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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세원입니다.

오늘제5회국정과제공공세미나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환 과감사의말 을드립
니다. 특히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이자리에참석해서축사를해주실임채민국
무총리실장님과 환 사를 해주실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 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
회회장님께감사드립니다. 또이토론회의중요성을더해주기위해참석해주신백
용호대통령실정책실장님께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이세미나에서사회, 발제와토론
을맡아주실참가자여러분께심심한사의를표합니다.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 국정기조로 등장한지 이제 7개월 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언론과학계를비롯해서공정사회에대한사회적논의가계속되고있습니다. 정
부는지난2월중순대통령주제로제1차공정사회추진회의를가졌습니다. 이와같이
공정사회를추구하기위한노력은이제실천단계로접어들고있습니다. 

저희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그동안국책연구원들과함께사회각분야에걸쳐추
진해야할구체적인중요한과제들을추려내고정부가지향해야할정책방향과함께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이러한작업을뒷받침하고자하 습니다. 각국책연구원은전공에따라한개
의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합의하 습니다. 그밖에도 이 과정
에서학계전문가들을초청하여자문을얻을기회를가졌습니다.  

오늘이토론회는국책연구원들이이러한과정을거쳐전문분야에따라사회각부문
별로4-5개월간준비한결과를토의하는자리입니다. 이틀간계속되는모임에서는
원장들께서 발표하시고 정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 대표들이
토론에참여하실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공정사회는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은시대적흐름을반 한패러다임속에서공정사회에살고있다는사회적신뢰와보
람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지속적 발전기반의 터전을
마련하는데다같이참여할수있는큰흐름을형성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의미
에서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두 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앞장서서공정사회의실현을위한전기를마련한다는것은정말다
행스러운 일입니다. 불공정이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시정해 나간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나머지 과제들을 실
천에 옮기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각 연구원별로 핵심적인
과제를선정한이유도여기에있습니다.   

공정사회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현실입니다. 이
번공동세미나를준비하기위해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알수있듯이국민들은무엇
보다도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공정성의 확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해답은 사회적으로 나눌 몫
을키워야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국민의4대의무중납세의무가공정해야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또 예산운 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응답도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사회적 중지를 모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이번 토론
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정부에
정책건의형태로전달할예정입니다. 또한이토론회에서제기된쟁점사항들에대해
서는 각 연구원에서 심도있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계속할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오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책연구원 원장님들과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특히이모임을기꺼히공동기획해주신중앙일보사와후원해주신국무총
리실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 을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3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세원



환 사

공정사회는국민적염원입니다. 
공정한사회구현은국민의오랜갈망입니다. 
공정사회에는대통령의정책의지가담겨있습니다.
정권전체가역량을모아추진하고있습니다.

하지만실천은쉽지않습니다. 
가치지향적국정의제일수록집단적동시만족을줘야성공할수있습니다.
국민적기대를높이면실망도큽니다. 
명분이강할수록정치의포퓰리즘요소가개입합니다.
관료의타성은자칫유행성맞춤정책을양산할수있습니다.
구호과잉의감성적캠페인에머무르기쉽습니다. 

때문에공정사회의실천전략은정교하면서도과감해야합니다.
정책담당자들의신념과열정, 정책적상상력이절실합니다. 
정책과제들은우선순위, 완급과경중을가려다듬어야합니다. 

공정사회는정권에관계없이우리사회가잊지말고추구해야할도전과제입니다.
1류선진국가로가기위해선우회할수없는관문입니다. 
중앙일보는공정사회를‘세금낭비없는사회’로도추구하고있습니다.
서민들의세금이형편없이낭비되고있습니다.
‘민주화이후민주주의, 민주화이후공정사회’를위해없어져야할풍토입니다. 

오늘부터시작하는세미나는공정사회구현의구체적해법을제시할겁니다.
발표와토론에는그분야의최고전문가들이참석했습니다.
이틀간세미나를통해추진전략과과제들이짜임새있게마련될겁니다. 

중앙일보가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함께세미나를주최한것을
광으로생각합니다. 김세원이사장께감사드립니다. 

발표자와토론자여러분감사합니다.

2011년3월

중앙일보 편집인 박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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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등록
개회식

09:00~09:15 국민의례
개회사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 사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축 사 임채민국무총리실장

09:20~10:00 기조세션
발 표 공정한사회구현을위한비전및추진전략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토 론 곽재원중앙일보 대기자
임종룡기획재정부 제1차관

Part 1공정한사회를위한경제·산업분야전략과과제

Session 1▒ ▒ ▒
10:10~12:00 사 회 성진근한국농업경 포럼 이사장

발 표 대·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전략및실천과제
송병준산업연구원 원장

공정한사회실현을위한대외개방보완대책
채 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공정한농산물유통체계확립방안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토 론 김동환안양대 사회과학대 학장
박청원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박태호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유식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정희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12:00~13:00 Luncheon

Session 2 ▒ ▒ ▒
13:00~14:50 사 회 유오종한라대 경 사회대 학장

발 표 공정사회실현을위한조세정책방향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직업능력개발의공정성어떻게확보할것인가?
권대봉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공정한노사관계형성을위한노동정책방향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토 론 박종길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양 유중앙일보 정책사회부장
주 섭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함인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Part 2공정한사회를위한교육·복지분야전략과과제

Session 3 ▒ ▒ ▒
15:00~16:50 사 회 문창진 CHA 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발 표 공정사회구현을위한보건복지추진전략및실천과제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공정사회구현을위한여성정책분야별실천과제모색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나눔문화확산과취약계층청소년돌봄연계를통한공정사회구현
김 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토 론 김교식여성가족부 차관
맹광호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문현경단국대 식품 양학과 교수
박태균중앙일보 기자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ession 4 ▒ ▒ ▒
17:00~18:20 사 회 이돈희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발 표 공정사회실현을위한교육복지정책방안
김태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공정사회구현을위한교육격차해소방안
이양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직무대행

토 론 서정화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설동근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정성희동아일보 논설위원
홍후조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프로그램 : 3월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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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등록

Part 3공정한사회를위한공공·문화분야전략과과제

Session 5▒ ▒ ▒
09:00~10:50 사 회 안문석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발 표 공정한사회구현을위한선진국형정부행정시스템확립방안
박응격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공정한사회원칙의법제도수용방안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공정한사회실현을위한형사정책방향
김일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토 론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화준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신양균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육정수동아일보 논설위원
윤재풍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Session 6 ▒ ▒ ▒
11:00~12:20 사 회 최 락고려대 기술경 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공정사회실현을위한문화관광분야대응방안
정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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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관련 일반인 조사결과

Ⅰ. 설문개요

 □ 배  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KDI 등 24개 연구기 이 진행하고 있는「공정

한 사회 구 을 한 종합정책 연구」(2010. 12. 1. ~ 2011. 2. 28.)  제5회 

국정과제세미나(2011. 3. 9.~10.)에 반 할 일반인 상 국민 여론조사

 □ 목  

  ○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이념과 가치, 한국사회 평가와 

망, 그리고 ‘공정한 사회’ 추진방향  과제 우선순 를 조사·분석함으

로써 공정한 사회 구  정책 개발에 반

 □ 조사개요

  ○ 조 사 명 :「공정한 사회 구 을 한 종합정책 연구」일반인 설문조사

  ○ 주 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KDI

  ○ 참여기  : 산업연구원․조세연구원․행정연구원

  ○ 조사방법 : 국 상 1천2백명을 상으로 공통사항과 분야별 질의

 A-설문: 공통(12개 문항) + 분야별(조세․행정, 7개 문항) + 답변자 련(5개문항) → 300명 조사

 B-설문: 공통(12개 문항) + 분야별(산업, 6개 문항) + 답변자 련(5개문항) → 300명 조사

 C-설문: 공통(12개 문항) + 분야별(경제, 7개 문항) + 답변자 련(5개문항) → 300명 조사

 D-설문: 공통(12개 문항) + 분야별(없음) + 답변자 련(5개문항) → 30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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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결과

  ○ 설문개요

   - 상 : 국 성인남녀 1,211명 (세부설문 각 300명 이상)

   - 방법 : 화설문

   - 신뢰구간 : 

　 무한 모집단 가정

체 1200 95%±2.8

설문지 타입별 300 × 3개 SET 95%±5.7

   - 조사기간 : 2011. 3. 1.(화) ~ 3. 5.(토)

   - 조사 상

     

구분 사례수 비율(%)

 체 1,211 100.0

성별
남자 605 50.0

여자 606 50.0

나이

20 155 12.8

30 119 9.8

40 248 20.5

50 319 26.3

60 370 30.6

최종 학력

등학교 이하 102 8.4

졸 124 10.2

고졸 407 33.6

학 재학 이상 578 47.7

거주지역

서울 172 14.2

울산 27 2.2

인천 78 6.4

남 78 6.4

북 63 5.2

제주 21 1.7

충남 66 5.5

충북 46 3.8

강원 45 3.7

경기 164 13.5

경남 105 8.7

경북 99 8.2

주 37 3.1

구 76 6.3

40 3.3

부산 94 7.8

지지 이념

보수 426 35.2

도 427 35.3

진보 358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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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통문항 결과

1
 

공정한 사회의 이념  성향

□ 조사내용

 1. 귀하께서는 공정한 사회의 이념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의 이념은 보수 이라는 응답자가 진보 이라는 응답자에 비해 

높으나, 립 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체의 28.5%로 제일 높음

구분 사례수 보수 립 진보 모르겠다

 체 (1211) 27.8% 28.5% 18.2% 25.5%

  ○ (추가분석) 본 문항의 결과와 응답자가 개인 으로 지지하는 이념  성향 간의 상

계분석 결과, 상 계수가 0.13에 불과. 즉, 개인이 지향하는 이념  성향과 

계없이 립 으로 답변했다고 보임

* 상 계수는 0에서 1에 가까울수록 2개의 분포가 유사해짐을 나타내는 통계

□ 시사

  ○ 공정한 사회에 한 이념  성향에 한 인식이 각자의 다양한 단에 따라 보수, 

립, 진보 등 골고루 분포

    -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특정한 이념  성향을 변한다기 보다는 모든 요소를 포 하

는 가치로 단됨

2
 

공정한 사회의 평가

□ 조사내용

2. 귀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불공정한 사례를 직  경험하신 이 있습니까?

  ○ (조사결과) 실질 으로 생활에서 불공정한 사례를 경험한 사람은 체 응답자의 26.3% 

수

구분 사례수 아니오 모르겠다

 체 (1211) 26.3% 63.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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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께서 경제·사회·정치 분야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공정성 수를 평가하신다

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응답자가 평가한 공정성 수에 한 체 평균은 53.3 이며, 

체의 82.8%가 40~60  사이의 수로 평가

구분 사례수
체

평균

분포도(%)

0~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체 (1209) 53.3 4.9% 9.8% 82.8% 2.5% ―

4. 귀하께서는 과거 10년 과 비교해볼 때 사회의 공정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사회의 공정성이 과거 10년 과 유사한 수 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72%로 가장 높음

공정성 수 이 10년 과 비교해 거의 답보 상태 수

구분 사례수
과거 10년 보다 사회가 

더  공정해졌다

과거 10년 과 유사한 

수 이다

과거 10년 보다 사회가 

더  불공정해졌다

 체 (1211) 31.6% 37.2% 31.2%

□ 시사

  ○ 불공정을 경험한 비율과 불공정 수와는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 ‘공정성’은 사회  인식에 한 문제로 비록 개인이 직 으로 경험하지 않더라

도 사회 인 불공정 사례를 듣거나 보게 되면서 사회 체에 한 공정성을 평가

하게 됨

→ 따라서, 공정한 사회 구  정책은 기회균등, 배려, 법 등 사회의 공동의 선

(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 사회의 공정성 수 이 과거 10년 에 비해서 답보상태라고 단하는 사

람이 다수

    - 지난 10년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인 것은 지 이야말로 공정성에 

한 심도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될 시 이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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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부문별 ‘공정한 사회’의 평가와 책임

5. 불공정한 사례나 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다 응답)

  ○ (조사결과) 우리사회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정치계(31.2%)가 가장 높

고,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언론계 법조계 정치계 교육계 의료계 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계 노동계
연 계, 

스포츠계
기타

 체 (2,333) 12.1% 14.0% 31.2% 8.4% 4.5% 5.5% 5.0% 7.8% 6.1% 4.6% 0.7%

6. 공정한 사회를  실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다 응답)

  ○ (조사결과)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실 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으로 생

각하는 분야로는 정치계(32.9%)가 가장 높고,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으

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언론계 법조계 정치계 교육계 의료계 복지단체종교단체 경제계 노동계
연 계,

스포츠계
기타

 체 (2,005) 18.3% 14.7% 32.9% 7.9% 3.6% 4.9% 3.9% 5.9% 4.6% 2.7% 0.6%

□ 시사

  ○ 공정한 사회를 실 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

계가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평가된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정치계의 공정성 제고를 해 시 한 개선의 노력을 해 다각 으로 경주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임

    - 공정한 사회 구 을 해서는 우리 사회의 표  책임분야인 정치계와 법조계 등 

로부터의 변화에 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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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사회에서의 4  의무

□ 조사내용

7. 귀하께서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등 국민의 4  의무의 수행을 장하는 제도 가운

데 좀 더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납세의 의무와 련된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된다는 응답자가 체의 

41.4%로 다른 의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

구분 사례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체 (1211) 41.4% 16.5% 20.2% 21.9%

□ 시사

  ○ 4 의무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직 으로 소득과 연 되어 실생활에서 계속

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

    - 납세의 의무는 다른 의무와는 다르게 온 국민에게 그 의무가 공정하게 용․수

행되지 않을 때,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 으로 그 책임이 가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에 해서 높게 단

→ 공정성 에서 조세정책에 한 개선방향을 도출될 필요

5
 

공정한 사회의 방향(1)

□ 조사내용

8. 귀하께서는 공정한 사회를 구 하기 하여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

각합니까?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로 발 하기 해서 가장 요한 것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자립기반  마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0.2%로 복지제도의 확충이라고 응

답한 17.4%보다 매우 높음

구분 사례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자립

기반 마련
정부재원을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
국가공동체로서 이념․

가치의 회복

 체 (299) 70.2% 17.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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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 공정한 사회 구 을 해서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자립기반 마련을 더 

높은 우선순 로 평가. 즉, 복지를 통한 결과의 분배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회균

등과 자아실 에 더 높은 비 을 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정한 사회의 정책은 지속 으로 발  가능한 정책에 더 우선순 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한 것으로 보임

6
 

공정한 사회의 방향(2)

□ 조사내용

9. 공정한 사회  구 에 한 계속 인 논의 필요성은?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의 구 은 장기 으로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응답자가 94.1% 

압도 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정부에서만으로도 충분하다
장기 으로 계속 논의를 통해서

구 되어야 한다

 체 (1211) 5.9% 94.1%

10. 우리나라의   시 에서 공정한 사회 구 을 한 종합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로 발 하기 해서 체계 이고 종합 인 정책의 개발을 통한 

추진에 정 (많이필요+필요)으로 응답한 사람이 88.5%로 매우 높음

구분 사례수 많이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많이 불필요

 체 (1211) 57.8% 30.7% 9.0%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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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정한 사회  구 을 한 핵심 주체는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로 발 하기 해서 정부․시민사회․학계 등이 다같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64.3%)이, 정부만이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고 응답한 비율(24.1%)보다 월등히 높음

구분 사례수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다 같이 참여 

필요
기타

 체 (1211) 24.1% 8.7% 1.3% 1.2% 64.3% 0.4%

12. 공정한 사회 구 을 한 핵심  정책수단은?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 구 을 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불공정 부문에 한 개선

을 응답한 비율이 38.7%로 제일 높음

이는 기존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법 보다 불공정한 사회  제도의 개선이 

더 필요함을 의미

구분 사례수
기존 법률의 엄정
한 집행과 법

불공정부문의 
법제도개선

시민교육  홍
보, 문화 확산

정부의 행정력 기타

 체 (1211) 20.7% 38.7% 16.9% 23.1% 0.5%

□ 시사

  ○ 공정한 사회 구 을 해 단기 인 처방보다는 토론회 등을 통한 ‘공정한 사회’에 한 

이념과 철학의 정립과 함께 장·단기 이고 종합 인 추진 략과 방향을 설정하여 국

민들의 참여속에 체계 으로 지속․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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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야별 문항 결과

1
 

조세․행정분야

13. 귀하께서는 재 조세제도에서 시 히 개선해야될 부분은?

  ○ (조사결과) 탈세 방지와 체납 축소가 시 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80.0%)이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음

구분 사례수
소득축소․은닉 
등 탈세 방지

고액 상습 체납 
축소

비과세  감면
제도 개선

조세 역진성 개선 기타

 체 (300) 46.3 33.7 13.0 5.7 1.3

  ○ (시사 ) 공평조세 실 의 우선순 는, 탈세․체납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상 으로 손

해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14. 연 5억 원 이상 고소득 수입의 자 업자를 상으로 세 의 성실신고를 유

도하기 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통한 납세원

칙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귀하께서는 이 세무검증제도에 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세무검증제도에 한 정 인 응답( 극 찬성+찬성)을 보인 비율이 81.3%

로 압도 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극 찬성 찬성 입장없음 반 극반

 체 (300) 43.0 38.3 13.3 4.7 .7

  ○ (시사 ) 세무검증제도가 비록 신고를 통한 납세의 원칙과 상충될 수는 있으나, 유리지

갑으로 표 되는 부분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 뿐만 아니라 

공평조세를 실 하는 방향에서 고소득 수입 자 업자에 한 성실한 세

납부가 실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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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께서는 시민으로써의 납세의 의무와 산감시의 의무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감시의 의무가 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감시의 의무 요+둘다 요)이 

69.3%로 감시의 의무에 한 인식도가 높음

구분 사례수 납세의 의무가 더 요 감시의 의무가 더 요 둘 다 요한 의무

 체 (300) 30.7% 13.0% 56.3%

  ○ (시사 ) 납세의 의무는 기본 으로 수행해야될 국민의 4  의무 의 하나이지만, 감

시의 의무는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의무는 없음.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된 세 이 어떻게 집행되는

지 심을 갖지 않는 것은 시민으로써의 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본 조사에서 변한다고 보임

16. 귀하께서는 지자체의 산 편성  집행에 한 기 과 차에 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조사결과) 산 편성․집행 과정에 해 모르거나(모른다+ 모른다) 심이 없는 비

율이 62.7%로 과반수를 넘음

구분 사례수 자세히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른다 심없다

 체 (300) 3.0% 34.3% 42.7% 14.0% 6.0%

  ○ (시사 )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만 다하고 그 이후 산의 집행 과정에 해서 무 심

한 것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 그러나 IBP가 제시한 로 한국이 산편성․집행과정에 한 정보 근이 

어렵다는 의견에 비추어 볼때 공공 산편성․집행에 한 시민교육과 산정

보의 근 편의성 제고 등 정부에서 해야될 역할이 오히려 크다 할 수 있음

*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는 각국의 산 투명성을 조사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민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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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은 공정한 사회를 실 하는 요한 수단입니다. 공정한 사회 구 을 해서 

산 운 에서 가장 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산운 의 핵심은 산의 효율  합리  편성․심의․집행이라고 답한 응

답자가 69.3%로 매우 큰 비율

구분 사례수
합리 ․효율 인 산

편성  산심의
효율 인 산

집행
정부 감사․감시 

확
주민소송제도 

내실화
기타

 체 (300) 44.0% 25.3% 15.0% 10.7% 5.0%

  ○ (시사 ) 지자체나 공공기 이 1차 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편성이 기본 으로 

요하다는 것을 표 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산의 편성․집행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추가될 때 이

상 인 공정 산편성․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음

18. 귀하께서는 어렵게 거둬들인 세 이 일부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에 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지자체의 산낭비에 한 해결책으로 정부감시 확 (9.7%)보다 시민참

여․감시(47.0%)가 월등히 높은 상황

구분 사례수
산편성  심의과정에

서 시민참여․감시 확
정부 감사․감시 

확
주민소송제도 

내실화
엄격한 산

집행
산 약 공무원에 

한 인센티

 체 (300) 47.0% 9.7% 10.7% 24.0% 8.7%

  ○ (시사 ) 부족한 인력과 조직으로 정부 감사․감시에 한계가 있으나, 각 지자체에 거주

하는 시민이 애정과 심으로 직  참여․감시하는 것이 가장 핵심 인 해결

책으로 인식

→ 정부 차원에서 시민 참여를 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 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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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께서 속한 지자체가 산 감을 통하여 집 으로 투자해야될 사업은 무엇이

라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낭비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18.7%)보다는 일자리 창출(48.0%)에 투자해

야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음

구분 사례수 일자리 창출
보육  교육 

지원 확
기반시설 확충 서민주거 안정 문화시설 확

 체 (300) 48.0% 18.7% 7.0% 21.0% 5.3%

  ○ (시사 ) 낭비되는 사업으로 복지보다는 지속발  가능한 자립기반 마련을 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된다는 의견이 다수

→ 이러한 에서 시민의 참여가 더욱 실함을 반증

2
 

산업분야

1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소기업 간 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공정한 편이다
․ 소기업 간 계는 

공정 사회와 련이 없다

 체 (303) 35.6% 45.5% 14.2% 2.0% 2.6%

  ○ (시사 ) ‘ ․ 소기업 간 계는 공정 사회와 련이 없다’는 응답은 2.6%로서 국민의 

거의 부분이 ․ 소기업 간 계를 ｢공정한 사회｣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4. 귀하는 우리  경제의 지속발 을 해 기업과 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한 편이다 매우 요하다

 체 (303) .7% 1.7% 9.6% 28.4% 59.7%

  ○ (시사 ) 국민들은 ․ 소기업 간 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구 을 한 핵심 사

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발 을 한 핵심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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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체 (303) 25.4% 35.6% 24.4% 11.6% 3.0%

  ○ (시사 )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 구 과 지속발  가능한 경제의 실 이라는 에서 

․ 소기업 동반성장은 그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 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움

16. 귀하는  · 소기업 동반성장을 하여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기업들 간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동반성장의 방향과 
비 을 제시하는 정도가 

당하다

기업에 일방 으로 맡겨놓으
면  안되며, 정부가 보다 극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체 (303) 7.3% 39.9% 52.8%

  ○ (시사 ) 과거와는 달리  시 에서 ․ 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일반 국민들

에게뿐만 아니라 ․ 소기업 모두에게 범 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단됨.

최근 ․ 소기업 동반성장과 련된 쟁 은 그 필요성 보다는 정부의 역할

과 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는 지 않으며, 요컨  

․ 소기업 동반성장 수 이 그 필요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

부에 극 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됨

17. 동반성장 스트 스를 느끼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정부가 재 추진하는 ·

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장기 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그 지 
않다

그 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체 (303) 5.3% 12.5% 30.4% 37.3% 14.5%

  ○ (시사 ) 질문내용에 부정 인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들의 반 이상은 정부 정책이 장기 으로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

이 된다고 정 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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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는 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해 다음  어느 것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구분 사례수
불공정거래행 에 

한 정부규제의
폭 강화

기업 최고경 자의 
인식 환  실천의지

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모두다

 체 (303) 24.4% 15.5% 20.1% 39.9%

  ○ (시사 ) ․ 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해서는 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들

은 소기업의 능력 부족을, 소기업은 기업의 의지 부족을 문제 으로 

지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민들은 ․ 소기업 동반성장은 어느 특정 경

제주체의 노력만으로 달성된다기보다는 기업, 소기업  정부 모두가 동

참해야 달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

3
 

경제분야 

13. 귀하께서는 빈곤한 사람들이 처한 빈곤의 원인은 근본 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사례수
노력했으나 여건․환경 는 

운이 안 좋아서
스스로 노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재능이 부족해서

 체 (300) 53.3% 39.3% 7.3%

  ○ (시사 )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건․환경이나 불운으로 보고 있

음. 궁극 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개인주의 한 약 40%정도로 상당

한 비 을 차지하고 있음.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 기회 확  등 자립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여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노력이 요

함.

14. 귀하께서는 빈곤층 지원을 하여 세 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아니오

 체 (300) 5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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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께서는, 학 등록 을 인상하는 신, 세 을 더 내고 이 돈으로 등록 을 내도

록한다면?

구분 사례수 찬성 반 부분 으로 찬성

 체 (300) 24.7% 38.7% 36.7%

16. 귀하께서는 세 을 더 내고 그 산으로 보육비 지원 상을 확 하여 액 국가가 

부담한다면?

구분 사례수 세 을 더 내겠다 반 한다 부분 으로 찬성

 체 (300) 28.3% 25.0% 46.7%

  ○ (시사 ) 복지제도 확 를 한 재정 부담 용의를 확인한 의 세 질문에 있어서, 국민

들은 빈곤층 지원에 해서는 상당히 찬성. 보육  (고등)교육에 해서는 

부분 인 찬성이 가장 큰 비 을 차지.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  복지 는 

상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가장 크게 지지하는 것으로 단. 

17-1. 서민생활의  안정에는 물가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안정을 한 다음의 조

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기업거래 조사를 통하여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구분 사례수 아니오

 체 (299) 88.6% 11.4%

17-2. 서민생활의  안정에는 물가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안정을 한 다음의 조

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 하여 물가를 내린다)

구분 사례수 아니오

 체 (299) 52.2%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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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서민생활의  안정에는 물가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안정을 한 다음의 조

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빈곤층  취약계층에게 정부 재원으로 쿠폰을  

제공한다)

구분 사례수 아니오

 체 (299) 57.9% 42.1%

18. 물가안정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사례수
기업거래 조사를 통하여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 하여 물가를 내린다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정부  
재원으로 쿠폰을 제공한다

 체 (299) 76.3% 14.4% 9.4%

○ (시사 ) 물가 불안이 심한 최근의 상황이 반 된 결과로 보임.  물가안정을 해서는 

원가공개와 같은 반시장  행 에 해서도 용인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 빈곤

층․취약계층에 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이 부분에서도 확인됨. 물가 안정

에 한 국민들의 강한 기 를 읽을 수 있음.

19. 귀하께서는 공정한 사회를 구 하기 하여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사례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자립

기반 마련
정부재원을 통한 복지제도

의 확충
국가공동체로서 이념․가치

의 회복

 체 (299) 70.2% 17.4% 12.4%

○ (시사 ) 복지제도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삶을 하는 것이 우선 으

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경제  자립기반을 우선하는 태도는 보수

(77.4%), 도(73.7%), 진보(55.7%) 등 지지이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복지제도 확충이나 공동체 가치 회복보다 더 요하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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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송병준 I 산업연구원

Ⅰ. 머리말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요약될 수 있는,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목표는 이제 

다방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압축성장을 통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는 과정에서 수반된 

다양한 부작용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대

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성’ 개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산업 분야에서는 ‘공정성’ 개념이 적용될 여

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 교과서는 경쟁적 시장이 자원의 효율

적 배분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최적을 보장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교과서의 시장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 간 거래관행은 선진국 기업 간 거

래관행과도 많이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에는 대등한 경제주

체로서의 쌍방의 이해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 협상력 혹은 교섭력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관행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미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본고는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란 시장환경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거래주체로서 공정하게 거래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네

트워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

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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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당위성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

가. 기업 경쟁력

경제발전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고도로 복잡한 기술에 근간을 두고 산업의 융․복

합화 추세에 적극 부응토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경쟁도 단일 기업 간의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은 단일 기업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 능력에 좌우되게 되었다.1)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공정한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 수준이 강화되고 있어 사회적 책임(CSR)의 이행이 글로벌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ISO 26000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의 하나가 ‘공정

운영 관행’이며, 여기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2) 

요컨대,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ㆍ

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나.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대기업

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

적인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성장 성과의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생태계의 역동성도 부족하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1997～2007년 간 중소기업에서 독립

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98～2008년 간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380만개가 증가하였고 

1) MIT 대학의 C. Fine 교수 등은 기업의 진정한 핵심능력은 소재·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로 연결된 공급사슬

을 설계·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조립‧가공산업에서는 부품의 경쟁

력이 완성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2)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9월 공정운영ㆍ소비자ㆍ지역사회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확정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ISO 26000 발표에 따른 기업의 대

응과제｣,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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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는 오히려 60만개가 감소하였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고려할 때 경쟁력 있

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요컨대,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공정한 사회' 구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의 

관계가 ‘甲․乙’ 관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요컨대, ‘기회 균등, 공정한 경쟁, 노력에 따른 성과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 구현

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의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2월 국민 303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신뢰도는 

95%±5.7이다. 

가. 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공정성 평가

국민들의 81.2%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공정성을 묻는 설문에서, ‘전혀 공정하지 않다’

는 응답이 35.6%,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45.5%,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4.2%였다. 반면, ‘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2.0%에 불과했고,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

은 전혀 없었다. 

‘대․중소기업 간 관계는 공정 사회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6%로서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대․중소기업 간 관계를 '공정한 사회'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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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공정성>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나. 경제의 지속발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상관관계

국민들의 88.1%는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묻는 설문에서, ‘매우 중

요하다’는 응답이 59.7%, ‘중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28.4%,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9.6%였다. 

반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7%,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구현을 위한 핵심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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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황 평가

국민들의 61.0%는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25.4%), ‘그렇지 않은 편이다’(35.6%)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61.0%였고, ‘보통

이다’라는 응답은 24.4%였다. 반면, ‘그런 편이다’(11.6%), ‘매우 그렇다’(3.0%)는 긍정적인 응

답은 14.6%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 구현과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그 필요성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부>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민들의 52.8%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서, ‘기업들 간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개입을 지지하는 응

답은 7.3%에 불과하였다. 또한 ‘정부가 동반성장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도가 적당하

다’며 소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응답은 39.9%였다. 반면, ‘기업에 일방적으로 맡겨놓으면 안되

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응답이 52.8%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와는 달리 현시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일반 국민들에게나 대․중

소기업 모두에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된 쟁

점은 그 필요성보다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었다. 정부의 개입 필요성, 개입 방법 및 

강도 등이 주요한 논점이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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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이 그 필요성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마. 대기업 국제경쟁력에 대한 정부 동반성장정책의 기여도

국민들의 51.8%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서 질문내용은 “동반성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에 대해 ‘매우 그렇다’(14.5%), ‘그런 편이다’(37.3%)라는 긍정

적인 응답은 51.8%였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0.4%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

다’(12.5%), ‘전혀 그렇지 않다’(5.3%)는 부정적인 응답은 17.8%에 불과하였다.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대체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의 대기업 국제경쟁력 기여 여부>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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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제주체별 역할의 중요도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및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규제의 대폭 강화’라는 응답이 24.4%,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인

식전환 및 실천의지’라는 응답이 15.5%,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라는 응답이 20.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모두 다’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의 능력 부족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의지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

지만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어느 특정 경제주체의 노력만으로 달성된다기보다

는 대기업, 중소기업 및 정부 모두가 동참해야 달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중요한 사항>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Ⅲ.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현시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산업 부문의 목표는 ‘공정한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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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의 주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주도형 개발경제에서 

벗어나 각 경제주체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시장에 의해 조율되는 성숙한 선진경제로 진

입하고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은 기업들의 자율적․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

수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를 법․제도로 강제하는 데에

도 한계가 있다. 또한 동반성장은 단순한 공정거래 이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업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산업생

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별로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반성장 추

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

첫째,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동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제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시장의 공정한 규칙 확립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

래 질서를 확립하거나, 기업 간 역할분담과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정착‧확산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와 경영 선진화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셋째,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이 아니라 산업생태계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3)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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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의 기본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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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역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등한 경제주체이지만,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대기업은 동반성장 전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최고경영자

가 단호한 동반성장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동반성장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경영전략으로 정착시키고, 단기 실적보다는 동반성장 이행에 비중을 두는 평가‧보상시스템

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동반성장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음으로, 우월적 거래관행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일방적 납품단가 책정,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가절감 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의 혁신노력을 보상하는 성과공유제도 도입․확산 등 합리적 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야 한다. 셋째, 기업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야 한다. 협력사 경쟁력 제고 목적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투자해

야 한다. 기왕이면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소재․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 동반

진출과 협력사의 해외공장 납품을 활성화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 대상을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우리 사회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역량을 갖춘 동반성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우선, 자율적인 윤리․투명경

영과 기업가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도전적․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생산

적 경영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동반자로서의 경쟁

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속적인 원가․생산성 혁신과 품질․납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거래

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좁은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을 지양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해

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질서 개선이 2차 이하 협력사로 파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에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 협력이 카르텔이나 담합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4대 추진전략

산업 부문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는, ①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 ②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③ 동반성장 지평의 확대, ④ 동반성장 지원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첫째,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거래대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도급대금의 결정방식은 오랜 인식과 관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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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단시일 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방법이 모색되

어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불법적인 하도급거

래 관행은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최소한의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동반성장 지평의 확

대이다. 지금까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일부 대기업과 1차 협력회사의 관계에 주로 초

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동반성장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동반성장 지원체계의 구축

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목표 공정한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

추진전략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동반성장 지평의 

확대

동반성장 체계의 

구축

Ⅳ.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실천과제

1.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

가. 합리적인 납품단가 결정방식의 확산

효율적인 경쟁시장에서 상품 가격은 다수 공급자와 다수 수요자 간의 익명성이 보장된 경

쟁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는 거래당사자가 1:1로 대

면 협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는 양자의 협상력 혹은 

교섭력의 격차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이 대기업에 최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에는 최적 수준이 아닐 개연성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의 납품단가가 자사 제품의 제조원가를 결정하므로 

납품단가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시장에서 대기업이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가격결정자가 될 수 있을 경우에 대기업은 기꺼이 납품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

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기업이 여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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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앞서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바로 기업가정신의 원천이다.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에서 협상력 혹은 교섭력의 격차로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일방적

으로 결정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노력 등에 의한 성과가 대기업에 이전되고 

중소기업은 기대했던 초과이윤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중소기업이 

혁신할 동기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구조화되면 사회 전체의 기

업가정신은 퇴색하고 경제 전체의 동력과 성장잠재력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노력이나 생산성 제고의 성과를 향유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

장받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런 관점에서 합리적 납품단가 결정방식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개별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 성과공유제 확산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노력에 따른 성과를 부분적으로라도 보장해 주겠다는 사전 

계약에 의한 약속은 중소기업에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투자를 수행할 유인이 될 수 있다. 성

과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이다. 성과공유제는 합리적 납품단가 결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공유 기준 마련을 위한 원가절감인증제 도입

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기술개발․시설투자 등 중소기

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분석하여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증한다면 성과공유제 확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대다수 기업들에 성과공유제는 생소하기 때문에 보

다 다양한 업종에서 성공적인 성과공유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 납품단가 변동요인의 신속한 반영 도모

일반적으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정해진 단가로 정해진 수량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사

양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게 된다. 계약문화가 발전한 서구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된다. 그러나 계약문화가 발

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세한 거래조건은커녕 계약서조차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은 형편이다. 당초 계약내용이 치밀하지 않다보니 거래조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내용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현격하게 상승하여 중소기업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주물제품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최근 수

년의 경우처럼 철강 가격의 상승 폭이 너무 높으면 주물제품 납품에 따른 적자는 물론이거니

와 기업 자체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므로 납품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중소기업의 

장기적․지속적 거래에서 축적된 신뢰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계약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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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더 나아가 ‘납품단가 연동

제’의 실시를 주장하는 형편이다. 

또한 당초 계약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제품사양(혹은 설계)이나 납품(혹은 인도)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대기업의 요청에 부응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거래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중소기업 간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변동요인이 거래대금에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반영

될 수 있는 관행의 정착이 시급하다. 기업 간 신뢰에 기반하여 자율적인 조정관행이 정착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관행의 바람직한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

도에 의한 강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2.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가. 구두 발주 및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방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서 없는 구두 발주가 관례화되어 있다. 이 경우 

대기업이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단가를 인하해도 그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도 대기업이 불합리하게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에

서는 구두 발주가 아닌 계약서에 의해 거래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의 

거래관행은 매우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7월 26일부로 ‘하도급계약 추

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란,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 확인요청(서면)에 대

해 원사업자가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의 요청내용 대로 하도급계약 성립

을 추정하는 제도이다. 이의 엄밀한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이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감액이 부당하

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계약문화가 정착되더라도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관행을 개선하기 어렵다. 원사업자에 감액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저임금에 있었으나 이제는 기술 및 품질에 있다. 그러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가 심각하다.

2010년 7월 26일부로 시행된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금지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혐의가 있을 경우 정부가 선제적․적극적으

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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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등 기술자료 요청시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

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따른 대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며, 기술자료 임치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면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다. 2차 이하 협력중소기업 대상의 공정거래 강화

지난 수년간 대기업의 1차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감소하고 거래조건도 개선

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가 있지만, 1차 협력중소기업과 2차 이하 협력중소기업 간에는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거래조건에도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

가가 일반적이다. 

1차 협력중소기업과 2차 이하 협력중소기업 간 거래관행에 대한 심층조사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양호한 거래조건이 2차 이하 협력사에도 전파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대형 유통업체가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

정거래 관행이 상존한다. 경품행사 참여․할인판매를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발주량을 축소

한다거나, 계약된 납품수량 외에 무상으로 추가 물량을 납품하도록 강요한다거나, 할인판매 

후 대금정산 시에는 정상판매 수수료를 적용하여 대금을 공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불공

정거래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3. 동반성장 지평의 확대

가. 동반성장 참여 대기업의 외연 확대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 동반성장에 적극

적인 대기업은 제한적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중에서도 상위 기업집단에서 동반성장에의 참

여가 두드러지지만, 그렇다고 해당 기업집단 소속 전체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대표 기업 몇몇만이 적극적일 뿐이다.

동반성장 참여 대기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상위 기업집단의 경우 동반성장을 대표기업

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계열사로 확산해야 한다. 또한 상위 기업집단에 머물 것이 아니

라 전체 대기업으로까지 동반성장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동반성장은 기업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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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와 무관하고 기업의 재무적 여유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나. 2차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

지금까지 대기업의 상생협력 대상이 1차 협력중소기업에 한정됨으로써 동반성장 분위기

의 확산이 제한되었다. 과거에도 1차 협력중소기업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실질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째, 대기업 입장에서 1차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벅찬 과제였을 수 있다. 수직

적 상하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 관계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

째, 대기업 입장에서 2차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추진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

다. 1차 협력기업과의 거래는 직접적이지만, 2차 이하 협력기업과의 거래는 간접적이며 따라

서 당연히 이해관계의 일치성이 낮게 마련이다. 

향후에는 대기업의 1차 협력회사 위주의 상생협력을 2차 이하 협력회사로 확산시킬 필요

가 있다. 대기업이 모든 2차 이하 협력회사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는 없겠지만, 

거래관계의 밀착도가 높은 2차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프로그램, 생산성향상 프

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반성장협약’에 2차 협력중소기업을 적극 포함시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 산업별 특화된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의 양태는 산업별로 상이하며, 따라서 동반성장의 양태도 산업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에 적합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발전시키고 있지

만 대부분 대기업들은 아직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자동차, 전자 등 산업에서는 대․중소기업 협력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단순

한 하도급거래만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별로 공급망(supply chain) 분석을 근간으로 수급구조와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산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추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하도급 공

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지식경제부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기업 간 협력모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

지금까지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문제로 이해되어 왔지만 대기업과 거래

하는 중소기업은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중소기업만이 아니다. 특히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재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대기업 사이에 끼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심각할 수 있

다. 이런 관점에서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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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합성수지를 수요기업에 공급한 사후에 그 가격을 결정하

는 관행이 있다. 이 경우 원유가 상승으로 합성수지 가격이 단시일 내 급등할 때 중소기업은 

예기치 못한 비용부담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게 된다. 석유화학 대기업이 공급가격을 사전

에 서면으로 제공한다면 중소기업은 합성수지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제품의 가격에 반영하거

나 다른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4)

철강 산업의 경우,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인해 안정적 철강재 확보가 수요 중소기업에 중요

한 경영전략의 하나이다. 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 철강재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구매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처지에 놓여 

있다. 철강 대기업이 합리적인 가격과 물량을 수요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반성

장이 중소기업에게는 소망스럽다.

요컨대,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사전 대응 

가능한 가격 및 물량 수준의 원자재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은 기업 상호 간 이해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부가 협력촉진을 

위해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할 여지가 있다. 

공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혹은 교섭력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

기업의 피해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공기업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의 선도적 노력을 통해 동반성장 모범사례를 창출함으로써 민간 부문에까지 동

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5) 공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은 공공기관 경

영평가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기업의 실질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식경제부는 2010년 11월부터 합성수지 1개월 가격예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1개월 가격예시제란 석유화학기

업들로 하여금 1개월 후에 적용할 합성수지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으로 플라스틱 업체에 확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플라스틱 업체는 원료가 변동분을 적기에 제품가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는 1개월 가격예

시제가 PE 및 PP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향후 PVC, PS 등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

경제부, “합성수지 1개월 가격예시제 시행 한달 만에 중소 플라스틱업체의 93%까지 확산”, 보도자료, 2010. 

12. 3. 

5) 지난 2월 24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동반성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전,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15개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회에 참여한 15개 공기업은 2011년도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기관별로 중소기업 

협력관계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대책을 수립ㆍ추진키로 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 “공공기관별 

2011년도 동반성장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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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반성장 체제의 구축

가.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일차적으로는 기업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

므로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자발적 동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효과적인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생태계에 동반성장 문화가 착근되어야 한다. 

이러 관점에서 정부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 동반

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민간 부문의 합의 도출과 문화 확산의 구심체로 운

영할 것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이해된다. 

그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대표, 중소기업 대표, 공익 대표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

어 지난 12월 13일 출범되었으며, 동반성장 모델 개발 및 보급,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

정,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당초 의도

되었던 동반성장 동력을 추동하는 민간의 자발적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중

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추가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구심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발표할 동반성장지수는 민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추동하

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23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약속에 대한 실적평가 및 중소기업의 대기

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평가로 구성된다. 대기업 실적평가는 연 1회,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는 연 2회 실시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56개 대기업이 선정되었다. 2009년 기준 매출액 상위 200대 대기업 중에서 공공기관․금융

기관 등 별도 평가시스템이 필요한 산업을 제외하고, 운수업․호텔업․기타 산업 등 지수 

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을 제외한 잔여 기업들 중에서 6대 산업군별로 매출

액,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및 동반성장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평가대상 대기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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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1․2차) 및 수요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설문조사(정성)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의 충실도 (30점)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1. 공정거래 (57점)

∙불공정거래 경험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

2. 협력 (22점)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

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

3. 하도급법 위반(감점)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시

3. 동반성장체제 (21점)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대기업의 1․2차협력사 연계지원체제

4.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임직원 비리 등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적합업종 이양(가점), 진입․확장(감점)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주: 수요중소기업은 화학․비금속․금속 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항목에 한정하여 평가.

나. 정부 차원의 동반성장 지원체계 구축

동반성장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때 그 성과도 극대화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민간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동반

성장이 일차적으로 기업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경계하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이 

사회적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별 기업 활동에 대한 지나치게 개입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산업생태계의 개선을 

위해 개별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이 있다면 이는 정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적정한 수준에서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주된 역할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및 동반성장 모델을 확산시

키는 것이다. 

정부는 동반성장에 대한 기업 CEO의 공감대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

으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직의 최하단에까지 동반성

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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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느 기업이 바람직한 동반성장 모델을 구현했다고 해도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유인이 없다. 정부가 동반성장의 최적 관행을 발굴하여 확산시

킴으로써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평판을 제고시켜 주면서 모델 구현의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범부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층위에서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의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을 포상하고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하여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

수평가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동반성장 참여에의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협약 우수평가 기업에 대해 하도급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동반성장지수 우수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더하여 국가 R&D사업 참여 우대, 공공입찰시 평가 가점 부여, 정부 포상 등 범부처적

인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동반성장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행위는 

자발적인 선택사항이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금지사항

이므로 당연히 제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

다. 하도급 불공정 거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도를 더욱 상향조정하고 공공입찰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1.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

 가. 합리적인 납품단가 결정방식의 확산

 나. 성과공유제 확산

 다. 납품단가 변동요인의 신속한 반영 도모

 2.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가. 구두발주 및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방지

 나.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다. 2차 이하 협력중소기업 대상의 공정거래 강화

 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3. 동반성장 지평의 확대

 가. 동반성장 참여 대기업의 외연 확대

 나. 2차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

 다. 산업별 특화된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라.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

 마.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화

 4. 동반성장 체제의 구축
 가.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나. 정부 차원의 동반성장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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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공정한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있음은 앞에

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방향의 

하나로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를 제기하고, 8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대․중소기

업 동반성장’을 선정한 바 있다.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공정성’의 확보만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는 효율성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제로 

이해되지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과제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과제이다.

동반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서로 상대방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확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동적인 산업생태계와 세

계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성과가 특정 부문에 몰

리는 경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 그리

하여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있는 성장’을 가능케 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기대

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동반성장은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과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 구현의 초

석이 될 것이다. 

6)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5大 추진방향은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

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⑤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이며,  8개 중점과제는 ① 공정한 병역 의무, ②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③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④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⑤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⑥ 학

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⑦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⑧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다. 국무총리실, “공정한 사

회 구현을 위해 8개 중점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보도자료, 201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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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대외개방 보완대책

채  욱 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대내외 여건 분석

1. 대내외 환경변화와 장애요인 및 당면과제

□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FTA 및 WTO DDA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최근 세계 각국은 기존의 다자무역협상에 비해 무역자유화의 폭과 범위가 확대된 지역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

응하기 위해 FTA 체결 확산에 동참하고 있음.

※ 1994년까지 누계기준으로 91건을 기록하였던 지역무역협정은 WTO 출범 이후 더욱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여 2010년 12월 현재 누계기준으로 총 290건에 달함(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기준).

□ 무역자유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

로서,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을 주지만 경제 내부적으로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

제주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들이 변화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

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산업 전반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

을 제고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이후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으로 발전시킴.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2003년 말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된 한․칠레 FTA 보완대책은 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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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07년 한․미 FTA의 각 분야별 경제적 효과 및 피해에 대한 분석과 국회, 이해당

사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7개 관련 부처 합동으로 ‘FTA에 대응한 국내보

완대책’을 마련함.

□ 정부가 수립한 현행 대외개방 보완대책은 크게 FTA로 인한 피해보전,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득기반 확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립됨.

- 직접적 피해보전을 위해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대책을 마련함.

-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수산업의 경우 품질고급화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및 인

프라 구축 등의 대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R&D 투자촉진, 수출활성화지원 및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함. 

- 이와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지역 산업육성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 그러나 현행 대책 하에서는 동일하게 개방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 및 대상이 존재하고, 예산의 배정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등 보완대책의 제도설계 및 예산 배정 등에서 일부 문제점

을 노출함.

- 이에 따라 대외개방 보완대책의 제도설계 및 자원배분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

행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 단, 대외개방의 목적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 및 부의 증대라는 점과, 보완대책의 목적이 

개방 시 발생하는 피해계층이 개방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방 보완대책의 공정성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충족할 때 확보될 

수 있음.

2. 대외개방 보완대책 분야의 Requirements 조사

□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대외개방 보완대책 분야의 필요사항을 조사하였음.

- 노동부 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하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완사항을 파악함.

- 고용지원센터 책임자 및 실무진과의 면담을 통해 현행 개방피해 보완대책의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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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연구원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방피해 보완대책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및 대학교수 등의 의견을 청취함.

3. 공정한 사회 구현의 단계적 실천 계획

□ 실천 계획의 큰 그림을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단기 실천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노동시장 전환비용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기는 기존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단계임.

- 지역단위 구조조정제도 운영, 하청기업 관련 규정도입, 다자협상․무역구제조치 피해 관

련 규정정비, 자영업자 지원 규정정비를 들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단기간에 도입하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유형의 제도로서 시범운영을 

거쳐 실행할 필요가 있는 계획들을 검토하여 함.

-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험제 도입과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대상을 농어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실천 계획 수립과정에서 여타 산업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

여 보완대책을 운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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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한 사회의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

1. 대외경제정책 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 정의

□ 개방경제 하에서 공정한 사회는 ‘개방화로 인한 사회 총이득이 ① 변화에 취약한 계층 

및 부문에 대한 유연성 향상과, ②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한 경제주체에 대한 적절한 보

상으로 배분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개방이득 분배의 형평성

(distributive equity)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함.

- 개방경제 하에서 공정성은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사회적으로 합

의된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자원을 파레토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달성되

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어떤 한 재화의 생산량(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

는 조건이 생산과 교환 두 부문 모두에서 달성되는 상황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는 정책의 영역이라면, 어떠한 분배가 공평한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가치(value)의 영역임.

□ 개방화 시대에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을 위해, 개방경제의 특징 

중 공정성 이슈가 발현되는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개방화의 특징-①) 개방화는 손해와 편익을 보는 부문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구

조적 특성을 가짐.

- 가령, FTA 상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수출확대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비

교열위에 놓인 산업은 값싼 수입품의 증가로 매출 및 고용이 감소하는 피해를 볼 수 있

으며 한계산업은 퇴출될 수 있음. 

- 비대칭성은 주고받기의 협상의 산물인 FTA와 같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더 극명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음. 

□ (개방화의 특징-②) 개방화에 따른 충격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에게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함. 

- 시장개방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종종 사회안전망 논의와 연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더욱이, 개방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전적(ex ante)으로 잠재적인 취약계층이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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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것을 전망됨.

-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기능 제공은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은 물론 사회 전체적 효율성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됨. 

□ 개방경제 하에서 공정성 문제가 형평성 원칙에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효율

성 원칙은 공정한 사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또 다른 원칙임.

- 개방화에 따른 사회 총이득은 비교열위에 있는 자본과 노동이 교역상대국에 비하여 비

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으로 이동될 때 극대화됨. 

-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구조조정은 ①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부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② 변화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개방충격에 따른 대응성 제고 방안이 보완될 

때 비로소 달성됨.

-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대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가 보

장될 때 비로소 달성됨.

- 뿐만 아니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는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설계

될 때 효율성의 원칙에 부합됨.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는 제도는 수혜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게 되어 제도 본래 목적인 기회의 공평성을 훼손하기 때문임.

2. 추진전략별 실천과제도출

□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 시행과 더불어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추진전략 수립

이 요구되는 시점임.

- 효율성의 측면에서, 대외개방 보완대책이 궁극적으로 개방 이후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형평성 측면에서, 개방화로 인한 피해부문 및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재도전을 위한 

기회 제공이 필요함.

□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는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개방을 하는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개방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짐.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

하여야 함.

□ 이상의 논의에 따른 비전과 추진전략은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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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목표 대외개방 보완대책의 마련 및 개선을 통해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

추진전략
개방 이후 

구조조정 촉진 

개방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전환비용 최소화

□ 추진전략별 실천과제와 실천과제 추진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Ⅱ-1>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개방 이후 

구조조정 촉진

1-1. FTA 피해지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

1-2. 지역단위 구조조정제도 운영 -

개방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

2-1. 하청기업 관련 규정 도입 -

2-2. 다자협상․무역구제조치 피해 관련 규정 정비 -

노동시장 

전환비용 최소화

3-1.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
무역조정지원제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

3-2. 자영업자 지원규정 정비 -

3-3. 임금보험제 도입 -

3. 예상되는 파급․기대 효과

□ 상기 대외개방 보완대책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는 전반적으로 우리경제가 세계화 시대

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교역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개방으로 인한 국내 산업, 기업 및 

노동자들의 직접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것임.

∙Fung and Staiger(1994)는 정부의 대외개방 보완대책은 성공적인 호혜무역자유화

(reciprocal trade liberalization)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EDA(1998)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외개방 보완대책 프로그램은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

를 입은 제조업체들에게 생산성 향상, 전업지원 등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됨.

- 동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외개방 보완대책 대상 기업 중 프로그램의 수혜기업과 비수혜

기업 간의 시장생존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 경우 83.8%, 비수혜기업 경우 

70.7%를 기록해 전자의 생존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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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의 경우, 수혜기업이 33.9%의 매출증가율을 보인 반면, 비수혜기업의 경우 16.2%를 

보여 전자의 매출증가율이 높음.

- 고용의 경우, 비수혜기업이 평균 5.3%의 고용감소를 보였으나, 수혜기업은 평균 4.2.%의 

고용증가를 기록함.

□ Fung and Staiger(1994)에 따르면, 개방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극대화의 여부는 무역자유

화 이후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의 성공여부에 달려있음.

- 생산요소 시장의 경우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1)생산요

소의 비유동성(immobility), 2)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 등임.

□ 생산요소가 비유동적일 경우 노동시장에서 국지적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발

생하며, 이로 인해 무역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음.

- Aho and Bayard(1984)에 따르면, 무역 개방에 따른 피해의 특징은 소규모 지역에서의 

대량실업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으며, 특히 생산요소가 비유동적일 경우 이로 인해 이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과도한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 있음.

- 무역개방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생산요소의 산업 간 이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

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대외개방 보완대책이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구조적 실업 증가로 나타남. 

- 정보의 비대칭성은 잠재적 고용주가 현재 근로자에 대한 생산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에서 나타나는데, 실직자의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되지 못하여 자원의 효

율적인 재배치를 저해하게 됨.

- 만약 잠재적 고용주가 다른 산업부문에 있다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구조

적 실업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임.

- 특히 무역개방관련 피해계층의 경우 대부분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재취업 또는 업종전

환이 필요한 실직자, 또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구조

적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음.

- Jacobson(1991)은 TAA제도의 재취업 직업탐색지원, 재취업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의 우

수한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고, 동 프로그램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구조적 실업 문

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함. 

□ 따라서 대외개방 보완대책의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순기능은 개방

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 전체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필수적 요소임.

- 상기 제안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들은 개방 이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정확한 선정

(Who)과 이들에게 제공될 효율적 지원방법(How)을 정하는데 있어 공정성 원칙에 부합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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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무역관련 피해계층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행 과정에서 반

드시 해결해야 할 국내적 합의 도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임. 

- 만약 정부가 개방정책에 대하여 특정피해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통상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대외협상 차질로 이어져 결국 국가적 비용

으로 작용함.

- 따라서 앞서 제안한 실천과제들은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국내 합의과정에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해집단 간의 소모적 정치논쟁을 불식시키고, 대외협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할 것임1).

Ⅲ. 실천과제별 추진방향

1-1. FTA 피해지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가.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현재 개방 보완대책으로 수립된 FTA 피해지원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하고 사양 산업화되

고 있는 농수산업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고

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함.

농수산업에 대한 개방보완대책 현황

□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2003년 11월 DDA 및 한․칠레 FTA 등 개방에 대비한 119조원 규모의 농업 

및 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이며, 수산업도 12.4조원 규모의 수산업 및 어촌 종합대

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시행기간은 2004〜2013년이며, 이 가운데 한․칠레 FTA 대책 기금은 1.2조원).

□ 이후 정부는 2007년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한․칠레 FTA 대책의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 10년간(2008-2017년) 총 21.1조원(한미 FTA로 인한 15년간 농수산업 예상 생산 

감소액의 2배 수준)을 지원하되, 농업분야에 총 20.4조원을, 수산업분야에 총 0.7조원을 지원키로 함.

<표> 농수산업분야 국내보완대책 재원구성

(단위: 억 원)

구분 농업 수산업 계

지원 기간별
2008-2013

기존 69,367 2,273 71,640

증액 51,220 2,409 53,629

2014-2017 추가 83,040 2,580 85,620

총계 203,627 7,262 210,889

1) Aho and Bayard(1984) 경우 미국 정부가 1962년 케네디 라운드와 1974년 동경라운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A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사례분석을 통해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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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향 및 과제

□ 무역조정지원제도 틀 내에서 농업 지원제도 운영

- 기존의 FTA 이행 기금은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성격이 강하며, 효율적인 대내협상의 수

단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농업 분야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사전적 지

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을 통합하는 방안

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피해지원제

도를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음.

∙우선적으로 음식료품 분야의 경우 제조업과 농업 분야가 겹치는 부분으로서 중복지원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역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보를 교류하고 공

동조사를 하는 등 연계체계가 필요함.

