과학적 펀딩 시스템으로 전환

지금까지위기아동·청소년에대한지원정책은수요자중심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공

급자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고평가될수있다. 지금까지공급자중심으로지원이이루

어진데는정확한정책적수요파악이되지않았던것도한몫했다. 새로운위기요인에

신속히대처하고정책수요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위기아동·청소년에대한정확

한조사통계자료가있어야하나아직까지는체계적데이터축적이미흡한것이사실이

다. 이에빈곤, 가출, 폭력, 성매매등위기요인을명확히규명하고각요인별로아동·청

소년에관련한신뢰있는과학적인통계자료수집을위한위기아동·청소년종합통계시

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바탕으로과학적펀딩이가능해지며, 정책의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

동시에모든정책사업에대한과학적이고객관적인평가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이

또한과학적펀딩의중요한원천이되며, 정책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중요한수단이

된다. 지금까지는정책부서의정책평가에대한전반적인이해도가낮아정책평가에대

한예산투입이낮았으나, 평가는비용이아닌투자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 또한 정책평가에 대한 낮은 투자의 이유가 된다. 부처 간 유사 사업에

대한평가가낮게나올것에대한우려로각부처가정책평가에소극적인태도를취해

온것이사실이다. 또한자칫부처의정책평가가과학적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부처의

이해관계에맞춰이뤄질가능성도크다. 이러한경향들이정책의효율성을떨어뜨리는

데결정적인역할을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위기아동·청소년에대한지원정책역시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교육과학기술부가추진하고있는다양한위기아동·청

소년관련정책과사업들은상호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을위해서도객관적으로평가

되어야한다. 따라서부처로부터독립적인기관에의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평가가이

루어져야하며, 최소한모든사업예산의 10%정도를평가예산으로책정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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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위기에빠진아동과청소년들에게진정한희망을주기위해서정부의노력은물론

이고여기에학계및종교계등민간영역이동참하여정부와유기적으로협력하는파

트너십이절실히요청된다. 아동과청소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미래의삶에대한

희망과자신감을갖도록하기위해서는학계는전문적지식과인력을지원하고, 인적,

물적자원을모아소외된곳에연결시키는다양한민간그룹의참여가필수적인요소

이다.

누군가가 ‘아동과청소년을향한희망의등대’임을자처하고실천적인노력을시작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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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경제위기와 여성

최근국제금융시장불안이실물부분으로파급되면서국내외주요기관이경제성장

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있다. 1997년과 2003년의 경기침체기의 경우 내수는

부진하였지만수출호조로빠른시간내회복이가능했으나, 최근상황은내수뿐만아

니라세계경기가좋지않아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회복속도도다소느릴것으로전

망된다.

우리 경제의수출둔화, 소비및투자심리위축등은직접적으로고용에영향을미

쳐서 ’08년 12월현재실업자수는 78만명이나, 실질적으로실업상태에있다고볼수

있는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등을포함하면 140만명이된다. 최근고용동향을성별로

보면 2007년 이전까지는 여성일자리는 남성보다높은증가를보였다. 그러나 2007년

중반이후여성일자리증가폭은남성보다더둔화되었고, 경기침체가본격화되기시작

한지난해 12월에는여성고용은감소세로전환되었다. 특히 ’09년 1월에는감소된전

체 일자리 103천개 중에서 여성일자리가 84천개(81.6%)였다.([그림 1]).

[그림1 ] 연도별 남녀 일자리 증감추이

자료: 통계청(각연도),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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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인해서일자리감소가큰여성집단은청년층과함께가족책임을부담

하기시작하는 30세초반이다. 취업난이장기화되면여성청년층실직자의상당수는결

혼등으로비경제활동인구로전환되거나혹은비정규직으로일정기간일하다가비경

제활동인구로전환된다. 그결과이들세대여성인력대부분은사장(死藏)되는특징을

보인다. 따라서경기회복시점이나인구고령화문제가심각해지는시기에이들세대여

성인력을활용하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이나시간제확대를통한일자리나누기정

책과 같은 일가족 양립형 근무시간 및 근로제도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1] 연령별 여성고용의 월별 변동추이(전년 동월대비)

(단위：천명,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전체

2008. 09 -10 -36 6 -38 0 35 70 2 52

2008. 10 1 -79 9 -29 9 19 95 3 41

2008. 11 -17 -71 -1 -80 -30 21 120 17 11

2008. 12 -17 -74 8 -56 -23 25 112 14 -16

2009. 1 -25 -94 -5 -62 -25 0 112 14 -85

자료：통계청(각월), KOSIS.

경기침체로인한고용감소를보이는또다른여성집단은출산․육아기에있는 30대

초반여성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에서여성인력활용율특히고학력여성인

력활용율이낮은국가에속한다. OECD 국가 중에서여성고용율이가장낮은국가인

터키(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3.8%)나멕시코(43.6%)도 대졸여성활용율은각각 63.6%,

73.2%로우리나라보다높다.1) 우리나라의낮은여성인력활용율은 30대초반여성의결

혼․출산으로인한이직과경력단절이후더이상노동시장에진입할수없는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한다. 최근 경기침체는 30대 여성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여성의경력단절구조를악화시킬가능성이크다. 따라서향후경기회복시점이

나노동력감소시기에여성인력을활용하기위해서는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제도의정

착,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여성고용율은 53.5%, 고학력여성고용율은 60.8%임. OECD평균여성고용율 57.4%, 고학력여성고

용률은 79.4%임. 통계는 2007년, 15-64세 연령기준임. OECD(2008), 통계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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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는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 저소득가구의

여성이나가족의경제적고통을가중시킬것이다. 경기침체가여성에게미치는이러한

영향은소득격차확대등양극화문제를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 뿐만아니라이들취

약계층 가구의 아동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 경제위기와 일가족 양립정책

국내외기관들의우리나라경제에대한전망에의하면 2010년하반기이후에야경

기가회복국면에본격적으로접어들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여성일자리관

련 대책도 단기적으로 취업촉진보다는 기존 여성취업의 경우 고용유지 및 전직지원,

실업충격완화지원서비스와함께핵심역량을제고시킬수있는인적자원개발에역점

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여성청년실업자, 여성가구주실업자, 취업희망비경제활동인구등과같

은여성집단에게는정부재정투자를통해서창출되는인턴일자리, 공공부문일자리, 사

회적일자리등에취업될수있도록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하고필요한단기직업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단기적으로취업난해소와경제적인고통을분담시키기위해서일가족

양립형고용형태나근무제도를확산시키는등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 정책을추

진해야할것이다. 그리고경제위기를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기

회로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도모하기 위해서, 가족 및 노동시장

구조를일중심(work-oriented)에서선진국형인일가족양립(work and life balanced)

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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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족 양립 현황과 문제점

1) 선진국의 현황과 문제점

각국에서시행되고있는일가족양립정책들은각국의독특한제도발달경로와사

회경제적배경에따라나름대로의특성을지닌형태로운영되고있다. 즉, 독일은고실

업대책, 영국과미국은우수한인력확보등기업경쟁력제고, 프랑스 등유럽국가와

일본등은가족정책및저출산대책으로서정책을도입하였다. 따라서각국의일가족

양립정책과제도사례는유사하면서도각국의맥락에따라조금씩다른의미와효과

를 지니고 있다.

일가족양립정책이발달한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등선진국은

일가족양립을위하여나름대로의정책적노력을하지만국가마다역사적․상황적맥

락이다르기때문에정책의구체적인내용과효과는서로다르다. 각국의일가족 양립

정책의 도입배경과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

스웨덴의일가족양립정책은국가가적극적인정책수단을가지고남녀의일과가

족생활의양립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미 1970년대공보육서비스를본격적으

로도입하였으며, 1974년에부모휴가제도를실시함으로써남녀공동양육의모델을제

시하였다. 이미 1975년에 보육을모든아동들의 권리로규명하는 「보편적유아학교

법」을도입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넘어서성별분업을

변화시키기위해남성의육아참여를독려하는제도를적극적으로채택하고있다. 특히

“아버지의달” 제도2)는 1995년 도입당시에는부모휴가기간중 1개월을할당하였으

나 2001년에는 2개월로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2005년의경우약 75%의아버지들이

부성휴가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2008년에는보다강력한성평등조치를취하였는

데 남성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평등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제

2) 부모휴가기간중일정기간을남성에게할당하여이기간은남성만이사용하도록하는제도이다. 여성에게

도 “어머니의달” 을할당하여남녀의공동휴가사용을위해제도적으로최소한의기간을각성에할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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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정책유형별 특성

노동시간

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자녀가있는부모를대상으로자녀가 8세가될때까지노동

시간을 25% 단축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 • 근로시간 단축법(2002)

휴가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출산휴가 : 14주별도의제도적명칭없이부모휴가제도내

에서 운영

•부모휴가 : 16개월, 8세미만자녀의부모, 정률/정액급여, 휴

가 탄력적 사용

- 아버지 할당 : 2개월(use it or lose it 제도)

- 성평등보너스: 부모 중 높은 임금소득자가 휴가 사용시,

낮은 임금소득자에게 보너스 제공. 월 최고 3,000SEK

• 임시 육아휴직 : 60일, 아픈 자녀 돌봄, 소득 80%

• 부성휴가: 10일, 유급

• 휴가사용: 1/2, 1/3, 1/4, 1/8로 분할사용 가능

도3)를도입하였다. “아버지의달”과 “성평등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제도는

육아와관련된성별분업에개입하는일종의 “적극적조치”라고할수있으며, 이들제

도뿐아니라성별분업제도를변화시키는정책기조를꾸준히유지하면서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또한근로시간과휴가제도의변화를보면 2000년말노사양측을포함한노동시간

위원회를구성하여, 자유롭게쓸수있는유급연차휴가를 2007년까지 5일더늘리도

록 하였다. 그리고노동시간도개정하여 매 24시간마다 11시간의 휴식기간을 의무화

하는등근로자보호와함께일가족양립이가능하도록개편하였다. 스웨덴의상대적으

로높은여성고용율과출산율은바로이러한적극적인일가족양립정책추진이밑거

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

3) 부모휴가를주로임금이낮은여성이사용하는현실에서임금이상대적으로높은남성이사용할경우일정율

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휴가를 평등하게 분할사용할 경우 부모는 최대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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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계속)

정책유형 정책유형별 특성

보육정책

대상

• 1～6세 아동에게 보육에 대한 권리보장

• 3～7세 아동에게 유아교육 권리보장

• 6~12세 아동에게 방과후 서비스 권리보장

서비스

형태

• 취학전 아동: 유아학교, 가정보육, 개방형 유아학교

•학령기아동: 레저타임센터, 가정보육, 개방형레저타임센터

비용

•부모부담금상한제(Max Taxa: maximum fee) - 지자체자

발적 선택제도이지만 모든 지방정부 채택

• 소득연계 이용료(sliding scale)

• 이용시간별 가격구조

조세정책

및

현금지원

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양육수당도입(2008): 1~3세자녀둔부모의육아휴직후가

정에 머무르는 선택, 최고 월 3,000SEK

•성평등보너스: 부모중높은임금소득자가휴가사용시, 낮

은 임금소득자에게 보너스 제공. 월 최고 3,000SEK

■ 영국의 일가족 양립정책

영국은전통적으로자녀양육이나여성의취업여부는개인적인책임으로간주되었

고아동보육에대한국가의책임도제한적이었다. 보육서비스는저소득층아동들을

대상으로한매우선별적인접근이었고, 90년대후반까지국가의재정적인지원이나

서비스공급의노력은최소한에그치고있었다. 그러나 1997년신노동당집권이후

영국 사회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아 왔던 일가족 양립정책이 핵심적인

화두가되었다. 1998년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을발표하여아동

에대한투자를 3배이상확대하며, 특히한부모가족의고용확대및자녀보육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1999년부터는 “슈어스타트 지역프로그램

(Sure Start Program)”을시작하여저소득층아동과가족들을대상으로한통합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에는 “10년 보육전략(10-year strategy for childcare)”을

발표하여아동들의건강한성장과, 부모들의일과가족의균형및양립을지원하는다

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것을핵심목표로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의 보육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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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정책유형별 특성

노동시간

정책

정책특성

및 내용

• 유연한 노동을 요청할 근로자의 권리와 이를 고려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고용주들의 의무를 규정한 법

관련법

• 파트타임근로지침(Part-time Working Directive, 2000)

• 탄력근무규제(Flexible Working Regulations, 2002)

• 탄력근무요청권에관한법(The Rights of Paren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 2003)

•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ies, 2006)

휴가정책
정책특성

및 내용

• 일반 모성휴가 : 26주(6주간 평균 임금의 90%, 이후 33주

￡117.8 정액급여)

• 추가 모성휴가 : 26주(총 52주까지 모성휴가 사용, 39주까지

모성휴가 급여 또는 모성수당 제공)

• 부성휴가 : 2주, 정액급여

• 육아휴직 : 13주, 무급,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빈곤퇴치와 여성의 고용증대 두 가지를 목표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근로자들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고용주들에게도 인식시키기

위하여 “일가족양립캠페인”을전개하고, “일가족양립도전기금”을마련하는등기

업을 대상으로 한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게 되었다. 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1999년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6년 「일․가족법」(Work and

Family Act)을 통해 휴가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2000년 파트타임근로지침

(Part-time working directive), 2002년 유연근무규제(Flexible Working Regulations)

를통해근로자들의노동시간정책을변화시키고있다. 또한영국은저소득층을대상으

로한아동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와 근로가족에대한인센티브제도인근로

가족세액공제제도(Working Families Tax Credit)4)를 개편함으로써 아동 및 가족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고 있다.

[표 3] 영국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

4) 근로가족세액공제제도중보육요소에의하면, 부모가주당최소 16시간이상근로하며, 16세이하의자녀가

등록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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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계속)

정책유형 정책유형별 특성

보육정책

대상

• 3～4세 아동에게파트타임(연38주 주당15시간 무상유아교육)

조기교육 권리보장

• 만3세미만 보육서비스 제공 낮음
서비스

형태
• 보육시설(유아원, 아동센터, 가족센터), 보모, 방과후클럽

비용
• 부모 비용 부담 70%

• 보육형태별, 지역별 보육비용 다름

조세정책

및

현금지원

정책

정책특성

및 내용

•근로가족세액공제제도(Working Families Tax Credit) ->아

동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제도

(Working Tax Credit)로 전환

• 근로세액공제제도 중 아동보육요소는 중저소득층 보육비 지

원에 대한 세금환급

• 보육바우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 주당 보육비의 일부

세금 감면 혜택, 의무사항은 아님

■ 독일의 일가족 양립정책

독일은양육자로서의어머니의역할을강조하고지원하는전통적인남성부양자모

델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일은 고실업에대처하기 위해

취업부모의일과가족의양립을지원하는방안에대해관심을강화하고있다. 1998년

사민당과녹색당이집권하면서가족부는 ‘가족과직업의병행’, ‘아동을양육하는가족

의경제적지원’을 가족정책의목표로제시하였다. 2001년에는종래의육아휴직제도를

부모시간제도로개정하여남성의육아참여를장려하고, 부모시간기간동안파트타임

근로전환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 “아젠다2010”을발표하여가족의자녀출산과양

육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여, 3세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7년에는연방부모수당법과부모시간법에의해아동을양육하는모든부모들을

대상으로부모수당을지급하게되었다. 이는종전의양육수당이어머니들을주요수급

자로하였다면부모수당은가족내성별분업을변화시키겠다는정책의도로평가할수

있다. 실제로부모수당제의도입이후 2006년 3.5%의남성이부모수당을신청한반면,

2007년에는 10.5%로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양육수당을 부모수당으로 개정하면서 임

금대체수준의현실화를지향하기시작하였고(정률제로전환함), 아버지들의부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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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정책유형별 특성

노동시간

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 15인이상사업체근무근로자들은시간제노동요구할권리

부여, 단 다시 전일제노동으로 복귀 권리는 부여되지 않음

•부모시간동안주당 30시간까지임금노동가능하며부모시

간 내에서 시간제취업 요구가능

휴가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 모성보호(1952) 8주

• 부모시간제도(2001): 남녀근로자들은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휴가사용가능, 고용주의동의하에 3년중 1년은자

녀가 3~8세 기간에 이월하여 사용가능

•자녀간병휴가 : 최대 50일, 가구내간병 및돌봄 필요할때

임금 노동 중단, 무급

보육정책

대상

• 3~6세아동에게ECEC5) 권리보장(모든아동은유치원자리

를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 보수적 가족관에 의해 취업모지원이 늦게 시작되었음

•최근보육서비스의시설확충노력집중되고있으나여전히

3세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부족
서비스

형태
• 주간보육시설, 그 외 보육서비스

비용
•보육비용지원; 소득기반차등지원(평균보육비용의 2/3, 한

자녀당 연간 최대 4,000유로까지 공제가능)

조세정책

및

현금지원

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 양육수당(1986)-> 부모수당(2001)

• 양육수당제도: 취업중인 부모대상 수당지급

• 부모수당: 취업(67% 급여대체수준), 비취업 부모(월 300유

로) 모두에게 수당지급

사용을독려하기시작하였다. 또한 2013년까지영유아보육시설을대폭확충하는것을

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정책변화들이계획대로증설된다면여성취업과출산경

향에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독일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

5) 조기아동기 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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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일가족 양립정책

프랑스는유럽연합국가중가장출산율이높은국가이다. 프랑스의특징은상대적

으로가족정책이발달한국가이면서또한높은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보고

하고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만큼자녀를가질수있도록지원하는것으로서, 정책의최우선과제중하나가

바로일과가족의양립이다. 프랑스의일가족양립정책은부모들이삶의방식을결정

함에있어서취업을지속하거나줄이고, 혹은일시적으로중단하면서자녀의양육방식

을더욱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지난몇십년간노력해온관련정

책은보육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는문제였으며, 최근에는개별보육방식을이용하

는부모를대상으로지급되는지원금의규모를늘려나가고있다. 가족을위한공공지

출 대부분은직접적으로부모들에게지급되는 재정지원 형태로, 특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경우공공서비스나설비에대한보조금보다많다. 즉현물지원보다는현금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정책은 “다양성과 선택”을 강조하면서 부모들의

양육선택과보육방식선택을지원하는다양한서비스및정책을제공하고있다. 예컨

대직접양육을할경우 PAJE(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6)를통해서현금

급여를 지원하고, 혹은 집단보육시설이 아닌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PAJE7)를통해서현금급여를지원한다. 휴가정책의경우프랑스적인특성은휴가기간

을자녀수에따라서차등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인데, 이것은바로프랑스의오래

된 출산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프랑스는일가족양립과근로자삶의질향상차원에서장시간근로를감소시키기

위한 근로시간단축정책과 유연한 근로시간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993년 프랑스는

근로시간단축, 변동근무시간제등을도입한기업에게기간이경과하면감면폭이줄

어드는사회보험료감면제도를도입하였다. 1998년 오브리Ⅰ법에의해법정근로시간

을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단축하였고, 유인책으로기업에게사회보험료감면을

하였다. 1997년～2000년동안에근로시간단축으로창출된고용은총고용의 30%차지

하는것으로나타났다. 프랑스는근로자로하여금유급휴가에대한권리를축적하거

나, 사용하지않은휴가또는휴일에갈음하여금전적보상을받을수있는제도인근

6) PAJE-경제활동 자유선택 추가수당

7) PAJE-보육방식의 자유선택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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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계좌제를 1994년에도입하였는데, 2005년에는법을개정하여사용하지않은휴

가를특정사용기한없이계속해서축적이가능하도록하였다. 프랑스의이러한근로

시간단축과 근로시간계좌제는남녀근로자로하여금일가족양립을가능하게 하였다.

[표 5] 프랑스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

정책유형 정책유형별 특성

노동시간

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부모들이더많은시간자녀들과있을수있도록노동시간

감소 및 최소 연간 유급 휴가 규정

휴가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 모성휴가: 첫째, 둘째자녀 16주/ 셋째, 넷째 자녀 26주

입양의 경우 첫째, 둘째자녀 10주/ 3명 이상 18주,

임금의 80% 정률 급여

• 부성휴가: 3일 유급, 14일 추가 가능

• 육아휴가: 첫째자녀 6개월, 둘째 자녀부터 3년까지

시간제 사용 가능, 동일한 임금 직위 보장

보육정책

대상

• 3~6세 아동에게 학교기반 ECEC 권리보장

• 3세미만유아중절반가까이공공보육, (인증)민간개인보

육 방식 이용

서비스

형태

• 공공보육: 어린이집, 비정기적 보육시설, 복합보육시설, 가

정보육시설

• 민간보육: 베이비시터, 가족내 보육

• 비공식적 보육: 가족, 신고되지 않은 베이비시터

비용
• 소득연계 이용료(공공보육), 재정 지원(민간보육)

• 부모부담율 : 자녀수에 따라 달라짐(6.6~12%, 공공보육)

조세정책

및

현금지원

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 PAJE-보육방식의 자유선택 추가수당

• PAJE-경제활동 자유선택 추가수당

• 가족계수: 자녀 수 및 가족 상황에 따라 세금 감축,

• 가족외부 보육비용 감세: 7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보육비세액공제

• 가정내보육을 위한 감세: 가정내 보육을 하거나 가정내 특

별수업이용부모들에대한보육비감세(고용인신고목적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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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일가족 양립정책

네덜란드는일가족양립정책과관련하여최근가장큰변화를보여주는사례이다.

오랜기간동안네덜란드의사회정책은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크게지배하고있었는

데, 지난 20여년동안부모들이일과양육의책임을결합하여양립할수있도록하는

지원정책이 크게 발전하였다.

[표 6] 네덜란드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

정책유형 정책유형별 특성

노동시간

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 풀타임과 파트타임 노동자 동등하게 대우

•노동시간을줄이거나늘이는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 고

용주들은중요한 경영상의이유가 아닌한이요구를수용

하여야 함.

• 노동자들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시 풀타임으로 이동이

가능함

관련법

•노동시간에따른차별금지법 (Equal Treatment of full- and

part-timers, 1996)

• 근로시간조정법 (Working Time Adjustment Act, 2000)

휴가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 모성휴가(maternity leave): 16주, 출산전 4~6주, 출산후

10~12주, 임금전액 지급

•부모휴가(parental leave): 부모각각에게 13주씩 (8세 미만

자녀), 무급

• 부성휴가(paternity leave): 2일, 임금전액 지급

• 입양휴가(adoption leave): 4주, 임금전액 지급

• 응급휴가(emergency leave): I개인의 특별한 필요시

• 단기케어휴가(short-termcare leave):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병시 연간 10일, 월급의 70%

• 장기케어휴가(long-termcare leave): 배우자, 아동, 부모가

중병시 연간 6주, 무급

보육정책

대상
• 4세 미만 아동의 24.9% 공식 보육시설 이용

31% 비공식 보육이용

서비스

형태

• 공식 보육시설(지방정부, 고용주 제공)

• 비공식보육(조부모, 친척, 이웃 등) 형태 많음

비용 • 부모, 정부, 고용주가 공식적 보육비용의 1/3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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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주요전략은 노동시간정책이다. 네덜란드의경우는파트타임노동이 매

우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 1996년파트타임근로차별금지법(Equal Treatment of

Full and Part timers), 2000년의근로시간조정법(Working Time Adjustment Act) 등

의시행으로파트타임에대한고용보장및처우개선을안정화시켰으며, 또한근로자의

근무시간증감에대한요구권리를명문화하여근로자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을조정

하되불이익을겪지않도록보호하고있다. 현재네덜란드에서는파트타임노동이근로

자에게보다나은직업의자율성을제공하며, 유연한근무제도를최적화할수있는방

안이며, 바로 여성의 노동참여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육정책에서

최근의변화는방과후보육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다는점이다. 가능하면보육시

간을부모들의노동시간과맞추어이들에게실질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

학교와지역사회가협력하여지원하고있다. 휴가정책의경우에는여러가지법정휴

가제도가제공되고있지만휴가기간이비교적짧고급여대체율이낮아서보편적으로

사용하지는못하고있는현실이다. 마지막으로네덜란드의정책특성중하나는생애

과정에 기반한 생애주기저축제도(Life-course saving scheme)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다. 생애주기저축제도는 2006년도입되었는데개인의생애계획에따라휴가를사용하

기위해시간이나돈을저축하는제도이다. 생애주기저축제도는장기휴가에관한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아직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 일본의 일가족 양립정책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저출산대책(少子化對策)의 일환으로 ‘남녀공동참획(男女

共同參畵)', '양립지원', '패밀리프랜들리', '차세대육아육성지원' 등의정책을펼쳤

다. 최근에는보육시설의확충뿐만이아니라 '남성의직장생활' 개혁과 '재택보육지

원' 등에역점을두고정책을개발해왔다. 일본정부는 2008년을 "워크라이프밸런스

원년"으로정하고, "워크라이프밸런스"라고하는새로운정책틀에서 ‘남성의노동방

식에대한개혁’과 ‘기업의육아지원노동개혁’의두가지난제를본격적으로시도하려

하고있다. 「워크라이프밸런스헌장」은맞벌이세대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

고 워크스타일이나 남녀간의 역할분담 의식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일과생활간의균형문제로가족생활에영향을받는세대가증가하면서이에대

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워크 스타일”의 개혁을 중요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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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남녀가육아휴업을사용할수있는직장환경조성, 남성의가족생활확

보, 남녀의장시간노동의워크스타일변화, 다양한워크스타일의선택가능성제고등

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7] 일본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

정책유형 정책유형별 특성

노동시간

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시간외노동제한: 육아, 개호등노동자 1개월 24시간, 1년

150시간 시간외 노동 금지

•심야업제한: 육아, 개호등노동자오후 10시~오전 5시노동

금지

• 근무시간 단축: 단시간 근무, 플렉스타임, 시업․종업시간

앞당기거나 늦춤 등

•파트타임노동: 고용시노동조건문서화, 직무․인재활용구

조․계약기간에따른대우, 정규사원전환제도, 불평제의에

대한 대응

관련법
• 육아․개호휴업법(2005)

• 파트타임노동법(2008)

휴가정책
정책 특성

및 내용

• 육아휴업: 1년, 휴업전 임금 40%까지 지급

• 자녀간호휴가: 5일

보육정책

대상
• 3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20.3%

• 1~3학년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 19.3%

서비스

형태

• 보육원, 가정보육(보육마마), 인정보육원, 유치원 보육

직장보육, 방과후보육

비용 -

한편보육정책에서는민영화등시장화의방향으로개혁이진행되고있고, 도시부

의 지자체(시정촌)에서는, 보육정책으로부터 재택육아지원(전업주부지원)에 중점을

두는경향이다. 2005년에는「육아ㆍ개호휴업법」이개정되어노동시간에대한규정

을명문화하였는데, 육아를위한근무시간단축조치, 개호를위한근무시간단축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8년에는「파트타임노동법」을개정하여 파트타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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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고용조건, 노동조건등을명문화함으로써이들의고용보장및고용안정을노력

하고있다. 일본의일생활균형정책의특징은정부와기업, 지방정부등의참여와협력

을 이끌어내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각국의 경제위기와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사회경제적인환경변화에대응하여 1980년부터일가족양립을지원하는정책을도

입하였다. 스웨덴의경우, 1990년대이후경제위기를맞이하여복지국가재정위기가

담론화되었지만, 오히려 가족정책과 관련해서는 일가족 양립의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제안(“아버지의달”(daddy quota) 등)이 등장하였다. 1970년대 이후로추진되

어온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근로자”와 “어머니”를대상으로한정책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남성 근로자”와 “아버지”로 옮겨 왔다.

영국은신노동당의 1979년집권이후기존의보육서비스를정비하고확대하며동

시에세액공제제도를개편함으로써아동및가족에게실질적인혜택을줄수있도록

개혁하였다. 지난 10년동안케어노동의사회화를어느정도이룩하여여성이노동시

장에참여하고자할때큰어려움없이가능케하는재정적지원과서비스구축이진

행되어왔다. 그러나영국의정책은스웨덴과달리노동시장이나가족내에서의여성

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독일의 경우 고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창출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나누기, 시

간제확산, 기업의유연한근로및근무제도등일가족양립정책을추진하기시작했다.

1990년대후반부터는가족친화적인기업문화조성, 가족을고려하는임금정책과노동

시장정책의 실현을 연방정부의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가족정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보육서비스, 가족수당및세제혜택, 육아휴직등다양한정책수단을고르게이용

하고 있으나, 특히 2007년에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방안들에대하여주로논의되었고, 육아휴직보다는보육서비스의확대가정책대

안으로 논의되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사회정책에서 남성생계형 모델이 지배적이었으나 1990년

대다되어서야일과자녀양육의결합지원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가한국가이다. 파

트타임근무를활성화하는정책을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하였다. 일하는어머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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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과유급노동을결합하는방식으로파트타임근무를장려하였고, 그대신에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고용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일본도유럽과같이여성경제활동참가확대와맞벌이증가, 근로자의식변화, 저출

산․고령화진전등과같은사회및가족구조의변화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 ‘남성-

상용근로자, 여성-전업주부’라는 전형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한 일본적 인사관리제

도의변화가불가피하여, 2000년이후일가족생활양립제도를도입하는기업이확산

되고있다. 일본은 <워크-라이프밸런스헌장>등을통해정부뿐만아니라기업과지

역사회가 일가족 양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2)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 보육정책

보육서비스는여성들의경제활동을지원함과동시에아동에게는적절한보호를제

공하는가장효율적인정책분야이다. 특히우리나라에서는심각한저출산문제에대한

대응책으로 개별가족의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

진해 온 정책이다.

[그림 2] 보육예산 변화추이(1994∼2008)

(단위: 억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각연도). 보육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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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은그동안추진되어온정책중에서정책지속성이높고, 해당부처에서집중

적인예산투입을하였으며, 핵심사업으로추진해온영역이다. 2000년지방정부와중앙

정부의총보육예산은 3,056억원이었는데, 2003년 6,551억원으로약 2배로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3조 667억원으로2003년대비약6배증가하는등보육예산은매년크게증

가해 왔다. 특히 증가한 보육예산은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비지원으로 투입되었다.

보육정책은정부가직접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과재정적인지원을제공하는

방법이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는후자의경우에주로해당된다. 정부는보육서비스

를이용하는수요자에대하여보육료를지원함으로써간접적인보육료지원방식을채

택하고있다. 보육료지원정책은 2002년부터자산조사에기초한보육료지원을시작하

였으며, 보육료지원대상을소득에연계시키되(income-related) 소득계층별로지원폭

을달리구성하고있으며, 점차대상층을확대시켜나가고있다. 2008년현재최저생계

비 120%이하의가구에대해서는보육비용전액을지원하며,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

득 100% 수준의 가구는 보육비용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표 8] 보육료 지원 기준(2008년)

(단위: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만1세
미만

만1세 만2세 만2세 만4세

1층 법정저소득층
100%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85,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최저생계비의

100%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120%수준

3층 도시근로자가구
80% 167,000 261,600 261,600 148,000 148,000

평균소득 50% 수준
4층 도시근로자가구

60% 148,000 196,200 196,200 196,200 196,200
평균소득 70% 수준

5층 도시근로자가구
30% 196,200 196,200 196,200 55,500 50,100

평균소득 100% 수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사업안내 .

한편전체아동중보육료지원을받는아동비율과보육시설이용률을살펴보면전

체 0∼5세아동 3,159천명중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수는 941천명으로보육시설

이용률은 29.8%이며, 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중보육료지원을받는아동의수는

409천명으로 보육료 지원율은 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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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90년대부터보육시설을지속적으로확대해옴에따라보육이용율과보

육비지원대상층은꾸준히확대되어왔지만, 보육서비스에대한정책체감도는상대적

으로 낮은 편이다. 그 원인은 다음의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보육서비스의질적보장이충분하지못하다는점이다. 지속적인서비스공급

확대에도불구하고서비스의질적인향상부분이수요자의욕구에적절히부응하지못

하여 “믿고맡길수있는” 보육서비스로서의본래기능을충실히수행하지못한면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보육서비스와여성취업이유기적으로연결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보육서비

스가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영유아중29.8%만이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다.

특히영아가있는취업모의 25.8%만이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으며나머지 61.9%가조부

모,친인척등의혈연관계에의존하여자녀를양육하고있는현실은이러한문제점을그대

로반영하고있다.육아휴직이끝난후직장에복귀한취업부모들이일과양육을양립하기

위해서는보육서비스가필수적인요건인데, 여전히보육서비스는충분히, 적절히지원되

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결과적으로여성근로자 10명중 1명이출산휴가후 3년이내에

퇴직하고, 이들중 68%가육아의어려움으로퇴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여성가족

부, 2005a). 한편비취업모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도38.4%가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

는과정에서가정과직장의과중한이중부담으로인하여직장을그만둔경험이있다고응

답하여(여성가족부, 2005b), 보육서비스가여성취업과보다긴밀히연계될필요가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보육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비 지원방안으로

접근하고있어, 보육서비스의가장직접적인이용대상자인취업부모를위한실질적인

지원으로는정착되지않고있다. 따라서취업부모에대한보육서비스지원을보다강화

할필요가있다. 우선취업부모의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운영및보육서비스다양화

전략이필요하다. 예컨대취업부모의근로여건에따라선택사용이가능하도록영아보

육, 연장보육, 야간보육, 주말보육등보육서비스의제공이다양하고유연하게운영될

필요가있다. 나아가서취업부모의근로시간및고용형태에맞춘맞춤형보육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나아가서 취업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육시설 입소

시 우선이용권을 지원한다거나,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를지원및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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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정책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정책은법적기반을더욱확고히하게되었다. 개정된법령의주요내용은

육아휴직사용기간을아동연령이 3세가될때까지의기간중 1년을사용하도록하여

휴직사용의시기를선택가능하게하였으며(휴직사용시기선택), 육아휴직제도를보다

활성화하기위하여 1년의기간을 1회분할사용이가능하게하였다(분할사용). 휴직급

여는 월 50만원 정액급여로 제공된다9).

우선 산전후휴가의 경우 총 90일이 제공되는데 우선지원대상 기업(건설업 300인,

제조업 500인, 기타 100인이하인사업장)에대해서는산전후휴가 90일에대한통상임

금(상한 135만원) 수준으로고용보험에서지급하고있다. 대기업에대해서는 90일 중

60일을초과하는기간(30일)에대하여통상임금을지원하고있다. 산전후휴가는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의무적으로제공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기업규모및 정규직

여부에 따라 사용률이 크게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7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38.8%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산전후휴가에 비해 이용률이 훨씬 저조하다. 산전후휴가 사용

자 중 육아휴직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21%, 2005년 26%, 2008년 42.6% 수준으로,

사용증가율이여전히낮지만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이수

치는고용보험에가입된여성근로자들중에서산전후휴가를사용한근로자들을기준

으로한육아휴직사용비율이기때문에, 실제로육아휴직을필요로하는전체여성근

로자중의 사용비율은 더욱 저조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여성들의 고용보험 가입율

39.2%(‘07년 8월기준)를고려한다면거대한비정규직여성근로자들은여전히제도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다.

8) 현재는 소득세 산정시 6세 이하 자녀1인당 연 100만원의 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9) 육아휴직급여는 2006년월통상임금의 26.7%이며(노동부, 2008), 휴가기간의소득대체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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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2003∼2008)

(단위 : 명)

년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비율(%)인원(명)

지급액
(백만원)

인원(명)
지급액
(백만원)

1인당
월지급액
(만원)

2003 32,133 33,522 6,816 10,576 30 21.2

2004 38,541 41,610 9,303 20,803 40 24.1

2005 41,104 46,041 10,700 28,242 40 26.0

2006 48,972 90,886 13,670 34,521 50 27.9

2007 58,368 132,412 21,185 60,989 50 36.3

2008 68,526 166,631 29,145 98,431 50 42.6

자료: 노동부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공동사용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는

유인이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는남녀모두가일과가족생활에공동으로참여하는것

을장려하는제도가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육아휴직제도는남녀가모두 1년씩, 부

부가 2년의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으며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신설하였으나, 실제

사용에있어서는여러가지현실적인장애들이존재한다. 향후우리의과제는이들제

도들을실제로활용할수있는사회문화적변화와인식개선, 그리고제도의실행을위

한 정책의 추진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노동시간정책

우리나라의장시간노동은남녀근로자의노동생산성저하, 건강악화, 그리고삶의

질을떨어뜨리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가족내의자녀양육에대한남성의참

여를저해하는주요요인중의하나이다. 우리나라가족내남녀의양육시간을조사한

2005년「전국가족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여성에비해남성의자녀양육시간은극

히미미하다.10) 2004년 근로기준법의개정으로법정근로시간은주 40시간으로단축

되었으나실제노동시간은연간 2,400시간대로여전히 OECD 국가중최장노동시간

을기록하고있다. 따라서실질적인근로시간을감축시킬수있는정책이실시되어야

10) 0~2세 아동이있는 가정에서는 여성의 양육시간은 88%, 남성 14.6%, 3~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도 여성

82.4%, 남성 10%, 6~13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여성 69.1%, 남성 6.7%의 비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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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주요선진국은정규직신분을유지하면서학습, 육아, 정년준비등을위해서근로시

간을단축해서근무하는양질의시간제고용형태가확산되어있다. 우리나라도 남녀

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출산․육아기여성들의일과가

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였다.1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전일제육아휴직대신사용할수있는선택방안으로도입

되어육아휴직사용을보다용이하게사용하도록하는것이며, 육아기근로자가근로

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노동시간정책에서는근로자의필요에따라출퇴근시간및근무시간을조정할

수있는유연성을확대시켜나가야할것이다. 예컨대탄력적근무제, 재량근무제등을

도입하여근로자들의일과가족생활의양립을지원하는것이다.12) 동시에근로장소에

있어서의유연성도입(재택근무등)도필요하다. 이러한근로시간, 근로장소에있어서

의유연성도입은근로자의양립을지원할수있는중요한조치가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서이러한제도의도입과활성화만이아니라보다근본적으로는장시간노동

문화를 개선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정시퇴근제도를 실시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 기업의 일가족 양립지원 프로그램

우리나라는정부가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설치등을제도화하고

소수의기업들이이를수용하는수준으로일가족양립제도가조직문화화되지않은상

태이다. 갈린스키외(1991)와 프리드만과존슨(1996)13)이정의한일가족양립발전단

계를보면, 일가족조화문제를여성의문제로규정하는도입단계, 최고경영진이적극

적으로지지하는확산단계, 기업문화를전면으로개혁하는정착단계, 기업경영전반과

11) 근로시간단축제도는생후 3년미만자녀를둔남녀근로자가영아가만 3세가되기전 1년이내에근로시간

을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2) 2003년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도입한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 ‘일정단위기간내에소정근로시간을평균하

여주간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단위기간내의특정일또는특정주의소정근로시간

이 1일또는 1주의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더라도그초과부분을연장근로로취급하지않고그에대한가산수

당을지급하지않는제도’임. 제도개선방안으로주요선진국과같이 1년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로개선하

는 방안이 있음.

13) Galinsky, Friedman & Herandez(1991), Friedman & Johnso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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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도없음 시행저조 잘시행됨

휴가휴직제도

산전후휴가 5(5.4) 15(16.3) 72(78.2)

아버지출산휴가 35(42.2) 23(27.7) 25(30.1)

육아휴직 16(17.6) 27(29.7) 58(52.8)

태아검진휴가 60(72.3) 5(6.0) 18(21.7)

유사산휴가 26(29.5) 16(18.2) 46(52.3)

가족간호휴가 57(67.9) 6(7.1) 21(25.0)

연계되는심화단계로나눌수있다. 이에따르면, 정착및심화단계인미국이나유럽

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14)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 프로그램은 세부 프로그램마다 그

단계가다른것을알수있는데, ‘휴가및휴직제도’의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은

정착단계에진입하였고아버지출산휴가는이미확산단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근

로시간의탄력적운영제도’는대부분의경우탄력근무관련제도를미도입하는등시

행수준이 저조하였고 자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일부제도는 도입단계에 불과하였

다. 그리고 ‘보육및돌봄지원제도’의 경우직장보육시설치, 보육․육아정보안내및

상담, 산모휴게실및수유편의시설설치, 수유시간부여등은확산단계에있으나나머

지 제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지원등법적제도화를한경우등은인지

도가높고시행률도높은것을알수있다. 시행도가낮은탄력근무제는기업만이아니

라 IT기반, 조직문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일가족양립프로그램을제대로시행되지못하는장애요인을확인한결

과 ‘더중요한경영이슈들산재’를가장큰요인으로꼽았으며 ‘제도의효과성부족’, ‘제

도도입에 따른 비용지출’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기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90.7%), 우수인력 확보(95.2%)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국내기업의 일가족 양립제도의 현황

(단위: 개소, %)

14) 유계숙(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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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내기업의 일가족 양립제도의 현황(계속)

(단위: 개소, %)

구 분 제도없음 시행저조 잘시행됨

탄력근무제

원격 및 재택근무 65(75.6) 10(11.6) 11(12.8)

시차출퇴근제 68(80.0) 3(3.5) 14(16.5)

집중근로시간 39(95.2) 1(2.4) 1(2.4)

직무공유 24(58.5) 1(2.4) 16(39.0)

V(voluntary reduced
work)-시간 34(91.9) 0(0.0) 3(8.1)

자율근무 37(92.5) 1(2.5) 2(5.0)

자녀육아기근로시간단축 71(82.5) 6(7.0) 9(10.5)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61(70.9) 5(5.8) 20(23.3)

보육 육아정보
안내 및 상담

25(62.5) 4(10.0) 11(27.5)

질병 야근 출장시
특별보육지원

32(82.1) 3(7.7) 4(10.3)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 및 지원

40(95.2) 2(4.8) 0(0.0)

탁노 서비스 37(94.9) 1(2.6) 1(2.6)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

47(52.8) 17(19.1) 25(28.1)

수유시간 부여 51(60.0) 15(17.6) 19(22.3)

또한 대한상공회의소(2006)가 서울소재 전 업종 592개사를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

제도도입및실천과관련하여기업들의지원희망분야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프로

그램도입관련경비지원’이 46.0%로가장많았고, ‘근로시간유연화를위한법제개선’

이 16.4%, ‘금융·조세상 인센티브 제공’이 16.2%, ‘도입 및 실천관련 노하우 제공 등

상담지도’가 9.2%, ‘가족친화기업인증및우수사례홍보’가 6.2%, ‘보육시설및방과후

시설의 확충’이 6.0% 등의 순서를 보였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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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자 수

프로그램
도입관련
경비
지원

금융/조
세상
인센티브
제공

도입및
실천
노하우
제공및
상담지도

가족친화
기업
인증 및
우수사례
홍보

보육시
설/방과
후
시설의
확충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법제개선

계

전 체 (500) 46.0 16.2 9.2 6.2 6.0 16.4 100.0

▣ 업 종

제 조 업 (192) 45.8 15.6 10.9 6.3 7.3 14.1 100.0

건 설 업 (61) 41.0 18.0 14.7 6.6 6.6 13.1 100.0

도소매업 (79) 58.2 11.4 8.9 3.8 2.5 15.2 100.0

숙박음식업 (25) 32.0 24.0 .0 4.0 4.0 36.0 100.0

운 수 업 (32) 37.5 34.4 3.1 6.3 15.6 3.1 100.0

금융보험업 (51) 43.2 15.7 9.8 7.8 5.9 17.6 100.0

기타/서비스 (60) 48.3 10.0 50 8.3 1.7 26.7 100.0

▣ 규 모

중소기업 (368) 49.2 17.1 10.6 4.9 5.2 13.0 100.0

대 기 업 (132) 37.1 13.6 5.3 9.8 8.3 25.9 100.0

[표 11]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과제

(단위: 명,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6), 가족친화경영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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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가족 양립정책의 기대효과

일가족양립정책은근로자의일가족양립을지원하는정책으로그효과는여성과

남성근로자모두에게, 노동시장과가족영역에서동시에나타날수있도록해야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은국가, 기업, 개인에게도움이되는상생전략으로경제주체모두가

관심을가지고 참여해야하는과제이다.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상황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은국가차원에서여성고용및출산율제고효과를가지며, 기업차원에

서는우수한인력을확보하여기업의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고, 개인차원에서는여

성근로자의장기재직을통한지속적경력발전과출산․양육․노인부양․가사등여

성이전통적으로담당해온책임을남녀근로자와함께나누고지원함으로써지속가능

한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

1) 국가차원의 효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OECD(2007)에의하면일가족양립정책의목표는아동이있는가족의복지를강화

하고, 일과가족영역에서보다나은성과를내며, 양육과고용의장애요인을없애는

것이다. OECD 국가들에서실행하는이러한정책들의구체적인성과또는정책목표

를여성고용, 아동 발달, 젠더형평성, 출산율등으로제시하고있다. 아울러, 독일의

한연구기관(Prognos AG)에의하면민간및공공기업의 1/3이 2015년까지일가족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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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프로그램을운영하면신생아 1백만명출산증가, 일자리 22만개창출, 그리고시간

당 생산성이 2.3배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에의하면일과가족의양립은출산율뿐만

아니라여성고용률도제고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으로인해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모두낮은상황이다. 반면에미국,

영국, 스웨덴등일가족양립등가족친화적환경이조성된국가에서는출산율과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림 4]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OECD)

■ 일가족 양립정책의 여성고용효과

여성고용증가는일가족양립정책의주요한목표이자성과라고볼수있다. 여러

OECD 국가에서여성고용특히자녀가있는여성의고용증가는경제성장, 연금급

여, 사회보호체계확립을위해서도국가의중요한정책목표가된다. EU에서도 여성

고용증가는중요한정책목표이며, 2010년까지여성고용율 60%이상을목표로하고

있다(OECD, 2007: 14). 일가족 양립정책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의 고용 증가를

위한 정책이지만, 출산․양육․부양 등가족의 돌봄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일가족양립지원의결과여성고용의증가효과가나타난다([표 12] 참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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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이러한 여성인력 활용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표 12] 일가족 양립정책과 여성고용 효과

선행연구 일가족 양립정책 내용 여성고용 효과

Meyers et
al.(1999)

육아휴직 대상, 기간, 급여, 보육비세

제지원, 공공보육시설접근성과이용

률 등 지수화

지수점수가높을수록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 증가

Jaumatt(2003)

조세정책(2차소득자에 대한 상대소

득세율),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

간, 파트타임비율(근로시간유연제도

의 대리변수)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

간, 조세정책, 파트타임비율

높을수록여성노동시장참여

율 증가

Ruhm(1998) 유급육아휴직정책
유급육아휴직기간이 여성 고

용 가능성을 증가

Gustafsson &
Stafford(1992)

아동보육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보육시설

보육비지원과양질의보육시

설 여성 고용에 긍정적

Gustafsson
(1995)

조세제도, 보육비 지원
개별과세, 보육비 지원 여성

고용에 긍정적

Gelbach(2002),Che
valier &

Viitanen(2002)
보육정책

보육정책발달이여성고용에

긍정적

■ 일가족 양립정책의 저출산 극복 효과

출산율은한국, 일본등에서주요한일가족양립정책의목표가되고있다. 주요연

구결과에서도일가족양립정책과출산율사이에는정(+)의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

었다([표 13] 참조). 한국, 일본등저출산국가들은출산율이인구대체율을밑도는수

준으로하락하여출산율저하에대한국가적우려가높아짐에따라일가족양립정책

의목표를출산율회복으로삼고있다. 특히출산․양육의부담을주로담당하고있었

던여성들의고용이증가함에따라출산․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의부족이출산율

저하의원인이라고진단하고일가족양립정책을통해낮아진출산율이회복되기를의

도한다는점에서는출산율이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라고볼수있다. 이러한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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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일가족 양립정책 내용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Castles(2003)

출산휴가기간, 급여, 육아

휴직기간, 보육시설등록

률, 파트타임고용비율

보육시설 등록률, 파트타임 고용비율

높을수록 출산율 증가

Hoem(1993)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소득대체율높을수록 출

산에 긍정적 효과

Buttner &
Lutz(1990)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 급여, 육아휴직 도입이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

Rønsen(1999) 부모휴가
부모휴가기간연장이 출산율에긍정적

효과

Adserὰ (2004)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 기간이출산율에긍정적

효과

d’Addio &
Ecole(2005)

현금급여,육아휴직급여,육

아휴직기간, 파트타임비중

현금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파트타임 비중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

정적 효과

Mason &
Kuhlthau(1992)

보육비용, 보육시설 접근

가능성

보육비용, 보육시설 접근 가능성이 출

산율에 긍정적 영향

Walker(1995),
Kravdal(1996),
Del Boca(2002),
Oláh(2003)

공공보육시설. 지역보육

시설

공공보육시설, 지역보육시설확대가출

산율에 긍정적 영향

제고는미래세대의건전한육성을통한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가장효과적인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표 13] 일가족 양립정책과 출산율 효과

■ 일가족 양립정책의 젠더 형평성 효과

젠더 형평성(gender equity)은 일가족 양립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볼

수있다. 자녀가있는여성은일가족양립이어려워자녀양육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

나오거나노동시간을줄이기때문에임금의성별격차가더욱커지고, 여성의경우높

은지위까지올라갈수없는경우가많으며, 직종의성별분리현상이나타난다. 반면

자녀가있는남성의경우여성과달리가족과함께보내는시간이매우짧고여성과

돌봄의부담을공유하지않는경우가많아일가족양립정책은여성의고용지원을넘

어 남성의 돌봄 부담 공유를 통한 젠더 형평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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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양립정책의 아동발달 효과

아동발달은대부분의국가정책목표에서그중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다. 아동기

빈곤경험은아동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여러국가에서아동빈곤

퇴치를정책의주요한목표로제시한다. 그런데아동빈곤퇴치에대한해법은국가마

다 상이하게나타난다.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이증가하여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고용을 통한 가구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일

경우여성가구주의고용이아동빈곤감소를위한중요한소득원이될수있다. 또한

일가족 양립정책인 보육서비스나 일하는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 급여 또는 세제혜택

또한아동발달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이된다(OECD, 2007). 일가족양립정책은여

성고용을증가시킴으로써아동발달에간접적영향을미칠수있고, 보육서비스나일하

는 부모에 대한 (조세)급여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발달

부문 역시 일가족 양립정책의 직간접적 효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 기업 및 근로자차원의 효과

■ 기업의 경쟁력 강화효과

미국이나유럽의선진기업들은우리보다훨씬앞서 1970년대부터근로자의일가족

조화를지원하는제도및프로그램을기업경쟁력차원에서실시해왔다. 미국의경우

탄력근무제의도입비율은 1996년 31%에서 2003년 71%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처

럼 선진기업이 일가족 양립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향상시키고우수인재를보다많이확보및유지할수있으며기업이미지와생

산성을제고하고이직및스트레스와사고예방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 독일의헤르

티에재단에의하면일가족양립제도를운영하는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보다생산

성이 30%이상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기업들도기업의중장기

적경영의핵심이슈로일가족양립제도가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하고, 특히기업은

일가족양립지원을단기적인비용측면에서가아니라중장기적인기업의경쟁력강

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Session 2-84

[표 14] 일가족 양립정책과 기업경쟁력 효과

선행연구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Pierce & Newstrom(1982), Rothausen(1994), Yeandle,
Crompton, Wigfiled & Dennett(2002), Bond, Hyman,
& Summers & Wise(2002), Wise & Bond(2003)

우수인력 채용 및 확보

Heiland & Macpherson(2004),
김태홍․고인아(2001)

생산성 증가

Dalton & Mesch(1990), Pierce & Newstrom(1983),
Kopelman & Rogers(1992), Grover &

Crooker(1995)
결근율, 이직율 감소

Wise & Bond(2003),
Bevan, Dench, Tamkin & Cummings(1999)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일가족양립정책은우수한인력의확보및유지, 기업 이미지제고를통해서기업

성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선행연구들에서입증되었다. 지식정보화시대

에 창의성이 높은 여성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매출증가 및 이익증대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일가족양립프로그램등과같은사내정책이나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

는기업은근로자의결근율, 이직률을낮춰이로인한채용및훈련비용발생을방지시

킴으로써생산성을향상시킨다는효과가있다. 아울러국내연구에서도모성보호제도

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조치가

잘 된 기업일수록 시장내 경쟁력이 높았다.

일가족양립제도를실시하는기업들은이들정책과프로그램들이개별종업원들뿐

아니라조직전체에도긍정적인결과를가져다줄것으로기대한다. 일가족양립제도의

시행이기업에게적지않은비용부담을부가하지만기업은이러한투자를통해내부고

객인근로자의만족도를증가시키고소비자, 시민단체등외부고객의기업에대한인식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신규인력에게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 근로자 경력개발 및 삶의 질 제고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표 15] 참조), 일가족 양립정책은 근로자에게 직무만족,

직무몰입, 삶의만족, 스트레스, 그리고경력개발등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가족 양립제도는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지원적 근로환경

을제공함으로써근로자의결근이나이직과같은부정적행동을감소시켜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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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개인근로자에게 미치는 효과

Youngblood & Chambers-Cook(1984),

Cummings(2001), Fisher(200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Barnett & Hyde(2001), Maks &

MacDemid(1996), Frone, Russell &

Cooper(1992), Rodgers(1992)

우울및불안과같은부정적정서의감소,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Saltzsteinm, Ting & Saltzstein(2001),

Kameman & Kahn(1992)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Darden, Hampton & Howll(1989), Burke(1989),

강혜련․임희정(2001)
근로자의 경력개발

Marquart(1988), Ranson, Aschbaher &

Burud(1989), IRS(2000), Rodgers(1992)
근로자의 사기증가

Dex & Smith(2002), Grover & Crooker(1995),

Scandura & Lankau(1997)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의장기재직을가능하게한다. 또한일가족양립제도의활용으로근로자들은스트레스

가 감소되고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일과 가족의양립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조직내여성근로자들은경력몰입이높

아져남성들과대등한승진이가능하도록기여할수있다15). 예를들어탄력근무제는

종업원의사기진작과능력개발에긍정적인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16). 여성이

일하기좋은근무제도, 일가족양립을위한환경조성등으로출산및육아로인한경

력단절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표 15] 일가족 양립정책과 개인근로자 효과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과 가족 양립제도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근로자보다삶의만족수준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17). 그리고덱스와스미스

(2002)18)의연구에서도일가족양립제도시행으로인해근로자들이과거보다더행복

감을많이느끼고있다는결과를보여주었다. 특히부양가족을위한프로그램(탁아제

도, 탁노제도, 간병인 알선 등)의 시행이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를

가져와 삶의 질을 높였다.

15) Osterman, 1995; 강혜련․임희정, 2001.

16) Rodger, 1992; Lobel, Googins & Bankert, 1999.

17) Youngblood & Chambers-Cook(1984), Cummings(2001), Fisher(2001).