다. 국내외 사례

□ 미국은 2002년부터 농어업 분야도 TAA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농무부의 관할 하에 

해당 작물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기대효과

□ 개방관련 농어민 지원대책의 합리적 운영은 보상 중심의 지원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등 비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Bonahan and Flowers(1998)는 보상 중심의 지원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실

히 유지하는 기업이나 근로자 경우 일체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과소보상), 반면에 경쟁

력 있는 기업의 경우 보상이 퇴출의 유인(과다보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Corson and Nicholson(1995)은 개방피해에 대한 무조건적 보상은 실직자가 더 오랜 기

간 실직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지적함.

1-2. 지역단위 구조조정제도 운영

가.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현행 소득기반 확충 지원대책은 농어촌 지역에 국한해서 수립되어 있으나, 이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노출함.

- 개방의 불리한 영향은 농어촌 지역 외에도 경쟁력이 낮은 여타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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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의 경우 피해 업종으로 정밀화학, 제약업, 정밀기기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밀화학과 제약업은 경기도에 각각 37%와 65%가 집중되어 있고 정밀기기

의 경우 경기도에 34%, 서울에 13%가 밀집

나. 추진방향 및 과제

□ 지역 단위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필요

-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의 고용 감소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급격한 고용 감소로 인해 세수가 감

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음. 

- 지역 단위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손실 보상도 포함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구조 개

선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따라서, 지원 내용을 법규에 지정하는 소극적인 방식보다는 지자체가 스스로 실천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하는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활성화해야 함.

∙프로젝트 공모방식은 기업, 산업, 근로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

를 제안하고 그 유용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단, 지자체의 역량이 축적되어야 하며, 특히 프로젝트 심사역량, 지원자금의 효과적 활

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원 등이 마련되어야 함. 

다. 국내외 사례

□ EU는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지역․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구

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을 창설하였으며2), 특히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유럽구조기금의 일부로서 1975년 창설되어 EU의 지역정

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3). 

- 미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TAA에 지역단위 지원프로그램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꾸

준히 제기되어 2010년부터 지역공동체 TAA(Community TAA)를 운영 중임.

□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경우 공모방식으로서 기금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기금의 

규모를 스스로 계획하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2) 유럽구조기금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만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무역자유화를 포함한 경제통합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라

고 할 수 있음.

3) 유럽구조기금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그리고 수산업지원재정기금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등 네 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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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유사한 방식은 미국(지역공동체 TAA), 캐나다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됨.

라. 기대 효과

□ 개방으로 인해 쇠퇴하는 지역 산업의 전환과 지역 경제의 구조조정 그리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역 간 격차해소 및 불균형 완화는 지역 간의 적정한 경쟁을 유지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Cappelen, et. al.(2003)은 유럽지역개발기금이 유럽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 것으로 분석함.

2-1. 하청기업 관련규정 도입

가.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현행 FTA 피해지원제도는 FTA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지만 

이들 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는 기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노정하고, 하청업체들의 개방 피해 대응에 유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나. 추진방향 및 과제

□ 무역조정지원제도 하에서 하청기업의 무역 피해에 대한 관련규정 도입

-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 피해를 입은 하청기업 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개방 피해를 입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기업/하청업체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 국내외 사례

□ 미국은 2009년 TAA 개정을 통해 무역피해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도 무역피해 

기업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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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국의 TAA 개정 주요 내용

∙부품 공급 업체도 무역피해 기업으로 포함

∙서비스 및 공공분야 근로자로 지원 대상 확대

∙교육훈련 지원금 확대

∙지역공동체 TAA 도입

∙불공정 무역 및 수입 증가를 겪는 근로자를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포함

∙기업 TAA 지원금 확대 및 농민 TAA 지원 자격 규정 합리화

∙교육훈련 선택권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 개선

∙노동부 내 무역조정지원사무소(Office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설립: 지원자격

심사, 기술지원, 지원혜택 소개 등의 업무 담당

라. 기대효과

□ 대외개방보완대책의 주 대상은 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기업들이며 특히 하청

기업의 대부분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책 대

상의 공정한 선정에 있어 필요함.

- 국내 내부적 합의 도출 관점에서 개방관련 피해계층에 대해 1) 실질적/효율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2) 그 대상 또한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청기업에 대한 

관련 규정 도입은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함. 

-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회생지원보다는 전업지원이나 퇴출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비효율적인 생산부문의 자원이 효율적인 부문으로 신속히 이동

하는 것을 도와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2-2. 다자협상․무역구제조치 피해 관련규정 정비

가.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및 무역

구제조치 등 FTA 이외의 여타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함. 

나. 추진방향 및 과제

□ 다자협상, 무역구제조치 등 여타 개방피해에 대한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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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다자협상에 따른 개방은 FTA 개방과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국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를 취한 경우에도 해

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무역조정지원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 아울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하에서는 아웃소싱, 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말미암아 발

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관

련 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함.  

다. 국내외 사례

□ 미국의 TAA나 EU의 세계화 조정기금 등은 FTA뿐만 아니라 여타 개방피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의 침엽수산업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를 지원하고 산업구조조정(주력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 침엽수산업과 공동체

의 경제조정계획(Softwood Industry and Community Economic Adjustment Initiative: 

SICEAI)을 포함한 정책을 시행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음.

라. 기대 효과

□ 현행 대외개방 보완대책이 개방피해 사각지대(서비스업, 오프쇼어링 등)와 FTA 이외 개

방(WTO, DDA 등)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될 경우 지원대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경우 2006년 4월 TAA가 최초 도입된 이후 총 6개 업체가 이를 신청하였고 이 

가운데 5개 업체만이 TAA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Levine(2005)과 Topoleski(2007)에 따르면 현행 미국 TAA제도가 서비스업과 오프

쇼링 산업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현재보다 약 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우리나라에서는 오프쇼어링 기업과 서비스업 내 종자자 수가 2000년 이후 대폭 증가하여 왔음.

- Hyun(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프쇼어링 성장율은 2001년과 2006년 사이 약 55.7%인 

것으로 나타났고, OECD STAN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1995년 54.8%에서 2007년 66.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은행(2009)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우 비교열위 상태이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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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함.

- 요컨대, FTA 이외의 대외개방에 대한 보완대책 적용 확대는 개방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확대할 것임.

3-1. 전직지원 서비스 및 교육훈련 강화

가.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근로자 지원보다 기업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산업정

책적 성격이 강한바, 이는 WTO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논란과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위해서 근로자 지원 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방향 및 과제

□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첫째,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개별활동계획(IAP)의 수립과 

관리 등을 비롯한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실직자에게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금손실과 미취업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인바, 

전직지원서비스는 실직자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수단임. 

- 둘째,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직지원서비스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업체를 육성해야 함. 

∙밀착 지원 또는 맞춤형 지원 등 전직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고용서비스

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 현재 영세업체 위주인 국내 민간 고용서

비스업의 발전이 요구됨. 

- 셋째, 향후 FTA 체결 확대로 상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서의 노동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그러한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

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조정 및 일자리 창출을 각 부문별로 예측

하여 그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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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사례

□ 미국 및 유럽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관련 실직자들의 실직기간이 더욱 길고, 

재취업 이후에도 더 많은 임금 삭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타 실직자에 비해 노동

시장 조정비용이 높음(OECD, 2005).

- 미국의 운영 사례에 의하면, 각종 취업서비스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직업훈련만큼이

나 효과적이었음(Jacobson. 1991).

라. 기대 효과

□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서비스 강화는 산업간 구조조정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Marcal(2001)은 TAA 수혜자 경우 비수혜자에 비해 재취업률이 9% 정도 높음을 보임으

로써 TAA 프로그램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함4).

- 또한 상기 논문은 재취업 훈련프로그램 참가자 경우, 비참가자에 비해 재취업률이 12% 

정도 높음을 보임으로써 재취업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조함.

- Fung and Staiger(1994) 경우 또한 정부의 TAA제도가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함.

□ 기업과 근로자의 업종전환 또는 전직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개방 보완대책을 개선

할 경우 무역개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간 구조조정을 원활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임.

-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시장실패에 대하여 정부는 대외개방 보완대책을 통해 개입함으로

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산업구조고도화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여 무역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함.

3-2. 자영업자 지원규정 정비

가.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하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무역자유화 피해에 대

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이들의 효율적인 전직에 한계

4) 비슷한 연구결과로는 Decker and Corson(1995)과 Jacobson(1991)이 있음. 이들 모두 TAA 수혜자들의 재취업

율이 비수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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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노정함.

나. 추진방향 및 과제

□ 개방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정 도입

-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실직자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업에 주로 종

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다. 국내외 사례

□ 미국의 TAA 및 EU의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근로자 지원 대상으로 자영업자(self-employed)

를 포함시키고 있음.

라. 기대효과

□ 하청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경우 또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규정 정비는 대외개방보완대책의 대상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하청기업 관련 규정 도입과 더불어 자영업자 지원 규정 정비는 현재 신청자가 미미한 

대외개방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임.

- 또한 생산성이 낮은 하청기업과 자영업자 부문에서부터의 생산요소의 효율적 재분배와 

구조조정의 촉진은 개방화 이후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

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3-3. 임금보험제 도입

가.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임금보험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실업자의 재취업 

및 자원의 효율적 이동 촉진이 기대됨. 

- 임금보험제는 실직자가 재취업 시 새로운 일자리의 임금이 전 직장의 임금보다 낮을 경

우 신구 임금 격차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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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향 및 과제

□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험제 도입

- 임금보험제는 이직 후 임금하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무역조정지원제도 하에서 임금보험제를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형태로 운영하여 

효과를 평가한 뒤 모든 비자발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미국 ATAA에서처럼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는 방안도 검

토할 수 있음. 

다. 국내외 사례

□ 임금보험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캐나다에서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

영된 바 있고, 미국 TAA에서는 5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임. 

라. 기대효과

□ 미국인구조사국(U.S. Bureau of the Census) 보고서5)에 따르면 임금보험제는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 상기 보고서는 단순한 실업보험이나 소득 보상제도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함으

로 실직 후 재취업율 저하 등 근로 유인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함.

- 임금보험은 실업보험과는 달리 새 일자리를 얻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재취업에 대

한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실업 전 임금과의 차액을 보상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소득향

상에 큰 도움이 됨.

- Reynolds and Palatucci(2008), Marcal(2001), Decker and Corson(1995)에 따르면 개방

피해근로자들 경우 재취업 시 임금하락폭이 일반 실직자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하

는 바, 임금보험제는 개방피해근로자들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줄 것으로 기

대함6).

5) Hyatt(2009) 참조

6) 사용된 데이터나 실증분석 방법에 따라서 Kletzer(2001)와 임혜준 외(2008)의 경우 개방피해근로자와 일반 실

직자간 임금하락폭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도 나타남. 따라서 임금보험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하에서 먼저 

시험적으로 실시한 후 전체 실직자들에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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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1. 추진전략별 우선순위 분석

□ 우선순위 분석을 ① 시급성, ② 정책 시행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 ③ 구축을 위한 준비 

정도, 이상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고․중․저 3단계로 평가함.

- 대외개방 보완대책의 중요성은 개방속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주요 평가기준으로 

시급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방정책 스케줄을 감안하여 평가함.

- 시행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라는 기준은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포함하였으며, 

제시된 세부 실천과제들이 주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해외 실증연구를 참고하여 평가를 시도함. 

- 구축을 위한 준비 정도 기준은 시급성 및 효과성 외에, 정책도입을 둘러싼 국내의견수렴 

과정의 난이도 및 정책시행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한 기준으로 도입의 현실성과 관련된 

기준임.

∙의견수렴 과정의 난이도는 주로 관련 이익집단 및 부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채시행의 복잡성은 기존의 제도와 질적으로 새로운 요소들의 포함정도에 

따라 평가 가능

□ 각 세부실천과제에 대하여 기준별 평가를 한 후, 기준별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도출함.

<표 IV-1> 추진전략별 우선순위

추진전략 실천과제 시급성
파급
효과

준비
정도

우선
순위

개방 이후

구조조정 촉진 

1-1. FTA 피해지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고 고 저 2

1-2. 지역단위 구조조정제도 운영 중 중 저 6

개방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

2-1. 하청기업 관련 규정 도입 저 중 저 7

2-2. 다자협상․무역구제조치 피해 관련 규정 정

비
중 중 고 3

노동시장 전환비

용 최소화

3-1.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 고 중 고 1

3-2. 자영업자 지원규정 정비 저 고 저 5

3-3. 임금보험제 도입 중 고 저 4

□ 우선순위 평가기준에 따라 도출된 최우선 실천과제는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가, 그 

다음으로 FTA 피해지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다자협상․무역구제조치 피해 관련 규정 

정비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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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는 대외개방의 본격화에 앞서 가장 기초적인 정책이라는 점

과 기본제도의 존재로 인한 준비정도에서 긍정적이나 자체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는 여타 정책들과 결합하여 전체적 효과성을 제고한

다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효과의 지속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파급효과 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정책으로 판단됨.

- 자영업자 지원규정 정비, 임금보험제 도입 등의 정책은 높은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관

련 제도 수립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단계가 복잡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우

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단위 구조조정 제도 운영, 하청기업 관련 규정 등은 이해관계자의 특정성이 높아 의

견수렴 과정의 난이도 또한 높을 수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들과의 중복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이 맞물려 후순위로 평가됨.

2. 연차별 추진계획

□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는 ‘시행방안 연구 → 의견조율 및 제도정비 또는 시범

운영 → 본격 시행’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추진함.

-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는 상기 3단계와 별도로 추진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현황 검토’ 기간을 둘 수 있음. 

□ 1.1. FTA 피해지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2)7)

- 우선순위는 높으나 긴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로서, 본격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도 구

축, 이해집단 간의 의견 조율 등에 준비과정이 필요함.

□ 1-2. 지역단위 구조조정제도 운영(6)

-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단위의 역량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함.

□ 2-1. 하청기업 관련 규정 도입(7)

- 하청기업 피해규모 및 지원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이 요구됨.

□ 2-2. 다자협상․무역구제조치 피해 관련 규정 정비(3)

7) 괄호 안은 7개 추진과제 가운데 우선 순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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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타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준비과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 3-1.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1)

-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는 여타 정책들에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으므로, 단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임.

□ 3-2. 자영업자 지원규정 정비(5)

- 현재의 여건에서 포괄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고 관련제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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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방안

오세익 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소비지의 농산물 거래주체인 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대규모 식자재업체 등은 

안정적 물량확보와 비용절감을 위해 산지 생산자(조직)와 수직적 계약관계를 형성하거나 

직접 산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활용함.

-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체계는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구체적 요구(가격, 품질, 

규격, 물량, 가공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노출 

- 대형유통업체 등은 대규모 구매력에 따른 높은 거래교섭력으로 산지에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 

□ 소비지 대규모 유통주체와 산지 유통주체 간의 거래 시 두 거래주체 간 현저한 거래교섭

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소비지 대규모 유통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는 구매자와 공급자 간 협상력의 차이 또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는 설이 지배적(Emerson, 1962)

- 생산자(조직)가 소비지에 자체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 판

매망을 구축하여도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

지 유통주체에 판매를 의존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산지 유통조직간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농수산물유통공사의 ‘08

년 4～11월)결과 다양한 내용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관행적 불공정거래 사례에는 할인행사 강요, 저가납품 요구, 계약내용 변경, 판촉사원 투

입 강요, 비용전가,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이 있음.

- 두 유통주체 간의 불공정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이나 계약서를 개발․활용하지 않아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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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지 유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에 

농산물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기반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소비지 대규모 유통주체와 산지유통조직 간의 거래실태와 문제점을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두 주체 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요인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의 개선방

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기존의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등)와 산지유통조직간 농산물 거래실태 분석 

- 두 주체 간 농산물 거래 시 거래교섭력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분석을 통하여 불

공정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2. 연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 및 요인 분석

- 소비지 유통주체의 농산물 구매담당자와 산지유통조직의 임직원 면담조사 실시를 통하

여 농산물 거래의 문제점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요구사항 수집

- 대형유통업체 3개 업체, 식품제조업체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청과물을 납품하

는 산자유통조직을 대상으로 계약서 수집하고 의견을 청취

- 소비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산지 생산자조직(5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거

래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불공정 거래 요인의 면담조사를 실시

- 노지채소류 주산지 농가를 방문하여 산지유통인(개별상인)과 포전거래 시 발생하는 불공

정거래 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 노지채소류의 포전거래를 주로 하는 산지유통인과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시장정보 산지

유통인의 법인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

□ 거래계약서 분석을 통한 불공정거래 요인 파악

-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 대형유통업체간 거래 시 활용되는 거래계약서를 수집하여 계약

조항의 적용 실태와 계약서상의 불공정거래 발생요인을 파악



Session 1-3 : 공정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57

3.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 농산물 공정거래 분야의 비전 및 목표는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이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농산물 거래관행 개선, 거래교섭력 불균형 해소, 시장정보의 공정성 확보임.

<그림 Ⅰ-1>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목표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

추진전략
농산물

거래관행 개선

거래교섭력

불균형 해소

시장정보의

공정성 확보

□ 3가지 추진전략별 실천과제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Ⅰ-1>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농산물의 

거래관행 개선

농산물 거래의 불공정성

개선을 위한 계약방법 개선
표준계약서 거래 비율

시장교섭력

불균형 해소

산지 생산자의 조직화와

산지유통활동의 공동화 추진
산지출하의 공동화율

시장정보의 

공정성 확보

시장정보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Ⅱ. 농산물 거래의 여건변화와 불공정거래 문제

1.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 수요 및 소비 측면

- 소비자 농식품 소비성향의 다양화

- 식품소비의 개성화, 편의화와 고품질․안전․신선도 중시

- 소비자 농산물 구매성향의 변화(신뢰구매, 가치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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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농식품 소비형태 변화(가공식품 및 외식소비 확대)

□ 생산 및 공급 측면

- 시장개방화 가속과 국내시장 과잉공급구조 전환

- 산지간․생산자간․국가간 판매경쟁 심화

-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공동화로 거래교섭력 증대 추세

- 생산의 규모화․전문화와 거래형태의 다양화

□ 소비지 유통환경(소매 및 도매단계)

- 유통업체의 규모화, 체인화 진전과 시장지배력 강화

- 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형태의 다양화(계약, 직거래 등)

- 전자상거래, 인터넷몰, 통신판매 등 거래형태 다양화

- 다양한 도매유통업태 출현과 도매시장구조의 경쟁심화

- 농산물 도매유통체계 다극화의 빠른 진전

- 도매시장 기능 및 역할 축소와 거래의 점진적 위축

<그림 Ⅱ-1> 농산물 유통에서 시장지배력의 이동 현황

1985

가락시장 개장

1996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2010현재

산지수집상, 위탁상

중심 수집․분산,

가격형성 주도

공영도매시장 네트워크

중심 수집․분산 및 

가격형성 주도

대형유통업체의 SCM

및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중심

수집․분산, 가격형성

33개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위탁상체제

할인점, 종합유통센터

’10년 423개 점포 

소매

도매

시장지배력이동(Power Shift)
(Market Power, Bargain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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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한 농산물 거래를 위한 당면과제

□ 소비지 대규모 유통주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

- 대형유통업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지 유통조직에 대한 납품가 인하, 과도한 세

일과 미끼상품 활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 추세

- 2010년 말 현재 14개 업체에서 423개 대형 점포(할인점, 마트) 운영

- 산지 유통조직과 소비지 유통업체간 농산물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

□ 산지유통조직의 낮은 거래교섭력과 소극적 대응

- 생산자(조직)는 항상 대형유통업체로부터의 납품중단 등의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

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 산지유통인의 관행적 산지유통활동 지속

- 노지채소류의 경우 산지유통인과 생산자의 거래가 전체물량의 70～90% 점유

- 산지유통인의 거래는 관행적, 개인적 거래형태로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위한 거래의 제도화가 필요

3. 공정한 농산물 거래의 개념과 생산자 조직화

3-1. 농산물 거래에서 공정의 개념

□ 공정한 농산물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시장교섭력을 가질 때 달성됨.

□ 시장교섭력은 거래당사자의 규모, 시장정보력, 인적자원(전문가) 등의 요인과 거래조건 

등에 의해 결정됨.

- 규모는 거래량(1회 판매 및 구매량), 자본규모(거래자본 조달능력)

- 정보는 수급동향, 가격형성, 해당품목의 작황․수확․저장․가공․출하 정보 등

- 인적자원은 전문경영인, 유통전문가, 시장예측 전문가의 보유수준

- 거래조건은 거래계약서 조건이나 거래주체 간 합의내용 등이 포함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6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그림 Ⅱ-2> 농산물 거래자의 시장교섭력 요인

3-2. 농산물 거래에서 공정성 확보 방법

□ 법․제도적 방법

- 공정한 거래규칙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거래당

사자간의 계약서 작성 등)

- 소비지 대규모 유통주체의 우월한 시장지배력 지위의 남용 등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를 규제함으로써 영세한 산지 생산자(조직)와 소비자 보호가 가능

- 농산물 거래의 경우 거래주체의 거래행위, 의무, 벌칙 등을 규정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일반적

□ 거래주체의 규모화․조직화

- 약자입장에 있는 산지 생산자가 조직화․규모화․전문화하여 소비지 대규모 거래주체와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확보

-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조항 규정(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

황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농업인은 협동조합법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협동조합

이나 법인을 만들어 유통환경 및 시장변화에 합리적․효율적으로 대응

3-3. 농업인의 조직화 형태

□ 조직화의 목적

-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시장변화에 합리적․효율적 대응

- 공동화․규모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동등한 거래교섭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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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조직화 형태와 설립 근거

- 농업인의 조직화 형태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설립(특수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제고 및 출하․유통․가공․수출 등

의 공동화로 규모화와 거래교섭력 제고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이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를 위해 설립

3-4. 농업인의 조직화와 참여 논리

□ 경영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규모화․공동화 유인

- 영세한 개별농가는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거래규모, 시장정보, 인적자원 등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으로 상대적 거래교섭력이 미약

- 규모화․공동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로 시장리스크 감소 및 비용절감 효과

□ 자산의 특정성과 비유동성

- 자산이 농업에 특화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한계

- 거래중단 시 자본손실 발생,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수용이 불가피

□ 경영성과의 불확실성

- 농산물의 심한 수급 및 가격변동으로 개별농가의 경영성과가 불확실

- 조직은 규모화․공동화를 통해 거래교섭력 제고 등 개별농가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수단이 다양(공동출하․공동계산, 공동저장 등)

□ 효율적인 품질관리와 유통전략 수립

- 산지유통의 공동화를 통해 규격화․규모화 함으로써 거래교섭력과 상품성 제고

- 조직이 유통전략을 공동으로 수립․운용함으로써 시장리스크 감소 및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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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비지 유통주체의 농산물 거래실태

1. 대형유통업체

□ 대형유통업체 구매실태

- 청과물은 산지직거래, 도매시장, 벤더 업체 등을 통하여 구입이 일반적 형태

- 산지직거래는 산지유통조직이나 생산자 단체, 산지벤더 등을 통하여 거래

- A업체의 과일류와 채소류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7.8%를 차지

<표 Ⅲ-1> A 대형유통업체의 구매처별 매입현황

부 류 산지직거래 도매시장 벤더 업체 기 타 계

과일류 26.8% 5.0% 68.2% - 100.0%

채소류 67.0% 10.9% 12.1% 10.0% 100.0%

주: A대형유통업체 청과류 및 채소류 바이어 면담조사 내용.

□ 농산물 산지 매입형태는 직거래, 주문제조, 특정매입거래, 매장임대가 있음.

- 직거래는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

- 특정매입거래는 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는 수탁판매 형태

- 매장임대는 업체가 매장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판매하는 형태

- 주문제조거래는 업체가 납품업자에게 PB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형태

<표 Ⅲ-2> A 대형유통업체의 매입형태별 비중

부 류 직매입 주문제조(PB) 특정매입 매장임대 계

과일류 92.0% 8.0% - - 100.0%

채소류 60.3% 7.4% 33.0% - 100.0%

주: A대형유통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바이어 면담조사 내용.

□ 대형유통업체 취급 청과물의 유통경로

- 산지에서 일부 점포로 직배송이 있으나 대부분 물류센터로 배송

- 산지유통조직이 물류센터까지 배송할 경우 물류센터 이용수수료를 지급(전체 납품액의 

4～7% 수준 추산)

- 물류센터에서 안전성 검사 불합격 시 반품과 동시에 판매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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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과정에서 물류센터까지의 품질검사(과일류 3～5회, 채소류 2회) 비용은 산지유통조

직이 부담 

<표 Ⅲ-1> 대형유통업체의 청과류 유통경로

납품

납품

형

유

통

업

체

산지유통조직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산지벤더
수입업체

발주

구매

발주

납품

납품

소
비
지

포

물류
센터
(검품
검수)

배송
제
3
자
물
류

주: A대형유통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바이어 면담조사를 통해 작성함.

2. 식품제조업체

□ 구매실태

- 원료농산물 구매형태는 도매시장 매입과 산지유통조직과의 직거래 형태가 일반적이며, 

필요 시 산지유통인 등으로부터 확보

- 산지 직매입 시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해 계약파기가 쉬운 개별농가보다 산지유통조직과

의 계약을 통한 매입형태가 일반적

- A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주로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는 

농가에서 담당하고 구매팀이 품질관리 담당 

- 그리고 도매시장 매입은 가격변동 시 산지생산자(조직)의에 일방적 계약파기에 따른 대

응책 차원

- 조사대상인 A식품제조업체의 ‘07년 원료농산물 구매처별 비중은 산지직매입 

21.5%(1,643백만 원), 도매시장 매입 78.5%(5,993백만 원)

- 식품제조업체의 원료농산물 확보는 산지유통조직과의 계약을 통한 구매 비중이 점차 증

가 추세

□ 계약 체결 후 수확작업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A 업체의 경우 모든 수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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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담하고 있음.

- 병충해, 이물질혼입, 잔류농약 등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만을 

수확하기 위해서임.

- 산지직거래, 산지 유통인, 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 공장까지 배송한 후 

상품화 작업을 실시

□ 식품제조업체 원료농산물의 유통경로

- 산지유통조직과의 계약에 의한 확보된 원료는 현장에서 간이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가

공공장으로 배송

- 가공공장까지의 배송은 산지유통조직의 책임이며, 수송비는 산지유통조직이 부담

- 도매시장이나 산지유통인으로부터 확보된 원료농산물은 가공공장 배송 후 품질검사를 

실시, 이 경우 수송 역시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책임

<표 Ⅲ-2> 식품제조업체의 농산물 유통경로

소비지

유통

업체

식

업체

주문

온차량배송

구

매

산지유통조직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계약

구매의뢰

장검수 

물류센터입고검수

가공

공장

배송

배송구매의뢰

리

업소

주: A식품제조업체 과일류 및 채소류 바이어 면담조사를 통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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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산물의 불공정거래 요인과 실태

1.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계약서 분석

1-1. 납품가격 및 대금정산

□ 가격결정

- 산지유통업체와의 거래 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으로 작성

- 계약서상의 가격결정은 원가분석표를 기준 상호 합의로 결정

- 그러나 현실적인 납품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 산지가격, 산지 희망 제시가격 등 다양한 

가격지표 이용

- 이것은 산지유통조직의 원가분석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표 Ⅳ-1> 가격결정 방법에 관한 계약서 내용

A 대형유통업체
 - ‘갑’은 ‘을’에게 상품별 원가분석표를 요청할 수 있음

 - ‘갑’과 ‘을’의 사전합의 하에 상품별 납품원가 변경 가능

B 대형유통업체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원가분석표에 의해 가격을 결정

 - ‘갑’과 ‘을’의 사전합의 하에 상품별 납품원가 변경 가능

C 대형유통업체  - ‘갑’과 ‘을’이 합의한 상품발주서나 매입전표상 가격으로 결정

자료: A, B, C 대형유통업체 계약서 내용임.

□ 불공정거래 발생 요인

- 사전합의에 따라 납품원가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① 원자재가격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

동, ② 제조방법이나 사입․포장방법 변경, ③ 산지유통조직이 판촉을 위한 특별행사 기

획, ④ 업체가 현저히 많은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등

- ③의 경우 대체로 산지공급량 증가로 가격인하 요인이며, ④의 경우 업체가 행사에 필요

한 대량물량 확보를 위해 납품단가 인하 요구의 경우가 대부분

- 대체로 수급에 큰 이상이 없을 경우 1주일에 1회 정동의 가격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업체가 특판(할인)행사의 경우 합의가격이 아니고 이종의 공지가격

- 예를 들면 가락시장 기준가격이 단위당 1,000원이라면, 평상시의 가격은 산지유통조직의 

작업비, 인건비, 물류비와 적정 이윤을 고려한 최소 희망가격이 1,300원 수준이라면 납품

가격은 대체로 1,000～1,300원 수준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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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소비지 업체의 행사가격의 경우 가격공지는 1～2주일 전에 산지유통업체에게 전

달되지만 납품가격은 협의가격이 아니고 유통업체의 행사용 할인가격인 단위당 900원 

수준으로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공지

- 업체의 특정품목에 대한 행사용 할인가격 납품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다른 품목의 납품

가격을 올려 산지 납품업체의 전체적인 수익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이러

한 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판 행사용으로 납품가인하가 인하가 이루어지면 해당품목의 매출액은 평상시 매출액

의 85～90% 수준이 되어 업체의 이익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산지유통

조직(납품업체)은 신선농산물의 이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주로 저장성 있는 품목(마

늘, 양파 등)의 저장으로부터 시세차익을 취하는 경우가 증가

□ 대형유통업체의 행사

- 대형마트의 농산물 특판(할인)행사 형태는 일반적으로 1+1행사, 특판 행사 형태인데, 최

근 신선농산물에 대한 1+1 행사 형태보다는 연중 할인행사 형태로 전개 

- 신선농산물에 대한 특판 행사는 대체로 1개월에 1회 정도로 이루어지지만, 품목별로 보

면 약 100개 정도의 품목이 1주일에 1회 정도로 연중 이루어지고 있음.

- 특판 행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품목은 애호박, 풋고추 등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이 

대부분

- 최근 대형유통업체(빅3 중심)들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산지에 대한 더 많은 납품가격 

인하물량과 인하시기를 요구

1-2. 발주․납품 및 물류센터 이용

□ 발주․납품 실태

- 발주는 일반적으로 팩스 또는 EDI를 활용, 거의 매일 발주가 이루어짐.

- 계약서상의 발주물량 기준으로 보면 정기발주(통상적 발주)와 ‘갑’이 정한 임시발주(성수

기․명절․특판 행사용 등) 형태로 구분

- 정기발주의 경우 일정한 발주물량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임시발주의 경우 대체로 발주 

물량에 대한 통보가 3～4일전에 이루어지고 있어 산지에서 발주물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음.

- 또한 임시발주의 경우 성수기나 명절에는 평상시 발주량보다 최고 10배 이상의 물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

- 정기발주의 경우에도 가격결정의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경락가가 크게 하락하면 발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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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되고, 반대의 경우 발주량이 증가하여 물량확보의 어려움이 가중

□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 이용

- 계약서상 산지유통조직의 납품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① 유통업체가 지정한 장소와 일

시에 맞는 공급, ②상품공급 운송비용은 산지유통조직이 부담, ③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

우 소정의 수수료 지불 등

- 산지에서 소비지 점포까지의 운송비는 ① 산지↔물류센터, ② 물류센터↔점포가 있는데 

①의 경우는 물론 ②의 경우에서 물류센터 이용료도 사실상 운송비 개념이 되어 산지에

서 점포까지의 전체 운송비의 실질적 부담주체는 산지유통조직임.

- 산지에서 점포까지의 물류비(운송비)는 납품가격의 12～15% 수준이며, 이 중 물류센터 

이용료는 5～8% 수준

□ 불공정거래 발생요인

- 임시발주에서 산지조직이 충분한 량의 원물확보에 실패할 경우 미납된 납품물량에 대한 

페널티 부과로 결제금액 삭감 등의 악순환 발생

- 계약서상 산지업체의 납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센터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소비지 점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물류센터와 점포 간 상품파손 등의 손실을 

산지유통조직이 부담하는 경우 발생

<표 Ⅳ-2> 계약서상의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 이용 관련 사항

A 유통업체
 -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상품 공급, 운송비는 ‘을’의 부담

 - 물류센터 이용 시 ‘을’은 소정의 수수료 지불

B 유통업체

 - ‘을’은 ‘갑’이 지정한 공급 장소 및 일시에 맞추어 상품을 공급

 - 물류센터 이용 시 ‘을’은 소정의 수수료 지불, 요율은 별도 약정

 - ‘을’에게 포장개선 요청가능, 개서도지 않으면 배송수수료 5% 지불

C 유통업체
 - ‘을’은 상품발주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납품을 완료

 - ‘갑’의 물류센터 이용 시, ‘을’은 별도 물류비를 ‘갑’에게 지급

자료: A, B, C 대형유통업체 계약서 내용임.

1-3. 검품, 대금정산 및 반품 등

□ 검품

- 검품기준과 조건은 ① 산지 납품업체는 각종 관련법규(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한 각종 기

준, 품질․원산지․가격․성분함량표시 등)를 준수해야 하며, ② 대형유통업체는 산지유

통조직에게 품질검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③ 산지유통조직의 제조, 처리, 포

장, 저장 관련 조사와 검토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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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계약서상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

A 유통업체
 - 품질검사 필증 제출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음

 - 품질검사 비용은 ‘을’이 부담, ‘갑’이 품질검사(‘갑’의 시설) 실시하면 ‘을’이 부담

B 유통업체

 - ‘을’은 납품 상품에 대해 제반 법적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갑’은 필요에 따라 ‘을’의 상품 및 제조현장을 점검할 수 있음

 - ‘갑’은 상품에 대한 각종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C 유통업체

 - ‘을’은 납품상품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과 검사기구를 갖추어야 함

 - ‘갑’이 품질검사를 위해 ‘을’을 조사 및 검토하는 것에 동의함

 - ‘갑’은 품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음

자료: A, B, C 대형유통업체 계약서 내용임.

□ 대금정산

- 납품상품에 대한 대금정산은 물류센터 입고물량 확인과 샘플검품이 이루어지고 산지유

통조직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10～15일 단위로 지급

- 정산 시 사전 합의된 사항을 공제(채무, 대량구매 장려금, 배송수수료, 손해배상금 등)한 

후 현금, 어음 및 기업 구매카드로 지급

<표 Ⅳ-4> 계약서상 대형유통업체의 대금지급 방법 관련 내용

A 유통업체

 - 지급수단은 현금/(     )일 어음

 - 지급기일은 납품마감일 익월 10일, 15일

 - 채무가 있을 경우 공제 후 지급함 

B 유통업체

 - 1～15일 납품은 당월 말일, 16～말일 납품은 익월 15일 지급함

 - 반품이 있을 경우 반품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지급 대금 중 사전합의 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대량구매에 따른 장려금, 배송수수료, 손해배상금액 등)

C 유통업체

 -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익월 은행영업일 기준 2일 18시까지 ‘갑’에게 EDI로 

제출하여야 함

 - ‘갑’은 당월대금을 익월 (   )일에 현금이나 기업구매카드로 지급

 - 기업구매카드로 대금지급 시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금을 인출

자료: A, B, C 대형유통업체 계약서 내용임.

□ 반품

- 계약서상의 가장 빈번한 반품요인은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② 납품한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③ 명절용 또는 계절용품 등과 같이 

특정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④ ‘갑’이 반품손실을 부담하고 

‘을’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⑤ 여러 가지 이유로 ‘을’이 사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요청 

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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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소매업에 있어 특정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상기 5가지 외에는- 부당반품을 금지

<표 Ⅳ-5> 계약서상 반품 또는 교환 요건 관련 내용

A,B,C 유통업체

공통의 반품 요건

 -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검품한 결과 주문내용과 다르거나 상품요건에 미달한 경우 

 - 납품상품에 법적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 ‘갑’이 반품 손실을 부담하고 ‘을’이 반품에 동의한 경우

 - 특정 기간이나 계절 판매 상품으로 반품이 정당한 기간 내인 경우

 - 품질검사 결과 상품의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판정될 경우

 - 납품하지 않는 상품에서 위반사항이 발견으로 ‘갑’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

 - 기타 이류로 ‘을’이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자료: A, B, C 대형유통업체 계약서 내용임.

□ 불공정거래 발생요인

- 검품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요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면 유통업체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음.

- 대금지급의 경우 정산시기가 납품 및 검품완료 후 10～15일후 도는 당월 납품분은 익월 

정산 등으로 상대적으로 도매시장에의 거래 익일 정산보다는 장기간

- 또한 일부업체에서의 지급수단이 현금 이외에 어음 및 기업구매카드로 결제를 명시하고 

있어 어음할인 및 카드수수료를 산지유통조직이 부담하여 영세한 산지유통조직의 부담

비용이 높은 상태

- 반품의 경우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명절용 선물세트나 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에 판매되는 상품이 반품될 경우 농산물의 특성상 선도나 상품성의 급격한 하락으

로 염가판매나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경영의 노하우나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명절용이나 계절용 상품의 

특정 기간 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일부 업체(B유통업체)의 경우 ‘갑’에게 납품되지 않은 ‘을’의 상품에서 위반사항 발생으

로 ‘을’의 신용이 추락함으로써 ‘갑’에게 납품한 상품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반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반품요건이 너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1-4. 판촉행사 비용과 판매(대량구매) 장려금

□ 판촉행사

-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의 일반적 유형은 ① 특정장소 또는 특별 진열대에 일정기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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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진행하는 행사, ② 할인행사, 샘플․증정상품․경품류 제공 등의 판촉행사, ③ 실연, 

시음, 시식 이벤트, ④ 기타 ‘을’의 요청에 의한 ‘을’의 특정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제반 

활동 등

-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을’이 판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Ⅳ-6> 계약서상 판촉행사 및 비용부담 관련 내용

A, B 유통업체

 -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판촉행사를 할 수 있음

 - 효과증대를 위해 ‘을’이 행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을’은 일정기간 동안 ‘갑’의 매장에 동료사원을 파견할 수 있음

 - ‘갑’의 단체광고, 판촉활동 소요 비용을 ‘을’이 적정 부담함

C 유통업체

 - ‘을’은 다음에 한하여 판촉사원을 ‘갑’에게 파견할 수 있음

   ①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② ‘갑’이 인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을’에게 요청하는 경우

   ③ ‘을’이 신상품 홍보 및 매출증대를 위해 파견하는 경우

 - 판매촉진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판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자료: A, B, C 대형유통업체 계약서 내용임.

□ 대량판매(구매) 장려금

- 현행 계약서에는 판매 및 구매 장려금이 포함

- 현재 대형유통업체는 청과물 및 채소류 분야에서 약 2%∼3% 사이의 판매 장려금을 산

지 납품업체로부터 수령

-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 장려금 형태는

① ‘을’의 상품 납품으로 발생한 부가세를 제외한 월매출액의 (   )%에 해당 금액

② ‘갑’과 ‘을’이 합의한 성과지표 달성 시 ‘을’의 매출액 요율 금액

③ ‘갑’과 ‘을’이 합의한 매출액 목표 달성 시 ‘을’의 기간매출액 요율 금액

<표 Ⅳ-7> 계약서상 판매 및 대량구매 장려금 관련 내용

A 유통업체
 - ‘을’의 영업활성화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갑’에게 판매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B 유통업체
 - ‘갑’이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을’은 ‘갑’에게 수량 또는 구매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C 유통업체  - ‘을’은 합의서에서 조건에 따라 ‘갑’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함

자료: A, B, C 대형유통업체 계약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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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발생요인

- 판매(대량구매) 장려금은 대형유통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강화 요인이 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거래유형으로 판단

- 판매 장려금은 사실상 거래중단이나 매장위치 변경 등의 불이익을 암묵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조직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 

- 현재 산지유통조직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은 판촉행사 및 판촉사원 파견, 판촉비용 전가 

등으로 우월한 거래교섭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강요 성격  

- 농산물 과잉공급 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대형유통업체의 독자적인 행사 기획에서 거

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할 경우 문제의 불공정거래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대형유통업체의 할인 및 판촉행사 비용은 산지조직이 부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

액 증가 이익은 대형유통업체에 귀속 

- 현행 대형소매업 고시나 표준약관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판촉비용(광고비, 경

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 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등의 부당 강요를 금지 

- 판촉사원의 파견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입형태가 직거래 또는 특정매입에 관계없이 문제

가 되는 부분으로 계약서에는 판촉사원의 파견을 별도 약정으로 체결하여 암묵적으로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

1-5.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 계약해지

- 현행 계약해지 유형은 ① 즉시해지 ② 일정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 중도해

지 3가지

- 계약서상 현행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거래 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으로 불공정거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손해배상

- 거래계약서상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① 미납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② 계약위반이나 상

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③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구분

- 계약서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미납상품 배상을 제외하면 계약위반이나 상품하자로 인

한 손해배상과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은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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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계약서상 손해배상 관련 내용

A 유통업체

①  - 상품의 미납, 수량부족 등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 ①조항 이외에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③  - ‘을’이 납품 상품의 결함으로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B 유통업체

①

 - 총 미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적용

 - ‘갑의 초과발주 시 ‘을’이 미납한 경우, ‘갑’의 동의 부분은 손해배상 제외

 - ‘을’의 고의적 발주물량 공급 지연․거부 시 미납 배상과 별도로 배상

②

 - ‘을’의 상품하자로 ‘갑’의 소비자 피해 시 ‘을’은 손해 전액을 보상

 - 소비자 불만신고로 ‘갑’의 이미지 실추 시, ‘갑’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호합의하에 신상품개발 또는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을’이 통상적인 

  비용이상을 투자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이 손실을 분담

C 유통업체

①

 - 정상적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납품일 1주일 전까지 발주조정요청서 제출

 - ‘을’은 98% 이상의 약정 납품율을 유지해야 함

 - 납품율을 준수 시 ‘갑’은 ‘을’에게 보상, 반대의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

②
 -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

 -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소비자에게 배상한 경우, 손해 및 이자까지 배상

자료: A, B, C 대형유통업체 계약서 내용임.

□ 불공정거래 발생요인

- 조사 결과 대형유통업체의 미납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산지유통조직에 큰 부담으로 작용 

- 행사 및 판촉 활동으로 평소 발주물량보다 5～10배 많아서 이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유

통업체의 일방적으로 미납 처리로 손해배상 처리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유통업체가 7일에 발주하였으나, 산지에서 납품할 수 없을 경우 발주서 도착 후 

2일 이내에 미납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

2.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와 농산물 공정거래 여건

2-1.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

□ 생산자 조직화의 목적

-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시장변화에 합리적․효율적 대응

- 공동화․규모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동등한 거래교섭력을 확보

□ 농업인의 조직화 형태와 설립 근거

- 농업인의 조직화 형태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시군유통회사, 농업회사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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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설립(특수법인)

- 시군유통회사는 소비지시장의 대형화․과점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

-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제고 및 출하․유통․가공․수출 등

의 공동화로 규모화와 거래교섭력 제고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이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를 위해 설립 

□ 산지유통조직의 전문화와 조직화

- 산지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법인조직들이 산지유통 활동에 전문화․규모

화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산지 유통조직들이 출현

- 시군유통회사는 농어업인, 농수협, 시군 등이 출자하여 자본규모화, 전문CEO에 의한 책

임경영 등 기업경영체제 도입

<표 Ⅳ-9> 산지유통조직 형태 및 현황

구 분 일반조직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목 적

▪공동선별․공동출하․공

동계산을 통한 거래교섭

력 제고

▪조직간 사업연합․계열화

를 통해 마케팅의 규모화 

및 전문화

▪마케팅의 규모화․광역화․브

랜드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형 태
▪농협, 농업법인 등

▪매출액 10억 원 이상

▪농협, 농업법인 등

▪매출액 30억 원 이상

▪연합판매조직, 광역합병조합, 

품목전문조합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조직 수
▪110개소(‘10년)

(농협 84, 법인 26)

▪282개소

(농협 235, 법인 47)

▪31개소

(농협 20, 법인 11)

<표 Ⅳ-10> 시군유통회사 현황

회사 수
유통회사당 

평균자본금(백만원)
회사형태

유통회사당 
평균매출액 (백만원)

유통회사 입지

10개 5,272 주식회사
2009 2010 보은, 고흥, 완도, 화순, 의령, 

합천, 논산, 고창, 신안, 영광11,627 2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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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지유통조직의 문제점과 공정거래 여건

□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과 소비지 환경변화 대응능력 미흡

- 산지 유통조직의 영세성으로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중심 유통환경의 과점화․규모화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거래교섭력 확보능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현재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유통조직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중심의 공동마케팅조

직 31개소와 산지유통기업인 시군유통회사 10개소에 불과

- 산지유통조직의 원에작물 취급비중이 ’09년 말 39.8%로 낮으며, 규모화․전문화 미흡으

로 낮은 거래교섭력 및 유통효율성 제고, 브랜드 육성 및 기업적 책임․전문경영체제 구

축에 한계

- 동일지역 내 기존 산지 유통조직(일반조직, 전문조직, 공마조직)간의 원물확보 경쟁이 심

화되고 산지유통조직과 시군유통회사 간 역시 원물 및 판로확보 경쟁 심화

- 영세소농구조, 경영주고령화 등으로 조직화․계열화 속도가 느리고 산지규모화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 대응능력 부족

-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연합체) 등 대규모 공동마케팅조직의 

사업부진으로 조직의 규모화가 저조

□ 농협의 산지유통 역할 미흡

- 산지 농협의 산지유통 공동화와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기능이 미흡하여 실질

적으로 산지유통인 등 개별 상인조직의 산지유통활동 참여 증가

- 산지 농협의 산지유통활동 공동화․규모화가 미흡으로 소비지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대

등한 거래교섭력 제고에 한계

- 예를 들면 수급과 시장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물량이 전체 생산

량의 10% 내외수준으로 저조하여 개별상인인 산지유통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상태

- 그 결과 노지채소류 생산량의 70～80% 정도가 개별상인(산지유통인)에 의해 취급되어 

주로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은 상태

- 농협과 산지 농가와의 거래관계에서 산지유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약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농협의 판로개척 능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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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주요 노지채소의 생산량 중 농협 계약재배물량 비중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무배추(봄) 2.0 1.2 1.1 0.9 0.9 1.0

무배추(고랭지) 24.7 26.6 31.8 41.4 16.4 26.7

무배추(가을) 2.6 5.4 4.0 5.9 5.4 4.4

고 추 3.0 3.8 3.4 4.5 4.4 5.2

마 늘 9.6 11.1 13.9 15.6 12.7 13.3

양 파 17.3 19.8 17.0 22.4 20.3 18.3

대 파 2.2 3.7 3.6 7.1 3.1 2.8

당 근 15.6 10.9 18.8 13.0 13.7 11.5

주: 2010년 봄배추, 고랭지배추, 고추, 대파, 당근 생산량은 추정치임.

3. 개별상인의 산지유통 참여 확대와 공정거래 여건

□ 산지유통인 현황

- 전국적으로 산지유통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인의 수는 현재 약 12,000명 정도로 추정

- 산지유통인은 자체적으로 친목회 수준의 조직인 (사)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97. 7 농식

품부 등록), 11개지부에 등록 회원 수 약 6,000명 정도

- 주요 취급 품목은 채소류(무, 배추, 알타리무, 양배추 등은 80% 이상 취급), 과실류(사과, 

배, 수박, 포도 등 20～40% 취급), 기타(양파, 감자, 당근, 고구마 등 30～60% 취급) 등 

대부분의 노지재배 작물과 과실류 포함

<표 Ⅳ-12>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상인의 포전거래(밭떼기) 비율 ('05~'09 평균치)

구 분 품목별 포전거래 비율

80% 이상 봄배추(84.0), 봄무(82.0), 대파(82.0)

70% 이상 가을배추(76.0), 수박(76.0), 가을무(73.0), 한지형 마늘(72.0), 고랭지배추(70.0)

60% 이상 고랭지무(69.0), 생강(62.0)

50% 이상 콩(56.0), 양파(55.0), 당근(53.0), 감귤(51.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각 년도.

□ 산지유통인의 참여와 공정거래 여건

- 품목별 전문화․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의 부족으로 산지유통단계에서 개별상인인 ‘산지

유통인’의 취급비율이 매우 높은데 비하여 생산자조직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

공정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산지유통인들은 주로 노지채소의 ‘밭떼기’ 거래에 참여하여 노지채소의 생산량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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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를 취급

- 특히 시장정보력이 매우 높은 산지유통인과의 거래에서 개별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은 상

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가격형성이나 계약조건 등에서 불공정거래의 요인이 상존

- 개별상인인 산지유통인의 취급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모든 시장정보(거

래량, 가격, 거래 시기, 저장물량 등)가 개별 상인이 가지고 있어 약 80%의 시장정보가 

은닉․비공개 상태로 되어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주체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산지유통인의 제도권 편입에 의한 공정거래 기반구축의 필요성 증대 

- 실질적인 노지채소 산지유통의 핵심주체인 산지유통인을 법인화하여 거래형태를 개별상

인의 관행적인 밭떼기 거래(포전거래)에서 표준계약에 의한 계약재배로의 전환을 통해 

공정거래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 산지유통인 조직화 방향

- 현행 개별상인 중심의 산지거래 참여 형태를 법인화․계열화 형태로 전환

- 기존의 산지 생산자조직(농협, 법인)과 함께 자조금단체․품목대표조직으로 육성

- 중장기적으로 품목 전문조합으로 전환 유도

□ 거래관행의 투명화와 계약재배 확대

- 법인화된 조직에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의무화

- 개별 상인과 농가 간 구두계약에 의한 거래관행에서 표준계약서에 의한 공식 계약거래

로 전환

- 노지채소류의 거래 및 유통관련 모든 통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 시기, 거래가격, 저

장물량, 출하물량 등)의 협조와 작성

- 기존의 산지거래인 생산자조직(농협)의 소규모 계약재배와 산지유통인의 밭떼기 거래에

서 규모화되고 확대된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와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조직의 계약재배 

형태로 전환하여 경쟁 및 보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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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농산물의 공정거래체계 확립 방안

1. 거래계약서상 거래조건 개선

1-1. 목적 및 기대효과

□ 목적

- 공정한 거래조건 개선을 우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및 이용

- 시장교섭력이 다른 산지와 소비지의 두 유통주체 간 공정한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유

사한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산지유통조직의 거래교섭력 확보

□ 기대효과

- 농산물 거래 시 특정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일방적인 

거래조건 제시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공정거래 요인을 제거하고 두 거래주체 간 균등한 

거래교섭력 확보

1-2. 개선방안

□ 거래가격 결정

-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등)와 산지유통조직이 상품 원가분석에 근거하여 상호 합

의하에 계약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확립

-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발생하는 일방적인 손실과 이익에 대해 상호 부담 및 배상

원칙의 명시화

- 소비지 유통업체의 행사회수, 행사대상 품목, 행사물량, 납품가격 등은 사전에 충분한 시

간을 두고 두 유통주체가 합의하여 결정 

□ 발주․납품 및 물류센터 이용

- 임시발주의 경우 발주(납품)물량과 발주시기 등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함으로써 소

비지 유통주체의 두 유통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

- 임시발주 시 발주물량에 응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내 소비지 유통주체에게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면 페널티 부과나 손해배상 등의 악순환 단절

- 산지유통조직이 부담하는 운송비는 산지↔물류센터 운송비에 한정하고, 물류센터↔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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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운송비는 소비지 유통업체의 부담하거나 일부 분담하는 원칙 확립

- 물류센터↔소매점포 상품파손 등 손실부담은 물류센터 부담원칙 확립

□ 검품, 대금정산 및 반품

- 대금지급 수단에서 현금, 어음, 기업구매카드의 한도를 정하고, 상품권은 지급수단에서 

제외

- 산지유통주체의 채무공제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통지를 명시하여 공제내용을 투명화

- 명절 선물세트나 계절용품의 반품에 대한 손실은 상호 분담하거나 담하거나 소비지 유

통업체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상생협력차원에서 특별한 상품 하자가 없는 한 제외

□ 판촉행사비용과 판매(대량구매) 장려금

- 판매 장려금에 관련한 거래중단 또는 매장변경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명문화 도는 합의

하여 결정

- 성수기․명절 등 특판행사나 판촉활동의 경우 현재의 대규모소매업 고시나 상거래 관행

에 준수

- 판촉활동 및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산지유통조직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의루어진것 

외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거나 일정 비율로 합의에 의한 분담

□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 미납상품에 대한 손해는 산지 공급업체의 구체적인 미납사유가 납품기일 일정기간 내 

제출되면 산지주체의 손해배상이 없는 것으로 명문화

- 과도한 미납율에 다른 소비지 유통주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의무 공급비

율을 합의하에 설정

- 산지유통조직이 의무공급비율을 초과하여 납품한 경우 미납에 의한 손해배상은 없는 것

으로 함.