18) Dex & Smith(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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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가족 양립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

■ 일가족 정책의 추진방향

우리나라기업과정부는일가족양립정책이라고명시화하지는않았으나, 지금까지

포괄적인의미의일가족양립제도와정책을지속적으로도입, 추진하여왔다. 물론이

와같은정책들의대부분이여성의가족책임을경감시키는데목표를두고있다는측

면에서가족친화적인(family friendly) 제도혹은정책이라고할수있다. 지금까지살

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인구, 가족, 사회, 경제적구조와근로자의식변화를보면,

일가족 양립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인프라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경기위기 상황에서 거시적으로 노동시장을 일가족 양립구조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주도적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아젠다

(Agenda)로인식하고공동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주요선진국도일가족양립과관

련된캠페인과제도도입을정부와노사가함께한경우가많다. 우리나라도정부, 기

업, 근로자그리고관련전문가집단이일가족양립과관련된정책과제도가우리사회

에 도입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일가족양립제도는개별적으로상당히다른제도들을포괄하고있어, 이들

정책에대한개별근로자의요구나만족도가다를수있고제도도입으로혜택을보는

집단과그렇지않는집단이존재할수있다. 따라서제도도입및확산을위해서는미

시적으로제도에대한요구도조사와함께다양한집단의참여, 제도도입에대한정당

성을설명하는과정들을거쳐야할것이다. 또한제도도입준비과정에서기업및사회

문화를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일가족 양립정책의 추진과제

일가족양립정책은다양한정책과제를포괄하고있다. 이에따라일가족양립정책

은도입및실행목적에따라서국가별로세부정책과제에서차이가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경제위기를극복과함께일가족양립을촉진하기위해서먼저장시간근로관행과

고용형태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으로단축

시켰으나, 여전히실근로시간은장시간이다. 이에따라일자리나누기를확산시켜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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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1인당실근로시간을낮추면서일자리를늘리는정책과근로시간제도를유연화하

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나누기와 여성고용촉진 효과를 가져오는 단시간고용형태 확

산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네덜란드와같은주요선진국도 1980년고실업을극복

하기위해서 1980년 고실업상황에서임금억제, 노동시간단축, 노동시장유연성등에

대한노사협약과함께이후일련의시간제관련법, 제도도입하여, 일자리증가와함께

시간제약을받는여성고용을촉진시켰다. 우리나라도시간제가적합한업종이나직종

모델개발, 시간제일자리모범사례발굴․보급하고, 시간제고용형태를희망하는기

업을대상으로시간제적합직무및관리방식등에대한컨설팅지원을강화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

시간제근로자에대한조세격차를완화하기위해사회보험료부담완화및세제지원,

시간제근로자에대한근로조건보호강화와차별을해소하는정책을추진해야할것

이다.

두 번째우리나라의여성인력활용의최대걸림돌중의하나인출산․육아기여성

의 경력단절현상(M-curve 현상)을구조적으로개선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형 휴일

및 휴가제도를 도입․정착시켜야할것이다. 즉, 정규직중심으로정착되어가고있

는 산전후휴가제도를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등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19)

산전후휴가중에서육아휴직자비율이매년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주요선진국

에비해서육아휴직활용률이낮으므로, 유아휴직급여의개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활용률과남성의육아휴직참여율제고등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

것이필요하다. 또한정부부문에서운영하고있는부모, 배우자, 자녀등의질병․사고

등으로직장생활이곤란한경우일정기간휴직을부여하는가족간호휴직제도를민간

기업에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보육서비스를일가족양립이가능한방향으로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

위해서국공립보육시설을중심으로포괄적서비스즉, 보육과함께급식, 방과후보호서비

스,숙제․독서지도․일기지도등학습지도프로그램, 위생지도등생활지도프로그램, 정

19) 계약직또는파견직근로자가임신기간중에고용계약이완료되는경우에기업주가계약을갱신하거나정규

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당 기업에게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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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프로그램,영화관람등문화활동프로그램등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도록기능을

강화해야한다. 또한일하는근로자를위해인건비지원방식으로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

를제공하는시설규모확충,농어촌지역등에는농번기와같이특정기간동안기준보육

시간외의추가보육등을제공하는등보육서비스사각지대를없애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 입소우선순위결정을위한기준을정교하게만들어서, 취업모의자녀등보

육이필요한아동에게우선권이보장되도록해야한다. 그리고취업부모의근로여건에

따라 선택사용이 가능하도록영아보육, 연장보육, 야간보육, 주말보육등보육서비스

의제공이다양하고유연하게운영될필요가있다. 나아가서취업부모의근로시간및

고용형태에맞춘맞춤형보육서비스를특화하여제공하는방법도있다. 즉, 평균이용

시간을반영하여 6시간이하의반일제와 12시간종일제아동으로구분하고, 종일제는

장시간보육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한해지원한다는원칙을적용해야한다. 그리고

20인이하소규모직장보육시설설립을유도하고운영을원활히하기위해서, 20인이

상에만주어지는시설장임금과취사부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아이돌보미사업

의 경우 위탁 대상, 서비스 유형 등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일가족 양립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의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

이 이들을 채용하면 지원하는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대기업의

e-Learning 프로그램을활용하여출산 관련 휴가 중에있는협력업체 여성 근로자

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효과가 아직 미미하기 때

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장기간비경제활동인구로있던주부들이노동시장에재진입하기쉽도록금년

부터 지정된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통합적인 집단상담, 기업인턴, 취업알선 업무가

활성화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지역노동시장에대한여성인력에대한구인

수요,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 및 훈련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구인수요와 교육훈련수요에 기초한 지역 맞춤식 교육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여공급한다. 또한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을위해서지역단위별지방자치단체, 산

업체, 지역고용지원기관, 여성및사회단체로구성된여성취업지원협력망등과같은

취업지원인프라를 구축,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사회 및 기업의 여건을 조성하는것이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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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직까지우리사회에일가족양립제도및정책에대한이해가낮다. 기업을대상으

로한일가족양립과관련된컨설팅, 여성친화지표개발및친화수준에대한측정․공표

등을통해서일가족양립이가능한여성친화기업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

이러한정책에대한인식개선과이해를제고시키기위해서기업및경제단체,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일반 국민에 대한 일가족 양립 캠페인, 홍보 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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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능력개발 저조의 원인

1)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부족

2)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일자리 확충과 직업능력개발의 연계 부족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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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으나 고용역량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직업능력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

1) 경제위기와 고용지표 악화

◦ ʼ09년 경제성장률은 KDI가 0.7%(상반기 -2.6%, 하반기 3.8%), 민간경제연구소
및 IMF가 -2%～-4% 사이를 전망하는 등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할 전망

※ ʼ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ʼ80년 이후 기준으로) ʼ80년
-1.5%, ʼ98년 -6.9%에 이어 3번째로 마이너스 성장년도로 기록

[ 그림1 ] 경제성장률과 고용환경 전망

(단위: 천명, %)

주: 취업자 증가인원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의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ʼ08년 4/4분기이
후급격히하락하였고, ʼ09년 1,2월에는 50%내외로하락. 제조업등전산업에서
지난 5년 동기 대비 하락폭이 심화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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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 2007년 2월 → 2008년 2월 → 2008년 9월 → 2009년 2월

※ BSI지수 : 82% 82% 82% 73% 52%

- 제조업가동률은전년동기대비기준으로 ʼ08년3/4분기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4/4분기-30.7%기록(‘09년1,2월평균-43.3%), 재고율은같은기간빠른누적세로

4/4분기 11.4%증가기록(’09년 1,2월평균 14.9%) 등 경기침체의본격화양상

◦ 본격적인 경기침체는 고용사정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과 고용간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Elasticity of Employment)

이 급속하게 하락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생성 규모는 더욱 낮아질 전망

※ 고용탄력성(고용탄성치)은 총고용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때, 고용이몇% 증가하는가를수치로나타내며일반

적으로 그 수치가 1을 넘을 때는 탄력적,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라 함.

[ 표1 ]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천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경제 성장률 4.7 4.2 5.1 5.0 2.5 0.7～-4.0

취 업 자 수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94

(증 가 율) (1.9) (1.3) (1.3) (1.2) (0.6) (0.1)

(증가인원) (418) (299) (295) (282) (144) (17)

고용 탄력성 0.402 0.316 0.253 0.244 0.240 -

주: 1) 2008년 경제성장률은 잠정치, p는 전망치, 2008년도 취업자수는 ‘구직기간 1주 기준’

2)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

3) 2009년취업자수전망은KLI(자료: 월간노동리뷰2009년1월호)에서인용. 경제성장률2%가정하에전망. 따라서

경제성장률전망치가하락할수록취업자수는감소할것이며, 경우에따라서는증가인원이마이너스에이를것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고용사정이악화됨에따라퇴출위기에처한근로자의실업으로의전락이증가

하였고, 특히 금년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의 전반적 급증 예상

※ 2009년도 실업률 전망(전망시점 2009년 1월) : KDI(3.7%), KLI(3.7%)

-생계형서비스업에서퇴출된실업자가증가하였고, 특히1～4인미만의영세생계

형서비스업에서의실업자가크게증가

- 기업의구조조정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실업자도 '08년 12월이후빠른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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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전직 유형별 실업자 변화

(단위: 천명)

연, 월

실업 유형

2007～2008 2008～2009 증가인원

11 12 1 11 12 1 11 12 1

전체실업자 733 736 775 750 787 848 17.0 51.0 73.0

영세 자영업 38 40 37 42 35 34 4.0 -5.1 -3.2

생계형서비스업 204 200 196 201 224 225 -3.3 10.6 28.8

(영세생계형서비스업) 92 101 100 111 110 115 18.3 8.8 15.0

구조조정으로인한전직실업자 29 31 30 36 55 67 7.3 23.4 36.6

주: 1) 증가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위기에따른경영악화, 생산량의급격한감소등에대응하여감원을피

하고고용유지를활용하는기업이증가하고있으나, 경제위기가지속이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접수 현황 : 439건(ʼ08.10) → 1,663건(11월) → 6,968건(12월)
(노동부, 2009년 1월)

◦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청년층 고용동향도 악화되고 있음

- ʼ09년경제성장률이예상보다더욱낮아지고실물위기가고용위기로빠르게
확산될경우실업자가더욱증가할전망이며, 특히공식실업률에포착되지않

는 잠재실업자의 급증도 동반 예상

※ ʼ08년 12월잠재실업자(그냥쉬었음․구직단념자․불완전취업자)는전년동월대
비 40.2만 명 증가

-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및 고용률(취업자/전체인구)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음.

※청년층고용률은 ‘04년 말 이후지속하락하여 ’09. 1월 40.5%(전년대비 -2.3%p),

취업자는 ‘09.1월 3,977천명(전년대비 -240천명), ’08.12월이후 2개월째 4백만명

을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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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의 월별 추이(10월～1월)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배출 규모는 한해 57만 명(전문대졸 207,741명, 대졸

282,670명, 석사 72,924명, 박사 9,369명) 규모이나 ʼ08년 기준 순일자리 창출
(net job construction) 규모는 14만 명 내외 기록

2) 근로자의 저조한 직업능력개발 수준

◦ ʼ08년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발표한국가경쟁력중우리나라의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수준은 55개국 중 43위를 차지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은 매우 낮은

수준

[ 표 3 ] IMD 영역별 경쟁력 순위

영역

국가

근로자 직업능력

(Skilled Labor)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교육의

경제기여도

교육시스템의

경제기여도

한 국 43 4 53 39

대 만 1 6 22 19

일 본 6 2 40 27

싱가포르 8 3 1 1

홍 콩 12 12 15 16

중 국 40 33 37 31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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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노동생산성과 저조한 직업교육훈련 참여율

-우리나라근로자 1인당노동생산성은 ʼ07년기준으로 OECD 30개국가중 23
위로 하위 수준(미국의 57.3%, 일본의 77.1% 수준)(한국생산성본부, 2009년)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임금근로자의직업훈련참여율 26.8%이며평균교육

훈련시간은 38시간임. 정규직(30.4%) 대비비정규직의훈련참여율은매우저

조(19.8%)한 수준임(통계청, 2008년 8월). 100인 미만 중소기업근로자, 비정

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 제고가 절실함

※ EU 주요국가에서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율(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CVT)(25개국)은 평균 34%임. 스웨덴 46%, 프랑스 46%, 덴마크 35%, 독일 30%,

네덜란드 34%, 스페인 33%, 이태리 29%(Eurostat, 2005년 기준)

[ 표 4 ] 기업규모별 근로자 직업교육훈련 참여

(단위: %, 시간)

구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율 26.8 30.4 19.8

직업훈련 시간 38 39 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8.8)

2.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능력개발 저조의 원인

고용비중이높은중소기업의직업능력개발참여기회가부족하고, 녹색뉴딜과

같은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기반인력 확보전략과 직업능력개발의 연계 미흡

1)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부족

◦중소기업은전체기업수의대부분을차지할뿐만아니라, 전체경제에서차지하

는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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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진국의경우, 중소기업(여기에서는종업원수 250명미만)의제조업내

고용비중은대개 50～60%수준이나우리나라는 80%를상회하고있어그비

중이 높음.

-중소기업의고용창출과관련하여중요한것중하나는신규창업(특히기술창

업)임. 기업의진입과퇴출이되풀이되는 ‘창조적파괴’의 과정에서경제전반

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산출량과 고용이 모두 증가

◦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참여 제약과 저숙련의 악순환 고리 형성

-업무공백, 훈련비용부담등의참여제약이외에도다수중소기업에서의낮은

교육훈련 유인

[ 그림 3 ]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훈련 미실시 사유

(단위: %)

주: 중복응답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2007.9)

- “중소기업취업→낮은교육훈련→직업능력저하→경쟁력저하”로 ‘저숙련

균형 함정’(low skill equilibrium trap)의 악순환 고착. 중소기업은 종업원의

숙련향상을위한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갖지못할뿐만아니라한계지불

능력으로 국제경쟁력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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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게 취약한 직업능력개발 재정 배분 구조

-정부의직업능력개발총재정중대부분(80%)이 고용보험기금으로구성되어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사업의경우근로자직접지원보다사업주를통한훈련

지원이 주를 이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훈련 실시

※고용형태별연간훈련참여율과훈련시간은상용직 38.7% 15.9시간, 임시직 14.6%

5.5시간, 일용직 3.4% 0.9시간(통계청, 2008년 8월)

- 중소기업의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률도매우낮아비정규직근로자의직업

능력향상기회가절대적으로부족함. 300인 미만사업체비정규직의가입률

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며(정규직 81.6%),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0.7%에 불과(정규직 74.6%)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핵심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전체

피보험자의 16.6%(1502천명)가근무하는대규모사업장에지원금의 54.4%가

쓰이고 있음.

- 근로자(피보험자) 수 대비훈련지원금활용률로보면, 소규모사업장의활용

률이 8.0%로매우낮음. 직업능력개발사업비의배분에있어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

[ 표 5 ] 사업장 규모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현황

(단위: 억원, %, 천명)

구분 계
50인

미만

5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지원 금액

(구성)

3,409

(100.0)

500

(14.7)

592

(17.4)

20

(5.8)

267

(7.8)

1,854

(54.4)

전체 피보험자

수
9,063 4,545 2,098 408 510 1,502

훈련지원금

활용률1)
36.4 8.0 32.2 48.2 53.2 123.5

주: 1) 피보험자 수 대비 훈련지원금 지원 건수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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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기관의 질적 수준 미흡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대기업 훈련기관 참여가 저조

- 직업능력개발관련재정집행을정부가관장하면서낮은훈련단가의저급훈

련위주교육훈련제공. 다수를점하고있는지정훈련시설․훈련법인은전통

적인기능직종, 영세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정부훈련비기준단가에맞춘중

저가훈련을 주로 제공

- 근로자가직접교육훈련을선택할수있는수강지원금제도는사설학원등에

집중되어 대학, 훈련법인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 역할 미흡

[ 표 6 ] 훈련공급기관 유형별 훈련실시 시간

(단위 : 천시간)

구분 사업주
자체

지정훈련
시설․훈
련법인

학원․
평생
교육시설

폴리텍대 대학 기타 합계

사업주훈련 2,583 561 1,157 131 69 525 5,026

수강지원금
․카드제 - 650 2,170 1 6 54 2,881

실업자훈련 - 2,370 224 22 15 53 2,684

우선선정
직종훈련

- 673 - - - - 673

계 2,583 4,256 3,551 154 90 631 11,265

주: ’07년 노동부 지원훈련 기준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차 직업능력전문가 포럼 자료(2008.5.29)

2)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일자리 확충과 직업능력개발의 연계 부족

◦정부의 녹색 New Deal 사업 은녹색직업능력개발과연계되지않아경제위기

해결 및 미래 기회 창출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연계 미흡

- 기존의 훈련시장의 대부분은 저숙련 기능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어서

녹색성장또는국가선진화에상응하는특화된인재개발훈련은시행되지못

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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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생계형서비스업종사자, 노숙인등이녹색직업능력개발에접근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재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참여

혜택이 주어지므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

이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으로써 빈곤화 방지 수단 강구 필요

※ 300인미만사업체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은 50%(정규직은 81.6%)도미치지

못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7%(정규직은 74.6%)에 불과

- 노숙인등의취약계층이고용에필요한능력개발을위하여스스로교육훈련

에 투자할 여력 부재

◦경기침체에대비한구조적인문제의해결과동시에미래기회창출을통한선진

국 도약의 준비가 시급하나 실용적 전략은 미흡

-경기가회복될때선진국으로도약할생산역량을확보할수있는전략이요구

되나 이에 대한 조기 대응 부재

※ IMF 경제위기 당시의 실업대책의 교훈

- 당시의실업대책직업훈련예산집행실적은 ʼ97년 고용보험능력개발사업예
산약 566억원에비하여 ʼ98년 3,486억원, ʼ99년 4,561억원으로급격하게증가
- 실업대책의전반적인성과도대량실업의사회불안을안정화시키는데기여하

였으나 인적자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역할은 미미

- 최근 시범 시행된 평생학습계좌제(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교육과학기

술부학습계좌제)를 경제위기에대응한국민통합차원의고용촉진과녹색직

업능력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실용성은 미미

- 녹색시장형성과녹색소비의촉진을통한녹색산업을육성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기술․기능인력 수급 전략 부재

- 기업의 고용유지가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와 연계될 수

있는 투자 유인 전략 부재

※덴마크는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을위해 ʼ96년 429개기업에서약 30,500명의
재직자가 교육훈련을 받고, 6,000명의 실업자를 대체 고용하였음. 독일이 ʼ01
년에 덴마크 모델을 채택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인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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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1) 녹색성장전략과 연계된 직업능력개발

■ 녹색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저탄소․녹색성장을주도할근로자의능력향상과관련분야에서일할취약계층

을 위한 녹색 일자리 직종 개발

- 고용안정전략과녹색성장전략을융합한녹색산업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

을 위한 직종 발굴

[ 표 7 ] 녹색투자와 녹색 일자리 사례(Green Investment and Jobs)

전략 대표적인 녹색 일자리

건물 개보수

(Building Retrofitting)

전기기사, 에어컨설치기사, 목수, 건설장비운전기사, 지붕

기술자, 단열설비기사, 산업트럭 운전기사, 건설감리사, 건

물안정관리관

대중교통수단

및 화물열차 확대

(Mass Transit/Freight Rail)

토목기사, 전기기사, 용접공, 철도레일설치기사, 버스운전

사, 기관사, 기차 차장, 배차원, 엔진 제작인력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Smart Grid)

소프트웨어개발자, 전기공학엔지니어, 전자기기조립인력

기술자, 기계숙련공, 건설노동자, 기기운영기술자, 전선설

치 인력

풍력발전

(Wind Power)

환경엔지니어, 건설장비 운전기사, 산업트럭 운전기사, 기

계숙련공, 생산관리자, 제강소직공, 목수, 기기관리자, 전

자기기 조립인력

태양광발전

(Solar Power)

전기기술자, 전기기사, 산업기계기술자, 용접공, 전기기기

조립인력, 건설장비 운영인력, 노동자, 건설관리인력

차세대 바이오 연료

(Advanced Biofuels)

화학엔지니어, 화학자, 화학기술자, 농부, 산업트럭 운전기

사, 농산물 중개상, 농산물 관리 검사 인력

자료: Pollin, Garrett-Peltier, Heintz, & Scharber.(2008). Green Recovery,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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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평생학습계좌제(학습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녹색직업능력개발지

원 체제로 전환

- ʼ08년도광주와대구지역에서시범실시되고 ʼ09년에전국적으로확산되는직
업능력개발계좌제를미래의성장동력창출을위한녹색직업능력개발지원

제도로 전환

- 평생학습계좌제를 녹색시장 형성 및 녹색 소비와 관련되는 학습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재구축

◦장기적으로정부의일반회계예산이투입되는직업능력개발기금을조성하여녹

색 직업 전망 및 녹색직업능력개발 기반 마련

■ 녹색직업능력개발과 연계한 기업의 고용유지에 대하여 지원

◦대량실업과사회불안에직면하여기업의근로자의녹색분야교육훈련을실시하

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교육훈련비용 지원

-기업과근로자의고통분담을통한국민통합을선도하는경우에지원폭을대

폭 확대

-기업의고용유지를위한성장동력분야교육훈련을위한대학과기업간공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국민통합차원에서노사대타협으로녹색직업능력개발을위한노사공동교육

훈련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능력개발 기금 지원

■ “녹색직업능력개발법” 제정

◦ 녹색직업능력개발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녹색직업능력개발

법” 제정

- 미래 녹색성장 인력의 양성과 국민통합이 가능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마련

- 녹색기술을 위한 新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능력개발프로그램 : 녹색산업능력개발기관선정, 녹색산업능력개발프로

그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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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그램 : 녹색산업분야미래숙련수요분석및제공, 녹색산업직종

정보와근로자훈련데이터분석및제공, 녹색산업직무능력표준과교과과

정 개발 등

※ 미국 Green Jobs Act of 2007

ㅇ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에너지 분야 근로자 훈련 프로그램

- 근로자, 실업자, 빈곤층, 퇴역군인을 대상

- 훈련프로그램과 이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연구프로그램으로 구성

- 연방정부가직접지원하는프로그램과연방정부지원하에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

2) 기업고용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을매개로하는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간협력체계구축

◦중소기업의훈련과고용을연계하는대기업-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확대

-중소기업의숙련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대기업이협약등을통해중소

기업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는경우해당대기업에인센티브제공

- 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유인을강화하기위한대기업-중소기업협력교육훈

련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중소기업협의체와 중소기업이 연계한 공동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중소기업협의체를중심으로중소기업이공동으로필요한훈련과정을

선정하고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요자 주도 훈련 사업 추진

- 산업계인사의전문분야별교강사 Pool 형성, 교육훈련교수학습센터설립을

통한 Teaching skill 향상 지원

◦중소기업컨소시엄과의연계를통한교육훈련기관과의전문화및대형화유도

-소규모전문훈련기관에중소기업컨소시엄공동브랜드도입및공동관리시

스템 구축 유도

-중소기업의직업교육훈련기관시설·장비지원시세액공제등기업투자활성화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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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훈련기관은 중소기업의산업별 훈련과정을 통한 취약계층훈련, 중소기

업 대상의 재직자 훈련에 주력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iz-Up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Biz-Up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인적자원관리에대한컨설팅과일관된지원체계로서가칭 Biz-Up

서비스 시스템 구축

※원스톱서비스를통해기업진단-구인지원-맞춤형인적자원관리정책설계-교육

훈련 지원 접수까지 일괄 처리

• 온라인 지원 : Biz-Up 사이트 개설 및 상담 전화 개설

•오프라인지원 : 지역별공공기업지원인프라및민간컨설팅기업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오프라인 지원 체계 구축

◦ 교육훈련과 중소기업 일자리를 연계하는 상담 강화

- 평생학습계좌제를통하여전국․지역단위의중소기업교육훈련과고용을연

계하는 특화된 상담체계 구축

-중소기업의업종별특성에맞는맞춤식직업능력-고용의연계상담체계구축

◦ 골드컨설턴트(Gold Consultant) 봉사단 운영

- 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성공한은퇴자의봉사단(경영봉사단, 기술봉사단,

교육봉사단) 3만 명 육성

※ 21,000개 중소기업중경영, 기술, 교육에대한컨설팅을원하는기업에대한 1인

1기업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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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Biz-Up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례

사례 내용

SCORE

(미국)

- 기업 임직원, 공무원, 대학교수 등각 분야에서성공한은퇴자들
이자원봉사차원에서창업및중소기업에전문적인경영컨설팅
제공(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 사무실 운영 등의 비용은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며, 미국 전역에
380개의 SCORE가 운영 중(컨설턴트는 약 11,400명)

Train to Gain
서비스

(영국)

- 기업에대한훈련수요컨설팅 서비스를거쳐해당기업에 가장
적합한 훈련 기관을 연결시켜 훈련을 공급하는 서비스

- 2006년 시작하여 10만개 이상 기업, 57만 여명이 참여

- 영국 전역에 16개 Skills Broker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Skills Broker는오프라인으로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
라온라인으로도기업의수요를진단하고맞춤형결과를제공하
는 시스템 운영

Skills Account

(영국)

-온라인을통해훈련상담을제공하는 ‘Learndirect’, 지역차원에서
오프라인을통해훈련상담과경력개발을지원하는 ‘Nextstep’, 실
업급여지급, 취업알선,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고용지원
센터인 ‘JobcenterPlus’의 연계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고급훈련의 훈련비 현실화

◦ 현행 정부 주도형 직업능력개발 재정 시스템의 혁신

- 현행고용보험기금에서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분리하여 ‘직업능력개발기금’

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근로자능력개발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

- ‘직업능력개발기금’은 기업의분담금과정부의일반예산으로조성(현재고용

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이 전액 부담)

◦ 양질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와 수혜 계층 확대

-고급훈련의경우일정한자부담및정부지원확대를전제로훈련비를시장가

격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중소기업의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근로자및비정규근로자에게도양질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확대

◦ 교육훈련비 직접 지원 방식 확대

-중소기업의재정부담을줄이고개인의자발적교육훈련참여를높이기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비중 확대



Session 2-107

※현행 6.1%인근로자수강지원금비중(ʼ07년)을장기적으로는주된지원방식이되도
록 확대

3) 고용취약계층의 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 고용취약계층에 특화된 학습-고용-복지 지원체제 구축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혜택을받지못하는생계형서비스업및영세자영업종

사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에접근하지못하는계층을대상으로한상담과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직업능력개발과취업을연계하기위한중소기업을중심으로하는주문식취

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개인들이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우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통

한 지원 확대

◦고용취약계층의녹색직업분야교육훈련을지원하기위한녹색직업능력개발대

부제도 도입

- 녹색직업능력개발정부보증재원을마련하여지원하고, 고용취약계층은미래

소득을 담보로 계약을 통하여 녹색직업능력개발에 참여

-고용취약계층의녹색직업으로유인할대부제도의시행을위하여국세청과연

계한 녹색직업능력개발 대부금 상환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복지 129 , 노동부의고용지원센터등을통해고용취

약계층 50만 명에게 녹색직업능력개발 대부 지원

※ ʼ08년 말 전체인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
빈곤층은 3.8%(비수급빈곤층은 182만 명)으로 추산(보건복지가족부, 희망복지 전

달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 자료, 2008년 11월). 상당수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취업이 가능한 고용취약계층이나, 현재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빈곤화 전락 우려

※노동부의 ʼ09년업무계획에서제시된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일을통한빈곤탈출
을위해「훈련․취업지원패키지지원」실시계획(231억원, 1만명)을고용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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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담-직업능력개발-취업의 3단계를 연계하는 정

부-민간 공동 지원체제 구축

-일반인과의이질감해소및사회경제적자립의지고취하기위한정서안정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심리상담, 심성수련, 건강검진, 능력진단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설치 운영

- 적성검사, 직업상담 등 직업지도를 바탕으로 녹색직업분야로의 직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등과연계네트워크를구축하고훈련결과를보증하기위한훈련프

로그램 이수자의 직업능력 인증서 발급

- 녹색일자리중에는지식집약적인직종이외에환경개선에직접적으로영향을

주는단순기능직인녹색칼라직업(green collar jobs)에필요한직업교육훈련실시

■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취약계층 인력관리체계 구축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통한 기초통계 생성․관리 시스템 구축

- 실업과 취업을 함께 고려하는 주기적인 인력수급 전망 실시

-고용취약계층의직업능력개발과직업능력인증제를연계하여취업촉진기반마련

◦고용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한특별지원센터를노동부산하고용지원센터에설

치하고, 현재 82개인 고용지원센터를 230개 기초자치단체별로 확대 운영

-고용문제에직면했을때공적으로충분한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본인프라

차원에서 고용지원센터와 담당인력의 대폭적인 확충 필요

[ 표 9 ] 국가별 고용안정서비스 비교

국가명 인구수
(천명)

고용안정기관
고용안정기관
1개소당 인구수

고용안정기관
종사자 1인당
인구수

기관수
(개소)

종사자수
(명)

일본 127,967 639 18,000 200,261 7,109

독일 82,599 851 90,000 97,061 918

영국 60,769 1,144 74,000 53,120 812

한국 48,456 82 2,751 576,857 17,614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 노동부 2008 노동백서.

◦ 노동부가 입법 추진 중인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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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녹색직업능력개발 제도 확충으로 국민통합과 녹색 성장 역량 강화

-현재경제위기해결과미래기회창출을통해녹색성장드라이브를위한선제

적 추진 기반 마련

-대량실업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그이후미래기회창출을위한녹색성장추

진 기반 인력의 선제적 확보

-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녹색시장 참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녹색성장을위한녹색시장의형성과녹색소비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및

녹색소비 촉진 기대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간협력등을통한중소기업의 자생적직

업능력개발 역량 강화

- 근로자및예비근로자의능력개발기회를확대하고중소기업숙련인력의부

족 해소

- 대기업과중소기업이직업능력개발협력체제를구축함으로써기업간상생

기반 마련

◦ 기존 직업능력개발 재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 ‘직업능력개발기금’ 확보로청년무업자등의직업능력개발을통한중소기업의

취업 확대

- 고용유지를 위한 재원의 생산적 활용 가능

- 평생학습계좌제를 녹색성장 동력을 위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효과 발생

◦ 고용취약계층의 지원을 통하여 학습-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확립

- 230개기초자치단체별고용취약계층의학습-고용-복지특별지원센터를구축

하여대통령신년국정연설(2009년 1월 2일)에서천명한평생학습-평생취업

체계 기반 구축

-사회불안계층의지원체계가확립됨에의해학습과일에바탕을두는능동적

복지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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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 차원의 정부의 인력정책에 의한 공동체적 신뢰 강화

- 230개 기초자치단체별로 고용취약계층 예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사회통합정책 공신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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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과 신성장을 위한 정책 및 추진 배경

■ 고용창출과 신성장의 필요성

전세계적인경제침체속에서한국경제도급격하게위축되고있다. 최근(2월 3일)

IMF는 2009년한국경제성장률예측치를 -4%로발표한바있으며, 정부와국내연구

기관또한마이너스성장을예측하고있다. 이러한경제침체속에서실업문제가더욱

우려되는상황에처해있다. 특히청년층실업문제가심각한데, 20-29세실업률은연

도별편차에도불구하고전체실업률에비해 2배이상인실정이다. 2008년의경우전

체실업률은 3%를기록하고있으나, 20-29세실업률은 6.7%로나타나고있다. 비경제

활동인구로분류되어실업률에는반영되지않으나취업의사를가진대졸청년층의규

모또한상당하다. 2008년의 경우 대졸청년층(15-29세) 취업준비자는 20만2천명, 쉬

었음은 4만6천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9).

실업문제는장기적으로국내소비수요를둔화시켜경제의성장잠재력을약화시

킬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함께한국사회의저출산경향또한장기적으로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2018년 이후 총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있으며, 이미 2006년 이래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 인구가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령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노동력의 감소, 내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청년층고용확대등당면한실업문제에대한대처뿐아니라새로운한국

경제성장동력발굴을통해경제활력을확보할수있는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정부는 2009년 1월 6일재정사업을근간으로한녹색뉴딜사업을발표하였으

며, 1월 13일에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확정하여 ‘신성장동력비전과발전전

략’을발표하는등고용창출과장기적인한국경제활성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

다

■ 고용창출을 위한 교육 분야 관련 정책 추진

교육분야에서도고용창출을위한다양한정책이계획․추진되고있다. 현재교육

과학기술부는학교및연구현장일자리 8만개확충을추진하고있다. 교육서비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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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교육청및단위학교 ‘교육행정인턴십’ 및 ‘교육보조’ 등으로 32,000명, 종일제

유치원운영보조인력 4,000명, 영어회화전문강사 5,000명, 방과후학교강사신규채

용 18,000명등 59,000명을, 그리고친환경그린스쿨조성시설공사와학교청소용역에

8,300명, 대학 및 연구소 청년 인턴 7,600명,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이공계 대학졸업자

연수 5,500명 확충추진이바로그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이미 지난해교육

과학기술부는대학및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인턴십’을선발하였으며, 출

연연구기관행정인턴및연구인턴또한올해초선발한바있다. 이러한정책중영어

회화전문강사확충의경우초등영어수업시수확대및중등수준에서영어수준별이

동수업등에필요한인력수요라는점에서, 방과후학교외부강사확충의경우방과후학

교활성화를통한사교육비부담의축소라는정책적목표를갖고추진되고있다는점

에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인턴이나 연구인턴, 그리고

학습보조인턴교사등의경우실질적인교육분야일자리창출과는거리를두고있다.

인턴십의경우 1년미만의고용기간이며, 일자리수확대에치우친나머지인턴기관의

수요나요구에어느정도부합하는방안인지가문제시되고있다. 또한인턴의확대가

기존계약직의실직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방과후학교외부

강사확충의경우에도현장에서는일시적인외부강사보다는방과후학교를안정적사

업으로안착시킬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코디네이터나전담인력에대한지원 요구

가더높다. 이러한점에서일자리수를목표로정하기보다는필요인력에대한현장

수요조사를통해고용가능한일자리를확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학교에서의교육행정업무지원인력, 학생상담인력, 중등교육단계에서진로지도전

담 인력, 특수교육 관련 인력, 급식 지원 인력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고용창출노력과더불어교육과학기술부는취업률공시등을통해취업

률제고를위한대학간경쟁을유도하고, 2009년 4,959억원의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비중 15%를재학생및졸업생취업지원프로그램에투입함으로써대학교육과취업

의연계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이와함께교육과학기술부는휴학생, 대졸

미취업자및실직자에대한대학의취업지원기능강화를위해전문대학이나대학부

설평생교육원등을활용하여취업특화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고, 노동부의일자리

관련 시스템과 대학의 취업정보망을 연계하여 취업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구축하며, 평생학습중심대학에서실직자등을위한직업교육프로그램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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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방안등을추진하고있다. 장기적으로이들취업활동지원정책은대학전공이나

교육과정과노동시장과의연계강화를유도하고 ‘노동시장→대학→노동시장’의연

계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해외인턴, 연수취업프로그램또한추진되고있는데 2009년글로벌인재양성을목

표로 대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해외인턴 1,200명 파견, 1,300명 규모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WEST)이추진되고있다. 2007년조사대상 65개대학중 70%이

상의 대학이 학점인정이 되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최정윤․김미란, 2007)하

고있음을감안하면, 현재추진중인이들해외연수프로그램의경우보다목적지향적

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확대 예정인 신성장 동력분야 파견을

보다 확대하고, 대학원생 파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현정부가후기중등직업교육활성화를위해적극추진하고있는마이스

터고등학교, 그리고기존의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에대해졸업후취업시대학진학

과마찬가지로 4년간입영을연기할수있도록하고, 군에서도특기병으로복무할수

있도록하여군입대로인한취업에서의불리함및군복무로인한경력단절의어려움

을해소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의 72.9%(2008년)가고등

교육기관으로진학하고있는현실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의확대및직업교육고등학

교졸업자의노동시장진입에장애가되는군입대연기, 그리고군복무시경력단절

을최소화하는정책추진은후기중등단계에서직업교육트랙의실효성을높일수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약학과

설치와운영규정을완화한바있다. 중소기업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컨소시엄형 3

자계약방식을도입하고, 기업이나지자체시설등에계약학과를설치, 운영할수있

도록하며, 2010학년부터는기업이교육비를전액부담하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에대

해서도기업의교육비부담비율을 50%이상으로완화할예정이다. 계약학과운영에

필요한교원과강의실수등은대학과기업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관련규정

을개정할예정으로있다. 동일시․도내모집규정도학교와산업체간거리가 100㎞

이내의 경우 시도 경계와 상관없이 모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아울러사내대학설립요건을완화하여, 기업맞춤형인재양성과기업의근로

자재교육기능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이와같이직접적으로대학교육과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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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력수요를연계시키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설립․운영규정의완화에따라계

약학과의활성화가기대된다. 물론규정의완화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이나대학의참

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컨소시엄을구성하는지방자치단체의매개역할이매우긴

요할것이다. 이러한대학교육과노동시장의인력수요연계와관련해서는우수한성

과를낳고있는영진전문대학의 ‘주문식교육’1)을여타대학으로확대할수있는지원

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재교육형계약학과나사내대학의경우직접적인고용유

발효과를가진것은아니지만, 기업근로자의재교육이퇴직이나실직을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위축으로인한대학졸업생의미취업문제를해소하기위한노력은각대학에

서도이루어지고있다. 서울대학교등에서는졸업생을인턴으로채용하고있으며, 한

국외국어대학교의 ‘졸업생업그레이드프로그램’, 조선대학교의 ‘미취업졸업생취업촉

진프로그램’, 성공회대학교의 ‘모의회사프로그램’, 숙명여대의 ‘학사후과정’, KAIST

경영대학의 ‘동문평생교육지원서비스’,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등의취업캠프 등

대학의졸업예정자및졸업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가보다활성화되고있다. 이러

한취업지원서비스의활성화는경제여건때문이기도하지만, 현정부의대학재정지

원방식의변화와관련되어있다. 포뮬러펀딩방식으로대학재정지원방식이변화하

면서, 지표로활용되는졸업생취업률을높이기위한대학의적극적인노력이유도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고용창출과 신성장을 위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훈련의 교육력 강화 필요성

이처럼교육과학기술부의교육관련고용창출정책및취업지원정책뿐아니라노

동부의중소기업청년인턴제나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계좌제등취업지

원을 위한 다양한정책이 추진되고있으며, 개별대학에서도졸업예정자나 졸업생에

대한취업지원서비스가활성화되고있다. 현재의대학졸업자를비롯한청년실업이심

각한상황에서정부의적극적인정책과대학의노력이요구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

나문제는이러한취업지원프로그램의실효성이제한적이라는점이다. 교원을비롯한

1) 영진전문대학에서는 1990년대중반이래산업체에서는취업인력및교육내용을주문하고, 대학에서는그에

필요한교육과정을개발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는노동시장의인력수요자중심 '주문형교육‘을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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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규모나공공기관의정원이동결또는축소되고있으며, 경제전망이어두운상

황에서대부분의기업또한채용을최소화하고있기때문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의실

효성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보다장기적관점에서신성장동력등한국경제

활성화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요구되며, 이를뒷받침할수있는대학교육과

평생교육․훈련의 교육력2)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세계은행은대학교육이고용창출은물론지식사회를헤쳐나가기위해모든국가

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World Bank, 2002),

OECD 또한 미래 대학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학졸업자에 대한 학습 성과 평가

(AHELO) 연구에착수하는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가까운일본의 ’대학을

거점으로하는일본경제활성화를위한구조개혁계획‘이나 중국의 ’211공정‘ 및 ’985

공정‘ 또한 대학의국제경쟁력을높이고자 하는직접적인목적아래 추진되어왔다.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성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2000년 3월의리스본협약에서는유럽을전세계에서가장경쟁력있는지식기반

경제로육성하기위한방안을수립한바있는데, 여기에서성인근로자에대한평생교

육의 중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현정부에서는세계적수준의우수인재육성을국정전략으로채택하고, 이를위해

대입과재정운영을비롯한대학의자율성강화, 대학정보공시제도의도입, 평생학습

계좌제활성화등정책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하본글에서는고용창출과신성

장을위한대학교육과평생교육․훈련관련정책과제도의현황및문제, 그리고고용

창출과신성장을위한대학교육과평생교육․훈련의교육력강화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분석 및 문제 진단

1) 대학교육 정책 및 제도의 현황 및 문제

2) 교육력은 교육의 목표 측면에서 ‘교육수요자에 대해 작용하는, 즉 교육수요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영향력’이라고할수있다. 가네코는대학교육력을 ‘대학교육이학생에게미치는영향’(2007: 16)으로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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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인력양성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고용창출및신성장을위한대학의교

육력제고를목표로하는정부의가장대표적정책중하나라할수있다. 현정부이

전의재정지원사업은대부분대학의연구역량을강화하는데집중하여대학교육의질

을제고하도록유도하는데는한계가있었기때문에교육역량강화를위한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08년도에 종료된 NURI 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과 같은 특성화 사업은 대학교육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일정

부분한계가존재함에따라, 대학교육의질제고에중점을두는정책의수립및재정지

원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정부는대졸자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장학

금지급율, 학생1인당교육비등의지표를활용하여재정을배분․지원하는포뮬러펀

딩 방식의 재정지원사업인「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2008년부터 시

행해오고있다. 이 사업은취업률등대학의성과가반영된포뮬러지표를활용하여

재원(2008년 1,000억원)을차등지원함으로써 ‘대학간잘가르치기’ 경쟁풍토를조성하

여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지원대상대학은지역별(수도권/지방), 규모별(대형/중형/소형), 대학특성별(일반

대/산업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는데, 2008년 4년제 대학의 경우 총

64개교가 선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25개교(39.0%), 지방대학 39개교

(61.0%)이었고, 설립주체별로는국·공립대학이 25개교, 사립대학이 39개교였다. 규모

별로는대형 28개교, 중형 20개교, 소형이 16개교였다. 대학이제출한사업계획서를분

석한 결과 지원예산의 집행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학생 장학금으로

29%이었고, 학생 교육 및 실습비는 20%, 교육환경개선비가 22%,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비가 6%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재정지원규모가 4,959억원으로크게확대됨으로써이사업을통한대

학의교육력제고의효과는예년에비해보다커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와같이,

대학의교육역량을강화하기위해대학의교육여건및성과를강조하는지표들로구

성된포뮬러펀딩의재정지원방식을채택하는제도는대학이교육의성과및질제고

에관심을갖도록지속적인시그널을제공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우수인력양성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활용하는지표들이과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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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할수있다. 취업률지표를예로들면, 취업률이

높은대학의경우순수하게대학이학생에게교육을잘시켜취업률이높은것이아니

라, 대학의 노력과 큰 상관없이 우수한 학생이 그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게나타날수도있다. 이와같이대학이실질적으로학생교육에기여한부분이정확

하게평가되지못하는점과더불어그동안대학은교육의질을높이고자하는노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측면이 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대학이순수하게창출한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를개발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신성장 선도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정책

교과부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2009a)에서 신성장 선도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산업인력양성정책」추진계획을제시하였다. 이정책의주요내용은「5+2

광역경제권」의신성장선도산업인재양성을위해지방거점대학 20개를육성하고, 대

학이기업과공동으로현장에서필요한인력양성및기술개발로지역산업체경쟁력

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산학협력체제를활성화하는것이다. 이와같은「맞춤형산업

인력양성정책」을통해향후신성장선도산업부문의인재양성을위한 체계적기반

이구축될것으로예상되는바이다. 고용창출및신성장을위한교육력제고를위해서

는신성장선도산업부문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노동시장및산업전반의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은 노동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적 적합성 측면에서

볼때상당한문제가있음이빈번하게지적되어왔다.3) 학교교육의전공별인원수나

교육내용이산업현장의수요를반영하지못하여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재상과대학

3) 2008년 IMD 경쟁력 순위에서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는 10점 만점 중 3.39점으로서

55개국중 53위로최하위수준으로나타났다. 기업의인사담당자들을대상으로한국경영자총협회(2007)가실

시한조사에의하면, 48.5%의기업들이신규채용직원들의업무성취도를 “C(70～79점)”로평가하였으며, 대

졸신입사원을재교육하기위해평균 20.3개월의기간이소요되고신입사원 1인당 6천여만원의재교육비용

이소요되고있다고분석하였다. 또한, 직업관련교육의내용이나정원산정등이산업계의수요와괴리되어,

산업구조및기술의변화사항을적시에반영하지못함으로써기업이필요로하는수준의기술직인력은크게

부족한실정이다. 노동부(2007) 조사에따르면, 경영·회계등일반사무관련직이나금융·보험관련직종의

인력부족률은매우낮은데반해기계, 화학, 전기·전자등이공계전공의경우 4%이상의부족률을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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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배출하는인력간의괴리가큼에따라신규취업자들의전공불일치도가높고광범

위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 순수취업률(진학자나 군입대를 제외한

졸업생 대비 취업자비율)은 ‘08년 기준으로 76.7%이며,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은

90.5%로 가장 높고, 인문계열은 68.8%로서 가장 낮다. 대학생 정규직취업률은 ‘08년

기준으로 56.1%이고, 인문계열은 41.8%로서가장낮으며, 다음은예체능계열, 자연계

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순으로정규직취업률이낮다. 계열별전

공일치도순위를보면, 대학진학률은급격히증가하고있으나대학졸업자의 30～50%

가량이전공과무관한직업에진출하고있다. 전공일치도는의약계열, 교육계열, 예체

능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의약계

열은 2008년을 기준으로 취업률(90.5%)과 정규직 취업률(75.7%), 전공일치취업률

(92.4%)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전공일치 취업률(%)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총계 75.8 76.1 76.7 58.4 56.8 56.1 72.6 72.1 73.9

인문계열 68.0 68.5 68.8 44.2 42.9 41.8 45.9 50.4 50.4

사회계열 72.4 73.1 73.8 55.9 54.9 54.2 67.2 64.2 62.4

교육계열 76.9 73.1 73.1 59.3 52.6 54.3 91.3 88.7 88.5

공학계열 77.4 78.2 78.3 66.6 66.1 65.1 71.9 72.2 77.2

자연계열 71.9 72.5 74.1 50.1 48.1 48.3 65.9 68.4 68.1

의약계열 88.4 89.2 90.5 75.7 75.2 75.7 90.3 89.5 92.4

예체능계열 80.1 79.9 80.7 51.8 48.5 47.6 75.4 74.8 78.5

[ 표 1 ] 계열별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전공일치 취업률

자료: 취업통계분석자료집(2006-2008). 한국교육개발원.

2006년도산업별․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통해 29세이하, 취업경험 6년이하대졸

청년층에대한연구(신선미외, 2008)에따르면, 하향취업자비율은통계적측정방법에

따르면 42.7%, 주관적인평가에따르면 22.2%로나타나고있다. 측정방식에따라상

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학졸업자들이 자신이 학력보다 하향취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성과로서의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 대학교육의 수익률 하

락의원인은과도한대학교육비용에도일부그원인이있지만, 우리나라대학학문분

야가산업구조및노동시장구조에효율적으로조응하지못함에따라결과적으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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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인력의초과공급과하향취업이이루어지기때문이다. 2008년남자대졸자의사회적

수익률은 5.77%로 나타났고, 전공계열에 따른 남자 대졸자의 수익률은 인문계열

5.79%, 사회계열 5.80%, 교육계열 7.88%, 공학계역 6.25%, 자연계열 4.72%, 의약계열

9.60%, 예체능계열 3.41%로 의약계열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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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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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 5. 21%

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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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 사범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전체

사회적 남

사회적 여

[ 그림 1 ] 계열별 성별 사회적 대학교육 투자수익률

자료: 이정미 외(2008).

이와같은대학교육의낮은사회적적합성및대학-노동시장의미흡한연계문제

를해결하기위해서는질높은인적자원에대한산업수요와학습자의다양한교육수

요를충분히만족시킬수있는산학협력형교육과정과직업교육과정의개발및추진

이 요청된다.

■ 대학교육의 과정에 대한 질 관리 지원체제

최근 미국, 영국 등 교육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바 대학교육의 과정 및 성과를

강조하는 대학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고용창출 및 신성장을 위한

대학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성과 차원 뿐 만 아니라 대학교육

의 과정 차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Conrad & Blackburn, 1985; Astin, 1985;

Barnett, 1992; Dill & Soo, 2005). 대학교육의 과정이라 함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학문적․사회적 노력 및 몰입을 최

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서비스 및 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인 것이다. 대학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과 경험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학과 및 교육과정 활동, 교

수와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학생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는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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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 여겨지는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최정윤 외, 2007).

대학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스스로가 질 높은 교육과

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현

재 이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정책 실천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

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질 관리 체제의 예로서, 첫째, 학생-교수 상

호간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평가 및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체계적인 학

생설문조사의 실시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체제 지원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인증체제는 각 대학의 교육과정이 일정 수준 이

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현재 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등 9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BEEK)의 인증을 받은 학과 졸업생들에 대해 채용 면접 시 최대 10%의 가산점

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밖의 기업에서 졸업생 채용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대학들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

간 교육과정 인증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과정 인증

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

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대학교육 졸업자를 위한 학습성과 평가시스템

2008년말부터대학정보공시제가시행됨에따라대학의여건및성과에관한제반

지표가공개되고있다. 대학정보공시의내용을통해교육소비자가대학의성과에관한

다양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는점에서이제도의의의를찾을수있다. 그

러나, 대학교육을통한학습결과로써핵심능력을객관적으로측정및관리하는시스템

이구축되지못함에따라고용주가노동시장에서필요한인재를선별하는데는어려

움이 따르고 있다.

미국 RAND연구소에서는대학생들의고차적사고능력(예: 비판적사고력, 문제해

결능력등)을평가하기위해대학생학습성과평가(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CLA)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도 2002년부터 졸업능력평가(GSA: Graduate Skills

Assessment)를 통해교육과정의질적수준과학생의노력뿐만아니라 대학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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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개발된 핵심능력을 평가해 오고 있다.

대학생학습성과평가는비판적사고능력, 분석적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

통능력등일반능력평가를통해대학이학생들의학습성과개선에기여한정도나개

선정도에있어서대학간차이를비교하기위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대학생의의사

소통능력, 분석․종합능력등에대한평가결과를통해노동시장에서필요한인재선

별에 도움을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OECD는 2008년 12월까지 5차례 국가전문가회의를통하여국제적수준에서시행

되는고등교육학습성과평가의실현가능성에대해탐색하였고, 최근 OECD 차원에서

학습성과 평가사업(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AHELO)

의추진을공식적으로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한국교육개발원을주관기관으로하여

실행가능성평가(feasibility study)를포함한동사업에참여하고있는바, 향후 OECD

AHELO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 평생교육․훈련 체제 및 정책의 문제

■ 직업관련 성인 평생학습 참여도

현재한국은세계에서가장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는국가이다. 선진국이고령화

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 100년정도의시간이걸린반면에한국은 26년정

도면 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 예상된다(김규태, 2008). 이렇게 빠른 고령화는평

생교육과관련된수요의급증, 재취업이나창업을지원하기위한교육의필요성증가

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현재까지성인의평생학습, 특히직업관련평생학

습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07년평생학습참여율은 29.8%로 25세이상 64세이하 4명중 1명이상의성인이

교육이나훈련, 학습활동등평생학습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OECD 국

가평균 26%(OECD, 2005)보다 3.8% 포인트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영국

(38.0%), 핀란드(48.0%), 덴마크(52.0%), 스웨덴(56.0%)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할수있다(OECD, 2005). 뿐만아니라, 직업관련비형식교육참여율은더욱

낮아 10.5%에불과하여 OECD 국가평균참여율 18%보다낮으며경제활동인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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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및실업자)의직무관련비형식교육참여율역시 13.4%로 OECD 단순평균 23.2%와

비교하면매우낮은수준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8년의경우, 평생학습참여율

은 6.4%에지나지않아(교육과학기술부, 2008c) 성인의평생학습참여부족이무엇보

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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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평생학습 참여율 및 직업관련-비형식교육 참여율(2007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또한 직업관련-비형식교육 평균 참여시간은 119시간으로 참여시간 역시 매우 낮

다. OECD 단순평균치를보면 389시간이며, 덴마크 934시간, 스위스 723시간, 프랑스

713시간과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참여 정도를 나타낸다(OECD, 2005). 이처럼

직업관련비형식교육의참여시간과참여율에서한국은해외국가들과큰격차를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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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직업관련-비형식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국제 비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 직업능력 관련 평생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접근성

평생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에 직업능력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프로그

램의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8년 전체 84,836개평생교육․훈련프로

그램중에서직업능력향상과정이 21,294개로 전체의 25.1%에지나지않는다(교육과

학기술부, 2008).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제공 방식은 원격교육 형태가 11,371개

(53.4%)로가장많았고그다음은지식인력개발형태로 3,225개(15.1%)의순으로(교육

과학기술부, 2008d), 대부분의직업교육프로그램이원격교육이나교육관련업체를통

해제공됨에따라기업체에종사하고있거나기업체에서지원을제공하는경우에참

여할수있는형태가주를이루고있다. 이는평생교육․훈련중직업교육으로제공되

는프로그램의경우주로기업체재직자를대상으로제공되므로그렇지못한실업자

나자영업자또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프로그램에대한접근이어렵다는점을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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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결국직업능력향상이더욱크게필요한대상집단에직업능력관련평생교

육․훈련 프로그램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생애단계별 평생교육․훈련 정책

고령화등의인구구조변화에따른평생학습의필요성을인식하고평생학습진흥종

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평생교육․훈련

정책의 생애단계별 특성화 측면에서 볼 때 실제 내용상에는 한계가 있다.

1차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2006년)의추진성과에비추어국가는방향타․지

원역할을강화하고계획의실제집행주체를지역의기초자치단체중심으로운영한

다는기본방침하에, 생애주기와직업주기에따른대상별맞춤형학습콘텐츠를개발

하고사회통합실현을위한성별, 학력별, 계층별평생학습참여율을제고하는 2차평

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2012)을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생애단

계별평생교육중점추진내용을보면, 고령층의경우직업관련교육보다는자아실현이

나자원봉사와관련된지원정책이주를이룸으로써고용가능성제고를통해재취업

이나경제활동을지속하기위한직업관련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을볼수있다.

구분 성인 입문기

(20세～24세)

성인 전기

(25세～39세)

제1 생애

전환기

(40세～44세)

성인 중기

(45세～54

세)

제2 생애 전환기

(55세～59세)

성인 후기

(60세～69세)

성인 완성

․정리기

(70세～)

자

아

실

현

∙생애설계
취업․진로
교육

∙제 2 인생설계
준비교육

∙은퇴 후
생애
설계교육

∙생애 정리
교육

∙기본생활
적응 교육

∙노후대비 교육

∙건강교육
(심리적위기
극복 및 노인
질환 대비 등)

∙노후 건강
관리 교육

고
용
가
능
성

∙직무기초능력
교육 (팀워크,
리더십교육 등)
∙직업윤리교육

∙직무능력
전문화 교육

∙제 2 직업준비교육
창업․전직․전업준비
교육, 경력단절여성직업
교육 등

∙노후
커리어
관리 교육

사
회
적
포
용

∙부모역할교육
∙부모역할
및 자녀교육

∙가족갈등 해소 교육
(부부 간, 부모․자녀 간)

∙세대간
통합교육

∙지역사회 참여교육 및
사회봉사 활동 교육

∙지역사회
참여 교육

∙사회 봉사
활동 교육

∙사회 관계
개선 교육

[ 표 2 ]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중 개인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중점 추진 내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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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인적자원개발법과국가인적자원위원회등, 참여정부의교육인적자

원부중심의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에대한한계를지적하고새로운조직구조를바탕

으로 인적자원정책의 방향성과 운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

특히인재강국실현을위해생애단계별인재양성정책틀을만들고국제화․지역화를

지향하는인재정책, 나아가인재정책지원을위한기반구축을통해평생학습의생활화

를강조하고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구체적으로는평생학습계좌제도입을

핵심과제로삼아이를위한중점과제로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및확산을설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평생교육기능강화, 맞춤형산업기술인력양성이라는두가지의일반

과제를추진하고있다. 노동부가주관하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지난해부터대구와

광주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어왔는데,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직업훈련이필요한미취업자가선택한훈련기관에서교육훈련

을받고, 수강료의 80%를연간 200만원한도에서정부가지원하는제도이다. 향후기

존실직자교육과정이나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비정규직능력개발카드제등도직업

능력개발계좌제로통합될예정으로있다. 기존의지원제도에비해직업능력개발계좌

제는 구직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3. 고용창출과 신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1) 고용창출과 신성장을 위한 대학의 교육력 강화 방안

■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포뮬러 지표 개선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고용창출과 신성장을 위한 대학 교육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변화와 발달의 정도를 측정함으로

써 순수한 대학의 효과가 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arnett,

1992; Green, 1994; Dill & Soo, 2005). 이와 같이, 학생들의 변화와 발달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치부가적 접근방식에 근거한 대학평가 방법은 대학이 학생의 학습 성

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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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이는 대학이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힘쓰도록 하는 강력한 유도책이 될 것

이다. 또한, 대졸자를 채용한 고용주의 만족도, 대학평가인증 결과, 신입생 탈락률,

산학협력 실적 등 대학이 창출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들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 대학의 직업교육 기능 강화 체제 구축

대학시절의직업적경험이학생들의능력개발에중요한영향을주는요인이되므

로학생들이일과학습을병행할수있는프로그램(work-study program)을개발하고

대학 내 고용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과 학습 병행 프로그램(work-study program)

-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University of Waterloo)

․ 2만 명의 학부생 중 절반 이상이, 그리고 약 3천 명의 고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 1년 동안에 4개월간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4개월은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도록 하여 일과 학습을 연계시키고 있음

또한, 대학의서비스러닝관련교육과정개발을지원함으로써대학의서비스러닝

(교육과정과사회봉사의연계)을제도화하고, 이를통해대학의지역사회봉사기능을

실현하며 대학생의 전공 및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및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시스템의 강화

기업의니즈가교육내용에즉각반영될수있도록대학교육과정운영의유연성을

대폭확대할필요가있다. 전임교수중심의일방적교육을벗어나현장중심, 사례중

심교육으로전환, 고객인기업의니즈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급변하는기술및경제

환경에적응하려는노력이시급하다. 취업률 100%에이르는일부전문대들의경우교

내전임교원보다는다양한경력의외부교수진을활용, 실무중심의교육과정을운영

하고있으며, 그결과실무경쟁력이매우높은맞춤형인재들을배출하고있다. 이를

위해 ‘산학공동교육제’를 도입해산업체현장견학, 산업체 전문가초청세미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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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전문가에의한팀티칭, 산업체현장실습등관련프로그램을정규교과목으로신설

하고, 대학(교수)-학생-지역산업체가 참여하는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산업체의니

즈에부합하고현장능력을갖춘실무형인재를양성하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

정부는이상의 ‘산학공동교육제’ 실시를위한재정적지원과더불어노동시장의요

구를제대로반영할수있는국가자격체계를구축하고, 기업의산학협력촉진을위한

세금 감면, 산학협력기금 설치와같은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중요하다.

해외 산학협력 촉진 방안

- 미국 : 사내대학(Corporate University)

- 영국 : 국가자격체계(NQF), 고등교육혁신기금(HEIF)

- 호주 : 호주자격체계(AQF)

■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 강화 체제 구축

대학교육과정에서의학생-교수상호작용, 협동학습등과같은교육적으로의도된

학습활동에대한학생의능동적참여도평가및대학교육만족도에관한평가가시행

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영국의

NSS(National Student Survey), 호주의 CEQ(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에포

함된지표들을참고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예컨대, 학습활동에대한학생의능동

적참여는학생이수업준비에들인노력, 수업중질문․토론에참여한정도, 프리젠테

이션 활동, 팀프로젝트 활동, 동아리활동, 현장학습 활동, 지역사회활동등에 의해

측정이가능하다. 학생활동, 대학환경및학생들의자발적․적극적참여와관련된지

표들을 개발․측정함으로써 그 결과를 대학의 질 관리 체제에 피드백 할 수 있다.

또한, 개별대학이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경영학등교육과정인증 프로그램

을실시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인증과정을시행하는대학에대한재정적지원을고

려할 필요가 있다.



Session 3-20

주요국의 교수-학습활동 평가 및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 미국의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 영국의 NSS(National Student Survey)

- 호주의 CEQ(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 고등교육 졸업자를 위한 학습성과 평가(AHELO) 실시 방안 구체화

향후 OECD AHELO 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나가기위해서는고등교육학습성

과평가의개념, 내용, 평가도구의타당성, 평가대상선정등평가전반에관한구체적

이고전문적인정보체제를구축한후사업에참여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 고등교육

학습성과평가도구의타당도와신뢰도검증및제고방안을마련함으로써향후실행

가능성평가및본평가실시후예정된타당도및신뢰도검증작업추진에효율성을

기할필요가있다. 또한, 기존대학평가방식의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대안적대학

평가방식으로써고등교육학습성과평가에대한정보를국내대학관계자들에게확

산시킬 필요가 있다.

2) 고용창출과 신성장을 위한 평생교육․훈련 강화 방안

■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확대를 위한 산업체 교육 컨소시엄 구성

효율적인 평생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을 대상별로 차별화하

여제공하고확대하는것이중요한관건이된다. 이를위해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접

근성이높은전국의전문대학및대학부설평생교육원등을활용하여차별화된취업

특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정책을추진하려하고있다. 이와더불어산업체교육컨소

시엄을구성하여직업관련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유사

업종이나유사교육요구를가지고있는기업들이서로연합하여컨소시엄을구축하고

이 컨소시엄을 통해 필요한 직업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경우자체교육능력이부족하다는점에서컨소시엄을통한직업관련비형

식학습기회를확대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기대된다. 예를들어케이블TV운영

산업체들이상호협정을통하여컨소시엄을구성하고이컨소시엄에서케이블TV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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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산업체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을위하여케이블TV운영산업체를대상으로요구조사를통하여실제산업체직

원들에게요구되는교육과정을운영하고, 정부의지원금과참여업체들의분담금으로

운영자금을 조성하도록 한다.

■ 경력정보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도모

경제난국을극복하기위해정부에서도노동부의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IMMOA)

과워크넷(Work-Net)을대학내취업정보망과연결하여원스톱취업정보제공체제를

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를좀더확대하여직업청년층대상경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취업을 지원하는것이효율적이다. 다른 연령층에비해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의경우이미직무능력강화를위한다양한정책이계획․추진되고있다. 그러

나단순한교육에그치지않고취업까지연계하기위해서는새로운정보시스템의운

영이요구된다. 즉, 청년층에대한경력관련정보를실제적으로구체화하여기업등에

제공할수있는정보시스템을지역단위에서운영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우선몇

개의지역을묶어서청년층의경력정보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함으로써보

다광범위한지역에산재해있는기업에게정보를제공할수있고이를통하여해당

지역 뿐 만 아니라 타 지역의 청년층에 관한 정보의 습득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경력정보시스템은해당청년층이대학에재학할경우어떤교육과정을수강하고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공능력을 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해당 청년층의

특기나기타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기업이보다쉽게취업대

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 또는 필요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취업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 정보시스템 운영 사례

- 미국 North Carolina주의 지역대학 58개에는 총 80만 명이 지역사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지역대학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역 내

기업들에게제공하고있음. 이를통해기업들은그들이원하는인재가어느대학에서

어떤 과정으로 양성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원하는 학생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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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층 대상 학습기회 및 경력 프로그램 개발 확대

중․고령층대상직업관련비형식학습기회확대를위한정책이매우부족한상황

이다. 따라서현재추진중인정부지원정책을보완하여중․고령층의직업관련비형

식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년층의 경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제2의직업준비교육은단순한전직이나이직을위한프

로그램운영을넘어서전체적으로인생을재설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교육의

성격을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새로운 경력성향을 파악하고경력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경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중년층의경력개발을위한지원프로그램은 1년또는그이상의기간을설정하

고경력의진단, 상담, 계획, 교육, 취업으로연계되는체계적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

이 적합하다.

고령층의경우다양한직업관련비형식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부터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수준에서는고령층을 위한 직업관련 비형식 학습기회를

제고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지역별 RHRD지원센터, 지역

평생학습관등의정책추진체제를활용하여고령층이자신이원하는직업분야에서취

업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은직업영역에따라차별적일수있으므로지역에

서고령층인구의취업수요를수용할수있는직업영역을우선적으로개발하고이영

역에서필요한역량을파악한후이를고령층에게교육프로그램형태로제공하는것

이 필요하다.

■ 지역기반 학습 거점의 제공

직업관련비형식학습거점으로써러닝숍(Learning Shop)의운영을고려할수있다.

일종의학습정보센터역할을하는러닝숍을통해지역기반학습장소를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이나지역의주력산업종사자들이직접적이고구체적인자신들의요구에따

라직업교육에참여하도록유도할수있다. 지역별주요산업의거점에러닝숍을설치

하고관련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재직자, 구직자등을위한주요산업관련정

보와직무능력향상의기회를제공할수있다. 뿐만아니라청소년등에게도경력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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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지원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지역주민을위한보다광범위한직업관련비형식

학습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러닝숍(Learning Shop)

- 영국의 Bluewater 쇼핑센터 안에 있는 Bluewater Learning Shop은 지역의 중요

산업인 소매상업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학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직업과관련하여필요한전문교육을받을수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여기에는 고용주 자문 서비스(Employer Advice Service),

재활용기술(Retail Skill), 전문성 개발 교육(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청소년 직업훈련(Youth

Training), 기타 취업 관련 조언 및 상담(Advice and Guidance) 등이 포함되어

있음(Bluewater Learning Shop 홈페이지, 2009)

■ 평생교육․훈련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

정부는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통해 평생교육․훈련 대상별 맞춤형 학습콘텐츠

개발에노력하고있으며, 평생교육․훈련의실제집행은지역의기초자치단체중심으

로운영하도록하고있다. 지역인재육성과지역경쟁력확보를위한지역주민의핵심

역량을개발하고이들의교육, 문화, 복지를종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제도를구축하

기위해서는중앙정부에서부터지역 RHRD지원센터및지역평생학습관으로연결되

는학습전달의거버넌스체계를확립해야할것이다. 이러한체제가구축됨으로써평

생교육․훈련의 이념에 따라 학습 컨텐츠 개발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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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인적자원의개발은 21세기 국가의흥망성쇠를좌우하는

국가적목표가되었다. 세계각국은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최우선과제로국가

수준에서교육의질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학교교육의책무성을강화하기위한정

책을추진하고있다. 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는단순히학생의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평가결과를토대로학교교육의효과성을점검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다.

2008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국정과제 안에

학력을높이고교육격차를줄이기위해 2009년에기초학력향상지원체제를구축하

고, 국가 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포함시켰다. 교육과학기술

부(이하 교과부)는 2009년 중점 추진 과제로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결과기초학력미달지역․학교․학생에대하여학습보조강사배치

등기초학력향상지원을하되, 기초학력미달학생 10명당강사 1명을지원하는방안

을내놓았다. 또, 교과부는지난 2월 16일, ‘2008년도학업성취도평가결과및기초학

력미달학생해소방안’을발표하면서평가결과를바탕으로기초학력미달학생밀집

학교지원에중점을두고 2011년부터학업성취도향상도에따라교육청과단위학교에

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거나책무성을묻기로하였다. 이같은일련의국민기초교육

보장 정책은 기초 교육을 충실하게 하여 학습 부진의 누적을 막아 국민 개개인에게

지속적인자기계발의기반을제공하고, 모든학생이기본적인능력을지닐수있도록

시도및지역교육청, 학교와교사의역할을재정립하고그들의역할을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07년까지학업성취도평가는그목적으로서국가수준에서교육의질관리에중

점을두고표집평가를시행해왔다. 수년간에걸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평가원)

에서학업성취도평가를수행해오면서평가도구개발, 평가시행, 채점, 결과보고등

일련의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들에대한보완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그리고최

근학교교육의책무성에대한요구가증대되면서, 2008년에는해당학년학생전체를

대상으로평가를시행하였다.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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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2010년부터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학교수준에서공개해야한다. 개별학생의

학업성취도파악및교육책무성강화에중점을두는전수평가로전환하고안정적인

정착을위해서는총체적인점검이필요하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설계와수행

은 평가 도구의 개발과 실시, 채점 및 결과 분석, 결과 보고 등을 위한 평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평가 목적, 평가 대상, 평가 영역, 성취기준 설정, 문항 유형, 표집

방법, 점수 보고및성적공개, 결과분석및활용, 변화추이와배경변인조사, 배경

변인과학업성취도와의관계분석등다양한측면에서이론적․경험적탐색및교육

정책적 관점의 논의와 설계가 필요하다(김신영, 2008).

이글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을출발점으로삼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어

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전수평가로 시행하는

체제에서고려해야할사항을지적하면서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개선안을제안

하고자 한다.1)

2.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변천 2)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를실시해왔다. 중앙교육연

구소의 ‘기초학력조사’(고종렬 외, 1969), 행동과학연구소의 ‘학교교육의 전국적 평가

연구’(권균 외, 1973), 한국교육개발원의 ‘새 교육체제의 효과 검증을 위한 학력평가’

(김형립 외, 1975), 1986년부터 1997년까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평가’ 등이있었는데, 일회성평가연구에불과하여국가교육의질관리라

는차원에서평가연구의취지를충분히살리지못했다(허형, 2003). 그리고이평가들

은단일기관에의해일관된체제하에설계․시행된것이아니어서평가영역, 대상,

결과보고방식등에일관성이없었고, 평가결과를해석할수있는성취기준이없어서

교육목표 도달 여부, 학업성취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보기 어려웠다.

평가원에서 1998년에 수행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김명숙 외,

1998)에서주요과목을 2년주기로평가하는국가수준교육성취도평가계획을세우고

1) 이 글은 김성열, 남명호, 정은영, 김성숙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계속연구사업으로수행하고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연구’의 여러보고서

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참고문헌을 참고할 것.



Session 3-31

2000년까지 이계획에따라학업성취도 평가가시행되었다. 하지만 2001년부터 교과

부와시도교육청의요구에따라평가대상과내용이확대된형태의평가체제로현재

에이르고있다. 특히 2003년부터검사의동등화및교과별학업성취도점수의척도화

가가능하도록하여연도간학업성취도변화추이를매년분석하고있다(양길석외,

2008a, 2008b, 2008c; 조지민외, 2007; 박정외, 2006; 이양락외, 2005; 정구향외, 2004,

정구향 외, 2003; 최석진 외, 2002; 이명희 외, 2001).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학업성취도평가연구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 [표 1]과같다. 2008년에는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질적인 전수 평가가 이루어졌다.

학업성취도평가의시행근거는제7차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찾아볼수있다. 제7차교육과정에 “교육과정의질관리를위해국가수준

에서주기적으로학생학력평가, 학교와교육기관평가, 교육과정편성․운영에관한

평가를실시한다”고명시되어있다. 그리고초·중등교육법제9조제1항에 “교육과학기

술부는학교에재학중인학생의학업성취도를측정하기위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고 명문화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에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학생의학업성취도평가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정한다”라고함으로써교과부가학업성취도평가의기본계획을세우

는 것을 법령으로써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학업성취도평가에서초․중․고등학생들의학업성취도의변화추이를분

석하였고출제및시행체제가안정적으로구축되어가고있는점은큰성과라고할

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과별성취기준과평가틀에대한점검및재설정, 문항

수의조정, 시험시간의조정, 문항의성격에대한점검, 채점방식의개선, 평가결과

표의 내용과 제시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더군다나

전수평가로전환하면서평가의목적을재정립하고평가대상학년, 과목, 시기 등이

재검토되어야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공개된다면평가민감도가 상당히높아지게

되므로예비검사와동등화를위해비공개로하는평가도구의보안을철저하게유지

하는데큰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이를해결할수있는예비검사와동등화

검사의시행방안도모색되어야할것이다. 또한전수평가를시행할때서답형문항의

채점을어떻게실시할것인지, 온라인채점시스템을적용할것인지, 적용하게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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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요
평가 대상

평가 영역 평가 시기
서답형

채점학년 비율

1998 ∙기본계획 수립

1999

∙사회, 수학의 평가틀과 성취기준,

예비문항 개발, 예비검사 실시

∙배경 변인 설문지 개발

초6

중3

고2

사회, 수학

2000

∙국어, 과학, 영어의평가틀, 성취기

준, 예비문항개발, 예비검사실시

∙사회, 수학 본검사 실시 및 배경

변인 설문지 조사

∙기본 계획 틀에서 영어가 기본평

가 교과로 바뀜

초6

중3

고2

0.5%

0.5%

0.5%

사회, 수학,

배경 변인
6월 28일 표집학교

2001

∙5개 교과 본검사 실시

∙초6은 영어 제외

∙교육부요청에따라고1이포함되

고 표본이 1%로 확대됨

초6

중3

고1

고2

1%

1%

1%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 변인

6월 28일 표집학교

2002

∙평가 시기를 2일간으로 확대

∙평가 대상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정의 종료 시점인 고1로 조정

초6

중3

고1

1%

1%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 변인

11월

25일～26일

(2일 실시)

초․중:

표집학교

고:평가원

2003

∙2003년을추이분석의기준연도로

설정

∙검사 동등화 방법 개발 및 적용

∙집중/기본교과로이원화하여집중

교과는 검사지 2종 개발

∙집중교과: 국어, 수학

초6

중3

고1

1%

1%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 변인

10월

22일～23일

(2일 실시)

평가원

2004

∙집중교과: 사회, 과학, 영어

∙집중교과 검사지 2종 개발

∙고1 표집 비율 확대

초6

중3

고1

1%

1%

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 변인

10월

20일～21일

(2일 실시)

평가원

2005

∙집중교과: 국어, 수학

∙모든 교과 검사지 2종 개발

∙집중교과는배경변인중교과관

련 내용 포함

초6

중3

고1

1%

1%

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 변인

10월

19일～20일

(2일 실시)

평가원

2006

∙집중교과: 사회, 과학, 영어

∙모든 교과 검사지 2종 개발

∙초6, 중3표집비율확대하여모든

학년 동일하게 3% 표집

초6

중3

고1

3%

3%

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 변인

10월

18일～19일

(2일 실시)

평가원

2007

∙집중교과: 국어, 수학

∙모든 교과 검사지 2종 개발

∙고1 표집 비율 확대

초6

중3

고1

3%

3%

5%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 변인

10월

16일～17일

(2일 실시)

평가원

2008

∙집중교과: 사회, 과학, 영어

∙모든 교과 검사지 2종 개발

∙초6, 중3표집비율확대하여모든

학년 동일하게 5% 표집

∙표집외학교의교육청주관확대

시행

초6

중3

고1

4%

5%

5%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 변인

10월

14일～15일

(2일 실시)

평가원

[ 표 1 ] 연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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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안 3)

전수평가를위해서는표집평가의설계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아니라평가의목

적에비추어서평가대상학년, 평가대상과목, 평가의시기, 평가도구의구성, 시행

및채점방안, 결과의활용등여러사항에대한총체적인점검이필요하다. 각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가 목적의 확대

학업성취도평가의목적은학생과학부모등개인적차원, 교사및단위학교와교

육청차원, 국가적차원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개인적차원에서는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수준을학생과학부모에게제공하여그들의교육적의사결정에도움을주어

야한다. 교사들에게는교과별부진학생을파악하고지도하게함으로써학습부진학

생을최소화하게한다. 단위학교나교육청에서는학부모들에게학생들을제대로가르

치고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책무성 이행 여부를평가받는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초․

중․고등학생의학업성취도의변화추이를파악하고교육과정의문제점과정착정도

를파악하여교육과정개선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 문항분석, 성취도와배경

변인과의 관련성 분석 등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장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에는학업성취도평가에서학업성취도변화추이를파악하고교육과정및교

수․학습방법개선에필요한기초자료를얻는데중점을두었으며, 이러한평가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학생들만을 표집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최근에는학생개인의학업성취도를파악하여기초학력을성취했는지를점검

함으로써학부모들에게그정보를제공하고, 개별학교가교육적책무를다하고있는

지를 드러내며, 국가가 학생들의기초학력을책임지고 완성하게 하는 국가의 교육적

책무이행정도의파악도중요한목적으로등장하고있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서교

과부에서는표집평가로시행되고있는학업성취도평가를 2008년부터전수평가체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8년 기본연구과제로수행한정은영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체제개선

연구(Ⅰ)」의 보고서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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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전환하기로결정하였다. 한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에 따르면 2010년에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그 결과를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로공시하도록되어있고, 2011년에시행되는학업성취

도 평가부터 3등급 비율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향상도가 공시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상황에서 2008년에는표집평가의설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평가대상학생

만 확대한 형태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었다.

일부에서는전수평가가학교간서열화를촉진한다고비판하지만, 전수평가는서

열을매기는것이목적이아니라평가대상학년의모든학생들에게그들의성취수준

을알려주고단위학교로하여금책무이행을독려하려는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단위학교로하여금절대적성취수준에도달하도록경쟁을촉진하기는하지만, 상대적

서열을 놓고 경쟁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표집평가에서전수평가로의전환은평가대상학년학생들이모두응시하느냐일

부만응시하느냐의문제보다는, 평가의목적에서강조점을두는사항이달라지므로전

수평가를시행할경우평가의목적을분명히설정하고중점을두는목적을실현하는

데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전수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개인별학습부진교과및영역을파악하고교사의책임지도를강화함

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 공표됨에따라단위학교

와시도및지역교육청수준의학업성취도결과를지역사회와학부모에게알리고자

한다. 이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한것이기도

하다.

셋째, 국가의교육정책수립및지역간, 학교간학력격차의해소를위해객관적인

자료에근거한학력격차해소정책을추진하고학교교육의질을향상시키고자한다.

2) 평가 대상 학년의 조정

해당학교급의교육과정내용의성취정도를파악하고학교교육의책무성을강화

하기위해서는학교급의마지막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평가를시행하는것이타당

하므로초등학교 6학년과중학교 3학년이평가대상학년으로적합하다. 이와같은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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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고등학교의경우에도 3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평가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

될수있다. 그렇지만고등학교 2학년부터선택중심교육과정이적용되고있어서학생

들의학습내용이각기다르고, 고등학교에서는학교의다양성을강조하여학교의유

형, 학교설립목적, 추구하는목표등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획일적인잣대로학교

의책무성을묻는것이적절하지않다. 또한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등각종시험

이많아서전국단위의평가를추가로실시할필요가적으므로전수평가로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평가대상학년에서 고등학생을제외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한다. 그런데학업성취도평가대상으로고등학생을제외하게되면고

등학교에서는어떤평가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해야 하는지가문제가된다. 고등학

교의경우대학수학능력시험의결과또는전국연합학력평가의결과를공개하는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고등학교의경우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모두이

수하게되는 1학년이평가대상학년으로포함되어있다. 그런데고등학교 1학년의경

우시험범위가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전체내용이아니라고등학교 1학년과정으

로한정되어있고, 중학교 3학년과의평가간격이작다는점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

고있다. 그리고전문계고등학교의경우 1학년과정에서과학과사회교과를이수하

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평가 시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한편고등학교교육의책무성을 1년동안의교육만으로판단하는것이과연타당한

지에 대해서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해당되는고등학교

1학년의교육과정과교수․학습의개선을위한기초자료를산출하기위해서는고등

학교 1학년대상으로표집평가를시행하는것은의미가있다. 미국의 NAEP에서 12

학년 학생들을 표집하여 2～4년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고(NAEP, 2006), 호주의

NAP에서도 10학년 학생들을 표집하여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 , 2004) 점을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학교교육의현황과과제를파악하고의무교육의질을보장하기위하여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를 2007년부터시행하고있는데, 소학교 6학년과중학교 3학

년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과목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7). 우리나라의의무교육기간도중학교까지이므로전수평가를시행할경우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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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중학교에서만 시행을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방안이 타당하다.

일부에서는, 학교에평가결과를환류하고학생들의학업성취도증진을위한개선

책을마련하고적용하려면초5, 중2, 고1을평가대상학년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주장을하기도한다. 그런데이경우에는해당학교급에서피드백을받아서적용할

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 시험범위가해당학교급전체교육과정내용을포괄하

지 못하므로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초 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2002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국가수준기초학력진단평가’(이하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시행하고있다. 초등학교 3학년은향후학교학습과사회생활에필요한최소한의기초

학력이어느정도형성되는시점이면서동시에학습결손의누적효과가비교적크게

발생하기시작하는시점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의목적은국가수준에서학교학습과

사회생활에필요한가장핵심적인기초학력을점검하여기초학력이부족한학생들에

게 추가적인교육적지원을 제공하기위한것이다(김명숙, 2003). 기초학력진단평가

의평가영역은읽기, 쓰기, 기초수학이며, 평가영역별기초학력의도달여부및연도

별추이를파악하고, 이와관련된학교, 교사및학생배경변인간의관련성을분석하

고있다. 호주와프랑스의경우우리나라와같이기초학력진단을위한별도의시험을

시행하고있고, 그밖에대부분의나라에서는기초학력진단을위한평가를국가평가

체제안에서함께다루고있다. 이는단계적인동시에연속적인하나의틀안에서초․

중․고의학력수준을점검하려는목적을갖고있기때문이다. 평가영역, 성적 보고

방식등세부적인사항은차별적으로운영하더라도학업성취도평가와기초학력진단

평가를통합한새로운국가수준학생평가체제를갖추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남명호, 2008).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모두를평가대상학년으로함으로써같은학

교급에서학생들의성취도추이를분석할수있고, 초등학교에서보다적극적으로보

정교육을 함으로써 기초학력 향상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기초학력진단평가를학업성취도평가와통합하여초3, 초6, 중3을평가대

상학년으로하는것을제안한다. 다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종료하게되는고등

학교 1학년에대해서는표집평가를시행함으로써교육과정및교수․학습개선을위

한 정보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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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대상 과목의 학교급별 조정

초등학교 6학년의경우기초학력진단평가와통합하는안을고려하여국어와수학

을평가대상과목으로하는것을제안한다. 초등학교영어교과에서말하기, 듣기영

역이강조되는데지필평가형태로전수평가를시행할경우교실수업운영이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초등학교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영어 교과를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중학교 3학년의경우현행과같이 5개교과를평가대상과목으로제안한다. 개별

학생들이중학교단계에서주요교과전반에관한기본적인개념과원리를학습하였

는지를확인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런데국어, 수학, 영어로평가과목의수

를축소하자는주장도있다. 이주장을살펴보면지필평가만으로교과에서중요하게

여기는목표달성여부를파악하기어려운데, 이로인하여사회교과에서강조하는문

제해결이나의사결정능력, 과학교과에서강조하는실험활동등을소홀히하고개념

전달및획득에중점을두고수업이운영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 그리고일본의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에서 국어와 수학을 평가 대상 과목으로 하고 있고, 미국, 영국,

호주의학업성취도평가에서사회교과는포함되어있지않거나 2～4년에한번씩표

집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표집 평가에서는

5개교과를평가대상과목으로하였는데, 전수평가에서이를유지할것인지과목수

를축소할것인지에대해서는교과교육전문가, 교육과정전문가, 교육행정가등의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대안으로서, 평가대상과목의수를축소하여전수평가를시행하면서다

른교과에대해서는평가주기를 2년이상으로하여표집평가를하는방안을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와 수학을 전수 평가 대상 과목으로 하고,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하여 표집 평가를 시행한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를 전수 평가 대상 과목으로 하고, 사회와 과학 교과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하여표집평가를시행한다. 이 대안은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전수

평가와표집평가를병행함으로써전수평가대상과목에대해서는학생개인별진단

정보를제공하고교육청및학교의교육책무성을확인하며, 상세하지는않으나개괄

적으로교육과정의목표성취정도를파악할수있다. 그리고표집평가대상과목에



Session 3-38

대해서는교육과정과교수․학습방법개선및교육정책수립을위한보다상세한기

초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4) 평가 시기의 조정

평가의시기로 7월중순을제안한다. 1학기말에평가를시행하게되면 2학기초에

학생개인에게학업성취도진단정보를제공할수있고, 마지막학기에보정교육을실

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서답형 문항의 채점을 할 수

있으므로채점위원으로위촉되는교사의수업결손을피할수있다. 학생들의입장에

서는학교의기말고사를본뒤에시간이얼마지나지않아서학업성취도평가를보아

야하므로부담이될수있을것이다. 이경우마지막학년의 2학기학습내용이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다.

5) 평가 도구의 구성

현행학업성취도평가는준거참조평가로, 학생들이교과교육과정에서규정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도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취기준에 타당한 문항들로 평가

도구를구성하고있다. 학교급별교과별평가도구에는선다형문항과서답형문항이

포함되어있다. 문항수는국어와과학의경우학교급별로각 40문항씩, 수학의경우

학교급별로 36문항씩, 사회의 경우 초등학교 43문항, 중․고등학교 52문항씩, 영어의

경우 초등학교 30문항, 중․고등학교 42문항씩이다.

우선, 교과별평가틀과성취기준을재설정할필요가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2003년을기준연도로하여학업성취도변화추이를살펴보고있는데, 검사도구의동등

화를위하여 2003년에설정한성취기준을크게수정보완하지않고지속적으로활용

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별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상세화되어 있거나 포괄적인 경우가

있어서 준거 참조 평가의 성격이 구현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강하게제기되고있다. 그리고교과별평가틀에서행동영역의구분이명료하지않거

나특정한행동영역의경우불필요하다는지적도있어서교과별평가틀을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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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타당하고신뢰도운연도간비교자료를얻기위해서는좀더정교한동등화

설계와시행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왜냐하면학업성취도평가가고부담시험

으로바뀌면서현재연도간변화추이를비교하기위하여시행하고있는동등화를위

한신뢰로운자료를얻는것이더어려워질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각학교는더높

은점수를얻기위하여학생들에게더많은시험준비를시킬것이고, 이런시험준비

는 동등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전수평가를시행할경우채점의공정성, 용이성등을고려하여서답형문항

의비율을낮추거나아예없애자는주장도있으나, 채점의어려움이있더라도서답형

문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답지 중에서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직접쓰게하면교과내용을깊이있게이해하게하는데도움이될것이고교수․학

습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전수평가를통하여학생개인에게평가세부영역별진단정보를제공하고

개괄적인수준에서교육과정개선을위한기초자료를산출하기위해서는문항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교과별 적절한 문항 수에 대해서는 성취기준과 평가 영역의 설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배경변인에대하여정책적측면을고려하여 재설정할필요가있다. 현행

학업성취도평가연구에서는학생들의학업성취도평가도구뿐만아니라, 학업성취도

와관련이있는배경변인을조사하고있다. 학생들의학업성취도에영향을줄수있다

고상정한교육맥락변인들은학교, 교사, 학생관련변인들이다. 이러한변인들에대

하여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설정함으로써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6) 채점 방안

전수평가일경우평가원에서채점업무를담당하기어렵게된다. 각학교에서채

점을 하는 방안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채점을 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각학교에서채점을하는경우교사들이서답형문항의채점을하고그점수를학

생들의 OMR카드에기입한뒤에성적을처리하여데이터파일을시도교육청으로보

내게된다. 각학교에서서답형문항의채점을하게하면교사업무가가중될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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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본교학생에게후하게점수를주는등객관성확보에어려움이있을수있으며,

채점기준의일관된적용을보장하기어렵다는등의문제가있다. 2008년에시행된학

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보고에서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이주관하여채점을하는경우시도교육청관할에있는모든학교학생

들의답안지를수합하고채점위원을위촉하여채점을실시한뒤에데이터파일을평

가원에보내게된다. 채점의공정성확보를위하여평가원에서는채점기준을보다명

료하게 제시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상 채점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에드러난채점의객관성및신뢰도문제를해결하고효율적인채점관리를

위해서는온라인채점시스템을도입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현재평가원에서

이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는데, 현재까지연구한바에따르면 2010년부터온라인

채점시스템을표집대상학생들에게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이시스템의도입에관

해서는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시도교육청별, 권역별, 전국 단위 등의도입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수평가를시행할경우교과부, 평가원, 시도교육청, 학교의보다긴밀한협조체

제가요구된다. 각기관이수행해야할역할을개괄적으로나타내면 [그림 1] 과같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시도교육청학 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계획 수립 및 지원      ◦ 시행 지원      ◦ 교육 정책 수립

• 문제지, 정답, 채점기준 공지

• 동등화 검사를 위한 표집 학교에 개인 

성적표 발송

• 동등화 검사를 위한 표집 학교 :  

평가시행 결과물 송부

• 시도교육청 평가 담당관 연수(시행, 채점)

• 개인 성적표 산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평가 도구의 인쇄 및 배포

• 개인 성적표 작성 및 발송

• 채점이 끝난 후

 데이터 파일을 보냄

• 답안지 송부

[ 그림 1 ] 학업성취도평가의전수평가안에따른협조체제(정은영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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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에서는학업성취도평가계획을수립하고총괄적인지원을하며시행에소

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한다. 평가원에서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문제지, 정답, 채점기준을공지하며, 점수체제를개발하고, 개인성적표틀및성적표

산출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한다. 그리고시도교육청평가담당관을대상으로시행

과채점과관련된연수를실시하고국가수준의보고서를작성하여배포한다. 한편동

등화검사방안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동등화검사를위한표집학교에개인성적

표를발송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평가도구를인쇄하고배포한다. 그리고온라인채

점 시스템 도입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서답형 문항의 채점 및 성적 전산

처리를담당할수도있다. 또한개인성적표를작성하여발송하며시도교육청수준의

보고서를작성하여배포한다. 학교에서는평가를시행하고답안지를시도교육청으로

보낸다. 동등화검사방안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동등화검사를위한표집학교의

경우 평가 도구와 답안지를 평가원으로 보낸다.

7) 결과 활용 방안

학업성취도평가를표집평가로시행하는것과전수평가로시행하는것은그결과

의활용측면에서다소차이가있다. 평가의결과는각평가목적의차이와부합하도록

활용되어야한다. 전수를대상으로시행되는학업성취도결과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

를 개인 차원, 학교 차원,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학생의학업성취수준을파악하고학력부진학생에대하여보정교육이

이루어지도록지원함으로써기초학력을보장하도록한다. 표집평가와달리전수평가

는 국가 수준에서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에서 도달해야

하는기초학력에미달되는학생을보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따라서전반

적으로학생들의학력이향상되는기대효과를통해장기적으로는국가경쟁력도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기관의교육성과수준을파악함으로써교육의투입, 과정, 산출의지표를

산정하고지역간, 학교간차이와교육효과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한다. 전수

평가는각학교와지역교육청의교육성과에대한정보를제공하게되므로교육기관

에대한책무성점검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특히교육기관평가모형의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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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대표적 지수로 학업성취도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될 것이다.

셋째, 국가교육과정이어느정도성공적으로운영되었는지점검함과동시에교육

과정과교수․학습방법개선을위한자료로활용한다. 학업성취도의기본목적은학

생들이교육과정을어느정도성취하였는가를파악하는것이므로학업성취도달정도

에따라국가교육과정운영의달성여부를이해할수있다. 즉교육과정의정착수준

과문제점을파악하고새로운교육과정개발의범위와수준을결정하는자료로활용

될수있다. 뿐만아니라교육과정개선에따른교수․학습방법의개선방향을선도할

수 있는 자료로 연계될 수 있다.

넷째, 학교교육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즉 지역별, 학교별,

계층별 학력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 관련 변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지역교육청,

학교와교원에대한차별적지원이가능하도록할수있다. 학생의지역별학업성취도

에대한결과는도시화수준과함께관련된교육환경및여건에따른성취수준의차이

에대한정보를제공하게되므로교육예산배분과실질적교육지원에관한정책수

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개별학생과학교, 교육청등에대한연도별교육향상도를파악할수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성과와 지원 체제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지원 체제와

교육향상도의연관성을점검해봄으로써어느정도효율적지원이이루어지는지지표

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한편교육기관의책무성은각각설정한학력향상수준을

어느정도도달하였는가를근거로다양한평가모형을적용할수있다. 특히학생들의

배경변인을통제한순수학교효과가학생의성취도향상에얼마나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공정한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상에서제안한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개선안을요약하여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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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평가 대상 초6, 중3, 고1 초3, 초6, 중3
고교는연합학력평가혹은대학

수학능력시험 등으로 대체

평가 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초3 : 읽기, 쓰기, 기초 수학

초6 : 국어, 수학

중3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초등학교는 핵심 도구 교과 중

심으로 평가,

중학교는 현행 유지 여부에 대

한 논의 필요

평가 시기 10월 셋째 주 7월 중순 보정교육 기간 확보

결과 통보 12월 말 9월 초 보정교육자료 제공 및 실시

채점 방식
단위 학교

교사 채점
재택 온라인 채점

온라인 채점 시스템의 도입 수

준에 따라 주관 주체 결정

[ 표 2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안

4. 제언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공 조건

학업성취도평가를전수평가로실시하고학교나지역교육청별로평가결과를공

개함으로써학교나교육청간에자율적인경쟁을유도하는것은학교가학생들을가

르치는일에더집중하고노력하게하는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나시험을

통해평가되는요소를중심으로수업내용이나방법이변화되고, 평가되지않는과목

들에대한교육활동이축소되는등고부담시험이학교현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

개연성도높다. 따라서학업성취도평가를전수평가로전환함으로써얻고자하는긍

정적효과를달성하면서동시에고부담시험을실시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

제점들은무엇이며이러한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에대한충분

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그목적을충실하게구현하기위해서필요한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인합의를얻기위한노력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2008년에학업성취도평가가해당

학년의학생전체를대상으로시행되었는데, 일부에서반대의견이강하게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대하여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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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고, 전수평가에서의도하는효과를얻으면서동시에예

상되는문제들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이다.

또한교과부차원에서교사, 학부모, 학생대상으로학업성취도평가에대하여안내를

하고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성취도평가를전수평가로시행하여기초학력미달로평가받은학생과

성취도가낮은학교와지역에대한지원체제와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기초학력미

달학생을위한교수․학습자료를개발하여보급하고, 기초학력미달학생을지도하

기위한전담교사를확보하여배치해야할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활용하여

성취도가낮은학교에대한지원, 개별학생에대한기초학력보장을위한지원이있어

야 전수 평가를 하는 의미가 구현될 수 있고, 평가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안목에서학업성취도평가체제를구축할뿐만아니라주기적인점

검체제를갖추어야한다. 미국의 NEAP이나호주의 NAP의평가계획은상당히장기

적인안목에서이루어지며, 검사시행, 결과분석및보고등을위한충분한시간을확

보하고있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전수평가시행은교육현장에큰영향을미칠

수있는정책인만큼치밀한연구계획과준비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 국가수준학업

성취도평가개선안이마련되면그에따른교과별평가틀과성취기준, 시행방안, 동등

화방안, 점수체제등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일부지역에시범적용해봄으로써그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결과를다양하게보고하고활용할필요가있다. 미국의 NAEP과호주의

NAP의경우평가결과를다양하게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수준의보고서를작성하

여제시하고있다.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대해서도상세한결과를제시한전문가용

보고서뿐만아니라, 국가수준의결과를일반인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요약보고

서를작성하여보급할필요가있다. 한편학업성취도평가와관련된연구를활성화하

기 위해서 평가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수준에서시행되는평가, 시도교육청이주관하는평가, 시도교육청단

위의평가등여러평가의내용, 방법, 빈도등을조정할필요가있다. 현재전국단위

에서시행되는평가로학업성취도평가뿐만아니라교과학습진단평가와전국연합학

력평가가있고, 시도교육청수준에서도평가가시행되고있다. 평가내용과방법이유

사한학교외부의평가가빈번하게시행되는것은학교와학생에게시험부담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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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학교교육과정운영의자율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평가의목적

과 기능을 명료하게 하여 중복되는 평가를 없애서 평가 빈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관련유관기관들사이에보다긴밀한협조체

제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2010년부터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학교단위에서공개

될예정이므로지난해에드러난문제점들을해결하여전수평가체제를확립하고합

리적이고 공정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평가원, 시도교육청, 학교의 각

역할을 명확히 하고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학업성취도평가사례를살펴보면평가도구개발, 결과분석, 채점, 시행등의

업무를다양한기관에서분담하여수행하고있다. 장기적으로는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센터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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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세기는국가마다성장을위해급격한산업화를추구하던시대였다. 산업성장

의 원동력이 화석 에너지였고 에너지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구가 감내할

수있는한도를넘어버렸다. 산업혁명은화석연료로의이행이토대가된반면, 녹색성

장의 서막인 환경혁명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이탈이 동인이 되었다.

이제 녹색성장은 경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바로고탄소패러다임사회의수단이었던화석연료로부터이탈하여저탄소사

회로의이행이확고한정책기조가되어야하는이유이다. 다시말해물질중심자원소

비형 국가혁신체제에서 인간 중심 녹색 국가혁신체제(GNIS: Green National

Innovation System)로 전환해야한다는의미이다. 또한추격형국가혁신체제에서창

조형국가혁신체제로전환하는사업으로녹색뉴딜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것도같

은 맥락이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단기처방으로는뉴딜정책이우선이지만중장기적으로는녹

색성장의기조하에녹색기술개발을통한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이지속가능한성

장전략의핵심인것이다. 이러한녹색과학기술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추진하

려면녹색국가혁신체제가근간이되어야하며, 추진주체로는녹색성장위원회가중심

이되고범부처가통합형정책기조아래수도권과지역이조화를이룸과동시에시민

단체까지동참하는범국민운동으로태동될때비로소위기극복은물론미래까지담

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우선고탄소사회와대비되는저탄소사회의패러다임을고찰하고, 다

음으로는녹색국가혁신체제(GNIS)의개념을제시하면서, 녹색국가혁신체제의구축에

있어핵심이되는녹색기술의개념을살펴보고, 녹색기술개발을위한종합적인정부계

획인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안)’의 대략적인내용및문제점을검토하며, 최종

적으로는이러한문제점에대응한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과학기술정책의방향을모

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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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

에너지․자원수요와온실가스배출의급속한증가는더이상고탄소사회패러다

임을유지하기어렵게하고있다. 저탄소사회패러다임은기존의고탄소사회자체의

문제때문에등장한것이다. 하지만저탄소사회패러다임은기존의지배적인고탄소

사회 패러다임과의 경쟁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저탄소사회패러다임의도입기에는새패러다임위에서정착해야하므로불리한

위치이다. 이러한저탄소사회패러다임의열세를받쳐줄과학기술, 정책,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탄소사회패러다임의도약·성장기에는새패러다임이급속히확대된다. 새패러

다임이시장경쟁력을확보하고, 고용창출도커지며, 소비패턴전환도진척된다. 저탄

소사회패러다임의안정·성숙기에는경제와사회문화모두새패러다임하에서가동

된다.

저탄소사회의패러다임은고탄소사회와차별된다([표 1] 참조). 저탄소사회에는

경제성장이 환경부하 증가를 수반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케 하는 탈연동

관계를지향한다. 1981년 이래경제가 70%성장하였지만에너지소비는거의그대로

인 덴마크가 좋은 사례이다(Friedman, 2008).

저탄소사회는환경적지속가능성을추구하여미래세대를고려한다. 저탄소사회

는에너지및물질기반의변환을요구한다. 화석에너지는온실가스뿐아니라대기오

염의 원인이다. 석유화학기반 물질은 독성물질의 원인이다.

저탄소 사회에 부상하는 시장은 탄소 시장, 에너지·환경 시장(물 포함), 신기술의

에너지·환경연계시장이다. 저탄소사회에는 High-Tech 뿐아니라 Low-Tech의역

할도중요시된다. 무동력수송기술같은 Low-Tech의역할도기대되어중소기업에게

시장확대등새로운기회를제공한다. 저탄소사회실현을위하여개도국과의협력은

긴요하다. 중국이 에너지소비를 20% 줄이면 그 온실가스 저감분이 유럽국가 모두의

교토의정서 저감목표의 5배에 해당할 정도이다(Friedm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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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탄소 사회

High-Carbon Society

저탄소 사회

Low-Carbon Society

경제-환경 관계
- 연동(Coupling): 경제 성장이

환경 부하 증가를 동반

- 탈연동(Decoupling): 경제성장이

환경 부하 증가를 동반하지 않음

환경관리 목표
- 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 기준 충족

- Environmental Sustainabilty

- 미래세대 고려

게임 틀
- 경쟁

- Zero-Sum

- 상생

- Win-Win

발전 지표 - GDP
- 녹색 GDP

- 사회∙생태∙경제 지표
기술/프로세스/

제품

경쟁력

- 가격 및 품질
- 가격 및 품질

- 녹색도

에너지 기반 - 화석 에너지 - 재생가능 에너지

물질 기반 - 석유화학 기반 물질 - 바이오 기반 물질

주력 Tech Level - High-Tech
- High-Tech

- Low-Tech

주력 산업

- 석유화학기반 산업

- 제조업

- IT 산업

- 금융업

- 에너지∙환경 산업

- 에너지∙환경 산업 + IT 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시장 기회

Boom Market

- 제조업 시장

- IT, 일부 신기술 시장

- 금융 시장

- 탄소 시장

- 에너지∙환경 시장(물 포함)

- 신기술의 에너지∙환경 산업과의

연계 시장(예: IT)

국제관계
- 남북문제 상존

- 선진국 위주 국제관계

- 지구적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

- 다자협력

[ 표 1 ] 고탄소 사회와 저탄소 사회의 패러다임의 비교

자료: STEPI(2008)

저탄소사회에서는서비스경제가중요하다. 지식과서비스제공을기초로자원소

비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 지식 컨설팅 서비스가 중시된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녹색인프라형성컨설팅서비스가그예이다. 저탄소사회에서는분산기술

이 큰 역할을 하므로 기술 구현을 위한 수요자 및 사회와의 소통이 부각된다.

저탄소사회에서는 IT를통한네트워크사회가중요하다. 저탄소사회패러다임의

도입을위해서는 IT를통한녹색지식의축적및확산이긴요하다. 아울러저탄소녹

색기술자체의분산적성격으로각모듈이나설비시스템을조화롭게엮는 IT 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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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사회에서는 세계화와 탈집중화 흐름은 지속된다. 다자간 협력이 중요해지

며열린국제관계가요구된다. 지구적이슈에대한해결이몇몇선진국만으로가능하

지않기때문이다. 저탄소사회실현을위한녹색기술의적용공간도국민국가의울타

리를넘어광역적지역블록으로확대된다. 유럽의북해를중심으로유럽국가들의전

력망이연결되는것도이러한맥락이다. 유럽대륙을넘어서햇빛이풍부한아프리카

로부터태양에너지를 끌어오려는 유럽연합의 노력도 그렇다. 미래 에너지 공동 연구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R&D도 활발해진다.

저탄소사회패러다임에서는장기적안목이중시된다([그림 1] 참조). 장기적인리

스크를무릅쓰는투자도강조된다. 혁신투자는눈앞의빠른결과를재촉하기보다는

장기적인보상을지향할필요가있다. 덴마크는시장에서재생가능에너지의경제성이

평가받지못하던 20여 년 전풍력에과감하게투자하여지금은풍력기술에서세계에

서 선두에 있다.

[ 그림 1 ] 기업의 단기적 안목에서 장기적 안목으로의 중심 이동

3. 녹색국가혁신체제(GNIS)와 녹색기술 연구개발

녹색국가혁신체제(GNIS)는개발되는기술의성격, 혁신주체들의조직활동, 시장과

제도의작동방식이환경친화적으로배열(align)된혁신체제라고할수있다. 첫째, 기

술혁신의성격면에서는환경친화적기술패러다임에의해기술혁신이수행되고, 환경

친화적연구개발촉진을위한노력이필요하며, 정부연구개발사업의선정및평가기준

으로서환경친화성을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둘째, 혁신주체들의조직루틴측면에

서는기업들과대학·연구소의일하는방식에서환경친화적조직구조가확립되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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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규제가아니라사업기회로인식해야하고, 환경적가치가조직의의사결정에서중요

한기준으로자리잡을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기술혁신을지원하는시장과

제도측면에서는환경친화적혁신을유도할수있는시장구조와인센티브제도가작

동해야 한다.

[ 그림 2 ] 녹색혁신체제의 구성과 역할

녹색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자원다소비형기술과조직, 제도·시장으로구성된혁신체제는새로

운시스템의형성을저지하려는속성이있다. 이를저항을뚫고녹색혁신체제를구축

하기위해서는기술과혁신주체들의조직과네트워킹, 시장과제도의환경친화성을강

화시키면서 공진화(co-evolution)할 수 있는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시스템전환은장기적비전하에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활동으로소규모의성

공적인실험을확산시키고학습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 새로운기술-조직-제도를

형성하고있는니치(지역, 영역)을개발하여그것을효과적으로확산시키는 '전략적니

치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가필요하다. 이는기술개발만이아니라혁신주

체, 사회적수용과관련된제도와시장이공동진화하는과정이다. 이를위해서는 “환경

친화적기술 - 혁신주체들의기술개발 - 시장·제도”가공진화될수있는니치영역을

발굴하여실험을추진해야한다. 특정지역이나영역에서관련산학연혁신주체 -지역

사회가협력하여시범사업을성공적으로구현하는것이다. Eco-city사업과같은지역

개발사업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을이런실험의장으로활용할수있다. 다양한혁신주

체들이 혁신체제의 발전 비전과 구체적인 궤적을 협의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플랫폼

(green platform) 구축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을 수단이 될 수 있다.

녹색국가혁신체제에서녹색기술은핵심적인역할을한다. 즉, 녹색기술은저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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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녹색산업화에기여하여환경보호와경제성장이선순환되는녹색성장의전략적구

심점역할을하는바, 환경기준에따라산업이재편되면서녹색기술이핵심기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그림 3 ] 녹색기술개발과 녹색성장 (SERI, 2008)

녹색산업화 경제성장

환경보호저탄소화

녹색

성장

환경보호와

= 경제성장의

선순환

녹색기술개발

녹색기술은자연원리의모방(Bio-Mimic 등)을포함하여자연의원리를따르고촉

진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향한다. 녹색기술의 기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순환인데녹색기술은물질순환을촉진시키고복원시키는기술이다. 무로타외

(2002)는경제순환은장기적으로자연계의물질순환의범위내에있다고하였다. 둘째

는평형인데녹색기술은자연계의동적평형을따르고촉진하는바, 예컨대온실가스

로지구열수지의평형이훼손되는데녹색기술은지구복사열평형을회복하여기후

변화완화에기여한다. 셋째는저엔트로피의특성인데녹색기술은재생가능에너지기

술과같이과학기술의적용에수반되는에너지및물질이용과엔트로피(무질서)의최

소화를 지향한다.

[ 그림 4 ] 고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과학기술과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녹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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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적정규모및속도인데녹색기술은자연생태계에서처리할수있는범위내

의적정규모와속도로영향을주는바, 예컨대녹색기술은대기에수세기이상잔류하

는온실가스나자연계에서쉽게분해되지않아장기간에걸쳐독성을주는잔류성유

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배출을피하거나대체한다. 다섯

째는안전인바, 녹색기술은인류와자연생태계의안전을도모한다. 여섯째는분산화

인데녹색기술은가능하면분산화를통해적정규모와속도를유지하며리스크를분

산하고지역경제에도기여하는것을지향한다. 마지막으로는하이터치인데이는미래

에특히강조되는추세로 Eco-design처럼인간의얼굴을한기술을추구하여감성적

터치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중점을 두게 된다.

저탄소녹색성장의핵심동인이될녹색국가혁신체제(Green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중심에는녹색사회, 녹색산업의원천이될녹색기술을확보하기위한연구

개발활동이있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안)을마련하여

현재각해당부처별로실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이종합대책(안)은녹색과학기술역

량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고녹색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환경

지속성 지수에서 선진국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림 5 ]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안)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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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자원활용기술을 의미하는

전통적녹색기술뿐만아니라 IT, BT, NT 등신기술간또는기존제품, 산업간융합을

지향하는융합녹색기술로그영역을확장하였다. 정부는녹색기술 R&D 투자를 2012

년까지 2배이상확대하고이를경제성장및전략적중요도를고려하여선정한 27대

중점육성기술에집중투자할계획이다. 여기에는녹색기술의융합촉진화, 녹색기술

에대한기초원천연구의확대, 기존산업의그린화및신성장동력화, 녹색기술의인프

라 구축이 기본적인 발전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 그림 6 ] 녹색기술 투자 방향과 발전 전략

정부의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안)에서선정한27대핵심기술은기후변화와관련

된예측기술,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핵발전등과관련된에너지원기술, 기존에너지원

의보다효율적인사용을위한고효율화기술, 저탄소를실현하고환경오염을줄이기위한

사후처리기술, 그리고 무공해산업경제를 위한 가상현실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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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27대 중점 육성 녹색기술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안) 등에나타나있는우리나라녹색과학기술개발계

획상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전반적인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에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반영이반드시필요함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대책마련은부

진한상황인바, 특히 ‘기술적성공가능성’ 및 ‘상업적성공가능성’ 등으로대표되는국

가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과제선정기준에해당기술의 ‘녹색도’를중요한기준으로고

려할필요가있다. 둘째, 녹색기술개발을위한보다세밀한연구개발전략의마련도필

요한데, 특히현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577전략’과녹색성장과의연계가중요

함에도이에대한고려는충분치않아보인다. 셋째, 녹색뉴딜사업의사업내용들을실

행하기위한정책수단은건설사업, 시설구축사업, 제도개선사업등이포함되어있다.

그런데여기서가장중요한정책실현수단중의하나가중요하게언급되지않고있는

데, 바로 연구개발사업이다. 즉, 한국형 뉴딜사업과신성장동력사업에서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한 것이 녹색뉴딜사업인데,

그중심에는녹색기술이자리잡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책수립과정에서는녹색

뉴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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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녹색뉴딜사업과 녹색기술

마지막으로저탄소녹색성장비전의실천은중앙정부뿐만아니라모든지방자치

단체를포함하는총체적인녹색기술개발및녹색생활양식의변화가필수적인바, 지

역의자연적여건과기술혁신역량을반영한최적의녹색지역혁신체제의구축이필요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다.

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1) 기술의 녹색도(Degree of Greening) 개념의 도입

기술의녹색도(Degree of Greening)는기술이얼마나저탄소사회패러다임에장기

적으로정합적이며사회적지속가능성이있는지그정도를비교하는척도이다. 기술의

녹색도는녹색기술의기조(순환, 평형, 저엔트로피, 적정규모및속도, 하이터치)를반

영하는정량적및정성적요소로구성된다. 정량적요소는녹색경제도, 탄소배출강도,

에너지소비강도, 물질소비강도, 엔트로피이며, 정성적요소는생태계간섭도, 사회

적 지속 가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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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녹색도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생태적 요소로 구분된다. 기술적 요소는

주로 환경 기술적 요소로 탄소배출 강도, 오염물질 배출강도(NOx, SOx, PM, POPs,

중금속 등), 에너지 소비 강도, 물질 소비 강도, 엔트로피로 구성된다. 경제적 요소는

녹색경제도로기술의소요비용, 탄소외부비용및다른오염물질외부비용등의합으

로나타내지는데, 우선적으로탄소외부비용을적용하고단계적으로다른외부비용의

적용이가능하다. 한편, 기술의경제성은환경외부비용반영시달라질수있다. 예컨

대, 에너지 기술의 경우 탄소 외부 비용반영이 가능한데, 석탄 발전 단가는 3.7～6.2

센트/kwh이나탄소비용포함시 5.6～8.7센트/kwh까지상승하여일부풍력판매가보

다경쟁력이하락할가능성도있다. 마지막으로사회적 / 생태적요소는사회적지속

가능성과 생태계 간섭도 등이다.