2.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 추진

□ 목적 및 기대효과

- 거래 및 자본의 규모화, 시장정보력 제고, 우수한 전문 인적자원 확보를 통하여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대등한 시장교섭력 제고

-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대형유통업체간 동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로 공정가격 형성,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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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물류효율화 달성으로 비용절감형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 

□ 규모화 방안

- 산지유통조직의 역량별로 정부지원을 차등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의 규모화․전

문화를 유도하고 일반조직(개별 농협 및 영농조하법인)의 전 조직 및 공마조직 유도

- 지원의 차등화는 산지유통조직의 역량과 실적에 따라 융자와 자부담, 지원규모(원물확보

자금 등) 등에서 대폭 차등화 지원체제중심으로 전환

- 산지유통조직 중 상대적으로 대규모 조직인 공동마케팅조직(농협연합체 등 조합공동사

업법인)과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육성 

- 공동마케팅조직, 시군유통회사, 거점산지유통시설(APC), 원예브랜드사업, 수급안정사업 

등과 연계한 산지유통조직 육성

- 농협의 산지유통 역할 강화로 산지유통의 공동화․규모화 추진, 특히 산지 농협의 농산

물 수급안정사업 규모 확대, 거점APC를 중심으로 조합사업법인 활성화, 광역공동브랜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3. 산지유통인의 제도권 편입과 공정거래 기반 구축

□ 목적 및 기대효과

- 개별상인인 산지유통인(산지수집상)의 법인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으로 은닉된 산지유통 

정보의 공개함으로써 생산자(조직)의 거래교섭력 제고 

- 은닉된 개별상인의 산지유통 정보가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공개됨으로써 생산자나 소비

자 및 유통경로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유통참여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능

- 지금까지 산지유통인의 관행적인 포전거래에서 공식적인 계약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산

지유통의 공정거래 기반이 조성

- 실질적 출하주체 중심의 노지채소류 분야 자조금단체․품목 대표조직 육성을 통해 민간

자율수급체계 구축

□ 법인화를 위한 정책수단

-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이 그들의 공개적인 유통․물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

지 인근에 배추와 무를 포함한 엽․근채류 유통(물류)센터(수집, 상품화, 저장 등의 기능 

수행) 건립을 지원

- 기본적으로 부지구입비는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이 부담하고, 시설건립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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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을 지원

-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에 대해 정부의 채소류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사업)에 참여시

킴으로써 전체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

- 기존 농협 중심의 계약재배와 경쟁․보완관계를 유도하여 산지물량의 90% 이상을 공시

적인 계약재배 물량으로 흡수

- 그 외 정부의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물류표준화사업 및 공동출하사업에도 정식 참여

□ 법인화 방향

- 산지유통인연합회와 주산지의 참여 희망 산지조직(농협 등)을 중심으로 대형농업회사법

인 형태로 설립

-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산지유통인들을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형태로 전환 유도하

고, 법인전환 후 “무․배추 전문 대형농업회사법인”과 수직 계열화 추진

- 포전거래(밭떼기) 위주의 현행 거래관행을 표준계약에 의한 계약재배 중심으로 전환 

- 대형 농업회사법인이 수급조절 목적으로 자체 자조금 거출 및 적립

4. 농산물 공정거래를 위한 주체별 요구사항과 인식 개선

4-1. 주체별 요구사항

□ 산지유통조직이 소비지 유통주체에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바라는 사항

<표 Ⅴ-1> 생산자가 소비지 유통주체에게 요구하는 사항

산지유통조직이 

대형유통업체에 

바라는 점

1. 대형유통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사 및 판촉활동의 일정 조정

2. 행사 및 판촉활동 시 평소 발주량 보다 현저히 많은 물량의 발주 자제

3. 행사 및 판촉활동 시 납품물량에 대한 납품가격 현실화 필요

4.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이면계약 금지

5. 산지유통조직을 외부에 위탁하여 평가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에서 비용부담

6. 대형유통업체의 구체적 요구사항은 산지유통조직에 문서로 전달

산지유통조직이 

식품제조업체에 

바라는 점

1. 출하 전 품질관리 철저 및 포전검수 요구

2. 대금지급의 신속성요구

3.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량 감소를 반영할 수 있는 계약문화 조성

산지유통조직이 

단체급식업체에 

바라는 점

1. 식품안전관련 사고 및 사업장 클레임 발생 시 책임 있는 자세 요구

2. 물류센터에서 검수확인서 발급 의무화

3. 물류센터 이용 수수료의 현실화

4. 대금지급 신속성과 구체적인 공제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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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지 유통주체가 산지유통조직에게 요구하는 사항

<표 Ⅴ-2> 소비지 유통주체가 산지유통조직에게 요구하는 사항

형유통업체가 

산지유통조직에 

바라는 

1. 고품질 농산물을 연  지속 으로 공 할 수 있는 능력 확보

2.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품  포장지 개발

3. 계약완료 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품질 농산물 공 할 것을 요구

4. ·장기 인 거래 계를 확립하여 이윤을 확보한다는 인식 요구

식품제조업체가 

산지유통조직에 

바라는 

1.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 기 자제

2. 성숙한 계약 계 확립으로 안정  물량 공 체계 요구

3.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단체 식업체가 

산지유통조직에 

바라는 

1. 농산물 생산  공 에 있어 품질 리 철

2. 일일 배송체계 확립

3. 산지유통조직 자체 으로 클 임 처리 능력 보유

4. 지속  물량공  체계 확립

4-2. 주체별 인식 개선

□ 소비지 유통업체

- 산지유통조직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산지

유통조직의 경영결과가 개별농가의 경영결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필요

-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지 유통조직의 니즈에 부합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능력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은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

- 산지유통조직이 상거래상 ‘갑’과 ‘을’의 관계로 보기 보다는 상생 파트너십에 근거한 비

즈니스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

- 소비지 유통업체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매 담당자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활동이 전개가 요구

□ 산지유통조직

- 소비지 유통업체를 일시적인 판매처 보다는 장기적인 상생 파트너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소비지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수준, 물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산 및 

가공, 유통체계 정비가 요구

- 소비지 유통업체와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

- 소비지 유통업체의 구매형태 및 구매체계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원물을 공급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마인드 확립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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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원윤희 I 한국조세연구원

Ⅰ. 서 론

□ 최근 공정한 사회가 주요 이슈이자 새로운 국정운 의 화두로 두됨

□ 지난 해 복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정의됨

□ 한 공정한 사회는 원한 승자도 원한 패자도 없는 사회라고 언 됨

○ 패자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져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사회를 지향

○ 공정한 사회에서는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모든 지역이 함께 더불어 발 함

○ 갈등과 결 없이 노사가 력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상생하며, 공정한 사회

에서는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

□ 공정한 사회의 개념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두되고 있음

○ 공정한 사회의 기 은 신념이나 철학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공정의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 공정은 객 인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고, 주 인 가치 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임 

○ 공정한 사회를 한 양극화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가능

○ 이런 과정에서 법도 공정한 사회의 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민들은 국무총리와 장  지명자들에 한 청문회, 그리고 외교통상부장  자녀에 

한 특채 등으로 그동안 근 화 과정에서 은 히 이루어졌던 일부 탈법  불법행

에 해 더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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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 앞서 우선 복  경축사에서 언 된 공정한 사회에 

한 정의에 주목하고 논고를 진행하고자 함

○ 공정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 즉, 개인은 자신의 나아갈 분야를 자율 으로 선택할 수 있고,

- 사회는 사회활동의 개시와 경쟁과정에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며,

- 그 결과에 해서 스스로 책임지되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한 최후의 안 망을 제공

하는 사회를 의미

□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사회 3  핵심가치로 자율, 공정한 경쟁과정, 책임 

○ 자율(자유, 창의)은 이미 오래 부터 개념 으로 그리고 실제 으로 개인들의 사회  

참여에 크게 용되고 있는 상황

- 자유(자율)에 한 사회  보호는 한국 쟁과 1980년  민주화과정 등을 거치면서 더

욱 확고하게 정립됨

○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이라는 과정에서의 공정에 해서는 우리 사회에 부정 인 시각

이 존재

- 과정에서의 공정은 주어진 rule 로 과정이 진행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동안 우리 사회가 불법과 탈법, 부패,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 문제 등 특정계층에 특

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부정 인 인식이 존재하는 경향이 있음

○ 결과에 한 자기 책임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충분히 강조되어왔고, 이제는 

국가 는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국가정책도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한 연 , 의료 등의 사후  보호  

지원에 을 두어 4  보험제도가 1990년  완성됨

<그림 Ⅰ-1> 공정한 사회의 3가지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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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의 실 을 해서는 시작, 과정, 결과에서 모두 균형이 필요한데, 이는 다시 

자율, 공정한 경쟁과정, 책임의 공정한 사회 3  핵심가치로 연결

□ 공정사회를 실 하기 한 조세정책 역시 이러한 자율, 공정한 경쟁과정, 책임의 기능과 

역할에 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율 인 선택의 왜곡을 해소하기 한 공정한 조세지원제도 운용

○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해 법에 정해진 납세의무의 수

○ 결과에 책임지되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한 최후의 사회안 망을 제공

비전․목표 조세정책을 통한 공정한 사회 발전 기반 마련

추진전략

자율적인 선택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조세지원제도 운용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위한 법에 정해진 

납세의무 준수

결과에 책임지되 이를 

보완하는 사회 안전망 

보강 및 자발적 기부 장려

□ 조세정책을 통한 공정한 사회 발  기반을 마련하기 한 추진 략을 실 하기 해 조세

정책과 련된 실천과제 제시

추진전략 실천과제

자율 인 선택의 왜곡 해소하기 한 공정한 

조세지원제도 운용
1-1 조세지원제도의 효율  운용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한 법에 정해진 

납세 의무 수

2-1 탈세 방지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2-2 체납 축소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결과에 책임지되 이를 보완하는 사회안 망 

보강  자발  기부 장려

3-1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기회 제공

3-2 자발  기부를 장려하기 한 제도  뒷받침

□ 자율 인 선택의 왜곡을 래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해 정 인 측면과 공정성을 

해하는 측면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  감면제도 등 조세지원제도는 특정계층 는 특정업종과 지역에 한 지원 

등을 통해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목 을 달성하기 해 실행되고 있음

- 를 들어, 장애인에 한 각종 비과세  감면정책은 장애인들로 하여  우리 사회에

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해 실시되고 있음

- 그러므로 이러한 비과세  감면정책들은 공정한 사회 속에서 과정에서의 공정을 실

하기 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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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나친 비과세  감면정책은 오히려 공정사회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

-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특정계층, 업종, 지역에 해 차별 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유사한 계층이나 업종 는 지역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다면 공정한 사회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의 정 인 측면과 공정성을 해하는 측면을 종합 으로 검토하

여 도입 여부를 단하고, 도입 이후에는 정기 인 평가를 통해 지원제도의 유지 는 

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해 법에 의해 정해진 납세의무를 수하는 것은 가장 요한 

요인  하나

○ 세법에 의해 정해진 세 을 제 로 납부하지 않고 탈세 혹은 체납을 하면 선량한 납세

자가 추가 으로 세 을 더 부담하는 불공정이 발생

○ 탈세는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정해

진 자신의 의무와 부담을 다른 성실한 납세자에게 가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

-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명시된 납세의 의무를 가짐(헌법 제38조)

○ 상속세 탈세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부의 세습에 의한 불공평을 래

○ 법이 공정한 사회의 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탈세 방지와 체납 축소를 한 

극 인 노력이 필요

□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를 보완하기 해 조세정책과 련된 사회 안 망을 보강하고 자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는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에게 다시 한 번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안 망을 국가가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정

한 사회를 이루는 데 합한 조세 련 제도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계층이 자율 으로 보다 많은 근로를 제공할 경우 더 많은 혜

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 기부는 자발 인 재정지원에 의해 사회 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사

회 인 약자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공정한 

사회 실 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지님

- 자발  기부를 장려하기 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제도  뒷받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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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1.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가. 조세지원 규모

□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규모는 국세수입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규모1)는 국세에 한정하여 2009년 기  31.1조원으로 추계되어 국

세수입총액 비 18.9% 수

- 자료부족 등으로 추계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할 때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상

○ 2009년도 기  국세감면율2)은 15.9%로 조세지출 규모가 악된 1999년 이후 최고 수

○ 국세의 조세지원 액은 2000~2009년간 연평균 10.1%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동 기간 동안 연평균 6.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비율 추이

□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율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

고 있지만, 이를 수하지 못하는 실정

○ 2008년은 국세감면율 한도(13.7%)에 비해 실제 국세감면율(14.7%)은 1.0%p 과

○ 2009년은 국세감면율 한도(14.0%)에 비해 실제 국세감면율(15.9%)은 1.9%p 과

1) 조세지원 규모는 조세지출을 의미함. 조세지출이란 각 종 비과세․감면 등 특례  조세지원제도에 의하여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을 의미함

2)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으로 정의되고 국세감면액은 조세지출과 동일한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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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 조세지원제도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하시키고 자율  선택에 왜곡을 래하여 자원배분

의 왜곡  이로 인한 경제  효율성 하를 가져옴

○ 특정 상품이나 특정 경제활동  특정 납세자 계층에 비과세․감면을 허용함에 따라 

동일한 경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간에 조세부담의 차이를 유발시켜 공평성을 해하

고 조세부담이 유리한 곳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왜곡 상을 낳을 수 있음

□ 개별 조세지원제도마다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여 한번 시행되면 그 실효성에 계없이 존

속되는 경향이 있음

○ 조세지원제도는 통상 으로 한번 도입되면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 존재

○ 이런 특성으로 인해 조세지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조세지원제도의 운  측면에서 추가 인 납세 력비용과 행정비용을 래

○ 조세지원제도는 일반 으로 격 수혜 상에 한 단기 , 조세부담 감축액의 산정

기 에 한 복잡한 규정을 동반

○ 납세자는 복잡한 제도 이해  수혜 격성 단 등 추가  납세 력비용 발생

○ 과세당국은 신청 내용의 격성 검증 등 추가 인 징세행정 비용 발생

다. 정책과제

□ 조세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

세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우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여 세수손실을 막고, 조

세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강함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축소

○ 폭넓게 설정된 부가가치세 감면 범  축소

□ 장기 으로 모든 비과세․감면제도에 한 객 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주기 으로 

공정한 심층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지원목  달성 여부,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조세원칙에 배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 필요

○ 이때 폐지  축소할 조세지원 제도를 선정한 후 일  발표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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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안임

○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세감면율 한도 수 등을 한 노력 필요

2. 탈세 방지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가. 탈세 현황

□ 탈세는 지하경제의 일종으로 탈세 규모를 추정하거나 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국세청에서 실시한 고소득 자 업자에 한 기획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탈세 

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 수 의 탈세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음

○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착수되었던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평균 인 소득

탈루율3)은 48.0%로 악

○ 다만 최근 소득탈루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5년 12월부터 실시된 기획세무조사에서의 소득탈루율은 56.9% 지만 2009년 5월

부터 실시된 기획세무조사에서의 소득탈루율은 40.9%로 감소 추세

○ 수증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세원 투명성 제고 노력을 실시하고 있

지만, 아직까지 소득탈루율이 높은 것으로 단됨

○ 물론, 탈세 험이 높은 계층을 조사하 기 때문에 체 자 업자들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탈세가 보편 으로 존재한다는 의미 

<그림 Ⅱ-2> 국세청 기획조사에 따른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자료 : 국세청

3) 소득탈루율이란 신고소득과 발소득의 합에서 발소득이 차지하는 비 을 말한다. 여기서 발소득이란 과

세 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한 락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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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세로 인한 문제점

□ 탈세는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신의 의무와 부담을 다른 성실한 납세자에게 가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

○ 우리나라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짐(헌법 제38조)

□ 탈세로 인해 자원배분을 왜곡이 발생하여 경제 인 비효율성 래

○ 경제활동 역  탈세가 가능한 역과 불가능한 역이 존재한다고 할 때, 경제  

이윤동기에 의해 자원은 탈세가 가능한 역으로 과도하게 유입되고, 이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짐 

□ 탈세가 만연되면 궁극 으로 선량한 납세자도 탈세로 유인하는 등 반 인 납세의식이 

하되고 국가행정에 한 불신을 래함

○ 공정한 사회 실 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다. 정책과제

□ 탈세행 를 억제하기 한 가장 효과 인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의 극 인 활용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력비용을 래하기도 하지만 탈세를 억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 세무조사 비율 유지가 요

-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비율 : 1999년 0.72% ⇒ 2005년 0.18%  ⇒ 2008년 0.11%

∙법인세 세무조사비율 : 1999년 2.68% ⇒ 2005년 1.86% ⇒ 2008년 0.76%

-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보다 투명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낮

은 수 임

∙미국의 2009년 소득세 세무조사비율은 0.23%, 법인세 세무조사비율은 1.22%4) 

∙일본의 2008년 소득세 세무조사비율은 0.25%, 법인세 세무조사비율은 4.86%5)

○ 하향 추세인 세무조사 비율을 제고하기 해 과세 청의 인력조정 등 세무조사 요원의 

인원확충과 자질향상 필요

4) 실지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화․우편 등 통신수단을 통한 조사까지 포함하면 2009년도 소득세 조사비율은 

1.03%, 법인세 1.26% 다. 

5) 실지 세무조사 외에 통신조사  단기조사를 포함하면 2008년 소득세의 조사비율은 3.09%, 법인세 4.8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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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국세청의 세무조사비율 추이 및 비교

□ 세무조사 비율의 확 와 함께 세무조사의 요성  순기능에 한 홍보강화, 피조사자의 

부담축소 등의 노력을 통해 세무조사에 한 정  인식 도모

○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무조사에 한 부정 인 인식과 함께 세무조사를 불필요한 과세

청의 개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와 함께 세무조사의 정  측면의 극 인 홍보 필요

□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세인 라를 계속 으로 고안  마련

○ 자세 계산서 제도 등을 통한 과세 인 라 구축

○ 이 같은 측면에서 고소득 문직에 한 세무검증 제도6)는 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자율  세무검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 인 개선에 한 논의도 

필요

3. 체납 축소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가. 체납 발생 추이

□ 우리나라 국세의 체납 발생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

○ 내국세와 세를 합한 국세의 총 체납발생액은 2008년에 약 20조원

6) 세무검증제도란 의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문직 사업자와 학원, 골 장 등  수입

이 많은 사업자 에서 연간 수입 액이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상으로 소득신고를 하기 에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 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무검증이 부실하

게 이 질 경우 해당 세무사나 회계사를 징계하는 징벌규정이 있고, 세무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2010년 8월 세제개편안에 이 제도를 포함시켰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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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08년 국세 총부과액 229조 9,547억원의 8.64%에 해당하는 액

- 연간 체납발생총액의 21%가 매년 미정리체납액으로 남아 다음 해로 이월

○ 당해연도 체납발생액은 2002년 약 12조원에서 2008년에는 약 16조원으로 증가

<그림 Ⅱ-4> 국세 체납발생총액 추이

                 자료: 국세통계연보  세연감, 각 연도

□ 지방세의 체납의 규모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

○ 국세통계연보와 달리 지방세정연감에서는 매년 체납발생액은 제외하고 미정리체납액

의 잔액만을 보여

- 미정리체납액은 결손처분에 따라 달라짐

<표 Ⅱ-1> 국세와 지방세의 미정리체납액 추이

(단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세 43,114 47,516 44,386 38,952 41,820

지방세 32,669 32,012 32,634 32,134 34,096

총  액 75,783 79,528 77,020 71,086 75,916

주 : 국세는 내국세와 세를 합한 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세연감,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나. 체납에 의한 문제점

□ 체납의 가장 큰 문제 은 성실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음

○ 납세는 헌법에 정해진 의무이고, 모든 국민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세 부담을 나

어지고 있음

○ 하지만 일부 납세자가 세 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할 경우, 체 조세수입에서 성실한 

납세자가 납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 은 더욱 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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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은 공정사회를 구 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 성실한 납세자에게 체납을 통해 세부담이 가될 경우, 국민의 납세 력의식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

○ 성실하게 납세할 경우에 그 지 못한 경우보다 오히려 세부담을 더 크게 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 따라서 체납의 문제를 간과할 경우,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세하면 오히려 손해만 

본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우리 국민의 건 한 납세 력의식 고취를 하여 체납 문제는 극 으로 해

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체납은 국가  지방재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침

○ 조세의 체납은 결국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로 귀결

다. 정책과제

□ 조세체납 문제를 여 나가기 해서는 우선 체납징수의 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한 투자 필요

○ 체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  문성 증진 필요

- 고액 상습 체납자를 발하고 징수할 수 있는 문 인력 확충에 주력

- 주소 변동 등의 지자체간 체납자에 한 정보 교환  조 필요

-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체납된 경우에도, 국세  지방세 징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거

나 서로 력하여 징수를 할 경우 보다 효과 일 것임

□ 보다 효율 인 체납 징수를 한 제도 개선도 필요

○ 재 체납징수를 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허사업제한제도,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도,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  제공 등이 실시 

○ 체납 발생 특성별  유형별로 효과 인 징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 지방세 체납과 련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체납징수 일부 업무를 민간에 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미국의 다수의 주 정부와 일본의 각 도도부 별로 체납 징수 업무를 민간에 탁하는 

사례가 있음

○ 민간 탁이 체납징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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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기회 제공

가. 근로장려세제 제도 개관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근로자가구에 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유인을 보

장하기 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근로장려 을 지 하는 제도

□ 근로장려세제는 시행 기 소득 악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 상과 여수 을 필

요최소한으로 하여 시작하고, 단계 으로 확 할 계획

○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소득을 기 으로 2009년 9월에 처음 지 됨

○ 재는 소득 악률이 상 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소득 악률에 따라 자 업자 가구로 확  정

□ 2008년에는 근로자 가구 상으로 신청 년도 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를 상으로 

시행하 음

<표 Ⅱ-2>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연간 근로소득 EITC 급여액

0～800만원 근로소득 ˟ 15%

800～1,200만원 120만원 정액지

1,200～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자료: 병목․송헌재(2010)

□ 2009년에는 총 59만 1천가구가 4,537억원의 근로장려 을 수

○ 수 가구의 48.4%가 총소득 800만원 미만의 증구간에 해당

- 향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증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

○ 수  액별로 살펴보면 평탄구간의 비 이 43.5%로 가장 높고, 증구간은 36.6%, 

감구간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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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단 : 천 가구, 억원, %)

전체
점증구간

(총소득 800만원 
미만)

평탄구간
(총소득 800만원 초과 

1,200만원 미만)

점감구간
(총소득 1,200만원 초과 

1,700만원 미만)

수 가구 591(100.0) 286(48.4) 165(27.9) 140(23.7)

총 수 액 4,537(100.0) 1,660(36.6) 1,975(43.5) 902(19.9)

가구당 수 액 77만원 58만원 120만원 64만원

 주 : ( )는 비율을 의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병목․송헌재 (2010)에서 재인용

□ 정부는 소득 악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용 상과 지  액을 단계 으로 확 할 

정

<표 Ⅱ-4> 근로장려세제의 단계적 확대 방안

2008~2010년 2011~2013년 2014년 이후

용 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근로자가구

아동 1인 이상

근로자가구

아동 1인 이상

근로자가구 세한 자 사업자

자료: 국세청

나. 정책과제

□ 근로장려세제는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에게 다시 한 번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

고,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안 망을 국가가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 합한 조세 련 제도

□ 근로장려세제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향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한 연구 필요

○ 근로장려세제는 시행 기 소득 악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 상과 여수 을 

필요최소한으로 하여 시작하고, 단계 으로 확 할 정

○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9월에 처음 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지  상자들에 한 자

료 축  후 활발한 실증  연구가 요구됨

□ 장기 으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해 근로 유인체계 강화와 여 지원수  실

화가 필요

○ 지  상자들에 한 자료를 통해 수혜 상자가 참여하는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실

인 여 증률을 조정할 필요

- 충분한 근로활동참가 유인을 제공하여 제도의 운  목 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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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여수 도 기  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다른 사회복지 정책들과 함께 검토하고 

조율하여 생계보조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화 필요

- 기존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와의 연 성에 한 충분한 논의 필요

□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해서는 용 상자의 소득 악이 요

○ 향후 용 상을 자 업자 가구까지 확 하기 해서는 자 업자 가구의 소득 악률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5.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 기부는 자발 인 재정  지원에 의해 사회 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기

회의 공정을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에서 패자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지님

○ 부수 으로 민간 비 리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재와 서비스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

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 복지 련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시켜 다는 장 도 존재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순기능의 기부가 자발 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 를 제공

할 필요가 있음

○ 부분의 국가는 기부의 독려를 한 다양한 세제지원정책 실행

○ 한편 기부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한 제도  뒷받침 제공

가. 기부금 규모 및 세제지원제도

1)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

□ 우리나라 체 기부  규모를 집계한 통계자료는 없음

○ 다만, 개인과 법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용받기 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통해 간

으로 규모  연도별 추세를 악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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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법인과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자료 : 원윤희(2010)

□ 2000년을 기 으로 법인 심의 기부문화에서 개인 심의 기부문화로 변화

○ 2000년 이  법인의 기부규모가 체기부의 70% 정도를 차지

○ 2000년 이후에는 개인 기부의 비 이 폭 증가하여 개인과 법인의 기부의 비 이 약 

6:4 정도

□ 이러한 개인 심의 기부문화 변화는 기부확산 노력과 함께 기부 련 세제지원정책의 효

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0년 개인 기부의 소득공제한도를 소득의 5%에서 100%로 폭 확  

○ 모든 지정기부 단체에 한 개인기부의 소득공제한도를 5%에서 10%로 확  

○ 법인은 2005년 세법개정에서 법정기부  한도를 단계 으로 축소7)

2) 우리나라 기부금 지원세제제도

□ 우리나라는 기부 의 종류를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 , 특례기부 , 지정기부 으

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득공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정하여 조세지원 혜택을 주고 

있음

7) 2005년 이 에는 100% 지만, 2006～08년에는 75%, 2009년 이후에는 50%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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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우리나라 기부금 유형별 조세지원제도

종 류 대 상
손금범위

이월공제
개인 법인

법정기부 ∙국가․지자체, 사립학교 시설비 등 100% 50% 1년

특례기부

∙문화 술진흥기

∙국․공립  병원 등, 사회복지공동모 회

∙특정연구기  등 

 50%

100%

 50%

50%
개인: 2년

법인: 1년
주)

지정기부 ∙학술․장학․문화․종교 등 공익성단체 20%  5% 3년

 주: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의 경우 3년 

자료: 원윤희(2010)

3) 주요국의 기부금 지원세제제도

□ 기부 에 한 국가별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이 있고, 이  소득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독일, 일본, 국, 만이며, 랑스만이 세액공제 방식

을 사용

□ 개인기부 의 조세지원 범 를 비교하면, 소득공제방식으로 사용하는 국가 에서는 미

국이 공제 한도가 가장 크며 우리나라는 만, 일본 등과 비슷한 수

○ 법인 기부의 조세지원의 범 는 부분의 국가가 동소이하게 소득의 5~10% 한도 내

에서 손 산입을 허용

<표 Ⅱ-6> 주요국의 기부금관련 조세지원제도

소득공제인 경우

개인기부 법인기부

한국 소득의 100~20% 한도 소득의 50% 는 5% 한도

미국 소득의 50% 는 30% 한도 소득 액의 10% 한도

국 기부의 22% 는 40%(한도제한 없음) 한도 규정 없음

일본 소득공제(기부(소득의 30% 한도)－5천엔) 소득  자본 에 의해 한도결정

만 소득의 100% 는 20% 한도 소득의 10% 한도 

독일 소득의 20% 한도 소득의 20% 한도 

세액공제인 경우

랑스
기부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 20% 한도)

기부의 60%까지 세액공제
(매출의 0.5% 한도)

자료: 원윤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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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과제

□ 기부에 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개인 기부의 활성화에 을 맞춰야 함

○ 기업의 기부에 해서는 ‘주주의 권익에 한 침해’, ‘기업의 홍보를 한 기부’ 등 부정

인 시각과 함께 그 규모가 클 때에는 기업 성장을 해할 수 있음

□ 정부는 개인 기부의 활성화를 해 세제지원  기부모  단체 련 제도정비 등 제도  

뒷받침 필요

○ 개인의 기부 참여기회  기부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1) 세제지원 제도정비

□ 기부에 한 조세지원이 기부  규모 증가에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 수 에 

한 검토 필요

○ 미국은 개인기부에 한 공제한도가 소득의 30~50%이고 국은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음

○ 개인 기부의 활성화를 해 개인기부의 공제한도를 2009년 15%, 2010년 20%로 확 하

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확 에 따른 기부  규모 추이를 검토한 후 추가

인 한도의 확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 기부  련제도의 단순화를 통해 형평성 제고  효율 인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기부받는 단체의 공익성 정도 등에 따라 법정, 특례  

지정기부 으로 구분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한 기부 의 공제한도가 상이한  등은 형평성 제고 

 효율 인 제도 운 을 해 개선할 여지가 있음

- 를 들어 재 사회복지공동모 회에 지출한 기부 의 경우 개인 기부는 법정기부

(100%)으로 법인 기부는 특례기부 (50%)으로 인정함

□ 부유층 기부를 유도하기 해  이외의 주식, 부동산 등의 기부에 해서도 조세혜택

을 제공하는 세제를 마련하여 기부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할 필요

○ 미국과 같이 기부자가 기부 의 사용에 어느 정도 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8)

8) 강철희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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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모금단체 관련 제도정비

□ 다양한 기부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할 수 있는 문모 단체의 육성 선행

○ 친인척  종교단체를 주요 기부 상으로 여겨왔던 개인기부의 문화가 다양한 공익활

동을 상으로 환되어 기부 분야가 다양화될 필요

- 재 우리나라 개인 기부의 약 80%를 종교분야에서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약 36%, 

국의 약 11%에 비해 매우 치우쳐 있음

○ 기부 확 를 해서는 세제지원도 필요하지만, 재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기부를 정

기 인 기부로 환하여 기부의 빈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

○ 문모 기 을 통한 략  모 기획과 다양한 기부 방법을 제공하여 개인의 기부 참

여가 확산되도록 기부 인 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기부모 단체에 한 기부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뒷받침 시

○ 기부한 기부 이 투명하게 지출되기 해 기부 을 수령한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극 강구해야 함

○ 세법상 우 를 받는 자선단체의 경우 재무회계 자료  자선활동 자료를 외부에 공개

하는 제도화 노력 등이 필요

Ⅲ. 결 론

□ 공정한 사회는 미래를 한 창조  동력이 되어야 함

○ 공정한 사회가 재나 과거를 단하는 잣 가 되면 재 는 과거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단하게 되어 공정한 사회는 오히려 사회 분열의 매제가 될 수 있음

○ 한 결과만을 시하여 개인의 노력이 빚어낸 과정과 무 하게 획일 인 분배의 균등

만을 추구한다면 공정 사회의 구 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만을 더욱 

래할 수 있음

□ 공정한 사회의 실 을 해서는 시작, 과정, 결과에서 모두 균형이 필요한데, 이는 다시 

자율, 공정한 경쟁과정, 책임의 공정한 사회 3  핵심가치로 연결

○ 자기 자신의 나아갈 분야를 자유롭게 창의 으로 선택해 나가야 하고, 

○ 사회가 개인들의 경쟁과정에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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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에 해서 스스로 책임지되,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한 최후의 사회 안 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사회를 실 하기 하여 조세정책 역시 이러한 자율, 공정, 책임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서로간에 유기 인 결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기여하도록 방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자율 인 선택의 왜곡을 해소하기 한 공정한 조세지원제도 운용

- 자율 인 선택의 왜곡을 래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해 정 인 측면과 공정

성을 해하는 측면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해 법에 정해진 납세의무의 수

- 공정한 경쟁과정을 해 납세의무를 수하지 않는 탈세를 방지하고 체납을 축소하려

는 정부의 극 인 노력 필요

○ 결과에 책임지되 이를 보완하는 사회안 망 보강  자발  기부 장려

-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를 보완하기 해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에게 다시 한 번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근로장려세제를 보완 개선하고, 자발 인 재정지원에 의

해 사회 인 약자에게 경쟁 참여 여건을 마련해 주는 민간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정사회를 실 하기 해서는 온 국민의 조세제도에 한 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며, 

공정사회 실 을 통한 선순환의 혜택이 발생하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

○ 조세제도는 국가 운 의 재정  기반을 제공하는 가장 요한 요소

- 최근 논의되는 복지제도들도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은 물론 국민들의 세

부담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음

○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로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온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발생

○ 정부와 국민은 세 이 우리나라 미래를 한 투자이고 더 나은 미래를 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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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권대봉 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Ⅰ. 대내외 여건 분석

○ 직업능력개발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와 장애요인 및 당면과제

- 첨단기술의 발전과 사업방식의 변화가 발생하고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등장으로, 일자

리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직무내용에도 변화가 발생

- 이에 따라 새로운 직무수행능력의 습득이 요구되고 있어,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

도 직업능력개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학교교육과 진학준비 단계에서 학습에 과도하게 투자하나, 직업교육과 입직 

이후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편임. 

※ 성인(25～64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OECD 평균 27.3%(2007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14.3%(2009년)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노동시장의 중요한 신호기제(signal device)인 자격 활용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엄존

하고 있어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경향과 교육시장과 노동시장간의 숙련 불일치 등으로 인하

여 숙련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

○ 직업능력개발에서의 Requirements 조사결과

- 기술․기능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교육 이수 기회 확대와 다양성 제고 

- 노동시장에서 직업교육 이수자 활용 증대

-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

-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위한 훈련생의 생계비 지원 강화 

- 민간자격에 대한 금지분야 규제완화

- 자격주체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마찰의 축소

- 민간자격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직업능력개발에서의 공정한 사회 구현의 단계적 실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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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 산업현장, 자격, 직업능력개발 시장의 측면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

천과제를 제시

- 직업능력개발에서 공정성 제고에 대한 정책실천 의지와 공정 인지적인 예산 배분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

Ⅱ. 직업능력개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비전과 전략

1. 공정사회의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

○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 정의

- 경제 주체간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균등

- 취약계층의 성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과 능력개발 기회 강화

- 직업능력개발 시장에서 경제 주체간 부담과 권한 행사의 균등

○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공정성 제고로 공정사회의 구현에 기여

- 직업교육에서 기회균등 강화, 산업현장의 직업능력개발에서 기회균등 보장, 자격의 신설

과 활용에서의 경쟁원리 강화, 직업능력개발 시장의 주체간 균형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

비전․목표 직업교육과 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공정사회의 구현에 기여

추진전략
직업교육에서 

기회균등 강화

산업 현장의 

직업능력개발에서 

기회균등 보장

자격의 신설과 

활용에서 경쟁원리 

강화

직업능력개발 

시장의 주체간 균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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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도출

○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실천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직업교육에서 

기회균등 강화

1-1. 취약계층 직업교육 기회 확대 취약계층 직업교육 이수율

1-2. 직업교육의 교육과정 수준제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적용 및 인증 학교 수

1-3. 직업교육 이수자의 괜찮은 일자리 발굴 및 

배치

입사 및 자격검정 요건에서의 학력 

철폐 비율

산업 현장의 

직업능력개발에

서 기회균등 

보장

2-1. 중기 재직자 교육기회 확대 중기컨설팅 구축 비율

2-2. 비정규직 직업훈련 강화 정규직 대비 참여율

2-3. 여성 핵심인재 양성 강화 핵심인재 여성비율

자격의 신설과 

활용에서 

경쟁원리 강화

3-1. 민간자격 금지분야 규제완화 민간자격금지분야 해제비율

3-2. 자격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관련법 반영정도

3-3.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 강화 민간자격 피해건수 감소율

직업능력개발 

시장의 주체간 

균형 강화

4-1. 직업능력개발 정보인프라 확충 훈련생 정보 만족도

4-2. 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강화 고령 수혜자 비중

4-3. 정부의 고용보험 재정지원 정부 예산출연 비중(%)

3. 예상되는 파급․기대효과

○ 직업능력개발 전반에서 공정성의 제고

-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로 사회통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장기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의 정책효율성 제고

- 경제주체의 자발성 제고에 따라 관리비용 축소

○ 민간자격 시장의 정상화와 민간자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민간자격 규제완화로 민간자격의 활용성 증대

○ 자격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질 유지

- 자격간 분쟁과 민간자격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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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천과제별 추진방향

1. 직업교육에서 기회균등 강화

1-1. 취약계층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취약계층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 안정 및 기초 산업분야 인력의 양성․공급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지자체에서 인력수급 계획, 양성기준 작성 및 수급조정은 불가능하며, 농어업, 기간

산업, 수출 산업 종사자는 국가차원의 양성 필요

- 특성화고졸 인력은 전체 취업자(22,139천명)의 17.9%인 420.4만 명이며, 전문계고졸 인

력의 고용률은 70.2%로 대졸 인력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집단으로 파악됨

(2009년 기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자는 감소하고 전문대졸 인력이 증

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전문대졸 인력이 고졸 

인력을 대체해가면서 특성화고졸 인력의 종사상 지위는 악화되어 온 것으로 분석됨.

∙노동환경 또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숙련 수준이 높지 않은 기

능․기술 관련 직무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이 특성화고졸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남.

∙기업은 특성화고졸 인력을 숙련 근로자가 아닌 단순 기능공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틈새 직무’를 발굴하여 특성화고졸 인력의 경쟁력 제고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서도 직업교육

에 대한 집중 지원과 관리가 필요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의 비율이 일반계고

보다 특성화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특성화고 학생 중 기초생활 수급 학생은 11.9%로 전체 고등학교 대비 2.1배에 해당되며, 

전문계고 학생의 양친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42%, 보호자의 학력도 중졸 이하가 

63.7%로 나타나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박동열 

외, 2010).

∙직업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부작용이 일반고로 전이되고, 청소년 비행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사교육 증가 요인)가 있음. 실제 특성화고를 지원하였지만 입학하지 못한 중

학생들이 일반고로 입학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 일반고교생의 학업성취도는 'M'자 

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에서 적성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에서는 일반계고의 직업과정반 이수 학생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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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획한 인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고 있음.

- 한편, 중등직업교육 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에서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치, 명문대 입학 등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분야만 집중 투자하고 있음.

∙결국, 중등직업교육 예산과 투자가 매년 감축됨에 따라, 취약계층인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기술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직

업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선취업 후진학 병행체제를 통한 직업교육 선진화 방

안’,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을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 인력 공급의 핵심 주체인 직업교육이 

보다 현장성을 지향하면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체제 구축․운영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추진 방향

∙취약계층 대상의 직업교육 이수 기회 확대를 통한 ‘중산층’ 진입 경로 구축

∙다양한 직업교육 이수 경로를 제공하여 평생 직업교육 기회 제공

∙先취업 後진학 병행 체제 구축을 통한 ‘중단없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추진 과제

∙특성화고, 산업학교, 기업연수원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직업교육 기회 확대

∙진로 미결정 상태에 있는 일반계고교생 대상의 직업과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先취업 後진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인근로자의 평생학습 여건 마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마이스터고 선정(2010년 24개교)을 통한 ‘중산층’ 진입 경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

한 인식하에 ‘교육 희망 사다리 사업’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근로자 89명의 직업경력 사례를 최적일치법(Optical Match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7개 직업경력유형을 도출(박동열 외, 2010)

∙직업경력유형: 생산직-관리직 균형 상향이동형, 생산직 집중 후 관리직 상향이동형, 

전문직형, 생산직-전문직 전환형, 사무직형, 생산직 집중형, 불안정형

∙각 직업경력유형에 따른 직업 및 삶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생산직 직무 

종사 기간이 긴 유형’에서 직업 및 삶에 대한 긍정도가 높게 나타남.

∙2009년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 학생 비율은 일반계고 3학년(476,785명)의 약 2.1%로 

지원자는 9,983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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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고 직업과정 학생('09년 기준)

구     분 예    산 지 원 자 위 탁 생*

직업(산업)학교 1,396백만원 5,138 2,718

직업훈련기관(노동부) 2,101 2,076

직업훈련기관(지자체) 229 190

기술계학원 2,163백만원 2,515 1,757

합  계 3,559백만원 9,983 6,741
 

- 기능직 근로자의 성공적인 경력에 작용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각 직업경력단계별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기능직 근로자의 성공 요인 및 장애 요인

범주 개념화된 요인 시사점

진로탐색

경력설계

장애요인
- 가정 형편의 어려움

- 진로 지도의 부재 
∙진로 비전 설정의 중요성

성공요인
- 전문계고 학생 지원 정책

- 주변의 권유와 도움

직업적응

경력개척

장애요인
- 학력 중심의 인사 관행

- 작업장 내 비체계적인 기능 교육 관행 ∙기능인으로서의 직위 우대

∙학위 및 자격증 취득 효과

∙긍정적인 마인드성공요인

- 전문계고 직업 및 기술 교육

- 품질 및 공정 개선 제안 활동

- 계속교육 및 평생학습

은퇴설계

장애요인 - 정년 퇴직

∙은퇴기의 기능인력 활용
성공요인

- 기능인으로서의 노하우

- 사회적 관계망

- 다음 세대와의 소통 욕구

- ‘선 취업 후진학’을 병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업자 대학’,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

형’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도 직업교육은 국가가 담당

○ 학생 1인당 연방정부 지원예산이 7% 내외인 미국에서도 직업교육 분야는 연방정부가 법을 제정

하고 예산 지원 강화

- 퍼킨스법(Carl D. Perkins Act), STW(School-to-Work Opportunity Act),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등의 법률을 통해 소홀하게 다루기 쉬운 직업교육을 국가에서 강화시키는 역할 

담당

-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 지원금의 일부는 반드시 직업교육 분야에 

투자

○ 영국도 청소년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등을 국가차원에서 중점 지원

- 기술학교, 건설학교, 컴퓨터고 등 특성화고 육성

- 자격과 학력을 연계하고, 산업 종사 인력을 청소년 시기부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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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하여 우수 현장 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중

산층’이 될 수 있는 경로 구축

- 학교에 부적응하는 일반고교생의 성공적인 진로 개척의 일환으로 ‘직업과정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

- 중소기업 성인 근로자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후발도상국들의 

추적을 뿌리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현장 기술․기능 인력 양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취업률 : (’09) 18% → (’12) 50% → (’14) 60%

∙일반고 직업과정 지원자 중 이수비율 : (’09) 70% → (’12) 90% → (’14) 100%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대학 수 : (’09) 5개교 → (’12) 12개교 → (’14) 16개교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유도

∙구직 요건 중 ‘학력 요건’ 제한 철폐

∙면허적 자격의 검정 요건 중 ‘학력 요건’ 제한의 점진적 철폐

∙고용기금 중 성인근로자의 학위과정 이수 지원 제도 확대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규제개혁, 도덕적 설득(홍보)

○ 과제성격 : 단기, 장기 

○ 주체(유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민간(기업)

1-2. 직업교육의 교육과정 수준 제고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은 개별 학과ㆍ학교와 개별 기업단위에서의 제

한적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계 기술수

요 변화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능력 부족

∙산업현장과 교육훈련과정의 불일치로 교육훈련 수요자(기업․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증대 및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비용 증가

 ※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평균 19.5개월, 1인당 6,088만원 소요(경총, 2008)

∙산업별협의체(SHRDC), 한국품질명장협회, 한국명장협회 등 산업계 차원에서 현장

의 인력수요를 학교에 제대로 전달해 주는 시스템 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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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수요를 개별학교가 개별 기업체 단위에서 파악함으로써 수요파악 비용 증대 및 정부

의 재정투자의 효율성 저하 초래

∙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산업체의 요구 반영 정도는 18.8%, 운영 시 인적․

물적 교류 정도에 대한 협력의 정도는 14.0%, 산업체 인사 활용도는 17.5%, 산학 겸

임 교사 배치 활용도는 13.9%로(직능원, 2005)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산업체 인사 미참가교는 98.2%(교육과학기술부, 2009)로 나타남.

-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도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미비 및 질 관리 체제 미구축으로 인하

여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교육기관과 차별화되지 못한 교

육과정 및 교원 제도 운영

-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로 인한 능력개발 중복투자 문제 및 다양한 학습경험(경력 

등)을 능력으로 인정하는 시스템 미흡

 ※ 학교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과정 이수 자격 부여에 대

해 자격검정기관의 동의 확보에 한계

○ 추진방향 및 과제

- 추진 방향

∙직업교육과정과 자격취득과정의 통합을 통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목표로 

교원의 역량 제고와 학교 운영체제 개선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 강화

- 추진 과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단계적 전환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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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과정 이수 자격 부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중 성취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

식으로 가능하며, 관련제도의 구축여부를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산

업별 대표기구 명의의 공인민간자격 취득과정으로 운영 후 기존 국가자격 취득과정

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질 관리 측면에서는 학교 내 자격취득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학교 내 자격취득과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단위 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발‧보급, 교사 연수회 개최 등을 검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및 교원의 역량 강화

: 학교 유형별 선순환적 질관리 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의 학교 평가와 학교정보공시제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각 지원 사업별 학교 컨설팅

을 통합한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학교의 적극적인 전환을 지원해야 함.

: 특히 학교의 여건과 특성 및 설립목적 달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계고 ⟺ 

특성화고 ⟺ 특목고 ⟺ 마이스터고 ⟺ 통합형고 ⟺ 일반계고” 등으로의 전환이 용

이하도록 지원하고, 상 하위 10%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컨설팅을 통하여 'in&out

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 고려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아주자동차대학은 영국의 ‘자동차 수리’분야 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

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국의 자격증을 부여하

고 있음.

- 신구대학(‘09)과 여주자영농고(’09)와 대중금속고(‘07)는 ‘조경’과 ‘반도체’ 분야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과정 이수 자

격’이 제도화되지 않아 과정 이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

- 1차 선정된 마이스터고 21개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

하여 적용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사관 학교의 경우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기대효과

- 교육과정과 자격 출제기준간의 통합 운영을 통하여 산업체 현장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

정을 운영

- 현장 요구 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교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학교 규모 : (’09) 21개교 → (’12) 200개교 → 

(’14) 400개교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과정 이수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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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담당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개발 양식을 직업교육

기관 교육과정 개발에 적절하도록 수정 필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제시된 직업기초능력의 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도구 개

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부처, 기업

1-3. 직업교육 이수자 노동시장 진출 기회 보장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0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 희망비율은 

1학년 61.1%에서 2학년 66.2%, 3학년 69.5%로 증가하며 진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회

적 학력차별 및 좋은 취업을 위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에서 전체 취업자 중 특성화고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6.3%(2004년 기

준 69.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성화고 졸업생은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

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르거나, 공식적인 의미의 비정규직 취업보다는 

‘임시직’으로의 높은 취업기회가 주어지고 있음. 이는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남학생은 군 복무 문제로 취업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며,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취업지도 또한 어려움. 이와 같이 학력위주 인사 관행, 취업 후 계속

교육 기회 부족 등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일자리로의 이동은 한계

를 보이고 있으며, 특성화 고교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특성화고 졸업생의 인력자원 활용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함

- 기업의 인사관리 관행에서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상위 학력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입

직시 ‘학력’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

○ 추진방향 및 과제

- 특성화고졸과 전문대졸 인력에게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공공부문 괜찮

은 일자리, 마이스터형 괜찮은 일자리, 면허적 자격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등의 발굴 

및 적용 노력 필요

∙공공부문형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를 통하여 직업 안정성

이 높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진출 모색하는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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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형은 기초 공정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와 자영업분야에서 ‘손끝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기능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노력하

는 유형임

∙면허적 자격형은 해당 분야의 행정 권한을 갖게 되는 면허적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서 우대하는 자격증 분야를 취득하여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노

력하는 유형임

- 현장 숙련 기술인에 대한 기업의 인사 관리 제도 개선

∙평생학습사회와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입직단계에서의 학력으로 인사 

관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상위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사에 반영

하는 형태로 개선 필요

- 면허 자격 중 자격 검정 제한 요건으로 제시된 ‘학력’에 관한 규제 철폐 필요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으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행안부)’를 시도교육청 기능직 및 기

술직 공무원 채용에서 적용하고 있음.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을 제고시

킬 뿐만아니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고졸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확산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함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234호(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10년도 견습직원(기

능인재)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서울여상은 ‘금융투자상담사’ 등 학력 제한이 없는 자격을 교육과정에서 취득하게 함

으로써, 졸업생들이 금융관련 기업의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음.

○ 기대효과

-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함과 동시

에 중소기업의 현장 숙련 기술인 양성을 통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공공분야 기능직 채용 규모(전체 채용자 수 대비): (’09) 10% → (’12) 10% → (’14) 10%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면허 자격 중 학력 제한 요건 규제 개혁

∙기업 인사관리 개선을 위한 기업 CEO 의식 개혁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규제개혁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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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현장의 직업능력개발에서 기회균등 보장

2-1.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접근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교육훈련 전담조직을 많이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규모별로는 소규모 48.4%, 중규

모 57.3%, 대규모 기업 89.0%가 전담조직 보유

- 규모별 1인당 교육훈련비 총액은 소규모 35.7만원, 중규모 45.5만원, 대규모 93.2만원으

로 규모가 클수록 1인당 교육훈련비 총액이 높음.

-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교육훈련 방법별로 참여율에 차이가 있음. 외부업체기술지도를 

제외한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훈련 방법에서 대기업의 참여율이 중소기업의 참여율보

다 높음. 특히 해외연수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참여율의 격차가 큼.

<표 3> 교육훈련 방법별 참여현황

(단위: %)  

구분
집체식

사내교육훈련
집체식

사외교육훈련
인터넷
학습

우편통신
훈련

국내연수 해외연수
외부업체
기술지도

제조

소규모 53.1 30.0 16.7 15.6 3.5 1.5 4.1 

중규모 55.2 34.4 30.0 21.7 3.0 3.0 2.6 

대규모 77.5 49.7 53.9 24.5 11.4 10.2 4.0 

출처: 인적자본기업패널기초분석보고서(2008)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자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훨씬 많이 하고 있음.

∙규모별로는 소규모 23.2%, 중규모 41.5%, 대규모 기업 87.8% 임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대학원, 해외대학 

학위과정, 승계계획 등 핵심인재 육성 및 경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율이 중소

기업보다 높음.

<표 4> 교육훈련 형태별 실시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학원 수강
료지원

국내 대학 
등록금지원

국내 대학원 
등록금지원

해외대학 학
위과정 지원

승계
계획

경력개
발제도

교육훈련
휴가제

멘토링 또
는 코칭

학습
조직

제조업

소규모 162 52.5 11.7 9.9 0.6 6.2 15.4 10.5 33.3 20.4 

중규모 124 48.4 15.3 14.5 4.8 4.0 16.1 6.5 35.5 29.8 

대규모 50 82.0 24.0 44.0 24.0 36.0 56.0 14.0 68.0 52.0 

출처: 인적자본기업패널기초분석보고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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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교육훈련 소요비용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훈련 방법에서 대기업의 1인당 

교육훈련 소요비용이 중소기업보다 높음.

∙특히 국내대학원 등록금지원, 해외대학 학위과정 지원, 승계계획, 경력개발제도 및 

교육훈련휴가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상당히 낮고, 대기업과의 

실시율에서 격차가 큼

<표 5> 1인당 교육훈련 소요 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사내

교육훈련
사외

교육훈련
인터넷
학습

우편통신
훈련

국내연수 해외연수
외부업체

지도

제조

소규모 12.3 79.8 12.4 10.3 120.7  361.0  98.2 

중규모 14.4 45.3 183.4 17.8 162.6 551.5 135.1 

대규모 40.6 168.1 34.2 11.9 611.1 2091.2 262.4 

출처: 인적자본기업패널기초분석보고서(2008)

- 인적자원개발 제도별 참여 여부에서도 경력개발제도, 멘토링 또는 코칭, 학습조직, 지

식마일리지 및 전사적 품질관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참여율이 높음.

<표 6> 인적자원개발 제도별 참여율

(단위 : %)

구분
경력개발

제도
교육훈련
휴가제

멘토링
또는 코칭

학습 조직
(동아리)

OJT 직무순환

제조

소규모 2.5 1.5 11.1 5.9 30.1 14.8 

중규모 2.8 1.1 13.2 9.7 34.1 13.7 

대규모 16.6 1.5 28.7 19.5 47.3 28.7 

구분 제안제도
지식

마일리지
QC

(품질분임조)
전사적

품질관리
6-시그마

제조

소규모 45.9 1.8 21.9 18.4 11.5 

중규모 60.6 3.1 26.6 23.4 14.3 

대규모 52.4 19.2 31.7 31.5 18.4 

출처: 인적자본기업패널기초분석보고서(2008)

○ 추진방향 및 과제

-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 개선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포스코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무국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의 질

적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 교육의 내실화 

- 대기업의 우수 훈련 인력, 자원, 시설의 중소기업 공유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의 이직 예방

- 중소기업 및 재직자의 경쟁력 강화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무국 내에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설팅 팀 구성 비율 : 

(’11) 대기업형 컨소시엄의 20% → (’12) 50% → (’14) 80%

∙대기업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의 컨설팅 실적(비율)

:  (’11) 참여 중소기업의 5% → (’12) 20% → (’14) 40%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고용노동부, 민간 대기업

2-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직업훈련 실시비율은 정규직의 직급별과의 비교에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임.

∙정규직의 대리이하 일반직원은 89.4%, 부․과장 등 중간관리자는 62.0%, 임원급이상

은 24.4%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7.5%에 불과함.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만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능력개발의 기회에서도 크게 열악

한 상태에 있음(중소기업청, ｢2009년 중소기업실태조사｣).

<표 7> 직급별 직업훈련

(단위: %)

구    분 임원급 이상
중간관리자
(부, 과장)

일반직원
(대리이하)

비정규직

전  체 24.4 62.0 89.4 7.5

  5 -  19인 23.9 56.3 88.1 7.4

 20 -  49인 26.4 69.6 89.7 6.7

 50 -  99인 15.7 74.0 93.4 7.7

100 - 299인 37.4 85.2 98.0 12.8

주 : 교육대상 직원은 복수응답으로 합계 100.0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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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부담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있음

∙정규직은 회사 62.4%, 국가 31.5%였으며, 비정규직은 회사 77.4%, 국가 15.0%로 나타남.

<표 8> 교육훈련비 부담

(단위: 구성비, %) 

임  금

근로자 정규 비정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고용

가정내 일일

교육․훈련

경험 있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비

부담 

회  사
1) 67.4 64.4 75.2 71.6 71.1 52.3 86.8 84.2 80.5 90.5 73.0 46.8

본  인 9.2  7.8 12.7 12.7 11.9 30.3 10.3  7.6 14.1  8.3 24.1 48.7

국가기관
2) 22.9 27.3 11.7 15.1 16.3 16.7  2.6  8.4  4.6  1.0  2.8  2.5

기  타  0.5  0.6  0.4  0.6  0.7  0.8  0.3  0.0  0.8  0.2  0.0  1.3

주: 1) 자영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한 경우 포함

2)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정부산하기관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6.

○ 추진방향 및 과제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무국에 비정규직 교육을 전담할 팀 구성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비정규직 중심의 과정 운영 등 지원

- 연간 교육훈련 총 시간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있음.

∙정규직이 18.3시간인데 반해 일반임시직은 2.4시간, 기간제 7.6시간, 상용파트 6.5시

간 등임(비정규 노동, No.83 [2010] ).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일본에서는 2007년 파트타임 근로자 노동법 개정을 개정하여 임금 이외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교육훈련에 있어 회사는 정사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내용, 성과, 의욕, 능력, 

경험 등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음. 

∙더 나아가 정사원과 직무가 같은 경우, 정사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파

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미국의 One-Stop Career Center: 다양한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17개 연방부처

의 고용․훈련․복지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종합 제공함.

- 호주의 센터링크 10개 부처, 25개 정부기관의 140여 서비스 통합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대효과

- 비정규직의 역량향상으로 취업 가능성 증대로 사회 공정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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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 절감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이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무국 내에 비정규직 교육팀 구성 비율 

:  (’11) 대기업형 컨소시엄의 10% → (’12) 30% → (’14) 5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내 비정규직 교육프로그램 실시 비율

:  (’11) 5% → (’12) 20% → (’14) 20%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정부투자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고용노동부, 민간

2-3. 여성 근로자의 핵심인재 양성 훈련 참여 강화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표 9> 제도적․형식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별 참여율 및 차이검증

(단위: %)

제도적․형식적 교육훈련의 종류
성별

전체
자유도
(df)

카이
제곱값

유의도
검증여성 남성

(1) 집체식 사내교육훈련 50.3 59.8 58.3 1 54.8 ***

(2) 집체식 사외교육훈련 28.9 43.4 41.0 1 125.2 ***

(3) 인터넷 학습(e-learning) 32.4 37.4 36.6 1 15.4 ***

(4) 우편통신훈련(독서통신훈련) 12.1 16.7 15.9 1 23.1 ***

(5) 국내연수 5.4 9.3 8.6 1 27.9 ***

(6) 해외연수 5.1 9.1 8.5 1 31.1 ***

(7) 외부업체로부터 기술지도 받기 1.6 4.0 3.6 1 23.4 ***

주: 유의도 *** p<.00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기업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근로자조사. 학술대회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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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기업 자체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성별 참여율 및 차이검증

(단위: %)

기업자체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의 종류

성별
전체

자유도
(df)

카이
제곱값

유의도
검증여성 남성

 (1) 경력개발 제도 5.2 6.6 6.4 1 4.7 *

 (2) 교육훈련 휴가제 2.0 2.7 2.6 1 3.0 -

 (3) 멘토링 또는 코칭 12.1 15.9 15.3 1 15.9 ***

 (4) 학습조직 8.2 9.0 8.8 1 1.1 -

 (5) OJT 프로그램 24.9 39.0 36.7 1 124.4 ***

 (6) 직무순환 12.9 18.5 17.6 1 32.0 ***

 (7) 제안제도 34.3 53.1 50.0 1 204.2 ***

 (8) 지식 마일리지 프로그램 6.3 9.7 9.1 1 20.0 ***

 (9) QC(품질분임조) 9.2 20.7 18.8 1 125.0 ***

(10) 전사적 품질관리 9.0 21.2 19.2 1 138.5 ***

(11) 6 시그마 7.8 4.0 13.8 1 23.462.1 ***

주: 유의도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기업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근로자조사. 학술대회용 데이터

<표 11> 숙련수준별 제도적․형식적 교육훈련프로그램 성별 참여율 및 차이검증

(단위: %)

직무의 특성 제도적․형식적 교육훈련의 종류
성별

전체
자유도
(df)

카이
제곱값

유의도 
검증여성 남성

낮은 

숙련도의 

직무

(1) 집체식 사내교육훈련 47.6 57.2 55.3 1 42.8 ***

(2) 집체식 사외교육훈련 27.1 41.0 38.3 1 93.6 ***

(3) 인터넷 학습(e-learning) 27.0 31.6 30.6 1 11.2 ***

(4) 우편통신훈련(독서통신훈련) 11.5 15.0 14.3 1 11.8 ***

(5) 국내연수 5.1 8.5 7.8 1 18.4 ***

(6) 해외연수 4.5 8.2 7.5 1 28.3 ***

(7) 외부업체로부터 기술지도 받기 1.6 3.5 3.1 1 13.6 ***

높은 

숙련도의 

직무

(1) 집체식 사내교육훈련 63.0 64.8 64.7 1 0.4 -

(2) 집체식 사외교육훈련 37.3 47.7 46.8 1 12.0 ***

(3) 인터넷 학습(e-learning) 58.1 48.2 49.1 1 10.7 ***

(4) 우편통신훈련(독서통신훈련) 14.9 19.8 19.3 1 4.3 *

(5) 국내연수 6.6 10.7 10.3 1 5.0 *

(6) 해외연수 7.9 10.9 10.6 1 2.6 -

(7) 외부업체로부터 기술지도 받기 1.6 5.0 4.7 1 7.0 **

주: 유의도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기업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근로자조사. 학술대회용 데이터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1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 제도적․형식적 교육훈련 참여율 및 성별 차이 

∙모든 제도적․형식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참여율 격차

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

- 기업자체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참여율 및 성별 차이

∙교육훈련휴가제 및 학습조직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참여율이 여성의 참

여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특히 전사적 품질관리, QC(품질분임조), 6-시그마 등에 있어서 여성근로자의 참여율

은 남성근로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이는 여성들은 남성지배적 문화에서 비공식적

인 멘토링을 조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낮은 숙련도의 직무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거의 모든 제도적․형식적 교육훈련 참여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참여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낮은 숙련도의 직무에서는 모든 제도적․형식적 교육훈련 참여에 있어서 성별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음.