[ 표 2 ] 녹색경제도 비교 예시 : 에너지원별 전력단가

구분 석탄 가스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원자력

자료원/
비고

단가
(US센트/
KWh)

3.7∼5.0
(pulverised)
4.4∼5.6
(fluidized)
5.0∼6.2
(IGCC)

4.4∼5.6
(combined
cycle)

4.4∼13.7
(연안)
7.5∼18.7
(해양)

17.8∼53.6 3.1∼10.6 5.0∼5.6
a*

(2005년기준)

4.7∼4.8
(pulverized)

- - - -
6.7∼7.0(85
% 가동률
가준)

b, c

탄소
비용**
포함
단가
(US센트/
KWh)

5.6∼7.5
(pulverised)
6.2∼8.1
(fluidized)
6.9∼8.7
(IGCC)

5.0∼6.9

3.5∼10.0
(연안)
5.0∼15.0
(해양)

6.9∼32.4 3.1∼9.4 5.0∼5.6
a

(2030년전망)

7.3∼8.2
(pulverized)
(CCS 설치또는
탄소세 부과시)

- - - - - b

매장량 155년분 64년분 재생가능 재생가능 재생가능 85년분 a

주) * 2005년 유로화의 달러화 전환 환율 1.25 적용 ** 탄소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당 25～37달러로 계상

․전력단가는가동율, 설비수명, 연료가격, 발전방식, 발전구조(집중형/분산형), discount rate, 인플레이

션율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짐에 유의 비교

․ pulverised, fluidized, IGCC는 석탄 발전 방식, combined cycle은 가스 발전 방식의 일종

․ CCS: 탄소 포획저장

자료출처: a: EC(2007), b: MIT(2007), c: MIT(2003) ; STEPI(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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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기술 녹색도의 구성요소

기술녹색도의구성요소중많은부분이이론적으로는경제적화폐가치로환산이

가능하다. 특히정량적요소는대부분환산가능한데, 예를들면타소및오염물질배

출강도, 물질및에너지소비강도등은경제적화폐가치로의환산이가능하다. 정성적

요소의일부도경제적화폐가치로환산가능한데, 예로써생태계간섭도를들수있다.

중장기적으로 녹색도 구성요소의 정량화 및 경제가치 환산 작업 필요하다.

기술의녹색도제고는우리나라국민의삶의질향상에필요하며, 저탄소사회패

러다임하에서기술녹색도제고는국가경쟁력의강화로이어진다. 기술녹색도제고

는미래수익원(Green is green)이될수있으며, 기술녹색도제고가무역환경장벽(예

: EU의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규제(Euro Ⅲ/Ⅳ))를 뚫는 터널이 될 수 있고, 세계적

미래 추세인 탄소 및 환경비용 내부화의 대응책이며, 쟁점이 되는 주요 기술의 투자

우선순위를가르는기준이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기술에대한 ‘녹색도’ 개념을엄격

하게 정의하고 도입․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녹색기술 연구개발전략의 마련 및 녹색성장과 “577전략”의 연계

녹색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전략은다음과같은사항들을반영하여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대안기술 및 연성적 해결책 범주의 녹색기술 R&D 포트폴리오의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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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바, 중장기적으로기존환경․에너지기술및환경성보완기술에서대안기술

및 연성적 해결책의 R&D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 그림 10 ] 녹색기술의 발전 방향

둘째, 장기적지속가능성잠재력이큰저엔트로피(Low-Entropy Tech)의 R&D 강

화가필요한데, 첨단소재활용태양전지기술(박막기술, Spray-on PV등), 태양에너

지 집적 기술과 같은 고효율 태양광 모듈 등 태양에너지 R&D , 2세대 바이오 연료

R&D, 해양풍력기술등풍력 R&D, 에너지저장기술(단속에너지원보완) 등을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녹색 Low-Tech의 진작을 위한 R&D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녹색 Low-Tech과신기술과의융합촉진등을포함한다. 넷째, 녹색기술과정책을연

결하는연구를강화해야한다. 예컨대, 저탄소실현사회경제적시스템및패턴개혁

정책연구, ‘기술개발’과 ‘확산정책’의최상의혼합공식을마련하기위한연구등을수행

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녹색기술기반지식향상연구를강화해야할필요가있는

데, 기후변화예측및적응연구, 녹색기술지식은행관련연구와같이녹색기술지식

흐름 활성화 연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양한양극을고려하는녹색기술연구개발전략이마련되어야한다. 녹색R&D

우선순위설정은기술의장기적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수행되는것인바, 집중-분산

Tech, 기존기술-신기술, High-Low Tech, 대기업-중소기업, 선진국-개도국협력등다

양한양극을고려하여R&D포트폴리오구성이되어야하며, 녹색도포트폴리오를기초

로단․중장기녹색기술R&D시나리오창출및기술녹색도세부구성요소별로포트폴

리오 세부화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녹색기술은 거대기술 공동 R&D 등 선진국 협력

R&D도중시되지만지구적이슈에대한개도국협력이필수이며, 이는녹색기술의실용

화 및 전파 측면 뿐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적용공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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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녹색기술이 흐르는 양둑 / 양극

녹색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전략은장기적인녹색도(Degree of Greening)를반

영하는연구개발전략이되어야한다. 녹색도와관련한기준을적용하는경우해당기술

이목표하고있는개발목표가녹색도기준에부합할수록Green impact 또는녹색도가

큰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해당기술의 개발 목표가 가지는 시장 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클수록 Growth impact가 큰 것으로 가정한다.

[ 그림 12 ] 녹색성장과 ‘577’ 중점육성기술과의 관계(예시)

주 : 1. 577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중점과학기술의 “녹색성장” 척도에 따른 분류

2. 분류대상 : 577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90개중점과학기술(50개중점육성기술 + 40개 중점육성후

보기술) 중 주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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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두기준에따라‘577전략’상의중점육성기술을대상으로2×2matrix상에포지션을

결정하고, 이에따라차별화된연구개발전략을수립할수있다. 예컨대, 위의[그림12]에서1사

분면의경우 ‘친환경기술의조기제품화’ 전략이유효할것인바, 이와같이Green impact가

크고산업성장가능성이높은기술군에대해서는친환경기술이조기제품화될수있도록집중

적인자원투입에의한연구개발추진필요한데, 특히이영역에서의기술개발은경쟁국도동시

에진행할가능성이높으므로기술의조기제품화에의한상용화추진이요구되며, 이를통한

시장진입을앞당겨관련분야의시장지배력을강화시키는것이필요하며, 또한관련제품의

시장진입을위한제반제도적환경도우호적으로만들어주는것이필요하다.

[ 그림 13 ] 녹색기술 포트폴리오(예시)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한편, 현재와같은저성장구조가고착화될경우녹색성장과관련한산업수요창출

이미진해지고, 특히경제위기로인한민간기업들의녹색기술개발투자위축은국가적

차원의녹색과학기술개발하부구조를부실화시킬우려가있으며, 이는장기적관점에

서녹색기술개발을통한국가신성장동력창출전략의실행이매우어려워지게될것

임을의미한다. 따라서 ‘녹색성장’과현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인 ‘577 전략’과의연

계를통해투자자원의확보및배분, 투자분야의설정, 과학기술지원제도의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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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전략’의 7대 시스템 선진화 ⇒ 녹색성장과의 연계 방안(예시)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녹색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초원천연구 진흥 녹색 기초원천기술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녹색성장 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 녹색기술 국제공동연구 확대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역별 녹색기술 클러스터 조성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녹색기술 지원센터 설치

과학기술문화 확산
녹색기술 성과 홍보 및

문화/예술/교육과의 접목

[ 그림 14 ] 녹색성장과 ‘577’전략과의 연계(예시)

3) 녹색뉴딜 국가R&D사업의 추진

Green NIS로의전환에있어중장기적정책을통한녹색과학기술의창출과확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현재경제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위한녹색연구개발 활동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녹색과학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난 1월국무회의보고를통해일자리창출을위한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이발표된

바있다. 이는국가비전으로제시된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해발표된첫번째정책사

업으로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뉴딜사업의핵심사업과연계사업추진을위한과학기술적수단의제공측면에

서녹색뉴딜국가R&D사업의 기획과추진이필요하다. 녹색뉴딜국가R&D사업은녹

색뉴딜사업의성공적추진을통해녹색경제를구현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목표

로 한다. 따라서 그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녹색뉴딜국가R&D사업은녹색뉴딜사업의목표달성을위한통합형연구개발

사업이되어야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연구개발사업이국가차원의대형사업과연

계하여추진된경우는없었다. 따라서연구개발사업이국가대형사업에연계되어직접

적으로기여한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그러기위해서는녹색뉴딜사업의

핵심사업별 추진방안 수립 시 R&D 분야 추진과제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민간주도의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

직하다. 민간의 적극적참여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수요지향적기술개발은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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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녹색뉴딜사업은성격상중앙정부뿐아니라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등

다양한주체와기관이참여하게된다. 이에따라녹색뉴딜국가R&D사업도다계층/다

자참여사업으로운영될것이기때문에이를고려한효율적관리체제의구축이중요

하다. 각핵심사업전체총괄계획을기반으로R&D 사업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서

각 부처별 및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넷째,녹색뉴딜국가R&D사업은국가대형사업에서중요한실행수단으로서의R&D사업을

추진하는것이므로과학기술의공급자적기획이되어서는안되며,철저하게녹색뉴딜사업자

체의현장수요를반영한기획이되어야하며, 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이되어야한다.

이렇게볼때녹색뉴딜국가R&D사업은앞에서언급한녹색기술연구개발계획종합대

책(안)과다소다른성격으로구분될수있다. 즉, 종합대책(안)은녹색기술자체에초점

을맞춘계획으로우리나라의녹색과학기술역량과녹색산업경쟁력제고, 환경문제개선

에목표를둔과학기술공급차원의계획으로볼수있는반면에,녹색뉴딜국가R&D사업

은녹색뉴딜사업자체의성공적추진을위한실현수단으로철저히수요지향적인사업으

로 그 분야도 녹색 SOC, 저탄소 고효율산업기술, 친환경 녹색 생활 등이 된다.

[그림 15 ] 녹색기술연구개발계획종합대책(안)과녹색뉴딜국가R&D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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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녹색뉴딜국가R&D사업이정부의녹색기술연구개발계획종합대책(안)과

별개로추진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결국녹색뉴딜국가R&D사업은녹색뉴딜사

업의목표달성에기여하기위한실현수단으로서의측면과함께다른한편으로는이

를통해우리나라의녹색기술경쟁력제고로이어져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녹색뉴

딜 R&D사업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녹색뉴딜 국가R&D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목표지향적/문제해결형

R&D 프로그램의기획이필요하고, 여기서의목표는본사업의핵심사업과연계되어

야함은물론이다. 또한수행과정에서정부와민간의적절한역할분담과협력을통해

사업에서기대하는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그리고이과정을통해우리나라의녹색

성장을견인할인적자원과역량을확보하고녹색기술분야의개방형네트워크를구축

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6 ] 녹색뉴딜 국가R&D사업의 이원적 추진전략

녹색뉴딜국가R&D사업의추진에있어가장핵심적인단계는기획과정이다. 실제

프로그램의기획은녹색뉴딜핵심사업, 연계사업의과학기술적타당성검토, 핵심사업

과연계사업의과학기술수요분석, 기존 R&D 사업에서의연계사업과신규사업화가

필요한R&D 사업발굴, 핵심사업혹은연계사업별 R&D 프로그램의기획, 세부 R&D

프로그램의기획의단계로추진될수있다. 실제녹색뉴딜사업의핵심사업중하나인

대체 수자원확보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사업에필요한녹색뉴딜 국가R&D사업을 예

시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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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 녹색뉴딜 국가R&D사업의 예시

4) GRIS 전환을 위한 녹색뉴딜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녹색지역혁신체제(GRIS:Green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구축을위한녹색뉴딜지역혁신사업추진이중요하다. 저탄소

사회패러다임으로의전환은지역의녹색혁신을통해실현된다. 따라서지역의자연적

여건과혁신역량을반영한최적의 GRIS의구현을위해지역혁신정책의전환이이루

어져야한다. 즉, 지역혁신정책의목표, 전략, 전략산업, 지원수단들이녹색지역혁신시

스템(GRIS) 구축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정되고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혁신사업은광역권선도산업및지역의전략산업육성을중심으로전개

되고있다. 녹색관련사업들이선도산업과전략산업에일부포함되어추진되고있으나

기존의지역혁신시스템틀속에녹색산업일부를추가하는형태에머물고있어녹색

성장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위한지역혁신정책의적극적이고체계적인대응이부족

하다. 전탄소녹색성장의구현을위해서는지역혁신정책이적극적인역할을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에서 녹색지역혁신시스템

(GRIS)구축으로지역혁신시스템전환이필요하며이를위한지역혁신정책의방향전

환과 혁신사업들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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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 녹색지역혁신시스템(GRIS)으로의 전환

녹색지역혁신시스템(GRIS)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혁신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산

업발전을통한지역경제발전에서자연과인간의조화를통한지속가능한발전으로전

환되어야한다. 즉, 지역 주민이친환경적으로생활하면서경제적으로도풍요로운에

코효율성(eco-efficiency)달성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제고에적극적으로기여해

야한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정부의지역혁신사업의추진방향을다음과같이설

정해야 한다.

첫째, 광역권별로녹색클러스터를지정하여집중육성한다. 지역의혁신역량극대

화와국토공간의효율적활용차원에서광역권별차별화된클러스터를지정하고중

점지원을한다. 광역권별로선정된선도산업, 기존에추진되고있는전략산업, 지역의

조건및역량을고려하여광역권별로녹색산업을선정하고집중지원한다. 지원수단으

로는녹색인력양성을위한광역거점대학육성, 지역중소기업의창출및육성을지역

일자리창출, 세계적인챔피언기업육성을통한글로벌시장점유를통해지역의발전

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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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 광역권별 그린 클러스터 지정 예시

둘째, 지역의 자생적인녹색혁신시스템을구축한다. 지역의실질적인역량과수요

에기반한지역밀착형프로그램을추진하고, 중앙주도가아닌지방이주도적인역할

을담당하여스스로기획하고추진하여평가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이를통해지역

이자생적인녹색혁신추진시스템을구축할수있는역량을기르고, 각지역의특성에

적합한차별적인시스템을구현한다. 이러한자생적인시스템이성공적으로구축되기

위해서는지역혁신거버넌스개편을통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합리적인역할분담.

지역의 혁신주체들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성장을견인할녹색산업을발굴하고기존전략산업과의연계발전을도

모한다. 이를위해녹색기술사업을중심으로지역혁신사업을전체적으로새롭게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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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지역혁신사업을그린뉴딜사업과지역의전략사업의이원구조로개편을추

진한다. 특히기존산업분야의기업들에대해서는녹색경영체제에대한지원을강화한

다. 즉,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경영에서 환경 중심의 경영체제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한다.

넷째, 친환경 녹색생활 구현을 위한 인프라(hardware, software)를 구축한다. 집,

사무실, 학교등 생활공간의녹색화, 에너지, 도로, 교통, 하천 등생활환경의 녹색화,

그리고안전하고건전한녹색식생활을위한녹색공간및환경조성을실시한다. 나아

가친환경교육및학습, 자발적친환경활동지원을통해지역주민의의식과행동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혁신정책방향 전환을 통해 녹색지역혁신시스템(GRIS)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게되면지역의녹색성장실현뿐만아니라녹색성장패러다임으로의성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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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시작된이래우리나라는섬유산업을시작으

로자동차, 철강, 조선산업과같은중화학공업을중심으로오늘날과같은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이후 1980년대부터 IT산업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우리나라의경제

성장을주도해왔다. 특히 1997년말의 IMF사태를겪으면서 IT산업이우리나라경제

는 물론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우리나라IT산업의GDP성장기여율은1996년10.6%에서2003년에 51.3%로

증가되었다. 2007년에는 다소 주춤하여 31.1%에 그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IT산업의수출비중역시 2007년에

33.7%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2007년말을기준으로우리나라전체 1,642만가구중약 89.6%인 1,471만

가구가초고속인터넷에가입하여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것과같이사회의정보화역

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T부문의 이와 같은 경제, 사회적 기여와는 달리 최근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

신 성장 동력의발굴이라는세계적인추세속에서 ‘전기먹는하마’로비유되면서자칫

에너지과소비부문으로인식되어에너지소비의효율성제고가우선적으로요구되는

대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정보화가진전됨에따라컴퓨터와서버같은 IT 기기 등의 사용 증가로 인

한 전기의 사용량과 CO2의 배출량이 점차 증대될 것이 확실하지만 또한 역으로

IT를 활용하여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인 에너지사용의효율성을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통칭 ‘그린 IT’라고 한다.

본발표에서는녹색성장정책의배경과주요내용, 그린 IT의개념과활용그리고주

요국들의녹색성장정책추진에있어그린 IT의역할이무엇이며이를바탕으로우리나

라가어떻게 IT를활용하여녹색성장정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인가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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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정책과 그린 IT

1)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녹색성장정책에서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를 발굴한다는 것은 화석연료 고갈에 대

비하여단순히재생가능한대체에너지를개발하는것이아니다. 화석연료중심의에

너지체계자체가변화해야한다는관점에서녹색성장정책이란경제성장의지속가능

성을전제로한재생가능한대체에너지를개발한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

한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배경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 1 ]과 같다.

[ 그림1 ]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배경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9),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IT의 역할 및 중요성 -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97%를

해외의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특히석유의경우매년전량을수입해사용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화석연료를대체할미래신재생에너지의개발은전세계적인녹색성장

추세가아니더라도반드시이루어야할것이며이를통하여오늘날과같은경기침체를

벗어나고미래신성장동력을함께발굴할수있다면그것은반드시추진해야만하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녹색성장정책은비록지구온난화라는환경문제로부터시작되었으나결국에너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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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정책이중심을이루는경제성장정책인것이다. 이러한녹색성장정책의주요내용은

크게화석연료를대체한신재생청정에너지를개발하는것과 CO2와같은온실가스배출

을감소시키기위한에너지사용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것의 2가지로요약될수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너지사용의효율성 제고측면을살펴보면 기존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성을향상시킴으로서전체적인화석연료의존도를낮추고자하는것으로서

우리나라의경우에는 2012년까지국가에너지효율을 11.3%개선할것을목표로하고

있다. 이러한에너지사용의효율성제고가대체에너지의개발과비교하여특히중요한

것은그에너지절감효과가단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EU는 2020년까지전체에

너지사용의 20%를감축할것을제안하고있으며기존의제품의사용에있어에너지에

대한단순한소비절약운동을통해서도 10%이상의에너지사용절감을이룰수있다고

전망한다.

이러한녹색성장정책에서우선적으로추진되고있는에너지사용효율화의핵심을

이루고있는것이바로 ‘그린 IT’이다. 그린 IT는단순히 IT관련기기의전력소비량을

절감하는차원에서시작되었으나최근 IT를 이용한에너지관리시스템등의구축과

같이사회전반적인에너지소비의효율화를위하여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는추세이

다.

2) 그린 IT의 개념 및 역할

■ 그린 IT의 개념

‘그린 IT’란개념적으로환경을의미하는 ‘그린’과 정보통신의 ‘IT'가결합된용어

로서처음에는 IT부문에있어전력소비량과 CO2의배출을감소시키고자하는것을

의미하였다. CO2의 경우 전기와 달리 IT 기기 사용에 따라 발생되기보다는 생산,

유통 및 폐기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것이기때문에그린 IT는결국 IT부문의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린 IT가 최근 단순히 IT부문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협의의 그린 IT)

IT를 교통이나 조선 등의 타 산업에 활용하여(광의의 그린 IT) 녹색성장정책의 핵

심부분인에너지사용의효율성향상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까지범위가확

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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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그린 IT의 개념과범의가확대되고있는것은일본의경우에서잘나타

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8년 10월에발표된 ‘그린 IT 이니셔티브(Green IT

Initiative in Japan)’를 통하여 ‘IT 부문은자체적으로배출하는 CO2가 1.5%에불과하

지만나머지 98.5%의 CO2를배출하는여타산업의 CO2 배출량감소에기여함으로써

오염자(polluter)이기보다는 기여자(contributor)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광의의그린 IT에 있어 대표적인예로는최근각광받고있는 AMI1)를기반으로

한지능형전력망을들수있다. 일명스마트그리드(Smart Grid)로불리는지능형전력

망은 IT 기술인첨단센서기술과통신네트워크기술, 제어기술및정보처리기술을전

력망에응용한것으로언제어디든필요한곳으로에너지가공급될수있게하는정

보통신의USN(Ubiquitous Sensor Network)과 유사한개념이다. 지능형전력망의시

스템 구성에 있어 처음에는 전력망통신2)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USN을 활용하는

AMI 기반으로발전하고있다. 실제로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2008년발표3)에의하면

캐나다온타리오주의경우AMI 기반의지능형전력망의도입으로전력에너지소비의

33%를절감했다고한다. 따라서이러한 AMI 기반의 지능형전력망을 미국은 물론

스웨덴도 서둘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그린 IT가 단순히전자제품등의개별적인전력소비를줄이는것에서벗어나

사회전반적으로전기에너지를보다효율적으로사용하자는방향으로변화되고있다

는것이다. 따라서 ‘그린 IT’의 개념은 ‘IT 부문의친환경화(협의의그린 IT)’와 여타

산업에있어에너지 사용의효율성향상에기여하는 ‘IT를활용한친환경화(광의의

그린 IT)’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점차 광의의 그린 IT에 대한 중요성이 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1)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전력산업과 IT의 USN이 융합된 것으로서 AMR(Automatic

Meter Reading: 원격검침)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망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2) PLC(Power Line Communication)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8), USN 기반 AMI 서비스 및 기술동향: 전력산업과 USN 산업의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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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 그린 IT의 개념

협의의그린 IT에있어서는컴퓨터나서버와같은시스템관련 IT 장비의에너지절

감장치가, 그리고 광의의 그린 IT에 있어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등과같은부품과정보인식기술등의중요성이커질것이다. 또한광의의그린

IT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실제로광의의그린 IT분야에서는최근 IT를중심으로한산업간의융합추세에

따라 특히 통신망을 활용한 그린 IT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IT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는 초기 광의의 그린 IT에서 통신망과

센서기술등을결합한지능형교통시스템을구축하여사회전반적인유류사용을절

감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함으로써 CO2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린 IT’의 영역은 ‘IT 부문의 친환경화(협의의 그린 IT)’에서 ‘IT를

활용한 친환경화(광의의 그린 IT)’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IT를 활용한 친환경화

(광의의그린 IT)’ 역시 산업 간의 융합에 따라사회전반에걸친 에너지 사용의 효

율화로확대되고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러한그린 IT의 적용범위가확대되는것의

중심에는 IT 기반구조인 통신망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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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IT의 역할 및 중요성

점차 사회적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는 그린 IT가 관심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

유는 ’80년대세계적인정보화추세에맞추어사회모든분야에걸쳐정보화가급속히

진전됨에따라 IT 장비및기기는물론 서비스의 사용이 크게 확산되었고 이에 따른

전력 소비와 CO2의배출이대폭 증가되었기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세계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네트워크의구축확대에따라정보화가보다진전및확산될경

우 IT부문의 전력사용량과 CO2 배출량은급격히증가할것이다. Gartner의발표에따

르면, 2007년기준으로전세계 IT부문에서배출하는 CO2는전세계배출량의약 2%

를차지하며이것은전세계항공사여객기가배출하는 CO2양과유사한것으로써이를

기기별로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그리고 Gartner는 2%였던 IT부문의 CO2 배출량이

2025년에는 전체의 약 10～1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PC/모니터 서버 유선통신 무선통신 LAN 등 프린터

39% 23% 15% 9% 7% 6%

[ 표1 ] IT 기기별 CO2 배출량 비교

자료 : 지식경제부(2008.4),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재인용

또한월스트리트저널은 2007년발표에서 1개의대규모데이터센터가사용하는전

력은 인구 3만～4만의 도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전기 먹는

하마’로까지 비유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연간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홈네트워크등과같이 24시간가동되는시스템의사용이확대됨에따라대

기전력4)으로인한전력소비량역시급속도로증가될것으로전망하였다5). 일본경제

산업성의전망에따르면 2025년에 IT부문의전력소비량은 2006년전력소비량의 5.2

4)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란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일명 전기흡혈귀

(power vampire)로 불리기도 하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5%에 달함

5) PC의경우사용전력과대기전력의사용량이거의유사한수준이며우리나라의경우대기전력만으로소비되

는 것이 연간 85만KW로 약 5천억 원 규모에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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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전 세계적으로는 9.4배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대한대책으로미국의 Connected Nation이 2008년미국의켄터키주에서시행

된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The Economic Impact of

Stimulating Broadband Nationally’를주목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미국전역에브로

드밴드보급률이 7%p 증가할경우 CO2 배출량을 145만톤이나 감축시킬수있으며

24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거나보존할수있어 920억달러에달하는경제적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은 2008년 OECD

가 주최한 ‘Workshop on ICTs and Environmental Challenges’에서 발표한 ‘ICT in

the 21st Century: The need for low carbon solution’을 통하여 기존의에너지체제

하에서협의의그린 IT만으로전세계 CO2배출량의 7%를, 광의의그린 IT까지를포

함한다면최대 25%까지감축할수있다고하였다. 또한신재생에너지와같은새로운

에너지 체제 하에서는 협의의 그린 IT만으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20%를, 광의의

그린 IT까지 포함하면 최대 7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같이그린 IT는 단순히 IT부문의에너지절감차원에서벗어나녹색성장정책

의핵심을이루고있는에너지사용의효율화를사회전반에걸쳐효과적으로추진할

수 있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이점차적으로중요시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까지 상당 부분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나서기

보다는경제성이입증되고단시일내로실행에옮길수있는에너지사용의효율성을

향상시키기위한정책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그린 IT의효과

적인 활용 여부가 녹색성장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국의 녹색성장정책과 그린 IT 추진 사례

IT가 우선적으로활용될수있는부문이 신재생에너지의개발이아닌에너지사

용의효율성향상측면이기때문에주요국의녹색성장정책역시에너지사용의효율

성 제고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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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2007년에에너지안보,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개발및환경문제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한 ‘에너지자립및보호법(Energy Independence & Security Act)’이 제정되

었으며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구 분 주요 내용

에너지 확보
ㆍ운송용 연료분야 및 바이오 연료의 개발
- 바이오 연료 생산량 2020년까지 약 7배 확대
- 2020년까지 35mpg(14.8Km/L) 연비 달성

에너지 절감
ㆍ조명 및 빌딩분야
- 2012∼2014년까지 조명효율 24%, 2020년까지는 200% 향상
- 2018년까지 상업용 빌딩 순 에너지 사용량 ‘0’ 달성

연구개발 지원
ㆍ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저장장치
-태양광/열, 지열, 해양에너지, 수력, 저장장치

에너지 인프라 ㆍ스마트 그리드 구축

[ 표 2 ] 에너지 자립 및 보호법의 주요 내용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9),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IT의 역할 및 중요성 -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여기에서주목해야할것이바로‘광의의그린 IT’로서스마트그리드의구축이다. 미국

의스마트그리드의구축은전기에너지의절약을위하여이미2001년에전력중앙연구원

(EPRI)이지능형전력망인 ‘IntelliGrid’를개발하면서시작되었으며이를부시행정부에

서 에너지 자립 및 보호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통하여 2030년까지미국전기소비의약 4.3%인 2,000억KW정도를절약할수

있으며6) 5,000만대의자동차가배출하는양에해당하는약 2억톤의 CO2 배출량을감

축할 수 있다고 한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취임이후 녹색성장정책의근간이되는 ‘모든미국인을 위

한새로운에너지발굴(New Energy for America)’이라는정책을발표하였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08년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기요금의 10～20%가 절감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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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사회를구축하기위하여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투자하며이를

통하여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향후 10년이내에현재베네수엘라와중동에서수입되는원유량에해당하는유

류소비 절감

○ 2015년까지 100Km/1.6리터의 연비를 갖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 대 공급

○ 2012년까지 현재 전력소비의 10%, 2025년까지는 25%만큼의 재생에너지 보급

○ Cap-and-Trade제도7) 도입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UN의기후변화협약에가입할것으로알려진오바마행정부의녹색성장정책은환

경문제의해결과함께에너지사용의효율화향상을목적으로하는한편단기적으로

500만 개의일자리를창출하여금융위기로야기된경기침체를벗어나기위한것으로

판단된다.

비록오바마행정부의녹색성장정책에서그린 IT와 관련된구체적인정책이포함

되어있지는않지만미국에서스마트그리드의비율이 2007년에이미 4.7%에이르고

있었으며 2010년까지 4,000만이상의가구가이를활용할것이라는 FERC8)의전망과

2007년의에너지자립및보호법에관련내용이포함된사실을고려할때스마트그리

드를중심으로한광의의그린 IT 정책은이미시작되었다고판단해도무방할것이다.

이와 같이미국의녹색성장정책은단순한전기에너지절약으로부터시작하여석유

등과 같은 전체 에너지의 확보와 사용 효율성 향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후변화문제까지고려한실질적의미의녹색성장정책으로발전해왔다. 그러나여기에

서주목할점은녹색성장정책의초기단계에서이미스마트 그리드기술과같은 I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9).

7) ‘총량규제및거래제도’로서개별적으로일정한온실가스배출허용량(Cap)을 정하고감축량에대한인센티

브(Credit)를 부여하여 초과 배출량과의 거래(Trade)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

8)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9) 호주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스마트 그리드기술을 활용한 BPL(Broadband over Powerline)사업을 통하여

통신망과 전력망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Session 4-38

2) EU

EU의녹색성장정책은 ‘리스본아젠다10)’를 통하여원유의높은대외의존도문제가

거론되면서 시작되어 2005년의 Green Paper(Energy Efficiency - or Doing More

with Less)에서 2020년까지에너지소비의 20%를절감할것을제안하면서본격화되

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에 발표된 이행계획(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은에너지사용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가정과상업용빌딩에서각

각 27%와 30%그리고산업일반에서 26%, 교통부문에서 25%의에너지의소비절감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06년에 발표된 Green Paper(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는신재생에너지개발과에너지사용의효율성증대,

EU 에너지역내시장의경쟁강화및안정적인에너지수급으로요약될수있다. 2007

년 1월에 발표된 ‘신에너지정책보고서(An Energy Policy for Europe)’는 기후변화문

제에대응하고에너지수급을안정화시키기위하여 EU 차원에서녹색성장정책을추

진할것을제안하고있으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에너지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20% 감축시키고신재생에너지의사용비중을 20%로 증대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

다.

EU의녹색성장정책은에너지확보를통한에너지수급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하

여시작되었으며이후세계적인기후변화문제까지고려하면서개별회원국차원이아

닌 EU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데이것은세계에너지시장에서EU의발언권을강화하

여정책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한것이다. 또한 EU의경우미국과는달리신성장동력

의발굴이라는측면보다는에너지안보와기후변화문제를보다중요하게다루며따라

서 고용창출과 같은 경기활성화문제는 별도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EU의녹색성장정책에서 IT가차지하고있는중요성과역할은 ‘에너지기술

개발계획(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에 할당된 총 연구개발비의

약 27%인 90억 5천만 유로가 IT 부문에투입되어 IT Technology Pillars(IT 인프라

구축), Integration of Technology(기술융합), Application Research(연구결과의활용)

10) 2000년리스본에서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유럽사회를지속가능한지식기반사회로발전시키

기 위하여 채택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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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미래기술개발)의 4개부문에대한연구가진

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IT 기술을활용한시스템전반에걸친에너지사용의효율성제고는개별제품의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과 결부되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관점에서 EU가에너지관련연구를 ‘정보화를위한 IT부문

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그린 IT정책과관련된에너지사용의효율성증대연구는 ‘Application Research’

에포함되어 에너지의소비패턴(에너지소비대상에따라시간적으로혹은행태에따

라달리나타나는에너지소비행태)에 따른 ‘에너지디자인’과에너지생산과저장및

유통을위한 ‘에너지공급’ 그리고에너지의직접적인소비에따른 ‘에너지소비’로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연구의궁극적인목적은에너지에대한소비행태를바탕으로한공급과소

비에대한예측을통하여에너지생산과공급그리고에너지소비의전과정에걸쳐

가장 효율적인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에너지사용의전반적인효율성을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EU는 에너지 흐름 전반을 측정하는 센서기술, 상황인지기술,

자동제어기술 등과 같은 IT 핵심기술과 IT 기반구조인 통신망을 활용하여 미국의

IntelliGrid와 유사한 개념의 ‘e-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효율화(광의의그린 IT)의중요성을인식하여정보화정책과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는점이며11) 또한 2005 Green Paper에서단순한에너지소비행태의변화만으로도에

너지소비의 10%를절감할수있다고밝힌것처럼개별소비자들의동참을적극유

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녹색성장정책을실질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다양한세부계획

들이수립되었으며주요계획안으로는경제산업성이 2008년에발표한 ‘그린 IT 이니셔

티브’와 이에따른 ‘그린 IT 프로젝트’ 그리고에너지와관련된 ‘Cool Earth 에너지혁

11) 통신망의 구축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EU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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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계획’ 등이 있다.

‘그린 IT 이니셔티브’는녹색성장정책에있어산ㆍ관ㆍ학연계체제의강화와정부

주도그리고국제사회에대한기여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그린 IT정책’이라고불릴

수있을정도로 IT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그린 IT 이니셔티브’는 일본의미래사회

를 ‘Sustainable Green IT Society’로규정하고녹색성장정책을 ‘IT를 활용한 친환경

적사회개혁운동’으로 인식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서이를위하여기술분과, 대

국민 홍보분과와 연구분과로 구성된 그린 IT 추진협의회(Green IT Promotion

Council)를설치하였다. 또한제조업자들에게에너지사용절감의무를부과하는 ‘Top

Runner’제도를도입하여현재운송과가전부문을중심으로 21개품목에적용하고있

다.

이러한 ‘그린 IT 이니셔티브’의 실행계획인 ‘그린 IT 프로젝트’는 IT 장비는 물론

전체적인시스템까지포함하여 2030년의전력소비량과 CO2배출량을 2006년수준으

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8년에 30억 엔의 예산을 배정하고

NEDO12)를통하여나노기술, OLED기술13)과그린시스템기술개발에주력하고있다.

그리고 ‘Cool Earth에너지혁신기술계획’은 일본정부가민간관계자들과공동으로

수립한것으로서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선정한혁신기술 21개와해당기술

의수준을고려하여작성한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이며이것은지난 1월에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17개 신성장동력과 유사한 것이다.

21개혁신기술을살펴보면우선크게에너지의효율향상부문과저탄소부문으로분

류되며각각의부문은다시에너지공급과소비및공통부문으로구분되어있다. 에너

지효율향상부문은크게에너지절약을위한개선및제품의개발과지능형교통시스

템, HEMS/BEMS14) 등과 같이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나뉜다.

일본정부는이러한 21개기술개발을통하여 2050년까지목표로하고있는온실가

스배출량의 50%감축을달성할수있다는가정하에발전및송전부문에서 31%, 산

업 및 가정 부문에서 30%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 40%의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12)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세계적인에너지문제를해결하고일본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2003년 10월에독립, 행정법인화한

일본 최대 연구기관

13)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약자로서 기존의 LED보다 진보한 유기발광다이오드

14) Home(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으로제품차원이아닌시스템차원에서의에너지사용효율

화 시스템으로 전국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기본 단위의 하나인 지역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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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녹색성장정책의가장큰특징은광의의그린 IT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는점이다. 특히광의의그린 IT가 중심이되면서지능형교통시스템, HEMS/BEMS

와 같은 통신망의 활용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래 발전전략으로서 단순히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범사회적인 개혁운동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그린 IT 추진위원회산하에대국민홍보분과를설치하여국민들에게녹색성

장에 있어 IT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그린 IT 추진 현황

우리나라에있어환경문제와함께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한국내경기침체문제

를해결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는녹색성장정책을그린 IT와 국가적차원에서의종

합적 녹색성장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그린 IT와관련된정책을살펴보면우선 2008년 7월에지식경제부가발표한 ‘뉴 IT전

략’을 들수있다. ‘뉴 IT전략’은 가전및 IT 제품의에너지효율을 2012년까지 2007년

대비 20%제고시키는것을목표로설정한협의의그린 IT정책과USN기반의대형건

축물 절전관리시스템과 같은 광의의 그린 IT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월에발표된행정안전부의 ‘녹색정보화추진계획(안)’을살펴보면주로

공공부문의 그린 IT에 관한 내용이지만 녹색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New Green

Day’를지정하는것과같은생활운동을전개한다는점에서광의의그린 IT를국민의인

식변화를 바탕으로 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방송통신위원회의2008년 9월 ‘신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방안’은통신인프라

구축을통한광의의그린 IT 기반구조확충, 에너지절약형의네트워크설비구축과같

은 협의의 그린 IT와 함께 공익방송 실시와 같은 대국민 인식제고방안을 포함한다.

이와같이우리나라는정부부처별로담당업무에해당하는그린 IT정책을포괄적으

로계획, 시행하고있으며특히점차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광의의그린 IT까지포함

시키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녹색성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민간위원 29명을포함하여총 47명으로구성된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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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를설치하였다. 그리고지난 2월 16일 제1차 회의가 개

최되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의추진상황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을심의

하였으며 IT기술을활용한전력공급자와사용자가쌍방향으로정보를교환하는국

가단위의지능형전력망을 2030년까지구축하고공공기관전체조명의 30%를 2012년

까지 LED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범국가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이 추진되고 대표적인 광의의 그린 IT사업

및녹색성장의핵심사업으로전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지능형전력망을구축하

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다.

또한녹색성장정책의주요목표중의하나인미래신성장동력발굴을위하여관계

부처가합동으로 2009년 1월에는녹색성장을위한신성장동력 17개부문을선정, 발표

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등의에너지부문과 IT융합시스템등의 IT부문, 글로벌교육서

비스등의복지부문등사회모든분야를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이것과유사한일본의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에서선정한 ‘21개 혁신기술’에 비해보다미래지향

적이며 포괄적이라고 분석된다.

내용적인측면에서광범위하게 ‘광의의그린 IT’는물론대국민홍보와인식변화까

지포함하며, 구조적인측면에있어서도해당부처별세부계획의수립과범국가적차

원에서의녹색성장위원회운영으로일관된추진체계를갖추고있어향후녹색성장정

책이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드러난문제점을다음과같이지적할수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경우녹색성장정책이정보화와는별도로추진되고있다는것이다. 정보화추진

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칭)’의설치를제안하고있으나이는주요국특히EU의경우와같이녹색성장위원회에

서 정보화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광의의그린 IT를추진하는과정에있어지식경제부에서2008년 12월에발표한

‘지식ㆍ혁신주도형녹색성장을위한산업발전전략’을보면 ‘뉴IT전략’이산업융합에치중

하였고새롭게광의의그린 IT로서AMI기술의상용화항목이있기는하지만세계적으로

AMI기술이USN을활용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상황에서여전히USN의선진화에

대한고려나이를위한방송통신위원회와의업무연계가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셋째, 추진체계측면에서본다면민관합동의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및운영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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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절하고매우바람직하다는판단이며특히녹색성장정책을범국민적사업으로관

계 부처가 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규모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정책적 결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이 미래 사회를 겨냥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 및 산업구조 개혁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체 성격을 갖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임시적 워킹 그룹 성격의 산하 녹색성장

기획단이 지원하는 구조라는점에서위원회의의결사항을지속적으로관계부처와

공동 추진할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실행기능이 효율성 측면에서 요구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녹색성장정책특히핵심이되는그린 IT를추진함에있어우선구조적인측면에서

이미 ‘녹색성장위원회’가설치되어국가적인추진체계는마련되었으며전반적인녹색

성장에대한정책기조역시우리나라현실에적합하게설정되었다는판단하에앞서

살펴본주요국의사례분석을바탕으로녹색성장정책의핵심인그린 IT에대한효과적

인 추진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그린 IT가 녹색성장정책에서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고려하여 정보화전략

이 녹색성장정책과 보다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광의의그린 IT분야의대표적인 사업으로대부분의 주요국에서추진하

고있는지능형전력망사업에있어스마트그리드기술이전력망통신에서 USN을활

용하는AMI로발전하고있는것과는달리우리나라의경우지능형전력망의핵심기

반구조로서 USN의고도화가스마트그리드사업과별도로추진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2008년 ‘에너지효율화를위한유럽의 IT전략연구’에

의하면 2005년부터산업자원부에서추진하였던전력망 IT사업은기존의전력망을활

용하여 또 다른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한다. 따라서스마트그리드기술, USN관련기술을개발하는것과

동시에 현재 구축 중인 USN에 대한 고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USN을활용한AMI 기반의지능형전력망사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

여 그린 IT는 물론 해외진출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5). ‘World Energy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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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에 따르면 2030년까지세계전력설비시장규모는 11조달러이며 2030년까지상

당 부분이 AM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AMI는 플랫폼

비즈니스로서배전반, 발전소, 원전등각종전력 ‘단말기’의동반진출효과도기대되

는프로젝트성사업이다. 특히우리나라의높은 IT 발달수준을고려할때미래성장동

력은물론수출유망업종으로의발전도가능할것이다. 그리고이것은국가에너지기본

계획에 있어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을위하여정부부처들이추진하고있는세부실행계획간의상호연

계성과 원활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예를들어지능형전력망구축계획이녹색성장위원회에서채택되었다면관계부처

인지식경제부와방송통신위원회그리고대국민홍보를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와행

정안전부간의원활한협조체제의구축이요망된다. 이를위하여앞서협의체 성격을

갖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할 종합적이며 실

질적인 정책실행기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넷째, 기존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사용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는 EU의 발표를 고려한다면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에 있어 범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하여보다적극적인대국민홍보역시필요하다. 물론방송통

신위원회와행정안전부에서이에대한세부실행계획을마련하고는있지만일본의경

우와같이지방자치단체와민간부문이모두참여하는사회개혁운동으로까지발전시키기

위하여국민들의이해와협조, 나아가적극적이고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다

각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정책의추진에따라나타날새로운에너지체계로의이행에따

른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대책들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것은녹색성

장정책에서추구하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관련된것이다. 예를들어, 신재생에너

지를사용하는자동차와기존의휘발유를사용하는자동차가공존해야하는시점에서

서로다른 2가지의에너지체계를수용하기위하여요구되는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에 있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15) 세계최대 IT 기업인 IBM은이미프랑스EDF와관련기술개발을위하여 2008년에합작하였으며시범사업

을 위하여 몰타에 7,000만 유로 상당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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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IT부문을보다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에너지사용의효율성향상을배가시킬수있다. 특히이미구축되

기 시작한 USN을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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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상기후에따른홍수․가뭄등에대한근원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해정부는「4

대강 살리기프로젝트」(2008.12.15, 균형발전위원회)를추진하고있다. 이 사업은일

자리창출을위한「녹색 New Deal 사업」(2009.1.6, 국무회의)의핵심사업중하나이

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진작책에 대한 비공식 논의(2009.2.3-4,

OECD 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OECD 국가별로저탄소사회로의전환과기후변화대

응을 위한 대책으로 하천, 상하수도 시설, 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고려되고

있다. 환경인프라인하천과물관리투자는기후변화로가시화된자원과환경의위기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뉴딜사업으로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1972년에로마클럽은 “성장의한계”발간을통해경제성장이환경에미치는부정적

영향과자원고갈에의한인류생존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그로부터 20년후인 1992

년에는리우에서열린환경과인류의공존을모색하는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고, 기후변화협약(UNFCCC)에 154개국이서명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야기

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2012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명시

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에서야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07년 4차보고서에서현재와같이화석

연료를지속적으로사용하면금세기말지구의평균기온은최대 6.4℃, 해수면은 59㎝

상승될것으로전망하고이로인해폭염․열파․폭설빈도가증가하고, 열대성저기압

(태풍)의 강도, 강수량변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해수면상승과더불어극단

적기상현상의발생빈도및강도의변화는자연계와인간에게대체로부정적인영향

을끼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가안정된다하더라도지구온

난화와 해수면 상승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후변화의경제’를분석한스턴보고서(2006)에서는최악의기후변화에따른영향

을피할시간이아직은남아있지만, 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기후변화에따른비

용이매년 GDP의 5%에서최대 20%이상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기본적삶의요소인물에대한접근성, 식량생산, 건강, 환경등에영향을끼치

며, 지구가더워지면서기아, 물부족, 해안침수등의사태를초래하여전지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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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명의사람들이고통을당할것으로예상된다. 기후변화에따른최악의피해를방

지하기위한지구온난화가스배출의억제에필요한비용은 GDP의 1%정도일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투자가 10～20년내에이루어져야금세기후반기의기후변화로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림 1 ]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피해

자료 : 스턴보고서 2006 (Launch Presentatio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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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와 물 문제

기후변화에의한해수면상승은남태평양에있는해발평균 2m미만인투발루라는

섬나라의 9개섬중 2개의섬을사라지게했다. IPCC는 2020년까지기온이 1℃상승하

면최대 17억명의인구가수자원부족으로고통을겪고, 양서류가멸종되고, 농작물

수확이 줄어 최대 3천만 명이 추가적인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지구의평균기온이 0.6℃상승하는동안우리나라의기온은 1.5℃상

승하였다. 우리나라는 21세기말평균기온이 20세기말(1971～2000년평균)보다 4℃상

승하고 강우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경 해수면이 약 1m 상승하여

여의도의 300배면적이침수되고한반도인구의 2.6%인 125만명의생계에지장이있

을 것으로 우려된다.

[ 그림 2] 기온변화 추이

자료: 기상청(일부 변용)

1)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기후변화의심각성이인식되고세계적논의가국내경제에큰영향을줄것이분명

함에도, 글로벌기업과국내기업의인식차이는매우크다. 맥킨지조사에따르면응

답한전세계경영자의 90%가지구온난화에대해큰우려를하고있다고한다.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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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경영원의조사에의하면기후변화심각성에대해국내기업은불과 41%가인식하

고 있어,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총에너지의 97%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중동지역에서 82.2%를수입하는등국제변수에매우취약하다. 2007년

의 에너지수입액은 950억불로 전체수입액의 26.6%를차지하여 반도체수출액 390억

불, 자동차 수출액 376억불을합한것보다크다. 우리나라의 2008년 경상수지는외환

위기이후 11년만에 64억불의적자를기록했는데, 이는석유가격폭등으로인한에너

지수입액 증가 때문이다.

2005년 국내온실가스총배출량은 5.9억톤으로배출규모로세계 16위이며, 1인당

배출규모는 9.3톤으로 세계 28위권이다. 현재도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감축의무부담시어려운감축여건으로인해경제성장이위축될것이우려된다. 우리나

라배출여건상향후온실가스감축의무가부과될경우경제에비치는파급효과가클

것임에도, 2008년 8월일본도야코에서열린G8 정상회의에서이명박대통령은 “온실

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절반으로감축하자는범지구적장기목표에적극동참하겠

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은 8.15광복절경축사를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의비전을제시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역설하였다.

전세계적노력과동참이요구되는기후변화대응은세계화시대에대외의존도가절대

적인한국이피할수없는현실이다. 따라서자원고갈, 온실가스감축의무등이경제의

지속적인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기에앞서환경을개선하는경제성장을하고이

를위한기술개발과산업화를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만드는녹색성장으로의패러다

임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기후변화와 물

열파․가뭄․홍수 등의 극한 기상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바

람․강우량의패턴교란등지구물리와생태계전반의변화가일어나고있다. 2003년

유럽에서는폭염으로약 3만5천명의인명피해가있었으며, 2005년허리케인카트리나

는 1,069명의 사망자와 11조원의피해를남겼다. 기상이변으로인한전세계피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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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 10년(1996～2005)간 평균 57조원에 달하고 있다.

인류는삶의환경을개선하기위해 6천년이넘는기간동안물을이용하여왔다. 물

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사회와 환경의 요구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

지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수리구조물, 물관리,

홍수방어, 생활용수공급, 하수도시설등의물안보를높이는시설물의위치와크기를

정하는 설계인자의 결정에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는연평균강우량의증가와홍수피해증가, 한발지속기간과가뭄의증가,

해수면상승, 하천형태의변화, 물기반시설의설계․유지관리․기능, 관개시설이없는

지역의농업피해, 물관리와홍수방어전략변화등물과관련된모든부문의영향을

주게된다. 전세계적으로향후 100년간기후변화에의한영향의크기는 10～30%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와 홍수방어 전략의 현대화에는 2

5～50년이 소요될 것이다.(Bart Schultz, 2007)

■ 우리나라의 물 관련 인자의 변화

지난 20년간의자료를분석해보면태풍의평균강도가 10년만에 7hPa 강해졌고, 시

간당강수량이 1990년대에비해 2000년 이후 2.8㎜증가했으며, 일일최대강수량최대

값이 1990년대에비해 2000년이후 59.4㎜/hr 증가하는등물과관련된인자들의영향

이커지고있다. 특히일일최대강수량이 1990년대는 356㎜/hr인데비해 2000년대에는

415㎜/hr로홍수피해가능성이커지고있다. 우리나라는기후변화로인해 2100년까지

기온이 약 4℃ 상승하고, 강수량이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풍수해 피해와 치산치수 투자

우리나라재해중과거 10년간의 88%가풍수해관련피해였다. 1970년대부터의재

해자료에의하면, 재해건수는댐건설, 제방정비등의재해대책에의해줄어들었으

나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피해액은 홍수 피해의 증가로 풍수해 피해액이

10년단위로약 3.2배씩증가하고있으며, 2002년에는 6조원을넘기도하였다. 주목할

것은총피해액의증가율에비해재해발생건당피해액의증가율이커서피해의강도

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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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재해 건수와 피해 동향

자료: 심기오등. 기후변화에따른풍수해재난관리종합계획연구. 제3회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사업범

부처 합동워크숍. 2009.1.16.

우리나라의치산치수사업비는 2002년까지약 1조원수준이었으나 2003년부터홍수

피해복구사업비가급증하여 2조원을넘고있다. 한편홍수피해가컸던 2000～2004년

기간동안우리나라의방재예산에대한복구예산비율은 59%로일본의 13%에비해매

우높다.(국회예산정책처, 재난관리재정분석, 2005.12) 최근 10년간홍수등으로연간

131명의인명피해와 1조8천억원의재산피해가반복적으로발생하고복구에연간 2조7

천억원의예산이투입되어비효율적인예산운영의악순환이반복되고있어기존의임

시방편적인사후복구위주의예산투입에서사전예방적투자를확대하여근본적으로

재해관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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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우리나라의 치산치수 관련 건설투자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 보고서 권오현(2009)에서 옮김.

■ 일본의 치수사업 투자 추이

일본의치수사업비추이는과거 35년간예방적치수사업에 16조원, 재해복구는 1.3

조원이었으며, 1975년～2009년까지의 누적 치수사업비는 557조원에 달하고 있다. 재

해복구사업비의경우 1980년이전까지는 3조원을넘었으나 1980년중반이후 0.6조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치수사업 투자는 1980년 이전에는 10조원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는 20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는 15조원이하로점차감

소하고 있다.

과거 35년간평균하천치수사업비중국비는 9.7조원으로전체사업비의 61%정도로

연간 변동이크지않다. 그러나 재해복구사업비중 국비는 1985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2,500억원으로전체복구비 2.조6천억원의 11%정도였으나, 1986년부터는 4,930조원으

로전체재해복구비 6,230억원의 79%를국고에서지원하고있다. 이는매년발생하는

홍수로인한피해복구를 지방에서감당하기 어렵기때문에, 사전예방적치수사업에

대한대대적투자필요성을인식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힘을합쳐투자를확대

하여홍수피해를근원적으로줄이는한편이후발생하는홍수피해복구에대한국가

의 책임을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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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일본의 하천관계사업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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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 분야 대응

국민중 88.6%가기후변화를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있으나, 기후변화적응의중

요성에대한인식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정책입안자의경우기후변화위험

도에대해인식이낮아, 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대책은문제를인식하고있는단계

라할수있다. 기후변화적응에대한낮은인식은국가전략부재로이어져각부처들

의산발적연구만있을뿐, 아직기후변화가장래생태계․수질․자원․보건․재난․

산업․에너지․사회기반시설등에미칠영향과취약성에대한과학적평가및총체적

접근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08년말확정된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에의하면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구축과

함께생태계, 물관리, 건강, 재난, 적응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부문의적응프로그

램을추진할계획이다. 물관리부문에서는기후변화에따른이수, 치수, 하천환경, 수

질등에대한영향및취약성평가를위해기후변화에따른유형별홍수및가뭄발생

시나리오를설정하고시공간적취약성평가및지도를작성할예정이다. 물관리분야

에서의기후변화적응과제는①기후변화에대비한수자원계획수립및안정적용수

공급, ②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③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이다.

현재까지발표된정부의물관련계획어디에도기후변화에대한고려는없다.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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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응계획에

포함된 각종 물 관련 법정계획에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치수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도종합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등의관련계획에기후변화에대한적응목표가전략적으로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력과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녹색성장을 위한 4대강 유역 관리

대통령이 2008년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의

한축으로선언한이후우리나라의기후변화에대한인식과정부의대응은전환점을

맞았다. 외부로부터시작된세계적경제위기로 2008년부터경기침체와함께일자리가

급속도로줄어들고있어, 정부는이상기후에따른홍수․가뭄등에대한근원적인대

책을마련하기위한「4대강살리기프로젝트」를경제위기극복과일자리만들기를

위한「녹색 New Deal 사업」의핵심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UN은각국이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저탄소형 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녹색뉴딜과 환경기반시설

2008년미국에서시작된금융위기는전세계의경기침체를촉발하였으며, 2009년에

는세계대부분의국가들이마이너스경제성장을피할수없을것으로예상된다. 세계

적불황으로고용여건이급격히악화되고있으며, 이로일한실업문제는심각한사회

경제적문제가될것으로예상된다. 세계경제침체를벗어나기위해세계각국은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 각국의 경기부양 대책

세계각국은금융위기에따른실물경제위축을극복하기위해대규모재정지출확

대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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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유지를최우선과제로인식하고고용지원대책과함께SOC건설을추진

․그린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등저탄소녹색성장추진을통해장기적경제성장토

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고용 창출․경기 활성화를 추진

․ 재정지출, 세금감면을 통한 국내소비 활성화 유도

․기업지원위주대책이중심이었던경제위기초기에비해서민/저소득층지원을위

한 대책이 크게 증가

■ 녹색뉴딜 사업

뉴딜사업은미국에서 1930년대의대공황을극복하기위해빈곤및실업구제, 산업

질서및경제회복, 제도개혁등을복합적으로추진하여경제위기극복의성공사례가되

었다. 이때추진한테네시강유역개발은 26개의대형댐을건설하여미국남부의홍

수피해방지, 수력발전, 공단개발, 관개, 주운, 관광등의효과를거두었다. 이때의대

대적인물관련투자로대표적인홍수범람지역이었던테네시강유역은 1935년이후

로는 큰 홍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영국은 'A Green New Deal'(2008.7)이라는 보고서를통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기후위기, 에너지위기를극복하기위해 '녹색뉴딜'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

정부가탄소세부과와함께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효율향상등녹색산업에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UNEP도 2008년 10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녹색뉴딜'에제안하면서우선사업분야로①자원재활용을포함하는청정에너지및

청정기술, ②재생가능하고지속가능한바이오매스등농촌에너지, ③유기농업을포

함하는지속가능한농업, ④개발도상국의산림훼손방지사업, ⑤도시계획, 교통, 親

환경빌딩 등 지속가능한 도시사업을 제시하였다.

200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세계각국은신재생에너지와친환경기술개발에적극투자해신규일자리를창출하고

경제위기를극복할것을강조하였다. 또한앨고어전미국부통령과공동으로기고한

글에서세계각국정부가경제를살리기위한경기부양책이단기적경기부양뿐아니

라지구와미래를위해새로운경제모델이지속가능한것이될수있도록 ‘녹색성장

(growing green)’을새로운신조로삼아 34개국에서발표된 2조2,500억달러에이르는

경기부양책이 녹색성장으로 가는 저탄소의 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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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뉴딜 사업과 환경기반시설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2월까지조사한주요국 15개중 8개국의경기부양정책내용

에 환경기반시설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7개국에서 수자원과 하천 관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하천에 대한 투자가 경기부양책으로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①미국 : 에너지및수자원(수력) 개발에 508억달러, 지역수자원인프라개선에

60억달러, 수자원보호, 홍수방지·환경복원에 190억달러를투자. 폐수

처리 등 환경서비스 산업 등이 경기부양 수혜 업종

②중국 : 10대경기부양책중농촌기초시설건설 3,700억위안, 생태환경건설 3,500

억위안등전체투자규모 4조위안(5,860억달러)의 18.1%투자, 중앙부

처별로교통운수부에서내륙항로와항구에 200억위안, 환경부에서생태

환경 건설에 1조 위안, 수리국에서 200억 위안 위한 신규 투자

③ 일본 : 지방대책중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위한 긴급방재, 재해복구 등 사업

④ 영국 : 녹색활성화 대책으로 홍수방지 사업에 2천만 파운드 투자

⑤ 프랑스 : 교통망을 위한 운하 및 항만 프로젝트 실행 촉진에 1.7억 유로 투자,

오염공단복원및시설리노베이션에 2.2억유로투자, 철도․해운․도

로․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재원 조달에 70억 유로 투자

⑥ 독일 : 1차 경기부양책에서 철도, 수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예산 10억 유로

추가 배정

⑦스위스 : 1차부양책에서홍수및자연재해방지에 6,600만 Sfr투자, 2차부양책

에서 환경 및 에너지 사업에 8,000만 Sfr 투자

⑧싱가포르 : 성장기반확충대책으로주거지역환경개선을위한상하수도망정

비 확충, 지속성장을 위한 친환경사업으로 주거환경녹화사업 추진

■ 우리나라의 녹색뉴딜사업

정부가발표한녹색뉴딜사업은녹색(Green)과뉴딜(New Deal)을 함께추진하여잠

재적성장동력으로활용하여일자리창출등구체적성과를내기위한사업으로저탄

소․친환경․자원절약등녹색성장전략에고용창출정책이융합되어있다. 한국형뉴딜

과신성장동력사업중녹색연관성과성장․일자리창출효과가큰사업중공공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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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을중심으로선정되었으며, 9개핵심사업과27개연계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2009년부터4년간총50조원을투입해96만개의일자리를만드는것이정부의목표이다.

[ 표 1 ]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규모와 일자리 창출 효과

사업명
재정소요(억원) 일자리(명)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핵
심

사
업

∧

9

개

∨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7,000 192,960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25,042 113,025 138,06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816 2,304 3,120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845 7,577 9,422 3,063 13,069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527 1,643 12,705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2,377 13,819 16,196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22,498 148,204 170,702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80,500 80,500 133,63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393 10,396 10,789

연계사업 <27개> 11,403 95,299 106,702 30,528 262,038 253,476

합계 43,626 456,866 500,492 93,360 863,060 956,420

자료：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2009.1)

녹색뉴딜사업들중에서환경기반시설투자에해당하는것은핵심사업에서는 4대

강살리기(물), 우수유출중소댐(물), 폐기물자원재활용, eco river 조성(물)이있고, 연

계사업에서는클린코리아실천사업, 수변지역녹색화(물), 해외물산업진출(물), 해수

담수화기술개발(물), 하수처리수재이용(물), 바이오매스에너지화, 바이오매스생산

기반 구축,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이 있다.

녹색뉴딜사업들중환경기반시설이차지하는비중은투자액으로는전체의 41%인

29.4조원, 일자리창출효과로는 35%인 33.4만개이며, 물분야사업의비중은전체의

35%인 17.4조원, 일자리는 27%인 26.2만개이다. 투자액당일자리창출효과는물분야

가 1.5개/억원으로기타환경관련사업의 2.3개/억원보다작지만녹색뉴딜사업들중재

정소요액이 전체의 35%로 가장 커서 경기부양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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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액(억원) 일자리

환경기반

시설투자

물 관련 173,916 (35%) 261,634 (27%)

물 이외 사업 31,612 ( 6%) 72,398 ( 8%)

소계 205,528 (41%) 334,032 (35%)

기타 사업 294,964 (59%) 622,388 (65%)

합계 500,492 956,420

[ 표 2 ]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중 환경기반시설의 비중

2) 녹색뉴딜 사업으로서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물은인간의생명유지를위해필수불가결한것으로충분하고안전하고수용가능하

고물리적으로접근가능하고감당할수있는물을제공받을권리가있다. 국가는국민

의생명과재산을홍수와가뭄으로부터보호해야하며, 이는인간의수천년역사에서

위정자가가장우선시해야하는일이었다. 여기에더하여과도한생태계훼손으로인

한 종다양성 감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진행되고있고수세기동안은지속될지구온난화에의한기후변화로기상이

변과가뭄과홍수의영향이커질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물관련계획에는기후변화

가고려되어있지않으며, 재해 측면에서도마찬가지이다. 그동안치수, 이수, 수질보

전, 수생태계 보호, 물길 유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돌이켜보면, 매년

발생하는 홍수피해, 전체의 25%가 넘는 시군에서의 제한급수, 수질, 사라진 물고기,

높아진 강바닥 등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과관련된시설은건설에장기간이소요되고지속적인유지관리가필요하며, 앞

으로예상되는기상이변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존의물관리에대한정책을수정해야

하며체계적이고실현가능한계획과투자가필요하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경기부양

책으로많은나라에서물과관련된투자를계획하는것은일시적인일자리와경기부

양뿐아니라국가적으로중요하기때문이다. 지금이경제위기극복과일자리창출을

위한녹색뉴딜사업으로서광역적효과를거둘수있는물관련기후변화대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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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환경계획(UNEP)의 그린 뉴딜 보고서의 물부족 사업 제안

UNEP는 2009년 2월에발간한 'A 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서그린뉴딜

의목표를세계경제살리기와일자리만들기, 탄소의존도․생태계훼손․물부족저감,

2025년까지 세계빈곤 퇴치를 위한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진전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물부족저감을위해서빈곤층에깨끗한물공급과위생서

비스를개선하기위한투자, 물이송과사용효율을개선하고물수요를관리하기위해

왜곡된보조금지원의중단과시장에근거한정책도구채택, 공유수계에서의물거버넌

스와 협력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내용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프로젝트를발표하면서 2009년 5월까지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그결과에따라예산소요와사업내용의변동이있을수있음을전제하였다.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이진행중이기때문에균형발전위원회에보고되었던내용을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홍수와 가뭄에 대한 항구적 안전 확보

- 하천제방 단면 확대 및 보강: 제방보강 536㎞

- 저류능력 향상: 중소규모댐․홍수조절지 5개 건설, 농업용저수지 96개 정비

․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 극대화

- 둔치 정비 : 하천환경 정비 760㎞

- 다양한 활용방안 : 자전거길 1,297㎞

[ 표 3 ] 수계별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역

구 분
총사업비
(조원)

하천연장
(km)

하도정비
(백만㎥)

환경정비
(km)

보
(개소)

자전거길
(km)

한 강 2.3 494 10.1 92.9 - 311

낙동강 7.6 506 152.7 345.8 2 519

금 강 2.4 395 40.6 201.2 1 255

영산강 1.6 138 15.9 120.3 1 212

계 13.9 1,533 219.3 760.2 4 1,297

자료：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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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뉴딜 사업으로서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UNEP와 OECD 등에서는경제위기극복을위한각국의경기부양책이저탄소, 물

부족해소, 생물종다양성증대등의녹색코드를맞출것을요구하고있다. 4대강살

리기 사업은 발표된 대로 하천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천주변의 홍수터와

습지를복원하고오염되거나과도하게퇴적된하상퇴적물을제거하여자연적담수능

을 늘리고 문화와 함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수립되면 녹색코드에 잘

부합할것이다. 그러나현재의경제위기시급성을고려하면, 경기부양과일자리만들

기를 위한 사업 추진 속도는 더 빨라야 할 것이다.

불황극복을위한세계각국의노력을고려하면녹색뉴딜사업은시급히추진되어야

하며,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를극복할수있는정책이다. 현실적으로 4대강살

리사업이상으로많은지역에서의경기부양및일자리창출효과가큰사업을찾기는

쉽지않다. 또한경기침체의가장큰피해자이면서숫자가많은저소득층에대해일자

리를마련해줄수있다면극복할수있는부작용은사업을추진하면서해결하는방안

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2009년 예산에이미반영된 4대강살리기사업등의타당성여부를둘러싼

소모적논쟁보다는사업내용개선및효과를높이는데역량을집중해야할때다. 특히

경기부양을위한사업들은지연될수록정책효과가반감되고비용만늘어나게된다. 녹

색뉴딜 사업중 일자리 창출 속도, 산업연관효과, 인력확보 및 투자조정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9개핵심사업을평가해보면 '4대강살리기', '녹색숲가꾸기' 등은경기회복

시 투자조정이 용이하므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건우, 2009)

3) 녹색성장을 위한 유역 관리

OECD는 2030년 기반시설전망에서전기, 도로, 물, 통신을주요하게다루고있다.

사회기반시설의중요성에대한설문조사(국가하수도종합계획, 2006) 결과를보면, 상

하수도(41%) > 전기(36%) > 도로(11%) > 통신(10%)으로응답하고있어생활에있

어 물과 관련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함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천은 상하수도를 통해

물을이용하게해줌과동시에적절하게관리되지못하면홍수로인간에게피해를주

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상하수도보다 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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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프로젝트가기후변화에대한대응을전제하고있으나하천의본류를

주요대상으로하고있어사업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본류를포함한유역차원의접

근이병행되어야한다. 최근 5년간발생한하천피해중약 38.5%가소하천에서발생

하였으며, 가뭄이지속되면대형댐하류의하천본류지역은혜택을보지만댐상류와

용수공급망이미치지못하는지역은먹는물이없어고통을겪게된다. 또한물은발원

지로부터바다로이어지기까지연속성을가지기때문에일부구간이아닌유역전체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과거 5년간(2002～2006년)의 하천정비 예산은 연평균 1조1,331억원으

로같은기간일본의하천치수사업예산(국비) 10조157억의 1/10 수준으로인구와국토

크기를감안하더라도투자액이작다. 모든사회기반시설이그렇듯이건설에장기간이

소요됨을고려하면국가간비교는누적투자액을비교해야하는데, 일본이 1975～2008

년의 28년간하천치수에투자한총사업비는 544조로우리나라의투자와는비교할수

없는수준이다. 미국의연방정부하천관련예산은 2008년에약 17조원이며이중상하

수도와 수질관리를 제외한 하천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3.1조원이다.

다목적댐건설이집중되었던경제개발계획시기이후대대적인물관련사업에대

한 투자 기회가 없었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량과 수질,

수생태 복원 등의 물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4대강살리기사업은약 18조원이투입되는사업이므로사업의목표가명확해야하며,

이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뭄과 홍수방어 목표, 수량확보 목표, 수질오염

개선목표등이설정되고이를달성할수있도록환경부의하수도시설계획, 위기관리

차원의 용수공급 계획 등의 유역전체 차원에서 관련 계획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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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남북상생·공영을위한비핵·개방·3000구상이다. ‘비핵․

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폐기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북한경제를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북한이 이미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인식하고, 북핵문제가남북관계의정상적발전은물론이고우리의안보에중

대한위협이되고있는문제이기때문에핵문제해결을대북정책의중요한목표의하나

로제시하였다. 이점에서 핵문제진전과상관없이남북교류협력을중시하는이전정

부의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 정책과 차이가 있다.

지난 10년간의햇볕정책에서추진해온남북경협방식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

경제적타당성을포함한대북경협 4원칙을제시함으로써남북관계가재정주도의정

치논리보다는경제논리에의한실질적인경제협력의관계로방향을정립하고자하였

다는 점도 이전 정부 정책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취지의이명박정부대북정책은정부가출범하기도전에, 정책이시행되기

도전에비판에직면하였다. 비판의핵심은북한이핵을포기할가능성이없는상황에

서핵문제에매달려남북교류협력을소홀히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즉, 비핵화의

요구와대북경협 4원칙을포기해야한다는입장으로볼수있다. 야권의비판은북한

이지난해 3월말부터우리정부대북정책에대하여비방공세룰시작하자더강화되고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북한은이명박정부에대하여 10.4 정상선언을철저히이행하지않는다는명분으로

지난해 3월말대남비방을시작한이후점차강도를높이면서급기야는대남전면대결

태세를선언하고군사적위협까지함으로써남북관계는경색국면에빠졌다. 남북관계

가경색국면에빠지자비판자들은문제의책임을우리정부의대북정책에주로돌리

고우리정책을바꾸어야한다는식으로비판이심화되었다. 이러한비판은지난해 7

월 11일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다소 완화되다가 지난해 11월말에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인원을 추방하면서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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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비핵·개방·3000구상이 2007년대선당시의선거공약에서훨씬현실화·구체

화·유연화되었는데도불구하고우리사회일각에서북한이비핵·개방해야 북한과경

협을한다는식으로강경한조건부로해석하면서비판을가하였다. 즉, 우리의대북정

책에문제가있기때문에북한이대남비방을한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은원래그런

나라인줄몰랐느냐, 북한은원래그런비합리적인나라이니, 북한의태도에상관없이

우리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사실은북한이지난 1년간대남비방을지속한주된이유는남북관계에서긴장을조

성함으로써북한내부의불안정을단속하기위한전략으로분석할수있다. 북한의내

부적이유로남북관계를닫는상황에서우리정부가어떤조치를취하였든상관없이

북한의반응은유사하였을것이다. 남북관계경색의원인이북한내부에서나온측면

이많은데도우리사회에는정부의대북정책때문에남북관계가경색되었다는주장이

많았었다.

이글은먼저이명박정부출범 1년이되는시점에서이명박정부대북정책의 역사

성과미래비전, 정책의기조와목표, 정책수단등을자세히검토함으로써정책의내

용을보다구체화하는데목적이있다. 그리고북한이우리정부의정책에비판을하면

서남북관계를경색시키는이유와전략을분석함으로써향후남북관계의전개방향을

예측하고, 남북관계발전을위하여 어떠한방향의대북정책이추진되어야할지를제

안하고자한다. 이로써한반도평화를증진하고남북상생·공영의길에이바지하는것

이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2.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역사 개관

이명박정부출범이후북한의대남비방지속으로남북관계가경색되어있지만, 정

책의기조는북한과대화및교류협력을추진하여남북상생·공영을실현하는화해·협

력정책이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의역사를 1988년 7·7선언을기점으로본다면금년

2009년으로 20년이 되는 셈이다.

남북화해·협력정책 20년의역사를 1988년 7·7선언으로시작된노태우정부의북

방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이명박 정부 시기의 3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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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정책의제1기는노태우정부의 1988년 7·7선언(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

한특별선언)과소위 ‘북방정책’으로부터시작된다. 7·7선언은대북정책에서획기적전

환점을이루는선언으로서북한고립정책으로부터포용을통한변화유도정책으로전

환한것이다. 당시의중국과미국간의관계진전등공산권변화및붕괴, 국내의민주화,

통일에대한열망을배경으로나온선언이다. 7·7선언의후속조치로서일련의전향적인

외교시책선언과해외동포들의남북한자유왕래를위한조치, 대북비난방송중지, 남

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 접수,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대북경제개방조치로서 1988년 10월 7일 7·7선언에서밝힌남북간교역의문호를개방

하고 “남북간교역을민족내부교역으로간주한다”는항목을구체화하는조치들을내

놓았다. 이어「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이마련되어 1989년 6월에시행에들

어갔고, 1990년에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남북협력기금법」이제정, 공

포되었다. 납·월북작가의음악·미술작품규제해제, 각급학교교과서의북한관련내용

개편도 이루어졌다. 분단 40년 만에 냉전의 견고한 벽들을 허물어내었던 조치들이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이듬해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화되었으며 1994년에「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보완발전되었다. 기본원칙으

로서자주, 평화, 민주를지향하며, 통일의점진적단계로서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

계, 통일국가단계(1민족 1국가)를제시하였다. 이러한대북화해·협력정책이꽃을피

운것은 1991년의남북기본합의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

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채택이다. 당시의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합의가 실천만

된다면 남북간에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7·7선언의정신에따라대외적으로는소련및중국과국교정상화를실현함으로써한

반도주변 4강과국교를정상화하는획기적인실적을이루어내었다. 노태우정부의북

방정책은우리남북관계의역사에서최초로화해·협력정책을본격시작하고, 기본합의

서체제를도출해내는성과를이루었다. 그러나당시의북방정책은 1992년 11월북핵문

제돌출로중단되고말았다. 남북기본합의서도사문화되다시피되고이행되지못하였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제2기는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과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

정책이다. 분단이후처음으로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고,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 경제협력에 큰 진전이 있었고 사회문화적 교류도 많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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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남북간의이러한화해·협력의진전과 2000년남북정상회담은북미관계의진

전과관련이있다. 1998년북한의대포동미사일발사를계기로 1999년 9월미국의페

리프로세스가추진되어북한문제에대한포괄적접근법이최초로제시됨으로써북

미관계는새로운계기를맞게되었는데, 북한핵문제를핵만의문제가아니라핵을개

발하게된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미국의 대북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북한의

생존전략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자본주의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미국의경제제재가지속되는한경제회생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미국의

페리프로세스를촉진하고미국과의관계개선에우호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북한

은 2000년남북정상회담에호응한것으로볼수있다. 6월 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이

산가족상봉등한반도의화해·협력분위기를조성한후 10월에조명록차수를워싱턴

에파견하여조미공동코뮈니케를도출하여북한이핵과미사일을포기하면북미국교

정상화를추진하기로합의한것이다. 북미관계의일시적진전은부시행정부출범으로

인하여 경색되었다.

노무현정부들어서는2002년 10월의제2차북핵문제로인하여남북관계가상당기간

경색분위기를유지하다가 2007년 10월에제2차남북정상회담이열렸는데이는 2007년

6자회담 2·13합의를 계기로 북미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두번에걸친남북정상회담의결과, 남북간에많은대화가이루어지고사회문화적

교류가추진되었으나북한이우리의대화유도를위한대북지원전략을악용하여남

북관계의주도권을북한이장악하였고, 김정일체제유지를위해대북지원및남북경협

을구미에맞게선별적으로수용해왔으며, 더욱이핵실험을단행함으로써남북관계의

파국을 초래하였다.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제3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역학관계에대한검토, 핵문제, 한미관계, 우리국민들의여론등을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내놓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하여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

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선택하면

체제생존에 도움이 되는 대북정책을 채택하였다.

남북관계를당장의대북정책차원보다는중장기적전략의차원에서북한을인식하

고북한을국제사회의정상적일원으로참여하도록유도하기위한전략이라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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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경협도재정지출주도에의한경협보다는경제적타당성, 경제논리, 시장논리

에입각하여남북경제공동체가실현되는방향의경협을추구하고있다. 그동안의대

북포용정책에도불구하고북한이남북관계에서매우수세적인자세를보이는이유는

체제불안정에 있다고 보고 상생·공영의 개념도 도입하였다.

김대중정부의대북포용정책도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이없었더라면불가능했으

며, 당시의제네바합의나페리프로세스와같은미국의대북정책의변화없이는추진

될수없었다. 노태우정부가국제정세의흐름을잘활용하고소련및중국과의국교수

교 등 대외정책의 진전과 병행하여 북방정책을 추진한 것에 비교하여 볼 때, 김대중

정부와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은민족주의적속성이강하여한미관계가긴장됨으로

써 오히려 북미관계가 경색되었던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의전신민자당정부에서추진하였던북방정책은남북관계의역사에서화

해·협력정책의원조이다. 그리고국제관계의흐름을주도하는방식의북방정책을추

진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도 유발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도 가능할 수 있었다.

이명박정부는한미관계의개선없이는북미관계의개선이없다는인식하에한미

관계를복원하여미국과의협의하에북핵문제를해결하고그연장선상에서북미국

교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는점에서노태우정부의국제관계흐름을활용하는북방정책에가깝고김

대중․노무현 정부의 민족주의 우선 정책과 차별성을 보인다.

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추진하기위하여대북정책을북방정책의일환으로추진하

는것도같은민자당정부의북방정책의맥을잇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 자본주

의 국제사회에 편입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걸었던

길을북한도동참하도록함으로써북한이국제사회의일원으로참여하도록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국제성을 중시한다.

민족주의우선전략과국제주의적전략은이념성이나당위성의기준을넘어서국

제사회와한반도문제의현실성과실용성의차원의문제로인식되어야한다. 즉, 어떤

접근법이남북관계를정상적으로발전시키는데있어서더현실적이고실용적인접근

법이냐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Session 5-8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상생·공영1)

이명박정부가 지향하는대북정책의기조이자목표는남북이상생·공영하는것이

다. 이것이이명박정부의대북관이요, 대북정책의목표이다. 북한과평화공존을추구

하고,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

며, 사회문화적교류도확대하여사회문화공동체를실현하는것이다. 궁극적으로이것

이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개념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상생·공영의대북정책은또한북한의체제불안에대한배려책이기도하다. 남북관

계가정상적으로발전되기가어려운것은북한이체제위기상황에서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남북관계 진전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이명박정부가추진하는대북정책의명칭이자기조는남북상

생·공영이다. 상생·공영이북한에게주는메시지는첫째는상생이라는개념을통하여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남북이 평화공존하자는 의미이다. 둘째는

공영이라는개념을통하여한반도평화증진과남북경협의확대를통하여남한도경제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 이하내용은서재진, 남북상생·공영을위한비핵·개방·3000 정책의이론적체계연구 (통일연구원, 2008)에
서 발췌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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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영정책은 2008년도통일부업무보고에서처음으로대통령에게보고되었으

며, 7월 11일국회개원연설에서이명박대통령이 “우리의대북정책은북한의비핵화

를최우선으로하면서, 남과북모두에게이익이되는상생과공영의길을개척해나가

는 것입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상생·공영은 대북정책의 명칭과 기조로 정해졌다.

상생·공영은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키워드인 ‘화해’와 ‘협력’을 ‘상생’과 ‘공영’ 지향으로발전시

킨것으로볼수있다. 상생·공영의남북관계발전을통하여한반도평화를증진시키

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대북정책이추구하는장기적목표는한반도에서하나의

경제공동체를실현하는것이다. 북한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철도및도로를러시아까

지연결하여러시아의천연가스등풍부한자원을육로로수입하고, 나아가우리기업

의 활동무대가 북한과 대륙의북쪽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베리아로 직접

통하는TKR-TSR연결을통하여북방에서가스등천연자원을공급받고, 우리상품의

북방 수출을 도모하여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수단: 비핵·개방·3000 구상

상생과공영의남북관계발전을위한정책수단으로서 비핵·개방·3000 구상이제

시되었다. 북한의비핵화, 개방, 경제발전을추구함으로써남북간의상생·공영을실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개방·3000은 상생·공영을 위한 정책수단이며, 북한이 가야할 길이자

로드맵이다. 남북 상생·공영을 위하여 비핵·개방·3000 구상이 제시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이렇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이자본주의세계시장에

편입하여경제가고도성장하였던보편적발전의궤적을북한도동참하도록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체제에서 이탈해 있음으로써 야기된 고립·봉쇄

상황에서벗어나기위하여미국과국교정상화를실현하고자본주의세계경제에재편

입하였다. 이로써 경제적 정치적으로 체제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가령, 중국은

1978년에개혁개방을추진한이후경제대국으로성장하였고, 30년만에베이징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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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최하여 세계만방에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잔치를 치렀다.

북한도 30년전에, 중국과같은시기에개혁개방을추진하였더라면북한도평양에

올림픽을유치할수있었을것이다. 그러나아직북한은우리식사회주의라는구호하

에 개혁·개방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가야할 길,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가개방된다는의미는미국과의국교정상화와연계되어있다. 미국과

국교정상화가되어야자본주의국제사회의정상적일원이되며, 국제사회의정상적일

원이 되어야 비로소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북한이미국및일본과국교를정상화하기위해서는정상국가화의길을선택해야

가능하다. 북한이정상국가화되기위해서는핵문제를해결해야하는것은물론이고,

인권문제, 납치자문제, WMD 확산문제등에진전이있어야한다. 이것이미국이제시

한국교정상화의전제조건이자요구이다. 사실상북한도이에호응하여 6자회담에참

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관련하여미국의RAND연구소와한국의 POSCO 연구소및국방대학교안보

문제연구소, 중국의 China Reform, 일본의 국제정책연구소, 러시아의 Contemporary

Korean Studies가공동연구하여발표한북한의근대화를위한보고서2)를주목할만한

다. 이명박정부출범이후국내에서제기된북한의 ‘정상국가화’ 개념과같은문제의식에

서나온보고서이다. Rand 보고서에서정상국가화(normalization)라는개념은북한을자

극할우려가있다는중국과러시아측의주장을받아들여 ‘근대화’ (modernization)라는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북한이정상국가화되기전에는미국과의국교정상화가어렵고, 미국과의국교정상

화가실현되지않으면개방을하고싶어도할수가없다. 중국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

들의개방은곧미국과의국교정상화와동시에또는연계되어진행되었다. 북한이지

금까지미국과국교정상화하기위하여간절히노력하였지만실패하였던것은미국이

제시한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조건을 만족시키기 못하였기 때문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북한이정상국가가되도록지원하고국제사회의정상적일

2) Charles Wolf, Jr. and Norman Levin, Modernizing the North Korean System: Objectives, Methods, and

Application(Rand: Center for Asia Pacific Polic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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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국제사회에편입을유도하는정책이다. 북한이국제사회의정상적인일원으

로편입된다는것은곧다른사회주의국가들이걸어온길과마찬가지로시장사회주

의또는사회주의시장경제로이행하여경제가발전할수있는대내외적조건을갖추

는것을의미한다. 국제적으로자본주의시장에편입하는것뿐만아니라국내적으로도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이행하는것을의미한다.3) 이것은북한이체제생존과경제회생

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여기서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개방화도 되고 개방화되어야 3000

달러경제발전이이루어진다는순차적조건적개념은아니다. 비핵화, 개방화, 경제발

전은 병렬적 정책과제이다. 비핵·개방의 정도에 따라서 남북경협과 경제발전의 정도

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개방을 전제조건으로 남북경협을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핵·개방·3000구상은북한경제발전의국내외적조건형성과북한경제발전을추

구한다. 북한이 비핵화·개방화를 서둘러서 경제활동의 국내외적 조건이 조성된다면

북한경제가고도성장할수가있게된다. 북한이개방을추진하여국제사회에정상적

일원이되어야국제금융의차입이용이해지고, 국제자본의투자를촉진하기때문이다.

즉, 북한이 희망하는 국제 개발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비핵·개방·3000구상은북한이가기를원하는길이며, 가야될로드맵이다. 그런점

에서 비핵·개방·3000은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합치할 수 있는 정책이다.

3) 비핵화·개방화 방안

북한은핵개발을체제생존의최후의보루로잘못인식하고있기때문에쉽게포기하

지않으려고한다. 그래서핵폐기만을목표로삼아서는북한의비핵화가불가능하므로

북한이핵개발을시도하는근원적원인을해소해주어야한다. 북한은미국과의관계정

상화, 일본과의관계정상화를통하여경제난과안보불안을해소하기를추구하고있는바,

이러한 북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야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가능하다.

그래서필요한정책이북한이핵을포기하는대가로북한이체제생존을위하여필

요로하는미국및일본과의국교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그리고자립경제실현

3) 서재진 외,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서울: 황금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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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원하는것이다. 즉핵을포기하도록유도하고북한이진정으로완전하고검증가

능하게핵무기프로그램을폐기할준비가돼있다면, 북한에대한대규모개발지원을

본격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대북정책도포괄적접근법이다. 부시행정부 2기미국에서북핵정책은포괄

적접근법으로전환하였다. 2007년 2·13합의이행구도는북한이원하는북·미국교정

상화, 평화체제구축을받아주고, 북한의핵포기를받아내는것이다. 2005년초콘돌리

자라이스국무장관의정책보좌관필립젤리코(Philip Zelikow) 버지니아대역사학교

수가작성한 ‘젤리코보고서’가북핵문제에대한포괄적접근법의제안서이며이를기

초로 6자회담 2·13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젤리코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의대북접근은핵폐기라는한개의차로뿐이었다. 한개의차로로는북핵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차로를 적어도 5개로 늘려 한꺼번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테러지원국지정해제, 에너지및경제지원, 대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등북한의관심사전반을핵문제와동시에해결하는입체적접근이북한의핵

폐기를끌어낼수있다는것이다. 이것은북핵문제와평화협정체결을동시에논의하

는새로운대북접근법으로서북핵문제를한반도평화체제구축으로풀어야한다는완

전히새로운발상으로서 ‘광범위하고새로운대북접근법’ 또는 ‘포괄적접근법’으로불

려지고 있었다.4)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대북 핵정책은 포괄적 접근법을 제시하였고, 핵문제 해결에

대한정책방향은더욱적극적이다. 오바마행정부는핵이테러리스트의손에들어가는

것을막는것이최우선안보현안으로인식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는핵무기는 20세

기냉전의유물, 21세기최대의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있다. 미국의핵무기보유목

적은핵보유국의핵무기사용억제에있으나, 21세기에그러한억제논리는비현실적

으로되었다. 현재는핵보유국이증가하고, 핵폭탄·핵물질·핵기술이테러리스트수중

에들어가기쉬운상황이며, 미국조야지도자들은근본적으로새로운접근즉, ‘핵무

기없는세계’(Nuclear Zero World)를 향한 ‘발상의전환’ 촉구하고있다. 신미국안보

센터(CNAS)에서 낸「피닉스 이니셔티브 보고서」(Phoenix Initiative Report,

2008.11.14)는 '전세계비핵화’ 전략추진및미국의핵폐기이니셔티브를천명하였

다. 「오바마-바이든플랜」(11.18)은북한핵프로그램완전하고검증가능한제거및

4) Robert Zoellick, “Long Divi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07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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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무기개발억제위해 '핵무기없는세계'를제안하였다. 미의회 `대량살상무기

확산및테러방지위원회' 보고서「위기에빠진세계(World at Risk)」(12.02)는북핵

저지를 최우선 순위로 권고하였다.5)

이러한 방향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월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오바마정부의북한문제에대한시각과해법의윤곽을제시하였다. 힐러리

장관이밝힌오바마정부대북정책의큰틀은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을지

속추진하며, 북한핵무기프로그램폐기와북미관계정상화를병행추진하는것으로

요약할수있다. 북한의집요한요구인북미관계정상화를핵무기폐기의대가로서호

응해준다는것이며, 북한의핵폐기를전제로서가아니라병행추진한다는전향적조치

를밝혔다. 클린턴국무장관은 "만약북한이진정으로완전하고검증가능하게핵무기

프로그램을폐기할준비가돼있다면, 오바마정부는양자관계를정상화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을항구적인평화조약으로대체하며, 북한의에너지와주민들의경제적필요

를충족시키는것을도울의향이있다"고천명하였다. 북한의진정성이확인되면북

한핵무기프로그램폐기와북미관계정상화를병행해추진할것임을시사한발언으

로도 해석된다.

동시에클린턴장관은북한에대하여남한비방이나도발행위를엄중히경고함으로써

북한의통미봉남기도를저지하고자하였다. "우리는이(6자회담)논의를진전시킬기회

를가질것으로믿는다"면서 "그러나북한은어떠한도발행위나한국에대한비난행위는

피해야한다"고지적하여최근북한의대포동2호미사일발사움직임등도발행위나대

남비방공세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하였다.

이는임기말부시행정부의입장과유사한것이지만애초에북한이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북미관계정상화를추진할수있다는 2007년 2.13합의이전의부시행정부입

장과는뚜렷하게대비되는것이다. 미국이이렇게강력한의지를표명하고있으며, 북

한에대하여당근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북핵문제는과거어느때보다해결의전망

이 밝아 보인다.

미국의핵무기없는세계의구현과우리정부의비핵·개방·3000 구상은비전을공

유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북핵문제관련한미공조가확고해질것으로볼수있다.

그 만큼 북핵문제 해결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 조민, 미국신정부출범과대북·통일정책추진방향 (통일연구원주최학술회의발표논문, 2008월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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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00달러 비전의 실현 방안

비핵·개방·3000구상에서 3000은북한이국민소득 3,000달러수준의경제발전을실

현하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 3000이라는숫자는한국이서울올림픽을개최하던 1988

년 당시 한국 국민소득이 3,000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한 수치로서 북한경제가 의식주

문제가해결되어상당한수준의자립경제를달성하고사회적으로는중산층이형성되

는 수준을 의미한다.

비핵·개방·3000구상에서3,000달러실현은다음의4가지트랙으로추진될수있을것이다.

첫째는비핵화와남북경협을병행하는부분이다. 현재핵문제진전과무관하게개

성공단사업을지속하고있으며향후에더욱확대할계획이다. 금강산관광사업도북한

의호응이있으면언제든지재개될것이다. 이외에도식량지원, 비료지원등은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핵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추진할 것이다.

둘째는북한의비핵화와개방화가가져올북한경제발전의대내외환경개선이다.

북한이비핵화를추진하여국제사회의신뢰를얻고, 개방을통하여국제금융기구의와

자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의 민간기업 투자가 가능한 내부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셋째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포함된 대북지원 5대 패키지6)를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다.

비핵화, 개방화가진전되면북한의경제회생을위한국제적여건이개선되어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차입, 외자유치등이가능해지고우리정부의대북경협도더욱활성

화되어 북한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북한의국민소득 3,000달러달성은북한의대내외적환경개선, 북한의체제의변화,

정책적 의지의 변화, 국제사회의북한인식의변화등이종합되어서가능해지는것이

다. 현재의북한체제에서 3,000달러달성은실현불가능하지만, 시스템의변화가생길

경우 고도성장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북방에 희망이 있다

6)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 산업인력양성, 국제협력자금 조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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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000달러비전을실현하는네번째트랙은남·북·러경제협력계획이다. 곧

이명박대통령의 북방구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현대건설에재직중이던 1992년당

시정주영회장과함께시베리아천연가스개발을위해야쿠티아공화국과계약을체

결하고, 모스크바에서고르바초프를접견하면서우리경제의새로운돌파구를여는정

책을구상하기시작하였다고희고록에서쓰고있다. 이명박대통령은이곳에서우리민

족이남북경협을통하여북방에진출하고나아가동북아경제권의교두보를마련할수

있다는 새로운 북방정책 구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7)

이명박대통령의북방정책구상은북한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철도및도로를러

시아에연결하여 러시아의천연가스등풍부한자원을육로수입하고, 나아가우리기

업의 활동무대가 북한과 대륙의 북쪽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명박대통령의이러한구상이대통령취임이후첫한·러정상회담에서실행계획

이구체화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9월 29일모스크바크렘린대궁전에서드미

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이르면오는 2015년부터러시아산

(産) 천연가스를 우리나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위해한·러정상회담직후양정상이참석한가운데양국국영가스회사인한

국가스공사와가즈프롬은이와관련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양해각서에따르면우리

나라는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연간최소 750만t의천연가스를 30년간 도입키로

하고, 이에 앞서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을 통과해우리나라로

연결되는가스배관건설에대한공동연구에나서기로했다. 양국간의공동연구가순조

롭게진행될경우 2010년께최종계약이체결되고, 이르면 2015년께우리나라에서한·

러간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러시아천연가스도입사업은 2007년 9월러시아정부가발표한 ‘극동·동시베

리아가스전개발·공급·수출을위한장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8년 3월양국간천

연가스도입방안협의가개시된이후 6개월만에계약이성사됐다. 러시아로부터도입

하게될연간 750만t의천연가스는국내총수요의 20%에달하는물량으로, 1천250만

가구가 1년간소비하는규모이다. 이를운송하려면축구장크기 2배에달하는 LNG(액

화천연가스)선박 125척이필요하다. 이런고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북한을통과하여

가스관을설치하는 PNG (Pipeline Natural Gas)방식을채택하고자하는것이다. 러시

7) 이명박,『신화는 없다』제9장, “북방에 미래가 있다,”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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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측은관리와비용의이점을고려, 북한육상을통과하는파이프라인건설을최선으

로생각하고있으며그것이여의치않을경우블라디보스토크에서삼척까지해저파

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을경유하는천연가스배관에대한한·러공동연구는북한과의다양한경제협

력사업의모멘텀이될수도있기때문에남북관계에도긍정적인효과를거둘수있을

것으로보인다. 이밖에천연가스 배관이건설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남북과러시아가

각각의정점을활용한 ‘한국·북한·러시아 3각경제협력'을실현하여북한을포함한동

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사업이성사되면러시아는안정적인공급처를확보하고, 우리나라는저렴한가

격에가스를공급받을수있게되고, 북한은통과료수입을거둘수있다.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배관통과 요율을 적용하면 북한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배관통과료

수입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 PNG로도입될가능성이크다. 가스공사와가즈프롬은

북한을거치는가스배관은한, 러, 북한 3개국의자재와기술, 인력, 자본을서로이용

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경협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을지나는가스배관공사를성사시킬책임은공급국에있기때문에앞으로러

시아가북한과접촉해협의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러시아 PNG 도입과관련, 양사

의양해각서에가스배관건설때 3국의자재와인력등을이용한다는점이담긴만큼

러시아가 사전에 북한과 어느 정도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러시아는이사업의경제성, 기술성검토를위한사전준비작업을진행중이

며빠르면 2월말께타당성조사계획이나올것으로알려졌다. 이와관련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지난해 12월경주에서 PNG 도입과관련한실무회의를개최한바있다.9)

이명박대통령이금년 1월 30일 SBS TV등을통해생중계된 `대통령과의원탁대

화, 어떻게생각하십니까'에서작년한․러정상회담에서합의한북한을통과하는가

스파이프라인연결사업을언급하였다. 이대통령은 "동부시베리아의가스파이프라

인을통해서한국까지오는협상을했고, 러시아를통해북한하고협상을하는데순조

롭게잘되고있다"고말했다. 이대통령이언급한대로러시아측은북측과이사업에

대해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 2월부터러시아국영가스회사인가즈프롬이사업타당

8) 연합뉴스, “한.러, 北경유 천연가스 배관건설 추진,” 2008년 9월 29일자.

9) 연합뉴스, “한러, 에너지 협력 재확인,” 2009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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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관사업은전면중단되고있는남북당국간대화재개의물꼬를틀매개가될

수있을것이다. 북한이잇따라대남강경성명을내놓고있지만남북경제교류·협력

분야에서는비교적유화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고가스관사업이남북모두에이익

이될수있는대형프로젝트라는점등에서러시아와북한간관련협의가잘진행될

경우 곧바로 남북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10) .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9월 30일한․러정상회담일정중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

대연설에서행한연설에서 "한반도의허리를가로지르는군사분계선은단지한민족

을남북으로나누어중무장으로서로대치하게하는분단의철조망으로그치는게아

니다"면서 "한반도분단은동북아평화와안정의장애물일뿐아니라태평양이대서양

을 만나고 아시아가 유럽과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세계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대통령은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논의

한한반도종단철도(TKR) 및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의필요성을재차강

조했다이명박대통령에게대북정책은북한을향한정책일뿐만아니라동북아와유

럽 등 전세계를 향한 정책인 셈이다.

이러한이명박대통령의비전과의지, 그리고구체적정책이비핵·개방·3000 구상

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4.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1) 대남비방 및 군사적 위협

우리정부의대북정책에대하여북한은격렬한비방과군사적위협으로반응하였다.

우리의새로운대북정책에대하여예상밖의과잉반응을하고있다. 지난해 2월 25일

대통령취임이후 4.9 총선이진행중이던시점인 3월말부터, 즉, 이명박정부가본격출

범하기도전에북한은대통령을역도라고칭하면서극렬한대남비방을시작하여남북

10) 연합뉴스, “이대통령, 북 통과 가스관 언급배경은,” 2009년 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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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경색시켰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명분이었다.

북한은김정일의건강에이상이있다는우리측의언명에대하여 “최고지도자의존

엄을훼손”한다고극렬한반발을보이면서도우리대통령에게극렬한욕설을하는것

을 합당한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10.4선언의

이행을희망한다면보다외교적인방식으로남한에접근하는것이마땅하다. 대통령을

직접비난하는언사는일종의적대행위이다. 이러한행위의의도는남북관계를닫겠다

는의도에서나온것으로볼수있다. 이와함께북한이대남접촉채널을거의단절하

고물밑접촉마저기피하고있는것은남북관계개선의가능성을의도적으로차단하

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과잉반응의 이유

북한이이렇게남한에대하여과잉반응을보이는이유가무엇인가?대미정책적이

유, 내부적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대미정책적 이유: 북한의 변화된 생존전략

미국부시정부 8년 동안북미관계가경색되는시기동안에북한은경제난 돌파에

필요한외자를남한에서확보하였다. 그러나 10년간남북관계진전과때를같이하여

진행된경제난으로인한사회불안심화로북한내부정세가불안정해지자이명박정

부가대북정책을조정하던시점에서북한도생존전략과대남정책조정을시도하였다.

특히, 2007년말 6자회담 10.3합의이후북미관계가진전되어테러지원국해제와식량

50만톤지원을약속받고남북관계보다는북미관계에서새로운활로를모색하는방향

으로 북한의 생존전략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3월 27일당시통일부장관의개성공단과핵문제연계발언을빌미로즉시

개성공단에서 11명의남한당국자를추방하였다. 사전에계획된사안이아니면그렇게

전격적인조치가이루어지기어려운일이다. 북한의대남정책의변화와통미봉남으로

의 생존전략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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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이유: 체제이완 방지

북한이대남비방과군사적위협을가하는또하나의이유는북한내부상황이혼란

스럽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경제난이심화되고주민생활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출구가없는불확실성이장기화

되자주민및간부들사이에서향후정책방향에대한불만들이회자되고있다. 탈북자

들의증언에의하면북한에는소위, 우리민족끼리파, 중국식개혁·개방파, 후계구도조

기 구축파 등 크게 세가지 방향의 정책대안을 추구하는 입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파는개성공단확장, 금강산관광사업재개등을선호하는입장으로서

남북긴장상태를조성하는것은북한경제에불리하다고보는사람들이다. 김정일위

원장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제한적 차단에

그치고만것은이러한여론의흐름과무관하지않다. 금년도신년공동사설에서 50년

대천리마대진군이니하는정책대안을내놓았지만그것을믿고실행하는사람은북

한에서는별로없다. 실무일꾼들은안타깝게생각할뿐이라고한다. 2012년까지강성

대국의문을열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도별로없다. 에너지문제도남북관계가긴장

된상태에있어서는해결될수없다고보기때문이다. 이런생각을하는사람들을북한

에서하나의정치세력또는집단이라고말할수는없지만무언의공감대가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그룹은중국식개혁·개방파이다. 이들을친중파라고는말할수없지만중

국처럼 개혁·개방하면 경제도 고도성장하고 국력도 신장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중

국이개혁개방을추진하여경제가크게발전하였고 2008베이징올림픽을성공적으로

개최한이후북한주민들의중국에대한동경심은더욱빠르게폭넓게확산되고있다.

평양에 베이징 올림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그룹은후계구도조기구축파이다. 북한에서 1993년 12월당중앙위전원회

의에서 3차7개년계획실패를공식적으로인정한이후그리고 1994년김일성주석사

망이후북한경제는더욱침체되고있다고평가하고대안을추구해야된다고보는그

룹이다. 어떻게든후계구도를세워서김정일권한을축소하고권력을분권화해서새로

운 권력에 의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들은급진파라고볼수있다. 정책지향면에서는남북관계도개선하고중국처럼

개혁개방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북한 사람들은 생각뿐이고 행동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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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러니 당국이 개별적으로 체포하여 처벌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 북한이

대남비방을강화하고남한이북한을침략하고있다고전쟁분위기를조성하는것은내

부의 이러한 불만·동요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개혁·개방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이후

중국식개혁·개방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는분위기속에서특히, 평양의시민간

부들을중심으로이러한인식들이확산되고있다. 군부내에서선군정치의후유증이크

고,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으로 인한 기강 와해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잇다.

당중앙위 선전선동부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흐름을차단하고억압하기위하여대남긴장상태를조성하고있는중이다. 오

극렬작전부장이국방위원회부위원장에, 김영춘이인민무력부장에기용되어김정일

의 최측근 군부가 전면에 나선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극렬작전부장은원래특수부대를담당한사람으로서막후에서대남침투공작을

담당하는부대이며개인적으로김정일위원장의최측근군부이다. 별동대가전면에나

선 것은 지금의 북한내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춘인민무력부장도김정일위원장의최측근으로서무력부를담당한것은지금

까지힘없는 (無力) 부에서힘있는 (武力) 부로전환시킨것으로볼수있다. 지금까지

인민무력부는군부의후방행정이나담당하도록힘을거세당한부서였다. 인민무력부

는군사행정, 총정치국은군내부정치및사찰, 총참모부는작전을담당하는것으로

분화하면서서로무력사용을견제하도록하였다. 그런점에서인민무력부에는무력이

없었다. 김영춘을인민무력부장에기용함으로써인민무력부를명실공히김정일의무

력부로, 강한무력부로만들어서불안과동요를누르고김정일체제를공고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극렬과김영춘의전진배치는사실상김정일위원장의마지막카드를내놓은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을 실질적으로 결사옹위 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이다.

오극렬과김영춘의전진배치는후계구도준비와도관련이있는것으로도볼수있

다. 김정일의권력을정당화하는데있어서경제적업적은내세울것이없고경제측면

에서는북한권력의정당성이없다. 그래서북한은일찍이선군정치를내세웠다. 선군

정치로김정일권력의정당화작업을해왔다. 북한은남한이대북침략을준비하고있

다거나미국이북한을공격한다는구실로군대의존재, 선군정치의필요성을부각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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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로 선군정치의 위용과 성공을 홍보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권력승계의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분석을통해서볼때북한이 10·4 정상선언이행을빌미로이명박대통령을

원색비방하는것은남북관계지속과 10·4선언이행자체에의도가있다기보다는오히

려남북관계경색을조장하여북한내부통합에활용하되책임은남측에전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내부체제통합을위한일련의대남긴장조성을지속하고있지만, 중장

기적으로남북관계개선이불가피한상황도염두에두고있다. 그런점에서남한과의

긴장조성을통하여남한대북정책을북한에유리한방향으로전환하려는것도한목

적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북한의대남비방과군사위협이변화불가능한정책이라고보

기는 어렵다. 북한의 의도는미국신행정부가출범하여 본격 협상이개시되기까지의

이행기의대남전략으로평가할수있다. 미국과의국교정상화를생존전략의최우선순

위로추진하고있는북한으로서는남북관계가긴장된상황에서북미대화가순조롭게

진행되기어렵기때문이다. 힐러리클린턴국무장관이이미천명한대로남북대화없이

는 북미대화가 어렵다.

결국 북한의 대남비방으로 인하여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적차원의지원을추진할수있는여건불비로적극적대북정책추진을유보하고

있는상황이다. 북한이남북대결을지속한다면얻는것보다잃는것이더많을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북한의 대남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5. 남북관계 전망

이명박정부의남북상생·공영을위한비핵·개방·3000 구상은북한이핵문제를해

결하여미국과국교정상화를실현하고국제사회의정상적일원으로참여하도록촉진

하고지원하는정책이다. 핵문제해결과국제사회에의정상적참여는북한의생존전략

의핵심이기도하다. 북한은조선반도핵문제를해결하겠다면서 6자회담에참여하고

있고, 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하여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에호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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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합의의 핵심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해주는

내용이다. 북한이미국과국교정상화를실현하면국제사회의정상적일원으로대접받

게 되고 투자분위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는 외자가

들어오게 되고, 북한 경제는 회생의 돌파구가 열린다.

이러한북한의생존전략과우리정부의비핵·개방·3000구상은이해관계가조화될

수있기때문에북한이당분간은내부적이유로우리정책을비난하고있지만우리의

대북정책에 호응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북한이남북대화에호응하고시베리아가스관이북한을통과하면북한은통과

료로연간 1억달러를벌게되고관련된남북협력사업도급속히발전하게될것이다.

이명박정부가이전정부의대북정책에서변화를시도했던것은사실이다. 정부주

도의남북경협을경제논리중심, 민간기업주도로재편하려는시도를했다. 대북경협

4원칙이 그것이다.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북한에서내려온반응은격렬한비방과군사적위협등의과잉반응이다. 북

한이그렇게과잉반응하는데는계산된이유가있다. 남한정부의변화된대북정책에

핑계를 내고 북한의 내부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한남한정부대북정책변화시기가미국의정권교체기와겹치는시기임을감안

하여북한은미국과의관계개선에주력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미국의정권교체

기에북미대화가어려운상황에서북한은남한과의대화를끊고내부통합에활용하고

있다.

북한의이러한전략때문에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아직본격적으로추진되지

못하고유보된상태이다. 대북지원을위해서준비한남북협력기금은차년도로이월되

었다. 그러나이런상황이지속적일수는없다. 미국과의대화의시즌이다가오면북한

의대남태도도변화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이대북관계의진용을갖추고본격북미대

화가시작되는시점에서북한의대남정책도일부변화될가능성이있다. 무엇보다도

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이이미남북대화없이는북미대화가없다고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통미봉남 기도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과거 2000년남북정상회담때에도미국과대화하기위하여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측면이있음을감안할때미국과대화재개를위하여남북대화재개가불가피

하다. 북미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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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가잘되어야남북관계가잘된다는과거의경험으로볼때북미관계와남

북관계는낙관적인측면이있다. 오바마행정부는 ‘핵무기없는세계’ 구현을비전으

로내세우고북핵문제에접근하고있다. 북핵문제가오바마행정부대외정책에서우선

순위로다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오바마행정부가진지하게북한과의대화와협

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가잘된다면남북관계도잘될가능성이높다. 남북관계가재개되면우리

의상생·공영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이본격가동을시작할수있을것이다. 남북

간에신뢰가회복되고대화가재개되어시베리아에이르는가스관이연결되면부수적

으로남북간에경제협력이더욱활성화될것은분명하다. 금강산, 개성공단사업그리

고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사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남북관계에서비관보다는낙관을가지고남

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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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와 형사정책

최근범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하여경제활동이위축되고, 실직등이에따른사회

적문제가확산되고있다. 정부도이에대응하여일자리창출예산등상반기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녹색뉴딜사업’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것이최근의현실이다. 그리고이러한경제위기상황으로인하여형사정책적으로

도 많은 문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서는 민생침해사범과경제사범이증가하고, 일확천금을꿈꾸는

사행심리가확산되어건전한경제관념이약화될수있다. 또한우리사회의미래에대

한불안과정부정책에대한불신이심화되면사회의통합기능은점점약해질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이러한불신상황이반복되면사회적불신구조가심화되는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중요하며, 경제회생을 위한 물적․제도적 지원은

변함없이지속되어야한다. 다만한번조장된사회적불신구조는경기가회복된이후

에도 계속 이어져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을

위한노력과함께이문제의해결을위한노력도지속되어야한다. 정부가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위하여아무리노력하더라도국민이믿지않으면정책수립과정책집행에

서많은어려움에봉착할수있다. 따라서사회적불신구조가고착되기전에사회통합

과사회적신뢰를제고할수있는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사회적불신을조장하

는 불황기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IMF 때와는 달리 범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경제위기이기때문에국민들이합심하여다른나라보다앞서이위기를극복할

수있다면대한민국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을것이다. 그열쇠는

바로 ‘신뢰’에 있으며, 사회통합과사회적 신뢰구조를이뤄내야만대한민국이 21세기

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과사회적신뢰는정부에대한신뢰와국민상호간의신뢰가있을수있다.

신뢰는갈등과분쟁을줄이는기능을하는데이를위한출발점은법치주의의확립이

다. 법치주의의확립은정부에의한엄정한법집행만으로되는것이아니라국민의참

여와협조가있어야가능하다. 불합리한법을정비하고, 국민의법의식이선진화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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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돕는 한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글에서는사회통합과사회적신뢰제고를위한형사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올바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최근의사회변화상과이에따른범죄발생현황에

대한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 이에각종의범죄통계자료를분석하여최근의사회변화와

범죄발생현황을분석한다(2). 그리고이를토대로공적제재시스템의기능분담, 자율규

제의강화, 국민의 참여강화, 사회통합적형사정책등다양한시각에서사회통합과사회

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3).

2. 사회변화와 범죄발생 현황

1) 경제상황과 범죄율

최근의한국사회는어려운경제상황과사회적양극화의심화라고요약할수있을

것이다. 먼저최근의경제상황을살펴보면 ‘위기상황’이라불러도과언이아닐만큼악

화되고있다. 한국경제는적어도 1997년 외환위기이전까지는경이로울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지속하여왔으며이는세계경제성장사에서매우이례적인것으로간주되어

왔고,1) IMF 구제금융사태를맞아 1998년 일시적으로커다란어려움이있었지만, 이

를 극복하는과정에서 20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왔다. 또한실

업률도 1997년 7.0%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3.0%까지 회복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2009년현재의경제지표를살펴보면지금까지와는다른양상이도래할것

으로예상할수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을세계주요 20

개국가(G20) 중 가장낮은 -4%로전망하는한편, 한국은행총재가올해경제성장률

을마이너스로예상하고, 기획재정부장관도성장률전망치를 -2%로대폭하향조정

하는등얼마전까지우리나라의경제상황을긍정적으로평가하던정부도 ‘마이너스성

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처럼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상황에이를경우실업자의수는급속

1)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 평가 및 시사점, 2007, 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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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증가할것은자명한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 IMF가예측

한바와같이마이너스 4%에이를경우실업자는 107만 7천명에이를것으로추산하

고있으며, 정부의전망치와같이마이너스 2%라면실업자수는 98만명이며, 취업자는

23,394,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233,900여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림 1 ] 연도별 경제상황 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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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예측을증명이라도하듯이최근드러나는경제상황의불안함은다른경제

지표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지난 2월 17일발표한실업자의수는 848,000명이지만, ‘취업준비’ ‘쉬었음’

‘구직단념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3,46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2003년 1월 이후

가장많은것이며, 카드대란때인 2003년 1월(2,177,000명)보다도 1.6배많은규모이다.