- 한편 높은 숙련도의 직무에서는 집체적 사내교육훈련, 해외연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기업 내 핵심인재 교육에의 여성 참여 강화를 위해 기업 내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여성 할당 비율 선정

- 기업 내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의 여성 참여 비율을 각종 기업평가에 반영 검토

※ 기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기관의 기업평가에도 위의 지표 포함을 독려

○ 기대효과

- 핵심인재 개발 프로그램에의 여성 참여 확대로 여성의 사회 진출 강화

- 기업의 핵심인재의 남성 편중 예방으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기업 내 남, 여 성차별 방지로 남녀 평등사회 구축에 기여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여성의 핵심인재 프로그램 참여율(대기업 기준, 성비 고려)

: (’11) 20% → (’12) 30% → (’14) 40%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정책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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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의 신설과 활용에서의 경쟁원리 강화

3-1. 민간자격 금지분야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민간자격의 제한 여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확인을 통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부처의 제한 기준에 대한 적용이 포괄적

이고 다양하여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민간자격 금지분야는 법 차원에서의 규제보다는 정책 차원에서의 규제가 많으며, 정책 

차원에서의 규제는 행정 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규제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으로 인

한 신뢰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판정위원회 구성 필요

- 민간자격 신설 시 자격명이나 직무내용에 치료, 재활 등 용어사용금지 개선 필요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재활분야의 경우 2008년에는 민간자격 금지분야가 아니었으나 2010년부터는 민간자

격 금지분야로 제한되었고, 반대로 간병사의 경우 2008년에는 금지분야였으나 2009년 

2차부터 금지분야에서 제외됨. 이처럼 행정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정책차원에서의 규

제와 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미국, 일본, 독일, 호주, 케나다 등)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분야로 제한되어 

자격으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행동치료

사, 예술치료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등이 존재

○ 기대효과

- 민간자격 규제 완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향상 가능

- 민간자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 

- 민간자격 규제완화를 통한 치료관련 전문자격의 활성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금지분야 해제 민간자격 등록 규모 : (’09) → (’12) 2건 → (’14) 4건

∙민간자격 금지 해제 비율 : (’09)  → (’12) 10% → (’14) 20%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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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 과제발굴 : 민간자격에 대한 규제완화(기존정책보완)

○ 정책수단 : 규제개혁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3-2. 자격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일부 자격종목의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하여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에 대한 마찰을 격

고 있는 사례 발생 

∙한약분쟁으로 일컬어지는 한의계와 약사회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이익집단 간의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 

- 의약분업분쟁, 의료대란으로 명명된 이 사태는 응급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였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자격정책심의회는 교과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 간의 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국무총리실 안에 비상설기구인 자격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

어 자격 간 마찰, 영역 다툼 시 조정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자격종목 신설 시 기존 자격종목과의 직무 중복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자격종목 간 마찰은 한의사-한약조제사-약사 간의 마찰, 안과의사-안경사 간의 마찰, 

정형외과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의 마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기대효과

- 자격종목 간 마찰을 줄임으로써 자격 간 분쟁최소화

- 자격종목 간 상호보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자격종목 간 분쟁이 줄어듦으로 인한 대국민서비스 유지가능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분쟁 위원회 처리 규모 : (’09) → (’12) 20건 → (’14) 30건

∙분쟁 위원회 처리 비율 : (’09) → (’12) 50% → (’14) 60%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자격분쟁조정위원회 구성(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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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자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3-3.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 지도 감독 강화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 급증 

∙민간자격증의 허위․과대광고 유형이 다양한데 세부적인 단속 기준 미비

※ 자격기본법 제33조(거짓광고의 금지 등)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소비

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

다.

∙허위․과대광고와 관련 공정위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역할을, 소비자원은 피해상

담 및 구제역할 수행

∙상시 감독 및 피해예방에 대한 정부 기능 부재

※ 위반사항 적발 시 공정위에 처벌을 의뢰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의거 대

부분 시정명령으로 종결

○ 추진방향 및 과제

- 허위․과대광고 기준 세분화, 영업정지 재제, 사후관리 강화

∙허위․과대광고 유형 세분화․구체화로 실효성 있는 단속 지향

※ 허위․과대광고는 공정위에 의뢰하지 않고 ｢자격기본법｣을 통해서 처벌 가능토록 개선

∙벌금 재제와 동시에 자격증 폐쇄 또는 영업정지 규정 신설 

∙가벌성과 처벌의 신속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 신설

∙허위․과대광고 단속 등을 위한 주관부처 지정, 단속 강화

※ ｢자격기본법｣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등

- 민간자격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강화

∙전담조직 설치로 정부 정책 추진 및 제도관리 운영의 체계화

∙피해 예방 및 지도·감독에 따른 국민의 권익 보호

※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음.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최근 3년 간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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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득, 취업보장 등을 내세워 고액의 응시료 및 교재비를 요구하여 구직자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 

※ 월평균 128건(2008) → 135건(2009) → 185건(2010)

<표 12>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연도 2008 2009 2010.7월

상담건수 1,531건 1,622건 1,293건

○ 기대효과

-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 감소

- 민간자격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강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허위․과대광고 감소 규모(월) : (’10) 185건→ (’12) 150건→ (’14) 120건

∙허위․과대광고 감소 비율(월) : (’10) 100% → (’12) 81% → (’14) 65%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 강화(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4. 직업능력개발 시장의 주체간 균형 강화

4-1. 직업능력개발 정보인프라의 확충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직업능력개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

재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생성되고 있는 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어, 청년층․고학력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저학력자와 고령층은 직업능력개발 정보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정보접

근의 제약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불공정성에 노출되어 있음.  

- 한편, 정부(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인 HRD-Net은 고학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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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장년층을 위주로 개발되었으나,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정부의 대표적인 직업

능력개발 정보망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오프라인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을 위한 인력을 고용센터에 배치하여 취약계

층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내일배움카드)의 도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상담과 이력관리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음.

-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보망인 

HRD-Net 개편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직업 상담과 실업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 배치 

- 고용안정전산망인 워크넷(www.work.go.kr)의 개발과 활용

-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고용안정 기관에 직업훈련 안내를 위한 상담원이 배치되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강화하고 있음(고혜원, 

2009)

○ 기대효과

- 취업을 위한 훈련생의 세부적인 선별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중손

실(dead weight) 방지

- 고연령, 저학력자의 직업능력개발 상담강화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정보제공과 활용 강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직업훈련상담원 규모 : (’10) 300명 → (’12) 400명 → (’14) 500명 

∙HRD-Net 개편 : (’09) → (’11) ISP 추진 → (’14) 단계별 개발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정부투자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관부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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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령가장 직업능력개발 강화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산업의 빠른 변화로 일자리에서 이탈이 늘어나고 자연수명의 연장과 생계비의 부족 등

으로 제2의 인생(경제활동)을 준비하고자 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훈련 중 생계

비의 문제가 대두

- 한편, 훈련 이수 후 취업실적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훈련기관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음. 계좌제훈련(내일배움카드)에서는 훈련수강생의 모집을 위하

여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의 개설을 기피

- 이에 따라 고령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참여에서 곤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지거나 학력수준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고령(50세 이상)가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신설하여 훈

련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훈련 참여 유인을 강화

※ 여성가장훈련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 고령친화적인 훈련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고령자에 적합한 훈련 직종의 개설 지원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여성가장 훈련지원: 여성가장이 훈련을 받을 경우에 훈련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고령자 취업알선: 고령자 취업알선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센터와 대한노인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대효과

-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강화로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고령가장 가구의 경제적인 안

정을 유도

- 중소기업의 숙련인력난 해소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고령자 참여 규모 : (’09) 13,191명 → (’12) 18,000명 → (’14) 22,500 명

․ 고령자 참여 비율 : (’09) 9.1% → (’12)  12% → (’14) 15%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유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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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민간

4-3. 고용보험 기금 재정출연 강화

□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고용보험의 3주체는 기업, 근로자, 정부(고용노동부)임. 정부가 공익을 대표하여 고용

보험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고용보험 사업을 집행하며 예비적인 충당금 성격

의 고용보험 기금도 운용하고 있음.

- 3 경제주체 가운데 정부의 기여비중이 가장 낮으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

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보험 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노동시

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는 등 정부가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

성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고용보험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성보호나 직업체험관 사업은 범정부적인 국

책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음.

- 한편, 고용보험법(제5조1항)에 의해 국고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비율에 대한 규

정이 없으며, 2006년 이후 매년 징수보험료의 0.3% 정도인 10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

에서 지원되고 있음. 

- 그러므로 정부도 일정한 비율로 고용보험기금을 출연하여, 고용보험 관련 3주체간 공

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정부가 고용보험에 일정수준을 출연하고 이를 관련법에 명시

-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재정에 의한 출연을 보험료 예상수입의 5% 정도로 출

발하여 장기적으로는 25% 수준(일본)까지 증가시킴.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1항)

-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고용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 

조성액의 25%를 정부가 재정으로 출연하고 있음.

○ 기대효과

- 고용보험 참여자의 공정성 제고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보험 사업의 추진

동력을 제고

- 고용보험 사업 확대로 일자리 보장을 통한 사회안정망 강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보험기금 출연 규모 : (’09) 10,218백만원 → (’12) 150,000백만원 → (’14) 275,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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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금 출연 비율 : (’09) 0.02 → (’12) 3% → (’14) 5%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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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

김주섭 I 한국노동연구원

1. 대내외 여건 분석

가.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당면 과제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격차 심화 상으로 노사갈등 지수는 높아지고, 경제성

장 잠재력은 약화되는 상 나타나고 있음 

- IMF 경제 기 이후 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간의 소득격차 심화되고 

있음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 '00년 70.8 → '09년 65.5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 '01년 63.5 → '09년 54.6 

- 경제성장의 효과는 일부 기업 정규직에게 편 되고,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기업 노조들은 강력한 조직력을 배경으로 고임 을 유지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

은 소 하청업체 지불여력 부족, 근로기  보호 사각지 가 많아 기업 정규직-하청업

체 비정규직간 임 격차 심화

<표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대임금

(단 : 만원, %)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체 124.2 132.5 146.6 154.2 159.3 165.6 174.5 184.6 185.2 

정규직
137.7 145.6 167.8 177.1 184.6 190.8 200.8 212.7 22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7.4 97.7 102.8 115.2 115.6 119.8 127.6 129.6 120.2 

(63.5) (67.1) (61.3) (65.0) (62.7) (62.8) (63.5) (60.9) (54.6)

주: ( )안의 값은 정규 근로에 한 상 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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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노동시장에서 ‘고용 없는 성장’ 상이 나타나면서 잠재  실

업,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심각성 증하고 있음 

- ‘90년  후반 이후로 기술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취업자수나 

고용률은 증가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심각해지고 있음

※ 주요국 고용탄성치(95-06, %): 한국(0.214), 일본(0.32), 미국(0.629), 독일(0.833)

- 서비스업 육성, 노동시간 유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  단시간 근로 확  등 고용률을 

높이기 한 정책과제 필요성 두

<표 2>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변화 추이

(단 : 명, 10억원)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70s 116.5 0.40 174.8 0.56 55.0 0.74

1980s 66.6 0.29 92.2 0.43 47.4 0.63

1990~96 41.6 0.31 55.4 -0.08 38.0 0.73

1997~99 33.6 0.08 35.0 -0.26 35.3 0.67

2000s 26.9 0.31 20.8 -0.10 32.5 0.66

주: 1) 취업계수=취업자수/실질GDP,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실질GDP증가율

자료: 황수경 (2009)

나. 노사관계 현황과 당면 과제

○ 우리나라 노사 계는 OECD국가들 에서 노사갈등 비용이 가장 높을 정도로 고비용 교

섭구조와 립 인 노사 계로 노사 계 경쟁력 최하  수  

- 우리나라의 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도 OECD 국가 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음

※ 한국 근로자 1천인당 노동손실일수 02년 111일, 04년 81일, 06년 77일, 09년 38일

※ '08년 근로자 1천인당 노동손실일수 한국 50일, 영국 28일, 호주 21일, 독일 4일

- 업발생과 이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높음으로 인해 직 인 생산차질액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 하, 'Korea Discount'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노사분쟁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 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근로자들에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이유로 한 개별  노사분쟁은 계속 증가추세

에 있음 

-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근로자에 한 근로기  보호제도 정착 추세의 향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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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노사분쟁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이러한 개별  노사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노사 계 제도의 안정과 노사분쟁으

로 인한 사회  비용을 여나가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표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처리 현황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심 사건 5,316 6,892 6,987 5,709 6,221 6,703 7,378 8,028 10,004 10,714

행정소송 - 253 297 258 286 355 396 499 429 367

○ 2011년 복수노조 허용으로 새로운 노사 계 질서 형성의 계기를 맞아, 국제 인 노동기  

수와 공정하고 합리 인 노사 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책 인 과제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업단  복수노조 지 조항은 ILO, OECD 등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결권 

제한이고, 국제노동기 에 미달되는 제도라는 문제제기의 상이 되어 왔음

- 2011년 복수노조 허용으로 국제노동기 을 수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노사 계 제도의 

도입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 인 노사 계 질서구축이 정책과제로 두되고 있음

2.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가. 공정한 노사관계의 정의

○ 공정한 노사 계는 노동시장  고용 계에서 평등한 자유(the greatest equal liberty)와 

공정한 기회의 균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y)에 기반한 차등의 원칙이 용될 때 이

질 수 있음 

- 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공정성 실 을 한 두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는 모

든 사람이 기본 인 자유를 평등하게 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둘째는 사회

경제  불평등은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

○ 노동시장  노사 계 역에서 공정한 사회정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서비스가 공정하게 

거래되고, 노사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될 때 가능한 것임. 이를 실 하기 한 략  과제

는 

- (1)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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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여한 만큼 가 보장 

- (3) 최소한의 경제  생활 보장 

- (4)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시스템 구축 

나.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4대 전략과제

○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균등

-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제주체들이 제약이나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함. 이러한 기회는 특히 근로자의 경우 최 진입 뿐 아니라 재진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보장되어야 함. 

- 노동시장 정착자들에 비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나 재진입자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은 시장 진입이나 재진입 기회에서 제약이나 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

○ 기여한 만큼의 가 보장

- 근로자는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 (근로조건 포함)에 있어 차별 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됨. 

- 근로자의 임 과 근로조건은 능력과 성과,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비합리 인 

요인들로 인해 생산성과 임 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각종 연구에서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근

로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등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음.

○ 최소한의 경제  생활 보장

- 근로의 가로 받는 임 이 근로자의 최소한 경제생활을 가능  하는 수 이어야 함. 

-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  수 이 매우 낮아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러한 경제사회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악하기 어려움

○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

- 노사 계에서는 노사간 이해불일치로 인해 개별 , 집단  분쟁이 항상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생산 인 노사 계 형성을 해서는 공정한 분쟁해결 시스템이 강요하고, 한 노

사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노사간 신뢰 계 구축이 가능함 

-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정한 노사 계 

질서 구축에 기본 인 바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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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한 노사관계 추진 전략 방향

○ 노동시장 격차 문제에 한 해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규직

과 비정규직간의 불공정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 격차로 인한 노사갈등, 사회  

갈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임

- 경제성장과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구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해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

른 보상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일 수 있는 략  

근이 필요할 것임

- 능력과 성과에 의한 공정한 차이는 인정하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을 없앰으로써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임

○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률 증가정책이 요

한 바, 이를 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단시간 근로에 한 공정한 보호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률을 높이기 해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단시간 근로의 확 가 필요함 

- 이러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단시간 근로가 확산될 수 있기 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단시간 근로가 공정한 기 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동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함

○ 노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공정한 노사 계 질서를 정착시키고 노사분

쟁으로 인한 사회  비용을 이는 것이 노사 계 경쟁력 강화에 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노사분쟁 발생시 공정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공정한 노사

계 규칙을 정립하는 길이 될 수 있음 

- 노사가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의 구축과 운 을 통해 노사분쟁

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노사 계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요한 정책과제임 

○ 국제  노동기 에 맞는 복수노조제도 정착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 인 노사 계  노동

조합 활동 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공정사회 구축의 요한 정책과제임 

비전․목표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추진전략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구축해 
노동시장 격차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 및 
공정한 근로기준 보호로

고용확대

공정한 노사 단체교섭 및
분쟁해결 관행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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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한 불합리한 차별 단 기 을 마련

하고 기업과 사내하청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정책 추진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공정한 차별 단기 을 제시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정착 

유도

- 기업과 사내하청업체간의 하도  계약의 형식을 띤 불법 견이 이 지지 않도록 법

한 도 과 장도 의 공정한 단 기  제시

○ 단시간 근로, 탄력  근로 등에 한 공정한 근로기  보호제도를 정립하여 노동시간 유

연성 제고와 청년층,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  정책 지원

- 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사회보험 용확 ,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  등을 통

해 청년, 여성 등의 고용률 제고

- 단시간 근로, 탄력  근로 활용하여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확 하는 기업들에 한 

정책 지원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구축 

○ 노동 원회 심의 공정한 분쟁해결시스템 운 을 통해 합리 인 노사 단체교섭 행 정

착  공정한 개별 고용 계 질서 확립

-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사간의 합리 인 단체교섭  쟁의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지원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한 공정한 심 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 인 개별 근로 계 고용

행 정착

○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합리 인 노동조합활동  공정한 노사 계 질서 구축될 

수 있도록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마련

- 복수노조 설립시 합리 인 교섭 행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복수노조간 교섭

표단 구성  운  방법, 복수노조간의 임자  노조활동 허용범  등과 련한 공

정한 노사 계 질서 구축되도록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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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실천과제별 정책방향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구축해 

노동시장 격차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불공정한 차별 해소로 

노동시장 격차 심화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고용 계에서의 차별시정을 통한 불공정한 차별 해소

비정규직 사회보험 용률 제고를 통한 사회복지 안

망 확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조건 공정한 

보호로 고용확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고용창출 

장시간 근로체제의 개 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

자리 창출 연계

상시 단시간 근로제 합 분야 개발 → 정착 → 확  

업종측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확

공정한 노사 계 

질서 구축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 

행 정착  Global 

Standrd에 맞는 

노사 계 선진화 

노사분쟁에 한 공정하고 문 인 분쟁해결 지원 

시스템 구축

부당해고 등 개별 노사분쟁에 한 화해제도 활성화

복수노조 시 에 맞는 교섭방식  교섭 행, 공정한 

분쟁해결 행 정착 

마. 예상되는 파급․기대효과

□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구축으로 노동시장 격차 심화 완화

○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시스템이 정착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추동하면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

- 공정한 고용 행  노동시장 질서 구축으로 노동시장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률 증가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단시간 근로에 한 공정한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 고용기회 

확   노동시장 고용률 제고

- 노동시장 유연화를 한 공정한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한 고용기회 확

- 단시간 근로에 한 공정한 근로기  보호로 공정한 노동질서 확립  고용률 제고

□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 행 정착  선진국형 노사 계 선진화 

○ 합리 인 노사 교섭 행 정착과 공정한 분쟁해결 시스템 지원으로 한국형 생산 인 

노사 계 모델 구축 기반 마련 

-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으로 노사분쟁 감소  노사분쟁 사회  비용 감소

- 공정한 노사 계 질서 구축을 통해 노사 계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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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과제별 추진방향

가. 정규직-비정규직간 불공정한 차별해소 정책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정규직-비정규직간 월평균 임 격차가 차 확 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  

상 심화

-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 은 정규직 임 의 54.6%(‘09년 8월)에 불과하고,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음

※ 2001년 73.5% → 2005년 62.7% → 2009년 54.6%

-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 의 경우도 2001년에 정규직의 79.8% 수 이던 것이 2009년에는 

61.5%로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더라도 정규직 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 임  격차는 

확 되고 있음

※ 한시적 근로 : 77.5('01.8) → 64.1('09.8), 시간제 근로 : 101.5('01.8) → 56.2('09.8), 비전

형 근로 : 73.8('01.8) → 57.0('09.8)

<표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과 상대임금

(단 : 만원, %)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체 6,088 6,486 7,289 7,796 8,152 8,573 9,121 9,799 10,026 

정규직
6,438 6,851 8,033 8,641 9,141 9,558 10,185 10,988 11,5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5,135 5,515 5,748 6,356 6,441 6,788 7,222 7,471 7,121 

(79.8) (80.5) (71.6) (73.5) (70.5) (71.0) (70.9) (68.0) (61.5)

  한시
4,988 5,685 5,655 6,559 6,621 7,100 7,748 7,986 7,423 

(77.5) (83.0) (70.4) (75.9) (72.4) (74.3) (76.1) (72.7) (64.1)

    기간제
5,208 5,957 5,681 6,535 6,811 7,132 7,776 8,249 7,591 

(80.9) (86.9) (70.7) (75.6) (74.5) (74.6) (76.3) (75.1) (65.5)

    반복갱신
- 5,623 7,105 8,324 8,148 8,984 9,990 9,716 10,097 

- (82.1) (88.4) (96.3) (89.1) (94.0) (98.1) (88.4) (87.2)

    계속불가
4,149 4,064 4,483 4,723 4,943 4,905 4,890 5,672 5,642 

(64.4) (59.3) (55.8) (54.7) (54.1) (51.3) (48.0) (51.6) (48.7)

  시간제
6,533 6,929 6,839 6,931 7,013 6,982 6,780 7,115 6,511 

(101.5) (101.1) (85.1) (80.2) (76.7) (73.1) (66.6) (64.7) (56.2)

주: ( )안의 값은 정규 근로에 한 상 임 임

자료: 남재량(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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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 격차는 성별, 학력, 기업규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성 차이에 의한 격차도 나타나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측 가능한 요인들(성, 학력, 연령, 

기업규모, 노동조합 등)에 의한 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재량(2009)의 연구에 의하면 관측 가능한 요인을 고려하면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의한 임금격차는 0.3~6.2% 정도임

- 임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찰 가능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 

임 은 정규직에 비해 0.3%~6.2% 은데, 여러 연구들(임 격차 분해)에 따르면 이러한 

남아 있는 임 격차의 부분은 생산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에 의한 임 격차 추정치의 상한은 시간당 임 의 10%

- 사업체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차별에 의한 임 격차가 비정규 근로자 시간

당 임 의 최  10% 가량 존재할 수 있음( 병유외, 2006)

※ 남재량(2009) 등의 연구와 전병유 등(2006)의 연구 결과의 차이는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

(data)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들의 고려 여부에 주로 기인함

○ 임  외에 사회보험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은 여 히 정규직에 미치지 못함

- 표에서 보듯이 ‘08년 8월 비정규직의 국민연  가입 비율은 39.0%로서 정규직의 77.3%에 

미치지 못하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도 유사함 

- 비정규직의 퇴직  수혜율은 35.6%로서 정규직의 74.5% 보다 크게 낮으며, 상여 과 유

휴가, 시간외 수당에서도 정규직에 크게 미치지 못함 

<표 6>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단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07. 8 2008. 8 2007. 8 2008. 8 2007. 8 2008. 8

정규직 76.3 77.3 76.7 78.0 64.3 65.8

비정규직 - 39.0 - 41.5 - 39.2

<표 7> 근로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

(단 : %)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 수당

2007. 8 2008. 8 2007. 8 2008. 8 2007. 8 2008. 8 2007. 8 2008. 8

정규직 70.3 74.5 69.8 71.2 61.7 65.4 54.2 53.8

비정규직 34.8 35.6 31.1 27.9 28.7 28.0 23.8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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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및 과제

□ 과제1-1: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비정규 근로자 상 직업능력개발카드제 도입하여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 격차 축소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상 직업훈련 상담 서비스(Skill Brocker), 직업능력개발 카드제

를 도입해 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

※ 저학력, 저숙련 비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도 없고, 고용보험 사업에 의한 직업능

력개발 기회도 적음. 2009년 현재 중소기업의 40% 정도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상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이 지도록 개인훈련계획(ITP) 작성, 직업

능력개발 상담 서비스 확

-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별도로 직업훈련 상담, 개인훈련

계획, 자격증 취득, 일자리 수요와 연결되도록 하는 직업능력 지원 시스템 구축 

□ 과제1-2: 고용 계에서의 차별시정을 통한 불공정한 차별 해소

○ 기업에서 생산성, 능력, 성과차이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임  근로조건에 한 차별을 

하는 경우 비정규직법에 근거한 차별 시정 기능 강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률은“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노동 원회 차별시정 상 범 를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성차별까지 포함하여 동일 

사업주와의 고용 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차별시정 상 범  확   

- 차별시정 비교 상 근로자의 범 를 ‘동종’ 업무 뿐만 아니라 ‘유사’ 업무까지 용하도

록 하여 사업주의 차별시정 의무 범  확

- 비정규직 차별시정 차와 련 비정규직 당사자 신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 의 제소

도 가능하도록 하여 고용 계 련 차별시정 기능 강화

□ 과제1-3: 비정규직 사회보험 용률 제고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용률 제고를 해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

-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 을 경우 법률  책임  

소 용 등 사업주 책임 강화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신청 요건 완화, 근로감독 의 지도 등을 통해 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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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례

○ 국의 ‘Train to Gain’ 사업

- 소기업 등 취약 사업장을 상으로 Skills Broker를 통해 기업의 훈련 수요를 진단하

고, 그 결과에 기 하여 실제 훈련을 연결시키는 서비스임

- Skills Broker( 개기 )를 통한 직업훈련 수요 진단  직업훈련 연계 서비스 제공이 

핵심

- 기업을 방문하여 해당 기업에 맞는 훈련 로그램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 로그램들을 

추천하며, 필요시 직  훈련 로그램을 설계

- Skills Broker의 서비스 품질 확보를 해 이들을 상으로 한 세부 교육훈련 로그램

도 운

- 참여 기업  72%가 ‘(훈련 근이) 어려운’(hard to reach) 기업들이었으며, 사업주  

근로자들의 Skills Broker에 한 만족도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4) 기대효과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정당한 능력과 성과에 기반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 완화

○ 비정규직 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생산성 임 체계 확립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 사회보험의 사각지 를 없애 사회안 망에 의한 최 한의 경제  생활 보장 

5) 성과지표

□ 계량  목표

○ 비정규직 4  보험 용률 제고

- 4 보험 용비율: (‘11) 43%→ (‘13) 45%→ (‘15) 50%

□ 비계량  목표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상 직업훈련 상담 서비스(Skill Brocker) 확 , 직업능력개발 카드

제를 도입

□ 과제 개요

과제 1-1 과제 1-2 과제 1-3

과제 발굴 기존 정책 보완 기존 정책 보완 기존 정책 보완

정책 수단 정부/민간 투자 법제도 개선 정부 지출

과제 성격 단기/ 기 단기/ 기 단기/장기

주체 정부/기업 노사 정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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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1) 장시간 근로와 근로시간 유연화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행이 근로시간 유연성 부족, 일자리 창출 능력 하와 낮은 

고용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정규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를 통한 장시간 노동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제약되

고 있음

- 단시간 근로자의 낮은 임 과 근로조건, 근로시간의 유연성 부족으로 여성인력의 활용 

제약, 일과 가정의 양립을 크게 하하고 있음

○ 장시간 근로 행이 고착화 되어 OECD 국가 에서도 가장 장시간 노동시간 행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8년 재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동유럽국가 포함)평

균 1,733.4시간 보다 연 523시간(1일 8시간 기 으로 연 65.3일)이나 더 긴 것으로 나타

남

- 기업과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 행에 의존한 비용감축, 고용의 최소화, 소득증  등 

일종의 담합구조를 형성해 왔고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행화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성의 활용 필요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음

<표 8> 초과근로의 추이

1985 1995 2005 2009

월 총노동시간 225.5 207.0 195.1 179.7

월 과노동시간 32.8(17.2%) 26.0(14.4%) 17.6(9.9%) 16.8(10.3%)

주 과노동시간 7.65 6.07 4.11 3.92
  

주 : 월 과노동시간의 ( )안의 수치는 과노동시간이 총 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비 임.

자료 : 노동부, 임 노동시간통계(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 장시간 노동체제로 인한 근로시간의 유연화 부족

- 장시간 근로 행이 유지되면서 탄력근로제나 보상휴가제, 선택근로제 등과 같은 근로

시간 유연화 행은 낮은 수 으로 활용되고, 일부 문직 등에서만 제한 으로 활용

- 노동시간의 축을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에 응하여 고용안 과 소득균등화 효과를 

갖는 노동시간 축휴가제도도 2010년에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장에서 거의 활용되

지 않고 있음

○ 단시간 근로자의 비 은 낮은 편이고, 여성의 고용률도 선진국에 비해 여 히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음 

- 근로시간 유연화의 요한 몫을 차지하는 단시간 고용의 비 은 외국과 비교할 때 여

히 낮은 수 으로 낮은 여성고용률로 연결되고 있음. 



Session 2-3 : 공정한 노사 계 형성을 한 노동정책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151

<표 9> 단시간 근로제 고용의 비중

전체고용 중 단시간 비중 여성고용 중 단시간 비중 여성고용률

1994 2009 1994 2009 1994 2009

한국 4.5 9.9 6.8 14.2 49.8 52.2

랑스 13.8 13.3 24.5 22.4 50.8 59.8

독  일 13.5 21.9 28.0 38.1 54.7 65.2

일  본 - 20.3 - 33.8 56.5 59.8

네덜란드 28.9 36.7 54.5 59.9 52.6 70.6

스웨덴 15.8 14.6 24.9 19.8 70.7 70.2

스페인 6.4 11.9 14.3 21.4 31.5 53.5

  국 22.4 23.9 41.2 38.8 62.1 65.6

미  국 14.2 14.1 20.4 19.2 65.2 63.4

OECD* 11.3 16.2 19.7 26.1 52.7 56.5

주: * 가 평균치를 사용함.

자료: OECD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 단시간 근로의 임 수 과 기업복지의 심인 상여 , 퇴직  그리고 4  사회보험의 

용율을 볼 때 다수가 일용직, 임시직으로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그 지 와 처우

가 매우 열악한 지 에 놓여 있음

<표 10>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근로복지 현황

(단 : %)

구분 고용보험1) 건강보험2) 국민연금3) 산재보험4) 상여금 퇴직금

     체 85.9 87.4 87.1 96.2 64.4 76.0 

정규직근로자 95.6 96.6 96.4 97.0 77.9 88.0 

비정규직근로자 51.9 49.7 46.8 92.3 21.5 38.0 

견․용역근로자 90.4 90.3 88.8 95.0 33.9 83.0 

단시간 근로자 27.1 25.4 24.7 82.9 7.8 22.8 

기간제근로자 81.5 84.3 81.2 96.3 47.6 71.5 

자료 : 노동부. 200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 세계화와 Global 경쟁, 출산과 고령화, 경제의 서비스화와 24시간 서비스체제, 여성인

력의 노동시장 진출,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은 증

되고 있음 

- 변화한 경제  환경, 성장모델의 환, 고용모델의 차이, 작업조직의 변화, 달라진 사회

 요구 등에 비추어 기존의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보장

되는 새로운 노동시간 체제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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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존 장시간 노동체제와 근로시간 유연성화 체제의 비교

기존 노동시간 체제 새로운 노동시간 제체

경제  환경

비교  보호된 국내시장, 수출 주 성

장, 미일 심의 국제  분업구조 하  

지

개방된 시장경제, 동아시아와 미일 등 

다양화된 분업구조의  지

성장모델

상  임 , 요소투입 심의 성장, 

제조업 주 성장, 가격경쟁력, 고속성장 

속 고용창출과 분배 

상  고임 , 가치창출 심의 성장, 

서비스업 주 경제, 가격/품질/납기시 

스템 경쟁력, 성장 속 고용없는 성장

고용모델
 수 의 학력과  수 의 숙련, 

은 인력. 남성 외벌이 고용과 가족모델 

고학력 인력, 고숙련과 지식 지향, 고

령화되는 인력, 여성고용의 증가에 따른 

맞벌이 고용과 가족유형의 증가

작업조직 테일러주의  작업조직, hard long work
고능률, 품질 주의 smart work, 지 이

고 창의  노동

사회  요구 고용창출, 빠른 성장, 소득증  
여성 경제활동 참여,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의 질과 건강한 노동

노동시장 성과 낮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여성 고용률 제고, 고용안 성

노동시간 특징 장시간 노동을 둘러싼 노사담합 노동시간단축, 노동시간 양방향 유연성

2) 근로시간 유연화의 추진방향과 과제

□ 과제2-1: 장시간 근로체제의 개 과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근로시간 련 법제도 정비

- 주44시간제, 주40시간제 도입이 근로시간 단축에 요한 기여를 해 왔던 을 감안하

면 근로시간 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장시간 노동체제 개편 필요

- 근로시간 축휴가제를 통해 근로시간 산정단 가 이미 3개월 단 에서 1년으로 연장

되는 것에 맞추어 1일 최 근로시간, 1월 최 근로시간 제한

-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과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특근시간을 

과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주당 과근로시간 규제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감면 등 정책지원하여 근로

시간단축과 고용창출 연계 

-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고용, 상시 시간제 고용 확 시 고용

보험료 일부 감면 등 재정지원으로 근로시간 단축형 고용창출 지원

□ 과제2-2: 상시 단시간 근로 행의 개발ㆍ정착ㆍ확

○ 공공부문에서 상시 단시간 근로제 도입  확 를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형 고용창출 

선도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단시간 근로제 도입시 정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여성 고용률 제고 

-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bad job) 모델로서 기존 단시간 근로 모델 신 정규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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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시 단시간 모델을 창출하고 정착, 확

- 공공부문부터 기존 일제 근로자 업무 에서 상시 단시간 근로자로 채울 수 있는 

업무 역에 해 상시단시간 근로 채용하도록 하고, 공공기 별 상시 단시간 근로제 

용 목표제 운

- 민간기업의 경우 일제 근로자 업무를 상시 단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신규 고용창출 

하는 경우 고용보험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

□ 과제2-3: 업종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확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분야, 24시간 서비스 업종, 노동력 수요 다변화 업종 등

에 해 유연한 근로시간제 용 확  정책지원하여 고용창출 지원

-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확 하기 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과 리에서 투명성 제고, 업

무나 주문물량 수요와 노동공  사이의 시간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한 계획성을 높이는 작업장 신 지원 필요

- 근로시간 축휴가제도가 장에서 정착되고 확 될 수 있도록 업종 유형별 최  모형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 먼  실행하여 노동시간 유연화 행 확산

3) 국내외 사례

○ 선진국의 정규직 단시간 근로

-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단시간 근로가 거의 부분 정규직 단시간 근로이며 따라서 시단

시간 근로라고 하여 일제 근로와 차별받는 경우가 음.

<표 12> 단시간/전일제 근로자의 정규직(permanent contract) 비율

(단  : %)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벨기에

시간제 73 73 81 46 34 55 88

일제 81 86 91 78 69 86 93   

자료: Michon, Piotr 2007. Quality, preferences, reasons, satisfaction: Part-Time employment in seven European 

Union Countries

○ 국의 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체 국가공무원  지방정부 직원들 가운데 정규직 

단시간 근로제의 비율은 각각 20.8%(여성들의 경우 33.2%), 42.4%(여성들의 경우 

51.1%)에 달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경우 단시간 근로제 직원수가 체의 53.5%에 이를 정도도 높아 일제 

직원수 보다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정부 여성직원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62.4%에 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단시간 근로 여성직원 가운데 정규직의 비율

은 81.9%에 이르고 있음. 

○ 정규직 일제 근로의 정규직 단시간 근로로의 환 용이하도록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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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가에서 정규직 일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규직 단시간 근로로 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고 사용자는 사업상 요한 지장이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로 환 요청을 수용해야 함

<표 14> 전일제 근로의 시간제 근로로의 전환제도

노동시간 전환제도(전일제에서 시간제로)

1그룹

네덜란드, 랑스, 독일, 

벨기에, 핀란드(약간 제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 환(단축, 증가)요구 권리부여, 사용자 거

부권, 사용자의 거부사유에 해 근로자 법원제소 가능

네덜란드 1년 이상 근속 근로자

2그룹
국, 호주의 2개주 등 

아이, 장애아, 환자 등을 특정조건에서 유연 노동시간으로 환요구 권리 

부여

국 근로시간만이 아니라, 일하는 장소, 시간일정의 변격을 요구할 수 있음

3그룹

일본
3세 미만의 아이, 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

시간 단축의 의무가 있음

한국 
일제 근로의 단시간근로 환에 한 상징  규정 - 요구권리 없음. 사용

자의 의무도 없고, 구제나 이의신청 차도 없음

자료: Fagan, Colette, Ariane Hegewisch and Jane Pilinger. 2006. Out of Time: Why Britain needs a new ap-

proach to working-time flexibility.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유연한 근로형태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실험도 시작하고 있음

- 정규직 단시간 근로제 도입( 일제에서 시간제로 환을 통해) 되었으나 실제로 정규

직 시간제로 환을 선택한 공무원은 소수에 불과함

○ 유연한 근로시간제는 재까지 탄력  근로시간제와 보상근로시간제  선택  근로시

간제가 일정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그 활용비율이 낮으며 연장근로수당에 의존하는 근

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근로시간 축휴가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제도에 한 이해 미비, 기업의 인사 

행 온존 등이 원인으로 지 되고 있음

4) 기대효과

○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고용률 제고 등 더 많은 국민이 일자

리를 통한 노동복지 혜택을 받는 고용 행 정착 

○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간 유연화로 기업의 생산성 높이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시

키는 고용 행 선순환 체제 정착

○ 장기 으로 Global 경쟁, 출산과 고령화, 경제의 서비스화와 24시간 서비스체제, 여

성의 고용률 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합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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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 계량  목표

○ 성과 목표

- 과근로시간 단축 목표

2009 2011 2013 2015

월 총노동시간 179.7 160

월 과노동시간 16.8

주 과노동시간 7.65 3

- 공공기 의 상시 단시간 근로제 도입 목표

2010 2011 2013 2015

도입기 수 시범사업

도입기 의 비율 10% 50%

도입공무원/직원수

도입직원비율 3% 7%

□ 비계량  목표

○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도입(탄력  근로시간제/보상시간제, 근로시간 축휴가제, 선택

 근무시간제, 일자리공유제, 재택근무제 등 각각)

□ 과제 개요

과제 2-1 과제 2-2 과제 2-3

과제 발굴 신규 정책 개발 기존 정책 보완 기존 정책 보완

정책 수단 법제도개선 정부 정책 지원 정부 정책 지원

과제 성격 단기/ 기 단기/ 기 단기/ 기

주체 정부/민간 정부/민간 정부/민간

다. 공정한 단체교섭 및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1) 노사분쟁해결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 노동 원회는 집단 인 노사분쟁 조정, 개별노사분쟁 심   차별시정 등 노사분쟁해

결 반을 담당하고 있음

- 집단  노사분쟁 조정업무의 경우 매년 700~1000건의 쟁의조정 신청에 해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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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50~60%를 조정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 외국의 집단적 노사분쟁 조정기관의 분쟁해결률을 보면 미국의 경우 85%, 영국의 경우 

93%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2009년)

<표 15> 노동위원회 조정사건 현황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조정신청 1,036 1,096 1,042 896 868 891 758 885 851 726

조정성립률 31.3 43.2 44.1 50.4 48.2 57.7 52.9 64.8 65.6 58.5

- 개별 노사분쟁에 한 심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96% 

정도를 노동 원회에서 심  는 화해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표 16>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현황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심 사건 5,316 6,892 6,987 5,709 6,221 6,703 7,378 8,028 10,004 10,714

행정소송 - 253 297 258 286 355 396 499 429 367

재심유지율 - 89.2 89 84 87.1 83.3 79.6 83.9 84.9 83.8

○ 정부의 집단  노사분쟁 해결 지원 기능은 노동 원회 쟁의조정과 고용노동부(지방노

동청) 근로감독 의 노사 계 지도업무로 이원화돼 있음 

- 노동 원회는 임․단  교섭 결렬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조정을 실시(조정

치주의)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는 노사동향 악, 임단  교섭지도 등 분규 방, 조정불성립시 

분규수습 담당하고 있음

○ 노동 원회 개별 노사분쟁 심 사건에 해 심 정 비율은 높고 화해 비율은 낮아 

처리기간은 길어지는데 반해 정결과에 한 공정성 만족도 낮음

- 구제신청을 본안 심리  정으로 처리할 경우 사건조사, 심문회의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불복할 경우 분쟁해결 비용 증가

- 이에 비해 화해를 통한 해결은 당사자 만족도 높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나, 재

까지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 비율은 낮은 편임 

※ 09년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화해율은 28%, 영국의 고용심판소의 화해율은 31%, 독일 노

동법원의 화해율은 48% 수준임

○ 노동 원회 조정․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 원은 비상임 원이 부분이고, 조사

도 고용노동부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분쟁해결 문성 축 이 어려움 

- 노동 원회 공익 원은 710명인데, 상임 원은 21명뿐임

- 조사 의 경우도 노동 원회 근속경험이 평균 2.5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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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7부터 복수노조 허용함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  단체교섭 련 행정업무를 노동

원회에서 담당하게 됨

- 복수노조 존재시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  분리, 과반수노조 존재여부 확인, 공정

표의무 반시 시정명령, 부당노동행  등 업무 담당

- 노동 원회에 교섭 표결정 원회를 신설하고, 복수노조 련 조사  행정 업무 수요 

증가할 것으로 상됨

2) 노사분쟁해결 시스템 개선 방향

□ 과제3-1: 집단  노사분쟁 조정업무 효율  재편

○ 집단  노사분쟁 조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해 노동 원회, 지방고용노동청의 집단

 분쟁해결 지원 업무 일  수행 체제 구축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의 집단  노사 계 지도업무를 노동 원회 조정업무와 연계하

여 집단  분쟁해결 업무 일원화

- 단체교섭 동향 악부터 방  조정, 교섭결렬시 조정 차 진행, 조정불성립시에도 

사후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분쟁해결까지 조정서비스 제공하는 분쟁해결 지원 시스템 

구축 

- 이를 해 노동 원회법에 분쟁의 사 방  사후 조정까지 신속․공정한 해결 지원

을 ‘노동 원회의 조정업무’로 명시

□ 과제3-2: 상임 원 심의 문 인 노사분쟁 해결업무 시스템 구축

○ 노동 원회 조정과 심 을 담당하는 부문별 원회를 상임 원 심으로 운 하도록 

하여 노동 원회의 분쟁해결 문성과 실효성 제고

- 조정 원회, 심 원회의 의장을 상임 원이 맡도록 하여 분쟁해결 시스템의 문성

과 책임성 강화

※ '10년 현재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72%를 상임위원이 참여

- 상임 원 시 공정성과 문성 등 선발기 을 강화하고, 연임(임기 3년)이 가능하도

록 하여 상임 원의 문성 제고

- 노동 원회 조정과 심 을 경험이 많은 상임 원들이 심이 돼서 운 할 수 있도록 

상임 원 인원을 증원하고, 상임 원들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운  체계 개편

○ 조사 의 경우 노동 원회에 장기근무하면서 조정과 심 업무 실무 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인력 운  시스템 개선

□ 과제3-3: 심 사건 화해제도 활성화

○ 노동 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해 심문회의 개최 에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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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해 치주의’를 도입하여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 행 정착 

- 노동 원회법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수되면 사건 쟁  조사하는 단계에서 화해

차를 진행하도록 심 사건 처리 차 규정하여 화해제도의 법률  지  강화

※ 영국의 노동심판원(Employment Tribunal)의 경우 구제신청시 본안 심리 전에 알선조정위

원회(ACAS)의 화해절차 진행하는 화해 전치주의 제도화

※ 독일의 노동법원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면 본안심리 전에 전문법관이 화해절차를 진행한 뒤

에 해결이 안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본안심리 진행

- 노동 원회에 화해를 문 으로 담당하는 화해 담 공익 원을 지정하여(상임 원

의 경우 당연직) 화해제도 활성화

□ 과제3-4: 복수노조 법시행시 공정한 노사 계 질서 확립

○ 복수노조 설립, 단체교섭, 노조활동 등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노사 계 질서 구축

- 복수노조 설립시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노조하에

서의 부당노동행  유형 방  홍보

- 복수노조 설립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조들간의 공정한 권리행사 가능하도록 

하는 교섭 표 구성  운  행 정착

- 복수노조 설립시 사업주 는 과반수노조가 소수 노조, 는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도

록 공정 표의무 반 사례  례 

3) 외국의 분쟁해결 시스템

□ 미국 알선조정청(FMCS)의 분쟁조정 시스템

○ 집단  노사분쟁 조정업무는 부분 정부 기 인 FMCS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방  

조정제도, 노사 계 문가 심의 상임 조정 제도, 지역별 담제 등 체계 이고 문

인 조정 서비스로 조정성립률 높은 성과

※ FMCS는 미국 주요 노조 밀집 지역에 지방 사무소를 두고 있고, 지방사무소마다 상임 조정

관이 주요 공단지역의 노사분쟁 예방, 교육, 상담, 조정을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기업 노사는 단체 약 만료 3개월 에 FMCS에 단 만료 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

고 있음

- 단 만료 정이 통보가 되면 FMCS 사무국은 지역 상임 조정 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상임 조정 은 교섭 기부터 상담  지원을 하면서 분쟁 발생시 조정 서비스 제공하

고 있음 

- FMCS의 상임 조정 들은 노사 계 경험이 많은 인사들 에서 선발하며 직업공무원

으로서 안정 인 지 를 갖고 문 인 조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의 노사분쟁해결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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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 개별  노동 계 분쟁은 고용심 소(ET)에서 장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이 수되면 

먼  조정을 담당하는 ACAS에서 당사자간 조정 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개별  노사분쟁에 한 조정 치주의로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 

- ACAS의 상임 조정 들 에 Junior Facilitator는 개별 노사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

고, 경험이 많은 Senior Facilitator는 집단 인 노사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

로 문성을 심으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조정 성립률 기록 

4) 기대효과

○ 노사분쟁에 한 공정하고 문 인 해결로 공정한 노사 계 규칙 정착, 노사 계 안정

화 정착 토  구축

- 노사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는 행이 정착되면 노사 자율 으로 공정한 분쟁해결 규

칙이 정립돼 나갈 수 있을 것임

○ 노사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노사분쟁으로 인한 사회  비용 폭 감소 

- 조정성립률을 재 60%에서 80%로 높일 경우 업으로 인한 사회  비용 폭 감 

효과 나타날 수 있음

○ 노사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행이 정착되면 장기 으로 노사분쟁 자체가 어

들 수밖에 없어 참여와 력의 노사 계 형성 가능

- 참여와 력을 통한 작업장 신  생산성 제고 등 노사 계  경쟁력 강화

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 계량  목표

○ 성과 목표

- 노동 원회 조정성립률, 심 사건 화해율 제고 목표

2011 2013 2015

조정성립률 70% 75% 80%

화해율 30% 35% 40%

□ 비계량  목표

○ 노동 원회 심의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방안 추진 Road Map

- 1단계: 노사 계 문가 토론을 통해 분쟁해결 시스템 개편방향 정립

- 2단계: 노사정 원회에서 개편방안에 한 노사정 의

- 3단계: 법개정 사항에 해서 정부입법으로 입법화 추진

- 4단계: 노동 원회의 분쟁해결 시스템 개편을 한 인력  기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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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김용하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서  언

보건복지 분야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크게 사회보장 급여의 공정성, 사회보장 비용분

담의 공정성, 시장조정자로서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4회 국정과제 공동 세미나, “공

정한 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는 영역별로 

다수가 존재하지만 지난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 급여측면에서는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저생

계비 격차 해소,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급여수준 개선, 공공시설 단체급식 단가기준의 확립 등을 제안하였고, 사회보장 비용부담

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직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형평성, 국민연금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비용부담, 지하철 요금 등 노인교통이용지원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마

지막으로 시장조정자로서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지역적 배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에서는 제4회 공동세미나 자료 모두에서 제시한 보건복지 

정책의 공정성 기준의 전제 하에서 각 부문별 틀은 그대로 두고 각 부문별 세부과제를 새로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보장 급여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형평성 제

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제안하고, 사회보장비

용분담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분담의 룰과 복지지출확대에 

대비한 새로운 복지재원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한편 시장조정자로서의 공정성 개선을 위

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의 개선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공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제는 지난 세미나에서 제안된 주제와 함께 보건복지 부문의 주요한 쟁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순히 조세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복지항목부터 단계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전략의 수

립이 필요하다. 이때 제도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조

정․화합시켜야 하고 이때 필요한 기준이 공정성(fairness) 기준이다. 따라서 공정성 기준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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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이들 주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단일하고 명쾌한 답안을 모두 제시하

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안을 주요한 쟁점별로 정리하고 개선을 위한 큰 방향은 제안하고 있

다.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이외에도 상당수 

산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단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Ⅱ. 사회보장 급여의 공정성

1. 근로장려세제(EITC) 형평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

준 이하인 가구(면세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1월 시행되었으며(2009년 최초 지급),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

세제도’ 또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로 표현된다.

기획재정부는 도입 준비과정에서 제도 명칭을 당초 ‘근로소득지원세제’에서 ‘근로장려세

제’로 변경하는 등 제도의 정책목표 중 양극화 해소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보다는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장려에 초점을 두었으나,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소득지

원 방안으로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강화하였다.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675천 가구로, 전체 안내가구(736천 가구)의 91.7%에 해당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약 5,200억원이며, 가구당 77만원으로 2009년과 유사하다. 신청

률은 각종 신청절차 개선으로 2009년(90.9%, 신청 724천 가구/안내 797천 가구)보다 높아졌

으나, 신청안내 대상가구 감소 및 지난해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급제외 영향 등으로 신청가구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가구 비교

구  분 2009년 2010년 비  고

신청가구
724천 가구

(5,582억원)

675천 가구

(5,209억원)

△49천 가구

(△373억원)

지급가구
591천 가구

(4,537억원)

556천 가구

(4,284억원)

△35천 가구

(△253억원)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가구의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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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장려세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 근로장려세제 적용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존재(휴․폐업 및 영세자영사업자 가구, 부양

아동이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 등)

○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향 조정된 면세점(4인 가구 면세점 약 2,100만원)에 비해 낮은 

소득기준(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1,700만원)

○ 연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증구간(0~800만원)으로 인한 근로유인 효과 미

흡

○ 공공부조 수준의 높은 재산기준(기준시가 5,000만원 미만 소규모 1주택을 포함한 재산

가액 1억원)으로 인한 근로활동 장려 제한

○ 낮은 급여수준(연 120만원)으로 인해 근로활동 참여유인과 근로활동 및 소득정보 제공 

유인효과 미흡

○ 부양아동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기준 및 급여수준 등을 적용한 급여체계 운영으로 

가구여건 및 소득지원의 형평성 고려 미흡

○ 맞벌이가구에 대한 동일한 소득기준 적용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 유인 제약

나.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으로는 “구조적 개편”과 “미시적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근로장려세제 적용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중 신빈곤층으로 거론되고 있는 휴․폐업 

및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조기 확대가 검토가능하다. 즉, 자영사업자의 소

득 및 매출, 고용정보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의 제공을 전제로 지원

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득세법 상 소득의 유형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특수 고용형태의 사업소득자 등에 대해 적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 등 전반적인 적용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제도 확대계획(3단계, 2014년)을 수정하

여 자영사업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를 조기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데에는 신중을 기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중 부양아동이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 대

상으로 신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당초 근로장려세제 확대 계획에 따르면,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최종 확대단계(4단계)인 2030년에 이르러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중고령층(소득지원 및 근로활동 장려)과 청년층(‘88만원 세대’로 대표되

는 불완전 취업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중소 제조업 기피현상에 대한 근로유인) 등 부양아

동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 단위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칭 YEITC(Youth-EITC) 또는 SEITC(Senior-EITC) 등으로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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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장려세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이

나 적용소득구간은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축소 설계가 가능하다.

미시적 확대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모형 설계 이후 상향 조정된 면세점과 최저생계

비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2,100~2,6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다. 또한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일정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증구간의 

확대 및 급여증가율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면세점 이하뿐만 아니라 

최저세율 구간의 일부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4인 가구 면세점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당초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

나, 현행 소득기준 1,700만원은 2006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도출한 것으로 2010년 최저생

계비를 반영할 경우 차상위계층의 연간 최저생계비 수준은 약 2,100만원에 이르므로 최소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면세점 등을 고려하여 2,100~2,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최저생계비 150%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적용대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2. 주거급여의 형평성

가. 현황 및 문제점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40여 년 동안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시행

해 오다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체제로 전환

하면서 신설되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한 것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주거욕구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 2009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약 67%인 592,323가구로, 보장기관 제공 거주자, 그룹홈 거주자, 기타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해당된다. 2008년 이전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최저주거를 보장하였으나, 2008년 개정을 통해 주거급

여는 정액지급에서 정률지급으로 개편되어 해당 가구의 20.6%에 해당하는 급여가 주거급여

로 지급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중 생계급여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 있는 급

여로서 제도 초기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414억 원이었던 주거급여 예산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1년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1,741억 원이 되었으며, 2008

년 개정을 통해 2009년에는 6,739억 원까지 책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다소 감소해 5,6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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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거급여 평균 예산 증가율은 19.26%이다.