이같은상황은 3월이후대학졸업생이쏟아져나오고기업들이본격적으로구조조정

에돌입하면청년실업의증가라는형태로더욱심각한문제가될것으로예상할수

있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것은경제상황이악화될수록사회적약자들의상황은거시경제지표

에서드러나는것보다더욱어려워진다는것이다. 특히이러한과정에서발생하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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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양극화는더욱심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야기되는상대적박탈감은사회적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이후한국의노동시장은노동시장유연성의강화라는결과를낳

게되는데, 1998년노동법의개정으로인하여정리해고가용이해졌으며, 정리해고의

용이함은노동시장의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켰다고할수있는데, 결과적으로정규

직고용보다는임시직, 계약직, 시간제고용등의비정규직근로자를양산하여노동시

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피고용자 절반 이상이 고용불안과

임금의하락을경험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으로인한정리해고가합법화되면서정규

직을비정규직으로대체하는인력관리정책이대기업들에의해서적극적으로활용되

었던 것이다.2)

이것은노령인구, 여성, 청년등사회취약계층의빈곤을심화시키는것을의미하며,

이같은노동시장의양극화는이후경제상황이다소호전되는시기에있어서도취업근

로자의소득불평등정도는경제위기극복과는상관없이꾸준히증가하여왔다. 오히려

상대적빈곤은경제위기이후더욱심화되어가는과정에있다고할수있는것이다.3)

최근한국개발연구원의보고서에따르면, 전국통계자료인가구소비실태조사와가

계조사를분석한결과, 주위소득의 50～150%에해당하는중산층가구의비중은가처

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사이무려 10%나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경제적상황이악화될

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5월말현재금융거래소외자(신용등급 7등급이하) 수는 700만명에달

하며,4) 2006년말현재 4대보험은연체자수 600만명(중복연체자포함)에달한다. 그리

고청년실업률(15∼29세)은전체실업률의두배가넘는 7%대후반을유지하면서고

착화되고있다. 뿐만아니라자영업자들의감소추세는고용원없이혼자일하는영세

자영업자들에게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5) 부동산값등의상승에의한빈

2) 신광영, “현대한국의사회변동: 고도산업화시기에대한비판적성찰”, 경제와사회제69호(2006), 10쪽이하;

정초시, “IMF경제위기이후노동시장의변화”, 산업경영연구제29권제5호(2006), 339쪽이하; 금재호․조준

모, “외환위기전후의노동시장불안정성에대한연구”, 노동경제논집제24권제1호(2001), 35쪽이하등참조

3) 양재진, “빈곤과소득격차의 고착화 방지를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연세행정논총 제28호(2005), 79쪽이하.

4) 이 수치는 금융거래소외자가 전체국민의 7명중 1명 꼴이라는것이며, 이중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270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고용원없이혼자일하는영세자영업자들의수는 2009년 1월현재총 412만명이었는데, 이수치는지난 1999

년 2월 406만9000명이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한편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2009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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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이처럼많은사회적약자들의경제적인어려움에도불구하고한국의사회

복지제도는개개인들의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에는미흡한수준이다.6) 비록국민의

정부이후실업대책에대한예산은확대되었으나현저히부족한수준에머물고있으

며,7) 경제 위기 이후 실질적,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은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의 발생 양상

앞서살펴본바와같이경제적위기로인하여사회적안전망이확보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의빈곤과양극화는사회적갈등과위기를고조시킬수있다. 이같은사회적

위기의 징후이자 결과는 “범죄”의 발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다음 [표 1]와 [그림

2]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경제성장률이상대적으로낮은시기에는범죄율이함께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상대적으로높은시기에는범죄율이감소하거나증가율이낮

아짐을확인할수있다. 특히지난 1998년외환위기로인해마이너스성장률을보이던

당시에는범죄율의증가가두드러졌던경험을가지고있다. 이는빈곤층을확산시키는

경제적위기상황이사회적위기를야기하고이는범죄율의증가로나타날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468,000명으로 이 역시 2000년 7월 1,453,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이들도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헤럴드경제, 2009-1-14일자).

6) 이철우, “한국의사회복지정책과경제성장: 사회복지제도의긴요성과그효율성에대하여”, 평화연구제11권

제4호(2003), 5쪽 이하.

7) 박천익,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구조와 빈곤정책”, 공공경제 제7권 제2호(2002), 7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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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전체범죄발생건수 범죄 발생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988 972,641 2314.1 10.6 2.5
1989 1,078,074 2539.7 6.7 2.6
1990 1,175,178 2741.3 9.2 2.4
1991 1,233,383 2848.7 9.4 2.4
1992 1,245,215 2846.3 5.9 2.5
1993 1,359,094 3123 6.1 2.9
1994 1,375,564 3056.3 8.5 2.5
1995 1,399,085 3108.6 9.2 2.1
1996 1,494,846 3219.3 7.0 2.0
1997 1,588,613 3388.3 4.7 2.6
1998 1,765,887 3757.9 -6.9 7.0
1999 1,732,522 3660.1 9.5 6.3
2000 1,867,882 3893.3 8.5 4.1
2001 1,985,980 4135.6 3.8 3.8
2002 1,977,665 4100.5 7.0 3.1
2003 2,004,329 4142.3 3.1 3.4
2004 2,080,901 4283.1 4.6 3.5
2005 1,893,896 3882.3 4.2 3.5
2006 1,829,211 3733.7 5.1 3.3
2007 1,965,977 3987.7 5.0 3.0

[ 표 1 ] 범죄의 발생과 경제상황

(단위：건, %)

[ 그림 2 ] 경제성장률과 범죄발생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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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절대적빈곤을야기하는경제적위기도범죄의발생에커다란영향을미치고

있기는하지만, 더욱심각한요인은빈곤층에게사회적박탈감을느끼게하는상대적

빈곤이라할수있을것이다. 상대적빈곤은사회의안정성을해치는사회적양극화를

야기하거나심화시키는데, 사회적안전망이확보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스스로빈곤

층에처해있다고느끼게되면정상적이고합법적인방식으로생존을확보하기가힘

들다고여길수있는것이다. 그렇다면이들은불법적이고탈법적인방법을시도를하

거나, 혹은 삶을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우리나라의자살은 1998년외환위기이후크게증가한상태가지속되고있

다. 즉 2007년현재 10만명당자살자수가 24.8명으로서 OECD국가가운데가장높은

수준으로서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의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상대적으로높았던시기(1991년, 1995년, 1999년등)에는자살률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1992년, 2001년, 2003년

등)에는자살률이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현재의높은자살률은단기적으로감소하

지않을것으로예측되며자살이야기하는사회적손실은상당하다. 우선사회내에서

삶에대한가치혼란을야기하여사회통합을저해하게된다. 그리고자살은한개인의

생명상실에그치는것이아니라가족등주변사람들에게충격과정서적인고통을남

기게됨으로써이들의삶도불안정하게만들게된다. 자살이초래하는경제적손실또

한적지않다. 노동력의조기상실과남겨진가족, 특히어린자녀에대한사회적비용

부담및생계유지의어려움등을사회가부담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자살을예방하

기위해서는자살을감시하는정신보건적감시네트워크가구성되고정부는이들조직

의활동에대한지원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자살예방홍보활동을대중매체등을활

용하여 전개하여야 한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자살위기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자살위험군 발

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자살위험에처해있는저소득층과실업자의자살감소를

위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현재와같은빈곤의확대와상대적박탈감의심화는경제범죄나생계형범

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계형범죄의대표적인예인절도의경우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완만한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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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이다가 IMF외환위기 2년후인 2000년에급증한이후 2003년에전년대비일시

적으로감소했을뿐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경제범죄는이른바 IMF

외환위기에처해있던 1998년에최고점을기록하다가그후조금씩경제가회복되면서

2001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시 2001년을 저점으로 2004년까지

다시 꾸준히증가하였고, 2005년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도 다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림 3 ] 절도 및 경제범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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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국민소득이같은기간상승한것과는대비되는것으로서

이는전반적인경제상황보다는사회적양극화가가져오는상대적박탈감이생계형범

죄나경제범죄의발생에더큰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

다. 경제범죄는신용카드남발등에따른신용불량및개인파산자양산등으로어려워

진경제상황에따라증가한것이며, 생계형범죄는경제상황의변화와약간의간극을

두고증가하는것으로보아합법적인방법으로삶을유지하기힘들어진상황이발생

하면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자로 전락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사회적안전망의붕괴는경제적, 사회적약자들이범죄를저지르도록하는원

인이되기도하지만, 반대로이들이범죄피해를받을위험성도함께증가시키고있다.

기본적인사회안전망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경제적위기가닥쳐오면스스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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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유지하기위하여경제활동에참가하거나수익을위해노력할수밖에없는데, 이

과정에서취업및창업사기, 피라미드사기, 대출사기, 불법사금융등의범죄의표적이

될수있는것이다. 특히이러한범죄는청소년, 여성, 노인등과같이자원의배분에서

일차적으로소외되어상대적으로더욱열악한상황에처해있는사람들이피해자가되

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

(www.joblink.co.kr)가구직자 1,857명(남 1020명, 여 837명)을 대상으로조사한결과,

구직자대비취업사기경험비율은 2003년말 30.5%에서 2004년 5월 37.4%로높아졌

으며,8) 2008년에는 취업전문 포털사이트인 ‘커리어’가 구직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9) 응답자가운데 42.7%가취업사기를경험했다고응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라미드사기범죄의현황을살펴보면, 경찰청이 2008. 3. 1일～3. 31일까지 1개월

간집중단속을추진한결과,10) 불법대부업 450건(612명), 유사수신행위 110건(401명),

불법다단계․방문판매업 52건(119명) 등 총 612건(1,132명)을 검거하였다. 이 가운데

불법다단계는미신고방문판매가 34.5%(41명)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고, 무등록다단

계가 31.9%(38명), 다단계조직을이용한유사수신행위가 7.6%(9명) 순으로나타났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8. 25일～9. 1일전국에거주하는대학생 1,126명을대상

으로실시한면접조사(대학생들의다단계판매에대한인식설문조사)에따르면,11) 다

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것을 권유받은대학생 중 17.5%가 다단계판매원으로가입하

여물건을구매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입대학생중 24.6%가다단계판매원으로가입하

면서가입비나물건의구입을강요당했던것으로나타났고, 가입 대학생중 31.8%는

다단계판매업자나상위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강요에의한합숙이나교육을받은경

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범죄의피해자들은대부분사회적․경제적약자들

이다.

8) 피해유형으로는주부사원을모집한다는광고를내고음란부업을권유, 퇴직자대상으로관리자모집후체인

점강요하는 “근로조건의허위과장”(41.9%)이 가장많았다. 이어 “다단계나영업강요”(25.1%), “학원수강등

조건제시”(19.2%), “취업알선비나 교재비 등 금품요구”(12.3%) 등으로 조사되었다.

9) YTN, 2008-10-13일자.

10) 경찰청, 보도자료(2008-04-01).

1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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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통합과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향

1) 형사정책의 역할

앞서사회변화와범죄발생현황을분석함으로써, 현재우리사회가통합과신뢰의문

제에봉착하고있음을살펴보았다. 사실사회통합과신뢰제고를위한정책영역은형사

정책에국한되지않는다. 기본적인의식주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에서부터산업․

금융․무역등의좀더복잡한경제현상을다루는정책은물론, 교육, 의료, 환경, 노동,

문화, 종교등사회각분야에대한거의모든정책들이사회통합내지신뢰제고의문제

와연결되어있다. 요컨대사회통합과신뢰제고의문제는시장실패(market failure) 및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문제를교정하기위한다양한정책영역과맞물려있

다.

다양한정책영역과연결되어있는사회통합과신뢰제고의문제를형사정책과연결

하여바라보아야하는이유는두가지이다. 첫째형사정책이갖는게임에대한규칙제

정(rule making)의역할과, 둘째이러한규칙을해석하고집행하는심판(umpire)의역

할때문이다. 즉형사정책은개인과기업이시장의영역에서수행하는다양한활동에

대해형벌과강제력이라는최후수단을이용하여합법성의테두리내에서각종활동이

이루어지도록규제혹은지원하는 법적규정 내지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형사정책은

추상적․일반적법적규정을개별구체적사안에적용함으로써갈등과분쟁을심판자

적지위에서관리하거나해결할수있도록한다. 때문에합리적이고공정한형사정책

적 역할이 방해 받거나 흔들릴 때 사회통합은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내 신뢰는

급격히 붕괴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형사정책은 형사정책적 이념정립이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의설정보다는정치적상황변수나개별범죄에대한가중처벌혹은기간이설

정된특별단속이라는형태로수행되어왔다. 그렇기때문에한편으로는세인의이목을

집중시키는특정범죄가빈발하면중점적으로수사와처벌이이루어진반면, 다른한편

에서는지속적이고예방적인형사정책은소홀해질수밖에없었다. 또한반복적인사

면과가석방을통해국민들은법집행의원칙보다는편의성과자의성을경험하게되었

으며, 이러한형사정책과정이사회통합과신뢰를저해하는주요원인으로나타나고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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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대증적(對症的) 형사정책보다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수있는일관성있고지속적인형사정책의수립이설계되고집행될필요가절실

하다. 이를 위한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형사정책에서비례적형사정책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각종범죄에일일이대처하기에는형사사법기관은사실상역부족이다. 이러

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곧법적제재가필요하다고느끼는것이일반적인식이다. 이러한여론과의무감으로

인하여형사사법기관은 ‘무분별하게’ 모든범죄현상에대하여개입하지않을수없다.

그러나이러한접근법은형사사법기관의한계를넘어선것이다. 불가능한형사정책적

이상향의추구보다는현실에기초한형사정책이보다효과적이다. 즉형사정책은모

든정책에대하여평균적․일률적인대응보다는조직범죄, 금융경제범죄또는부패범

죄등국가․사회․기업과시장에끼치는해악의정도가심한범죄군을선별하여차

별적으로대처하는것이효율적이며더불어실질적형평성도달성할수있다. 결국이

는미시적관점에서뿐만아니라거시적관점에서형사정책을결정하고집행해야함

을 의미한다.

둘째, 사후통제에서사전통제로의전환이필요하다. 과거부터우리형사정책은범

죄자에대한사후적형사처벌과교정을통한사회복귀지원이주임무였다. 그러나성

인범죄자의경우교정을통한사후적개선가능성은사실상기대하기어려운면이존

재한다. 그러므로범죄발생의원인을제공하는사회구조적시스템을바꾸는것에우선

적목표를두어야한다. 예를들어다단계의복잡한행정규제를철폐하여공무원들에

의한부패구조를없앤다든지, 기업의뇌물관행을차단하기위하여기업회계의투명성

을제고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보완하는것이다. 이처럼범죄자개인중심의사후적

대응보다는사회통제시스템의개선이라는사전적통제에초점을맞출때범죄발생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셋째, 법과질서를강조하고이를확립하기위한노력도중요하지만이는자칫형

사사법기관이갖고있는권한의합리적행사보다권한의확대를추구할위험성이있

다. 이는단기적으로는범죄현상에대한사회적비판여론을쉽게무마할수도있지만

장기적으로처벌위주의형사정책으로흘러종국적으로는그피해가일반시민으로돌

아갈가능성이높다. 또한범죄에대한효과적인예방및억제수단개발에소홀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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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높다. 그러므로자유와강제, 권력과권력행사가균형을이룬가운데사용된다면

정당한 권한행사가 탄압으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며 탄력적 형사정책 운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넷째, 다양한형사제재의대안을모색해야한다. 현재범죄자에대한형사제재는교

도소등을중심으로한전통적인틀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 최근이를극복하

기위한다양한시도들이진행되고있음은환영할일이나, 다분히형집행방법상대안

의모색을벗어나형사사건의자연적축소방법을모색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 이를

위해수사의첫단계에서부터마지막형벌집행단계까지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

한선진제국에서범죄자에대한형사제재의완화경향이제한되고있는사실을주목할

필요가있다. 즉중범죄자에대한재사회화의이념이퇴색하고그대신범죄에상응하

는 형사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2)

이상과같은네가지사항을전제로하여이하에서는좀더구체적인정책방향을제

시하고자 한다.

2) 형사정책의 방향

■ 사회통합적 형사정책

① 책임과 희생, 피해의 분담

형사정책은 범죄라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마지막 정책에 해당한다. 즉, 리스트

(Franz von Liszt)의 말처럼 “좋은사회정책이야말로최상의형사정책”인것이다. 따

라서최근의경제위기상황을이유로급증하는범죄에대한최선의형사정책은바로

최선의경제정책이라고할것이다. 다만경제회생을위해서는적지않은시일이소요

되기때문에경제정책의성패에만의존할성황은아니다. 그래서위기상황일수록 ‘사

회통합’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에서 급속히 이탈되어

가는 실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을 사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12)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10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4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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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사회통합의선도적역할은공직자, 고소득층, 전문직업군, 정규직근로자가될

수밖에 없다.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만큼 더 희생하고 피해를 분담할 수 있다면

이것이바로최선의사회통합정책이자형사정책이될수있다고본다. 반면에최근지

빙자치단체한공무원의노동·복지예산횡령행위와같은범죄는금액의문제를떠나

서공무원에의한사회적약자지원예산의횡령이라는점에서사회적신뢰를깨트리

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② 계층갈등대책

사회계층간의갈등은경제적자원이모든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현저

히부족한경제위기상황일수록심화되는속성을가지고있다. 경제위기로인한실직

이나소득감소상황에서느끼는상대적박탈감이범죄행위로나타나는원인이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계층갈등은상대적박탈감을원인으로하고우리사회에서는특히부동산으로인한

자산격차에서비롯되는부분이크다. 과거폭등하는부동산가격으로인한사회적부의

편중현상, 그리고용산사건에서보듯이현재의주택재개발․재건축제도로인한갈등이

대표적인예이다. 원주민의주거환경개선이라는목적대신높은사업비와긴사업기간

을감당하지못해원주민은낙오되고건설업자들과부동산투기꾼만이부를취득하는

현실이계속된다면서민들의열패감은더욱심화될수밖에없는것이다. 따라서원주민

의정착율을높일수있도록재개발․재건축정책을개선하는것은사회적신뢰를제고

하고계층간의갈등을줄이는대책이될수있는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을대량

공급함으로써서민들이주거문제를해결해주는것은장기적인사회안전을위하여반

드시필요하다. 형사사법분야에서도생계형범죄에대한엄중한처벌보다는소득수준

이나범행동기를참작하여형벌을부과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총액벌금제와함께생계형범죄유형에대하여부분적으로일수벌금제를병행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부모가없는아동이나실업가정자녀등경제적취약계층자녀에대한생계비

및학비지원등을통해가난의대물림화를방지하고, 청소년의사회적반감을완화시

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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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범죄피해자가형사정책에서관심을받기시작한것은 20세기 초부터이다.13) 20세

기 중반부터시작된피해자학연구에힘입어선진각국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피해

자의권리가헌법상인간의존엄과가치차원에서재부각되고피해자의권리를보호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국제적인추세와현실적필요성에부응하여 1981년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에의한배상명령제도도입을시작으로 1980년대이르러범죄피해자

에대한관심과피해자보호입법(1988년시행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이나타나기시작

하였지만,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2006. 3월 시행) 범죄피해자를 보

호․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5년)과형사소송법(2008년) 개정등범죄피해자

보호관련법률들의개정작업과함께법무부 ‘인권국’ 신설(2006년)14)이나전국에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56개)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범죄피해신고율은선진국에비하여현저하게낮다. 그이유는

형사사법에대한불신을반영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범죄피해자에대한지속적인

보호․지원대책수립은형사사법에대한불신을해소하고신뢰를회복하기위한주

요한형사정책대안이될수있다. 입건된범죄자수보다훨씬많은범죄피해자가형

사사법정책상보호를받지못한다면국민전반의형사사법체계에대한불신은지속

될 수 밖에 없다.

또한피의자의얼굴공개여부를둘러싼최근의논란을보면인권과사회방위를위한

형사정책간의갈등관계를생각하게한다. 피의자의얼굴공개는피의자에대한낙인효과

를원해서가아니라또다른피해자의확보와범죄수사를위한추가적인증거수집등순

수한형사사법적효과를기대하고자하는것이우선적인목표이다. 미국이나일본, 독일

등선진국에서도우리나라처럼완벽한비공개를시행하지않고있는상황에서현재의얼

13)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시작하였다. 이후더나아가피해자의인권보장, 피해자의형사소송참여권, 범죄에서피해자의역

할과 그에 대한 평가, 피해자구조 등도 관심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 중반에는 피해자학

(victimology)이 독자적 학문영역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14) 법무부인권국은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 인권옹호과, 여성아동과 4과로구성되어있으며, 인권지원과(旧

구조지원과)에서는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기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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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공개는과도하다는판단을하지않을수없다. 이들나라에서는수사기관내에서의

신문과정을촬영하도록허용하지는않는다. 그러나호송과정에서의얼굴노출을수사기

관스스로막지는않으며언론의보도여부판단에맡기는것이타당하다. 우리나라에서

도최소한범죄유형을제한하더라도살인과같은강력범죄피의자의경우명백한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회복적 사법절차의 확대

최근들어세계각국에서는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새로운형사정

책을시행하고있다.15) 회복적사법이란범죄자와피해자의자발적인참여와대화를

통하여화해를도모하는대안적인갈등해결절차로서, 재범방지및피해회복에긍정적

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최근각국에서형사제재위주의사법절차에대

한 반성적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회복적사법은기존의형사정책과패러다임의차이가있다. 첫째, 범죄의개념을기

존의형사정책은실정법을위반하는행위로규정하지만, 회복적사법은경제적손실, 피

해자의정신적혹은사회적고통, 주위사람들의불안감과분노, 가해자 자신에미치는

피해와같이어떤행위로인해실제발생하는피해손실(harm)의측면에서파악한다. 둘

째, 형사정책의목적에서기존에는범죄자의처벌이강조되었지만, 회복적사법은피해

손실의회복을목적으로한다. 셋째, 형사사법기관의역할에서기존에는국가기관이중

추적으로범죄예방과범죄자처벌을담당하지만, 회복적사법에서는지역사회구성원들

이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국가기관은지역사회가범죄를예방하고가해자를원상회복

시키는 활동을 후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무른다.16)

이러한점에서회복적사법은사법기관에대한신뢰도상실, 가해자의높은재범률,

피해자의불만족등부정적인현상을초래하는기존의형사정책의한계를극복할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15) 우리나라에서도 2008. 6. 22일시행된개정소년법에서 “화해권고” 규정이신설되었다. 재판절차에서판사가

당해소년으로하여금피해자에게배상등화해를하도록권고할수있고, 그결과를보호처분결정시에고려

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에근거하여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8년에총 14건의사건을의뢰받아가족회

합에의한 ‘회복적사법실천모델’을 시범적으로운영한바있다(김은경, 21세기소년사법개혁의방향과과제

(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6) 이순래, “후기산업사회의문화적성격과형사정책의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제19권제4호(2008․겨울호),

3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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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주주의 체제 교육 강화

법치주의의확립은미래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 사회적신뢰를제고하는데

매우중요한요소이다. 이를통하여민주주의체제와시장경제체제가기능을발휘할

수있다. 우리사회는고속경제성장과정에서법질서경시풍조가만연되어있고일반

국민들은법을지키기보다오히려부정이나특권으로문제를해결하려들고 “법을지

키면오히려손해”라는부정적법인식이팽배한상황이다. 선진국은국민소득뿐만아

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의인권보장및법의식함양을위한민주주의체제에대한기초교육이우선되

어야한다. 이러한목표를위해서는수요자중심의법교육교재개발, 법교육프로그램

확대및차별화된법교육이필요하다. 법교육은초, 중, 고등학교의사회교육관계에서

법의중요성과법준수의필요성에대한교육과함께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교육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체제가확실하게뿌리내리기위해서는정부에대한신뢰와국민의

준법의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정부에 대한신뢰는 국민과의소통의 정도와

내용에 좌우된다.

법질서확립운동에대한문제점으로서무엇보다도국민정서상반감및비판여론

이다. 또한법질서확립운동추진자체에대해구시대적발상이라는비판과함께운동

의전개방법이종전의캠페인과차별화되지못할경우전시성구태를벗어나지못하

고있다는부정적인여론이형성될가능성이있다. 즉자칫법교육이법질서순응교육

으로변질되지않아야한다. 민주주의체제내에서공동체가공존하며살아가면서준

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게임규칙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비로소민주주의체제가유지될수있고인간의존엄성과기본권이지켜질수

있음을 자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법질서확립교육을정부에서주도할경우이에대한비판과참여도가낮아질

우려가있다. 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 ‘법질서확립’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국

민과의직접소통을위한언론, 방송, 인터넷포털등과연계할필요가있지만기간을설

정한일시적캠페인이아니라상시적인시민교육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일

방적인 교육보다는 사회적 공감을 형성해 나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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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제재 시스템의 기능분담

새로운범죄현상이나사회문제화되고있는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가장전형적

이고일반적으로활용되고있는정책수단은새로운형벌규정을도입하거나처벌수준

을 강화하는것이었다. 그 동안 형법전이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수

많은형사특별법의제정과행정법규속에규정되어있는벌칙규정들은우리의이러한

형사정책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현행 각 행정법규에서는 - 심지어 행정명령위반에 대하여도 - 거의 모두가

형벌을채택하고있을뿐만아니라, 더나아가이러한형벌이다른행정상의의무확보

수단즉행정적제재와중복내지병렬적수단으로되어있어서국가의공적제재의

과잉 및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다.17)

그러나위험사회에대응하기위하여형벌의필요성과그강화요구가증대되더라도,

형사입법에는엄중한제재로서의형벌의특성상일정한제한이요구된다. 형법의비대

화와 가중화는 자율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그 규범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

다.18) 형벌은그자체로서는바람직하지않은최후수단이기때문에, 형벌권의발동은

다른사회통제수단, 즉행정적수단, 민사적손해배상등의법적수단, 윤리적비난, 사

회일반에의한부정적평가등의법외적수단등으로는충분하지않는경우비로소정

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형법의 보충성, 단편성 또는 겸억성).

국가의공적제제시스템(형사제재와행정제재)은그상호간에기능분담이필요하

다. 즉형벌위주형사정책으로부터벗어나서형벌이외의행절벌등다양한공적제재

시스템의 활용과 형사정책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7)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결정 등 참조.

18) 경제관련 법령(예를 들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부분이 많은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제제

(형벌)와 행정제제를병렬적으로규정하고있지만, 실제운영현실에있어서는시정조치나과징금과같은행

정적제재로처리될뿐형벌규정은대부분은활용되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일반수범인들에게 “경제법령

위반행위=행정조치”라는인식을자리잡게만들어오히려형벌의범죄억지력을더욱떨어뜨리는효과를발생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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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의 강화

① 규제 자율화의 필요성

규제는정부와정부의대리자가규제를통한유인이없었을경우에쉽게도달하기

어려운결과를향해개인과기업을유도하기위한방안으로공법에서주로사용된다.

행정규제기본법(제1장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규제라 함은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

는것으로서법령또는조례․규칙에규정되는사항을말함”이라고정의되어있다. 교

과서적으로정부규제란 “바람직한경제사회질서의구현을위해정부가기업과개인의

행위를제약하는것”19)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어떻든규제의본질은 “국민의기본

권, 재산권의사회적배분”에있는것으로서크게는경제적규제와사회적규제로나

뉜다.20)

경제적 규제에는 진입, 가격,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조건, 방법 등에 대한규제가

있다. 경제적규제의주요목적은소비자보호를위해독과점적횡포의방지, 부당이득

의방지, 부당한가격차별의방지, 교차보조를통한서비스공급의확대, 생산자보호

를위해과당경쟁의방지, 산업육성, 불공정한기업간경쟁의방지등이다. 반면에사

회적규제는기업의사회적행동에대한규제이다. 기업의사회적행동에대한규제는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소비자 권익에 대한 침해 등 기업 내부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혹은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규제의주요목적은삶의질을확보하고인간의기본적권리를신장하

며경제적약자에대한보호와사회적형평성을확보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사회적

규제에는 환경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규제, 사법적규제등이있다. 최근규제의경향은탈규제화라고할수있다. 즉

정부는강제적성격의규제를줄이면서, 산업에대해좀더방임적인접근을하고있

다.

1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3, 24쪽.

20)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11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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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율적 규제의 강화

규제는입법부나행정부가주역으로서사전규제를해온것이사실이다. 즉규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공공단체가주도적으로그주체가된다. 이는이들이중립성과

공공성을가지고있으며, 사인간의이익대립을조정하여공동이익을높일수있는사

실상의통치권력을가졌기때문이다.21) 그러나정부에의한규제보다도효율적인규

제가자율적인규제이다. 규제가국가에의해강제적으로이루어질때규제의실효성

과 정당성에문제를 야기한다. 어떤 규제가 당사자들의 의견을무시하고 이루어진다

면, 당사자들의저항과반발을가져올것이며, 정책적효과가크게떨어질수있다. 또

한 현실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관료시스템의 폐단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점에서규제는당사자의자율적인의사에바탕을둔것이어야그실효성을

기대할수있을것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과같은형태의규제는먼저당사자들의자

율적인의사결정에바탕을둔것이기때문에그실효성과효과를기대할수있다. 자율

준수프로그램은내부윤리강령의제정, 법준수와관련한상세한업무절차규정의제정,

위법행위예방을위한구체적감시․통제활동및정기․비정기교육실시등회사및

임직원이업무를행함에있어규범과법규의준수를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활

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22)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령준수’에 기초하고 있다. 법질서 준수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필수적인요소이며, 법질서는자율적으로확립될때가장효율적이다. 사실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깊은 내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경우효율성이정의이고, 모든경우정의가전제되어야효율성이확보

된다.23) 이러한 점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적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규제의

효율성과정당성을담보할수있다는점에서새로운규제전략의하나로서중시되어야

한다.

21) 김영추, 새 시대의 경제법, 신지서원, 1999, 112쪽 이하 참조.

22) 금융감독원, 증권사․투신사․선물회사의 Compliance기능 강화방안 검토, 1999, 1쪽.

23) 박세일,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 서울대 법학, 제39권 제1호(1998), 2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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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참여 강화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법참여’의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배심제(또는

참심제)를 도입하였다. 배심제는 사법에 시민적 감각과 시민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기본적으로형사사법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일수있고, 궁극적으로는재판에서법

이론과법현실의간극을극복하기위한근본적대안으로서평가되고있다. 즉배심제

를포함하여형사사법에의국민의참여는국가의공적활동의한계를극복하고국민

의형사사법절차에대한신뢰를제고할수있는새로운형사정책적대안으로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일반국민특히행위내부자나일정한관계자로부터의제보(또는내부고발)

의활성화방안모색이필요하다. 제보활성화정책은범죄의예방, 적발및처벌에결

정적인역할을할수있고, 국민의감시활동을통해불법행위를예방할수있으며, 이

를 통해 준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경제활동의중심이공급자중심에서소비자중심으로옮겨가고있

다. 즉소비자주권강화에따른소비자정책기조의전환을통해소비자의경쟁력제고

가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맥락에서경제활동에서국민생활에직결되는법률과정책을소비자중심으

로점검하여사전피해방지및사후구제책을정비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가전환․

확립되어야한다. 이를형사정책결정측면에서보면, 정책이 “경제활동주체의범죄

행위억제”라는관점에서그불법행위피해자(대상)인 “소비자보호”로전환되는패러

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4)

소비자중심정책의강화는기업등경제활동주체에게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제조물책임제도, 집단소송제도, 단체소송, 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의도입이기업경영

의안정성에위험을초래하여소송리스크와경영불안감을고조시키는것으로인식되

는것이당연한것일수있다. 반면소비자중시정책은기업의투명성을제고하고제

2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200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0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

한법률(2002) 등최근기업의책임부담을강화하고반면에소비자의입장을고려한제법률이제ㆍ개정되고

있는추세에있다. 이러한제법률이제ㆍ개정에수반되어도입된대표적인소비자보호제도로는제조물책임

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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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기도하다. 그리고기업은개별기업

및업계의특성에맞는자율관리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실행함으로써소비자의신

뢰를얻고이에따른기업의대내외적이미지개선등을바탕으로궁극적으로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최근범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한경제위기상황은각국정부로하여금모든수단을

총동원하다시피대책을마련하고있다. 특히 이러한위기가체제나사회불안요인으로

변질되지않기위하여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지난3일개막한중국

의전국인민대표회의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다룬주요쟁점사항을살펴보면이를

알수있다. 이회의에서는사회안전망확충,농민공및대졸실업자대책, 부동산시장안정,

부정부패예방및척결, 공무원처벌제도강화, 도·농간소득격차해결등이주제였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경제위기는경제활동위축과고용불안의원인이되고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급증의위험성도증가시키고있다. 경제위기는빈곤과사회적양극화를심화시키

고, 사회복지제도와같은사회적안전망이충분히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의빈곤층의

확대는상대적박탈감을심화시켜경제범죄나생계형범죄의발생가능성을높이게된

다. 특히경제적, 사회적약자에게사회적안전망의붕괴는범죄의유인이되기도하지

만, 한편으로는경제위기를틈탄불법사금융, 취업사기등민생침해범죄와경제범죄의

피해자로전락하기에도좋은여건이된다. 이러한악순환속에서민주주의체제와시

장경제체제에대한불신풍조가빈곤층사이에만연하게되고, 경제가다시회생하더

라도 사회적 불신과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소로 남게 된다.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정책및법집행의형평성과일관성을확보하는것이핵심이

다. 정책과법집행의형평성은사회적격차를감소시키기위하여필요하고, 일관성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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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와 규제

1997년말 외환위기 이래, 10년이 지난 오늘 또 다른 형태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일부 몇몇 국가나

지역에국한된현상이아니라, 전세계가마치인플루엔자에감염된듯확산되고있다.

의학적으로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듯이 경제위기라는

독감을치료할수있는백신이있다면경제는보다쉽게활력을되찾을것이고, 국민들

은 안심하고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유행성독감으로인하여심각해진경제난국을극복하기위하여다양

한경제정책을발표하고, 경제살리기를위한제반정비를서두르고있다. 이러한정부

의제활동과관련하여학계나재계에서논의의대상이되고있는것이규제개혁(規制

改革) 또는규제완화(緩和)이다. 물론이에대한논의는어제오늘시작된것이아니라,

역대정부에서도총력을기울여왔던사항이라는것은주지하는바와같고, 이와관련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현시점에서왜다시이주제가주목을받고있는지우리는생각해볼필요

가있다. 특히오늘과같이석유와곡물등국제원자재가격의급등으로어려움을겪

고있는국민과기업의부담을덜어줄수있는방안이라는측면, 그것도법제지원이라

는관점에서다시한번재점검하고경제난국을극복할수있는정부의역할이무엇인

가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난제속에서민간부문에주는부담과불합리한비용을발생시키는것을시

정하기위한적절하고효율적인방안이규제를개혁혹은완화하는것이라는함의로

부터출발한다. 다만, 사회적합의로이어지는규제개혁에관해서는기존의논의의전

개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왜냐하면기존에논의되어왔고, 이를구체화하는방안으로시행되어온다양한규

제개혁을오늘의사회내지는경제상황과일치시켜동일한선상에서그방안을제시

한다면, 종전과같은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즉종전의규제개혁내지는

완화와관련해서는정부와민간부문의역할을구분하고, 전자는후자의제활동을지

원하기위한법제적개선을제시하여왔다. 그러나오늘우리에게주어진과제는사회

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요구가 종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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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상황을직시하여정부와민간의역할을재정립함과더불어, 경제적위기를극

복할수있도록상호협력·협동내지는조정이가능한분야를법제적으로뒷받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정부의개입이필요한영역과사회의자율성이존중되어

야하는영역과의조화, 즉상호보충관계를통한시장의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방

안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하여본고에서는먼저규제에관한일반적인논의를살펴보고, 이어서국

가개입이필요한영역, 즉시장의관리감독의강화가요구되는부분을서술하며, 나아

가이와상반되는사회의자율성존중이라는측면에서자율규제에관하여고찰해본

다. 마지막으로상호보충성의원리가적용될수있는방안, 즉양자간의상충된과제

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법제지원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규제의 개념과 성격

1) 규제의 개념

규제의개념은그분야와관점에따라매우다양하며, 이에따라여러가지정의가

있을수있다. 예를 들면규제를 “기업과개인즉국민의행위에제약을가해권리를

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라고정의하는견해1)도있고, 규제를 “정부또는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나 기구들이 기업, 국민, 정부 자체를 대상으로 요건을

부여하는법, 질서, 기타규율”이라고개념정의하는견해2)도있다. 또한규제는 “개인

의 사적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는 입장3)도 있다.

이러한견해의다양성은규제를법명에사용하고있는법률들4), 예를들면 기업활

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행정규제기본법 에서도발견할수있다. 즉 기업

1) 한상우,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개선 추진방향”, 법제, 2008.6, 43면

2) 양준석/김홍렬, “OECD규제개혁연구:규제순응과 효율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5면

3) 홍완식,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공법연구 제36집제3호, 2008.2, 342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행행위 등 규제

및처벌특례법 , 소음·진동규제법 ,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 오존층보호를 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관한법률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 법률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및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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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는 “행정규제라함은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또는개인이특정한행정목적의실현을위하여기업활동에직접또는간

접적으로개입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한다)라함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

을실현하기위하여국민(국내법을적용받는외국인을포함한다)의권리를제한하거

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법령등또는조례·규칙에규정되는사항을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같이규제에대한견해및전술한두법률은규제라는동일한개념에대하여

약간의상이성을내포하고있다. 그렇다면이러한관점의차이는어디에있는것일까?

이문제는규제의성격내지는대상을어디에초점을맞추어보느냐, 즉 그기준을무

엇에맞추느냐에따라다르다고하겠다. 환언하면규제기준의상이성이그개념의다

양성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2) 규제의 유형

규제개념의다양성또는상이성은규제유형의 다양화와직결된다. 일반적으로규

제는규제의주체에따라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라는행정주체가중심이되어행하

는형식이있다. 또한 최근에는피규제자인산업또는업계가동업자조합을결성하

고이를통해스스로가지켜야할기준을제정하는한편그것의위반행위를스스로가

점검하는방법으로서자율규제가있다.5) 여기서의규제의주체는민간부문이중심을

이룬다.

또한규제를그성격에따라서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및행정적규제로구분하

고 있다.6)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규제라 함은 기업의 본연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써

설립여부에대한진입규제, 물품가격에대한가격규제, 생산력에대한품질규제, 판매

행위에대한독과점금지등소비자와생산자를보호하기위함을목적으로한다. 그리

고사회적규제라는것은사회적책임을강제하는것인데근로자인권보호, 환경오염규

제, 산업안전보호, 근로자차별규제등기업에대한규제와, 흡연, 낙태, 음란물, 속도규

5) 이민창, “자율규제의성공요인과한계; 신문판매공정규약사례를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제14권제3

호, 2003.11, 231면

6) 양준석/김홍렬, “전게서”, 15면; 홍완식, “전게서”,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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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등개인에대한규제가있다.7) 이러한규제는사회적경제적약자를보호하고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할사항이있다. 규제를우리의현실에비추어볼때그초점이

우선적으로경제적규제의완화에있다는것이다. 이것은시장경제활동을통한경제의

활성화와직접적인관계가있다는시각에서출발한다. 이러한시각은현행법률에있

어, 특히행정규제를정의하고있는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과 행정규제기

본법 의개념정의에서파악할수있다. 먼저전자에있어서규제는 “기업활동에직접

또는간접적으로개입하는것”으로서경제적규제를대상으로하는것이고, 후자에서

의규제는 “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

과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용어상동일한행정규제를사용하고있다하더라도상기법률에있어서의

규제가 내포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법률의입법유형에차이가있다. 존재하는법률을대상으로볼때법률의입

법유형은일반법, 특별법, 기본법, 한시법, 처분적법률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지만,

여기서는상술한법률과관련있는특별법과기본법에대하여간략히개관하도록하

겠다. 먼저특별법은어떤사항에관하여특정의사람, 지역, 기간등에한정여적용하

는내용을규정하는법률을말한다. 반면에기본법은어떤사항(분야)에 관하여기본

적내용을규정하는법률을말한다. 따라서사회의분화와다원화현상에따라어떤분

야에서특정한사항에관한내용을규정하는개별법률이다수양산되고있는데, 이에

따라소위법률의홍수현상을초래할수있고, 법률상호간관계가복잡해지면서수범

자의법인식상혼란을불러일으킬수있는 등부작용이나타나게된다. 이와같은문

제점을해소하는방안으로어떤분야에관하여원칙적으로기본적사항을규정한기

본법을제정하여운영함으로써무분별한개별법률의확산을방지할수있는것이다.

이상의관점에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은상술한바와같이기업활동

이라는특정한사항에의개입에관하여적용하는내용을규정하는법률이다. 따라서

기업활동과관련된규제에대해서는이법이우선적으로적용된다. 한편 행정규제

기본법 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

과하는규제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규제가그대상이된다고할수

7) 남궁근, “정책학”, 법문사, 2008, 109～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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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기본법의 성격상 모든 유형의 규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8)

둘째, 규제대상, 즉규제범위에있어양자는성격이다르다. 전자가특별법의성격

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제범위는 기업활동에 국한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후자는특정한행정목적의실현, 환언하면그목적이경제적사회적약자를보

호하면서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는데이바지할수있는사항이라면모든유형의규

제를그범주에포함하고있다고하겠다. 다만, 그규제의대상내지는범위가국민의

권리내지는이익을침해하지않을것을전제조건, 즉 기준으로하고있다는것에서전

자와 다르다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규제의 목적과 수단

규제의목적은정당하여야하며그수단은규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적정한방

법으로수행되어야함9)은주지하는바일것이다. 다만, 이러한명제에있어서고려하

여야할사항은어떠한규제가올바른것이라할수있느냐는것이다. 왜냐하면통상적

으로정부가행하는규제의역할이나기능에대해서는부정적인측면이있다. 즉정부

규제는국민의자유를침해하고, 시장메커니즘의효율성을저하시켜사회전체의비합

리성을증대시키는원인으로평가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견해는정부=공

익=규제=비효율성이라는 등식이, 시장=경쟁=효율이라는 등식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여겨진다. 그러나이러한견해는지양되어야한다. 정부에의한규제라할

지라도효율, 경쟁등이촉진될수도있으며, 시장이공익의수행수단으로사용될수도

있기때문이다. 따라서규제는정부에의한규제이든아니든간에당해규제의목적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는가를 직시하여야 한다.10)

이와더불어규제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의적정성또한요구된다. 당해규제목

적이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유지하고촉진함에있다고하더라도, 그수단이시장

경쟁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거나또는저해하는방법을선택하였다면우리의헌법

질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8) 홍완식, “전게서”, 343면

9) 홍완식, “전게서”, 343면

10)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9,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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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합당한규제의목적과합리적이고적정한수단의선택에있어서는헌법원

리, 그중에서도과잉금지의원칙이적용될수있을것이다. 과잉금지의원칙은기본권

을제한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과기본권의제한정도가비례관계에있어야한다

는것을내용으로하며, 비례의원칙이라고도한다.11) 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되기않

기위해서는① 규제의목적은정당한지(목적의정당성), ②규제의수단은규제목적

을달성하기위하여적합한것인지(방법의적절정), ③규제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

가 가장 적은 규제수단이 선택되었는지(피해의 최소성), ④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용성과손실사이에합리적인균형(법익의균형성)관계가 있는지등을고려하여야

할것이다.12) 이러한기준은기존규제의완화나새로운규제의도입에있어서도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장 규제의 현황과 법제

현재우리사회에서제기되는규제에관한주된논의는규제를불합리한요소로만

인식한나머지규제를개혁또는완화하여야한다는견해만이강조되고있는경향이

있다. 즉 정부규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지닌 권위를

통해서인위적으로해결하기위한것인데비하여, 규제완화는시장기능의복원을통해

서정부실패를최소화하고민간이자율적으로경제질서를형성해나갈수있도록조

장하고자하는사고에바탕을두고있다. 그러나이러한사고는전술한바와같이정부

규제=공익=규제=비효율, 시장=경쟁=효율이라는이분법적체계에기초한발상에불과

하다. 물론이러한사고는 규제또는국가의간섭보다는시장의자율성등사회의본

원적기능이우선되어야한다는이유, 즉효율성의문제와연결된다. 그러나규제에는

독점규제나 부정경쟁방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규제가 필요한 분야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규제를통한국가의간섭보다는시장의자율규제가필요한분야가있

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13) 따라서아래에서는규제의이러한두가지측면을고려하

면서 그 현황과 법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11)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140면

12) 홍완식, “전게서”, 345면

13) 홍완식, “전게서”,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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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

규제를통한시장관리감독을법률과연계하여고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

경제법분야를상정할수있을것이다. 경제법분야에서의시장관리감독의대표적인예

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을 들 수 있으

며, 이외에도공정거래의확립을위한관련법률들에서규제와관련된사항들을발견

할 수 있다.

■ 시장 규제와 관련한 법제 현황

시장규제와관련한법제들중에서독점규제법은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의촉진

을직접적인목적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헌법상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 즉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그런데이러한시장경제가제대로기능하기위해서는시장에서활동하고있는

사업자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시장에참여하려는의사와능력을가진모든사업자들에게개방되어야하고, 그시

장에참여한사업자들간의경쟁이아무런제한없이자유롭게이루어져야한다. 그리

고사업자간의경쟁은상품이나서비스의품질과가격을중심으로공정하게이루어져

야한다. 이러한경쟁적인시장상태를유지하기위하여법률로써규정하고있는것이

독점규제법이다.14)

독점규제법을제외한공정한거래관련법들은공정한또는건전한거래질서의확

립을목적으로하고있다. 즉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거래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거래법이라 한다)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하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표시·광고법이라한다)은 공정

한거래질서의확립과소비자의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이라한다)에서는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4) 권오승 편, “공정거래와 법치(공정거래법강의 Ⅳ)”, 법문사, 2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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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상 규제의 내용

독점규제법은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이를제한하거나저해하

는 독과점, 기업결합,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15)

① 독과점에 대한 규제

독점이나과점에대한규제는각나라에따라그태도가한결같지않다. 독과점그

자체를원인적으로금지하는나라(원인금지주의)가있는가하면, 독과점그자체는허

용하면서그로인한폐해만을규제하는나라(폐해규제주의)도있다. 독점규제법은독

점이나과점적지위를차지하고있는사업자를시장지배적사업자로규명하고그지

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조의2).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사업자가시장지배적사업자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동법은

이러한문제를시장점유율을기준으로시장지배적사업자를추정하는제도를두고있

다(법 제4조).

한편, 동법은 단순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독과점이고착되어있는시장구조를경쟁적인시장으로개편하기어렵다고보고, 공정

거래위원회에게독과점적인시장구조가장기간유지되고있는시장에대하여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3조).

②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법은사업자가기업결합을통하여독과점을형성또는강화하는것을막

기위하여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기업결합을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다(법제7조제1항). 또한이금지원칙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일정

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동조 제4항). 그러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경쟁제한으로인한폐해보다크거나도산기업의구제를위한기업결합은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동조 제2항).

15)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권오승 편, “전게서”, 7면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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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본법은 사업자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기 위하여,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그밖의어떠한방법으로도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 9가지

유형(법제19조제1항각호)에당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다만, 사업자들의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경우에 어떤 사업자가 그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공동으로한것인지혹은단독으로한것인지를구별하기어렵기때문에동

법은이러한문제에대해 2이상의사업자가제19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

고 있는 경우에는 동사업자들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동조 제5항).

물론 이러한 규정에 있어서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합리화,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등을위한경우로서공정거래위원회

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동조 제2항)을 두고 있다.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사업자가 7가지유형에해당하는행위로서공

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하거나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

이를하도록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법제23조제1항). 그리고불공정거래행위의구

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별표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9개의 유형에 걸쳐서 28개 세부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동조 제2항, 영 제36조).

⑤ 사업단체 등

본법은사업자뿐만아니라사업자단체의부당한경쟁제한행위또는불공정거래행

위도금지하고있으며(법 2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법제29

조제1항전단), 그러한최고가격유지행위중에서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동항단서)

와대통령령이정하는저작물과법제29조제2항각호의요건을갖춘상품으로서사업

자가공정거래위원회에게미리지정을받은경우에는예외적으로재판매가격을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9조제2항)

또한, 동법은부당한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및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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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내용으로하는국제계약의체결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그러나당해국

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

다(법 제32조).

⑥ 적용제외

독점규제법은경제질서의기본법이기때문에모든산업분야에걸쳐서그리고모든

사업자의행위에대하여적용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산업분야나사업자의행위에

따라서는이를그대로적용할수없는경우가있으므로, 법령에따른정당한행위(법

제58조), 무체재산권의행사행위(법제59조) 및일정한조합의행위(법제60조)에대하

여 그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 기타 법률상의 공정거래 관련 규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현행법상 규제로서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

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

① 하도급거래법상의 규제

하도급거래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원사업자에 금지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

래위원회는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등

(법 제4조 내지 제30조)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법 제25조제1항), 동법에 규정된 준수의무 또는 금지를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법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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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맹사업거래법상의 규제

가맹사업거래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가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게발전하도록하기위하여가맹사업

거래의 기본원칙과 공정화 및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동법에있어서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항내지제3항및제12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가맹본부에대하여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반환, 법위반행위의중지, 법위반내용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계획또는

행위의보고그밖에당해위반행위의시정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으며(법제33

조제1항), 이러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법 제34조제1항).

③ 표시·광고법상의 규제

표시·광고법은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과소비자의보호를위하여부당한표시·광

고행위를금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충분한시장정보를가지고합리적인구매를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중요

한정보의공개제, 표시·광고내용의실증제및임시중시명령제등을주요내용으로정

하고 있다.

④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약관규제법은불공정한내용의약관의작성, 통용을방지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

관을규제하여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약관의편입, 해석및효력에관하

여 통제하고 있다.

특히 본법은민사특별법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사업자가동법에위반하는

불공정한약관조항을사용하여계약을체결하게되면그상대방은법원에그약관의

효력을다투는소를제기하여그약관조항의무효라는판결을받게되면그약관조항

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통제는 그 약관조항이 구체적인 계약에

편입된경우에사후적으로만할수있는데다가그효력이당해사건에만미친다는한

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약관규제법은불공정한약관에대한규제의실효성을제고

하기위하여사업자에대해불공정한약관조항을계약의내용으로사용하지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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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한뒤에(법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로하여금여기에위반한사업자에대하여시

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제2항).

그리고공정거래위원회는이러한시정권고나시정명령을함에있어서필요한때에

는동종사업을영위하는다른사업자에게도같은내용의불공정한약관조항을사용

하지말것을권고할수있다(법제17조의2 제2항·제3항). 그러나행정관청이작성한

약관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행정관청의인가를받은약관이불공정한약관에해당

될때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당해행정관청에그사실을통보하고그시정에필요한

조치를요청할수있으며,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의약관이불공정한약관에해당된

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위반한자에대하여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법

제32조).

⑤ 전자상거래법상의 규제

전자상거래법은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등에의한재화또는용역거래의공정화

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의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전자상거래또는통신판매를행함에있어서건전한거래질서의

확립및소비자의보호를위하여관련분야의거래당사자, 기관및단체의의견을들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 즉 소비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고(법

제23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사업자에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소비

자피해보상금의지급을확보하기위한금융기관과의채무지급보증계약을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법 제24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법 제31

조, 제32조), 위법행위와관련하여소비자의피해구제신청이있는경우에는시정조치

를권고하거나명하기전에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그조정을의뢰할수있다(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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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소비자피해의방지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1년이내의기

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이에갈음하여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4조).

이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법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

규제법및전자상거래법상의규제에관하여고찰하였다. 이러한법률의집행에있어서

는공정거래위원회가관여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성이있음을파악할수있다. 다만,

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과자유로운경쟁의촉진을도모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

가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하더라도, 시대적흐름, 즉글로벌시대와규제완화

에맞는거래질서의확립을위해서는사업자들간에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이유지

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요청에부응하기위해서최근논의의대상이되고

있는 규제형태가 자율규제이론이다. 이하 이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겠다.

2) 자율규제

■ 자율규제의 성격

자율규제라함은일반적으로조직화된집단이그구성원의행위를규제하는것을

의미한다.16) 즉정부에의해규제권한이사업자에게형식적으로위임되는것에서부터

사업자와기타민간영역에의해자발적으로조직화되어관리되는규제에이르기까지

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한다. 자율규제의집행형태는 보통 규제대상이 되는 업계가

동업자조합을결성하고이를통해스스로가지켜야할기준을제정하는한편, 그것이

16) 최상락/이혜영/서재호, “한국의자율규제의특성에관한연구: 자율규제유형화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4, 269면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그 밖에도 금융감독이란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사업자나 증권거래소의

회원들이공정하고건전한거래질서또는사업의관행을정착시키고유지하기위하여자율적으로규칙을제

정하여이를준수할것을약속하고, 이를위반한자에대해서스스로징계를가하거나시장에서퇴출시키는

등자율적으로가하는규제를말한다”고한다. 김성수, “금융감독법상자율규제에관한연구”, 공법연구제34

집제1호, 2005. 11, 352면참조, 또한일본의原田교수는규제를 “어떤법주체에대해서외부로부터인팩트를

가하는것에의해공적이익의실현에적합적인행동을취하게되는것”이라정의하고, 규제가자주적이라고

평가되는 요소로써작용법적인 측면과조직적인 측면이있다고 한다. 原田大樹, “自主規制の公法学的研究”,　

有斐閣, 2007, 1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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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17)

자율규제는주로규제방식의효율성에의해지지되고있다. 규제대상업계의활동

상황을파악하고위반하는업체를적발하는데필요한정부의감시비용및적발비용

을절감하고정부규제의실효성을높임으로써규제집행의효율성을증대할수있다

는점에서특히중요시되고있다. 즉명령지시적인전통적인규제보다규제의효과가

더크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으며, 따라서효율성, 집행과순응확보의용이성, 환경

변화의 적응성 및 전문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18)

이러한측면에서각광을받고있는자율규제의유형에관해서는그어떠한형태의

단일한개념정의와기준에의한분류로도자율규제의모든범위를포괄적으로정의할

수없다. 따라서자율규제의유형분류에는한계가있지만, 자율규제와관련된그룹의

범위를중심으로분류한다면개인적자율규제와단체자율규제로분류할수있으며, 규

제의대상을기준으로하면경제적자율규제와사회적자율규제로나누어볼수있고,

또한 정부개입의정도를기준으로보면자발적자율규제, 완전위임자율규제, 부분위

임 자율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의자발적자율규제는규칙의제정과집행이모두민간업계등정부의직접

적인개입을완전히배제한상태에서이루어진다. 완전위임자율규제는규칙의제정과

집행이민간에의해서이루어진다는점은전자와차이가없으나, 민간에의한자율규

제가정부의인·허가를받은후시행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마지막으로부분위임

자율규제는민간규칙의작성과집행에대한자율성에대해모두일정정도의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19)

자율규제는규제의유연성, 시장상화에대한민감성, 저렴한비용등에서장점이있

다. 이는자율규제의형성주체와집행주체가시장의상황과산업에대한정확한정보

및지식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보다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기준과규칙을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자율규제는참여당사자의이익에적합한기준만을형성하는경우도발생

하게되어오히려피규제집단의이익에봉사하게되는경우가발생한다. 업계가자율

규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17) 최상락/이혜영/서재호, “전게서”, 270면;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18) 최상락/이혜영/서재호, “전게서”, 270면

19) 이민창, “전게서”,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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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고, 업체간에자율규제를준수함으로써서비스의품질을유지해고객의신뢰성

을확보하는데용이할뿐만아니라업계의구조적변화과정에서선도적인위치를점

하여다른기업의신규진입을억제하거나경쟁을제한하는목적, 그리고정부의규제

입법의도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자율규제는그기준이미약하고, 집행도효과적이지않으며

규제위반에대한처벌도상대적으로부드럽거나비밀스럽게이루어진다는비판을받

고 있다.20)

■ 현행 법률상의 자율규제

① 자본시장법과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식과 선물, 간접투자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다를 수 있는 금융투자사

들의출현으로투자자를보호하고공정한경쟁을촉진하여금융투자업을건전하게육

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21)이라 한다)이

2007년 제정되어 금년 2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동법의 시행을 자율규제

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협회의 자율규제에 관한 업무의폭이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종전의 증권거

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협회의 자율규제업무는 전문인력 관리, 분

쟁조정, 금융감독원 위탁검사(증권사 지점 검사)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에 따라 협회의 업무의 폭이 확대되었다.