현행 주거급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

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이 주거

욕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같이 보충성의 원리에 의

해 현금으로 지급되어 주거안정 및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는 우리나라의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운영되어 주거보장의 목적보다는 

소득보장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거급여가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포괄

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이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보충급여의 원리에 의해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에 포함)를 보장하고 있으며, 

가구별 전체 기초보장 급여의 20.65%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산정방식은 급여의 

20.65%를 주거비로 사용하라는 의미 이외에 수급가구에 소득이 발생할 시, 발생한 소득의 

70.35%는 생계급여로, 20.65%는 주거급여로 사용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즉, 해당 가

구의 최대급여인 현금급여기준액 전부를 받는 가구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주거비의 자부

담(발생 소득의 약 20%)을 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소득인정액은 일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재산에는 거주용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가구별 생계 여액 ＋ 주거 여액 〓 여기 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9.35%) (20.65%) (100%)

또한 현금급여(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를 제외)는 생계급여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통

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주거급여로 인식하기 어려워 주거안정 및 향상을 위한 용

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주거급여로 인식하더라도 부족한 생계비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출의 우선순위 결정은 수급자 개별 가구의 몫이지만, 최소한

의 주거수준은 일종의 가치재(merit goods)로서 일정수준의 지출이 규범적으로 장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독립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그 쓰임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급여최대액인 현행 최저주거비는 중소도시 전세 아파트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측되고 

전세 생계비에 대한 가구균등화 적용으로 주거비 특성인 지역과 가구규모에 따른 주거욕구

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제도 시행 이후 줄곧 최저생계비 대비 최저주거비의 비율이 낮

아지고 있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나. 개선방안

1) 주거복지정책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거지원 체계화

주택바우처를 통해 기존 주거복지제도의 사각지대와 경직성 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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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따른 기존제도의 부분적 개정이 요구된다. 먼저 맞춤형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최저주거기준을 보완적 지표로 활용하고 가구의 주택바우처 기준임대료와 공공임대주

택 임대료 편익을 고려하여 지원한다면 다양한 주거복지제도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은 점유형태, 주택위상의 구분 없이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임차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프로그램인 보금자리론과 근

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제도 등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자가가구에 대해 주거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되, 주택개량자금이 지원된 주택의 임대시 공공에 의해 정해진 임대료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반면, 현행 가구지원 프로그램 즉, 전세자금융자제도 등과는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민간주택 월세가구와 전세가구에 주택바우

처를 지원하며, 후자의 경우 별도의 지원기준이 요구된다. 한편,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아 건

설된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바우처 지원은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

지만, 건설지원의 경직성, 역진성 등의 한계를 감안하여 건설지원 수혜가구 중 일정수준(소

득, 주거비부담률 등) 이하의 계층에게는 가구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수준을 반영한 일정수준의 주택바우처만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거지원정책 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거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주거지원 중심의 정보 및 조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주거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위해 주거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거지원의 연계

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가칭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센터는 주거상

실 및 위기가구 등에 대한 상설화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긴급전화(24시간 상담)를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위기상황 초기에 주거비 지원, 특

별임대주택 입주 등 가구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과 주택공사의 전월세정보와 연결하여 주거지원 관련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현행 복지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 대상의 주거위기 실태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주거복지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관련 단체(현재 주거복지센터)의 활동가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립촉진 정책패키지로 효과성 제고

주택바우처는 수요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의 정책으로 주거비 경감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를 인적, 물적 자원의 축적인 사회적 투자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바우처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 주거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자립촉진제도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주택바우처는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이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

자의 소득상승 동기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자립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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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연계는 경제적 자립 및 근로유인의 노동프로그램, 금융제도 등과의 연계를 뜻하는 것으

로 수급자 스스로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주거안정성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자립촉진제도가 없는 현실이나 보건복지부 및 노둥부에서 

추진 중인 자산축적, 근로유인 프로그램과 함께 정책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산축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통장 프로그램이 있으며, 근로

유인 프로그램으로는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 및 고용촉진,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다.

외국의 주택바우처와 연계하는 자립촉진제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외국의 자립촉진제도

프로그램명 내용

포이어 프로그램

(Foyer) 

포이어 프로그램은 쉼터의 한 종류이지만, 16~25세 청년층의 주

거와 고용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일반 

쉼터와는 다름. 청년층이 정부의 고용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임시 거처와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과 관계된 서비스를 총

체적으로 지원함.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

(Supporting People Programme)

지원형 주택(단기적 쉼터, 영구적 주거 등)프로그램이며, 정부가 

직접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취업, 교육, 자

녀양육, 주거지원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가족자립프로그램

(Family Self-Sufficiency, FSS)

주택바우처를 받는 주민들이 근로소득을 올려 자산축적을 할 수 

있도록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주택바우처 대상

자는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지만, 가족자립프로

그램 참여자는 소득 상승분만큼을 계자에 적립하게 되어 자립이 

촉진됨.

개인발전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수단임. 대상자가 

저축을 하면 정부는 match rate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함. 저축한 돈은 자가 구입이나 교육 등을 위해 사용

하도록 규제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이수가 의무임.

근로연계프로그램

(Moving to Work Program, MTW)

공공지원을 받으면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

게 사례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공함.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장이 근로․구직중이거나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 훈련, 교육 혹은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저소득 가정의 주택 선택기

회 증대시킴.

저소득주택세액공제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저소득가구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의 개발자금으로 사용되는 

간접적인 연방정부 보조금 제도임. 세액공제자산은 부채가 감소

하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에게 저렴하고 알맞은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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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보장 비용분담의 공정성

1.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분담

가.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은 2010년의 경우 전국 평균 지방자치

단체 총예산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

면,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순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포함 총 26조 

5,342억원, 보건분야 예산은 2조 2,2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이 8조 5,616억

원, 노인 및 청소년이 6조 6,494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이 5조 9,287억원, 취약계층지원

이 3조 5,119억원, 보건의료부문이 2조 1,929억원, 노동이 7,368억원, 주택부문이 7,12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현황(2010년)

(단위: 억원)

구분 계
정책사업

재무활동
보조사업 자체사업

사회복지 265,342 230,297 33,328 1,717

  기초생활보장 85,616 82,132 3,123 359

  취약계층지원 35,119 28,845 6,021 254

  보육․가족 및 여성 59,287 54,112 4,887 288

  노인․청소년 66,494 56,595 9,528 371

  노동 7,369 5,895 1,456 18

  보훈 1,120 256 854 10

  주택 7,126 654 6,164 307

  사회복지일반 3,211 1,809 1,292 111

보건 22,250 13,076 9,135 39

  보건의료 21,929 12,978 8,912 39

  식품의약안전 321 98 223 -

주: 순계예신 규모 기준

자료: 2010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예산은 보조사업이 23조 297억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87%에 해당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비중이 다른 지출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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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사업 중 대다수가 의무성 지출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의 사회복지지

출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

한 지방비 대응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은 국고보조에 매칭하여 수행하는 의무지출

의 비중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높다. 또한 현행의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와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을 놓고 보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문의 재정부

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05년 사회복지부문의 67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

된 이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원마

련을 위해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분권교부세가 

예전의 국고보조금 수준에서 내국세에 일정비율로 연동하여 총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은 더욱 

큰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분권교부세 시행 당시 부족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에 따른 추가 세수를 사용하라는 정부

의 입장과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이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이양사

업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실제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기존 보조율을 

준수하여 집행하거나, 개별사업별로 재정을 관리하거나,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복지지출수준

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실제로는 집행내역을 보고받는 등 예전의 국고보조사업이었을 때와 

유사한 형태로 분권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이재원, 2009).

재정부담에 관한 문제의식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회의와 국고로의 환원 등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방이양사업 이후 사회복지지출 부담과 관련된 과제는 재원

의 부족이나 분권교부세의 문제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과 중앙의 재정관계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

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지방자체 재원 부족과 자치단체간 재원불균형이다.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의 사무분권은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의 지방세제는 

자율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국세 대 

지방세 세입 비율은 79:21이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에 불과하다.

나. 개선방안

현행의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와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을 놓고 보면,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문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지방이양

사업 이후 사회복지지출 부담과 관련된 과제는 재원의 부족이나, 분권교부세의 문제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과 중앙의 재정관계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급증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

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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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한 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둘째, 분권교부세의 산정방식 및 교부체계의 개선

셋째, 포괄보조금인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지방재정부담의 격차 해소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

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방안, 지역별 서비스 불균등 현상을 방지하는 방

안으로 차등보조율을 확대하는 방안, 재정부담이 가장 큰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

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

부금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완화와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포괄보조금의 도입 등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의 여건변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의해 향후 지방자체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국면을 포함하게 된다. 사회복지지출

의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여전히 높고, 향후에도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비중이 높아질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지출관련한 과중한 의무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복지 지출관련 재정

부담과 지역간 격차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관련 보조율의 조정, 차등보조율의 개선, 혹은 사회복지지출 

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등의 구조변경을 통해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대비한 사회복지 관련 

재정부담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복지재원의 모색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0년간 복지예산의 변화추이를 보면, 복지예산증가율(15.7%)은 일반예산증가율

(8.8%)의 1.78배를 유지하여 왔으며, 2010년 보건복지예산은 약 81조 2억원으로, 역대 정부 

재원배분 중 가장 높은 수준 (27.75%)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급여 지출 본격화, 건강

보험 급여지원 증가,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

용한 탓이다. 보건복지지출은 대부분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법

정지출의 비중이 약 89%), 향후에도 보건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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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복지예산의 추이(2004-2014)
(단위: %, 조원)

주: 2009～2010년 GDP는 잠정치(한국은행)이며, 2011~2013년 GDP는 정부의 잠정치(국가재정운용계획)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년도; 기획재정부(2010),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한국은행 

홈페이지.

정부는 2011년 복지예산을 전년대비 6.3% 증가한 86.4조원으로 확정하여 역대 최고 수준

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보육, 아동안전, 교육․문화, 주거․의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분야의 ‘서민희망 8대 과제’에는 32.2조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및 보육 

관련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등은 향후에도 지속적

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육지원 역시 2005년 이후 수요자 중심의 지원

으로 전환하면서, 대상자도 중산층까지를 포함하는 등 규모면에서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조달의 필요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 말 기준, 건강보험은 1조 2,994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9,592억원을 보유하

고 있다. 2010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33조 5,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2조 2,512억원)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조 8,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3조 5,374억원) 증가하였다.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는 재정 default 상태에 직면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10%씩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1

년 말 기준으로 약 2.5일분의 급여비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염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대처 여력을 상실할 위험성도 크다. 2011년 1월에만 2,9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복적인 사업에의 지출, 

복지전달체계상에 있어서의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나눔 및 기부문화 확산, 종교단체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나. 사행산업 재정정책과 복지재원

사행산업 매출액은 2008년 기준 약 16조이며, 조세 및 기금수입은 약 3조 4천억원에 달하

여 사행산업 재정 규모는 매우 크다.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는 2004년 약 12조에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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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조로 증가하였으며, 사행산업 조세 및 기금수입은 2004년 약 2조 8천억원에서 2008년 

약 3조 4천억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행산업 

관련 재정규모와 세입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경마, 로또 등 사행산업과 담배 등은 도박성 및 중독성이 강한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며, 건전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등 외부성이 있는 항목이다. 이러한 사행산업의 경우 외부성, 사회적비용, 비권장재 등

의 이유로 고율의 조세부과를 통하여 소비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세원으로부터의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및 보건분야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행산업 재

정은 국고귀속, 지방재원,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에 대한 높은 세율의 과세는 오히려 음성적인 사행산업 시장에서의 불법

도박 행위를 부축이게 되어 도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키고, 세수는 역으로 감소할 수 있다

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행산업의 재정수입 운용을 위한 행정비용이 있으므로 효율성이 감소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로또복권 재정수입 32센트 징수에는 68센트의 행정비용이 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도박행위에 빠지기 쉬운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가정한

다면 사행산업에 대한 조세는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레저세는 현재 지방세로서, 경마, 경륜, 경정을 통틀어 2008년 기준 약 9,800억원의 규모이

며, 60%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레저

세는 지방세로서의 존속보다는 국세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교육과 같이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지방재원으로 귀속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레저세와 같이 세수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는 국고로 통합징수

한 후 배분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레저세를 국세로서 통합징수하고, 

현행 레저세에 부과세로 붙어있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외에도 사회보장세를 부과하

여 복지재원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5> 경마산업의 조세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세
국세 3,236 1,203 1,530 1,235 1,066 1,031 1,062 1,308 1,484

지방세 4,623 9,626 12,239 9,881 8,528 8,248 8,498 10,464 11,875

레제세 462,295 962,606 1,223,864 988,050 852,841 824,766 849,752 1,046,431 1,187,505

자료: 2008년 사행산업 현황(2008) 재인용

경마에는 현재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의 목적세가 부과되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

용되고 있다. 경마매출액은 2000년 약 1조 3천억원에서 2008년 약 2조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증가하

는 세수를 사회보장세 등의 목적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경마의 외부성, 사회적 비용 및 레저세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Session 3-1 : 공정사회 구 을 한 보건복지 추진 략  실천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9

<표 6> 경마산업 매출액 및 연간성장률

(단위: 억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매출액 13,187 17,236 21,093 17,045 14,811 14,347 14,758 18,181 20,648 0.30%

자료: 2008년 사행산업 현황(2008) 재인용

복권사업은 조세까지를 포함할 때 사행산업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02년 온라

인 복권 도입과 함께 그 규모가 기존 복권 수익금의 14배나 증가하게 되어 복권 수익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운용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복권기금 사업은 법정배분사업에 

2009년 기준 약 9천억원 정도가 배분되고, 국민주택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등 

공익사업에 약 7천억원 정도가 배분되고 있으며, 공익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소외계층 

복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복권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저소득층 학비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97% 이상이 찬성(찬성 및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었으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복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의 경우 70%대로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분야 중·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로 저소득층 주

거안정사업이 가장 많이 꼽히며, 다음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저소득층 학비지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분야는 상위 3개 분야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에서도 복권기금사업으로서 복지사업의 타당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폐기물부담

금 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세 227.27원 등 총 1,550원의 조세 및 부담금이 부과

되고 있는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주인이 있는 세원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세입

의 증대를 예견할 수 있는 담배, 사행산업 등의 세원을 현행의 조세부과 구조대로 두면, 예산

의 탄력적 운용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이들 재원을 일괄적으로 국고로 환원한 후 재원배

분을 한다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 등

의 어려움이 있고, 세입과 세출의 연계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보장세라는 목적세를 세입의 증대를 예견할 수 있는 담배나 경마, 카지노, 로또 등의 

사행산업에 부과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이 흡연, 도박 등에 노출될 가능

성이 많아 이들 세원이 역진적일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취약계층에게 수익을 

주는 사업을 통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다소 부합하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행산업 

재정지출 사업으로서는 보건복지사업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도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성격상으로도 타당성이 있으며, 수혜계층과 부담계층의 동질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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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장조정자로서의 공정성

1. 식품안전관리의 공정성

가. 추진배경 및 쟁점사항

우리나라는 2007년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수산물과 염의 관리를 농수산식품부로 통합하면

서 과거 8원화 되어있던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를 6원화 체계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수산식품과 농식품은 일부 통합되었으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수입식품검사

체계의 다원화로 식품안전업무의 중복(overlap and duplication)이 발생하여 업무의 효율성

과 신속성이 저하되고 미관리 분야(gap)가 형성되었다.

<표 8> 2009년 식품안전관리체계

식품안전관리의 주된 법령은 보건복지부 관리하에 있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

이며, 그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 등이 있고, 

각 법령에 근거한 품목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부서와 법률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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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해보면 신선품은 농림수산식품부, 가공품은 식약청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축

산가공품의 경우 육(50%), 유(6%) 함량에 따라 식약청과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멜라민 사고시 분유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사, 발표하고, 과자류는 식약청에서 담당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주류의 경우 2011년부터 안전관리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고, 

2010년 2월부터는 주류도매업 중 특정주류도매업의 관리는 농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표 9> 축산가공품의 구분관리 현황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햄 (육 함량 50% 이상) 소시지 (육 함량 50% 미만)

아이스크림 (유지방 함량 3% 이상) 아이스바 (유지방 함량 3% 미만)

분유 과자/초콜릿 (분유사용 가공품)

단계별 관리현황은 국내산의 가공품과 신선품 및 수입 가공품과 신선품을 생산단계, 제조

가공단계, 유통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생산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제조가공 및 유통단계는 

식약청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다. 축산가공품의 경우에 제조가공 및 유통단계도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축산가공품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식품안전규

제 통합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론이 거론되고 일원화에 대한 공감대

(consensus)는 형성되었으나 대표적인 두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식약청) 및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상반된 견해,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은 식약청으로 식품안전관리의 통합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

합을 찬성하는 추세이며, 2005년 국무조정실의 행정서비스모니터-6(한국갤럽이 수행)의 결과

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68.8%가 식약청으로 식품안전관리 통합을 찬성하고 있다.

<표 10> 통합 주관기관별 장단점

주관부처 장점 단점

식약청

식품전문기관

식품안전규제 업무 수행

식품독성연구 수월

농식품부 보다 인프라 취약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보다 인프라 우월

식품비전문기관

산업육성 업무 수행

식품첨가물 관리 취약

2010년 현 시점에서 식품안전관련 인프라는 농수산식품부에 비해 식약청이 취약하여 식약

청으로 통합할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농수산식품부로 통합할시 

해당 부처가 식품전문가가 근무하는 전문부서가 아니라 향후 예측되는 식품첨가물 등 식품

위해물질에 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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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새로운 식품안전 관리 거버넌스 설치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였던 안으로 국무총리실 산

하에 식품안전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었으나, 집행기관인 식품안전처(가칭)를 국무총리

실 산하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 상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국무 총리실의 성격에 위배된

다는 지적에 의해 무산되었다.

설사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하여도 이런 조직체계는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 관리로 위해분

석 등 식품독성연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으로 향후 

식품첨가물의 사용 급증이 예상되고 식품첨가물 중 독성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가 독성연구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데 의약품이 분리되면 식품조직 

내에서 독성연구 조직을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행정의 중복이 초래될 수 있다.

단기안으로는 현행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 유지를 제안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물, 염 등 일부 식품의 안전관리가 조정되면서 현행 식품안전관리 거

버넌스는 식품안전규제와 식품산업육성 업무가 대체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식품사고 발생

시마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다원화가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조직 통합에 대비

한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의 견제와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축산가공품은 농수

산식품부에서 관리되고 있어 나름 일관된 안전관리체계 하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표 11>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  분 한 국 미 국 캐나다 영 국 호 주

관리체계 다원적 관리 다원적 관리 일원적 관리 일원적 관리 일원적 관리

식품안전

관리기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FDA, FSIS

CFIA

(식품검사청)

FSA

(식품규격청)

ANZFA

(식품청)

상급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부, 농무부 농업농산식품성 보건부 보건부

성   격 집행기관 정책․집행 기관 정책․집행기관 정책․집행기관 정책기관

관리대상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식약청)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FDA)
모든 식품 모든 식품 모든 식품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세 가지를 제안하면, 첫째,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로 개선이다.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1998년 식약청 개청 이래 식품안전분야

의 외적환경은 특히 다른 분야와 달리 많이 변화하고 있고, 식품안전 이슈가 사회위험화하는 

등 향후 더욱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즉, 수입식품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식품위해물질 유입 증가와 그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증가, 기후변화(온난화)의 가속화에 의한 식중독 발생 증가 및 곡류 등의 mycotoxin 오염증

가, 유전자재조합식품, 방사선조사식품 등 신소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논란 가중,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등과 같이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향후 이런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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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규제 전문성이 강화된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1998년 이후 

각 정부마다 규제완화를 국정기조로 삼고 있어 사회규제인 식품분야도 적정한 규제개혁이 

필요한데 절차적 규제는 간소화하고, 안전규제는 강화하는 등의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합리

화가 요구된다. 특히 OECD가 권고하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갖도록 지속적인 규

제과제 발굴 및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적인 식품유해물질 종합관

리의 필요성은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주로 Codex 등 제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위해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 및 과학적인 위해평가 체계 

구축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로 개선을 제시할 수 있

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식품 수출국 및 수입국에 상관없이 식품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은 소비자 안전을 식품안전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도 지금까지 생산자 위주의 식품육성 및 진흥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

즉, 식품산업육성규제와 식품안전관리규제는 독립적으로 작용되어야 하며, 적정한 안전관리

가 가능하도록 식품안전분야의 조직, 예산, 인력 등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2. 일반의약품 판매의 형평성

가. 현황 및 문제점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분업 시행의 전제조

건으로 2000년 5월 약계와 의료계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이후 이러한 2분류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일반의약품 중 약국 외 판매(자유 판매)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전인 199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문기구로 운영된 ｢의료개혁위원회｣ 에서도 

일부 일반의약품의 자유 판매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2009년 11월에는 기획재정부, 공

정거래위원회가 소화제와 고함량 비타민 등 일부 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2009.11.2). 동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의 안전

성을 우선하는 정책기조를 우선하되, 소비자의 편의 증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2009년 4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약품 판매를 편의점 등으로 다원

화하면 매출이 증가해 기업은 고용과 임금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 편익도 커진다며 찬성 입

장을 밝혔고,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슈퍼마켓 수보다 약국의 수가 많다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은 가능한 사용을 절제하고 정확히 써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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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일반의약품의 자유 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

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첫째, 의약품의 자유 구입․복용에 따른 안전성 및 오남용의 문제, 

둘째, 약국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국이외의 자유판매 불필요성 제기 셋째, 약국의 

판매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이다.

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서비스 이용 상의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

하면서 약국 이용 상의 편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와 편의 제고를 위해 슈퍼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

역의 약국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불편하여 이러한 접근성 제한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약품 구입의 불편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3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에서의 판매 허용 계획이 

없으나, 다만 심야 또는 공휴일에 약사관리 체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경찰서 등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나. 개선방향

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한 기본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일부 일반의약품 자유판매 허용

둘째, 소비자․의료계․약계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

셋째, 농어촌지역 등에 우선 실시하고 도시지역으로 확대

의약품의 자유판매 허용 타당성과 관련하여 외국이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의약품을 3분류 또는 4분류로 구분하여 처방약 등 일부 의

약품의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표 12> 외국의 자유판매가능 의약품

국  가 의약품 구분

영  국
처방약(POM), 약국약(PM), 자유판매약(GSL)으로 구분하여 자유판매약은 처방없이 약

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

독  일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여, 자유판매약은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

프랑스
처방약 ListⅠ, 처방약 List Ⅱ, 특별처방약, 비처방약으로 구분되며, 의약품 판매는 약사

에게만 한정

스위스 의약품을 4분류하여 일부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자유 판매 가능

스웨덴 약국이 아니면 소매 판매 불가능

네덜란드 처방약, 약국약, OTC로 구분하며, OTC는 약국과 약종상에서 판매

캐나다 처방약, 약사약, 약국진열약, 자유판매약으로 구분

미  국
처방약과 비처방약(O.T.C)으로 구분하여, O.T.C는 약국 및 약국 이외 (도매시장, 할인

매점, 직매점)에서도 자유 판매

일  본 의약품 판매는 약국, 일반판매업(약사 배치), 약종상 판매업, 배치판매업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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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반의약품의 자유판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약국이용

에 불편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약국방문에 따

르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약국 외 판매자간의 가격경쟁이 조장되고, 이러

한 가격경쟁이 약국으로 파급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약계

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및 오남용의 문제는 현행 약국 판매제도 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로서 반대논리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다.

일부 일반의약품을 자유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약품 2분류체계를 3분류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이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과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표 13> 의약품 3분류체계

3 분류 정    의

처  방  약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

약  국  약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은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일차

적으로 고려 가능한 의약품에는 소화제, 비타민제, 드링크류가 포함될 수 있다.

첫째,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둘째, 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상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셋째, 판매자의 의약품 보관 중 변질․훼손 등의 우려가 적은 의약품

넷째, 효능․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의약품

자유판매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 개정 이전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가칭 “의약품 재분류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의료계․약계․소비자단체․정부관계자․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의료계와 약계

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약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의 일부를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일반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

라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약계와의 협상 여지

가 존재한다. 다만, 전문 의약품의 일반 의약품 전환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입장

이다.

약 35,000개에 달하는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일부 의약품을 우선 

자유판매약으로 분류하여 ｢약사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약사법｣

에는 “의약외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원용하여 가칭 “자유판

매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의약분업 예외지

역’을 포함하여 일부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실시하여 이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

여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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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언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3개 부문 6개 주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세금환급제도로서 보건복지

부가 시행하는 직접적인 복지지출과는 다르지만, 그 금액의 규모나 제도적 위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

음을 주장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생계급여에 통합되어 있

는 반면 지자체 등에서 별도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때 임대주택 입주

자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형평성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주제로서 본 보고서에서의 

대안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택급여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 전부터 복지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에서는 제한된 예산 등으로 맡겨진 복지업무의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복지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중장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부족한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주류 담배 등 건강위

해 상품과 사행성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한 부처간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가를 향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공정성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장해요소의 하나는 

불공정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큰 문

제가 되기 이전에 찾아내서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가 보다 안정적

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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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분야별 

실천과제 모색

김태현 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내외 여건 분석

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의 의미

- 공정사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나, 8.15 경축사 및 청와대 보도자료를 통해 해석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의 기본 이념은 자율, 책임, 공정성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

는 사회, 기계적 평등이 아닌 사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이 없도록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하

는 사회, 민주시민의 자율적 책무성의 준수, 법과 도덕이 준수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공정사회’의 개념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롭게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롤즈는 ‘정의’에 대해서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제 2원칙은 ‘공정한 기회균

등과 차등의 원칙’으로 표현됨. 그는 이 원칙의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다른 어떤 원칙보다도 우선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제 2의 원칙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

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롤즈의 ‘정의’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기계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으로 수용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환경

적 특수성에 대한 ‘조건의 공정성’이 무시된 채 개인에게 선택권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

도록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김주성(2010)이 제시하는 공정사회의 조건은 절차적인 공정성이 실질적 공정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그는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자유의지에 따

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정망이 갖춰진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안전망을 확보한 후에는 “업적주의”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체제정비를 해야 

한다고 함.

- 이외에도 약자에 대한 배려,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을 통해 절차적 공정성이 실질적인 결과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19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의 공정성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공정사회라 정의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법

절차와 사회적 관행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이 보장되

도록 사회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세부 실천과제는 먼저 기존의 여성정책들 

중 절차적 공정에서 실질적 공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분석하고 절차적 공정성이 확

보되었음에도 실질적 공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기존 정책들의 세부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

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여성정책을 공정사회의 틀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으로써 

이 기준에 근거하여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모색하였음. 

- 첫 번째 기준은  ① 노동시장과 관련한 분야에서 실질적 공정으로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여성정책의 발굴로 절차의 공정성이 실질적 공정성으로 자리매김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토

대로 함. 여성정책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시작으로 상당한 정책적 발전을 가져온 부

분임. 그러나 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의 정책과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의 여성들이 

겪게 되는 불공정 조건을 완화하고 사전적 기회의 공정성에 기여했는가는 미지수임. 절차

적 공정이 실질적 공정으로의 이행에 미흡하도고 분석된 정책들을 세부 실천과제로 발굴․

모색함.

- 두 번째 기준은 ②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서의 여성정책을 위한 세부 

실천 과제 발굴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이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최대한 완화시켜주는 것은 약자우선주의 원칙의 법제도 개선으로 공정사

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세 번째 기준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확보로 여성에 대한 기본 인권이 지켜지고 

이를 통해 인간의 최소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③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

한 여성정책의 새로운 실천과제를 모색․발굴하고자 하였음.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준 적용

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사회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음.

나. 여성정책 분야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와 장애요인․당면과제

- 여성정책의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 우리나라 성평등 지

수는 지속적 하락세(글로벌 성 격차보고서 ‘06년도 92위 → ’10년도 104위) 이는 국제사회에

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성평등 수준이라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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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제활동, 복지, 가족, 안전, 의사결정 순으로 여성의 성평등 지수가 낮음(2010, 여성가

족부).

- 여성정책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음.

-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이며, 이를 위해 소외된 여성에서부터 

모든 일반 여성에게까지 정책의 수혜계층을 확대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일반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투영하여, 성주류화 정책을 권고하기 시작했음.

- 이와 관련하여, 여성인권보호 측면에서의 법제정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강화, 정치 및 정책결정에서의 여성참여 등 다양한 분야로 성주류와 정책의 확대

를 기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부분(경제, 가족, 안전, 의사결정 등)에서 여성정책은 답보

를 계속하고 있음. 예컨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율의 지속적 답보상태 및 승진에서의 유리천장(Glass Ceiling)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음. 여성경제활동, 가족복지 및 가족문화, 안전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

- 다음의 SWOT 분석은 여성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것임.

<그림 1> 공정사회와 여성정책을 둘러싼 SWOT 분석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19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 우리나라 여성정책 실천에 있어서의 강점은 우선 다양한 분야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

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이라 할 수 있음. 예컨대 성인

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도 도입 및 실행은 여성정책 추진의 동력이라 할 수 있음.

- 기회는 국격 향상을 위한 여성인적자원활용이 국가의 당면과제로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여성인재의 활용은 중요한 국가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임. 또한 다문화가정 확산에 따른 사회통합에 대한 필요성, 여성폭력 

위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은 여성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외적인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 SWOT 분석의 약점과 위협요소는 향후 여성정책이 추구해야 할 전략과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는 주요 기제가 됨. 약점은 여성관련 국제 지수가 여전히 하위권이라는 점과 국격에 

비해 낮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인 가족 돌봄의 

책임 문제, 다양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나타나는 노동의 질의 양극화 문제 둥

이 나타남. 

- 위협요소는 우선 여전히 성평등에 대한 사회인식의 부족, 가정 내 여성역할에 대한 가부장

적 사고방식 잔존, 할당제 등을 결과적 평등에 비유하는 갈등구조의 확산, 그리고 부처 간 

업무조정 어려움에 따른 여성정책 추진의 동력 부족등 이라 할 수 있음.

- SWOT 으로 향후 여성정책을 통해 여성들에게 사전적 기회균등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것

이 실질적 공정성으로 표출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는 우선적으로 약점과 위협

의 개선에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취업, 승진 등에서의 기회균등 확보, 여성의 지속적 

노동권 확보를 위한 가족 내, 사회적 불공정 여건 개선, 가족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안

정망 구축, 기본적인 법․질서 준수를 통한 여성인권 보호 확립 등 이라 할 수 있음.

공정사회의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

○ 앞서 논의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추진전략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 비전․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정책을 새롭게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다음의 구체적 전략이 요구됨.

○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경제활동의 기회균등을 실현을 위한 전략, 일-가족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권 확보 및 불공정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가족 돌봄의 사회화

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동시에 여성의 노동권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 여성 인권 보호 준수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여 우리사회의 자율성 및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는 전략 등임.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기반은 성인지 

예산 정책의 확대 및 실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안정 및 발전 등에 기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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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추진동력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비전․목표 인간의 존엄성 보장․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는 공정사회 구현

추진전략
여성경제활동의 

기회균등 실현

일-가족 양립 

지원을 통한 

불공정 여건 개선

가족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여성 인권 보호를 

통한 존엄성 확보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도출

○ 추진 전략에 따른 분야 별 정책분석 및 실천과제 도출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여성경제활동의 

기회균등 실현

1-1.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및 대표성 제고

- 여성근로자 비중

- 여성관리자 비율 

1-2. 여성경력단절 완화
-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비율 증가

1-3. 여성근로빈곤 해소
- 여성근로빈곤층 규모

- 여성근로빈곤층 취업유지비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불공정 여건 개선

2-1. 여성취업자 모성보호

제도확립

- 여성 산전후휴가자 사용비중

- 육아휴직 사용률

-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2-2. 유연근로제의 내실화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활용비중

- 근로시간 관련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 근로장소 관련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가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3-1. 돌봄수혜계층 확대
- 장기요양보험, 바우처 사업의 수혜자 점차 확대

- 사회서비스의 비중 확대

3-2. 보육사각지대 해소
-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증가

- 다양한 보육시간대 확보

3-3. 다문화 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 다문화 수용성 지수 제고(도구 개발 및 지수 산정 필요) 

여성인권 보호를 

통한 존엄성 확보

4-1. 미혼모의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보장하는 학교규정을 갖고 있는 학교의 

비율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교사 및 교장 중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과 관련보 책자를 접한 비율

- 미혼모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

책자를 직원에게 배포한 사업장 비율

4-2. 결혼이민자 여성 인권

보호

- 결혼이민자 여성, 한국인 배우자 중 가정폭력 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률 측정

-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내용 측정

4-3. 아동성폭력 위험으로

부터 여아 보호

-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한 분기 별 지역별 유치원, 초등 

학교비율

- 지역별 아동인구 대비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비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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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파급․기대효과

○ 노동시장에서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균등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남녀고용평등 및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향성 

도출

- 여성의 노동권과 부모권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 및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공정사회의 관점을 투영한 가족정책의 확립과 내실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

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도출

- 여성의 안전과 가정 내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확립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배려에 대한 합의 도출

실천과제별 추진방향

1-1.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및 대표성 제고

① 주요내용

○ 현황

- 현재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주된 정책으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들 수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선진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임. 

- 2006년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전년도 기준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별, 규모별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중이 동

종업종 여성근로자 평균고용의 60%, 여성관리자 평균고용의 60%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

의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제도임. 2008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음. 

-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사업체의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은 

34.12%,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은 15.09%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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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규모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단위 : 명, %, %p)

구분 근로자 여성
여성고용
비율평균

관리자 여성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10년도

(삭제해

주세요)

계 2,598,082  846,957  34.12 230,008  29,404 15.09

1,000인이상 2,032,547  659,087 35.60 183,855 22,431 16.15

500인이상~1,000인미만 565,535 187,870 33.07 46,153 6,973 14.33

자료 : 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사업장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기업의 여성인력활용과 대표성제고는 공정성관점에서 볼 때 개선해야할 주요한 과제라

고 할 수 있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인력활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은 통계적인 차별

이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성별 분업에 의거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차별관행을 해결해나가

야 한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임. 

- 유리천정이라고 알려진 여성의 고위직 진출기회의 제한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간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

나임. 여성인력의 활용과 관리자 비중이 동종업계 평균수준에 미달할 경우 기업으로 하

여금 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임. 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

용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서의 여성인력활용과 관리직 진출은 여전

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의 성과 역시 가시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기업의 자발적 개선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임.

- 공정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볼 때 정책의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가 방안.

- 인센티브: 기업의 조세감면, 정부조달 계약 시 AA 우수기업의 가점부여

- 패널티: 선진국 수준의 강제이행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의 제재조치는 징역형, 벌금, 정부조달계약의 해지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19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 캐나다의 제재조치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정부조달해지

- 호주의 제재조치는 정부조달계약해지와 지원정책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정책효과 제고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여성인력활용은 양적인 목표 달성 뿐 아니라 여성노

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여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함.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과 재취업은 여성들의 성별 업종 및 직종분리를 강화하고 고용지위를 악화시키고 있

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한 여성들의 지속적인 활용제고는 향후 경력단절

을 방지하여 M곡선을 완화,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 증대, 정부의 재취업지원 비용의 

감소 등 정책효과가 큼.

1-2. 여성경력단절 완화

① 주요내용

○ 현황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만불 달성국가의 평균수준인 57.4%에 미치지 못하

고 있음. 2009년만 현재 47.7%로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의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연령대에 따라 병렬적으로 나열해 보면 M자형의 모형을 취하

고 있고 M자형의 가장 저점을 보이는 연령대가 30-34세라는 점에서 결혼, 출산 등의 시

점에 대부분의 여성에게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요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 중 상당수의 여성들이 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을 겪게 됨(여성부, 2008).

- 정부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08년도에 수립했으며, 이 법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

터’를 지원,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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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1998 51.5 47.5 58.7 63.6 61.5 55.3 

2009 69.0 51.9 56.3 65.4 65.4 60.9 

2010 69.8 54.6 55.9 65.9 65.6 61.3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출산과 양육은 인류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사회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의 문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 탈가족화는 1인 생계부양모델이 아닌 2인 생계부

양모델로 가기위한 현상이며 이는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연계되어 있음.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남녀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할 부모권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함.

- 동등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권은 가사와 양육문제 때문에 

간과되는 경향이 강하며, 가사, 양육에 의해 중단된 여성의 경력은 출산, 양육기 이후에 

노동시장 재진입 시 상당한 손실을 여성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이들이 

일정한 육아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경력불연속성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공정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 및 사회적 배려의 원칙에서 경력단절여성의 단절 완화

와 취업기회 확대 지원 정책의 확립과 사회적 실현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개선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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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및 과제

-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

- 노동시장 재진입 여건의 선진화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의 질 개선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일본은 지자체(도도현)을 중심으로 ‘여성재도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여성재도전’사업

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의 목적과 유사하며, 가부장

적 사회 통념이 강한 일본사회에서 30대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자, ‘여성직

업훈련’, ‘고용촉진사업’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기대효과

- 출산, 육아에 의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며 경력단절 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노동

시장에 복귀를 지원하여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증가 

- 비계량적 목표

∙재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개편

∙재진입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기업의 여성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캠페인

∙주기적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조사(단절여성, 재취업여성)

1-3. 여성근로빈곤층 해소

① 주요내용

○ 현황

-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에 비하여 심각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

져 있음. 

- 노대명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연구결과는, 첫째, 근로빈

곤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이들 대부분은 서비스업종의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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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저임금근로자라는 점이 특징임. 이들은 반복적으로 고용단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

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둘째, 30대의 여성가장에서 근로빈곤층이 많이 나타난다

는 점임. 혼인상태의 변화, 즉 사별, 이혼, 별거 등은 여성근로빈곤층을 증가하게 하는 원

인이 되고 있다는 점임. 셋째, 근로빈곤화는 잦은 고용단절에 기인한다는 점이며 여성은 

이러한 점에서 일차적인 취약집단이 된다는 점임.

<표 2> 가주구의 취업 상태 변화와 빈곤 이행(2005-2006년)

(단위: %)

구분 비취업 → 비취업 비취업 → 취업 취업 → 비취업 취업 → 취업

전체
빈곤유입률 11.0 4.4 16.8 4.6 

빈곤탈출률 15.5 24.6 12.1 13.1 

여성
빈곤유입률 9.4 5.9 20.9 3.9 

빈곤탈출률 14.1 23.5 7.0 20.3 

남성
빈곤유입률 11.8 3.9 15.1 4.8 

빈곤탈출률 16.2 25.0 14.2 12.1 

  

자료: 여성가족부(2010).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p220에서 재인용. 

주: 사용된 자료는 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3> 남녀 가구주 빈곤 이행(2005-2006년)

자료: 여성가족부(2010).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p220에서 재인용.

주: 사용된 자료는 복지패널 원자료.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최근 빈곤정책의 주요 방향을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이므로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여

성빈곤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노동시장의 여건은 여성에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여성빈곤화 방지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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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때의 빈곤탈출율도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낮음. 취업에서 

비취업상태로 전환하면 빈곤유입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높음. 임금이나 소득수준에

서 성별 격차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빈곤의 실태와 빈곤에서의 탈출은 근로여부와 근로의 질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

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정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취업기회에 있어서

의 남녀 차이, 임금에서의 격차 등은 기회균등이라는 공정성관점의 주요 원칙에서 볼 때 

여성근로빈곤 문제는 향후 주요한 정부의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여성근로빈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

음. 여성근로빈곤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특성과 가구 내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무급노동을 고려한 빈곤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여성가장을 지원하는 창업이나 취업알선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여성근로빈

곤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가칭 “여성근로빈곤 완화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돌봄

지원 및 가족지원-복지급여 등 소득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실태의 파악과 대상자 규모의 추정, 대상자 발굴 및 복지욕구 조

사, 정책방안 마련의 중장기 대책이 요구됨.

○ 기대효과

- 여성근로빈곤의 완화와 공정성 관점의 탈빈곤화 기회균등의 제공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여성근로빈곤층 규모 : 여성근로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규모가 산출되어 있지 않음. 규

모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함

∙여성근로빈곤층의 취업유지 비율 : 여성들의 취업은 비공식적인 취업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취업과 비취업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상태 변화가 빈번한 것으로 알

려져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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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성 취업자 모성보호제도 확립

① 주요내용

○ 현황

-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활용률이 낮고 임신이나 수유 등 출산 전후에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

이 널리 알려져 있음.

- 김혜원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

여 정책 전달의 한계가 존재함.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

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

하는 등 고용불안 요인이 존재함. 또한 산전후휴가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적 육아휴직제도 역시 활용률이 낮음.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고 남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에서 남성의 활용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보여줌.

- 현행 고용보험법 상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은 피보험

자에 한정되어 있어 특수고용형태 출산여성근로자와 출산 여성자영업자는 산전후휴가급

여제도 및 육아휴직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이들을 위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는 활용률이 낮음.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남녀에게 다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인정, 사회후

속세대의 배출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님.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는 근로자로서 경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기회균등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

강을 보호하는 배려의 관점에서도 공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동시에 동일한 근로자들도 본인의 고용지위에 따라 모성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은 모성보

호가 가지는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정하지 못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모성보호제도인 산전후휴가제도의 완전실시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제고는 매우 중요

한 과제임.

- 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고용보험에서 누락되고 있거

나 계약해지 등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고용지위가 취약한 근로자 집단

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산전후휴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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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원인은 육아휴직이후 인사 상 불이익을 받거나 대체인력이 없어

서, 기업의 기피 등이 주요 원인임.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이후 복귀율도 떨어져 제도 보

완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육아휴직 급여 인상 뿐 아니라 급여지급 방식을 보완하여 

복귀를 장려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휴직 이후의 인사 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모성보호제도는 국가의 기초적인 근로자보호제도로 확립해야 할 것임. 모성보호제도를 

확립할 경우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근로자들의 모성을 보호함으로써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인 경력단절은 출산 및 육아

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성보호 제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 

- 둘째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하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를 들고 

있음. 모성보호제도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임.

- 셋째 고급인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글로벌기업들은 인재확

보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여성 인재확보를 위

하여 모성보호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여성산전후휴가사용비중 : (산전후휴가사용자수/임신출산여성*100) 

현재 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된 모성보호는 전체 근로자의 모성보호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임. 전체 근로

자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육아휴직 사용률 : (육아휴직자수/출산아동수*100) 

현재 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된 모성보호는 전체 근로자의 모성보호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임. 전체 근로

자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 (남성육아휴직자수/전체 육아휴직자 수*100)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남성근로자의 활용률은 

지극히 낮은 상태임.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고용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부담을 남녀가 함께 나누는 것은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균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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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연근로제의 내실화

① 주요내용

○ 현황

-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연근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다

양한 유연근로제도 중 특정한 방식만 활용되고 있음. 유연근로제도는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시간, 장소, 근무형태 및 방법별로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으

나 여전히 활용되는 방식은 제한적임.

<표 3> 유연근무제도의 종류

구 분 유 형 개   념 대상 업무 및 정책고객(예시)

근무형태

(Type)

① 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 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모든업무

근무시간

(Time)

②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Flex-time work

‣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모든 업무

∙육아부담자 등

③ 근무시간선택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연구직

∙육아부담자 등

④ 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

‣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

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5일 미만) 근무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4일만 출근

∙연구직

⑤ 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 계약에 의해 주

어진 프로젝트 완료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연구직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

램 제작 등

근무장소

(Place)

⑥ 재택근무제

At-home work
‣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개별․독립적 수행이 가능

한 업무(소청․징계검토 등)

∙장애인, 육아부담자 등

⑦ 원격근무제

Telework

‣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

(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주차․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감시업무 등 

근무방법

(Way)

⑧ 집중근무제

Core-time work

‣ 핵심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

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

하도록 함

∙정책․기획업무수행기관 등

근무복장

(Dress)

⑨ 유연복장제

Free-dress code

‣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냉․난방 

등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

∙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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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유연근무제도는 고용지위가 보장되는 단시간근로의 형태로 시

간제근무나 근무시간선택제도인데 반하여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유연복장

제도나 시차출퇴근제 등에 한정되고 있음. 특히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 재량 근무제의 

비율은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개선은 매우 시급함.

<표 4> 유연근무제도 도입 사업체 현황(2010년)

(단위 : %)

유연근무제도 유형별 유연근무제도 도입 비율

없음 있음 시간제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제

원격 

근무제
재량근무제

69.7 30.3 13.7 6.1 7.3 1.6 2.8 2.2

자료 : 김태홍 외(2010),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연구, 노동부 p. 106, 107 재인용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공정성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첫째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로자는 고용형태가 아닌 고

용지위의 문제로 인식되어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이 다수일 뿐 아니라 시간제근로자의 근

로시간 역시 전일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어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일과가정의 양립이 

아닌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지위 악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 둘째 근로자들의 요구가 높은 정규직 단시간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서만 가능

한 것으로 인식되어 고용보호나 근로조건 등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격차를 확대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을 고려할 때 유연근로제의 결과가 여성의 고용지위를 상대

적으로 악화시키게 되며, 공공부문 근로자에 비하여 민간부문 근로자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공정성 관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유연근무제도는 기업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자발적인 시행이 관건임. 이를 위하여 각 기

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방식을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필수적임. 정부는 이 

과정을 지원하여 각 기업의 업무와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도를 시행하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음. 

- 특히 유연근무제도 중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근로시간과 근로

장소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들 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근로시간유연화 모델의 발굴과 보급, 평가방식의 개선, 근로방식 유연화를 위한 스마트

워크센터 등의 시설지원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특히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시도가 확

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유연화 우선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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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문화의 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이 자리를 잡게 될 경우 고용창출 여력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장기

적으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연근무제 활용비중 

∙근로시간 관련 유연근무제 활용비중

∙근로장소 관련 유연근무제 활용비중

3-1. 돌봄 수혜 계층 확대

① 주요내용

○ 현황

-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 확산과 가치관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인해 기존 

가정 내에서의 돌봄을 대신할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증가

-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200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21.3%)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13.8%) 이는 가족돌봄 영역에서도 사회복지 지원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4>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2007년)

자료 :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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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주요 골자는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제도를 구축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음.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구축이란 여성의 노동권 증대

와 탈가족화 현상을 이해하고 가족 내 돌봄영역을 사회화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역 내 사회투

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음. 현재 지원수준은 전체 필요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수요-공급의 추계가 어려워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못하고 있음.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후기산업사회이후 여성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증대하면

서 여성 노동권의 확보는 ‘가족돌봄을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이슈는 성주류화의 핵심

적 과제라 할 수 있음

-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가족돌봄의 의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하지 않

는다면 지속적으로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돌봄노동을 지속적으로 제

공해 왔던 다수의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했음.

- 기존 가족제도의 해체와 다양한 가족의 등장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은 더 이상 가족 내 

이슈로 남을 수 없음. 특히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돌봄의 사회화는 사회통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 확대를 통한 돌봄영역의 사회화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수혜자 확대를 통한 돌봄영역의 사회화

- 맞춤형 사회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와 질 개선

- 간병의 사회화를 통한 간병제도 확립

-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내 아이돌봄제도의 확립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영국의 사회복지체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사회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게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돌봄서비스의 질은 “Care Standards Act”에서 최소수준(Minimum Standard)을 제시하

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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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가족 내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및 여성경제활동참여 확대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장기요양보험, 바우처 사업의 수혜자 점차 확대

∙사회서비스의 비중 확대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돌봄이 가족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연대 의

식 강화

3-2. 보육 사각 지대 해소

① 주요내용

○ 현황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에 국가

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법제도의 정비가 시작

되었음.

- 정부의 보육지원 방식은 시설 중심 즉 공급자 중심으로 계획․전달되어졌고 이런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원하는 취업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했음. 

- 조사(이봉주 외, 2008)에 따르면 “하루 중 평일 방과 후 혼자 혹은 형제끼리만 지내는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빈곤층 6-8세 아동의 비율은 13.3%임. 또한 9-11세 아동은 

27.2%임. 이것은 빈곤층의 경우 보육의 사각지대 노출되는 시간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이며, 이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적신호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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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루 중 평일 방과 후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지내는 시간

(단위 : %)

소득수준 지역
전체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6-8세

1시간 미만 66.6 77.9 75.8 78.8 75.7 63.7 75.8

1-2시간 20.2 12.9 17.4 15.4 14.8 26.6 16.2

3시간 이상 13.3 9.2 6.9 5.8 9.5 9.7 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2069 411371 847021 550604 667702 132156 1350462

9-11세

1시간 미만 52.3 54.0 54.8 54.0 55.0 52.5 54.4

1-2시간 20.5 21.0 24.2 22.2 22.1 32.5 23.1

3시간 이상 27.2 25.0 21.0 23.7 22.9 15.0 2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5121 529560 1269345 856101 931864 166264 1954229

자료 : 이봉주 외(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p. 227 재인용

-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보육시

설의 운영만으로 맞벌이 가구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취약계층(한

부모, 저소득층 가구 등) 가구의 취업모의 경우, 대체로 열악한 노동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불안정한 노동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장

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수적임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후기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자연스런 사회적 요구임. 그러나 가족사회에

서 돌봄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함으로써 가정 내 돌봄의 

역할을 누가 수행해야 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됨. 여성들에게 가족

돌봄과 사회참여의 역할을 모두 동등한 정도의 노동력을 투여하여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음.

-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양적 한계는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노동권 유지와 양육 등 양자 간의 선택을 강요하게 하고 이것은 여성의 자유의지가 아닌 

불공정한 조건에 의한 강제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영유아를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를 통한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지원 확대

-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함. 특히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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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함. 

-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기능강화와 프로그램의 질 개선 필요

○ 기대효과

-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 보육의 질 제고를 통한 취약계층, 맞벌이 가구 자녀의 불공정한 양육환경 개선

-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권 확대 및 여성사회참여 증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증가

∙다양한 보육시간대 확보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저소득계층(빈곤층)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성과 증대

∙가족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

3-3.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① 주요내용

○ 현황

-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한국남성이 아시아개발도상국 여성과의 결혼

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이것은 지역개발의 실패와 경제 양극화 등으로 ‘농촌 총각’의 

결혼대상자를 자국의 여성 중에서 찾기 어렵게 되면서 이루어진 현상이며 이는 급속히 

다른 계층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제결

혼 총 건수는 35,204명이며 이들 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합은 28,163건수에 이르

고 있음. 

- 다문화 가구의 증가는 글로벌화에 따른 추세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

과의 혼인에서 연령 격차가 점점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 및 연령 격차에 따라 이혼

율이 증가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족관습 및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 한국의 가족생활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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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는 엄마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다른 

가정과 양육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공교육과정에서도 융화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

음. 이는 향후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가족에 대한 자녀양

육지원은 사회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과제임.

- 현재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돌봄․학습돌보미 파견’ 및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저히 부족함. 이에 대한 포괄적 

지원대책이 요구됨.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순혈주의 및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룬 다양한 가족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들을 배려하고 한국사회에서 동등

한 권리와 의무 등을 행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최소주의 원칙 

및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준수하는 공정사회 패러다임에 상당히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인프라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한국어 교육의 실효성을 놓이기 위한 단계적,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취학 전 아동 및 취학 아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양육․교육서비스 제공

- 사회문화 통합 지원 서비스 구축 및 세부 프로그램 제공: 자녀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전체가 참여하여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계별 세부 프로그램 제공

○ 기대효과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이민정착과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제고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다문화 수용성 지수 제고(도구 개발 및 지수 산정 필요)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다문화 가구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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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혼모의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① 주요내용

○ 현황

- 미혼모들은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학습권과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 미혼모 학업지속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직장 여성 출산

에 즈음하여 퇴사하며, 구직시에도 미혼모라는 것이 알려지면 차별을 당하고 있음. 학습

권과 노동권은 개인의 성장과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기에 이것에 대한 침해는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들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함.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학습권과 노동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기에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

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 혼외출산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되지 않는 사회

는 공정한 사회로 볼 수 없기에 관련 실천 과제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 원칙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혼외 임신 및 출산여부에 관계없이 학업과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함.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출산휴가 사용이나 학업 지속이 어렵기에,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일선 학교 교사 및 교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책자 작성 및 배포

- 미혼모의 출산휴가 사용의 보장 및 중요성을 포함하는 모성보호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 미혼모의 출산휴가 사용 권리 및 학습권에 대한 홍보 책자를 작성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

인 미혼모 자조모임을 통해 배포

- 미혼모가 경험한 고용 차별 및 학습권 차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기본권

이 부인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림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임신을 이유로 학교가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청소년 미혼모도 헌법에 명시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 동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에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관련 생활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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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하거나 출산한 학생에 대해 주위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이 부정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서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0년 서울시교육청은 대안학교 운영을 

애란원에 위탁함. 미혼모 지원기관인 애란원은 2010년 7월부터 “나래 대안학교”를 통해 

학교를 통해 위탁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대안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재적 

학교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기대효과

- 미혼 임산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인 모성보호 보장

- 혼외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미혼모와 자녀의 기본 생존권 보장

- 학업지속으로 미혼모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보장

- 학업과 근로 지속이 가능하여 미혼모 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될 가능성 감소하여 미혼모

의 자립기반 구축이 용이하고 관련 복지비용의 지출도 감소함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보장하는 학교규정을 갖고 있는 학교의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교사 및 교장 중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과 관련보 책자를 

접한 비율

∙미혼모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 책자를 직원에게 배포

한 사업장 비율

- 비계량적 목표․지표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홍보책자 작성 및 배포

∙미혼모의 모성보호를 보장하는 홍보책자 작성 및 배포

4-2.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권보호

① 주요내용

○ 현황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언어소통의 어려움, 계층적 차이, 연령의 차이, 문화적 차이, 배우자에 대한 기대의 차이

가 가정폭력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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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 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체

계를 갖추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의 기본적 정책과제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결혼이민자 여성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가정폭력 예방 정보 제공,

- 한국정착 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보 제공, 

- 피해자 지원 Hot Line과 쉼터 기능의 강화

-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생활정보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 및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 센터 1577-1366 운영 강화

-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의 임시 거주를 위한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 강화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결혼이민자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이주여성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처음에는 인천과 천안에서 NGO의 주도로 시작되어 2008년 8개

소에서 2010년 19개소로 확대됨.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일시적 주거, 동반아동 보호

지원, 상담제공, 직업교육훈련 연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및 통역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 가정 대상 가정폭력 관련 정보 제공은 관련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여 

가정폭력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심리적 안정, 상담제공, 의료지원, 법률지원

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에 대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은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인권존중 국가로 인식하게 함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결혼이민자 여성, 한국인 배우자 중 가정폭력 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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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여성 대상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내용 

측정  

- 비계량적 목표․지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배우자 및 가족의 언어적 및 신체적 폭력은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대중매체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

4-3. 아동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여아 보호

① 주요내용

○ 현황

- 최근 일련의 여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으로 여아 및 아동 안전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아동성폭력 현상은 과거에는 억압되고 은폐되었지만 아동권리와 

성폭력 이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면서 재조명되는 사회이슈임. 

○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여아 및 아동은 자신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흡한 약자이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의 권익이 신장되어야 함. 

-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은 성폭력 위험에 취약하기에 성폭력 위험으

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 정책 과제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여아와 아동을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접근은 사건발생 전 취하는 예방과 사건발

생 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임. 현재 관련 정책의 초점이 피해 발생 후 대응

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음.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철저하고 내실 있는 

교육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기에 관련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 

- 아동안전은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관련 부처와 지역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부처간 업무 연계성 강화, 사업 중복 해소를 위해 지속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통해 지역에서의 아동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 아동성폭력 예방 주체인 아동․부모․교사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프로그

램, 홍보책자, 교육의 내실화 및 강화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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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초등학생이 참여한 아동안전 지도 만들기를 통해 학교 주변 환경의 안전실태 파

악과 아동의 안전의식 강화. 2010년 과천시 소재 4개 초등학교 학생 270명이 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함. 아동들은 지도제작 첫 단계에 아동대상 범죄의 유형 및 범죄수법, 

CPTED 원리에 따른 범죄취약 공간 판별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장조사 지역에 해

당되는 지도에 범죄취약공간을 표시하고 위험 정도에 따른 이모티콘을 붙이며 안전지도

를 제작함. 통학로 및 학교주변 환경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작성한 지도는 학교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지역주민 및 아동을 위한 안전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지도 제작 참여 아동

은 안전의식은 크게 개선된 것이 확인됨. 

○ 기대효과

-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 성폭력 예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보장

- 아동성폭력 피해 발생으로 인한 개인적 및 사회적 비용 경감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한 분기 별 지역별 유치원, 초등학교비율  

∙지역별 아동인구 대비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비율 측정 

- 비계량적 목표․지표

∙아동․부모․교사 각 집단별 아동성폭력 관련 적절한 대응방안에 인지 확산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아동성폭력 위험 및 예방에 대한 홍보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결  론

○ 과거 여성정책의 수립과 추진방향은 양성평등한 사회구현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여성정책은 정책실현의 수단을 제도화하는 부분(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공정성’이란 틀을 통해 다시 바라본 여성정책의 의미와 정책의 방향은 이제 이러한 제도

적 틀을 기반으로 세부정책의 실현에 보다 동력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노동시장

에서 여성노동진입 시에 기회균등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지속적 경력개발을 유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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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실질적 공정성의 확보,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안

전망 확보를 위한 가족돌봄의 사회와와 그리고 인권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

되고 개개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정책과제를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할 시점임.

○ 세부 전략과제의 구체적 정책실행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는 공정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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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 연계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김영한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내외 여건 분석

 강 , 기회

- ‘나눔’은 정부정책의 복지 사각지 를 보완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형성  사회통합

을 유도하는 사회  자본으로 우리 선조의 두 , 품앗이 통을 계승하는 의미도 있음 

- VIP의 8.15경축사(나눔문화 확산)  주요 매체의 나눔문화 캠페인 등 최근 나눔에 한 

사회  심 고조

※ ｢자원봉사 마일리지 확대｣ 국정과제로 추진('09.8.15 경축사)

- 나눔 공감  확산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 증가

※ 물적나눔: 기부금은 '08년 9.05조원으로 10년간 약 3배 증가, 식품 기부액은 '09년 557억으

로 푸드뱅크(292개)와 푸드마켓(82개) 운영

※ 재능나눔: 자원봉사자는 약 99여만명(연 평균 21.3시간), 최근 강의, 멘토링, 공연, 목소리 

기부 등 재능나눔 활발

※ 생명나눔: '09년 헌혈인구 257만명, 장기기증 서약자도 19만명으로 '01년에 비해 9배 확대

- 산업화 시 의 논리인 ‘ 이론’에서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 극복을 한 ‘씨앗론’

의 부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진제도 도입 비율 50% 상회( 경련, 2009)

- 휴먼네트워크․서민희망본부(복지부), 학생 지식 사단(교과부․한국장학재단), 동행

로젝트(서울시), 새싹멘토링(서울 ), 국 30여 개 학의 ‘사회 사 학 제’ 시행 등 

각 부처와 지자체, 학과 민간단체 차원의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상 교육 사  멘

토링(mentoring) 사활동 확산 추세

- 나눔을 통한 사회참여는 사회와 사회구성원에 한 신뢰 강화(강철희, 2007), 수혜자 뿐 

아니라 자원 사자의 성장과 발 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양자효과(double im-

pact)가 있으므로 나눔은 우리사회의 신뢰 수  제고와 사회  자본 확보에 기여

- 특히,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는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돌  공

백을 감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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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 험

- 경제 기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

육격차 확   빈곤 물림 우려

- 방과후 돌 이 필요한 빈곤가정의 나홀로 아동․청소년은 약 21만 명이며, 우리나라 

체 나홀로 아동․청소년은 약 100만 명, 평일 야간시 의 빈곤가정 나홀로 아동․청소년

은 약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보건복지부, 2009)

※ 18세 이하 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도시가구 기준) : ('00)10.7% → ('05)11.8% → ('08)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76만 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서 성장(보건

복지부, '09)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약 12천 가구로 추정(보건복지부, ‘09)되며, 빈곤   자녀

양육 부담에 더해 학업 단, 사회  고립 등의 어려움에 착

※ 10대의 출산 자녀 수는 연간 3.5천 여명(통계청, 2009b)

- 비행 등 일탈행동 청소년의 지속  증가, 정착지원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의 증가

※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추이 : ('08)58천명 → ('09)108천명 → ('10)122천명(행안부, 각년도)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 중도탈락률 : 초 0.45%, 중 1.54%, 고 1.42% 수준(교과부, 2010)

- 부처별로 지역사회청소년안 망(CYS-Net, 여가부), Wee센터  Wee클래스(교과부) 등 

취약․ 기 아동․청소년 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자 규모에 비해 운  인

력은 히 부족한 실정

※ 아동․청소년 보호자립시설의 직원수, 자원봉사자 확보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시설 각각 21.8%, 

34.0%에 불과(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서비스, 학업과 자립지원, 가출청소년 지원 등 관련서비스 수혜자는 

약 15만명 수준으로 약 94만명으로 추정되는 위기청소년의 정책수요의 16% 정도를 충족시

키는 수준(여성가족부, 2010)

- 정부의 취약가정 청소년 돌 을 한 방과후 지원 사업의 수혜율은 20% 수 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방과후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 (6～15세 대상)>

(‘09.12월, 단  : 천명)

인구
돌봄필요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현황

미보호
아동청소년소  계

지역아동센터
(2,788개)

방과후 아카데미
(178개)

방과후 보육
(1,007개)

방과후학교
방과후교실
(3,413개)

소 부처 - - 복지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과부 -

6,672
1,021

(100%)

200

(19.6%)

97

(9.5%)

7.6

(0.7%)

28

(2.75%)

67 

(6.5%)

821

(80.4%)

* 자료 : 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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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제 기부 순 는 153개국  81 , 홍콩(18 ), 몽골(67 ), 만(72 )에 이

어 동아시아국가  4  수 (The world giving index, 2010)

※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는 GDP의 0.41%, 22개 국가 평균은 1.1% 수준"(한

국자원봉사협의회, 2007), '200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

동의 경제적 가치는 1조 8,325억원, 대 GDP비율은 0.2%로 주요국 평균 6%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김태홍 외, 2007)

- 우리나라 15~24세 인구의 자원 사 참여율은 53%인데 반해 15세 이상 성인 남녀의 경우 

19.3%에 불과하여  생애에 걸친 나눔 실천은 여 히 미흡(통계청, 2009)

-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민간단체가 교육 사  멘토링 운 을 해 활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정부 보조  마련, 부처 산하에 허 (hub) 기 을 설치하여 민간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상 사활동의 법 ․제도  기반이 다소 취약

- 특히, 민간단체의 심의 한시 인 후견인 사업은 멘토(mentor)의 잦은 교체, 결연 리

자(coordinator) 부재, 복  수혜의 락, 멘토 교육  선발 과정 생략, 청소년의 욕구

(활동지원, 교육, 상담 등)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연(matching)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에서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써 정부차원의 심과 조정이 요구됨

<그림 1>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가정 청소년 환경 관련 SWOT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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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의 비전 및 추진전략

 청소년정책에서의 공정한 사회 구상

- 모든 청소년이 성별, 장애 유무, 소득수 , 거주지 등 개인  특성과 가족 형태  여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꿈을 실 하는데 있어 ‘차

별’로 이어지지 않는 공동체 

※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청소년에 

대한 접근과 함께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 모두 강조되는 투트랙 전

략(two-track strategies)의 상시적 추진 필요

- 의식주를 비롯한 기 생활을 포함하여 교육․보건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반

에 있어 모든 아동․청소년의 출발  평등과 기회 균등을 담보하는 사회  안 망이 구

축된 사회

※ 자본주의 하에서 기회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부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양극

화를 초래하여 결국 불공정한 사회의 원인이 됨(노순규, 2010)

- 출발 에서 법과 제도에 의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과정에서도 각자의 역량에 따른 

기회 균등을 보장하며 결과에 한 자기책무성을 강조하는 사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한 사회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공

동체의 심과 지원을 통해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한 체계 인 노력이 

상시 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 아동․청소년에 한 기회와 과정에서의 불공정은 결국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물림으

로 인해 정된 사회  비용을 래하도록 한다는 에서 공정사회의 장애요인이 됨

-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정책은 제도  차원의 개입이 가장 요하다는 것을 

제로 하며, 시민사회의 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사회  자본의 확충이 요구된다는데 

을 맞춤. 특히,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을 한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 하고 수혜의 

복과 락을 방지하기 해서는 나눔 활동에 한 법  근거  정부의 조정과 제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함

 나눔과 공정 사회

- 나눔은 연민, 시혜가 아닌 상생(相生)과 분배의 의미를 지닌다는 에서 국가의 복지수  

 정의(正義)와 연계

- 시장의 실패에 한  사회구성원의 인정과 그에 한 극복과정으로써 나눔이 필연

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 필요 

- 빈곤의 본질은 ‘물리  결핍’보다 ‘역할과 참여 기회의 상실’의 문제라는 에서 올바른 

나눔은 물리  결핍 해소 뿐 아니라 역할과 참여 기회를 찾도록 돕는데 있음(송경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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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은 개인에게는 인간 인 성숙함을  뿐만 아니라 취약가정 청소년에게는 역할과 

참여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체계로 연결(이태수, 2009)

- 나눔은 개인의 기부행 를 넘어 연 ,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행 가 요하며, 네트워

크는 나눔의 사회  실  형태로 사회지도층의 노블 스 오블리제  민간 자원의 참여 

활성화는 사회통합과 공정 사회 구 에 기여

- 공정 사회는 결국 불공정이 없는 사회로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 반칙․특권이 없는 사회, 

‘나눔’의 사회참여 경험과 실천 정도가 인사․취업․승진 등에 반 하는 차의 공정성 

확보 필요

- 공정한 사회는 “취약가정의 사회  배제 극복과 아동․청소년의 출발  평등과 기회 균

등을 담보하는 사회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체계 이고 조직 인 나눔을 통해 상생과 분

배 정의가 실 되는 사회”

비전․목표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가정 청소년의 돌봄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구현

추진전략
아동․청소년의 출발점 
평등을 위한 기반 조성

취약가정 청소년 돌봄 
전문인력풀(pool) 구축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도출

 3  추진 략에 따른 10  실천과제 도출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아동․청소년의 출

발  평등을 한 

여건 조성 

1-1. 상황에 따른 욕구맞춤형 서비스 강화 ∙서비스 수혜율

1-2. 돌  인력 리  달체계 개선 ∙개선 여부

1-3. 아동․청소년을 한 사회안 망 강화 ∙서비스 수혜율

취약가정 청소년 

돌  문인력풀

(pool) 구축

2-1. 지역사회 후견인(멘토) 제도 개선 ∙개선 여부

2-2. 비교원  학생의 교육 사제도 확 ∙참여 학(학생) 규모

2-3. 취약가정 청소년 후원 확   제도 개선 ∙ 상자․후원  규모

2-4. 결연 리자(coordinator) 양성  배치 ∙반  여부

나눔문화 확산을 통

한 사회통합 제고

3-1. 나눔 지표 개발  주기  산출 ∙반  여부

3-2. 사회지도층  문 인력의 나눔 참여 강화 ∙개선 여부

3-3. 교육과정기반 사학습 강화를 통한 시민역량 증진∙청소년 시민의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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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파급․기대효과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자본 확충

- 우리나라의 국제기부지수 순  상승을 통한 국격의 제고(‘10년, 81 /153개국, World 

Giving Index, CAF)

- 재 19.3% 수 에 그치고 있는 15세 이상 성인 남․녀 자원 사 참여율 제고

※ 15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 목표율 30%, 제1차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행안부, 

2010) 

- 나눔 교육  나눔 실천의 확 는 아동․청소년이 수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습 으로 실천하는 시민역량 제고에 기여

-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공통의 목 을 달성하고, 

공동선의 실천을 해 참여, 서비스의 공동생산(co-product), 트 십이 형성되어 사회

통합에 기여 

- 나눔활동에 한 체계  지원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나눔 실천을 확 하여 시민참여

의 새로운 기 마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 강화

-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 망 강화

-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돌  공백 해소에 기여

-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 증진

실천과제별 추진방향

1-1. 상황에 따른 욕구맞춤형 서비스 강화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이혼가정 증가 등으로 가족 간 소통  유 감이 감소하여 자

녀에 한 가족의 보호․지지이 반 으로 약화되고 있음

∙평균 가구원수는 (‘75) 5명 → (’05) 2.9명, 맞벌이가족 비율 (‘90) 27.4% → (’00) 35.4%, 

한부모가구 (‘90) 889천가구 → (’05) 1,370천 가구(통계청, 각년도) 등 통 인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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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 지지와 돌  기능을 지역사회가 상시 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요구됨

- 가출, 비행 등 기청소년의 지속  증가, 경제 기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소득 취약 

아동․청소년에 따른 교육격차 확   빈곤의 물림이 우려되며 학업 단․가출․비

행․한부모 청소년․다문화 청소년 등 각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재 20% 수 에 머물러 있는 취약․ 기 아동․청소년정책 수혜율을 획기 으로 개

선하고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욕구맞춤형 서비스 확충이 요구됨

∙‘09년 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청소년, 가출․비행․학업 단청소년, 보호

찰 상 청소년, 소년원생 등 자립에 당면한 청소년은 66천 여명으로 이들의 사회

응을 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함 

 추진방향  과제

- 취약․ 기 아동․청소년을 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정책 수혜율 개선

<표 1> 유형별 맞춤 서비스 예시

유형․대상 사업명 서비스 지원내용

기청소년
청소년동반자 상담  사례 리

∙직  찾아가 상담, 긴 구조, 보호, 교육 등 

1:1 맞춤서비스 제공

특별지원 물지원 ∙생활, 건강, 교육 등 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 쉼터 제공 ∙생활지원, 상담, 의식주 등 보호

비행청소년
방 ․회복  

보호지원
교육  선도 ∙비행 방  회복 로그램

학업 단청소년 해 로그램 학업지원 ∙검정고시 지원, 학습클리닉 등 학습 지원

취약계층청소년 두드림존 자립지원 ∙직업교육, 취업지원 등 진로지원

다문화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무지개청소년센터

운
사회정착 지원

∙조기정착, 사회복귀를 한 정서․심리  

지원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지원 양육  학업지원
∙출산비  출산용품, 양육정보, 자조모임, 

학 유지․학업지원

방과후 돌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교육․돌

∙방과후 학습능력 배양, 체험활동, 식, 건

강 리, 상담 등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

자료: 계부처합동,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2010; 2010 주요업무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등.

- 가출청소년․소년원 출원생 등 고 기 청소년의 선도  자립 지원 강화

∙가출청소년 쉼터 확충 등 특화된 보호 상을 한 환형 쉼터를 확충하고 거리상담

(out-reach)을 활성화하여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지원 강화 

∙소년원(소년원학교)에서의 문 인 직업훈련  직업체험을 확 하고 출원 후 사회

응을 도울 수 있도록 최소 출원 3개월 부터 1:1 멘토 매칭 의무화  멘토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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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보호 찰소  지역사회와의 연계 추진)

- 학업 단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에 한 교육․자립지원 

∙학업 단 시 에서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청)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

시 인 연계 의무화 추진

∙보호 찰 상 청소년 가운데 학업 단 청소년의 학교 복귀  검정고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 찰소 내에 ‘배움터’ 상설 운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과부의 업무 약  

지역사회 자원 연계 체계) 

∙학업 단 청소년 특화 ‘학교 밖 교실’ 로그램의 확 를 통한 수혜율 개선

∙청소년 한부모의 학 유지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학습권 보호, 미혼모자시설 등을 ‘

안교육 탁교육기 ’으로 지정․운 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자녀양육․직업교육 

등을 종합 으로 지원 

- 소득․장애․조손․다문화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드림스타트(복지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과부), 나우스타트(서울시) 사업간 긴 한 

연계를 통해 복  사각지  해소 필요

∙학습지원과 멘토링 등 정서․생활지원, 학업․직업교육․취업 등 자립 비지원, 수요

와 발달단계에 따른 사례 리 기반의 맞춤형 로그램의 표 화 필요

1-2. 돌봄 인력 관리 및 전달체계 개선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돌  사업과 문 인력을 폭 확충하고 타 부처 간 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빈곤, 정서․문화 결핍, 기상황 뿐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

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회  출발  평등을 지향하여야 함

- 한,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멘토링을 포함한 후견사업이 사회 각 부

문에서 확 되고는 있으나 법  근거가 미흡하고 허 (hub) 기 이 없어 다양한 한계 

노출

※ 6개월 미만의 결연과 멘토의 잦은 교체로 인해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

가 발생하는 만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개선 필요

- 민간단체의 후견사업에 한 법  문제 지원, 재정  로그램 질 리, 후견인(멘토)에 

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 후

견인의 교육․선발․ 리․확인서 발  등의 과정의 표 화 노력이 요구됨 

- 각 부처별 멘토링 사업이 연계 없이 추진되고 있어 한 명의 아동이 2명 이상의 멘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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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 되거나 락되어 방치되는 등 복  사각지 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 

주 의 아동․청소년의 돌  사업을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조정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추진방향  과제

-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돌  인력과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수혜율을 획기 으로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구나 차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상 공공-민간의 멘토링 사업을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보고 

부처별로 산재한 멘토링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멘토링 허 (hub) 기  설치를 통해 우

수 사례 보 , 운  실무 련 정보 제공, 멘토 모집과 양성 등 인력 리  서비스 달

체계의 개선 도모

- 멘토링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상 활동․교육․상담 자원 사자에 한 범죄경력 조

회 강화(행안부, 법무부), 아동․청소년 련 기  종사자  자원 사자에 한 윤리 교

육 강화 등 서비스의 질 개선

- 온라인 멘토 교육 컨텐츠 개발, 멘토링 운  매뉴얼 개발과 보 , ( 앙․지방)정부차원

에서 민간단체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상 돌  사업 지원을 통해 우수 로그램 발

굴  보 , 민간차원의 멘토링 운 을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 ① 청소년 비행 방 사무국(OJJDP) 차원에서 멘토에 한 범죄경력   신원조회 

실시, ② National Service-Learning Partnership, 2000년 각계각층 사회지도층 인사  

문가로 구성된 이사회 발족, 국 사학습 기 을 리하는 허 인 NSLP 발족, 멘토

링을 포함한 사학습 련 연구 조사  감독과 동향 진단, 홍보  자료 제공 등 다각

 지원 제공

- 휴먼네트워크(복지부)의 ‘멘토링 실무 매뉴얼’ 보  등(단, 사회지도층 인사의 멘토링에 

을 두고 있어 민간단체의 멘토링 사업을 통합․조정하는데 한계 노출) 

1-3.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2000년 이후 18세 이하 아동의 빈곤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최 생계비에 미치

지 못하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76만 명(보건복지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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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고 있다는 에서 이들에 한 사회안 망  복지정책은 요할 수밖에 없음

- 청소년 상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가 증가하고, 성범죄 가해청소년의 증가  피해자

의 연령화, 학 피해 사례의 증가 등 국가․지역사회․청소년이 함께 건 한 성장을 

해하는 유해요인을 개선하고 안 ․건강․인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필요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 : ('07) 5,460 → ('08) 6,339 → ('09) 6,782 (경찰청, 각년도)

※ 성범죄 가해청소년(명) : ('06)1,571 → ('09) 2,583 (경찰청, 각년도)

※ 신고된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 ('03)2,921 → ('09)5,685으로 2배 증가(복지부․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09)

- 가족갈등, 학교부 응 등으로 인해 가출  학업 단 청소년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최하  

수

※ 실종․가출청소년(9~19세) : ('07)186백명 → ('08)231백명 → ('09)223백명(경찰청, 각년도)

※ 초․중․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 ('07)708백명 → ('08)735백명 → ('09)721백명(KEDI, 교육

통계연보)

※ '08년 15~24세 청소년 사망원인 : 자살(13.5%), 운수사고(9.2%), 암(3.7%) (통계청, 사망원

인통계연보)

<그림 2> 청소년(15-24세) 삶에 대한 만족도 국제비교

(단  : %)

*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김 철 외, 2010.

- 가출청소년 등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청소년을 한 ‘청소년쉼터’ 83개소 가운데 지자체

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는 11개소, LH공사 등 공공기 이 제공한 시설은 8개소에 불과

하여 취약․ 기 청소년을 한 공간 마련에 국가차원의 노력 필요

∙‘장기공공임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장기공공임

주택 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 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가능하나, 장기공공임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에 이 맞춰져 있어 지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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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센터(아동복지법),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공부방(청소년기본법) 등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을 한 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설치 근거 미흡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한 주민공동시설에 취약

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시설 설치 근거 미흡

 추진방향  과제

- 소득가정 아동․청소년 양육․교육․진로․문화 등 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강화  수혜율 개선

- 보호자가 없거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통해 실질 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기청

소년을 한 ‘특별지원사업’(여가부)의 확  필요

∙8개 시․도에서 특별지원사업을 시범운  에 있으며 ‘09년에는 생활․건강․학업․

자립지원 등 2,735건 지원(여성가족부, 2009)

∙ 행 소득기 은 최 생계비 120%(생계․의료지원), 최 생계비 150%(학업․자립․활

동․상담․법률지원 등)이며 가구 소득인정액 기 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실질  보호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련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 가출 방을 해 청소년쉼터와 지역 내 학교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방교육을 상시화

하고, 사이버상담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 상담 강화

- 지역사회 련 자원을 연계하여 기청소년에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학

교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안 망(CYS-Net)’(여가부)을 확 하

고, 기청소년을 직  찾아가 상담, 정서  지원, 필요 기  연결 등 맨투맨 종합서비스

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YC)’를 기청소년 규모를 반 하여 확  필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0)166개소 → (’11)186개소 → (‘12)224개소 확 , ’13년까지 

국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여가부)

∙이와 함께, 청소년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등 취약

가정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욕구를 반 하여 설치 필요, 안정  운 을 한 인 ․재

정지원 실화 필요 

∙ 기청소년은 약 94만 명으로 추정되나(여가부, ‘10), ’청소년동반자‘는 880명, 수혜 청

소년은 2만 4천 명 수 인 만큼 인력 확보 필요, 의료인․법조인․청소년지도사․사회

복지사 등 다양한 배경의 지역사회 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의 유형․정도를 감안한 

지속 인 사후 리 지원 체계 강화 

- 주택법 제2조 제9항의 복리시설의 시에 취약 아동․청소년시설 포함 검토

-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2조 제3항 주민공동시설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아카데미 등 취약 아동․청소년시설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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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공공임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 복지서비스 시설 종류에 아동복지

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시설 포함 검토

2-1. 지역사회 후견인(멘토) 제도 개선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취약․ 기 아동․청소년 상 멘토링은 약물․폭력 등 비행행동감소, 인 계 개선, 

심리․정서  안정 등의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사회  비용 감, 멘티가 멘토로 성장

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멘토링 련 기 은 172개, 

멘토는 1만 명 수 에 불과(복지부 보도자료,  2010) 

- 각 부처별, 지자체, 민간에서 다양한 후견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  근거 미흡, 사

업간 연계가 부족하여 복수혜  락 등 발생

- 국 248개 자원 사센터 등록 자원 사자의 교육․상담 역 활동 비율 2.9%, 범죄 방

선도 5.6% 수 에 불과

- ‘청소년동반자(YC, 여성가족부)’가 기 청소년을 찾아가 지지와 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수혜 청소년은 2만4천여명으로 지역사회 후견인제도 확 를 통해 

실질 인 지원과 수혜율 개선 필요

 추진방향  과제

- 청소년( 래멘토), 주민, 교사, 문가, 지도층 인사 등 후견인 풀(pool) 구축  일원화된 

리 운  체계 필요

- 각 부처, 공공기   민간단체의 후견인 황, 후견인 신청 등에 한 정보를 종합 으

로 제공하는 포탈(portal) 운  

∙자원 사통합포털시스템, 자원 사 포털시스템(Dovol.net)을 통한 청소년과 후견인간 

멘토․매칭 결연 정보 제공 등 다각 인 노력 필요

- 기 지자체 단 에서의 거  기  지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을 반 하여 

후견인 매칭  후견 리 지원 체계 마련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후견인과의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지

도 역 자원 사 특성화 필요

- 소년원 출원생, 보호 찰 상 청소년, 수형자 자녀 등 고 기․고욕구․취약가정 청소

년의 학교․사회 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후견인 제도 활성화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활동지도․상담 등 후견인 사업에 한 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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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 1992년 ‘청소년 범죄  비행방지법’ 개정 시 멘토링 트(part G)가 포함되면서 

청소년 비행 방 사무국(OJJDP)에서 리하는 미연방 체의 멘토링 로그램 JUMP 

(Juvenile Mentoring Program) 가동하여 지역사회 후견인 제도 시행

- BigBrothers & Bigsisters(미국), Mentoring Partnership(미국), Mentoring+( 국), 청소년

과 60세 이상 노인 멘토를 연결해 주는 Senior Corp(미국), Young Diplomats(캐나다) 등 

다수

- 책읽어주는 실버문화 사단 북북(book-book),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정 방

문 사(문화체육 부)

- 사회지도층 인사의 멘토링 사업, 휴먼네트워크(복지부)

구분 멘토링 내용 멘토 멘티

후견넷
삶의 비  제시

(life-coaching)

사회 명인사

  - CEO( 직․ 직)

  - 은퇴 문가(의사․기자 등)

요보호시설 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조손가정)

다문화가정․새터민 자녀

성장넷 학습․발달지원 학생․직장인 소득 ․ ․고교생

자활넷 직업능력 함양 문직종사자  자활성공자 10  후반～20  청년

생명넷
정서 지지

(peer support)
소아암 치유자 소아암 등 질환자

장애넷
정서 지지

(peer support)
장애인 장애인(장애아)

로벌

휴먼넷

비  제시

정보 제공
재외동포 경제인

취약계층 국내 고등학생‧

학생( 졸자) 연계

2-2. 예비교원 및 대학생의 교육봉사제도 확대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학의 캠퍼스 심 교육을 벗어나 공동체 내의 사회문제를 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

에 참여하면서 사회구조 개선, 개 과 참여, 용과 통합의 가치 체득, 지식인의 사회  

책임과 도덕  의무에 한 인식 기회 필요

- ‘95년 한양 학교를 시작으로 138개 학에서 사회 사과목을 운 하고 있으나 소득

층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71개교(42%)에 불과, 이  소득가정 아동․

청소년을 지원 하는 곳은 10개교(7.8%), 내 ․ 등학교 지원 로그램 운  학 64

개(38%) 수 1)으로 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 사 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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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취득을 한 일회성의 노력 사에서 벗어나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

선도․지도에 실제 인 역할 담당 필요(한국 학사회 사 의회, 2010)

- 담기구  문성 확보, 로그램 다양화, 보상 확 , 정부지원강화 등 사회 사학 제

의 리 개선 필요

- 유치원  등․ 등․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세부기  변경에 따라 당  2학 인 교

육실습이 학교 장실습(2학  이상), 교육 사활동(2학  이내 포함 가능) 포함 4학  편

성됨에 따라 비 교원의 교육 사 활성화 기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거하

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

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포함

 추진방향  과제

- 서비스 공 자(자원 사자) 심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과 욕구에 을 둔 

재능기부(학습, 문화체험 동행, 술, 상담, 스포츠 등)가 필요하며 결연(매칭) 과정과 

리에 한 지원 체계 마련 시  

- 졸업이수 학 으로 사회 사과목 편성 확   학 평가 시 반  검토 

∙의학․공학 등 공연계 사, 참여 과목 개설 확 , ‘멘토링 이력 리체계’ 구축 등 

학생들이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교과활동 지원 활성화 필요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청소년쉼터(청

소년복지지원법)과 소년원․보호 찰소 등 우선 배치 기  선정 등 사회 사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 화하는 노력 필요

∙ 비교원 상 교육 사활동 실습(1학 당 30시간 이상) 시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을 

한 시설  기 에 우선 배정 필요

∙청소단순 노력 사가 아닌 학습 효과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연계 특

화 로그램 추진, 놀이․보호(아동), 학습지도  특기 성 지도(아동․청소년), 상담

(청소년) 등 상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특성  주요 욕구를 기 으로 배치 필요

- 기 지자체에 설치된 자원 사센터와 ‘한국 학사회 사운 의회’와의 업무 약을 통

해 별도의 인증제  리 없이 자원 사자 통합 리 운  검토

- 취업 등 입사 시 교육 사  실습에 한 가산  고려 등 사회 반에서 인정과 보상 

체계 검토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 ① 학사회 사 의회(campus compact)  자율  사조직인 국 학생자원

1) 64개 학 가운데 교육 사(28.4%), 멘토링(25.5%), 방과후교실(10.8%), 체험지도(5.9%) 순으로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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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합회(campus outreach opportunity league: COOL), ② 텍사스주 오스틴 ‘Community 

in Schools'의 경우 Ameri-Corp로부터 훈련된 멘토(튜터 포함) 커리큘럼을 지원받고 학교 

내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 로그램 매니 )가 학생 리, 수퍼비  제공

- 한양 학교 ; 사회 사(일반교양) 3학 , 한양사회 사(기 필수) 1학 은 졸업이수 학

에 포함, ‘09학년도 신입생부터 용하며 1학  당 30시간 이상 사활동, 학 은 T/F로 

구분, 사회 사 이수증명서 발 , 사회 사 장학생 선발 시 우   해외 사 선발 시 

가산  부여, 비 리법인․공익․비정치성 기 ․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 , 보호

찰소 내 검정고시공부방에서의 교육  선도, 사 로그램이 있는 기 , 농  사활

동 등을 사단체로 선정하며 사지도자가 있어 학습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곳 선정

- 서울 학교 ; 교육청․학교, 사회복지 에서 추천한 청소년( 1~고2) 상 온라인 멘토

링(서울  멘토링), 미래국제재단 장학  수혜자가 지역사회 소득가정 청소년에게 멘

토링 제공(새싹 멘토링), 동작교육청․ 악구청-서울 가 연계하여 내 ․ 학생을 

상으로 학습․인성․특기․문화멘토링 실시, 교내 장학생을 상으로 내 소득가

정 ․고등학생, 멘토의 출신학교 후배  소득가정 청소년을 상으로 학습  진로

상담 제공(멘토 1인당 멘티 4명, 인터넷 수강기(pmp) 무상 여하여 인터넷 강의 자습 

원격지도)

- 서울시의 ‘동행 로젝트’, 총 53개 학과 업무 약을 맺고 5,591명의 학생과 아동․청

소년 결연하고 교내 지원 인력 배치

 기 효과

- 재능 기부 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과 동시에 사자(멘토)는 재능 발휘와 자기계발의 기회 마련 등 인재개발의 방법

으로 활용

- 향후 휴먼서비스 직종 비 종사자와 학생에게 공과 련한 경험학습 효과 뿐 아니

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 기회를 하고 친사회  참여 가능성을 확 하는 등 

시민성 함양 기

- 비교원의 교육 사 실습을 통해 미래 인재교육을 담당할 비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의 수요에 극 반

2-3. 취약가정 청소년 후원 확대 및 제도 개선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복지부)‘ 사업은 취약가정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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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가운데 일부를 디딤씨앗통장에 축하면 정부가 월 3만원 내에서 같은 액을 

불입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 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후원제도임 

∙시설보호아동, 가정 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장애인시설아

동, ‘11년부터 2세 이하 수 자 아동이 추가됨(복지부)

∙단순 생계유지를 한 일시 후원 방식을 벗어나 자산형성과 경제생활에 한 학습을 

도모하는 새로운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인 만큼 충분한 후원자가 확보될 경우 상아동

의 수혜율을 높이고 소득층 아동․청소년에 한 지원까지 가능함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그러나, 18세 이후 실제 인 자립이 어렵고 19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은 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에서 지원 상의 진  확 가 요구됨 

- 축이 가능한 수 의 후원 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최장 18년을 불입해도 자립기반 조

성이라는 기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는 에서 개인, 기업 등 후원자 확보를 한 총체

인 노력이 요구됨  

- 청소년미혼모의 아동,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거주 청소년 등 자립이 임박한 청소

년을 상으로 하는 특화된 후원 제도 마련 필요

 추진방향  과제

- 지역사회 내 후원체계 개발을 통해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여 수혜율 개선 

- 청소년미혼모 아동․청소년쉼터․공동생활가정․특별지원 상청소년 등 취약 아동․청

소년과 18세 이상 자립이 임박한 청소년에 한 특화된 후원 제도 마련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등 소득의 일부를 축할 경우 일정 액 내에서 지

자체나 다른 후원자가 같은 액을 매칭하는 방식을 용하여 최소 24세까지는 자립을 

한 종자돈(seed money)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자립지원 제도 필요

-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이 빈곤의 물림을 방할 수 있도록 선제 인 지원과 경제교육 

강화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탈빈곤’을 해 소득층의 자산형성  창업지원 방안으로 미국의 개인개발계좌(IDA), 

국 saving gateway, 캐나다 learn save 등

- 서울시 ‘희망 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IDA)’ 등

 기 효과

- 기존의 후원이 아동․청소년의 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CDA사업은 자립을 

지원하는 장기  의 후원이며 3년간 한 달에 10만원씩 축 할 경우 720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여 직업훈련비 마련 등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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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동․청소년의 축  자산 립과 경제교육을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음

- 후원자 입장에서도 정부  다른 후원자의 후원 과의 매칭과 우 리 용을 통해 후

원  총액에 비해 2배 이상의 후원이 가능하다는 에서 후원 동기부여 가능

2-4. 결연관리자(coordinator) 양성 및 배치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정부부처 뿐 아니라 민간단체 심의 후견인(멘토링) 제도가 확 되고 있으나 아동․청

소년과 성인간의 결연을 책임지고 리하는 리자(coordinator)가 없거나 열악한 경우

가 부분

- 자원 사자인 결연 후견인(멘토)이 높은 참여 동기를 유지하고 상자인 아동․청소년에

게 잘못된 실천(malpractice)을 하지 않도록 리할 수 있는 문 인력 부족

- 학생  비교원의 교육 사가 확 되고 있으나 교육  수퍼비 을 비롯한 리체

계가 미흡한 만큼 결연 리자 배치는 교육 사의 효과성 제고 가능 

- 결연을 리하는 결연 리자 양성과 배치를 지원할 경우 민간단체의 결연 사업을 활성

화하여 돌  공백 감소, 아동․청소년 상 결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도모

 추진방향  과제

- 국 880명의 청소년동반자(YC, 여성가족부)가 1인당 6명~12명의 청소년을 직  찾아가 

맨투맨 종합서비스를 제공, 청소년동반자 사업 수혜율을 확 하고 지역사회 내 인재 활

용 차원에서 청소년동반자를 간 리자(post manager)로 하여 1인이 10명~15명 이내

의 지역사회 내 후견인을 리․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결연 리자’ 사업 검토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할 때 결연 리자는 아동․청소년 상 결연(멘토링) 사업의 성공

인 수행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주요 인 요소인 만큼 인력지원을 통해 사업 효과

성 제고 필요  

- 교육 사․멘토링 등 아동․청소년과 성인간의 결연을 리하고 수퍼비 을 제공할 수 

있는 문 인력(결연 리자)을 육성하고 자원 사센터  민간단체에 배치하여 결연사

업의 내실화  활성화 도모

※ 관련 학과 졸업생 가운데 교육봉사 및 교육실습 유경험자를 결연관리자로 선발하는 등 선순

환 구조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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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응한 맞춤식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

회 내에서 사업 기획․운영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 과정 개설 검토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캐나다, 실직 청년들의 구직기회 확 를 한 자원 사 일자리 만들기 로그램

(volunteering works)

- 미국, 민간단체가 결연 리자 양성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멘토링을 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보조  25종 이상 운 , 미 교육부의 경우 멘토링 운 을 해 민간단체에 

지 하는 기  3억 이상 편성 운

3-1. 나눔 지표 개발과 주기적 산출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기업의 사회공헌(사회공헌백서, 경련), (등록)자원 사자 황(자원 사센터, 행안부), 

기부(국세청) 등 나눔 련 데이터베이스 리 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어 우리사회의 나

눔 황과 규모 악이 용이하지 않음

- 정부 산 혹은 GDP 비 나눔 총량에 한 정부차원의 추산과 주기 인 산출을 통해 

우리사회의 나눔 목표치와 황을 가시화하여 나눔 동기와 참여 수  제고에 기여

- 나눔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한 나눔 지표의 개발과 산출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우리사회

의 나눔 총량(시간, 자산 등)을 악하고 경제  가치를 산출하여 나눔 문화 확산과 공공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기반 마련

- 비 리법인  자원 사에 한 성계정(satellite of nonprofit institution and volun-

teering) 개발․생산을 한 DB 구축을 통해 나눔의 생산과정, 산출액을 악하고 이를 

정량 으로 추정하여 민간 역의 역할과 경제  가치에 한 재조명 필요(UN통계국 권

고사항)

※ 전통적인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자원봉사활동, 무보수 가사

노동, 교육을 위한 시간투자 등의 활동을 생산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음

 추진방향  과제

- 정부차원에서 나눔의 생산과정과 총량을 악하고 경제 인 가치를 재조명하는 노력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눔 확산 필요

- 나눔의 다양한 형태(물질 기부, 재능(자원 사), 장기 기증 등 포함)와 나눔 참여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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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인사, 학생, 직장인 등) 황  규모 악을 해 나눔 지표를 개발하고 계량화하

는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의 나눔 수 을 평가하고 안을 모색하는 근거로 활용

∙나눔 수요(복지부)와 기여(자원 사, 기부, 사회공헌 등), 황에 한 백서 발간 검토

- ‘나눔 친화도시’(가칭) 선정과 지자체 평가 시 가산 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단 에서의 

나눔 활성화 방안 검토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World Giving Index(Charities Aid Foundation, 2010)는  기부, 자원 사 시간, 타인 

돕기를 포함한 국가 순  발표(2010년, 한국 81 ) 

∙기부는 부(wealth)보다 삶에 한 만족감(satisfaction with life)과 상 계를 보여 ‘행

복한 국가’에 사는 국민이 ‘부유한 국가’에 사는 국민에 비해 기부에 극 인 것으로 

조사됨(CAF, 2010)

- 한국사회 나눔 총량은 정부 산의 3.1%규모, GDP 비 0.79% 규모로 추산(아름다운재단, 

2010)

3-2. 사회지도층 및 전문 인력의 나눔 참여 강화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사회지도층인사  문가의 기부, 자원 사는 exemplary giving으로 일반인의 나눔 동

기와 참여에 강한 향을 미치므로 노블 스 오블리제 실천 활성화와 모범 인 나눔 사

례 발굴 필요

∙기부 동기는 여 히 동정심(empathy)이 72.9%, 사회에 한 책임감(54.8%)에 비해 앞

서는 것으로 나타나(강철희, 2010) 나눔은 자선, 시혜가 아닌 공동체에 한 책임이라는 

인식 환 필요  

- 나눔은 ‘신뢰’와 직 인 연 이 있다는 에서 공무원, 국회의원, 문직, 언론인, 법조

인, 기업 경 자 지도층인사의 지속 인 나눔 실천은 우리사회에 한 신뢰 제고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

 추진방향  과제

- 우리사회 노블 스의 구체  범  규정 작업과 함께 노블 스 오블리제 지표화와 주기

 산출을 통한 지도층인사의 나눔 실천 강화 

- 노블 스 오블리제 실천을 한 제도․법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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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책임의 이행이라는 에서 나눔 실천 여부를 평가  인사 등에 반 하는 사회 

분 기 조성

- 사회지도층 인사를 상으로 자원 사, 기부 등 나눔이 필요한 분야와 구체 인 참여 경

로의 홍보를 통해 실천 정도 제고 필요 

※ 기업 최고 임원 351명 대상 조사에서 은퇴 후 봉사활동 하겠다는 응답은 93.2%에 달하는 

반면, 봉사할 대상과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응답은 47%에 불과(조선일보․삼성경제연

구소, 2011.1.21)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휴먼네트워크(복지부) : 기업 CEO와 석학, 사회 각 분야 리더 등 다양한 성공경험과 

문지식을 겸비한 사회지도층 멘토가 취약 청소년을 멘토링

- 재능나눔은행(복지부) : 직원의 강의료, 회의수당 50~100% 기부, 월   끝 (1천원 미

만) 사하여 매달 기부, 포인트 나눔 등 실천, 매뉴얼 제작을 통해 산하 기   공직사

회 반에 확  계획  

- KorMent(한국장학재단) : 사회지도층 멘토가 학생을 멘토링하며, 지역 내 고교 1, 2학

년 후배에게 30시간 이상의 멘토링을 실시한 학생에게 멘티가 될 수 있는 자격 부여

3-3. 교육과정기반 봉사학습 강화를 통한 시민역량 증진

① 주요내용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의 ‘참여와 자원 사활동’ 시간은 평일 24시간  1분으로 비교

국가(미국․ 국․독일․스웨덴․핀란드) 가운데 가장 짧고,  생애 주기에서 자원

사 참여 역시 반 으로 조한 양상을 보임(통계청, 생활시간조사 04’)

- 청소년들의 1회 ․단회 인 자원 사활동을 지양하고, 교육과정기반 사학습을 강화

하여 아동․청소년기에 나눔, 이타성, 노블 스 오블리제 등 시민성 함양 강화 필요

※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인지적인 시민지식 수준은 높으나 학

교 밖 공동체에 대한 기부,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시민참여 수준은 ICCS평균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IEA, 2010)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  체험활동(진로․ 사․동아리)’ 시수가 확 되어 

․ 학교의 경우 주당 3시간 이상, 고등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운 됨에 

따라 사학습(service-learning) 강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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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과제

- 청소년의 사학습과 교육 사활동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같은 지역 내 취약가정 아

동을 상으로 하는 사활동 활성화 

※ '09년 전국 3,278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가정 아동은 94,406명에 달하며, 지역

아동센터 1개소 당 자원봉사자는 평균 2명 내외에 불과한 만큼 청소년에 대한 봉사학습 강화

를 통해 청소년이 지역 내 취약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활동 활성화 필요

※ 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학습지도(튜터), 활동 보조, 또래멘토링 등을 제

공하는 청소년 교육봉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필요

- 민․ ․시민사회 네트워크와의 약을 통해 청소년 사활동 터  확   활동 내용 

다양화 모색

- 청소년 교육 사 인력풀  지역사회 내 지도 인력에 한 DB 구축과 견 지원, 지역아

동센터 등 활동 터 과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기 하여 ‘창의체험지원단’  온라인 컨

설 단 구성․운  지원

※ 지역교육청별로 장학사, 인턴교사, 자원봉사자(대학생, 학부모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청소년 사활동 사이트(Dovol.net) 개편을 통한 정보맵, 수퍼비   상담제공 강화, 온

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  보  강화

∙행정안 부 산하 자원 사센터(246개), 교육청 학생 사활동 정보안내센터(196개), 사

회복지 자원 사 리센터(17개)를 통한 청소년 사활동 터  정보 제공  수요처와 

청소년 사자의 연계 활성화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만 14~25세 사이의 모든 청소

년들이 네 가지 활동(신체, 자원 사, 자기개발, 탐험)을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면서 성취

목표를 달성하면 국제 인 포상 수여, ‘56년 국에서 시작, 재 131개국에서 운 되며 

매년 80만 명의 청소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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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

김태완 I 한국교육개발원

Ⅰ. 현실인식과 문제제기

1. 교육 부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 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 능력, 노력 이외의 요인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함

❍ 교육성취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인식 확산

-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시킨

다는 인식 팽배

-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선망하는 학교 진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높은 편임. KEDI 온라인 조사1)에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정의 경

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명문학교에 갈 수 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68%가 부정적으로 대

답함. 젊은 층일수록 더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2,30대는 83%가 부정적이며, 40대는 

71%가 부정적임.

1) 부록에 개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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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급명문학교 진학과 가정배경의 관련성 인식

❍ 교육기회의 확대에 비해 취업 기회 감축으로 인한 지위 경쟁 심화

- 초중등학교 취학률은 물론 고등교육의 취학률도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대학을 졸업

한 이후 희망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가 어려우며, 직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중년기 

퇴직의 불안을 안고 있음.

- 명문대학 진학 경쟁 심화, 취업을 위한 일명 ‘스펙’ 쌓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함.

-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직업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은 편임. KEDI 온

라인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

게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0%가 부정적임. 젊은 층일수록 부

정적인 인식이 강하여, 2,30대는 79%가 부정적이며, 40대는 75%가 부정적임.

<그림 2> 취업과 가정 배경과의 관련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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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계층 이동 둔화 사회에 대한 OECD의 경고

- 세대간 계층 이동성이 적은 사회는 자본의 낭비나 오용을 초래하게 됨. 계층 이동의 기회 

부족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기 및 노력, 의지 등의 감소를 초래하게 됨. 결과적으로 생산

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사회계층 이동의 유연성은 개인의 성공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성장 잠재력으로 중요

하게 작용함. (OECD, 2010c)

2. 교육과 계층 형성의 현실

가. 교육에 미치는 가정, 학교, 지역의 영향력

1) 가정의 배경의 영향력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사교육비 격차 심화

- 2010년 소득상위 20% 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4만2946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

했으며 소득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8만5735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

음(통계청, 2011).

- 5분위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 30만9872원으로, 1분위의 월평균 3만

8213원(전년대비 14.5% 증가)의 8.1배임(통계청, 2011).

❍ 부모의 계층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

- 수능점수는 부모 모두 대졸인 학생들이 평균 256.2점으로 부모 모두 고졸 이하인 학생들

(236.4점)보다 19.8점 높음(김경근, 2005). 

- 외국에 비해 계층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 뚜렷:  TIMSS 1999년과 2007년 수학점수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학력이 향상, 유지되었으나 한국은 오히려 저하. 계층

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국보다 한국이 큼( Byun & Kim, 201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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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과 미국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수학점수에 미치는 영향력

2)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영향력

❍ 학생 구성의 특징, 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수준

-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개인 수준의 가정 배경, 학습전략, 방과후 활동과 함께 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수준변인 투입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임현정 외, 

2008). 

-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수준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

이 초, 중학교에 비해 큼(김양분 외, 2009). 중학교는 통계적 유의도 없음(김양분 외, 

2007)

❍ 특목고 진학자의 사회적 계층 구성

- 부모가 전문직 출신 다수. 부모의 SES가 높을수록 특목고 진학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음(김성식․류방란, 2010).

3) 지역사회의 영향력

❍ 소득수준 격차 심화와 함께 지역의 계층화도 진행

- 행정구역별 부모 학력 격차 뚜렷(최은영, 2004)

- 학부모의 거주지 선택 기준: 학교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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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교육 투자 차이

- 2009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에서 충남이 44만7900원, 광주는 2만2000원으

로 지역 간 최대 20배 이상의 격차(연합뉴스, 2010.08.23)

4) 사회구성원의 다양화와 주변화되는 집단 증가

❍ 신취약계층 증가: 다문화 가정 자녀 증가, 탈북 아동․청소년

- 탈북 청소년의 높은 학업 중단율

- 국제결혼 가정 특히 동남아 여성이 어머니인 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 학업성취에 대한 

우려 점증(국제결혼가정의 60%는 200만원 미만 소득자)

<표 1> 다문화 가정 청소년 수

구 분 총인원
정규학교 재학현황(교과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제결혼가정청소년

(18세 이하)

97,882명

(2009, 복지부)

20,632명

(83%)

2,987명

(12%)

1,126

(5%)

24,745(2009)

(100%)

탈북청소년

(9~24세)

2,775명

(2009, 통일부)

773명

(54.5%)

300명

(21.2%)

344명

(24.3%)

1,417명(2010) 

(82.8%)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7~20세)

27,844명

(2008, 법무부)

834명

(66%)

307명

(24%)

129

(10%)

1,270(2009)

(100%)

❍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

- 고교의 경우 연간 3.4만명 정도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업 유예자를 포함하면 6만명 정

도임, 2010년 교육통계디비 자료에 의하면 초등 11,634, 중 15,733, 고 34,505명 학업중단, 

이중 초/중학교는 유예자 및 면제자 포함

나. 교육을 매개로 한 지위 획득

❍ 학력 격차에 따른 소득 격차

-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학력 및 월급 차: 첫 월급은 부모 모두 대졸인 경우 평균 202만

9009원, 부모 둘 다 대학을 못 나온 자녀들의 평균 월급은 156만4458원으로 77%에 그침

(김희삼, 2010. 조선일보 2010. 7. 6).

- 학력에 따른 소득 증가율 격차(통계청, 세계일보, 201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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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력별 소득수준

❍ 교육을 매개로 한 지위획득

- 교육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지위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

히 지위의 양극단(단순노무직, 전문직)의 부모-자녀 간 지위의 대물림이 자녀의 학력을 

매개로 이루어짐을 밝힘(여유진, 2008).

Ⅱ. 공정성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1.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 교육형평성 가치 추구

- OECD에서는 교육의 실패를 막기 위하여서는 공정성과 포용의 의미를 포함한 교육형평

성 추구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을 제안

- 공정성의 원리란 제도교육의 맥락에서 개인의 의지, 능력, 노력 이외의 요인에 의해 교육

의 기회, 과정, 결과 차원에서 개인의 성취에 방해받지 않는 원리를 의미함.

- 포용이란 개인이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여 누구라도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함.

-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정책을 말함. 

❍ 교육의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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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회의 획득에 가정의 사회적 배경, 거주 지역, 인종에 따른 문화적 요인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상기 요인에 의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제공

-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출발점 평등은 이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출발점임.

- 초중등 교육의 경우 제도교육 접근 기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단계

에서는 학교교육의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한편, 초중등 단계에서도 교육

비 부담이 큰 특수 분야(예술, 체육, 특수교육 등)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

- 교육 기회에서 배제된 채 주변화된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예, 국제결혼 가정 동반 자

녀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학업 도중에서 실패한 이들을 위한 제2의 기회 제공

❍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 구비

- 공정한 교육은 모든 학습자를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습자 특성에 맞게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함. 이점에서 공정성은 교육의 전반적인 질 제고와 무관하지 않음.

- 교육의 과정에서 구성원의 다양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경험은 공정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함. 

- 우수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의 혼합은 적극 권장되고 있음

(OECD, 2010b)

❍ 일정 기준의 성취 보장

- 학습자의 여건의 불리함을 극복할 지원 정책이 완벽할수 는 없으므로 일정한 수준의 교

육성취를 보장해야 함.

∙교육기간: 고등학교 교육 수준을 보장함.

∙학력 수준: 국가가 정하는 기초 수준의 학력을 보장함.

∙상급학교 진학: 개인의 여건과 불리함을 고려하여 현재의 성취 뿐만 아니라 잠재 가능

성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교육을 사회적 선발(지위 획득)의 핵심적 기준으로 확립

- 공정한 경쟁으로 이루어진 성취 결과가 사회적 지위획득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도

록 함.

- 교육에서의 성취 결과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지 않도록 교육

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량 함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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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격차 해소

- 교육격차의 해소는 교육 결과의 보상보다 원인 극복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며 교육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 특성이 다각도로 고려되어야 함.

- 교육격차 해소 자체에 골몰하여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여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하

향 평준화는 지양함.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그림 5> 교육복지를 통한 상향적 지원

3. 교육복지 유관 정책의 점검

❍ 현행 교육복지 유관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임.

- KEDI 온라인 조사 결과 4대교육비 지원, 농산어촌 특별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엄마품 돌봄 교실, 농산어촌 돌봄․전원 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등의 성

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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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육복지 유관 정책의 성과 인식

❍ 현행 교육복지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정책들의 분절적 추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

게 지적하고 있음. 성과 미흡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7>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

❍ 현행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관하여서는 “학교현장의 업무 부

담 경감 방안 마련”, “학교교육 내실화에 중점”, “ 학교 자율로 유관 사업 연계 통합 운

영” 등의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음.

- 유관정책 사업의 분절적 추진은 심각한 문제로 여기나 그 대안은 중앙 수준에서의 사업

간 통합이 아니라 학교 수준에서 연계 강화 혹은 통합임을 제안하고 있는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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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Ⅲ .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1. 정책 비전과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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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1-1. 출발점 평등을 위한 양질의 유아교육 확대
유아교육 취원율

GDP 대비 유아교육 투자율

1-2.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사각지대 청소년 대비 교육참여율

1-3.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 확충 및 장

학제도 개선

학기당 평균 장학금 대비 1인당 

지급 장학금 평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2-1. 모든 학생이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제공

학생 1인당 보조교사/특수교사 

비율 

2-2.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학습자 유인 프로그

램 개발 및 제공

기초지자체별 대안학교 수 평균

교육지원청별 대안적 프로그램 및 

참여 학생 수

2-3. 학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방학 중 프로그램 

제공 
필요학생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교육성취의

공정성

3-1. 기초 수준의 학력 보장 기초학력 도달 학생 비율

3-2. 잠재 역량에 기초한 입학전형 확대를 위한 사

전 사후 지원 강화
전형유형별 입학자의 탈락율 

공정한 교육

의 기반

조성

4-1. 교원의 취약집단 이해도 증진 지원

사범대 및 교대의 유관 과목 비율

사범대 및 교대의 관련정책사업 

시행 학교 교생실습 비율 

4-2. 통합적 지원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적응력 향상율

학교-지역사회 기관 간의 협력 횟수

<표 2>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개요

2. 추진전략 별 실천 과제

가. 전략1: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 교육기회 차원의 정책 요구

- 출발점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등 사각

지대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요구는 높

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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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교육기회 차원의 정책 요구

과제1-1 출발점 평등을 위한 양질의 유아교육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의 중요성

-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인재 육성이 가능하며, 

이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할 수 있음.

- 교육의 출발점 단계에서 전인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투자는 회수비율이 가장 큼.

- 유아교육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지원하고 관리�운영하며,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

공과 보편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공교육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의 문제점

-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취학전 모든 유아에게 거주 지역이나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양질

의 교육 경험이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 상황은 취원율은 낮으며 사립유치원 의존도는 높음.

∙3-5세 유아의 39%만이 유치원에 재원하여 취원율이 낮음(만 3세 22.6%, 만 4세 

40.5%, 만 5세 56%).

∙재원 유아의 23%는 공립유치원에, 77%는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 사립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공립유치원은 읍면지역에, 사립유치원은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

역별 편중 심화

-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황은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4세 이하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30.8%로, OECD 평균인 71.5%에 비해 매우 저조

∙유아 1인당 교육비 수준은 3,909달러로 OECD 평균인 5,447달러의 약 72% 수준

∙GDP 대비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은 0.2%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정부의 공적 재원 지원을 받는 유아비율은 49.7%로 OECD 평균의 약 6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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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아학비와 사교육비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도시지역 중산층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제력 및 가정환

경이 유아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실정임. 

∙유아교육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관계로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과중

  ※ 유아교육비 월평균 38만원, 유아사교육비 월평균 16만원, 소득계층간 유아사교육  

비 지출 격차 심화(한국교육개발원, 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 유아교육 지원 정책은 학비지원 등 금전적 보조에 치우쳐, 사회･문화적, 통합적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즉, 경제적 비용 보조 외에 교육 취약계층 가정 유형

별 양육환경 및 유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 및 지원 대상 지속적 확대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 실시 : 만 5세 → 만 4세 → 만 3세로 단계적 확대 

❍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 확대

- 3～5시간의 기본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종일제 운영과 비

용을 확대 지원하여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 및 정책 만족도 제고

- 유치원에서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질과 비용을 관리하여 학부모의 

취학전 사교육비 부담 해소

❍ 생애 초기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

-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교육인적자원부, 2008)의 유치원 현장 활용 

활성화 도모

- 전국 공․사립유치원에 보급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필수 교재․교구 추가 개발 및 보급

- 발달지연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별 지도하는 ‘희망유아교육사’의 확대 및 전문 연

수 실시

❍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일반 저소득층, 농어촌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별로 각기 다른 유아행

동 특성 및 양육환경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육아정책연구소, 2009). 