둘째, “자율규제”라는 용어가 문명화되었다. 즉 종전의 증권거래법 , 선물거래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에서는 자율규제라는 용어와 기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율규제에 관한 업무를 명문화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

련22)하였다.

20) 이민창, “전게서”, 232면

21) 금융위원회는 2월4일전면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그동안자본시장통합법ㆍ자통법

ㆍ통합법ㆍ자본시장법ㆍ자금법ㆍ자시법등다양한약칭으로혼용되면서혼란을주고있다는판단하에이법

의약칭을자본시장법으로통일·사용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도자본시장법으로사용하기로한다.

용어사용에 관하여 자세히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21302011557713004 참조

22) 법적 근거조항으로서 제286조, 제288조, 377조, 402조, 405조를 들 수 있다.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6조 (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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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협회, 자산운용

협회를 합병하여 회원조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설립되었

다. 특히 본 협회는설립목적23)을 달성하기 위하여주요직무 종사자의등록및 관리,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업무 협회 위탁, 금융투자업 관련 각종

공시업무, 투자광고의 자율심의, 표준약관 제정, 약관 심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징계기록유지및관리, 직무·윤리교육, 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위탁검사등의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정관 제5조).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5.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6.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7.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8.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

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편 한국거래소

제2장 조직

제377조 (업무)

10.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4.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

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3) 한국금융투자협회 정관 제2조(목적)

협회는회원상호간의업무질서유지및공정한거래를확립하고투자자를보호하며금융투자업의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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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협회는 신뢰받는 선진 자율규제 인프라 구축24),

리스크관리 강화중심의선제적자율규제 구현25)에중점을두고, 내부조직으로 자율

규제위원회를 설치(정관 제41조제1항)하여 민간자율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

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위원회는 자율규제업무로서 회원 간 건전

한영업질서유지와투자자보호, 회원의영업행위와관련된분쟁자율조정, 회원의자

율규제와관련된업무규정의제정·변경및폐지및회원의위규행위에대한조사·제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동조 제2항).

이와 같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또한자본시장을보호하고육성26)하기위하여장기적인

시각에따라자율적규제기관에관하여명문화하였다. 즉단일자율규제기관인한국금

융투자협회 및 내부조직으로서의 자율규제위원회는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기관이라 하겠다.

24) 신뢰받는 선진 자율규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① 새로운 금융환경에 부응하는 선진 자유류제 시스템 마련

ㆍ금융투자업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

② 건전영업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투자산업 신뢰도 제고

ㆍ선지국 수준으로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도를 통한 금융투자산업의 신뢰도 제고

ㆍ금융투자업 종사자의 도덕성ㆍ청렴성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ㆍ자산운용, 파생상품 전문가 추가 위촉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③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선진화

ㆍ자본시장법시행에따라전문성제고를위해금융투자전문인력자격시험을글로벌스탠드에맞게운영

http://www.kofia.or.kr/kofia/introduction/KOFIAAtcPrcpWrk01.jsp 참조

25) 리스크 관리 강화 중심의 선제적 자율규제 구현을 위하여

① 내부 통제 선진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ㆍ자본시장법시행에따른투자자보호제도의조기정착을유도하고금융투자회사의내부통제선진화를지원

ㆍ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회원조사 실시

ㆍ금융투자회사의업무영역확대로다양한유형의리스크직면이예상됨에따라리스크관리체계수립지원

필요

② 시장위기 상황에 대비한 Contingency Plan 수립

ㆍ펀드대량 환매사태에 대비한 “펀드관련 비상사태 종합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

http://www.kofia.or.kr/kofia/introduction/KOFIAAtcPrcpWrk01.jsp 참조

26) 자본시장을보호하고육성하기위해서는경제적민주화와연결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즉경제적민주

화라는것은오늘날발전한자본주의의중핵이자정화라할수있는대기업의소유권을국민이간접적으로

갖는것을의미한다고하고, 이를위해서는자율규제를위한기관투자자육성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고한다.

자세히는성승제, “재벌금융계열사의주식소유집중개선방안에대하여: 의결권제한대신대표소송강화및

기관투자가 육성방안”, 상사법연구, 2006.5, 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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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시광고

공정거래위원회의표시광고에서의자율규제는자율규제의대표적인사항중하나

라고할수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는표시광고에서의자율규약

을명시하고있다. 원칙적으로표시·광고심의는공정거래위원회의업무이나, 현시장

경제하에서공정거래위원회가모든상품의표시의진실성여부, 광고의진실성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표시·광고에관한규약이나기준을제정하고, 이를스스로집행할수있도

록하고있다. 또한 사업자는스스로표시·광고기준을설정하고심사를하여부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업계단체에 의한 표준약관 책정

“표준약관”이란사업자및사업자단체가정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를받은약

관을 말하는것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불공정한 내용의약관의 통용되는

것을방지하기위하여일정한거래분야에서「사업자들이최소한지켜야하는거래규

범」을담아표준이되도록하는약관이다. 대개약관은사업자가일방적으로자신에

게유리하게만드는경우가많고소비자들은제대로내용을확인하지않고계약을한

뒤피해를당할소지가크다. 이에따라정부가불특정다수의소비자피해를막도록

계약유형별로 기준이 되는 약관을 만들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 제도이다.

표준약관은사업자및사업자단체가공정거래위원회로하여금약관의내용이약관

규제법에위반되는지의여부에관하여심사를청구하여이를승인함으로써제정된다.

또한 2004년부터는소비자피해가많이발생하는분야에약관이없거나불공정한약

관이사용되는데도사업자들이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약관제정권고를거부하면공

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법 제29조)가 공정위

에대해표준약관의제정을요청할수도있다. 표준약관은소비자들이불공정한약관

을사용하는사업자로부터억울한피해를당했을때이를따져보상을받을수있는

근거가되며, 나아가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할때판결의준거가된다. 또한표준약관

보다불리한내용을담고있는약관은부당약관으로간주돼효력을갖지못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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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마크

같은용도의제품들가운데생산, 유통, 사용, 폐기과정에서다른제품에비하여환

경오염을덜일으키거나자원, 에너지를절약할수있는상품의환경친화성을정부나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환경마크이다. 이

제도는기업과소비자가환경오염을유발하지않는제품을생산하고소비할수있도

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환경라벨링제도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환경마크제도는Type I에해당된다. 환경마크대상제품은제도도입첫해인 1992

년에 재생종이제품류, 재생종이를이용한화장지류등 4개품목이선정되었고, 그 후

대상제품을계속확대하여 2007년 1월현재 120개 대상제품군이선정·운영되고있다.

환경마크를부여받으려면 3가지조건이충족돼야한다. 생산과정에서자원을현저

히절약하거나에너지를적게사용해야하며같은기능을가진상품과품질이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상품이 소비된 후 폐기될 때까지 자연 중에서 분해되기 쉽거나

빈용기를다시회수해사용할수있어야한다. 품질과안전성은한국산업규격(KS규

격)과 같은 품질규격에 부합돼야 한다.

⑤ 환경감사·환경보고서

기업내부의 환경관리체제가 확립하고 있는 것을 외부의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확

인하고이것을증명하는것이환경감사이다. 이 기준으로서세계적으로사용되고있

는것이 ISO 9001이다. 기업이 ISO인증을취득하기위하여서는먼저기업내부에서의

환경관리체제를확립시킬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환경방침의책정, 환경매뉴얼의

작성, 문서관리, 환경관리조직의 설치 및 내부환경감사의 실시, 경영진에 의한 체크

등이있다. 각기업은환경보전에관한지침, 목표, 행동계획, 환경관리의상황과환경

회계등환경부하의저감을위한활동을환경보고서에의해일반에게공표한다. 우리

나라는 2002년 “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공표하고있으며, 이것이각기

업의환경보고서의내용기준이되고있다. 이것은기업의환경친화적경영에대한정

보를 공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평가를 높여경쟁상의 우위를확보하려는 점에서 특

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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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와 자율의 조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법제지원

규제를통한시장관리감독의강화와자율규제와의조화, 특히오늘날의국가사회

운영체계와시장경제의활성화라는측면에서양자간의조화를위한방안을모색하고,

이를법제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정부와시장을대립구도로보는것이아니라양

자는상호보충적원리에있다는조건이성립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양자간의조

화를꾀하기위해서는정부와시장의협력을통한거버넌스의구축을추구하여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법제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1) 수요자 중심의 접근 확대

그동안규제와관련해서논의되어왔고, 또한그개선을위해주력해온부분에대

한재검토가필요한이때, 우리는어떠한시각에서출발할것이며, 그것도법제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가능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의 관리감독을통한공익의 실행과

시장의자유로운작동에의한효율성의증대는어느하나가우선적내지는우월적으

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 양자의조화를통해수요자에게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작

용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법령의수요자가자신의사회경제생활에있어필요로하는정보를

얻기쉽도록하여야할것이며, 또한정보제공자는국민생활또는기업의영업활동과

관련된규제가어떻게작용되는지를파악하고인식하여야할것이다. 이에관해서는

주지하는바와같이법제처와규제개혁위원회가끝임없이노력하여그성과를선보

이고있다. 즉전자에있어서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템27)을구축하여원클

릭으로수요자자신이필요로하는사항, 예를들면수요자가공장설립이란키워드를

입력하여검색하면공장설립에대한지원, 승인절차, 행정처분, 벌칙및과태료등공

장설립과관련이있는일련의사항을한번에파악할수있으며, 또한관련규정별법

령, 행정심판사례, 판례등도동시에알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후자에있어서는수

요자에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폐지하여 합리화하고, 새로운 규

제를만들경우에는규제의타당성과비용등에대해검토하여품질높은규제를만들

27) http://oneclick.moleg.go.kr/CSP/common/Main.la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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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규제절차메뉴얼28)을 작성하였다.

이러한법제처와규제개혁위원회의제활동은정부의역할을거버넌스의차원에서

지원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다만, 무한경쟁시대에국가발전을위

한성장동력을자율과경쟁의원리에따라민간의창의력과다양성을촉진할수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법령의수요자와일선담당자가상호연계되어활용하기쉽도록정보제공시

스템을정비할필요가있다. 즉수요자의입장에서법령과규제의제사항을종합적으

로파악할수있는찾기쉬운생활정보시스템과법령과규제를담당하는일선담당자

를위한규제절차메뉴얼을연계하여하나의정보제공시스템을새롭게구축하고, 수요

자가 당해사업을진행함에있어저해요소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떠한조치를취하

면좋을것인지, 또한당해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는어떠한방식이있는지를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일선담당자가수요자의요구를충족하고규제개혁위원회의부단한노력의

성과인규제절차메뉴얼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교육,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담당자의 노하우를 활용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교육시스템은법제처가현재실시하고있는자치입법실무교육의경험을활용

하는 방식도 채용하여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그 관련 자료 및 경험을 소개·활용하는

등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민간공익단체에

대한법제적지원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즉시민사회의활동영역이점차넓어지

고있고그기능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보조하는차원을넘어상호보완적

인관계로나가는추세에따라정부와시장의거버넌스, 즉협력적거버넌스를촉진하

고지원하기위해서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시민단체의민간공익활동에대해지원

을강화29)하여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현행법령상민간단체의성장을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이에의하면비영리단체가단체의필요에의하여법인화를하려고할때

28) http://www.rrc.go.kr 참조

29) 홍미영 “민간공익활동지원법(안)”의 입법취지 및 목적내용을 인용한 것이며, 홍전의원은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비영리단체의 법인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http://civilnet.net/board/bbs/board.php?bo_table=law_contents&wr_id=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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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의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하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

법률 , 기타특별법에의하여허가를받아야하므로주무관청의재량에따라법인화의

여부가결정되고현실적으로비영리단체가법인으로설립되는데상당한어려움이따

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가 공익활동에 있어 법인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30), 이에 대한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법제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자발적참여를확대하고시장에서의공정한거래와경쟁의규칙이이

루어지도록이해관계인이정책에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주어야야할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2)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2) 규제협상제도의 도입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여

조화를이룰것인가이다. 즉시민사회와민간부문이성장함에따라정책결정과정에대

한참여욕구와필요성이커지고있는현시점에서민간부문의이익과의견을조직적

으로반영하고그조화를통하여정부와시장의효율성을어떻게담보할수있을것인

가가주요한관건이다. 이러한과제를극복하여질높은규제의생성과합리적인규제

관리를통한정부와시장의협력적관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규제협상제도의도입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1)

규제협상제도라함은규제에있어중요한이해관계자들이규제를위한제안을개

발할때함께모여서협의하는절차를말한다. 이제도는특히행정기관의규제로인하

여영향을받는(혹은받을것으로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이정부와협상을통해규제

30) 이와관련하여일본의비영리조직에대한기본관련법제에서는 1. 민법, 특별법인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

교법, 종교법인법, 의료법인법, 그리고 1999년에새로이도입된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등특별법에의해법인

화될수있다. 2. 민법에의한비영리조직에대해기본적으로허가주의를그리고특별법에서는인가(인증)주

의를원칙으로해서법인화가이뤄진다. 3. 민법에의한허가주의는비영리법인이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의

형태로설립되기위해구비해야하는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정부가법인허가에대한재량권을광범위하

게갖고있다. 민법에의한공익법인의공익성에대한판단의결정권은정부가최종적으로가지고있어허가,

불허의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4. 특별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포함)에 의한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인가

또는인증이라는용어를채택하고있다. 즉, 특별법에의한법인설립에대해주무관청의재량권이허가주의

와같이광범위하지는않다. 그러나법인설립에필요한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자동적으로법인허가를내주

는준칙주의와는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에법인설립은관할주무관청의판단에최종적으로달려있다. (그

러나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서는법인설립에대해준칙주의에가까운인증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자

세히는 홍미영, “전게서”참조

31) 이논의에대해서는박형준/나태준/조현석, “협력적거버넌스에의한규제개혁방향: 규제협상제도의도입과

의의”, 한국행정학회, 2008.4, 4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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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대해협의를도출하고행정기관은이를바탕으로규칙을제정하는제도를말

한다. 이러한의미에서본다면이제도는시민이나기업활동에큰영향을미치는정부

규제의개선과밀접한관계가있다32)고할수있다. 그러나이해관계자의참여방안의

모색또는이들의참여를통한잠재적갈등해소라는측면에서는정부에의한규제이

든, 자율적인 규제이든 간에 주요한 과제이다.

이해관계자의참여를통한갈등해소라는측면에서규제협상제도가활용된대표적

인케이스가산업자원부(현지식경제부)의 “전자식전력량계검정유효기간”조정33)을

둘러싼의사결정을들수있다. 즉산업자원부가갈등의원인이된사항에대해서적용

한방식은입법예고전에우선이해당사자간협의혹은협상에의거해합의를도출하

고그합의를근거로법령을개정함으로써법령개정에수반될수있는이해갈등의발

생소지를 최소화하였다34)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업계 사이, 혹은 서로 다른 업계

간상호대화와신뢰의분위기를만들었으며, 또한앞으로생길수있는갈등도대화와

타협을통해해결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었다35)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와같이

이해당사자들간의협상을통한법규제정방식은첫째, 법규제정또는개정내용에대

한정책만족도를향상시킬수있으며, 둘째공공갈등을사전에예방하고, 셋째법규의

준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수용성 제고 효과가 있다36)고 할 수 있다.

따라서이러한제도와그활용사례를기초로정부와시장의협력적관계구축과조

화를위한법제지원이라는측면에서이제도의행정절차에의반영을고려해볼필요

가있다. 반영사항으로서는①규제협상을적용할대상·내용및참여자의범위에관한

사항, ②협상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 ③협상의향서공고절차와중재자의선정에

관한사항, ④협상의진행절차에관한사항, ⑤이해관계자의의견제출에관한사항

등이 있을 수 있다.

32) 박형준/나태준/조현석, “전게서”, 43면

33) 7년으로되어있는전자식전력량계의검정유효기간이 1993년에제정된것이기때문에기술수준의향상에

맞추어기계식과같이 15년으로연장할필요가있다는전자식전력량계업체의요구에대해기계식전력량계

업체와 수리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을 반대하여 발생한 갈등이다. 현재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4형전력량계(유도형에한한다)의검정유효기간은 15년으로, 기타전력량계는 7년으로되어있다. 계량에관

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13참조

34) 산업자원부 갈등관리 시법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해서는 신창현/박형서, “갈등영향분석 및 정책적함의”,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2, 122면 참조

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2&aid=0000021639

36) 신창현/박형서, “전게서”,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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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보의 공유 및 대화, 대중의

인식과참여확대, 창조적대안, 시간·재원·노력의절약, 당사자들간의협력적관계, 명

확하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법률제정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3) 평가제도에 의한 규제의 효율화

현대사회에 들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일상생활의 규범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현상은그동안규제의주체가되어온정부뿐만아니라산업또는업계

의동업자조합등이규제의주체가되어자율적으로규제를하는자율규제에서도볼

수있다. 이러한사회현상에있어만들어진규제를일관되게집행하고규제의효력이

지속되고규제의순응도도향상시키기위해서는규제의당위성과정당성이유지되도

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관련하여현행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신

설또는강화하고자할때는규제의신설또는강화의필요성, 규제목적의실현가능성,

규제외대체수단의존재및기존규제와의중복여부등 8가지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

하여규제영향분석을하고규제영향분석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즉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특정한규제대안의효과들을체계적실증적인방

법으로분석하여정책결정의객관적인근거를정책결정자에게전달하는일련의과정

으로 파악할 수 있다.37)

다만, 이러한영향분석제도의운영현실에있어서는규제의시행에따라규제를받

는집단및국민이부담하여야할비용과편익을비교분석하여계량화하는데한계가

있다. 또한국민의입장에서본다면그규제를준수함으로써들게되는비용이중요하

기때문에규제도입에따른비용을정확하게계산하여야하나, 이를적정하게계산하

기에는적지않은어려움이따른다. 이러한한계를고려하여규제의합리화와적정화

를담보하기위해서는규제에대한평가가주요한요소로작용한다. 규제평가는국가

재정에귀속되는재정부담과한정조건들을극복하여최소한의자원투입을통한최대

한의효과가보장되어야하는등효율적이고성공적인검증을확보하는제도적장치

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37) 정창화, “단계별규제영향분석의제도화방안 : 독일의단계별규제영향분석모듈의분석을중심으로”, 한국

행정연구원, 2004, 6면



Session 5-75

이러한제도적장치, 즉규제평가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입법평가에대한재인식

이요구된다. 사실우리나라의경우입법평가에관해서는아직개척단계에있다. 그러

나과도한규제, 규제의비효율성및이로인하여발생하는경제적·사회적비용의문

제와 경제 자율성 제한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규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기위해서는입법평가를체계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입법

평가를활용하는단계에서는법과현실의괴리를없애고이제도가과잉규범화의폐

해를방지하기위한과학적·체계적인방안이라는인식이필요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입법평가를하기위해서는이에관해어느정도전문성을가진전문가의참여를확보

하고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38)

이에관해서는현재한국법제연구원의입법평가연구센터가개별적규제평가와더

불어, 입법평가의 기준 및 수법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한국법제연구원의노력과성과를다양한정부부처및연구기관에서활용할필

요가 있으며, 바로 이것이 내부적 공공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맺는 말

규제와관련해서그것도경제위기극복이라는대전제하에서우리가할수있는일

은무엇인가?이에대해서규제를완화하는것, 불필요한규제를없애는것또는정부

개입을축소하고자율적으로규제가가능한부분을확대하는것등다양한견해가제

기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견해의발단은정부실패와시장실패에기인한다. 그러나

정부와시장기능은상호대체적이기보다는상호경쟁적이며보완적인관계에있다고

할수있다. 즉이것은정부와시장의어느쪽으로도치우치지않는균형이필요하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39)

이러한정부와시장기능의조화또는균형을위한방안을법제적측면에서모색하

자면그것은국민과기업의입장에서이루어져야하며, 다양한이해관계와갈등을합

리적이고적극적으로조정하여국민이체감할수있는것이어야할것이다. 또한조화

와균형을위한법제지원은법률의제·개정작업에머무는것이아니라, 정부와시장

기능의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하여 그 효과가 지속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38) 한상우, “전게서”, 64면

39) 홍완식, “전게서”,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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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제와 자율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이 거버넌스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정부와기업간의파트너십이강화될것이며, 지속적인경제발전의실행에있어정부,

다양한집단, 그리고개인등의참여메커니즘이활성화되어경제난국을극복하고국

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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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 재정 정책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1. 악회되는 경제 상황

2.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재정 여건

3.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는 필요한가?

4. 정책선택의 기준과 재정확대 규모는?

5. 종합적 기준을 고려한 정책 대안

<부록> 주요국의 조세․재정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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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화되는 경제상황

2008년하반기부터가시화된실물경제침체는향후적어도 1년이상의심각한경제

적어려움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2월초 IMF는 2009년한국경제성장률을 -4%

로전망하였으며, 최근에는정부에서도전망치를당초 3%에서 -2%로수정한바있다.

실물경제의 침체는 주요 경제부문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투자를 보면, 2008년

4/4분기에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16.8%,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39.5%로 나타나

고있다. 건설투자증가율역시 2008년 3/4분기에전년동기대비 -1.3%로, 2007년 1/4

분기 이후 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소비도 부진을보이고있는데, 2008년

4/4분기에 민간소비 증가율은 -4.4%이었고, 내구재소비 증가율은 -10.3%이었다.

고용률은 59.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5년 4/4분기 이후 최대폭(-0.6%p)

으로하락한것이다. 특히청년층의경우 2008년취업자수가 408.4만명으로전년대비

11.8만명이감소하였을뿐아니라, 최근에졸업생들의취업난심화로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구분 기관명
2009 2010

최근 종전 최근
전망치 일자 전망치 일자 전망치 일자

국내

산업硏 3.2 (08.12.1) 3.5 (08.11.21) - -
한국은행 2.0 (08.12.12) - - 4 (08.12.11)
LG硏 1.8 (08.12.26) 3.6 (08.10.14) - -
금융硏 1.7 (08.1.8) 3.4 (08.10.29) - -
KDI 0.7 (09.1.21) 3.3 (08.11.12) - -
삼성硏 -2.4 (09.2.11) 3.2 (08.11.27)

해외

ADB 4.5 (08.9.16) - - - -
OECD 2.7 (08.11.25) 5 (08.6.4) 4.2 (08.11.25)
JP 모건 -2.5 (09.1.4) 1.5 (08.12.18) 4.1 (09.1.4)
메릴린치 -0.2 (09.1.23) -0.2 (08.12.21) 3.5 (09.1.23)
Citigroup -1.8 (09.1.23) 2 (08.12.23) 3.6 (09.1.23)
모건스탠리 -2.8 (09.1.23) 2.7 (08.12.26) 3.8 (09.1.23)
BNP Paribas -4.5 (09.1.23) 4.7 (08.10.24) 3.2 (09.1.23)
골드만삭스 -1 (09.1.27) 1.8 (08.12.10) 3 (09.1.27)
IMF -4 (09.1.29) 2 (08.11) 4.2 (09.2)

[ 표 1 ]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 전망

(단위:%)



Session 5-82

2.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재정 여건

1) 통화․금융정책의 효과성에 한계가 발생

정책금리의지속적인하및원화유동성공급에도불구하고회사채금리는하락하

지않아, 국고채금리와위험자산인회사채금리의격차가심화되고있다. 회사채중에

서도우량기업(AA 등급)과위험기업(BBB 등급)간금리격차가심화되고있다. 회사

채프리미엄은 2007년 12월 1.03%에서 2008년 12월에는 4.31%로 확대되었다. 신용경

색으로인해중소기업등신용도가떨어지는기업은심각한유동성문제를경험하고

있는등이자율인하및정부신용보증확대와같은통화․금융정책의총수요관리정

책이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중·고소득층 소비 위축, 저소득층 소득 악화 극복 문제 재현

1997년의 외환위기 상황에서의 경험을 보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훨씬

큰폭으로소득이감소하였다. 고소득층의소득감소는미미하였던반면, 중간소득계

층(5분위)의경우약 20%감소하였고, 최저소득계층에서는 30%정도감소하였다. 그

리고저소득층에서는소득대비가계지출비중이상승하여가계수지가악화되었으며,

중·고소득층은 소득 저하보다도 더 큰 폭으로 소비가 감축된 현상이 발생하였다.

114.0%

98.0%
97.4%

107.7%

132.2%

119.0%
121.0% 124.7%

68.4% 67.2% 66.1%
69.9%

66.4% 66.3% 67.4%
72.3%

52.3% 55.1%
52.2% 51.7%

46.1%
40.4%

43.9% 46.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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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99702 199703 199704 199801 199802 199803 199804

1분위 5분위 10분위

[ 그림 1 ] 1997～1998 외환위기 당시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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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소득분위별가계수지및평균소비도그와유사한추이를보이고있다. 저소

득층(소득 1～2분위) 가구에서는소득증가율이둔화되어가계수지가악화되고있으며,

고소득층(9～10분위) 가구에서는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3) 재정적자 확대 및 중·장기적 시계의 불확실성 확대

■ 세입감소

2009년 국세수입예산은당초(2008년 10월)에 179.6조원으로편성되었으나, 성장률

전망에따른하향조정(-1.9조원) 및추가감세정책(-2.3조원) 등으로인해 2008년 12월

에는 당초보다 4.2조원 감소한 175.4조원으로 확정되었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2.5%로낮아졌고, 2009년 경제성장률도 -2%로하락하는경

우에는 2009년 국세수입은 2008년 12월에확정된것보다추가적으로약 11조원정도

더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세목별로는관세와부가가치세의세수감소추이가뚜렷

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는 시차를 두고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출증가

2008년통합재정지출규모는추경편성(5.6조원) 및교부금정산(5.4조원)으로당초

예산대비 11.0조원증가할것이다. 2007년의세계잉여금이 16.5조원이며, 이중 4.9조

원이 국가채무상환에 사용되고, 11.0조원이 2008년 추경 및 교부금 정산에 사용된다.

2009년 수정예산상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예산안(246.9조원) 대비 10.6

조원증가하였다. 수정예산에성장률 1%p 제고및취업자 7∼8만명증가를위한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수정예산이후에, 「녹색뉴딜사업(2009∼2012년)」추진계획이확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소요도 있다. 녹색뉴딜 사업에서는 9개 핵심사업, 27개

연계사업에 2009～2012년간총 50조원의지출소요가있는데, 이중 2009년예산에반

영되지 못한 추가 재원규모는 약 1.9조원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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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2008년 관리대상수지는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1.7조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및 교부금 정산(11조원)으로 인해 당초 GDP 대비 1.1% 적자보다 확대된 2.3%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관리대상수지적자규모는수정예산기준으로 -24.8조원, GDP대비비중으

로는 2.4%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당초 예산(10.4조원; GDP 대비 1.0%)보다

14.4조원(GDP대비 1.4%p) 확대된것이다. 그리고녹색뉴딜사업에따른추가적인지

출및 2009년경제성장률전망치의하향조정(-2%로조정)에따른세수감소를반영할

경우, 관리대상수지적자규모는수정예산에서보다 13조원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4%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은 2007년 말 32.7%에서 2008년 말에는 32.3%로소폭감

소하겠지만, 수정예산에서는 34.5%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 하락 및

추경편성등으로세출규모가확대될경우국가채무비율은더욱상승할것으로전망된

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장기적 국가채무 수준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0년부터감세정책에따른세입감소가본격화되기때문에향후경제상황악화․단

기정책확대정책의고착화가발생할경우중장기적국가채무수준의심각한악화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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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는 필요한가?

1) 경제상황의 심각성

2009년 예산이확정된 2008년 12월에비해국내및세계경제전망이급격히하향

수정되고있는상황이다. 해외경제상황에크게의존하는우리나라경제구조상세계

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20세기 초반의 경제공항과 비교되고 있고, 최근 IMF 총재

(Strauss Kahn)는선진국경제가이미공황(depression) 상태에접어들었다고선언할

정도가 경제위기 심각한 상황(Bloomberg, 09. 02. 08)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2009년에접어들면서경제위기악화에대응하는추가적인재정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 재정 역할 증대의 불가피성

유동성공급의확대, 정책금리의지속적인인하등의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시장

의신용경색이지속되고있는등총수요관리정책의중요한수단인통화․금융정책이

한계를보이고있다. 1997～1998년금융위기의경우대외수출의확대및소비자신용

확대와 같은 시장에서의 총수요 증대정책이 실효성을 가졌으나 현재는 이러한 정책

역시어려운상황이다. 그리고주식시장및주택시장에서의자산가치의빠른상승역

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총수요 관리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는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은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물부문의 위축에

대응하기위해서추가적인조세․재정정책을발표한바있다. 실물경기침체에대응하

기위한정책패키지의경우, 고용및소비진작․유지에중점을두고있으며, 그규모

는국가별충격정도와재정상황에따라다르다. 금융위기및경기침체의진원지인미

국과 오랜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에서는 정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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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모 기간 2009년 지출 GDP비중

미국 1,007 '09～'19 341.8 2.3

영국 13.3 '08/09～'11/12 16.32) 1.1

일본 36,900 '09～'11 12,300
2)

2.4

독일 81 '09～'10 40.52) 1.6

주: 1) 금융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제외

2) 전체기간에 대한 평균 지출규모임

[ 표 2 ] 각국의 경기활성화1) 정책의 규모('08. 10월 이후)

(단위: 10억 자국통화, %)

3)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책

물론총수요관리를위한재정의역할과관련하여정책의효과성이나부작용에대

한우려가제기될수있다. 재정확대가총수요(소비·투자)를충분히증대시키지못할

가능성이있으나, 이는적절한사업선택과함께적시성을강화함으로써실효성을높여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부작용중하나는물가인상과관련된것인데, 2008년 상반기인플레이션

우려에서벗어나이제는디플레이션을걱정할정도이므로, 현재로서는물가인상에대

한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국가채무의 증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공황을 맞게

될정도로세계경제가붕괴된상황에서는국가채무의평가기준이근본적으로달라질

필요가있다. 이러한상황에서는전세계모든국가의국가채무수준이일정수준상승

하는것은불가피할것이다. 다만재정정책이중장기적으로국가채무를확대시키는압

력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 단기적인정책을적극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세입

중립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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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선택의 기준과 재정확대 규모는?

1) 정책 선택의 기준

IMF, Brookings Institute, CBPP(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등이권

고하는경제위기에대응하는재정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는조건은다음과같은 '3T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Timely(적시성): 재정정책의시차효과를감안할때최대한빠르게정책을집행

② Targeted(집중성): 재정정책의 총수요 증대효과가 큰 부문에 대해 재정정책을

집중

③ Temporary(일시성): 단기적 재정충격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정성 확

보를 위해 단기적 재정정책의 명확화

이밖에 IMF는지속성(불경기지속가능성대비), 다각성(분야별정책효과가불분

명하므로), 신축성(필요시추가조치) 등을제시하고있으나이러한요건들은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 좀 더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와 중기계획상 조기집행(front-loading)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정지출의 불가역성

(irreversibility), 즉 고착화를경계할필요가있다. 일단이러한정책선택의수립이확

립되면 정책적 목적과 수단의 연계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2) 재정확대 규모

■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작년말확정예산에서 2009년도감세및재정지출확대규모는 25.6조원(재량적정

책규모는 23.7조원; GDP 대비 2.3%)이고, 경제성장률개선효과는약 1.5%p가 될 것

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는 감세(13.0조원) 효과 0.49%p, 지출확대(10.7조원) 효과

0.58%p, 재정조기집행(상반기 60%) 효과 0.48%p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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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입 세출 재정수지(국가채무)

기추진

감세정책으로인한
국세수입 감소

13.0조원
수정예산안의
지출증가

10.0조원 당초예산
-1.0%
(32.3%)

성장률저하(5→4%)
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1.9조원

수정예산
국회승인시
증액

0.7조원 수정예산
-2.4%
(34.5%)

소계 14.9조원 10.7조원 25.6조원

추정
성장률추가하락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약11조원

녹색뉴딜사업
추경편성

1.9조원+α
-4%
약13조원
악화

합계 약 26조원 약 13조원+α 약 39조원+α

[ 표 3 ] 2009년 재정정책 규모

주: 음영은 재량적 정책임.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책과 비교할 때, 재량적 정책규모는 우리나라가 GDP대비

2.3%이고, IMF가추정한 G-20 국가들의 2009년평균규모는 1.5%(공적자금포함)이

므로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더높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경제위기이전추진한

감세정책을제외할경우재량적정책규모는 10.7조원(GDP 대비 1%) 정도이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공적자금투입가능성을감안할경우현재의재량력정책규모와외국

수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전년 대비 2009년 재정수지악화추이를보면, G-20 국가들은평균 GDP 대비약

3.5%p 정도적자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 2009년관리대상수지는경제성장

률이 -2%로하락할경우세수감소 11조원을포함하여적자규모가 38조원(GDP 대비

약 4%)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동수준은전년대비 2%p 정도악화되는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기대책 규모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주요선진국들은예상보다심각한경제상황전개에대응하여기존대책에추가

하여경기부양책을수립하였거나수립하고있다. IMF가권고하는경제위기에대한공

동대응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Financial Times도최근한국, 중국, 일본등아시아지역의내수진작재정정책의필요

성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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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재정정책과 중장기 재정정책의 구분

경제위기이전에추진한감세정책을경제위기에대응하는재정확대정책으로보는

견해도 있으나, 기추진된 감세정책은 본질적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한 재정정

책이다. 즉기존의감세정책은조세로인하여야기되는제반왜곡효과를주이고민간

경제활동을촉진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경제체질을개선하고세수증가의선순환

을통하여재정여건에서도중장기적으로중립적이라는시각에서추진된것이다. 따라

서경제위기에대응하는단기적이고집중적인재정정책과기추진된감세정책의중장

기적 정책효과는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적정규모의 시산

해외수출의증가세는세계경기회복을필요로하므로우리정부의정책수단만으로

는해결하기힘든외생변수라할수있다. 기업투자의경우투자여건이급격히악화되

어 인위적 투자 촉진에 한계가 있다. 결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63.5%,

2008년) 다음으로 높은 민간소비(48.4%)의 둔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09년경제성장률이 -2%로추정되고있으므로, 이중절반정도를재정확대

정책을통해상쇄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즉 1%p 정도의성장제고효과를얻는

것을정책목표로설정하는경우다. 이에필요한재정확대규모는정책수단및방안에

따라크게차이가난다. 성장제고효과가큰사업을중심으로정책의집중도를높이고,

SOC투자등에상당부분이집중되는경우의재정소요는약 8～10조원정도로추산된

다. 반면전국민을대상으로한소비진작혹은정부소비의직접증가등다양한정책이

포함되는 경우의 지출소요는 약 8～2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혹은 2009년 경제성장률전망치가당초 3%보다 5%p 하락하였으므로, 재정확대를

통한성장제고효과의목표를위에서언급한 1%p보다더높이설정하는경우도생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정소요 역시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커질 것이다.



Session 5-90

5. 종합적 기준을 고려한 정책 대안

실물경기활성화정책은가계지원, 기업지원, 고용창출 정책등으로구분할수 있

다. 가계지원정책은조세및보조금정책을통해가계부문의소득을보전하고소비활

성화를유도하기위한방안이다. 기업지원은일시적유동성위기극복과세부담인하

를통해기업활동의유지및활성화를유도하는것이다. 고용창출정책은실업자증가

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취업 지원, 해고근로자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대안을개발하기위해서는앞에서언급한재정확대정책의 3T원칙, 외국의경

제위기대응정책, 그리고우리나라에서의특수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필요가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간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획또는시행하고있다. 특히즉각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는각종수당및보조금

등을적극활용하고있으며, 정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하여대상은특정계층으로한

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산층 지원 Tax Credit, 독일의 소득세

낮은세율인하, 일본의생활지원정액급부금, 프랑스의사회보장급여추가등이이에

해당된다.

정부소비및투자를활성화하는정책에있어서는국가별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개발도상국인대만, 중국등에서는사회간접자본에대한대규모투자확대를계획하고

있다. 선진국중에서는미국및프랑스에서상대적으로공공투자규모가높게나타나

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 규모가 대체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외국정책사례의공통점중하나는대부분정책들이재정부담등을고려하여한시

적으로시행하는성격이강하다는것이다. 추가보조금지급및세율인하조치는대체

적으로 1～2년 기간으로적용한다. 영국은경기회복이예상되는 2010년 이후 세율인

상등명시적인재정확보방안을부양조치와함께명시하고있다. 독일도헌법개정을

통하여 향후 정상적 경기상황에서 연방, 주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순채무를 최고

GDP의 0.5%로 제한할 예정('09. 1월 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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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진작과 소득보전

구체적인정책대안에앞서외국의사례를보면, 가계지원정책은소비활성화를위해

대부분국가들이시행하는정책으로조세정책및지출정책으로구성된다. 지출정책에

는즉각적인소비활성화효과를유도하기위한보조금지급, 수당증액등이포함된다.

구체적인방안으로는소득세원천징수축소, 실업자에대한사회보장급여인상, 자녀양

육비인상, 아동수당인상, 상품권지급등이있다. 가계지원은대체적으로저소득층(유

자녀가구포함)에집중되는경향이있다. 미국에서의오바마정부 '09 경기활성화법안

의소득세감세조치는중산층($200,000 이하)에적용된다. 영국의정책에는연금수령

자및저소득층에대한지원과자녀양육비보조금조기인상등이포함되어있다. 독일

에서는유자녀가구지원강화, 낮은소득세율인하등이추진되고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에 추가 지원 등 한시적 지원정책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소비진작이필요한분야로는특히전후방효과가큰 ‘자동차산업’ 및 ‘음식점및숙

박업’ 관련소비를촉진할수있는정책을고려해볼수있다. 자동차구입에대한개별

소비세의일시적인면제등자동차의소비를진작시키는정책은경제전체에긍정적

인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오락서비스업및관광업을활성화할수있는정

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소비·소득지원 쿠폰(상품권)

민간소비를진작하기위해정부가할수있는방안중하나는민간에대한이전지출

을확대하는것이다. 이는민간소비를진작하는효과를가질뿐아니라, 지급대상등을

어떻게설정하는가에따라서는경제위기로 인해일시적으로어려움이가중된계층에

대한소득지원의성격을가질수도있다. 이전지출확대방안은경제상황에대응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집단을대상으로이전지출을시행할지는정책목표를감안하여설정되어야할

것이다. 경제위기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집단을지원하는것에좀더중점을둔다

면, 이전지출을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은상당부분이부채탕감등으로누출되기때문에, 충분한소비진작효과를

가져오지못할가능성도있다. 따라서소비진작도중요한정책목표의일환으로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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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저소득층보다는상대적으로소비성향이높은중산층까지를이전지출의수혜계

층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지출확대를시행하는방법으로는기존에시행한유가환급금과유사한현금성

이전지출, 또은일본등에서이미시행한것과유사한상품권지급등을생각할수있

다. 상품권지급의정책효과는지급되는상품권의사용및현금화에대해어떤제약이

설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품권의 사용기한, 사용목적, 현금화 등에 대한

제한이강하게설정되는경우에는소비진작효과는커질수있지만, 상품권을지급받

는대상의소득을보전하는효과는떨어질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소득계층별로차

별화된정책수단을활용하는것이효과적일수도있다. 예를들어, 저소득층에대해서

는 현금을,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이전지출확대는 2008년에시행한 유가환급금 과일정한유사성을가지지

만, 지급대상등에있어서는유가환급금의경우와는다르게설정할필요가있다. 유가

환급금의경우에는유류가격급등에대응하여유류를적극적으로사용하는근로자(자

영업자)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2009년의 경제상황에서 시행할

상품권 혹은 「현금이전지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소비진작의 두

가지정책목표달성에좀더충실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근로자(자영업자) 개인소

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 유가환금금의경우와는 달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하고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구체적인지급액및재원소요는전반적인재정지출확대규모및다른정책과의조화등

을감안하여결정되어야하지만, 약 3～5조원정도의이전지출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 내구재 소비 세제지원

자동차소비세를한시적으로면제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그 대상은자동차전

체로하거나, 혹은일정수준이하의배기량을가지는자동차만을대상으로할수있을

것이다. 전체 자동차를대상으로할경우에는약 0.9조원, 2,000cc 이하 자동차만으로

한정할 때에는 약 0.4조원에 해당되는 재정확대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1년간한시적으로, 10년이상보유자동차교체시에취․등록세를면제하는

방안도고려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면제의적용에있어연비등에대한제한을부

여함으로써내수진작과친환경성제고효과를동시에달성할수도있을것이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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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면제로인한지방세수감소에대한우려가제기될수있는데, 이에대해서는지

방정부의세입감소분을중앙정부가이전재원을통해보전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그리고친환경자동차에대한조세지원을강화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내수진

작과 미래성장동력과의 연계는 장단기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다.

기업의컴퓨터구매시즉시상각을 1년간허용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이는기

업의 컴퓨터 대체수요를 촉진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가진다.

■ 문화 관광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연극, 음악회, 관광등문화레저부문소비촉진을위해연간 100만원한도의문화비

소득공제를한시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중산층이상고소득층의소

비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공연 입장·관광 등에 소비에 대해 2009～2010년 기간 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다. 지출대상은 연극, 음악회, 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함께콘도등숙박시설의숙박료, 놀이공원의입장료등에국한하는정도가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국내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고용 및 투자 지원 강화

외국에서도고용유지및창출과관련하여다양한정책들이제시되고있으며, 기업활

동의유지를위해유동성공급, 세부담감면혹은이연등의조치도시행하고있다. 좀

더구체적으로는신규시설투자에대한즉시상각혹은가속상각의허용, 중소기업에대

한자금지원및세율인하,결손금공제기간확대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일부정책

에있어서는국가별로차이를보이기도하는데, 특히고용에대한직접적인지원이그

중하나다. 프랑스에서는고용에대한직접적지원을시행할예정이지만, 미국은그러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09년 민주당법안(하원통과)에서 제외되었다.

■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고용과관련된기업의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실업급여기여금을 1년간한시적으

로면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경우고용보험의연간수입중기금운용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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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수입은기존에비해약 50%, 금액으로는 1.2조원정도감소한다. 그럼에도불

구하고고용보험기금이연간지출대비약 1.5배수준으로유지될수있으므로, 기금

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규 고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실업급여, 건강보험료)

실업급여의추가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한시적으로연장하는방안도고려

할수있다. 현위기상황의심각성을감안할때, 실업자에대해 6개월이상까지실업급

여가지급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그러나취약계층실업자의경우에는실업급여

의기본지급기간이실질적으로 3개월정도에불과하므로, 현행 제도하에서는추가지

급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5개월까지만 지급된다. 따라서 추가지급기간의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총지급기간이 5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되도록 할 수 있다.

향후일정기간동안경기침체및구조조정등으로실직하는근로자들에대해정부

가건강보험료를대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현재도실직후지역보험으로전환

하는경우에는 6개월간건강보험료를경감하는「임의계속가입자제도」가시행되고

있지만, 여기서제안하는방안은실직자의부담을더욱낮추기위하여경감된보험료

도정부가대납하는방안이다. 이러한정책에소요되는비용은연간 984억～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최근정부는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확대하여약 3조원수준의감세정책을실시

하고있으나, 이의적용과관련하여업종및지역등에대해일정한제한이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의목적이경기조절이라는점을감안하면, 업종및지역등에대한제한

은제도의취지에부합되지않는측면이있다. 특히투자로인한경기부양효과가업종

별로차이가있다는증거가없다. 그리고현재실업이심각한문제라는점을고려하면,

취업유발계수가상대적으로높은서비스분야에대해임시투자세액공제의적용이배

제되는것은부적절하다. 또한수도권의시설투자에대해서는차별하여적용하는것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취지에부합되지않는다. 따라서이러한차별을완화또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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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는방향으로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추가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

러한제한을완화및철폐함으로써불황기에도고용창출여력이있는수도권기업및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신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또는 비용화

신규투자에대하여투자의상당비율을투자당해연도에감가상각할수있도록허

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는신규투자의자본비용을줄임으로써투자를촉진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중소기업의투자에대해서는이를당해연도에전액비용으로처리할수있

도록하는즉시비용화(immediate expensing)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조치는자

본비용을줄여투자를촉진하는효과가있을뿐아니라, 사후관리의필요성을없앰으

로써중소기업의납세비용을크게감소시키며, 소비세방식으로의조세개혁방안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3) 공공투자 확대

공공투자확대는경기활성화를위한정책대응에서전통적으로중요하게간주되던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의 외국 사례를 보면, 모든 국가들에서 공공투자 사업이 경기

활성화정책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지는않는다.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등에서는

상대적으로공공투자규모가높게나타나지만, 다른국가들에서는그규모가크지않

다. 이는 국가별로처한상황이달라, 공공투자확대의효과도차이를보이기때문이

다. 투자대상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개발도상국(중국, 대만)은 SOC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에너지 등 각종 사회시스템 개선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효과성이높은공공투자를발굴하여투자를확대하는것이

바람직한방향일것이다. 그리고대상사업의선정에있어, 경기활성화측면에서의효

과성만이아니라, 재정지출자체에서의효과성및효율성도높은사업을발굴하는것

이바람직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계획이수립되었거나, 추진이예정되어있는 SOC

사업들을대상으로적극적으로조기집행(front-loading)을추진하는것은가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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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방법중하나가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사업들이지역투자의성격을가질경우

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 상하수도 개선공사 조기 시행

현재지방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간이상하수도개선사업을중앙정부지원확대를

통해조기집행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상하수도개선의경우①공사규모가상당

히커지방경제활성화효과가있고, ②중장기적으로재정중립적이면서, ③먹는물

과수질개선이라는녹색성장의성격을지니기때문에여러측면에서바람직하다. 그

리고이미사업계획이수립되었으므로신속하게착수할수있고, 예산낭비에대한논

란이없으며, 집중적인사업추진으로지출효율성도높일수있다. 뿐만아니라 2009년

예산이 4대강 정비 등 SOC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편성된 현 상황에서

SOC사업을추가적으로확대하는것이정치적논란을초래할가능성도있는데, 이처

럼중장기사업계획이이미수립된사업을조기에착수하는경우에는그러한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녹색성장 사업 조기 시행

이와더불어녹색성장사업의조기시행비중의확대등도고려할수있다. 정부가

발표한「녹색뉴딜사업('09∼'12년)」에는녹색성장과고용창출을동시에도모할수

있는 9개핵심사업및 27개연계사업이포함되어있으며, 이에는 '09∼'12년간총 50조

원이소요될예정이다. 그리고 '09∼'12년간총 46조원의추가적인재원이필요한바,

이를 조기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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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국의 조세·재정정책 동향

■ 가계지원 정책

한시적 정책 항구적 정책

미국

- 소득세 환급: $600～$1,200 ('08)

-소득세원천징수축소: $500～$1,000

('09 하원통과)

- 실업수당 일시적 인상($25/주)

- 긴급실업보상금 기간확대

영국

- 부가가치세율 인하: 17.5%→15%

('08`～'09)

- 연금수령자 보조금지급('09)

- 자녀양육비 보조금인상 조기적용

('09 4월→1월)

- 소득세 기본공제액 추가인상('09)

- 저소득층 세금환급금 영구화('09)

독일

- 보너스지급: 100유로/아동 ('09)

- 신규등록 자동차세 면제: 1～2년

- 고용보험료 인하:

3.3→2.8%('09～'10)

-낮은소득세율인하: 15%→14%('09)

-아동수당및자녀세액공제인상('09)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 증액('09)

- 의료보험료 인하('09)

일본

- 고용보험료 인하: 1.5→1.1%('09)

- 생활지원정액급부금: 2조엔 ('09)

- 상장주식 배당 및 양도소득 10%

경감세율 적용('09～11)

- 자동차 중량세 감면('09～'12)

- 주택차입금 특별공제 연장

('08～'13)

- 해고 파견근로자 주택제공시

고용주 지원('08～'09)

- 비정규직 고용보험 혜택 확대

(1년 → 6월 이상 고용)

대만
- 상품권지급: NT$829억 ('09.1～2)

- 국외소득 최저한세 과세연기('09)
-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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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및 창출 정책

한시적 정책

미국 - 의료기록 전산망 구축, 과학연구시설 지원 등: $360억 ('09 하원 통과)

영국
- 자본지출조기집행: ‘10～'11→'08～'10 (GBP 30억; Pre-Budget Report 2008)

- 실업자 재취업지원(GBP 13억), 국가고용파트너십 제도 지원 등을 강화

독일

- 교통시설 보수․투자: 10억유로 ('08.11월 발표)

- 지방정부 사회기반시설 투자지원금 증액: 30억유로

- 연방-주정부 합동프로그램: 2억유로

- 건물 효율화, 자동차 기술개발 투자지원: 135억유로

- 학교, 도로, 병원시설 개선: 33억유로 추가(총 173억)

- 고용보험료 인하: 3.3→2.8% ('09～'10)

일본

- 고용유지 대책: 500억엔('08～'09) ('08 추경, 세제개편안)

․ 파견 근로자 고용시 고용주 지원 등

- 지방공공단체의 일시적 고용지원: 4,000억엔('08～'09)

- 고용보험료 인하: 1.5→1.1%('09)

대만 - 교량, 지하철, 하수도 등 기반시설건설: NTD4,000억 ('08.11월 발표)

프랑스

- 공공부문(인프라, 에너지서비스 현대화, 주택 등) 투자

: 123억유로 ('08.12월 발표)

- 10인 이하 고용기업의 2009년 신규고용시 최저임금의 1.6배까지 세제지원

중국 - SOC 건설: 18조위안 ('08.11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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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정책

미국

- 2008년 투자자산에 대한 즉시상각/가속상각 허용 ('08 시행)

- (소기업) 가속상각법 적용기한 2년 연장 ('09 하원통과)

- (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2년→5년 ('09 하원통과)

영국

- 소규모 수출기업 자금지원: GBP 10억 (Pre-Budget Report 2008)

-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1년→3년

-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계획 연기: 21→22%

- 해외배당 면세제도의 도입 (검토)

독일

- 중소기업 특별대출: 150억유로 ('08.11월 발표)

- 중소기업 R&D 자금지원(연 4.5억유로): '09～'10

- 미래형자동차 엔진개발 지원(5억유로): '09～'10

-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조달(70억유로): '09～'10

- 중소기업 특별상각제도 2년 연장: '09～'10

- 동산에 대한 25% 정률 상각 허용: '09～'10

일본

- 에너지수급구조개혁 설비투자 즉시상각: '09～'11 ('08.12월 발표)

- 자원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특별상각: '09～'12

- 중소기업 경감세율 인하(22%→18%): '09～'10

프랑스

- 대체용 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상: 1,000유로 ('08.12월 발표)

- 자동차 금융회사에 크레딧 라인제공: 10억유로

- 하도급업체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펀드 설립: 3억유로

대만 -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 연장: 5년→10년 ('09 1월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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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5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1. 문제제기

1) 위험사회의 도래와 효과적 대응의 필요성

2) 위기관리를 위한 기존 정부행정 시스템의 한계

3) 위기관리를 위한 공공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2.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과 공공거버넌스

1)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한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 신장

2)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성 제고

3.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천 과제

1) 국민과 정부 간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활성화

2) 정부 내에서의 원활한 정책결정 및 집행 체계 구축

한국행정연구원 K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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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1) 위험사회의 도래와 효과적 대응의 필요성

■ 위험사회의 의미와 종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위험의의미는급변하는현대사회의속성을잘보여주는키워드로

활용되고있다. 위험사회의개념역시이러한위험이라는속성을통해현대사회의구

조와원리를이해하는중요한분석적틀로서등장하였다(Beck, 1992). 특히우리나라의

경우압축적인근대화의과정에서속도와효율을우선시하는풍토는사회발전과정에

서야기된다양한위험요인들을간과하게하였고, 대외수출지향의산업발전전략은

글로벌경제의확대에따른긍정적인성과와함께글로벌경제변동에따른피해를직

접적으로안게되는위험구조를생산하게되었다. 과거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

괴, 대구지하철참사, IMF외환위기, 그리고최근의미국발금융위기에따른경제위기

까지우리사회의근본적인위험요인들이심각한사회문제로현실화되고있으며, 이

러한경향은최근들어더욱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더욱이고령화와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에너지위기등과같은미래사회의새로운위험요소들이등장하고있는상황에

서위기관리에대한필요성은더욱절실해지고있으며, 국가적차원에서의종합적인위

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 표 1 ] 한국 사회의 주요 위험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순위 10년 전 현재 10년 후

1 건축물 붕괴 10.99 신종질병 7.19 사이버범죄 8.16

2 태풍, 홍수, 호우 8.93 불안정고용과취업난 6.47 신종질병 6.60

3 대형폭발사고 6.18 급격한 경기변동 5.31 생명윤리 침해 6.12

4 대형교통수단사고 5.68 빈부격차 5.01 빈부격차 5.88

5 한반도에서의전쟁 4.24 테러 4.98 테러 5.85

6 자동차 교통사고 4.12 사이버범죄 4.86 사회보장제도 미비 4.62

7 부정부패 3.91 먹거리의 안전사고 4.35 사생활 침해 3.84

8 강간, 유괴, 납치 3.67 북한 핵문제 4.06 대기오염 3.72

9 급격한 경기변동 3.47 태풍, 홍수, 호우 3.91 불안정 고용과 취업난 3.63

10 북한 핵문제 3.05 사생활 침해 3.70 중국일본의 군비확장 3.33

자료 : 이재열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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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극대화

한편최근의미국발글로벌경제위기의파장은우리경제상황에있어서도심각한

위기요인으로작용하였고, 금융시장의위기에서초래된경제위기는실업증대등과같

은실물경제의위기로확대되었다. 특히대외수출에절대적인부분을의존하는소규모

개방 경제(small open economy)의 구조를 가진 우리의 경우에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 그림 1 ]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위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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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위험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발생

한경제위기의문제는실물경제의악화뿐만아니라보건, 복지, 교육등다양한형태의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경제살리기에모든국정역량을투입하고있는상황도이러한다양한사회적

위험의문제가근본적으로금융시장의붕괴로인한경제위기에서비롯되었다는인식

에기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한편으로금융시장의회복에따른경제위기

의극복이모든사회적위험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것은아니며오히려경제위기를

통해파생된사회위험의심각성이더클수있다는점에서, 종합적인차원에서경제위

기를 포함한 사회적 위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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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관리를 위한 기존 정부행정 시스템의 한계

■ 정부 시스템의 분절화와 자원 및 역량의 한계

정부의기본적인기능은사회변동을관리하는것이며, 현재세계적경제위기상황

에서위기관리자로서의정부기능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게요구되고있다. 그러나

한편으로정부단독으로모든사회적위험을책임지기에는상당한한계점을갖고있

다고판단된다. 이는정부시스템이상당히분절화(fragmented)되어있으며위기관리

를 위한 충분한 자원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물론분절화된정부시스템이항상부정적인것은아니며위기관리의특성상어느

정도의시스템의분절화와이에따른중첩성은나름의효과성을기대할수있게한다.

그러나각영역별로전문화된정부조직구조는개별영역에서의효율성을기대할수는

있으나 종합적 형태의 사회적 위기관리라는 맥락에서는 부문 간의 단절로 인해 위기

상황의모니터링및신속하고적절한대응전략을수행함에있어문제를보인다. 또한

하위조직간의기능중복이가외성에따른위기관리의효과를발휘하기보다는업무

영역에대한갈등및책임의회피등에따른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는점에서위기관

리에대응하기위한정부조직구조의한계를드러내는부분이다. 여러나라의경험에

서도정부조직의분절화에따른효과적인위기관리의한계점을살펴볼수있으며, 이

러한이유에서실제로 9․11 이후미국의정부조직개편은분절화된기관을통합시키

는방향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미국의국토안보부창설이후연방재난관리청의기

능이약화되었다는입장도있어단순히분절화된정부조직을통폐합하는수준에서해

결될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절화된정부조직구조의문제와함께정부가보유하고있는자원및역량수준

의한계도지적할수있다. 과거서구여러국가들에서나타난복지국가추진의실패

경험은국가재정건전성을상당히훼손하면서도충분한성과를거두는데한계가있

음을보여주는부분이다. 국가적위기관리과정에서도마찬가지로막대한재정적자원

이소요될것으로예상할수있으며, 이에대한충분한재원및역량을정부단독적으

로확보하는것은사실상거의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또한단순한재정적자원이

아닌 위기관리를 위한 기술적 역량 및 관리적 역량 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한계를지적할수있다. 더욱이사회위험의특성으로인해오늘날모든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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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내용들이정부를포함한개별적인행위주체가갖고있는정보나위기관리방

안을넘어서는수준에서진행되고있으며, 하나의위험요소가다른사회위험의요소

로확산되는도미노현상을보인다는점에서이러한정부의단독적인위기관리방식

의 한계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 사회적 소통과 사회적 지지 확보의 한계

최근한국리더십센터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조직의성과를높이기위한영향

요인으로소통과신뢰가가장높은우선순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우리사

회에서가장미흡한부분임과동시에경제적․심리적위기를맞고있는최근의상황

을고려할때그필요성이더욱절실하다고지적하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개별

조직에한정될수없는부분이며, 우리사회의발전과성장을위해서도가장중요시되

는요소라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사회위험관리를위한사회적자본의축적이강

조되고사회적자본의핵심요소가신뢰라는점을감안한다면, 이를위한기본적인사

회적 소통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이러한사회적신뢰의형성과관련해기존의정부행정시스템에대한우리

사회의신뢰수준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실제로행정연구원의 2008년도

부패지수설문조사결과, 시민운동단체및종교단체, 언론기관등에비해정책업무

를담당하는국회및청와대나중앙정부부처에대한신뢰수준이상당히떨어지는것

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2 ]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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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에비해우리 사회의공공부문에대한신뢰 수준은다소개선된것으로

볼수있으며, 부문별부패수준에대한연차별분석결과를살펴보면 2004년에 15%

이상의차이를보이던민간부문과공공부문간의부패수준의차이가전반적인부패

수준의감소가운데 2008년에는 4%미만으로줄어들어개선효과를볼수있다. 그러

나여전히민간부문에비해공공부문에대한우리사회의신뢰수준이상대적으로열

악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 그림 3 ] 우리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연차별 비교

31.8
29.1 27.6 26.4

22.7

46.6

37.8

29.4

38.4

26.4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2004 2005 2006 2007 2008

(%) 민간부문 공공부문

사회적소통의중요성은단순히추상적인차원에서논의되는수준을넘어오늘날구

체적인정책추진과관련해서도해당정책의성패를좌우할만큼더욱강조되고있다.

예컨대, 최근에저이산화탄소․선진형생활양식의정착과경제성장이라는두가지정책

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해제시된녹색성장의구상방안역시국민과기업의충분한

소통을통한공감대확보없이는절대이루어질수없는목표라고할수있다. 서머타임

제의도입, 자전거이용의활성화, 탄소배출권거래제와같은개별정책하나하나가국

민과기업의동의와설득을통해가능할수있는부분이며이를위해사회적소통이전

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공공정책의 추진은

의도한성과를달성하지못하고사회적비용만증가시킬우려가크기때문에, 경제위기

를포함한사회위험의극복을위한공공거버넌스의운영역시이러한사회적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이러한필요성에도불구하고기존의정부행정시스템을통한효과적인사회

적소통과사회적지지확보의가능성이상당히떨어진다는점에서문제점을지적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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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직적관료제를중심으로한정부행정시스템에서의폐쇄성은정책결정및집행

과정에서의전문성과책임성제고에긍정적일수있지만, 신속한의견수렴을위한대응

성에대해서는한계를가진다. 특히현대사회의급속한다원화경향은위기관리의문제

뿐만아니라공공문제전반에대한다양한의견의수렴을통한대응성확보를위해사회

적 소통 및 지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3) 위기관리를 위한 공공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 사회적 위기관리를 위한 공공 거버넌스

앞서사회적위험의확대와내용변화등에따라사회적위기관리에대한필요성이

높아지고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관료제를중심으로한정부행정운영시스

템의한계로인해충분한대응이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위기관리를위한새로운대안적노력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며, 이와관련해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활용은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Pierre & Peters, 2000). 이미 UN이나 OECD에서는 전 세계적 개발목표의 달성 및

개별국가의경제발전, 빈곤퇴치, 사회통합과안전도모등의목적달성을위한거버넌

스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2005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UN

Global Forum은 UN 회원국의 거버넌스 역량증진과 공공행정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있으며, 거버넌스향상을위한지식의체계와역량강화및개발을위해 UN

Global Compact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사회적위기에대응하기위한협력적거버넌스란, 공적인위험관리를위

하여 “정부와시장, 시민사회가협력적으로참여하는의사결정또는의사결정의집행구

조와집행과정”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Nye & Donahue, 2000). 전통적의미에서사

회적위기관리는관리자로서의정부와피관리자로서의민간부문으로구성된이분화되

고상하수직적으로계층화된접근방법이지배적이었다. 혹은아예정부역할의필요성

을부정하면서모든책임을개인에게돌리는경우도있었다. 그러나정부의과부하문

제가제기되는가운데상대적으로시민사회의성숙과국민개개인의자기책임론이대

두되면서국가․시장․시민사회가협력적으로역할을분담하여공동의목표를집행해

나가야한다는협력적거버넌스의패러다임이새로운사회적위기관리방식으로제기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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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최근사회의급속한다원화경향과함께발생하고있는여러사회문제들에대해협

력적거버넌스의도입이그해결책으로적극적으로고려되고있으며, 앞서언급한사

회적위기관리와관련해서도협력적거버넌스의활용은핵심적대안으로간주되고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협력적 거버넌스를 주장하는입장에서도모든사회구성원이

참여해서책임을맡는중심없는네트워크(ceterless network) 거버넌스의문제해결방

식의단순적용은실질적인참여를이끌어낼수도없으며그에따른효과적인사회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그림 4 ] 위험사회의 도래와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 역할 변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위기관리라는 사회적 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논리로

해결하고자함에있어서도추가적인요소가필요하며, 그부분이바로정부에의한조

정자(mediator) 또는관리자(manager)로서의역할이다. 오늘날거버넌스의시대라부

를만큼거버넌스를통한참여의필요성이강조되었으나, 실제적용과정에서형식적

수준의참여와참여에따른정부의책임회피등많은부작용이발생하였고, 본래기대

한성과를충분히거두지못하고실패한사례를쉽게찾아볼수있다. 그러나위기관리

와같은사회적문제를해결함에있어거버넌스이외의다른효과적인방안을찾기란

어렵다고판단되며, 따라서그만큼위기관리를위한협력적거버넌스의활용이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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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성과로이어지기위한관리역량의제고가더욱중요성을갖게된다. 결국이러한

관리 역량의 제고는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위기관리를

위한정부의역할은바로위기관리를위한사회적공공거버넌스를효과적으로구축

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과 공공거버넌스

현안이되는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한직접적이고즉각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

는 것이 최우선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관리에 대한 종합적

시각에서개별정책과제들을아우르는거시적차원의국가정책방향의설정의중요

성도간과할수없는부분이며, 여기에서는공공부문효율화를통한민간의자율성신

장과사회안전망강화를통한사회적통합제고라는두가지측면에서위기관리를위

한거시적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각정책방향에따른정책을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존과는 달리 협력적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그림 5 ] 위기관리를 위한 주요 국가정책 방향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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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한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 신장

■ 경제위기 해법으로서 공공부문 효율화 논의의 필요성

최근전세계적인금융위기에대한대처방안으로서각국에서는보호주의경제정책

의강조및정부개입의확대를강조하고있다. 경제위기의진원지였던미국에서는최

근하원에서 7,870억달러에달하는경기부양책이통과되었고 2조달러에달하는금융

안정화대책을제시하고있으며, EU를포함한세계각국에서도다양한형태의보호

주의무역정책등을통한정부개입적인경제위기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과거규제개혁및시장주의개혁정책을현경제위기의원인으로지적하

며 다시금 정부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이러한최근의경제위기의대응과관련해적극적인정부개입의확대를통

한대처방안이우리나라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이는

미국과같은선진국가들과달리우리의경우에는과거국가주도의불균형발전정책

의추진에따른과도한정부개입및정부규모의확대가전제되었고, 따라서문제의

증상은유사하게보일지라도문제의원인및조건의차이가존재하기때문이다. 예컨

대미국의현재금융시장위기에대해조지소로스는 1980년대레이건정부의과도한

금융규제완화가직접적인원인이되므로다시금금융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을

하고있다. 그러나 30년전의금융규제완화가현재의금융시장붕괴에얼마나책임이

있는지논의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경우 1980년대 미국과같은적극적인

금융규제완화의경험이없었다는점에서전혀다른경제위기의맥락에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와 경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과거 1990년대 불황기에

경제 회생을 위해 12차례에 걸쳐 총 129조 엔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지만

국가채무만증대되고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한경험을고려할때, 정부의적극적인

시장개입의확대와그과정에서예산이라든지조직측면에서정부규모가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 방향일 가능성이 많다.

정부개입의확대보다는오히려정부규모의지속적인축소를통해국민개개인의

자율성과창의성이신장될수있는여지를확대하는것이더욱근본적인해결책이될

수있다. 개인및시장의활성화를통한민간부문의확대는단기적인정부의경기부양

책에비해정책효과의발생에있어더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으나, 지속적이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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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위기관리전략으로서더욱긍정적일수있다. 현재의경제위기가과거 1997년

의 외환위기 때와 같이 급속한 경제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장기적인위기상황에대비할수있는근본적해결방안이필요하다. 공공부문

효율화의필요성은이러한민간부문의활성화라는관점에서위기관리를위한중요한

방안이될수있다. 실제로최근한일간지의주요 CEO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 현

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정책과제의최우선으로공공부문개혁의추진을들고있

다는점은중요한시사점을준다. 그러나이러한공공부문효율화에대한논의가단순

한양적규모에대한논의에머물러서는안될것이며, 사회적위기관리를위한개인과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신장하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부문 효율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008년 1월의정부조직개편부터시작된새정부의공공부문개혁의노력은 56개에

달하던정부부처를 45개로줄이고, 3천여명에이르는공무원정원을감축하였으며,

지난정권말 570개가넘었던각종위원회를정비하여그절반에달하는 273개를폐지

하였다. 이와함께공공기관선진화방안의제안을통해공적자금지원기관 14개를포

함한 319개에 달하는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08년 8월부

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방안을 통해 108개

공공기관중 38개 공공기관을민영화하고 38개 기관은 17개로 통합한다는계획을제

시하였다. 이러한조직규모의축소와함께적극적인규제개혁활동을통한정부개입

의축소노력을살펴볼수있으며, 2008년 한해에만총 1,795건에달하는핵심정책성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총 1,249건의 규제개혁 정비 목표 중 96%에 달하는

1,20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 개입의 정도를줄이고자

하였다. 특히재계에서건의했던과제중처리된건수가총 321건으로, 지난정부에서

5년 동안 처리된 건수보다 더 많은 과제를 수용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Session 5-113

[ 표 2 ] 최근의 공공부문 효율화 노력

항 목 내 용

정부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 2008년 1월, 정부조직개편 : 56개 정부 부처 -> 45개로 축소

- 중앙공무원 정원 3천명 축소

- 각종 위원회 정비 : 570개 위원회 -> 273개 폐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

- 1단계 :총41개기업대상,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경영효

율화의 4대방향

- 2단계 : 총40개공공기관대상, 29개기관통합(R&D, 정보통신등공공기관의

통합계획등)

- 3단계 : 총 30개 공공기관, 10개 민영화, 2개 경쟁도입 등

- 4단계 : 총 69개 공공기관의 정원 조정, 최소 10% 이상의 삭감

- 5단계 : 공공기관 출자회사 130개 자회사의 민간 매각 및 청산

규제개혁
- 2008년 총 1,795건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총 1,249건의 규제개혁 정비 목표 중 1,202건의 규제개혁 달성(96%)

예산절감

- 중앙정부 예산 절감 : 작년 2조원, 올해 18조원 절감

- 지방 일반회계 예산 감축 : 작년 12조원 절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조조정 : 작년 예산 728억원 절감

- 연기금 구조조정 : 60개 연기금 사업비 및 경비 10% 감축

- 공기업 임원 인사 및 급여 수준 조정

그러나이와같은공공부문의개혁노력에대한문제점도지적되고있으며, 공공부

문개혁에대한입장에따라충분한개혁이이루어지지못했다는비판과함께과도한

민영화및규모축소에따른공공성의저해를지적하는비판의입장도동시에나타나

고 있다. 즉,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한 공공부문

인력의감원계획이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결과와정치권및이해관계집단에

의해축소된공공부문개혁방안에대한실망을표시하고있으며, 한편으로는경제위

기의어려움속에고용의상당부분을담당하던공공부문의축소는더욱위기를가중

시킬뿐이라는지적과함께공공부문의축소및민영화는특정집단의이익챙기기라

는 부정적인 의견도 팽배한 상황이다.

이러한공공부문개혁을둘러싼입장의갈등은결국경제위기를포함해우리사회

전반적인위험관리를담당해야할정부의역할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지못하는결

과로나타나고있으며, 정부규모의크기를넘어서공공부문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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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통의 문제 인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국가경쟁력에대한국제지수를통해서도여실히드러나고있으며, 거시적인차원

에서 WEF국가경쟁력지표에따르면국가경쟁력을측정하는모든분야에있어한국

의 국가경쟁력은 최근 들어 순위가 하락하여 2007년도에 11위였던 것이 2008년에는

13위로떨어졌으며, IMD 국가경쟁력중정부행정효율(Government Efficiency) 순위

는 2006년 이후 지속적 하락하여 2007년 31위에서 2008년 37위로 조사된 바 있다.

■ 공공부문 효율화 정책의 접근법과 전략

이명박대통령이이미당선자시절에공공부문개혁과관련해언급하기를, “지금은

관(官)이 주도하고처벌하는시대가아니다”라고하였다. 공무원이민간서비스를활

성화하는 “도우미”가될것을강조한이명박대통령의공공부문개혁방안은일차적으

로공공부문의효율화제고를통한시장의활성화와이를통한성장과민생회복을추

구하고있다. 향후공공부문개혁의과제역시, 이러한공공부문효율화의제고에초점

을맞추되최근의경제위기등을고려해사회적인부담을최소화하는수준에서성공

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개혁과제의내용으로, 첫째, 규제개혁과제의지속적발굴과개선노력을

통한정부개입의수준을전반적으로축소해야하며, 이과정에서민관협력을통해축

소되는정부역할의공백을최소화해야할것이다. 기존의공공부문개혁의노력이정

부조직및인력의양적축소를중심으로진행되었다면, 향후공공부문개혁의방향은

실질적인정부업무의축소를강조해야할것이며이러한노력은정부규제의정비를

통해수행될수있다. 2009월 2월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등록되어관리되고있는

총규제건수가 5,201건에달하고있으나, 이러한등록규제가정부의개입수준을모두

설명해주고있는것은아니다. 정부의정책적개입이너무나당연시되어있는우리사

회의현실에서개인의자율성을높이고민간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실질적인규

제개혁과제를새롭게발굴하고개선해야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또한축소

되는정부역할에따른공공책임의공백등을보완하기위해공공부문개혁과정에서

도정부단독이아닌민관협력의필요성이제기된다. 예컨대, 기존의정부규제를완화

하고폐지하는경우에도민간시장의자율적규제노력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여협력

하는 공동규제(co-regulation)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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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부문의조직및인력재배분을통한행정수요에의적절한대응이이루

어져할것이다. 최근의공공부문개혁에대해부정적인입장에서는공공부문의개혁

이우리사회의공공성을저해할것이라고지적하고있으며, 실제로공공부문에대한

상당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를비롯한각종사회적위험이증가되는상황에서이에대처하기위한공공

부문의역할이증가되어야할것이며, 이러한부분에요구되는추가적인인력및자원

의확보는불필요한정부개입을축소하고관련공공부문의인력및자원에대한이동

배치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정부조직 개편 및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모두이러한맥락을반영하고있으나, 단순한규모의감축에초점이맞춰져원래

의도한정책목적을충분히달성하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향후공공부문개혁과정

에서의 강조점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과의 경쟁이 이루어지거나 경쟁이 예상되는 공공부문에 대

한민영화계획을충분히검토하고선별하여적극적인추진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

다. 2008년 8월의제1차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는산업은행및공적자금이투입된대

우조선해양 등 총 27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조율하였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여파로 인해 민영화계획은 거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2009년 1월의제5차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는이전정권에서한번도검

토되지못했던공공기관의출자회사에대한정비계획을내놓았고, 여기에서도대상기

관의절반에해당하는 130개기관에대한민영화계획을제시하였다. 공기업의민영화

는공영화를통해다시복구될수없는최후의개혁수단이라는점에서, 그리고최근의

경제위기에따른실업증가등의사회적불안에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는점에서

현재보다더욱충분한논의가필요한부분이다. 그러나민간부문의여력이존재하고

충분히민영화의실익이존재한다고판단되는일부공기업에한해서만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이다. 민영화대상에포함시켜놓고시기만엿

보다다시금원래대로회귀하는과거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는이러한민영화계

획의 철저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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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성 제고

■ 사회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지난세기에추진된불균형성장정책에의해상대적으로낙후된국민들의삶의질

과공정성을증진시키기위해지금까지수준보다더많은공공서비스의수요가존재

하고있다. 또한저출산과고령화에따라미래에새롭게요구되는공공서비스의부분

도고려할경우, 급증하는공공서비스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한공공서비스공급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늘날대다수의국민이가장크게인식하고있는위험의내용이바로실업과빈곤,

빈부격차등의사회경제적위험이라는점에서공공서비스의공급을통한사회안전망

확보가사회적위기관리와관련해가장우선시되어야할부분으로판단된다. 물론공

공부문의효율화과정에서가장먼저축소되는부분으로사회복지예산을들수있고,

상당수의서구선진국에서공공부문개혁의일환으로서사회복지예산의축소를주장

하고있다. 그러나이들서구선진국에서는이미 6-70년대를거쳐복지국가를경험하

면서어느정도충분한사회안전망의구축및사회복지서비스의공급이이루어졌지만,

우리의경우는여전히국가총생산량에서차지하는사회복지예산의비율이 OECD 국

가평균의 1/3에도채미치지못하는현실에서공공부문의효율화를핑계로사회안전

망 강화를 소홀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개인과시장의자율성을강조하는사회적흐름속에서더욱위험에취약한사

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 노력은 해당 개인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그러한위치에처할수있음을우려하는우리사회구성원모두에대해긍정적인효과

를발생시킬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사회적위기극복을위한기본전제로서사회

안전망의강화가요구된다. 사회경제적위험에대해국민들이불안해하지않고또다

른 사회위험의 관리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회안전망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약자에대한공공서비스공급을통한사회안전망구축의필요성은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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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들이경제위기등의사회적위험에더욱심각하게노출되어있기때문이

라고할수있으며, 특히민간시장의활성화를통해개인적차원에서이러한사회위

험에대처할수있는능력이사회적약자들의경우월등히낮다는점에서공공부문의

역할이 요구된다.

[ 표 3 ] 최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

대상집단 내 용

근로빈곤층

- 직업훈련기회를 확대

- 구직기간동안 생계비 지원

- 긴급복지비(08년 378억 원 -> 09년에는 489억 원으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시행

취약계층의
자녀

- 장학금 확대(근로장학금 : 08년 6,500명 -> 09년 36,500명)

-방과후학교지원(자유수강권지원대상: 08년기초수급자->09년차상위계층)

- 학교 급식비(방학중 결식아동 지원)

- 저소득층 유아(만3-5세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실업자

- 실직자 생계보장 및 재취업 지원

-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취업애로 계층 특성별 맞춤지원

- 청년인턴 채용 확대 (중소기업인턴 25,000명, 중앙부처인턴 5,200명,

지자체인턴 5,640명, 공공기관 인턴 10,200명 등 54,000명)

노인

- 일자리창출

-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 요양서비스 확대와 제도적 보장을 위해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준비

-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

- 독거노인 one stop 지원센터운영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통한주거환경개선및독거노인의안전지킴이사업

청소년

- 1388청소년전화

-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

- 공부방확대에 대한 홍보 강화

- 이동식 상담소 운영

-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운영

문제는이러한사회안전망을통한구제의필요성이발생하는사회적약자의규모

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이며, 특히기존의사회안전망시스템에의한관리

에서배제되는사회적약자의규모역시함께급증하고있다는점이다. 실제로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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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족부의자료에따르면, 2000년기준으로 95만 8천명이었던등록장애인의규모가

2007년 상반기에는 208만 7천명 수준으로두 배이상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의규모도 2003년에 137만 명이던것이 2007년에는 155만 명 수준으로근 20만 명이

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이와함께최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결과에서는경제

위기상황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또는고용보험의혜택을받지못해사회안전망의사

각지대로몰리게될가구의규모가불과 2년사이에두배이상급증할수있음을지적

하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막대한재정예산의확보가최근의가장

시급한문제로제기되고있으며, 이와관련한2009년도추경예산안의규모만 10조원을

넘어설것으로파악된다. 금융위기극복및경기부양을위한막대한예산의확보와함

께사회안전망의강화를위한예산을어떻게마련할것이며, 경제위기극복성패에상

관없이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접근법과 전략

경제위기에서비롯된우리사회전반의사회위험의확대는사회적약자층에대한

사회안전망을더욱강화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으나, 이러한사회복지에대한공공서

비스수요의확대는가뜩이나어려운재정상황에서정부과부화에따른문제를발생

시킬수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협력적거버넌스를통한저비용고효율의

사회안전망강화노력이대안이될수있으며, 이는현정부의능동적복지달성을위

한정책과제와도부합한다고할수있다. 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구체적인접근방법

및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부처별로 운영되는 파편적인 형태의 사회안전망을 연결하여 통합적인 사회

안전망구축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고용, 보건, 교육등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공

공서비스의내용이각기다른부처와공공기관을통해개별적으로운영되는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그물은엉성해질수밖에없으며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가확대되는부

정적결과를낳게된다. 물론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방안은각

개별공공서비스의수혜범위를확대함으로써전체적인사회안전망의범위를확대하

는것일것이다. 그러나가용재원의한계로인해공공서비스의규모를전면적으로확

대하는것이어려운상황에서차선의방안은개별공공서비스공급시스템의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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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중복적인수혜를최소화함으로써전체적인공공서비스의수혜가능성을확대하

는것이라고할수있다.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의관점에서, 관련된사회서비스

를통합된기관에서전달하는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는것이행정의효율성과시민

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능동적복지개념의충실한사회안전망의강화를통해각개인및가구의특

성을 고려한맞춤형 공공서비스의 공급이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안전망

구축과정에서정부의공공서비스공급은수혜자의입장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획

일적인방식으로진행되었다는점에서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공급자위주의공공

서비스공급방식은집행과정에서의행정적효율을달성할가능성은있으나수혜자

가요구하는적절한내용과수준의공공서비스공급에한계를보이며, 이과정에서공

공서비스공급을위해소요되는예산규모에비해낮은효과성을발생할수있다. 앞서

제시한통합적사회안전망의구축전략이서비스수혜자인국민들에있어서는맞춤형

사회안전망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방식으로구조화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이

를위해서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있어수혜자의선택(choice)의 기회를확대하는것

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유아복지서비스제공에있어공급자인어린이집에 대한보조

금확대보다는구매권의확대를통해부모의선택에따른효용을더욱제고할수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변화에따른새로운공공서비스의수요에대응함으로써사회안전

망의구조적인변화를시도하여야할것이다. 이는최근에급속하게변화하고있는사

회구조를감안하여기존에우리사회가갖고있던사회안전망의구조를재조정하여

사회위험의사각지대를축소시키는효과를보일수있다. 예컨대우리사회의경우최

근급속한고령화와저출산경향으로인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노령인구의비율

이상당히급증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이들에대한공공서비스의수요는계속적

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들노령인구가사회경제적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사회안전

망을구축하는작업역시이들에대한공공서비스공급의내용및수준을적정화함으

로써가능할수있다. 이와 함께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전환, 여성 근로자비율의

증대, 다양한사회적소수집단의발생등의부분도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사회변

화의상황에서사회안전망의구조를재조정해야할필요성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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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천 과제

앞서위기관리를위한주요국가정책방향으로서공공부문의효율화와사회안전망

의강화를지적하였다. 그리고이러한정책방향을추진하는과정에서정부를비롯한

기업과시민사회의각부문마다스스로의역량을제고하고부문간의협력을통해효과

적인위기관리를달성할수있는협력적거버넌스의구축이더욱강조되어야할것이

다. 이와관련해다음에서는위기관리자로서정부의실천과제를논의하기로하며, 협

력적거버넌스의효과적인구축과운영을위한국민과정부간의소통의활성화와정부

내부의정책결정및집행체계의효율화가바로그것이다. 네트워크사회에서정부의핵

심역량으로논의되는다양한정책도구나민관네트워크를통한새로운해결책의전향

적강구, 민간부분파트너들과의협력관계구축노력, 창의적인자원조달방안강구, 네

트워크관리를위한핵심역량개발역시이러한소통의활성화와정책결정및집행과정

의 효율화와 밀접히 관련되는 부분이다(Goldsmith & Eggers, 2004). 이러한 두 가지

실천과제는직접적으로특정사회위기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볼수는없으나우리

사회의위기관리역량제고를위한가장기초적인전제요건으로서개별정책대안들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그림 6 ]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실천 전략



Session 5-121

1) 국민과 정부 간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활성화

■ 제도적 공론장의 활성화

정책네트워크를통해사회적소통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소통이이루

어질수있는공론장의마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위기관리라는맥락에서공론장의

역할은우리사회의위기상황을인지하게하고문제점을진단하며, 위기극복을위한정

책적대안들에대한논의가진행될수있는공간을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렇다

면오늘날우리가겪고있는최근의경제위기를포함한사회적위기의대응과정에서

공론장이제역할을하지못하고사회적소통의한계를드러내게된이유는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의공론장은중앙집권적이고일방향적인형태의소통만이이루어졌다는

점에서국민여론을충분히수렴할수있는기능을수행하지못했다고할수있다. 이

는 사회적 소통을 정책 홍보와 동일시하는 관료적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신속한정책결정및집행을강조한나머지국민여론을통한충분한피드백을

받을여유가부족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둘째, 시대의변화에도불구하고공공

정책과관련한사회적공론장의형식이크게달라지지못하는구태의연한모습을보

이고있다는점이다. 최근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취임식날백악관의유투브채널을

공식으로 개통하였으며, 첫 주례 연설을 유투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파하여, 며칠

사이에 33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최근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한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 연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43.7%),

하는줄몰랐다(26.5%) 등 전체의 70.2%가관심을보이지않았다는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볼수있다. 이보다심각한것은라디오주례연설보다훨씬더사회적관심을받

지못하는공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등이여전히대표적인정책공론장으로서정부

에게인식되고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공론장이갖고있는문제점으

로제도화되지못하고일회성으로사라지거나제도적관심에서벗어난공론장이많다

는점이다. 앞서언급한유트브를이용한공론장의활용등은오히려우리가더앞서

있는부분이며, 인터넷을통한국민과의대화및토론방의운영등은이미과거에경험

한내용이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노력들이일회성전시행정으로그치는경우가많

았으며상시적으로제도화되지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관심에서 벗어난



Session 5-122

다양한공론장들에서정부의정책방향과는상치되는이들나름의또다른사회적공

론이형성되어갈등을야기하는부분도제도화되지못한공론장으로인해빚어진문

제라고할수있다. 최근의미네르바사태등이이러한비제도화된공론장의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위기극복을위한우리사회의공론장과관련한문제를해결하고사회

적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다양한형태의공론장을제도화하여제도적차원에서포괄할수있는공론장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의미하는 공론장의 확대는 단순한 규모적 차원을

넘어공론장에참여하는사회구성원의범위가확대되어야함을포함한다. 기존의문제

점으로지적된소통의정치라는것이주로선별적인사회구성원에대한참여만을인정

하고나머지를배제하는과정에서불거져나왔다는점에서참여자의범위를확대하고

이들의제도적참여를뒷받침하는것은소통에서배제된집단의비제도화된방식의소

통에서발생하는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 이를위한구체적

방안으로우선현재우리사회에존재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공론장을파악하는작업

이필요할것이며, 이들가운데높은사회적파급력을갖고있으나정부의관심에서배

제되어있는공론장에대한참여및지원활동을수행해야할것이다. 예컨대기획재정

부나금융위원회웹사이트에아고라의 “경제토론방”을링크시키고토론에필요한자료

들을정부차원에서지원하거나관련공무원이토론방에직접참여해의견을제시하는

등의활동을통해이러한공론장을제도화한다면, 기존에배제되었던사회적공론의수

렴과함께사회적공론장에서정부정책에대한이해와지지를확대할수있는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문별또는대상집단별공론장을연계시키는작업을정부가주도함으로써

다원화된사회적공론장의의견조율및통합을도모해야한다. 현대사회의특징으로

급속한다원화경향을지적할수있으며, 이러한모습은미래사회로갈수록더욱확산

되어 사회의파편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공론장의 활성화라는

맥락에서도부문별또는대상집단별로다원화되어구축․운영되는기존의공론장들

간의갈등을쉽게찾아볼수있으며, 정부는상황에따라이들가운데정책적활용도가

높은 공론장들을 선별하여 정책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더욱 사회적 소통의 문제를

가중시킨부분도고려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과정에서배제된정책공론장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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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해당정책의성패를좌우할만큼중요성을가지고있으며, 배제된영역까지포괄

하여다양한공론장들을연계하고이들의적극적참여를유인할수있는방안의마련

이필요하다. 예컨대최근의잡쉐어링(job sharing)을위한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의

경우에도우리사회의각부문별공론장이고용창출이라는목적을위해연계된형태

의상위공론장을정부가이끌어낸결과라고볼수있다. 그러나민주노총과같이정책

성패에심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공론장의주체가배제된부분은정부의노력

여하를떠난한계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 이러한맥락에서영향력있는공론장의주

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네트워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제도적공론장의활성화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법질서

준수및사회적원칙을강조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적극적인소통의과

정에서도법질서확립을통한정부신뢰의제고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법질서확립과

국가경쟁력사이에는강한정의관계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실제로법질서준

수수준과국민소득간의통계적상관관계가제시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법질서확

립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 사이에는 정부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매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소통의활성화와법질서확립은우리사회와정부

정책에대한신뢰를증진하는데동일한기여를한다고볼수있으며, 한편으로소통의

활성화를통해사회적신뢰를제고하기위해서는법질서확립을통한정부신뢰의제고

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흔히우리는 “떼법”이라는표현을통해법질서와원칙을무

시하는실수를저질러왔다. 이러한모습은사회적소통의바람직한모습이라고볼수

없으며, 사회적소통의활성화가진정한정부신뢰의제고와사회적신뢰의증진으로

이어지기위해서는소통의결과가법질서와원칙에부합할수있도록일관된소통전략

을 취할 필요가 있다.

■ 정책고객관리(PCRM) 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정책고객관리(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경영학에서

논의되는고객관계관리(CRM)이라는기업경영적방법론을정책과정에도입한것으

로, 과거여론조사기관이나전문가들이많은비용이나시간및인력을투입하여파악

하던국민의의견을컴퓨터시스템을통해즉각적이고간단한방법으로살펴볼수있

게한다. 이를통해정부는보다여론에부합하는정책을시행할수도있을뿐만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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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책을이해하지못하는국민들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정책설득을꾀할수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4년 12월부터

PCRM통합시스템(PIMS)이 보급되어운영되기시작하였으며, 지난정부에서는시스

템 도입 초기에 국정홍보처가 주도하여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PCRM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정부의 PCRM시스템의활용은제도도입초기에

의도하였던국민을대상으로행정서비스의품질제고를달성하고원활한커뮤니케이션

을추구하며, 국민참여를극대화하고자했던목적에대해충실히부합하고있지못한

것으로파악된다. 이와관련해몇가지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첫째, 정부의 PCRM

시스템의활용이주로정책고객DB의규모, 이메일발송횟수, 이메일확인건수, 설문

응답률 등의 양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 도입

초기에관료사회의적극적인시스템구축과활용에유인이될수는있겠지만, 이로인

해실질적인정책고객과의소통목적이오히려뒷전으로밀리는부작용을발생시키는

원인으로작용하였다. 둘째, PCRM을이용한데이터관리에지속적인노력이이루어지

지못했으며, 실제데이터를관리하고활용하는공무원들에대한교육등을통해충분한

역량 증진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점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책고객의 데이터를

즉각적으로업데이트하고관리할수있을만한시간이나재원의여유가충분치못하고,

이로인해 PCRM에서강조하는고객세분화와이에따른맞춤형행정정보및서비스의

제공은거의불가능하게된다. 셋째, 개별정부부처의 PCRM시스템을통한데이터가

실질적으로부처간에공유되거나통합관리되지못함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이다. 개

별정책고객이필요로하는정부정책정보나서비스는상당수가다양한부처간에공유

되고있다는점에서개별부처차원에서의고객관리가해당정책고객에대해얼마나실

질적인정보를줄수있는지확신하기는어렵다. 마지막으로, PCRM시스템을활용하면

서도주로일방향적인의사소통만이이루어졌다는점이다. 대부분의경우, 단순한정책

의홍보대상이나혹은고객만족도조사를위한대상목록으로서 PCRM의정책고객DB

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에서 고객관리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이러한문제점에대한향후개선방안은어떠한것들이있을까? 특히사

회적위기관리를위한소통의활성화라는차원에서고려할수있는몇가지방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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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고객 DB를구축함에있어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인형태의노력이담

당자를포함해정부전방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기존에는주로특정목적으

로인해해당부처의웹사이트를방문하거나민원등을신청하는시민들에대해이들

을 정책 고객으로확보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에는 대상 정책고객들이

활동하는공간을먼저찾아가서이들을정책고객으로편입시키고관리하는노력이필

요하다. 예컨대, 재정경제부에서는인터넷에존재하는수많은경제토론방이나인터넷

카페등과제휴하여해당토론방에참여하는시민들을정책고객으로확보할수도있

을것이며, 기존의방식으로확보할수있었던정책고객에비해보다활동적이고영향

력 있는 정책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다.

둘째, 각 부처별 PCRM을관련부처와공유하여관리함으로써관리비용도절감하

고보다효과적인정책고객관리를수행해야할것이다. 실제로유사한기능을수행하

는정부부처의경우에는거의유사한정책고객을확보하고있는경우가많으며, 이들

에대한관리가개별부처에서폐쇄적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여러부처를통해관리

되면서상호공유될때비용절감은물론이고정책고객 DB의 수준도높아질것이다.

이를위해현재의개별부처차원이아닌정부업무부문별로 PCRM을위한정책고객

DB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객 세분화 노력을 충실히

함으로써통합된 DB를바탕으로도보다세분화된정책정보및서비스의공급가능성

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방향적소통의목적에서 PCRM의활용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기술적 접근성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PCRM의기본목적이고객으로부터의의견수렴이라는점을감안할때, 기존의활용

방식은일방향적인홍보나행정편의를위한업무등에치중했다는지적을할수있다.

따라서정책입안전에요구되는의견수렴의과정에서다양한정책고객의의견을수

렴할수있는설문조사등의활용을더욱활성화하여야할것이며, 이를위해정책고객

DB에대한개별공무원의접근성은물론이고DB를활용하기위한 IT 시스템에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도록 기술적 교육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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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정과 연계된 소통 시스템의 전략적 활용

소통의활성화와지지확보라는측면에서앞서제도적공론장의활성화와정책고

객관리노력을제시하였다. 이와함께마지막으로고려되어야할부분이이렇게형성

된공론장의국민여론과정책고객의의견들이구체적인정책과정에서실질적으로반

영됨으로써 사회적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선순환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활용방안이다. 기존의관료제를중심으로한정부행정시스템에서는정책소통에대

한큰의미가주어지지않았을뿐더러사회적소통의결과가실질적으로정책과정에

반영되지못해정책산출결과와정부-국민간의소통결과가괴리되는문제점을보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무조건적인 시민의 참여나 소통의 강조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 결과에 대한

효율적활용방안에대한인식이우리시민사회나정부에있어부족하였다는점이다.

다시말하면, 무한정으로쏟아져나오는각종의견들에대해최대한내놓고이것이관

철되기를바라는시민사회와최대한많은의견들을이끌어냈다는것에만강조점을두

는정부의입장에서다양한의견들을어떻게조율하고효율적으로정책과정에반영할

것인지에대한시스템적인논의가부족했다는점이다. 둘째, 소통의강조로인한국민

의의견수렴확대가정책업무를직접적으로수행하는정부관료에있어상당한업무

부담을준다는것이다. 단순히수동적으로주어지는의견들을정리하는데만도상당한

업무부담을느끼는데소통을확대하기위해새로운의견들을적극적으로찾아내라는

주문은업무시스템의개선이전제되지않는한정부관료에대해소통에대한부정적

인식만을강화시키고업무부담만증가시킬위험성이있다. 셋째, 소통의결과로바탕

으로정책과정에수렴하여그에따른정책산출물이나왔지만, 소통에서배제된일부

집단의 반발로 전체 정책 추진이 좌초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에서살펴본정책과정으로연결되지못하는소통의문제들과관련한몇가지구

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적 소통의결과를한단계걸러주고(filtering) 조직화할수있는정책공

동체(policy community)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법이다. 일반적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소통이중요성이높아지고이를가능하게하는 ICT 기술등이활발히개발되고있

지만, 여전히정책과정에서여론을주도하고개별정책의내용을구성함에있어심대

한영향력을미치는관련직능단체및시민단체를포함한이해관계자들에대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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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접근이중요하다. 구체적인방안으로직능단체및관련이해당사자집단과해당정

부기관과의상시적인연계체제를형성하고이들을정책입안시의설명회나공청회

등을 포함해 정책 자문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이러한 자문단이 주로 전문가

중심이었다면정책공동체를통한접근방식은전문성보다는대표성및대응성에초

점이맞춰진다고볼수있으며, 정책의기술적실현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을검

토하기보다는정치적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에대한검토와이에따른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과정별로맞춤형소통전략을활용할수있으며, 이에따른구체적활용

수단과 관리 전략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2009년 2월, OECD/

KOREA Policy Centre에서 제시한정책과정에따른온라인참여의비교분석틀은정

책소통의 한 방안으로 온라인 참여에 초점을 맞춰 각 정책과정에 따라 어떻게 소통

결과가반영될수있으며, 이를위한기술지원및장애요인과성공요인의내용을보여

줌으로써이에대한시사점을주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각단계마다적절한정책공

동체의 구성이 차별화되게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소통 관리 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

[ 표 4 ] OECD/KOREA Policy Centre의 정책과정에 따른 온라인 참여 비교분석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아젠다 설정 분석 정책 형성 정책 이행 정책 모니터링

목
표

정책형성 필요
인식 및 문제점

파악

아젠다에서 제안된
정책아이템의
문제점과 가능성
등을 명확히 규명

실행 가능한
효율적 정책
수립

법, 규정, 지침
및 이행방안 등

개발

정책의
이행사항 평가
및 검토

기
술
지
원

정책이슈알림
서비스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방

용어체크
전문가 의견수집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방,
전자청원,
전자투표

일상언어 체크
전자시민

배심원, 이메일
배포 명단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방, 이메일
모니터링,
전자투표

장
애
요
인

시민제안이 직접
정책결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에
대한 우려

관련 분야 전문가
선정의 어려움

정책 영향
집단의 인식 및
이해 제고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

수집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조직

성
공
요
인

공개적이고
투명한 아젠다
선정 과정

전문가의견도과정의
투명성을제고

정책의 폭넓은
수용

정책 시행의
투명성

정책이행사항
및 모니터링의
투명성

(출처: OECD/KOREA Policy Centre,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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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소통결과의효과적인정책반영을위해정책담당자의역량강

화노력이기술및제도적측면에서지원되어야할것이다. 특히개별공무원들의 ICT

기술활용능력의제고및관련시스템의구축및개선노력은정책소통의확대요구

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정책소통이이루어질수있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시민만이아니라

중앙부처의공무원들까지실명과소속을밝히고온라인토론에참여하여정책소통을

가능하게한핀란드의 “Otakantaa(Share Your Views with Us"프로그램사례는개별

공무원에대한 ICT를통한소통의기술과이를가능하게하는제도적지원노력의중

요성을보여주는부분이다. 이러한 ICT기술등의활용능력뿐만아니라정책소통의

결과를어떻게정책과정에반영할수있는지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거나업무

평가등의기준에서이를적용하는방안도정책소통의결과를개별공무원이구체적

으로정책과정에서반영할수있도록하는역량강화방안의하나로고려할수있다.

2) 정부 내에서의 원활한 정책결정 및 집행 체계 구축

■ 원활한 위기관리 조정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그동안우리사회의위기관리시스템과관련한비판의핵심은위기관리에대응하

는정부기능이주로여러부처에중복되어있고분산되어있어산발적이고단기적인

위기대응만이가능했다는점이다. 이러한비판은그동안여러차례위기관리시스템

을일원화하고자부단히노력했던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해결되지못하고

있는식품안전행정분야의위기관리체계구축과관련해서도쉽게이해될수있는부

분이다. 물론위기관리시스템의반드시하나의기관이나부처로일원화되어야하는것

은아니며그특성상위기관리시스템의중첩성이필요한부분이있으나, 한편으로위

기관리책임의분산으로인한부정적측면이우리사회에서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위기관리 시스템과관련해 제기되는또 다른 문제는 전략 및정책적

차원의정부조직이매우빈약하다는것이다. 대부분의위기관리정부조직은하부부서

나하위기관에서담당하고있거나정부산하기관이전담하는경우가많다. 이는사회위

험에대한인식이주로기술적이거나기능적인차원의문제로인식되었기때문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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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식또한기술적이고기능적인방식을통해위기관리를수행하고자하였기때문

으로파악된다. 위기관리를위해투입되는자원에비해사회위험수준이충분히감소

되지않는주요한원인으로종합적인위기관리전략을구축하고운영할수있는최상

위의 전략적 대응체제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월신년국정연설에서비상경제정부를선포하고청와대지하벙커내에일명

‘워룸(War Room)’으로불리는 ‘비상경제상황실’을설립한것은최근의심각한경제위

기상황에서대응하여종합적인위기관리전략을구축하고운영하기위한최상위전

략적대응체제의필요성을반영한결과로볼수있다. 그러나아직이러한비상경제상

황실이아직제기능을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으며, 기존의정부조직체계에

서도충분히할수있는역할을하고있어그차별성이떨어진다는비판을받고있다.

최근의경제위기의문제뿐만아니라국가적차원에서종합적이고전략적인위기관

리시스템이새롭게구축되어야할필요성에대해서는오늘날더욱심각해지는사회

위험의발생과함께이에대응하는우리사회의위기관리시스템이적절하지못하다

는인식이사회전반에팽배하기때문일것이다. 다음에서는이러한종합적이고전략

적인위기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방안에대한몇가지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위험의종합적연계성을고려하여다양한위기관리주체가포함된전략

적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성이필요하다. 오늘날 사회위험은 단순 위험에도불구하고

그하나의영역에서만머무는것이아닌다른사회위험으로확산되는도미노현상을

쉽게찾아볼수있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분석에따르면, 대다수의사회위

험이 3개이상의다른위험요인과밀접하게관련이있다는것을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종합적인위기관리를위해서는이러한다양한위험요인에연계된다양한행위주체의

협력 및 참여가 최상위의 전략적 위험관리 시스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상위의종합적인전략시스템의구축과정에서실무적인집행기능을담당

하는집행기관과의연계를강화하기위해, 차상위수준에서의위기관리시스템의구축

및운영이보완되어야할것이다. 특히다양한참여자를통해구성되는최상위의협의

체 기구의 정책 결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좌할 수 있는 실무적

정책시스템의필요성이더욱커진다. 또한위기관리시스템의특성을감안할때지속

적이고 충실한 모니터링의 활용이 정책 방향 및 전략의 설정에 있어 관건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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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이러한 모니터링을 담당할 실무적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에서 지난 2007년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따른 사회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Social Exclusion Taskforce의 정부 내 연계 활동

(cross-government work)에주목할필요가있다. 물론조직구조의특성에따른차이

점을고려할수있으나, 우리의경우에도최상위위기관리조직이실제위기관리정책

을추진함에있어해당부문별전문집행조직과의관계에서보다충실한협력적관계

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7 ] 영국의 Social Exclusion Taskforce의 정부 내 연계 활동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이 유연

성을가질필요는있으나상시운영되면서위기관리를위한학습시스템을구축해야

한다는것이다. 오늘날사회위험의특성은너무나복잡하고다양하게사회구조적측

면과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위험요소가극대화된위기상황이해소되었다고해서해

당위험요소가완전히소멸되었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며이에대한지속적인관리

가요구된다. 따라서위기상황의수준에따라최상위위기관리시스템의운영수준을

유연하게적용할필요는있으나, 이들위험요소를관리하기위해지속적으로운영되어

야할것이며미래위험발생가능성을줄이고위험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

학습노력을제도화해야할것이다. 최근경제위기에대한대응방식을살펴보면과거

1997년 IMF외환위기상황에서시도되었던정책방안들이특별한검증없이다시새

로운대책으로발표되고있는것을쉽게찾아볼수있다. 물론위기상황에서실제효

과를발휘했던정책방안을다시사용하는것이문제가될수는없지만, 그러한효과에

대한객관적검증및더나은대안의가능성에대한검토가지속적인학습과정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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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간 정책 협력 제고

한계적지방분권과중앙집권적정책구조는국토면적이좁고국가주도적사회발

전전략을채택하였던우리의상황에서는상당히긍정적인측면도발견할수있다. 그

러나 한편으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화되고 집권화된 정책 추진은

긍정적인성과보다중앙과지방의단절로인한정책의실패를가져올가능성이많다.

예컨대전정부적인규제개혁의노력이지자체수준으로확산되지못하는이유중의

하나가중앙정부에대한규제개혁방침과지방정부에대한규제개혁방침이동일하게

적용되고있기때문이며, 각지방정부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개혁방침이획일적

으로지시되고있기때문이다. 이과정에서개별지방정부는본래의도한정책방향과

다른왜곡된형태의정책집행을수행할수도있으며, 실질적으로도움이되지못하고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

한편부적절한지방분권에따른부정적효과에대해서도지적할수있다. 이는지

방분권의의미를중앙과지방의단절로받아들이고이들간의적절한협력관계가형

성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들과관련한부분이다. 예컨대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각지방정부의자금지원등정책적노력은중앙정부의종합적인중소기업정책

지원방안과연계되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정책적단

절로인해중복지원의문제등공공부문의비효율적인정책대응의문제가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위기를 포함해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중앙정부의전략적대응방안이실제현실에서효과적으로적용되기위해서는정책집

행을담당하는지방정부의적극적인협력이없이는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다음에

서는우리사회의위기관리를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협력제고와관련한구

체적인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방정부에대한분권과권한위임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중앙정부에서

결정한전략적정책방향을크게훼손하지않는수준에서각지방의상황에적합한정

책적변용가능성을보장해야할것이다. 단순히법적규정을통한분권과권한위임이

아닌실제정책집행과정에서유용한지침및방안을마련하여지방정부에대한분권

과권한위임을시도해야할것이다. 한편이러한정책업무의분권화와권한위임범위

의명확화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뿐만아니라지방정부내에서도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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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기초자치단체간의관계에서도명확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실제조사결과, 광역

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의기능중복이상당히심각한것으로나타났으며, 광역자

치단체사무중중복사무비율은 27.6%, 기초자치단체사무중중복비율은 24.6%에달

하는것으로파악된다. 구체적인개선방안의하나로서기능배분에문제에대해서는무

엇보다도중앙-시도-시군구간사무구분을명확하게법률로구분할필요가있으며, 실

제로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는재배분사무명을법률에명시하고있다. 또 하나의

방안은전국적으로통일적인수준을유지해야할사무에대해서는중앙정부가계획이

나기준설정과같은권한을계속설정해야하겠지만사무의영향이지방자치단체의영

역에국한되는사무는계획-조정-집행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하나로묶어서 1개의

행정주체에배분하는 package 또는 one-set 방식에따라전사무를이양해야하는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앙과지방간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정책업무의분권또는권한위임뿐

만아니라위임된업무에대해서도상시검토하고조율할수있는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야할것이다. 관리가부재한분권과권한위임은국가적정책의단절및지역

이기주의에따른사회적비용의증가만을가져오게될것이며, 위기관리자로서의중앙

정부의 역할은 분권화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조율과 조정자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특정정책업무를수행하는각지방정부의담당자와해당중앙부처의담당

자가상시적으로교류하고정책상황의추이를모니터하기위한협의체의구성이요

구된다. 한편이러한중앙과지방간의협의체구성과운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문제점으로 이를 일종의 간섭으로 인식하는 지방정부의 불성실한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위해지방정부의정책담당자를배려하여시간적, 공간적참여비용을최

소화하고이들의의견이실질적인분권과권한위임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적극적

인참여와협력을지원해야할것이다. 1994년노동시장정책개혁을통해, 중앙과지

역의다층적협의회를통해과거중앙에서이루어지던노동시장정책을중앙과주단

위의정책결정자간의상호작용을통한운영체제로대체한덴마크노동정책의다층

적 거버넌스(multi-layered governance) 시스템이 이러한 대표적사례로볼 수있다.

셋째, 지방정부에대한분권과권한위임의전제조건으로지역주민의참여증대를

제도화하여야할것이며, 위임된정책업무의효과적인수행을담보하기위해중앙정

부의직접통제가아닌주민참여를통한간접적통제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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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확보를위한보조금지원사업의경우에각지방정부에보조금지원대상

자의선정및지원방법등의전반에대한권한위임을하더라도해당지원사업에대

한민간위원회의참여를제도화함으로써중앙정부의직접적인통제없이도효과적인

정책수행을달성할수있다. 특히이러한주민참여를통한통제방식은중앙정부가

해당지역의상황을완전히파악하고있지못한상황에서발생하는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 효과적 정책집행에 의한 정책만족도 제고

오늘날사회위험의증대에따른공공정책의중요성이계속적으로강조되고있지

만, 실제로이러한공공정책에대한일반국민의만족도수준을고려하면공공정책의

효과성이그리높지않을것으로파악된다. 1998년부터시행되어온주요정책에대한

만족도조사를통해최근 3년간주요정책에대한국민만족도수준을살펴보면, 전체

평균 7점만점에보통의만족수준인 4점을간신히넘는만족도수준을나타내고있음

을확인할수있다. 흔히보통의만족수준이라는결과는 “잘모르겠다”라는응답을포

함하고있다는점에서보통에가까운만족수준에대한의미는정책의만족도이전에

정책자체를잘체감하지못하고있다는판단을할수있게한다. 또한전문가나내부

고객에비해일반국민이주요정책에대해갖고있는만족도수준은큰차이를드러내

고있으며, 일반국민과전문가의정책만족도에대한차이가 2005년에 0.6점에서 2006

년에는 0.7점, 2007년에는 1.0점정도의차이로계속벌어지고있음을살펴볼수있다.

[ 그림 8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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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공공부문개혁의일환으로계속적으로추진되었던규제개혁에대한국민만족도

의사례를살펴보면, 전체의절반수준에달하는규제를정비하면서양적규제개혁을추

진한과거국민의정부나덩어리규제정비를통한질적규제개혁을추진한참여정부

모두규제개혁의성과와관련한국민만족도에있어신통한결과를내놓지못하였던부

분도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위기극복을위한정책방안의구상도중요하지만이것을어떻게국

민에게전달하여이들이정책의효과를체감하고만족할수있도록하는집행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정책의만족도 제고를

위한 집행 전략과 관련해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생활공감정책과같은소규모이지만구체적이고현실대응성이있는하위정

책전략을 다양한 위기관리 정책방안별로 발굴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정책에대한일반국민의만족도가낮은이유중의하나는정부부처가인식하는

주요정책과일반국민이인식하는주요정책의내용이다르기때문일것이다. 일반국

민의 입장에서는 몇 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정책보다도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몇 천만 원 규모의 소규모 정책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심은정책비전의수립과그에해당하는중범위수준이상의정책대안을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하위 수준의 정책전략은 집행

기관의책임으로넘겨져별다른논의가이루어지지못한문제점이지적될수있다. 향

후에는 이러한 집행기관 수준에서의 정책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발굴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민간기업및시민사회단체의정책과정에서의적극적참여의제도화가요구

된다. 앞서언급한정책집행과정에서의정책전략에대한구상은결코정부가주도할

수는없는부분이며, 적극적인민간부문의참여가필요하다. 작년 10월부터한달간에

걸쳐진행된생활공감아이디어공모에서총 7,300여건의생활아이디어가접수된것

을살펴볼수있으며, 이러한부분은민간부문의정책참여에대한높은관심수준을

반영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이러한개인적인수준의적극적참여를

모든정책방안에대해적용하기는어려울것이며, 사회집단을통해조율되고관리된

의견을수용하고이를반영시키는방식의정책참여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 이과정

에서민간기업및시민사회단체를통한의견수렴결과를활용하고정책의집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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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정책 집행

전략을위한의견수렴의차원뿐만아니라정책의집행과정및평가과정에서도이러

한 민간 부문의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모니터링활동이전제된공공서비스의공급및정책집행의

노력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이는흔히말하는 ‘찾아가는서비스’에 대한개념이공

공정책의집행과정에서도적용되어야하며, 이를위해공공서비스에대한고객으로

서국민에대한충분한정보를확보하고이를활용하여국민의필요를정확히파악하

는모니터링이요구된다. 여기서말하는국민에대한정보란단순한개인신상이나소

득수준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통계수치로잡히지않는생활환경수준까지포함

한다양한정보가공공정책의결정및집행과정에서필요할것이며, 특히위기관리자

로서의정부역할의핵심적인부분이바로이러한모니터링이라고할수있다. 다원화

된사회에서국가단독으로모든사회적상황을모니터링할수는없는부분이며, 이러

한 맥락에서 다시금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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