- 유아교육기관의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지역내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

육기관의 취약계층 가정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하여 종합복지서비스 기관 역할 수행

- 유아의 기초학습능력 보장, 건강․영양․안전 등 복지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사

회의 관련 사업과 자원간 네트워크 망 구축 및 활용

- 일반 저소득층, 농어촌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별로 각기 다른 유아행

동 특성 및 양육환경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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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저소득가정 농어촌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공통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지속적 확대  

- 유아의 교육․복지 통합지원 및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유치원의 종합복지교육기관 기능 강화

-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 종일제 및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 유아와 부모를 위한 개별 지도 프로그램 제공

유아 

및 

부모

특성

(양육

환경)

- 유아의 기본 학습발

달능력 미흡

- 언어 및 정서발달 

미흡

- 부모의 자존감 저하

- 가족간 유대 약화

- 지역적으로 교육적 

여건 취약

- 언어, 인지면에서 

부모의 걱정 큼

- 사회․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기회 

저조

- 가정 경제책임 부담

-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 정서․사회성 발달 

미흡

- 낮시간 부모 프로그

램 참여 어려움

- 부모와의 필요한 기본

적인 자녀지도 활동 

조부모가 거의 하지 

못함

- 학습지도 방법 모름

- 기본생활습관 지도 미흡

- 문화, 놀이 활동 취약

- 문화 이해 부족

- 언어발달 및 의사소

통 문제

- 학습지도 방법 모름

- 건강, 생활 지도 및 

학습 지도 미흡

프로

그램

지원

- 언어, 인지, 사회, 정
서 발달 지원 프로

그램 

- 가정 및 가족 기능 

회복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연계․지원

- 언어, 인지발달 

프로그램 제공

- 문화체험 활동 프로

그램

- 유아의 사회, 정서 안

정 및 기초 학습 지

도

- 영양 관리

- 부모자신의 정신건강 

및 양육역할 강화

- 인지학습지도 및 기

본생활 습관 

- 성인동반활동, 문화

체험

-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 유아 한국어 및 이중

언어 지도

- 부모 역할 강화 및 

정보․자료 제공 

- 한국 문화체험 및 학

습지도 지원

인력

지원

- 기본적인 발달 지원

을 위한 전문 지도 

인력 지원

- 취약한 교육 여건 

보완 및 문화 프로

그램 정보․자료 

제공지원 인력 

- 방과후 보호 및 학

습 지도 인력 지원

- 부모역할 대행 및 보

완, 인지 학습 지도 

인력 지원

- 다문화이해강사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 지도 인력

<표 3>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예시

□ 국내외 사례

❍ OECD 국가의 유아교육 취원율 및 재정 투자 현황

구 분
3-4세 학령인구대비 4세
이하 유치원 취원율(2008)

유아1인당 연간 교육비지출
(2007) (미국달러 ppp환산액)

GDP대비 유아교육 지출 
비율(%) (2007)

공적 비용 투입 기관 
비율(%)(2007)

한국 30.8 3,909 0.2 49.7

덴마크 94.7 5,594 0.7 81.2

프랑스 110.1 5,527 0.7 94.0

독일 101.5 6,119 0.5 72.8

일본 86.0 4,518 0.2 43.8

스웨덴 90.2 5,666 0.6 100.0

영국 94.5 7,598 0.3 86.1

미국 46.9 9,394 0.4 77.8

OECD
국가평균

71.5 5,447 0.5 79.7

<표 4> OECD 국가의 유아교육 현황 및 재정 비교(2010)

* 자료 :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0. 

OECD 전체 국가의 자료 중 한국을 포함한 8개국 데이터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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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령
구분

2세 3세 4세 5세 6세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잉글랜드)

미  국
대부분

GA주, NY주

벨기에

프랑스

체  코

이탈리아 공공체계에서 실시

아일랜드

호  주

한  국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유아학급

<표 5> 선진국 취학전 무상교육 현황

  

보편적 무상교육 일부에게만 무상교육

*자료 : OECD(2006). Starting Strong(Ⅱ). 

❍ 국내 교육취약계층 지원 사례

-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사업 : 생애초기 교육격차를 감소하고, 기본학습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영유아 발달진단도구,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2008), 전국 8,300여개 유치원에 보급

(2009)

※ 국가인적자원위원회(2007. 7. 27),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안)에 근거함.

-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학습능력 발달 결손의 조기발견 및 정

상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문인력 사업, 시․도교육청별로 희망

유아교육사를 10명 내외 선발하여 발달지연 유아에게 개별 프로그램 실시

과제1-2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 교육기회에 접하기 어렵거나 교육기회를 접하였더라도 도중

에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

- 학업중단 학생(탈북학생 포함)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2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 청소년 등

❍ 학업중단 학생

- 2010년 학업중단 고등학생 34,540명 중 일반고 17,419명, 전문계 17,121명임. 학생수 대

비 비율을 보면 전문계가 훨씬 높은 편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도권에서 학업 유예 

비율이 높으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부 지방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편임.

-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으로 향후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낮아질 

수 있으나 전문계 진학을 희망했으나 실패하여 일반계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이 우려됨.

❍ 탈북학생의 높은 학업중단율

- 무연고, 학령초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정규학교 미취학 및 중도탈락자 수가 상존함. 

- ‘09년 정규학교 중도탈락률 : 중학교 8.7%, 고등학교 9.4% (‘10.4 기준)

- 학교 밖 탈북청소년 수 : 294명(전체 탈북청소년의 약 17.2%, ‘10.4.1기준)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취학자 수는 약 170명 (‘10.9.1기준)

- 기타 학교밖 사각지대 탈북청소년 약 120명 추산  

- 탈북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탈북학생 밀집학교(10명 이상)에 전담전문교사, 전문상담

교사배치, 전문계고 진학시 기숙사비, 급식비 전액 지원 등

❍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 청소년 등

- 국제결혼 가정 가운데 재혼을 통하여 가정을 형성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동반 입국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

-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가정 중 재혼가정은 

30-40%정도임(통계청, 인구동태연보(혼인․이혼편)).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자

료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약 7,5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함(오성배, 2010), 교과부의 

최근 자료에서는 대법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 양자 입양 

건수를 총 9,222명으로 추산하였음(교과부, 2010.5).

- 중도입국 동반 자녀의 경우 가정에서의 이혼 경험, 어머니를 따라 타국에 입국하여 새

로운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경험, 출생국에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경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한국 학교 적응 어려움 등의 문제

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부처간의 연계가 약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곤란

- 교육과학기술부: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와 학력인정시

설 지원

-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업 지도와 특별지원, 보호 및 자립지원 등을 

법령으로 규정

- 고용노동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법 규정은 없지만 청소년의 고용 및 취

업지원, 직업진로지원 등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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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생애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보다 학업중단 시점부터 타 부처 사업 지원 

대상이 되면서 연계 협력이 어려움.

❍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지원의 한계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및 복지관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 그룹홈 등 교육 및 보호시설이 

존재하나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미흡. 탈북학생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하여 배려하여

야 할 필요가 있음. 

- 탈북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전일제대안교육시설 7개소, 그룹홈 10여개소 둥 (‘11.2) 

❍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미비

- 국제결혼을 하면서 부모 중 한 명이 이전 결혼을 통해 얻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혹

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제 미비

□ 추진 방향 및 과제

❍ 학업중단 숙려제 

- 학업중단 전 전문상담을 받도록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학교재적응을 지원하거나 학교밖 대안교육시설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청

과 상담지원센터의 연계․협력 의무화

❍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확충

- 탈북학생을 위한 특성화중고등학교, 대안학교 확충

- 민간교육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구축

❍ 국제결혼 동반 자녀를 위한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회 제공

- 1대 1 멘토링 및 튜터링을 통한 학습 지원

- 학습자의 특성 및 복합적인 문제 상황 파악을 위한 다각적 진단(학습, 정서․심리 등)

에 기초한 지원

- 국제결혼 동반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교육시설 활용

❍ 부처간 연계 강화

-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간 상호 교과부의 위(Wee) 프로젝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여가부의 CYS-NET 연계 강화

- 동반자녀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학습, 심리정서, 문화 등 다차원적 통합 서비스 제공

을 위한 부처간 연계 필요

- 교육청과 시군구에서 교과부 정책 사업과 여가부 정책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

체를 운영하며, 협의체 이상의 실질적 협력을 위하여 관계자들이 실질적인 연계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 등을 위한 예산 마련, 추진(윤철경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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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3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 확충 및 장학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층의 학비 지원

- ‘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09년 2학기부터 차상

위계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으로 확대

- 지원 실적은 ‘09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1,659억원(78,256건), 차상위계층장

학금 310억원(29,129건)에 이름. ‘11년부터는 우수한 성적의 소득 1분위～5분위 저소득

층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사업명 대상 '10년도 지원내용 및 계속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중 일정 

성적 유지자

연간 450만원

*성적 3.0이상 계속지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차상위계층 및 그 자녀 중 일정 성적 

유지자

연간 225만원

*성적 3.0이상 계속지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소득5분위 이하 학생 중 성적우수자
우수 : 연간 500만원

최우수 : 연간 1,000만원

국가근로장학금
대학 재학생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곤란한 자 우선 선발

근로시간당 교내 6,000원

교외/전공시설 8,000원

<표 6>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자료: 한국장학재단(2010) 내부자료.

사업명 08년 09년 10년 6월말 누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금액 590 1,659 842 3,091

건 28,791 78,256 47,964 155,011

차상위계층 장학금
금액 - 310 400 710

건 - 29,129 35,546 64,675

국가근로장학금
금액 - 790 516 1,306

건 - 51,906 24,468 76,374

소계
금액 590 2,759 1,758 5,107

건 28,791 159,291 107,978 296,060

<표 7>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사업 연간 지원실적

(단위: 억원, 건)

자료: 한국장학재단(2010). 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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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원금액 불충분성

-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대학 등록금 수준에는 부족한 수준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간 450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225만원의 장학금

을 지원함. 이는 700여 만원에 이르는 평균등록금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임. 충분한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다시 아르바이트 등에 의존하여 등록금, 생활

비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 심각함.

❍ 장학금 지원의 효과 제고를 위한 사전 사후 관리 미흡

- 현행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대학재학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대학이전 단계 또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 추진 방향 

❍ 정책 방향 정립

- 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한 다각적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비 제공

-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기회의 실질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경제

력 향상), 재정지원․교육비충당방법․대입전형․노동시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정보력 향상),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학력 향상)을 

병행 운영 필요

- 대학 입학 전, 대학 재학 중, 대학 졸업 후의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장학사업 지원 

필요

□ 추진 과제

❍ ‘대학 입학 전 - 재학 중 - 졸업 후’ 생애주기별 지원 및 ‘경제력-정보력-학력 향상’의 

종합적 지원 제공

-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생애주기 지원’을 고려하여 설계

- 현행 장학사업을 ‘대학 입학 전’, ‘대학 재학 중’, ‘대학 졸업 후’ 등으로 구분하고, 생애

주기별로 각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프로그램 제공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학업 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

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력-학력-정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

-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기존의 학자금 중심의 지원에서 수혜학생들의 문화적 손실과 다

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학업지원 프로그램 병행 필요

❍ 수혜자의 책무성 강화와, 사회봉사의식 고취

-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수혜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수혜를 통해 획득한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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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국가장학생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

❍ 저소득층 장학금 수준 합리화 및 생활비 지원

- 국가장학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장

-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의 학생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지원 금액을 등록금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학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사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력 향상과 병행된 지원

- 미국 연방 교육부의 장학사업은 연방학생지원청(FSA)을 통한 각종 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후기중등교육국의 TRIO나 Gear Up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의 학력과 정

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 병행

- UNCF(the United Negro College Fund)의 경우 장학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지

원 프로그램 운영

∙재단은 500여개의 기업과 연계하여 수백만명의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

∙인턴십 기회, 멘토링 지원,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지원,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참여 기

회 제공, 대학에 대한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통하여 직업세계 진출에 도움을 줌.

나. 전략2: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학습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의 과정 차원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학습자가 최대한 역량을 계

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의 과정 차원에서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체계적 통합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요구는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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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교육의 과정 차원의 정책 요구

과제2-1 모든 학생이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정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결손 방치

-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실 수업에서 적지 않은 학습자(특히 취약계층)가 유의미

한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 교실 수업에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거나 교사나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배제를 방임한 

채 방과 후에 이를 보충하는 접근은 실효성이 떨어짐.

❍ 취약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의 방과 후 집중

- 현재 학교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취약집단(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 아동ㆍ청소년, 학습 부진/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이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보상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추진 방향 

❍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식의 개선

- 교실 수업에서 모든 학생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하면서 학습 결손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개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의 학습 속도, 방식, 학생의 생활세계 등을 고려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등 최대

한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마련 필요 

- 학교교육의 핵심 영역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배경 조건 때문에 일시적 혹은 장기

적으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하지 못하는 상황 예방 필요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26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전략과 함께 다양한 학생 집단의 상호 작용을 통

한 이해와 협력의 경험 제공

-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수준별 수업은 구별되어야 함. 능력별 수

준 분리 수업은 다양한 학생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와 협력의 기회 제공에 방해

가 될 수 있음(OECD, 2010b).

-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학습자들도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정책 과제

❍ 단위학교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여건 마련: 인력, 예산, 시설 등

❍ 인력 지원: 보조교사 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력 활용 활성화 

- 교실을 개방하여 다양한 지원 인력이 보조교사, 학습부진 전문교사, 운영 지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교사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함.

- 학습부진 학생을 위해서는 학습부진 전문교사를 지원함. 학습부진아 지도는 일반적인 

교육적 전문성 외에도 심리, 인지 등 다방면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므로 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 

❍ 예산 활용의 자율성 확대

- 학교에 교부되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질 개선, 학

습자의 유의미한 학습을 통한 성취 제고에 귀결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함.

- 유관 정책 사업 예산도 팀티칭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확보하거나 학습보조교사

를 배치하는 등 교수-학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설 지원

- 학교에서 여러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교실 수업, 교과별 학년 진급의 융통성 등 유연

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

□ 국내외 사례

❍ 핀란드: 보조교사, 특수교사

- 핀란드에서는 일차적으로 교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도하되 

보조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사를 보조하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도움

을 줌. 

- 교사와 보조교사의 지도만으로 학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

게 되는데 특수교사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아니라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야 수

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지도함. 

- 학습 부진이나 행동의 장애뿐만 아니라 오랜 질병 등으로 장기간 결석한 학생들도 이

러한 학습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핀란드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러한 보충적 지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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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을, 필요할 때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이화진 

외, 2009: 85-88). 

❍ 프랑스: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정의롭고 효율적인 학교 추구

- 프랑스의 경우 학교교육에서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정의롭고 효율적인 학교“를 

추구함. 이때 모든 학생들의 성공은 똑같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능력과 선택, 

장점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임. 이런 맥락

에서 우선교육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차별정책이 정당화 되고 있음. 

❍ 우리나라: 보조교사를 위한 인턴교사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에 인턴교사 10,000명을 채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2,361명), 전문상담(1,929명), 수준별이동수업(1,270명), 그리고 과학실험(1,057명) 등에 

보조 교사로 활용할 계획임.

과제2-2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학습자 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중등학교 단계에서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편임.

-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이전 단계의 학습이 부족하거나 현행 교육과정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 학업중단율은 낮으나 학습에 흥미를 잃는 학생들은 많은 편임. PISA 결과에서도 교과

성취도는 높으나 교과흥미도는 최저 수준임.

- 학교부적응의 지표라 할 수 있는 무단결석, 무단조퇴, 무단 결과 등은 교실 수업에서의 

소외감과 긴밀하게 관련됨.

❍ 학생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 필요

- 학교 수업이 무의미하거나 고통스러운 학습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들이 최

소 기준의 학업성취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잠재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특기로 살려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진로 개척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야 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수업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학교 부적응 학생, 중도탈락 위기 학생 등을 위한 창의적 맞춤형 대안교실(수업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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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가능함.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수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대안교실을 만들어서 부적응 학생, 학교에 흥미가 없는 학생

들이 정규 수업시간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수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 프로그램은 정규교과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이 학생들이 

참여하고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종류이어야 함. 

- 이때 각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대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함.

❍ 부적응학생을 위한 특별 학교 운영

- 미국의 마그넷스쿨처럼 학교에 흥미가 없거나 일반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을 어려워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정 학습목표를 내세운 학교를 운영함. 

- 학교 다양화의 일환으로 문화전문중등학교 등 다양한 목적을 내세운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부적응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해당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사례

❍ 베네수엘라: 엘시스테마

- 음악을 통해 빈곤층 청소년을 선도한 ‘엘시스테마’(El Sistema)의 창시자 호세 안토니

오 아브레우는 1975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빈민가 차고에서 학교교육에 흥미 없는 

빈곤층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교육을 시작함. 이후  정부와 협의해 청소년 예술교육 시

스템인 ‘엘 시스테마’를 출범시켜 지난 35년 동안 30여만명의 어린이에게 음악교육을 

했음.  

❍ 미국: 마그넷 스쿨(김일형․김민산, 2004, 성열관, 2004)

- 지역, 인종 간의 학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특정 학습목표를 내세운 공립 중등학교로, 

학생들은 학년에 관계없이 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받고,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

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저소득층, 소수인종이 접하기 어려운 양질의 고급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저소

득층 밀집지역의 학교나 기피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추구

∙저소득층, 유색인종 밀집 지역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을 통하여 기피학교에서 선호학교로 전환.

∙프로그램 예시: 예체능, 우주공학, 여행, 수학, 미용술 등

영재교육특성화: 전체 마그넷 스쿨의 12% 정도

특정 교과목(프로그램) 특성화: 전체 마그넷 스쿨의 38%

특성화 프로그램(열린교육, 몬테소리 등): 전체 마그넷 스쿨의 32%

직업교육 특성화: 전체 마그넷 스쿨의 17%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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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3 학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방학 중 프로그램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학중 방임으로 학력 격차 심화 우려

- 방과후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방학중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참여

할만한 프로그램이 적은 편임.

- 불리한 여건의 학생들은 방학 등 시간에 부모의 돌봄과 교육적 관심을 받기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

어 학업 성취 격차, 다양한 문화적 소양의 격차 등으로 이어짐. 

❍ 미국에서 빈곤층, 유색인종의 학업성취 격차를 방학중 가정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연구

들이 있음(Entwisle & Alexander, 1992).

- 종단자료 분석을 통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비슷하였으나 빈곤층과 유색인종의 3

학년 수학 성취도 격차가 발생하는 바, 이를 방학중 가정의 영향으로 설명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불리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 개발 권장, 지원

- 학교에서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 이들의 선행 지식과 특성을 진단

하고, 적절한 범주화를 한 후, 교육적 요구를 도출하여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을 개

발함.  

- 학생들의 유의미한 경험을 위하여 소그룹 중심의 체험활동 및 학습 활동 경험 확대

❍ 외부 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권장

-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소질을 발굴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도출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지역에서 찾아서 특별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 학교 내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예를 들면 연극, 영상, 호신술, 염색, 

요리, 경제 등의 영역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전통공예, 디자인, 

사진 등 영역의 예술강사 파견과 연계할 수 있음.

- 지역 기업과 학교 간 1사 1교 MOU를 체결할 수 있음. 학교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창의

체험활동 내용과 유사한 지식 혹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간에 1사 1교 협정을 체결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강사 파견, 멘토링, 장학금 지원, 동아리 교류, 학생들의 기업방

문 등 다양한 교류 방식을 구상할 수 있음. 

- 기업의 사회봉사활동이 단순 금품 및 물품 지원을 넘어서서 기업에 축적된 ‘지적자산’

과 ‘인적자원’을 차세대 교육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추동함. 또한 기업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독려함.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2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 국내외 사례

❍ 영국: 학습 소외계층 범주화 및 그 특징을 고려한 프로그램 마련

- 영국의 경우 학습 소외계층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인종적ㆍ민족적 소수자, 가

정이 해체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아동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들 대상 집단의 문제나 

결핍내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 방학동안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열린 학교’ 운영 

- ‘열린 학교’는 여러 정부부처, 즉 교육부, 노동․사회관계․가족․사회연대부, 법무부, 

내무부, 각 도시의 부처 간 대표부, 기회의 평등과 사회연대 국가에이전시(ACSE) 등이 

함께 참여하여 취약지역 학생들의 여가 및 학업을 각 정부부처의 특징과 관심에 따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방학동안 스포츠, 전시회 관람 및 실습, 기술 등의 문화 분야, 교육과정의 예․복습,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열린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생은 자발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각 활동은 참여 학생이 주축이 되어 기획하여 운영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집단적인 책임감 및 시민사회 구성원의 원리를 배우게 됨. 

이 프로그램 교원 및 보조교사들은 기관의 자원봉사자, 다양한 기관의 장, 교사 등으로 

구성됨.

- 열린 학교 재정은 지자체와 기업 등 지역의 지원으로 확보됨. 

다. 전략3: 교육 성취의 공정성 보장

❍ 교육의 결과는 학습자의 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이나 진로를 의미함.

-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

장하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잠재 역량이 뛰어난 학습자를 위하여 상급학교의 

진학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한 편임.

<그림 11> 교육 결과 차원의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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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1 기초 수준의 학력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기초학력 제로 플랜,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 다양한 정책을 도

입하여 시행 중임. 

- 기초학력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 어려움. 

KEDI 온라인 조사에서도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적은 편

임.

-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습 부진 등의 문제는 기본적인 지능, 인지 기능의 영향 뿐만 아

니라 어린 시절 혹은 재학중 가정에서의 여러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이 높음(류방란 외, 

2008; 임현정 외, 2008). 따라서 학습부진이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서는 학습자 특

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전문가의 진단 후의 체계적 대응

-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중에는 경계선급 지능, 난독증, ADHD 등 기본적인 인지 및 신

체 기능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치료 혹은 연습 후 기초학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체

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학생의 특성 진단에 기초하여 기초학력 도달 보장을 위한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포괄적인 통합지원 접근

-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은 학생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학생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 없이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심리․정서적 안정, 다양한 문화적 

경험, 친밀한 교우관계, 가족문제 해결 등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지원을 병행하면서 기초학력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 

- 정확한 진단 후의 체계적 지원, 포괄적인 통합지원 등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교 밖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 교육지원청 혹은 시도교

육청 수준에서 학교 밖 전문 자원의 현황 및 활용방법에 대한 자료 개발 및 교사 연수

를 시행하여 지원함.  

❍ 전문적 접근을 위한 학업성취 지원 협의회 정례화

-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진단, 각 전문적 지원의 제공 현황과 그 결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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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모색하기 위한 학업성취 지원 협의회를 정

례화함. 

-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교사들의 저학력 학생들

을 위한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함. 

□ 국내외 사례

❍ 영국: 학생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근거한 최적의 학습활동 기획

- 학생 성장지원 협의회(Pupil progress meetings)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성취를 촉진하

는 다양한 요인들과 배경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

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함. 교사들은 개별 아동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고 1인 책임제를 시행하여 소외계층 아동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주력함. 포

럼과 공청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발굴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포상하는 유인책을 마련함. 교사들은 학생이 여러 면에서 

성장한 사례와 그렇지 못했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추적 작업을 통해 교

육적 진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

❍ 프랑스: 특별도움네트워크(réseaux d’aides spécialisées aux élèves en difficulté, 이하 

RASED)

- ‘특별도움네트워크(Réseaux d’Aides Spécialisées aux Élèves en Difficulté: 이하 Rased)’

는 교육심리교사, 재교육교사, 특별교육교사 등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서 

‘1989년 오리엔테이션법(La loi d'orientation de 1989)’에 따라 ‘아동을 교육시스템의 

핵심’으로 간주하자는 의도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음.

-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이라도 학교 교

원 및 담임교사의 책임에 의해 교육적 보살핌을 받고 학업에 낙후되지 않아야 하며, 

졸업하기까지의 학업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취지를 가짐. 

- 만약 교원들의 교육적 방법 및 해결이 대상학생에게 상응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학부모의 동의 아래 교육특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도움 요청은 학교장과 

담임교사, 학부모 간의 합의된 공동의 결정이어야 함. 

- 교육심리교사, 재교육교사 및 특별교육교사는 지역장학관의 책임아래 의무를 수행하

되, 교육전문가 팀으로 이루어진 공동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RASED의 담당자는 

교육부에 속해 있는 교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함. 

- RASED는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준비반 및 초등교육기간(Cycle 1과 2)에 기초학업습득

의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특별교육임. 기초지식습득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소견된 학생은 소속된 학교와 담임교사의 지도와 함께 

RASED 교원과 교육팀의 도움을 부가적으로 받게 됨. 이 특별교육은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며, 무엇보다도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전을 인지하

도록 하여 학습의 지속효과를 거두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 특히 15명 미만으로 

이루어진 적응반은 교육적 특별도움이 투입되는 학급으로서 학생의 학업습득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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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과 향상, 일반교육으로의 신속한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 적응과정을 소위 

‘열린 적응(adaptation ouverte)’이라고 칭함. 

과제3-2 잠재 역량에 기초한 입학전형 확대를 위한 사전 사후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 전형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특별전형의 대상자 중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의 대상에는 농어촌 지역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전문계 고교 출신자, 소년

소녀 가장, 국가(독립)유공자손 등이 포함됨(조석훈, 2003). 

- 이들을 위한 특별 전형은 대학교의 입학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정원외 학생으로 분류

되며, 선발 가능한 비율은 정해져 있음.2) 

- 하지만 이처럼 일부 정원 외 전형을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고등교육에서 다양한 출신 

배경의 학생들이 섞여 있을 때 학생들 간 서로의 학습과정에 도움이 되고, 향후 사회에

서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필요함. 이러한 차원

에서 정부가 최근 대학 전체 전형에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지표를 반영해 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임.

❍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지원 미비로 인한 문제점

- 특별 전형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불리한 집단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어 기

대하는 사회적인 지위 획득의 가능성 제시

-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외로 선발하여 이를 통한 입학 기회는 제공하나, 선발 이전에 

잠재 역량을 파악하여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파악하고 대학 진

학 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는 매우 인색한 형편임.

- 대학에는 입학하였으나 대학 진학 후 적응의 어려움으로 중도탈락하거나 심리적 문제

를 겪는 사례들이 보고됨. 최근 전문계 고교 출신의 학생이 대학 진학 후 적응하지 못

하여 자살한 사건은 이를 반영하는 극단적 사례라 할 수 있음(서울신문, 2011.1.10).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제 91조의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였음. 여기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

상자, 그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2)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이 당해연도 입학 정원의 4%(당해 학과 정원 10%) 이내, 전문계 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이러한 비율은 

향후 더 확대될 계획이어서 2011학년도까지는 농어촌 학생, 전문계 고교 졸업자 등의 특별 전형 학생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9% 이내로, 2012학년도부터는 농어촌, 전문계 고교, 재외국민,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

층 특별전형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1%(농어촌 4%, 전문계 5%의 상한성 유효)까지 확대될 예정임(김미란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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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가정의 자녀 다수가 선망하는 

고등학교 교육 기회는 얻을 수 있겠지만 입학 후 적응의 어려움 문제는 남음..

-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가운데 교과부는 2011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학을 선정할 때 입학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평가지표에 포함할 계획이라

고 발표함. 그러나 사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상급학교 선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인식

- KEDI 온라인 조사 결과 67%가 별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응답자 

중 20, 30대 연령층은 73%가 동의하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였

음.

❍ 잠재 역량에 기초한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 대학에서는 취약집단 밀집 학교들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역

량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마련(프랑스의 성공의 밧줄 프로그램 참조)

-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둠. 특히 입학사정관들로 하여금 불리한 집단 중 잠재역량을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도

록 역할을 부여함.

❍ 입학 이후의 맞춤형 지원 제공 강화

- KEDI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4%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 

후 학업등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입학한 학생 개개인이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입학 이후에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특별 지원을 강화함.

- 학교적응을 위한 개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예컨대 최소 6개월 간 고등학교 및 대학

교의 담당자와 학습멘토가 한 그룹으로 학생을 개별 지원함. 멘토는 이들이 진학하여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특별히 보충학습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지도하며 기타 심

리적 부담감과 적응의 문제에 귀기울이면서 조언함.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학교

에 요청할 부분은 학교의 담당자에게 전달함.

❍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 고등학교 입학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의 초기 단

계이기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움. 향후 실제 시행 과정을 면밀하

게 모니터링하여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집단이 입학의 기회를 얻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전히 배제되는 집단과 지역별로 드러나는 차이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리

고 그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갈 필요가 있음. 

- 대학 특별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실태, 그리고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

업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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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

❍ 미국: 입학사정관제 사후 관리

- 미국은 1명의 입학사정관이 10명 정도의 학생을 관리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

들을 위해 과목별로 1년 내내 교습센터를 운영하고 전담 상담사를 붙여주기도 함. 학

업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을 선발한 입학사정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게 되고 그다음 해 입학사정관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음.(매일경제신문, 2011.01.23)

❍ 프랑스의 불리한 집단을 위한 입학전 지원

성공의 밧줄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대입제도의 사회 통합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성공의 밧줄(Cordées de la réussite) 정책: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농어촌 지역 학

생 지원 정책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중등학교(특히 고교)와의 연계, 협력 관계 지칭

- 고등교육기관이 중등학교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 튜터,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 숙

소 편의 제공 등을 통해 그랑제콜 등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열악한 지역, 소외된 계층의 학생에게 좋은 본보기 제공을 통해 성공 의지와 희망을 

가지도록 함.

∙장 르누아르 고교:  사회 저명 인사의 초청 강연, 신문 기사 토론 및 강의를 하는 아틀

리에를 운영: 저소득층 학생을 심사를 통해 참여시켜 학기말에 학생이 선택한 주제를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대입 준비와 연계)

∙고교에서 파리 6대학(세계 20위권대)과 협정 체결하여 과학 아틀리에 운영: 과학 바

칼로레아 공부 지원을 위한 토론 수업 진행, 우수학생 대학교수가 평가하여 파리 6대

학에 입학 허용

∙에콜노르말 수페리외와 고교의 연계: 튜터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 지원, 진로 지원

라. 전략4: 공정한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 취약집단의 불리함 극복을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 제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교육의 전 과정에서 교사의 관점과 전문성은 취약집단의 성취를 돕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 아울러 취약집단의 불리함 극복을 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연

계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야 함.

과제4-1 교원의 취약집단 이해도 증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특성 이해를 통한 교사 전문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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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 관련 교사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는 학급 운영이나 상담활동, 비교과 

인성교육활동 등과 같이 전적으로 생활지도만을 위한 활동에서 발휘되는 전문성만이 

아니라 교과지도 과정에서 통합되어 발휘되는 전문성임. 

-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예

컨대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수업 내용과 전략을 차별화하여 적용하거나, 학생

들이 수업에서의 소외를 극복하며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 방법(협동학

습 등)을 도입할 수도 있음. 또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학생의 생활세계를 고려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조화할 수도 있음. 

-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교실 수업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교사들이 이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에게 맞는 수업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또한 기존의 교육 취약계층에 더해 신(新)취약 집단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급증하는 한국사회에서 교육시스템 안에서 문화다원성을 보장하고, 이들

의 교육적 성장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심화되어야 하는 필

요에 직면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교원 양성 과정에 다양한 집단의 학생 특성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 강화

- 초등 및 중등 교원 양성과정에 공정성, 교육복지 관련 과목을 포함함. 

- 초등 및 중등 교원 양성과정에 취약집단 아동 특성, 다문화 교육의 이해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교원 연수 과정에 불리한 학생 이해 내용 반영

- 취약집단에 대한 이해 및 유관 교육정책과 관련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

고, 교원 직무ㆍ자격 연수에 반영함.

❍ 다문화 전문 교사 배치

-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이 높은 학교에 다문화자녀 상담과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

원 배치를 의무화함.

□ 국내외 사례

❍ 영국: 교원의 다문화 이해 강조

- 교육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인종, 민족, 국적, 모국어가 상이한 아동 및 청소년으로 편재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와 경험을 가진 교원 및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여김. 

❍ 프랑스: 취약지역 학교(유관 사업학교)에 우선적인 교생실습생 배치

- 교생 실습생 배치 시 여건이 취약한 우선교육지역(ZEP)에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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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의 교육복지 관련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열악한 학교의 업무 부

담을 덜어주는 이중 효과를 도출함.

❍ 미국: Teach for America․TFA

- TFA는 미 전역의 저소득․교육 낙후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할 우수 대학 졸업생을 모

집해 훈련하는 민간단체임. 

- 2009년 하버드․프린스턴․예일 등 아이비리그 졸업 예정자의 11%가 지원했음(조선

일보, 2009.5.30)

❍ 우리나라: 교과지도에서 탁월한 교사들이 학생 이해도도 탁월(정광희 외, 2007)

- 헌신적인 교사들은 교과지도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지만 생활지도 분야에서도 남

다른 열성과 성과를 거두고 있음. 헌신적인 교사는 학생과 대화 및 상담을 자주 하며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불우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음.

- 교사 헌신 강화 요인에서도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ㆍ평가’ 

요인이 ‘수업에 대한 만족감ㆍ성공감’ 요인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

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관계가 교사 자신의 효능감과 교직 헌신성을 촉진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 줌. 

과제4-2 통합적 지원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들의 교과 흥미 저하, 학습 동기 약화,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

❍ 학교는 오랜 관행과 사고 발생시 책임 우려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소극적임.

- 학생의 교육은 학교의 책임이며, 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지역사회의 민간기관보다 학교

가 높은 것이 인정됨.

- 그러나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 아동 청소년의 성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적극적으

로 교류하며 교육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편임.

-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며 외부인이 들어와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강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

- 학교가 할 수 없는 다방면의 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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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 발굴, 자원 현황 안내, 연계 등을 지원함.

-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재학생 중에서 여러 어려움을 중첩적으로 겪고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통합적 성장지원협의

회’를 가동함. 이 협의회는 교원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학교마다 방문하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함. 

❍ 학생들의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생들이 학교-지역 간 이동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

고, 학교에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때 기

사, 안전 보조인력 등을 함께 지원함. 차량은 렌트하여 구비해놓을 수도 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통근차량, 종교단체 차량 등을 시간을 안배하여 빌려 사

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학교 밖 활동, 외부 기관 주관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때, 교사가 갖는 보호 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 방안 마련(학교안전사고예방및

보상에관한법률 보완).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안전사고 발생시에 대비한 응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함.

-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역 인사와 학부모들로 분야별 자원봉사단을 조

직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과후학교활동, 

독서활동 등), 학교 내 안전지원, 학교행사 지원 등의 영역을 포함시킴. 학생들의 외부 

활동 때 다수의 외부 자원봉사단들이 함께 나가서 지원하도록 함.

❍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협의, 공동 워크숍 추진

- 학습자가 처한 상황,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 복합성을 고려할 때 교육영역과 타 영

역간의 연계 협력은 필수적임.

- 교육지원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며, 나아가 지역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교육부와 보건복지, 문화, 

청소년, 도시개발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협력 및 연계성을 높여야 함.

- 중앙, 광역,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각종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공동정책 

사업을 발굴․실행하며, 사회적으로 이슈화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도시구조, 삶의 양식, 사회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교육

자원의 질과 양에서 격차가 큰 상황임.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

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타 부처와의 협력 하에 각종 지역 

개발 사업들이 취약지역에서 이루어져 학교와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서 사회 곳곳에 교육적 기능을 하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해나

감. 예를 들면 에듀테인먼트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식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고학력 전문가들이 비영리 단체를 결성하여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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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

❍ 핀란드: 종합지원팀

- 핀란드에서는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단지 학습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적 또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에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지원팀(multi-dis-

ciplinary team)을 가동함. 종합지원팀은 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아동심리학자, 상

담전문가, 보건 및 정신건강 담당자, 교장, 교감 등으로 구성되어 교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함. 한 팀당 2~3개의 학교를 맡아 한 학교에 

2~3일 간 머물며 활동하며, 교사와 함께 정기적인 협의회를 갖고 학생들에 관한 정보

와 지원 상황에 관하여 공유하면서 다각도로 학생을 지원함(이화진 외, 2009).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우리나라에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

역 지원사업)에서는 취약집단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심리․정서, 문화․체험, 복지 지

원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

- 가정․경제․사회적으로 복잡한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학교, 복지

관, 주민센터, 보건소, 상담소, 병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간의 성장지원협의(통

합 사례관리협의)를 통해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음. 이러한 경험을 모든 학교에 

확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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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온라인 조사 방법 및 결과

1. 온라인 조사 대상 및 응답자 분포

<부록 표 1> 응답자 배경

(단위: 명, (  )는 %)

성별

남 여 계

324 168 492

(65.85) (34.15) (100)

직업

유아교사 및 

원감, 원장
초등교원 중등교원 대학교수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기타(교과부 등 

정부부처 근무자 등)
계

11 178 173 53 41 36 492

(2.24) (36.18) (35.16) (10.77) (8.33) (7.32)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12 89 163 183 45 492

(2.4) (18.1) (33.1) (37.2) (9.1) (100)

2. 조사 기간: 2011년 2월 9일 ~ 2월 16일

3. 조사 내용

○ 배경 변인: 성, 직업, 연령

○ 교육적 배려 집단의 범위

○ 저소득층 배려의 범위

○ 배려 집단을 위한 지원의 범위

○ 배려 집단을 위한 상급 학교 선발 전형 필요

○ 상급학교 선발 및 배치 방식의 공정성

○ 교육비 지원의 범위

○ 우리 사회의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취업 공정성에 대한 인식

○ 현행 교육복지 유관 정책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식

○ 현행 교육복지 정책 추진의 문제점

○ 교육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 향후 중시되어야 할 교육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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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 환경․지원 체제의 구축

3-1. 학습부진 학생들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방안 제시

3-2. 특별전형 입학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제시

3-3.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방안 제시

4-1. 취약 계층․지역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 기회 확대 방안

4-2. 영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수업 및 평가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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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

이양락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내외 여건 분석

○ 교육 분야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와 장애요인․당면과제

-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통 으로 계층 간 사회 이동을 가능  하는 가장 효과 인 수단

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계층 간 빈익빈 부익부 

상을 심화시켜 사회의 양극화를 래하고 이런 사회의 양극화는 다시 교육의 양극화

를 진한다는 비 에 직면함.

- 사회경제  환경이 상 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의 학습부진에 처하는 경우가 증가

하는 추세이며, 학습 부진의 문제가 그들에게 정서 , 행동  부 응 문제 야기 하여 사

회  문제로서의 학생 학력 격차 해결이 시 함.

- 국가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김성숙 외, 2010)에 따르면, 반 으로 소외계층 학생(기

생활수 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교과별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1> 참조).

<표 1> 2009년 소외계층 학생 비율에 따른 성취도 평가 결과

소외계층비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6
1분 165.31 164.35 166.91 170.67 171.90

4분 162.06 160.78 162.05 167.86 164.56

3
1분 263.47 261.76 264.98 263.71 266.69

4분 260.52 259.16 260.01 261.11 260.88

고1
1분 369.89 361.80 365.69 363.24 368.63

4분 364.48 357.18 358.38 358.84 359.71

출처: 2009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수 분석 황(김성숙 외, 2010)

*: {(기 생활수 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식지원학생)/총학생수}를 4개의 동일한 간격으로 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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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  새터민 수의 지속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학생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별로는 등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

게 나타남(<표 2> 참조).

<표 2>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현황

(단  :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황
4,298

(12.5%)

23,602

(68.7%)

4,814

(14.0%)

1,624

(4.7%)

34,338

(100%)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재학 황
292

(14.3%)

1,099

(53.9%)

446

(21.9%)

203

(9.9%)

2,040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제4회 국정공동 세미나 발표 자료집(2010)

- 한 언어 장벽과 농  지역의 상  빈곤, 가족 간의 갈등, 문화의 차이,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은 다문화 가정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어, 다문화가정 

이민자의 생활․사회 응력  자녀교육지원이 요한 사회  과제로 두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 등 학습부진 가능성이 높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 학력을 보장하기 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

요함.

- 를 들면 우리나라와 같이 어를 학습상황에서만 하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지  능

력이나 노력보다는 어 학습에 한 경제능력(투자능력)의 차이로 인해 어능력이 결

정되기 쉬우며, 이는 입학, 취업, 승진 등 인생의 요한 문마다 문턱을 지키는 평가 

잣 (gatekeeper)가 되어 사회 인 문제가 될 수 있음(김희삼, 2010). 따라서 어학력의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경제력 격차 → 사교육 격차 → 어학력 격차 → 경제

력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차단 필요

<그림 1> 교육격차 순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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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에서의 요구(needs) 조사결과

연구진 전문가 연구진

∙선행 연구 분석

∙정책 자료 분석

∙ 련 문가(교장, 교사, 장학 , 장

학사, 학 교수등) 의  자문

∙의견수렴  분석

∙추진 략  실천과제 도출 

○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 사회 구 을 한 실천 모형

<그림 2> 교육격차 해소 실천 모형

공정사회의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

○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 정의1)

- 공정성은 기회의 공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으로 나 어 볼 경우, 결과의 공정성 개념의 

용은 실 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사회  합의가 가능한 정책목표로서의 공정성은 일차 으로 기회의 공정성에 을 맞

추는 것이 타당하며 바람직함.

-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 일반에 용되는 사  교육기회 균등

과 이에 맞는 제도  정의가 구 된 상태”로 정의함.

○ 공정사회의 구 을 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제고가 필수

이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교육희망사다리’로 명명함.

- 부모 세 의 사회경제  격차가 다음 세 에 그 로 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세  간 

1) 제4회 국정과제 세미나 발표 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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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제고가 필요함.

- 즉, 공정사회 구 을 해서는 사회경제  측면에서 상 으로 불리한 치에 있는 취

약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육격차 해소에 핵심 인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됨.

비전․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의 개선을 통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으로 공정사회 구현

추진전략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교수학습 체제 구축

취약계층 대상 

평가체제 구축

취약계층의 영어 

기초학력 보장 방안 마련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도출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1. 취약계층을 한 교

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

1-1.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 학생을 배려

하는 교육과정 개선  실행 방안
∙소외계층학생 배려 항목 수

1-2. 학부모의 다양한 사회  활동 보장을 

한 맞벌이 부부 가정 학생 등에 한 ‘돌

 기능’ 확  방안

∙돌  정책 입안 수

1-3. 타인에 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 함양을 

한 창의  체험활동 강화 방안
∙체험활동 참여율

2. 취약계층의 기 학

력 보장 교수학습 

체제 구축

2-1. 학습부진의 진단, 선별․평가, 이력 리

를 한 체제 구축

∙진단, 선별, 평가체제 구축 

여부

2-2. 학습부진학생에 한 맞춤형․개별화 

교수학습 체제 구축
∙부진학생 감소율

2-3. 학습부진 해소를 한 교수학습 환경․

지원 체제 구축  

∙지원을 한 인  물  자원 

증가율( 산 등)

3. 취약계층 상 평가

체제 구축

3-1. 학습부진 학생들을 진단하기 한 평가

체제 구축 방안
∙조기진단 평가체제

3-2. 특별 형 입학 학생의 실태 악  개

선 방안
∙특별 형 학생 수

3-3.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 학생을 상

으로 한 평가 방안
∙평가체제 구축 여부

4. 취약계층의 어 기

학력 보장 방안 

마련

4-1. 취약 계층 학생들을 한 어 학습 기

회 확  방안 
∙ 어 노출 시간 증가율

4-2. 어 기 학력 보장을 한 수업과 평가 

개선 방안 

∙수 별수업과 방과후학교

참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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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파급․기대효과 

○ 취약계층을 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 

- 타문화에 한 편견을 해소하여 상호 이해  포용 능력 함양하고, 학교의 돌  기능 강

화를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사회  활동 보장

- 창의  체험활동과 련 있는 사활동 등을 통해 소외 계층  사회 경제  배경이 낮

은 집단에 한 이해와 나눔의 기회 제공

○ 학습부진의 진단, 선별․평가, 이력 리를 한 체제의 구축

- 학습부진학생의 체계 ․지속  이력 리와 학습 해 요인분석을 통해 일 되고 종합

이며 효과 인 학업성취도 제고 방안이 추진 가능함 

○ 학습부진학생에 한 맞춤형․개별화된 교수학습 체제의 구축

- 학습부진학생에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 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를 실질 으로 보장

○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 학생을 상으로 한 평가 방안

- 다문화가정 학생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 한 표 화된 진단평가를 개발하여 교사들이 

학생수 에 합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 자료 제공

○ 취약계층의 어 기 학력 보장 방안

- 사교육 기회가 은 학생들을 한 어 지도 로그램을 효과 으로 운 하여 학력 격

차를 해소하며 학력부진 학생들의 어 기 능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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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별 추진방향

1-1. 다문화 가정2) 등 소외 계층 학생을 배려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실행 방안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수(유․ ․

․고등학생)는 약 34,000여명이며, 2005년 이래 해마다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등학교 재학생 수가 매년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현황 추세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제4회 국정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활용(2010)

- 한,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의 재학생수(유․ ․ ․고등학생)는 2010년 재 2,040

명이며, 학교 별로는 등학교 학생 비율이 53.9%(1,099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

교 21.9%(446명), 유치원 14.3%(292명), 고등학교 9.9%(203명) 순이었음. 역시 등학생 

비율이 53.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표 2> 참조)

- 한국교육개발원 2010년 국정과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 체 42,676명 

2) 여기서의 다문화가정은 교과부의 교육지원 정책 상에 포함되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 이탈

주민가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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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16명(83%)이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으며, 나머지 7,360

명(27%)은 탈학교로 나타났음. 학교 별로는 등학교의 경우 14%, 학교 16%, 고등학

교 30%로 학교 이 올라갈수록 탈학교 비율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표 3> 2009년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탈학교 비율

(단  : 명, %)

재학 자녀수 전체 자녀수 재학률 탈학교 비율

등학교 23,944 27,900 86% 14%

학교 6,739 8,055 84% 16%

고등학교 4,633 6,631 70% 30%

총계 35,316 42,676 83% 27%

출처 : 행정안 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원희목의원실 재구성(한국교육개발원 2010 국정과제 발표 

자료에서 재인용)

- 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  새터민 수의 지속  증가로 노동 

장,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다인종 , 다문화  공존과 상호존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응력 향상을 해 다문화가족을 한 지속 인 교육지원이 요한 사회

 과제로 두되고 있음.

- 한 언어 장벽과 농  지역의 상  빈곤, 가족 간의 갈등, 문화의 차이,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은 다문화 가정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어, 다문화가정 

이민자의 생활․사회 응력  자녀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를 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은 한국어 

교육, 기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단기 로그램 운 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 가정 학생에 한 일반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을 두어 

련 교육과정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 으로 다문화 사회에 합한 학교 교

육과정의 개발․운 이 필요함.

○ 추진방향  과제

- 다문화 소양 함양을 한 교육과정 구성

∙한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서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

민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에 

∙왜냐하면 국가 시민성은 높으나 세계 시민성이 낮은 경우, 국내의 다문화 집단수용에 

한계가 있고, 세계 시민성은 높으나 국가 시민성이 낮은 경우,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

체성을 상실할 가능성 있음.

∙따라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 력할 수 있는 다문화  소양을 

함양시키는 내용으로 학교 교육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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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상호소통과 배려의 정신 함양을 한 교육과정 구성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에게는 타문화에 한 편견 해소  이

해․포용 련 내용, 새터민 가정 자녀에게는 자아정체성  한국사회 이해․ 응 

련 내용, 그리고 일반 학생에게는 삶의 다양성 인식, 타문화의 편견 해소  이해․포

용 능력 함양 내용 포함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집단에 한 이해와 배려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 국가수

의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과정 총론뿐만 아니라 련 교과 교육과정 내용으로 구체화

하여 반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사례

- 핀란드 : 특별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 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함(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18-19).

∙특별지원교사 는 수업보조교사가 교실 내 는 교실 밖에서 지도․지원하며, 특별

지원교사는 교사나 보조교사의 조력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학습부진 

는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지도․지원

- 다분야 지원 을 통한 학력 향상  학생의 복지 지원

∙학생의 학습부진은 가정  사회  문제와 련이 있음으로 다양한 문가(학교 교사, 

특별지원교사, 학교상담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보건 정신 건강 담당자 등)로 특별

지원 (TF)을 구성하여 학교 는 교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  지원

- 방과 ․후 교육과정 운

∙교육 복지와 사회 평등 증진을 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정서 생활을 함양하며, 특히 등 1~2학년 학생들에게 우선 으로 제공

○ 기 효과

- 소외계층 학생에 한 교육  배려를 통해 공정 사회 구 을 한 실질  기회 제공

-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간 서로 삶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타문화에 한 편견을 해소하

여 상호 이해  포용 능력 함양

- 소외계층 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상호소통과 배려의 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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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부모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보장을 위한 맞벌이 부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돌봄 기능' 확대 방안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등학교 보육 로그램 운 과 련하여 정부는 2006년에는 400개 등학교, 2007년에

는 700개 등학교의 보육교실 시설지원 을 지원하 으며, 2009년 말 등학교 보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등학생은 총 66,691명으로 국 등학생의 1.9%에 해당함.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등학교 보육 로그램 참여 학생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 

31,788명, 2007년 43,720명, 2008년 51,110명, 2009년 66,691명으로 계속 인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4>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 현황 추이

- 특히 등학교 보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51.3%(34,225명)가 맞벌이 부부 

자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소득층은 기 생활 수 자(12.1%, 8,046명), 식 

지원자(16.1%, 10,715명)를 포함하여 총 28.1%(18,761명)인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3월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  교실’로 지정된 학교( 국 1,000개 학교 정)를 통

해 소득층 자녀,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상으로 하여 돌  교실을 

운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재 유치원과 등학교 수 에서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과 돌

을 유기 으로 연계하되, 유․ ․ ․고 학교 별 특성을 반 하여 맞춤형 돌  교실이 

운 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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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과제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청의 지원 사항으로 등학교 학년 학생에 한 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 시행 인 방과후 학교  보육 교실 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단 학교 수 에서의 돌  기능 강화를 해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  지원 방안이 극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한 등학교 학년 학생에 한 돌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 별 특성을 고려한 돌  기능이 확 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등학교 학년뿐만 아니라, 농산어  지역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등과 연계

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는 ‘edu-care’ 학교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가수  교육과정 개정 시 이를 극 반 하여 국가  시․도 교육청 수 의 지

원 사항으로 학교 별 ‘교육․보육 교육과정( 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내외 사례

- 핀란드 : ‘보육 제공’을 통해 교육복지와 사회 평등 도모 함. 학교는 학교 밖 문가  

기  등과 력하여 학생들의 보육과 방과 후 활동, 건강․복지 등을 함께 챙김으로써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통합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을 한 

학교-지역사회 력이 원활하게 작동됨(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16-20).

∙‘morning care' : 부모나 보호자의 직업  사회 활동으로 아침에 일  출근함에 따라 

취학  아동  등학교 1-2학년 상으로 보육 기능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하는 비 리 단체 는 민간 기업에 탁

∙'afternoon care' : 부모나 보호자의 직업  사회 활동으로 방과 후 돌  기능 제공을 

통해 방과 후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을 부모 귀가 시간까지 돌  기능 제공

○ 기 효과

- 학교의 돌  기능 강화를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사회  활동 보장

1-3.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 함양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방안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2009.7.)에서는 로벌 창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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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모습으로 세계 인 사람(지구  어느 곳에서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 창의 인 사람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 교양 있는 사람(타인을 배려하고 다양

성을 존 하며 상생을 추구)을 제안함.

- 한 자문회의는 국민 여론조사(2009.6.)를 통해 행 교육과정의 문제  진단  개선 

방안으로 ‘동아리 활동, 사활동, 진로교육과 같은 비교과 활동 시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교과활동 이외의 다양한 체험, 사, 진로교육 등을 통하여 인  성장을 도모하기 한 

비교과 활동 로그램이 그 동안 장에서는 형식 으로 운 되고 있다는 비 이 계속

되어 왔음.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  체험

활동’으로 교과 외 활동을 구성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으로 ‘배려와 나눔

을 실천하는 창의 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09).

- ‘창의  체험활동(자율․동아리․ 사․진로)’ 시수 확 로 ․ 학교의 경우, 주당 3시

간 이상, 고등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운 됨에 따라 교육과정기반 사활동 

활성화 기

- 따라서 타인에 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함양하기 해 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직

인 체험활동을 내실화하고, 창의  체험활동의 련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

천하는 것이 창의  체험활동 강화의 건이 될 것임.

○ 추진방향  과제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외 교육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의  체험활동’의 목 과 

취지를 살려 그 동안 문제로 지 되어 왔던 교과 외 활동 편성․운 의 형식성을 탈피하

여 기본 취지와 목 에 부합하도록 창의  체험활동 내용과 방법을 보다 내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창의  체험활동의 하  활동 역인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사 활동, 진로 활동 각각

의 특색을 반 한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 배려와 나눔 정신’을 체득할 수 있기 해서는 

청소년 단체 활동, 교내  지역사회 사활동,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 등이 체험 

심 활동으로 운 되어야 하며, 이를 해 국가  시․도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  

측면의 실질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국내외 사례

- 국제학력졸업 자격제도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 CAS(Creativity, Action, 

Service; 창의성, 활동, 사) 내용이 있음(<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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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제학력졸업 자격제도(IB)의 CAS

목적
∙지역사회, 지구 의 실제 인 문제에 직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함으로

써 자신감, 동정심, 이타  성품을 신장함

내용

∙Creativity : 오 스트라 활동, 작문, 클럽활동, 신문제작 등의 술  창작 활동

∙Action : 야구, 농구, 축구 등의 체육 활동과 지역 사회 는 세계  단체에서의 

활동

∙Service : 학생회 활동  지역사회를 한 사활동

최소 활동시간 ∙2년간 매주 3~4시간

학교 준비사항 ∙교내 CAS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CAS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함

○ 기 효과

- 공정한 사회 구 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해 학교 교육을 통해 타인에 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 체득

- 창의  체험활동과 련 있는 사활동 등을 통해 소외 계층  사회 경제  배경이 낮

은 집단에 한 이해와 나눔의 기회 제공

2-1. 학습부진의 진단, 선별․평가, 이력관리를 위한 체제의 구축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교수학습 측면에서 학습부진이란 정상 인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으면

서도 환경요인,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학습습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에 설정

된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 때 최  학업 성취수 에 도달하지 못한 상을 지칭함.

- 2009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등학교 6학년은 과학, 학교 3학년은 

국어  어,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 교과가 기 학력 미달 비율이 낮고  년도에 비해 

향상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개되

어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학교가 노력한 결과로 해석됨.

- 그러나 여 히 최소 성취수 에 도달하지 못한 기 학력 미달 학생이 남아 있는 실정임. 

2009년 기 학력 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 이 올라갈수록 기 학력 미달 비율이 상

승하여 고등학생 기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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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년별․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단  : %)

구분
2009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전체

6 2.3 1.3 1.3 1.2 1.8 1.6

3 4.6 7.6 10.9 7.7 5.0 7.2

고1 3.9 9.2 11.6 9.0 7.4 8.2

- 이런 학습부진 상에 하여는 사후의 교육  재를 통해 그 학력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부진의 잠재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상으로 사  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이를 해서는 학습부진자의 선별이 필요한데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별에 국한되고 세부 진단 정보 제공  지도 후 사후 

평가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수․학습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추진방향  과제

- 학습부진학생의 학습곤란 방을 한 효과 인 진단 체제의 구축

- 학습부진으로 선별된 학생을 상으로 교육과정 역별 필수 학습 요소에 기 한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실제 교수․학습 후 사후 평가를 통해 지도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

며, 더 나아가 학습부진의 근원  원인 악에 기 한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습

해 요인을 진단

- 한 일련의 진단․평가 결과를 체계 으로 리하여 학습부진학생 지도가 학년 간, 학

 간, 학교 간 연속선상에서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국내외 사례

- 국의 ‘아동지원 종합 계획(The Children's Plan)

∙모든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best start)을 제공하고 잠재력을 실 할 수 있도록 아동 

기에 보편 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아동의 각 연령 별 일반  도달 기  수 을 설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아동에게 맞춤

형 는 개별화 학습을 제공

∙학령  아동의 경우, 취약계층의 아동과 일반 아동 사이의 출발  격차를 이는데 

목 으로 두고 학령  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기 틀을 설정하고 지원함.

∙취약 계층의 학력 학생과 일반 학생과의 성취 격차를 이기 해 학습 해 요인을 

종합 진단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지역의 ‘다  지원 ’을 통해 통합 서비스(정신건강 

서비스, 심리치료, 언어치료, 양육을 포함한 가정 지원 제공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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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효과

- 잠재  학습부진학생의 조기 선별, 진단  평가를 통해 학습부진을 사  방함으로써 

출발  과정에서의 공평한 교육 기회의 토 를 제공 

- 학습부진학생의 체계 ․지속  이력 리와 학습 해 요인분석을 통해 일 되고 종합

이며 효과 인 학업성취도 제고 방안이 추진 가능함.

2-2.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개별화 교수학습 체제의 구축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학교교육에 평가, 즉 입시제도가 미치는 향이 높은 우리나라 수업에서 입시 비에 필

요한 진도 나가기 주의 수업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최  심사임.

- 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는 제 하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진도 나가기 수업’은 정작 교사의 수업이 필요한 학생, 더 나아가 교사의 수업에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래함으로써 최소한의 공평한 교

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학교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경 기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학교’로 지정․운 하고 있으나 이는 체 학교의 일부( 체 등학교  5.4%,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각 20%, 문계 고등학교  40%)를 상으로 한 것임.

○ 추진방향  과제

- 학교 정규수업 시간  학습부진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지

도방안을 다각 으로 강구하고, 학습부진 원인의 진단 결과 일반 교사가 지도하기 어려

운 경우엔 특별한 지원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방과 ․후 활동은 학습자의 개별 인 요구, 학습부진의 수   유형, 학교 역량에 따

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 하고, 방과 후 보정 로그램은 결손된 기 학습 내용뿐만 아니

라 해당 학년의 교과 학습 내용을 히 혼용하여 운

- 학습 해요인 진단결과에 따른 원인 치유  지도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각한 

학습결손 에서 비롯된 학습동기  자신감 결여, 학습 무력감의 증  등을 치유하기 

한 학습동기 유발, 자신감 강화, 학습태도 개선 로그램 등 운

- 학력향상 학교의 지정 확   련 핵심  제도의 일반 학교로의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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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

- 우리나라의 ‘학력향상 학교’

∙2009년 교육 형평성 회복을 국가 사회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고 기 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 목 을 해 기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학교로 지

정하고 국가가 지원

∙학교 내에 학습부진에 한 총체 인 방-진단- 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향상 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습부진학생에 한 교사의 

극  심과 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결집을 지원하고, 학력향상을 

한 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기 학력 향

상 지원체제의 구축 착수

∙2010년 3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 지정된 1,440개 학력향상 학

교  1,250개교(86.8%)가 미달기 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향상 학교의 

년도 비 기 학력 미달 비율 감소율은 학년별 체 학생의 기 학력 미달 감소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운 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됨.

- 국의 ‘아동지원 종합 계획’

∙학교학습에서, 개별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습 체제 구축(수업에서 일정 시

간을 할애하여 학습부진학생 조력; 결손 부분을 따라잡는 수업보다는 학습진도를 맞

추어 나가게 지도; 개별 학생의 진도를 확인하며 다음 단계의 학습을 제공; 수  테스

트를 도입하여 다음 단계의 학습 성취에 을 맞추도록 유도)

∙교실 밖 지원(확장된 학교) : 소득층 아동을 한 교과학습 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

여 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에 주력

∙취약계층 학력 학생과 일반 학생과의 성취 격차를 이기 해 학습 해요인을 종

합 진단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지역의 다  지원 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핀란드의 개별화된 교육 정책

∙특별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을 해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

∙방과 ․후 교육과정의 운 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정서 생활을 함양하고, 교육복지와 사회 평등을 도모함으로써 교육 소외 방지를 지향함.

○ 기 효과

- 학습부진학생에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 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를 실질 으로 보장

- 학습부진학생에 특화된 교육을 종합 으로 제공,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태도 등을 개

선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독립 으로 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3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2-3.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 환경․지원 체제의 구축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한 학생, 학부모의 부정  인식, 교사들의 업무과 으로 학습부

진학생에 한 개별화된 지도 시간 확보 곤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과다, 담당교사

의 책임지도 범 와 한계의 불명확성 등 여러 가지 실  제약이 상존함.

- 한 정규교육과정 담당교사와 학습부진학생을 특화하여 담당하는 강사 등 지원인력 사

이의 력 부재  문성 결여, 학습부진 해소를 한 산 부족으로 인한 인 , 물  

지원의 부재도 있음.

- 이와 같은 학습부진학생에게 호의 이지 않은 교수학습 환경 내지 지원 체제의 개선 없

이는 기타의 실천과제가 형식 으로 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기 학력 보장을 한 교

수학습의 실효성을 기 하기 어려움. 

○ 추진방향  과제

- 학습부진학생 교육의 형평  당 성, 사회통합 , 미래지향  측면을 홍보함으로써 일반

의 부정  인식을 타

- 학습부진학생의 다양한 학력 수 에 합한 학습자료  담당교사용 지도 매뉴얼의 제공

- 학습부진학생의 지도를 한 시간, 노력 확보를 해 행정 업무 등 교수학습의 보조 업무

를 획기 으로 경감

- 담당교사로 하여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문성을 갖추도록 교사 연수의 내용을 개편하

고, 이런 지도에 특화된 보조교사, 문교사를 양성하고 확보

- 담당교사와 보조, 문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  내지 학교 내 학습부진 담 , 혹은 교

육청이나 지역사회를 심으로 심리상담사, 복지사, 특수교사 등을 포함하는 다 지원

을 구성, 운

- 방과 후 보정 로그램 운 을 한 지도 교실  학습 기자재의 구비

-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한 성과를 올린 교사, 학교, 교육청 등에 한 포상 등 각종 

인센티  제도의 도입 

○ 국내외 사례

- 핀란드의 ‘다분야 지원 ’: 학습부진 해소를 한 교수학습 환경 지원 체제

∙학교 교사, 특별지원교사, 학교 상담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보건 정신건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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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주거 담당자 등으로 구성

∙학교 는 교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도움을 주고 보다 범 한 서비스의 

도움에 연결함.

∙학교 는 교사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른 문가의 조를 통해 처리

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념할 수 있도록 함.

∙학생이나 학부모는 보충수업을 학습결손이나 학습부진이 있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

○ 기 효과

- 단  학교 내지 교사의 해결 역을 벗어나는 문제와 련된 학습부진 상을 효과 으로 

해소 가능

- 기 학력 보장을 한 교수학습 체제 구 을 한 실천과제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실질

이고 통합 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

3-1. 학습부진 학생들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방안 제시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재 기 학력 미달 학생들에 한 진단은 재 주로 시․도교육청 수 의 교과학습 진

단평가나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일제고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등학교 4학년에서 학교 2학년까지 매 학년마다 실시되고 있으

며, 정부의 기 학력 미달학생 최소화 정책의 주요 토 가 되고 있는 국가수  학업성취

도평가는 등학교 6학년과 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체를 상으로 실시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존 평가체제를 활용해서도 4부터 매 학년  수 에서 학생들의 기 학력 

수 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검사체제 만

으로는 효과 으로 기 학습 미달학생을 진단해나가는 데 제한 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

하기 한 조치가 요구됨.

- 학교 이 올라갈수록 학업결손이 된다는 연구(류방란, 김성식, 2006)에서 알 수 있

듯이, 등학교나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 로 배우지 못하고 학습결손이 일어

나게 되면 고등학교나 이후 단계에서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등학교 학년에서부터 최소한의 이수내용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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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해내고, 이들 학생들이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평가체제가 보다 

확고히 구축되어야 함.

○ 추진방향  과제

- 기 학력 미달이나 교과학습 부진 등에 한 검사체제를 구축하기 해서는 학습부진과 

기 학력에 한 개념을 명료화하여 이에 한 조작  정의를 내리는 일이 요구됨.

- 아울러 학생의 학습을 해하는 요인, 즉 학습부진의 원인에 한 정확한 진단 없이 학습 

주의 지도만 하다 보니 지도의 지속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다 근원

인 원인 악에 기 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해 요인에 한 진단도 요구됨.

- 학생들의 기 학력 미달이나 교과학습 부진에 한 검사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

사결과에 한 결과보고시스템이 개선되어야하며 기 학력 미달학생들에 한 조기 진

단이 필요함.

- 일제고사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 학교 수 에서 기 학력 미달학생들을 자체 으로 진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할 필요가 있으며, 단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학생평

가 자료를 극 으로 활용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 인 지도가 필요함.

- 행 학습부진학생 선별은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지만 선별에만 국한되고 세부 진단 정보 제공  지도 후 사후 평가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지도  지도 활동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임.

- 매 학년 마다 기 학력 미달여부를 진단하기 한 평가체제를 운 하는 것이 비효율 이

라면 학교나 학생의 조건에 따라 평가주기를 조 해나가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국내외 사례

- 미국의 경우 통 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특성으로 흑인을 비롯한 소득층 아동

을 한 교육지원 정책( : 헤드스타트)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옴.

- 부시정부에서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더불어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이고자 하는 NCLB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공포되고 국 으로 시행됨.

- 오바마정부의 교육정책은 불우한 계층의 아동들의 삶에 일  사회가 개입하여 얻는 효

과는 그 어떤 것보다 큼을 강조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에 사회가 극 나서야 함을 강조

하고 있음.

○ 기 효과

- 학습부진(기 학력 미달)으로 선별된 학생을 상으로, 교육과정 역별 필수 학습요소

에 기 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실제 지도 후 사후 평가를 통해 지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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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련의 진단․평가 결과를 체계 으로 리하여 학습부진 학생 지도가 학년 간, 

학교  간 연속선상에서 체계 이고 지속 인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효과 일 것으로 기

됨.

3-2. 특별전형 입학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제시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경제 ․지리 ․문화  이유 등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게 학 진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특별 형(농어 학생 특별 형, 문계 고교 특별 형,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특별 형, 특수교육 상자 특별 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형, 산업체

탁교육생 선발 등)이 국의 학에서 실시되고 있지만(<표 6> 참조), 특별 형을 통해 

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실태와 그들의 성취도 악은 미흡함.

<표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유형 및 모집 현황

구분 특별전형별 모집인원

∙농어  학생 특별 형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4% 이내

∙ 문계 고교 특별 형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12년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한 없음)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특별 형
농어 , 문계 고교 특별 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9% 이내

∙장애․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  필요 

상자 특별 형
제한없음

○ 추진방향  과제

-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 형’  농어

형 등과 같이 특별 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학 입학 후 실태를 악하고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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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

특별전형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 으로 하는 형

○ 차등 인 보상기 에 의한 형 

○ 정원외 특별 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 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특수교육 상자

 - 재외국민  외국인

 - 순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교육과정 이수자

 - 문계고교 졸업자

 - 산업체 탁학생(산업 학  문 학에 한함)

○ 기 효과

- 취약계층, 소외계층 자녀의 질 높은 학교육에의 근성을 제고하여 교육사다리를 통해 

사회이동을 가능  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사회 통합에 기여

- 정원 외 특별 형의 정 인 효과를 악하여 특별 형 확  방안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특별 형의 부정 인 측면을 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3-3.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방안 제시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 학생의 교육 지원을 한 기 자료, 즉 다문화 가정 유형별 

차이, 기 학력 수  등에 한 객 인 자료 등의 축 이 부족하여 효과 인 지원 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잠재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발달이 제 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

하기 해서 지원이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함.

○ 추진방향  과제

-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하여 언어 ․문화   환경에 

의하여 제 로 된 교육  기회와 혜택을 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여나가기 해서 

우선 가능한 이른 시기에 표 화된 진단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진단은 단순 학력과 같은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재 학생이 처한 상황과 어려

움 등도 함께 악하여 개별  처방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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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학생을 상으로 한 표 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이들의 수 을 악하

고 한 로그램에 배치하여 이수 과정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다문화가정 등 소외 계층 학생의 기 학력향상을 한 표 화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수 에서 표 화된 객 인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보 하며, 표 화된 평가 도구를 

이용해 일반 인 학습 능력, 모국어 능력 등에 한 교사의 찰 평가 등으로 활용되어 

반 으로 종합 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등 소외 계층 학생에 한 진단과 평가 결과를 체계 으로 리

하여 학생 지도가 학년 간, 학교  간 연속선상에서 체계 이고 지속 인 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 국내외 사례

- 외국의 제2 언어 교육 상 선정  진단 평가

국가 특징

미국

∙교육 상 확인, 진단, 배치 평가 실시( 차: 입학 후 학교장 ESL추천 → ESL 교사가 벨 테스트 → 

로그램 상자 확인)

∙4가지 언어 기능 능력 평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국가 차원의 ESL 지침서 활용하여 5단계로 평가)

∙환  혹은 수료 평가: ESL 로그램 과정 수료 시 말하기  쓰기 시험 실시

∙표 화된 측정 도구 사용 지양, 말하기ㆍ쓰기 평가와 ESL 교사의 단 토 로 수료 여부 결정

국

∙교육 상 확인, 진단, 배치 평가: 입학 후 2주 이내 'NFER'(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에서 개발한 읽기 표  평가 테스트  IPA(Initial Period Assessment) 실시

∙학생의 총체  정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어 기술 수 에 따라 EAL 지원이 결정

∙환  혹은 수료 평가: 매 학기 학  교사와 보조 교사가 EAL 서비스 리 양식 작성(EAL 서비스 부서

로부터 EAL 지원 기  수혜, 학생이 EAL 10단계 이상일 경우 부가 인 평가 양식 생략)

일본

∙교육 상 확인, 진단, 배치 평가: 학교 리직 교사의 찰을 통한 ‘보고’에 의해 단(평가 기 이 

모호한 상태), 일반 으로 일본에 체류 기간 2년 미만 학생 상으로 국제 학 (일본어 응 학 )에 

배치

∙JSL 밴드 스 일 사용: 언어 4기능을 1∼8 벨로 나 어 평가

∙지필 시험과 같은 객  측정 지양, 교사 찰 결과를 토 로 한 측정 지향

∙환  혹은 수료 평가: 특정한 환  는 수료 평가는 부재하나, 일본어 수 이 JSL 밴드 4 벨 이상이 

되면 수료 가능, 교사의 종합  단․제안에 따라 결정

랑

스

∙교육 상 확인, 진단, 배치 평가: ‘아카데미 센터’ 주  하에 랑스 어 능력 수 , 모국어 읽기 쓰기 

능력, 일반 교육 수  포함한 총체  능력 측정

∙교육 상 확인, 진단 후 학교 교사에게 통보

∙환  혹은 수료 평가: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시행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 과 교과 내용으로 수료 여부 결정( 랑스 어 능력은 유럽 공동 기  사용: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범 의 4등  평가 기  사용)

호주

∙교육 상 확인, 진단, 배치 평가: 학생의 입학 시 에 어권 거주 횟수, 가정 내 언어, 어 사용 수  

등을 미리 평가하여 ESL 수업과 교사를 학교에 배치

∙ 상 학생의 어 사용 능력 측정: ESL Scale 활용한 세 역(구술, 독해, 쓰기) 측정

∙주 정부 주  어 유창성 검사 실시( 등학교 4학년 이상 비 어권 학생들을 상)

∙환  혹은 수료 평가: 성취 평가 실시, 기본 6등 으로 구분, ESL 교사와 담임교사의 합의 하에 결정, 

1년에 2회 실시, 학생의 학업  발달 과정, 학업 성취도 등을 지속 으로 검 후 각 단계의 수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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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효과

-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 학생을 상으로 한 국가수 의 표 화된 평가 체제를 통해, 

교육과정 역별 필수 학습요소에 기 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실제지도 후 사후 평가

를 통해 지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체계  학생 평가를 통해 기 학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일반 학생과의 학력격

차 완화에 기여

4-1. 취약 계층․지역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 기회 확대 방안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어 학력 수 과 학습 기회의 계층 � 지역 격차

∙다른 교과목에 비해 상 으로 어 교과에서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격차가 

크고(<표 7> 참조), 가구소득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표 8> 참조), 그 

차이는 학년 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표 7> 지역별 영어 학업성취도 기초미달자 비율

(단  : %)

초6 중3 고2

도시 1.6 4.7 5.9

․소도시 2.0 4.9 7.1

읍․면지역 2.1 6.2 13.5

출처: 2009년 국가수 학업성취도평가연구- 어(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8> 학생구성(소외계층비율)에 따른 성취도 척도점수평균(초6)

구분 영어 국어 수학

1분 171.90 165.31 166.91

2분 168.58 163.72 164.54

3분 166.21 162.58 163.10

4분 164.32 162.06 162.05
  

출처: 2009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수 분석 황(김성숙, 2010)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어 학습 기회가 제 로 주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읍․면지역 학생들의 어 사교육 참여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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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우 낮고(<표 9> 참조), 읍․면 지역 등학교의 상치 교사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표 10> 참조) 도 의사소통 심의 어 수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

는 원인이 될 수 있음.

<표 9> 지역별 영어학원 수강 비율(%) 비교

초등학생 중학생

수강한다 수강 안한다 수강한다 수강 안한다

서울 75.3 24.7 69.3 30.7

농어 43.5 56.5 35.6 64.4

출처:  학교 어교육 노출시간 확  방안 연구(이병민, 2008)

<표 10> 중등학교 상치 교사 수의 지역 간 격차

학교급 서울 광역시 도

10 152 431

고 71 281 858

합계 81 433 1,28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3). ｢통계로 본 등교육｣

○ 추진방향  과제

- 소외 지역�계층 학생들의 어 노출 시간 확 를 통한 어능력 향상 방안 제시

- 소외계층 학생들의 어 공부의 필요성과 동기 향상 방안 제시 

- 사교육 체제의 발굴  활용 방안 제시 (EBS 로그램, 시도교육청 자료 개발  활용 

방안) 

- 어교사 문성 강화를 통한 소외 지역 어 수업 방식의 개선 방안 제시 

○ 국내외 사례

- 인천 OO공업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 ZERO화 실 을 한 학력Jump, 희망UP 로젝

트｣

∙ 어 련 추진 내용: 어단어 인증제 실시, EBS 어회화 방송시청

∙추진 성과: 어단어 인증제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를 이해하   고 사용

할 수 있는 기본 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 고 어 학업성취도 평가 ‘기 학력미

달’ 비율이 년도 비 89% 감

- 경기 OO 학교 ｢교사의 학습  진로 상담의 문성 제고｣

∙ 어 우수 수업 사례를 통한 수업 코칭(coaching)으로 교사의 수업 문성을 신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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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효과

- 읍․면지역  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 자료와 문화를 할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학생들의 어 사용 능력  어에 한 흥미와 심도 제고 

- 사교육 기회가 은 학생들을 한 어 지도 로그램을 효과 으로 운 하여 학력 격

차를 해소하며 학력부진 학생들의 어 기 능력 보장

- 읍․면지역 어수업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어 네 가지 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

기)의 고른 습득 추구

4-2. 영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수업 및 평가 개선 방안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어 기 학력 보장을 해 운 되는 학습 로그램들의 성과에 한 평가가 엇갈림.

∙수 별 이동수업  부진학생 지도 로그램: 등학교에서는 어 성취도에 정

인 효과가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단, ․하 권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태도

와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이 숙, 양성 , 2010).

∙방과 후 활동: 등학교와 학교에서는 방과 후 활동 참여 비율과 어 성취도 간의 

상 계가 미약하 고 오직 고등학교에서만 방과 후 활동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성숙, 2010).

- 어 학습에 한 동기 부여 없이 단지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추가의 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움.

- 상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체제에서는 어 기 학력을 어떤 잣 로 보장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아동기부터  더 심화되어 온 어 격차로 인해 상 으로 

뒤처진 학생들에게 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어려움.

○ 추진방향  과제

- 개인의 성과 수 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어 수업 형태 제시

- 어 학습부진학생 지도 로그램의 효과 인 운  방안 제시

- 학교 별로 최 화된 어 방과 후 학습활동 운  방안 제시

- 국가 수 의 어능력시험의  평가화를 통해 모든 학생의 기 학력 보장을 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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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책무성 강화 

○ 국내외 사례

- 서울 OO 등학교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방과후 디딤돌 교실 운 ｣

∙추진 내용: 어기 학력 향상을 한 지속 인 어교육 로그램 운

1) 교과 담 교사를 활용한 내실있는 정규 어수업 운 , 2) 지속 인 어 체험활동 

운 , 3) 어 친화  교육환경 구축 

∙추진 성과: 1) 학습부진 학생의 감소, 2) 학력향상 학교 산을 활용한 교과지도, 

어 캠  등 다양한 로그램 운 , 3) 학습부진학생의 학력 향상으로 교우 계  

학교생활 응도를 높임.

- 구 OO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 - 트랙제 수 별 수업｣

∙추진 내용: 트랙제(Track) 수 별 수업 운

(1) (2) (3) (4)

개인별, 단계별 

학습지 활용, 학교 

내용 학습

수 별 학습 활용, 

선수학습 검  

자가진단

매시간 형성평가 

실시로 완  학습 

지향

형성평가 결과에 

따른 수 별 과제 

제시

○ 기 효과

-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어 학습의 효과를 극 화함. 

- 학생의 개인별 성과 성취수 에 합한 수업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취도, 자신감, 흥

미도를 향상시킴.

- 다양한 수 의 학생들로 편성된 학 에서 개별화 수업의 가능성 여부 진단하여 수 별 

수업의 안으로 제시

- 방과 후 교육활동 실태 악을 통해 운   교수학습에 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어 성취도 향상에 기여

- 국가 어능력시험과 교실수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험의 타당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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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국형 정부 행정시스템 

확립방안

박응격 I 한국행정연구원

대내외 여건 분석

○ 행정 분야에서의 국내외 환경 변화와 장애 요인  당면 과제

- 인사정책․제도(개방형 임용제, 특채 등) 표류, 정부기능․조직 재조정 미흡 

- 비합리 인 산과정  산낭비 심화, 과 한 비용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정책

○ 행정 분야의 Requirements 조사(의견수렴 과정 등 추진 략  실천과제의 도출 방법)

- 행정학계 교수를 상으로 최근의 행정학 쟁  자문

- 공무원들과 정책과정(결정-집행-평가)  행정 리의 공정성 논의

○ 행정 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구 의 단계  실천 계획

- 인사정책  제도의 공정성 확보, 공정사회에 부합하는 조직설계

- 산과정의 공정성 확보, 경쟁력과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정책

공정사회의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

○ 행정 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 구 을 한 선진화된 행정시스템｣ 확립

비전․목표
행정 선진화

소통성 - 책임성 - 자율성 강화

추진전략

저성과자 퇴출제 확대

공직무사안일 처벌 강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정부조직진단 강화

다문화시대 부합한 조직재설계

사회안전망 거버넌스형 조직 

구축

예산편성․심의 공정성 확보

예산 낭비 방지

복지예산 누수 방지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규제형평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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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도출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공정성 강화를 한 

공직사회 제도 개선

1-1. 성과자 퇴출 확

- 퇴출제도(평가 등) 보완

- 퇴출자 권리구제 보완 

- 행정소송 응 논리

1-2. 공직 무사안일 처벌 강화

- 행안부․감사원․법제처TF

- 무사안일 감사기능 강화

- 행안부 복무과 기능 강화

1-3. 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 극행정면책제도 원회

- 면책제도 용․배제 요건

- 인센티 제도 설계

공정성 강화를 한 

정부조직 재설계

2-1. 립 ․ 문 인 정부조직진단 강화

- 학계, 민간, 공무원 TF

- 정부조직진단 조직 개편

- 상시 ․ 립  조직진단

2-2. 다문화 시 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재

설계

- 다문화 Control Tower구성

- 주 부처와 조부처 조율

- 소통․ 용․ 용 내재화

2-3. 사회안 망 확충을 한 거버 스형

조직 구축

- 복지와 사회안 망 정책조합

- 민․  collaboration

- 복지기능 조직개편

공정성 강화를 한 

산제도 개선

3-1. 산편성․ 산심의의 공정성 확보

- 산편성지침에 공정성 반

- 상임  산심의 기능 강화

- 주민참여 산제도 확

3-2. 산집행의 낭비 방지

- 산제, 변상 등 민형사책임

- 주민소송제 활성화

- 산지출승인 기한 연장

3-3. 복지 산 수 방지

- 사회복지통합 리망 확립

- 맞춤형 복지로 환

- 수혜 격자 엄격한 선별

공정성 강화를 한 

규제정책 재정립

4-1. 한시  규제유 제도 확 ․강화

- 유  격 상자 매뉴얼

- 법률 외 고시․지침도 용

- 유  후 갈등 조율기제

4-2. 규제형평제도 확 ․강화

- 규제형평 원회 재설계

- 규제 용․ 외기  정립

- 규제형평제도 법령 제정

4-3. 네거티  규제제도 확 ․강화

- 각종 인․허가 원회 재정비

- 네거티  규제제도 확

- 상식과 자율 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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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파급․기대효과

○ 공직사회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공직환경 조성

- 성과자 퇴출 확 를 통해 조직에 생동감을 주고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킴

- 공직무사안일 처벌 강화를 통해 소극 인 태도를 방지하여 조직몰입을 통한 조직생산성 

향상, 국민에 한 행정서비스 수  제고 가능

- 극행정 면책제도 강화를 통해 행정효율성과 국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극

인 행정행 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을 과감히 용하며, 더 나아가 인센티

를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역동성을 확보

○ 정부조직 진단  재설계를 통한 공정한 정부기능  조직 강화

- 립 ․ 문  정부조직진단 확 를 통해서 조된 인수 에 의해 추진하던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를 일 수 있으며, 여당과 야당 간 힘겨루기나 부처할거주의 등으로 인한 

조직개편의 왜곡을 완화시킬 수 있어 공정한 정부운 에 기여

- 다문화 시 에 부합하는 조직재설계를 통해서 각 부처에 혼재된 기존 다문화 정책  

제도를 Control Tower를 갖춘 조직에서 종합 ․체계 ․장기  에서 리․운

하여야 보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회안 망 확충을 한 거버 스형 조직 구축을 통해 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사회

 약자계층에 한 사회안 망 조직을 통합․운 하여 장기 인 계획․결정․집

행․평가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산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산 운

- 산편성  산심의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산제도를 확 한다면 부패나 산

낭비를 없애면서 사회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 할 수 있어 의민주

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

- 산낭비 방지를 통해서 단체장의 생색내기  시행정,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추진을 

막고, 단체장 업 과시용으로 낭비하는 산을 약하여 시민복지에 투입할 수 있음

- 복지 산 수방지를 해서 엄격한 복지수혜 격자를 선별․ 용함으로써 복지 산의 

효율성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 격자를 복지혜택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도

덕  해이를 이고 복지를 통한 공정사회 구 에 기여

○ 규제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정한 규제정책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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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범주 동일 우의 원칙’의 하나인 한시  규제제도 용을 통해 기존 규제 없이도 

문제 없이 효과 으로 작동한다면, 규제유 기간 이후 해당 규제를 항구 으로 폐지하거

나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규제개 에 기여

- 분배기 조 의 원칙의 하나인 규제형평제도는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  재량 

행사로 인해 야기되는 개별 규제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으며, 개별 규제 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해지고, 피규제자가 규제형평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실

질  법치주의 구 에 기여

- 네거티  규제제도의 확 를 통해서 사회  자본 확충, 고용창출 확 , 인허가  행정비

용을 획기 으로 축소시킬 수 있고, 사업진입의 공정한 기회를 주어 해외투자 유치에도 

기여하며,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도 제고

실천과제별 추진방향

1-1. 저성과자 퇴출 확대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일반 으로 조직에는 고성과자(A-player, 10%), 간성과자(B-player, 80%), 성과자

(C-player, 10%)가 존재하는데, 그동안 온정주의 행정문화로 인해 성과자에 한 

한 인사 리가 부재 

- 조직 밖에서는 고 유능한 수많은 인재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실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성과자를 방치하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정부 인사 리 측면에서 불공정한 것으로 단됨

○ 추진방향  과제

- 우선 으로 성과자에 해서는 재 소 재배치, 교육훈련,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그

래도 도 히 성과향상이 어려운 자나 조직부 격자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제도를 강력

히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물론 성과자 퇴출제도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교과

부 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게 全 앙부처  지자체서도 실시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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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음. 이를 해서 성과자 평가․ 리․권리구제․법  응 등의 방안이 요구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은 공무원이 ‘용인하기 어려운 실 ’을 낼 경우 이에 기 하여 해임 혹은 강등처분을 

행함

- 국은 문제 직원에게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여도 실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담당 이 해당 공무원을 강임시키거나 면직 조치할 수 있음

○ 기 효과

- 공직사회내 상명하달식의 지휘계통, 일상화된 업무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타성이나 무사

안일에 젖어 고비용․ 효율의 조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퇴출제를 활성화시키

면 조직에 생동감을 주고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음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년 하반기

- 퇴출제도의 문제  보완  재설계

- 퇴출제도에 한 권리구제 방안 정부(고충처리, 소청제도, 행정소송 등)

- 성과자의 행정소송에 한 응 논리 확립

2012년 상반기 - 모든 공공부문에 용될 수 있는 퇴출제도 표 운  매뉴얼 작성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 제도 재설계  강화

○ 정책수단 : 성과자 평가, 선발, 권리구제, 법 응 방안

○ 과제성격 : 단․ 기

○ 주체(유 부처) : 행정안 부를 포함한 앙부처․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1-2. 공직 무사안일 처벌 강화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정치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직의 정치  립성을 확보하기 해 도입된 신분보장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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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료의 보신주의, 당주의 등 무사안일을 부추기는 실

- 상시 인 공직부패, 임기 4년차에 더욱 부각되는 무사안일, 차기정부 서기 행태 등의 

공직자 도덕  해이문제가 심해져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를 좌 시킴

○ 추진방향  과제

- 무사안일에 한 징계가 여 히 미온 인데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무사안일에 한 

정 수 의 징계  양형 기 이 마련․ 용되어야 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무사안일을 방어  개념(defensive behavior), 즉 인지된 을 이거나 혹은 개인, 집단

으로부터 원하지 않은 요구를 회피하기 해 취하는 반발 이고 보호 인 행동과 자기 

제한  행태로 간주하여 험 회피  소극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한 책을 세우려 함

○ 기 효과

- 소극  무사안일을 방지하여 조직몰입을 통한 조직생산성 향상, 국민에 한 행정서비스 

수  제고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년 하반기
- 행안부, 감사원, 법제처 등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하여 무사안일에 한 정 

수 의 징계기 을 마련함

2012년 상반기
- 무사안일 감사를 강화하기 해 감사원 기능을 확

- 무사안일 징계운 은 행안부 복무과의 기능을 확 ․강화시키는 조치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2010년 감사원이 ‘무사안일에 극 으로 처한다’는 감사기조로 환하면서 

본 과제가 부각됨

○ 정책수단 : 무사안일 유형별(보신  무사안일, 형식  무사안일, 권  무사안일, 자익  

무사안일) 정직, 감 , 견책, 주의경고, 면, 해임 등의 양형 기 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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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유형 의미

보신  무사안일
공무원이 자리보 을 해 험회피 , 변화 항 , 책임회피  행태를 보이

며, 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무사안일

형식  무사안일

규정이나 차를 지나치게 시하거나 얽매여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실성 있는 응을 하지 못하고 단지 선례답습, 법규빙자, 탁상행정 등의 행태를 

보이는 무사안일

권  무사안일

조직 내에서의 명령과 복종의 계질서가 시되고, 최고결정자의 단에 부하 

직원이 쉽게 도 하지 못하고 수동 으로 따르는 행태를 보여 조직구성원들의 

창의 인 아이디어가 제한되고 조직이 경직되어 결국 무책임성, 고압  처리, 

수동  처리의 행태가 나타나는 무사안일

자익  무사안일
국민의 이익보다는 공무원과 조직(기 , 부서 등) 이익을 우선시하여 업무를 수

행함으로써 업무 가, 비 조, 료이익 등의 행태를 보이는 무사안일

○ 과제성격 : 단․ 기

○ 주체(유 부처) :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1-3.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신분보장에 따른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해 공직자는 극 으로 조직 효율성과 국민에 

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극 으로 국민에게 행

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이 만연하여 이는 공정성에 어

날 뿐만 아니라 공직 경쟁력을 하시키고 있음  

○ 추진방향  과제

- 행정효율성이나 국민에 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해서는 극 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이나 잘못에 해 극 으로 용을 베푸는 ‘ 극행정 면

책제도’를 확 ․강화할 필요 있음

- 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하기 해서는 면책제도의 용요건과 제외요건을 구체 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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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의 경우, 구제 융 투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소 해서 법

원재 이나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국은 융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로 행한 행 나 이행 락에 따른 손

해에 해선 책임을 지지 않음

- 캐나다도 법률로 집행하도록 정한 권한 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의로 행한 행

나 이행 락에 해선 책임을 지지 않음

○ 기 효과

- 행정효율성과 국민의 행정서비스의 수 을 높이기 해 극 인 행정행 를 수행하다

가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에 해선 과감히 용을 베풀며, 더 나아가 인센티 를 제공하

여 공직사회의 역동성을 확보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 하반기

- 2011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부처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주도

하며 감사원,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담당자  외부 문가로 구성된 

TF를 설치하여 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한 원회를 감사원에 설치

2012 상반기

- 감사원 ‘ 극행정면책제도 원회’는 극행정 면책제도를 상시 ․ 문 ․ 립

으로 운 하여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을 해 극

으로 성실히 일한 공무원을 발굴하고 인센티 를 주어 공직 생산성과 건강성

을 높이는 방향의 감사 운 기조를 견지함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2010년 감사원 기조는 극행정 면책제도를 극 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과제임

○ 정책수단 : 재 소 조직 리, 조직시민행동 조성, 효율  기획 감사, 감사면책 기  구체화

○ 과제성격 : 단․ 기

○ 주체(유 부처) :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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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립적․전문적 정부조직진단 강화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정부 교체기에 조된 인수 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다보니 지나치게 정치  

논리(승자독식 논리)가 작용하여 장기 이고 립 인 공정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추진방향  과제

- 립 이고 문 인 ‘정부조직진단’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로벌 행정환경  행정수요

의 변화에 부합하는 능동 이고 선제 인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국민의 행정수요와 정책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운 토록 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2006～2008년 행자부 조직진단센터

○ 기 효과

- 상시 ․ 립 인 조직진단을 운 한다면, 인수 를 통한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를 일 

수 있고 여당과 야당 간 힘겨루기나 부처할거주의 등을 일 수 있으며, 결국 공정한 정

부 조직운   리가 가능해짐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 하반기

- 학계(행정학, 경 학, 정치학 등) 문가, 민간컨설  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 구성

- 정부조직진단 TF를 통해 정부조직진단의 미션, 비 , 략, 주요 기능, 조직, 인력

배치 등을 비

2012 상반기

- 재의 행안부 조직진단과를 TF에서 제시한 ‘정부조직진단’ 조직으로 확  개편

(학계 15명, 민간컨설  15명,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하여 본격 으로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업무를 시작함

- 장기 으로는 행정환경․행정수요 측  분석, 정부기능 재조정, 조직재설계, 

인력재배치 등을 상시 으로 추진

- 단기 으로는 안이 있는 기능 복․쇠퇴 분야 발굴과 진단, 부처 간 갈등․충돌 

분야 발굴과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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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재 행정안 부 조직진단과 기능을 폭 확 ․강화시키는 차원

○ 정책수단 : 정부조직법 개정, 조직재설계, 인력재배치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 부처) :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2-2.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종 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낳고 있으

며, 이에 응하여 정부는 행정기능의 재정립, 행정조직의 재설계, 인 자원의 재배치 등 

행정 리를 새롭게 정립할 책무를 지님

- 통  행정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정부기능이나 조직을 다문화 사회에 부합

하는 정부기능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정부조직을 재설계해야 함 

○ 추진방향  과제

- 다문화 사회가 직면할 필연 인 갈등이나 충돌을 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해

서 정부는 다문화 련 제도설계에 소통․ 용․공정의 원칙을 내재화시켜야 함

- 부처할거주의로 인한 다문화 정책의 유기 인 총  기획과 결정을 해서는 다문화 

련 담부서, 혹은 국무총리실에 다문화 련 총  부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한 외국인 법  지 에 한 시책과 이민정책들을 통합 으로 리하고 조정할 수 있

는 정부조직으로써 이민청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 기 효과

- 각 부처에 혼재된 다문화 련 기존 정책  제도를 Control Tower를 갖춘 조직에서 종

합 ․체계 ․ 장기  에서 리․운 하여야 보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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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교육, 복지, 직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련 

조직을 설계할 경우, 소통․ 용․ 용의 가치를 반 한 정부조직을 재설계하여 조화로

운 사회발 에 기여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 하반기

- 다문화 정책의 이념․비 ․추진계획 수립  총 , 앙행정기   지방자치단

체의 다문화 정책에 한 의․조정, 사회통합 로그램을 추진하는 앙  지

자체 련 기 간의 업무 조 등을 총 할 Control Tower를 총리실 는 여성가

족부에 설치

- 한 다문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 부처와 조부처를 구분함

으로써 할거주의를 배제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체계성  책임성을 확보

  ※ 가령,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언어․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족 생활정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회  인식 개선, 다문화가족 간의 네트워크구축 지원,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립은 여성가족부가 총  주 하

고 법무부, 문화체육 부, 행정안 부 등이 조하는 방식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다문화 련 산재된 기존 정책이나 조직을 종합 이고 체계 으로 리할 

Control Tower 조직설계 필요

○ 정책수단 : 일부 정부조직 개편, 다문화 련 정책 종합 재조정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 부처) :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 민간부문

2-3.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형 조직 구축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층의 생활여건은 여 히 어려운 상황이며 소득분배 지표

도 악화되는 추세

※ 5분위 배율: 2007년 5.61 → 2009년 5.76, 상대적 빈곤율: 2007년 14.8% → 2009년 

15.2%(통계청, 2009년 연간가계동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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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 망 강화를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복지 사각지  존재, 즉 소득

이 최 생계비 이하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 빈곤층과 차상 계층의 근

로빈곤층 존재

※ 가구원 중 실직․질병 등 위기 발생 시 즉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차상위 가구에 대한 

복지지원 체계는 미흡

○ 추진방향  과제

- IMF  로벌 융 기 이후에 성장 시 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득층과 소

외계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 망을 종합 으로 기획․집행․ 리할 조직

을 설계할 필요 있음

- 정부는 개방과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정성도 확보하기 해

서 복지와 사회안 망 확충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며 이를 실

할 수 있는 사회안 망 조직을 구축해야 함

- 사회  약자계층을 한 체감도 높은 든든한 사회안 망 련 조직을 설계하기 해서

는 거버 스형 조직을 설계할 필요. 즉, 공정한 사회실 을 해 사회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 망을 운 하기 해서는 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NGO, 사회  기업 등이 연계된 거버 스형 조직을 구축․운 하여 사회복지통합 리망

을 리할 필요 있음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 기 효과

- 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사회  약자계층에 한 사회안 망 조직을 통합하여 운

하면, 장기  계획․결정․집행․평가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회  취약계층에 한 국가의 보호체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한 응을 

강화해 공정한 사회의 기반 구축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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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중앙정부

- 생산성 시 에 맞는 사회안 망 미션․비 ․ 략 수립

- 사회안 망 수혜자 상 선정을 한 엄격한 격자(eligibility) 선별 기  

정립

- 사회안 망 운   리를 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안 망 운   리상 문제 해결

지방정부

- 보다 일선 장의 복지 달서비스 안 해결에 

- 복지지출 낭비 방지  효율 인 집행

- 복지지출 련 기 과의 조․조정․ 리 등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는 사회안 망에 한 동기부여, 자발  지원, 몰입을 통해 사

회안 망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기여

NGO
- NGO는 사회안 망 문제에 한 실 가능한 아젠다를 형성하고, 집행과

정을 모니터링하고, 복지 달 문제해결을 한 안 제시

사회적 기업
- 사회  기업은 최하계층과 사회  약자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자본 확 와 사회  이윤을 유발할 수 있음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복지기능조직개편, 유동정원제 활용, 복지 달체계 선진화, 민-  collaboration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 부처) :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사회  기업, 지역공동체

3-1.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의 공정성 강화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산은 공정사회 구 을 한 요한 잣 로 기능할 수 있으며, 공정한 산편성  산

심의는 매우 요한 과제임

 ※ 산운 의 핵심은 합리 ․효율  편성  심의라는 응답 비율이 69.3%(2011.3.2)

- 산을 주민의 의사와 무 하게 정치권이나 단체장의 의도 로 편성하는 경우, 세 부담

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리고 낭비성 산집행이 이루어

진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이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재

정 기는 시간문제

- 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과 토의를 가지고 산심의를 하기 보다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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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행부 견제라는 명목으로 여․야 권력  계에 따른 산의 재배정  삭감 등으로 

인해 산심의가 심하게 왜곡되는 실 

-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체로 산안 편성시 재정운 계획에 한 분야별 공청

회를 한 번 개최하는 정도이며, 산안을 의회에 송부한 뒤에도 산결산특별 원회에서 

공청회를 한 번 여는 정도에 불과

- 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해 많은 선진국이 산편성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있음. 

각국의 산 투명성을 조사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민간기구인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IBP)이 2008년에 조사․발표한 산 투명성지수를 보면, 한국은 66%로 조사

상 85개국 에서 12 이지만 조사 상에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상당수

가 빠져 있는 을 감안하면 한국은 투명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추진방향  과제

- 산편성 과정에서 기회균등, 사회통합, 상생 등의 공정사회를 한 정부의 기조가 산

의 기반이 되는 정책과 로그램의 편성 과정에서 반 될 수 있도록 산편성 지침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 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 한 시성 

사업은 삭감시켜야 함

- 산편성과 산심의에 민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참여 산제도의 정착임

- IBP의 산 투명성 조사에서 가장 을 두는 것도 산안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시에 설명하고 시민들이 산편성과 집행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제도

의 존재 여부(매일경제, 2010.8.24)

※ 한국은 예산집행 내역이나 차입 내역의 파악이 어렵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법이 운영된다 하

더라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IBP는 판단

<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

장점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 주의 산편성이나 료 심  산편성이 가져올 

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음

- 시정부와 시민사회의 트 십에 기 한 참여 산제도가 부패한 시의회의 산심의를 

무력화시켜 재정운 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

- 참여 산제도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향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합리성을 

확보

- 사회  약자를 고려한 시민들이 참여 산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약자를 한 정

책의 우선순 가 높아짐

단점

- 산결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지방의회와의 갈등을 래할 수 있음

- 산편성이 단기성, 분배성, 정치성, 복지성 주로 결정된다면 산지출의 경제  효율

성도 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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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주민참여 산제도는 라질 포루트 알 그 에서 성공 으로 운 된 이후, 남미,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민참여 산제도는 2003년 주 북구청을 시작으로 국 246곳 자치단체  

2010년 9월 기  90곳에서 시행 이며, 300여 명의 주민이 산에 련된 연구회나 원

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이 산을 편성할 때 이를 감시․평가하면서 직  여하는 제도

○ 기 효과

- 주민이 산편성과정에 참여하면 부패나 산낭비를 없애면서 사회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 할 수 있어 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지역  균형과 사회 역 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 인 검토를 하는 동시에 

상임 의 산심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심의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

- 산심의에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 활동에 요구되는 모든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과정

이므로 지 까지의 행  심의, 편의  조정 등을 축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량  목표․지표

2011 하반기 - 국 지자체 246곳 에서 150여개 곳으로 참여 산제도 확

2013 하반기 - 국 지자체 246곳 에서 200여개 곳으로 참여 산제도 확

2015 하반기 - 국 지자체 246곳 모두

- 비계량  목표

2011 하반기

- 참여 산제도를 성공 으로 정착화 시키기 해서는 ⅰ) 합한 모형의 개발, ⅱ) 

시민 원회 구성의 표성 확보  지역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ⅲ) 정보제공, 

산교육, 공무원의 인식변화 등 제도운 의 내실화, ⅳ) 환류체계 강화, 산편성의 

자율성 확  등의 제도  보완작업 필요( 주상, 2008; 김도희․정 , 2006)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제도 보완  확  용

○ 정책수단 : 법제도 개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 과제성격 : 단․ 기

○ 주체(유 부처) :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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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산집행은 편성과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공정성 제고를 

한 역할은 상 으로 낮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 정책과 로그램 가운데 복지 산 등과 

같이 사회정의  공정성 등과 련된 경우에는 한 산집행 상을 식별하고 잘못

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 자신이 낸 세 이 어떻게 쓰이는지 챙기는 것이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납세자 

주권도 납세의무 못지않게 요

- 국가가 지원하는 거액의 보조 을 ‘ 먼 돈’으로 생각하고 ‘먼  먹는 자가 임자’라는 식

의 보조  빼먹기 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 은 내 돈이 아니니 아무 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발상,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행태 등이 지속

되고 있음

○ 추진방향  과제

- 단체장에게 무 엄격한 사후책임을 물으면 참신하고 극 인 행정행 를 축시킬 우

려도 있으나, 한 법행 나 비리로 지자체에 재정  손실을 끼친 단체장에 해선 

끝까지 책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단체장들이 재임  엉터리 사업이나 탈법, 법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안

겨 놓고도 임기가 끝났다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음

- 산낭비에 한 다차원 인 근이 필요

∙방만한 재정운 을 시정하지 않는 지자체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산제 용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과 차를 미리 정해 놓으면 책임추궁의 남용이나 악용

을 미리 막을 수 있음

∙부당한 산집행으로 재정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

니라 인 책임까지 추궁할 필요

- 산낭비에 한 주민소송제도 활성화 필요. 주민소송제도가 활성화된 일본은 연간 수백 

건의 소송이 발생함.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 까지 10

여 건 정도의 소송 발생

※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지자체의 위법사실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주민들

이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낮고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며, 둘째, 주민소송 제소 기간이 

2년 이내로 너무 짧으며, 셋째, 소송 전 상급 지자체에 감사청구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타당

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소송이 가능하며,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상권을 행사하도

록 주민이 요구하는 형태의 간접소송만 인정한 것으로 작용한다는 점(중앙일보,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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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 독립 쟁의 발단도 세 , 즉 ‘ 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

tion)'이었듯이 미국은 세  감시활동에 극 이며, 시민단체인 ’정부낭비에 반 하는 

시민들(CAGW)‘의 정규회원이 100만 명임

- 감사원은 2010년부터 개발사업과 련한 토지, 주택, 업권 등의 보상 이 과다 책정됨

에 따른 산낭비 병폐를 원천 쇄하기 해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 강화

○ 기 효과

- 단체장의 생색내기  시행정,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 추진을 막고, 단체장 업  과시용

으로 낭비하는 산(가령 호화청사, 컨벤션센터 등)을 약하여 시민복지에 투입할 수 있음

※ 낭비 산 감을 일자리 창출(48%), 복지지원(18.7%)에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2011.3.2)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

하반기

○ 앙정부 차원

- 행정안 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낭비 실태를 철 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 

지방재정에 한 감독을 강화해 방만한 경 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지자체에 해서는 

정 진단을 거쳐 경 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방교부세도 삭감하여 지 할 필요

- ‘지방재정분석진단’을 보다 상시 이고 선제 으로 실시하여 지자체별 우열을 가리고 성

과에 따라 상응하는 인센티 를  필요, 즉 재정운 이 우수한 지자체는 더 많은 지방교

부세를 주고,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지자체는 조기경보제를 용하여 리할 필요

- 행정안 부는 지자체의 산 감 노력이 평가에 반 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재정운용 

효율성, 경상경비 감액, 체납액 징수 실 , 각종 행사비 감액 등을 포함시켜 제도를 

개선할 필요

- 행정안 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심사해 재정 험 등 을 정상․주의․심각 등으로 분

류하고 재정 기가 심각한 지자체에 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못하도록 하

는 등 강력한 자구계획을 의무화하고, 재정 기에 처하면 공무원 인건비 삭감, 지방채 발

행 제한 등 자치권 행사를 제약할 필요

- 기획재정부도 산 총 부처로서 지방재정 감독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벌이는 각종 사업

의 타당성 심사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실시. 특히 지방 재정의 방만한 실태를 정확하게 

악하기 해 지방정부 채무의 종류와 범 를 구체화하는 등 기 을 정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 

- 세  낭비를 감시하기 한 시민신고센터 운  확  운 , 주민 산참여, 주민소송 등 개선

- 산낭비에 한 구상권 행사, 부 격업체 철  배제, 철 한 사후평가

- 민간보조 리도 일몰제 용과 주기 인 평가, 신규사업 사 심사 등을 통해 철 히 추진

2012

○ 제도개선

- 산지출승인기한 연장: 미연방정부의 경우 산승인은 매년 받더라도 지출은 여러 해

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함(국방성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여러 회계연

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 미국 조달시스템의 개 (조달계획제도  사 고제도, 수의계약에 한 제한 강화, 조

달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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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 제도  정책 보완  강화

○ 정책수단 : 법제도 개선

○ 과제성격 : 단․ ․장기

○ 주체(유 부처) :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3-3.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정부 부처가 경쟁 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복지 산이 매년 15-20%씩 증가하는 

한편, 동시에 생계 여 부정수 , 공무원 복지 산 횡령 발사례도 증하고 있음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복지예산의 총 누수 규모는 2,879억 원에 달하며, 매년 720억 원의 

세금이 부적격자에게 지출되고 있어 복지 공정성이 악화되고 있음

-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선 복지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여 복지정책이 원활히 집행되

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 으로 수 자 입장에서는 복지 산이 아무리 증액되어도 수 자 

본인에게 달되는 체감효과는 낮아지고 있음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 1명이 집행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은 

3억3055만 원에서 5억8520만 원으로 77% 증가

- 기 자치단체들이 수 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여 수되는 세 이 상당하며, 이 때문

에 수 자 바로  단계인 차상 계층은 오히려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면서 수 자보다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되어 복지혜택의 공정성에 어 남

- 공무원의 복지 산 횡령뿐만 아니라 부정수  문제, 가령 수 자격이 없는데 수 자로 

지정되거나 정해진 것 이상으로 생계 여를 받은 세 , 소득을 감춘 채 기 생활보장을 

받는 식의 부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등 도덕  해이 심각

※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을 받다가 적발된 세대 수는 2005년 5만7191 세대에서 2008년 9만

9,511 세대로 3년 만에 73.9%(4만2320 세대) 증가함. 전체 수급자 160여만 명 중 20% 정

도인 32만 명은 일을 해서 충분히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추진방향  과제

- 복지 부당 수 에 해서는 벌 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낭비되는 산을 이

면 그만큼 복지 사각지  해소를 한 재원이 마련되어 복지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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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더라도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급액이 

감액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적발되기 전 부당하게 받았던 돈을 강제로 징수하지 

않고 있음

-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계층별로 근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

지로 환할 필요. 일정한 기 에 따라 지원 상자가 정해지면 정부에서 내려온 산에 

맞춰 여를 지 하기에 한 지  체제로는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렵고 

부정수  발 등 사후 리도 어려움

- 기 생활보장 수 자도 가족 구성이나 취업 상태 등에 따라 처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빈곤에 빠진 경로와 기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정책 필요

- 부정․ 복 수   횡령 방지를 통해서 보다 촘촘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사각지 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에 기여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일본 오사카부는 ‘오사카부 피보호자 등에 한 주거․생활서비스 등 제공사업자 규제에 

한 조례’(2011.2.1시행)를 통해 생활보호법 등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

도록 규제함

○ 기 효과

- 복지환경  복지수요의 증가에 맞게 복지공무원의 수를 증원하고 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면, 증하는 복지 산 지출을 효율 으로 리하고 낭비를 여 보다 많은 격자

(eligibility)에게 실효 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엄격한 복지수혜 격자를 선별․ 용함으로써 복지 산의 효율성  복지서비스의 만

족도를 높이고, 부 격자를 복지혜택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도덕  해이를 이고 복지를 

통한 공정사회 구 에 기여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

하반기

- 공무원 횡령 액에 한 추징  부과, 복지 산 실명제 도입  복지담당 공무원의 순환배치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통합 리망 강화로 수 자의 소득변화 등을 악할 능력을 

제고시킴

- 국세청, 국토해양부, 연 공단 등과 정보 연계  조로 정확도를 높이며, 부처와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는 각종 복지 여를 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정부 간 데이터 공유로 감시체제를 갖추고, 요양시설의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며, 법

행 에 해서는 벌 , 여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함

2012

- 복지 산 달 경로인 ‘ 앙정부(보건복지부) → 역자치단체 → 기 자치단체 → 소

득가구 복지 여 신청 → 주민센터의 수’ 과정에서 드러나는 복지 산 수를 최소화

하는 감독․ 리책임․감사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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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강화

○ 정책수단 : 법제도 개선, 복지수혜 격자 선별, 복지 산 배정

○ 과제성격 : 단․ ․장기 

○ 주체(유 부처) :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4-1.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확대․적용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동일범주 동일 우의 원칙’은 동일한 범주의 상을 동일하게 우하는 동시에, 동일하

지 않은 것들에 해서는 차등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 당장 폐지하거나 완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부담이 되는 규제를 

기 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유 에 따른 상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부작용이 

다면 상, 역, 기간을 확 할 필요

- 한시  규제유 (2009년부터 시행)를 통해 민간투자를 진하고 민간의 자생 인 생존력

을 높이는 차원에서 근할 필요

○ 추진방향  과제

- 범주가 다른 집단에 한 규제정책의 용 과정에서 차등한 우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러한 범주의 상이함은 상의 규모  특성과 시기  특성에 따른 차이로 구분할 수 있음

- 한시  규제유  제도는 이러한 상의 규모  특성과 함께 시기  특성에 따른 ‘동일범

주 동일 우의 원칙’이 용된 표  사례임

- 한시  규제유 란, 규제의 정책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려우나 경제 활

성화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단

( 는 완화하여 용) 하는 제도 

- 다만 한시  규제유 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일  혹은 일시 으로 용하기 보다는 

규제 내용․ 상․ 역에 따라 동일성과 차등성을 반 하여 지속 으로 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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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구체 으로 2009년 5월 정부는 규제개 원회․ 계장 합동회의를 통해 경제 기 조

기극복을 한 한시  규제유  등 상과제로 총 280건의 과제를 선정하 으며, 이  

52%인 145건에 해서는 2년 간의 한시 인 규제유 를 발표

-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과 련해 경기가 나쁠 때는 비율을 낮추는 등 경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용하려는 시도 

- 미국 이건 통령은 민주당의 카터 행정부 임기 말에 통과 던 신규 규제(midnight 

rules)의 시행시기를 일정 기간(60일간) 일 으로 연기하고 재검토하는 ‘규제유연화 

로그램(Regulatory Relief Program)’을 시행함

- 이건 행정부의 규제유연화가 신설규제에 한 것이라면, 한시  규제유 제는 기존의 

규제를 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후자가 보다 개 임

○ 기 효과

- 규모의 차이에 따른 규제비용부담의 차이는 소기업과 기업에 한 규제 용 과정에

서 동일범주 동일 우의 원칙에 따른 차등한 우의 용 가능

- 우리나라의 규제를 선진국 수 으로 개 하면 연간 경제성장률 1.4~2.2% 상승(세계은행 

보고서(2004))

- 기존 규제 없이도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면 유 기간 이후 규제를 항구 으로 폐지하거

나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규제개 에 기여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 하반기

- 한시  규제유 상 범  확   격 유 상자 선별 기  매뉴얼 작성

- 법률로 규정된 규제뿐만 아니라 고시나 지침에 있는 규제에 해서도 선별하여 

용할 필요

- 한시  규제유 기간 후의 정책  필요성과 이해 계자 간 갈등 조율 등에 한 

제도  보완 필요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의 보완  지속 용

○ 정책수단 : 법제도 개선, 규제개  

○ 과제성격 : 단․ ․장기

○ 주체(유 부처) : 정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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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규제형평제도 확대․적용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분배기 조 의 원칙’은 분배의 기 을 상황에 합하게 선택하거나 조합해야 한다는 원

칙

- 컨  동일한 수 의 과실을 범했어도 과실의 이유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상

에 해 기계 으로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임

○ 추진방향  과제

-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신축 인 규제 용의 가능성을 지 하고 있다는 에서 최근의 

규제형평 원회를 심으로 한 규제형평제도 도입에 한 사례와 연결

- 규제형평제도는 특정 개인과 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비춰 규제의 획일  용이 ‘명백하

고 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규제 용의 외를 인정하는 제도

※ 예컨대 공장 증설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 의무와 유통 시설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제한, 농업진

흥 지역내 공장입지 제한 등 일괄적인 규제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여 규제피해를 구제하는 것

- 규제형평제도는 개인과 기업 등 민원인이 규제피해를 신고하면 규제형평 원회가 심사

를 통해 규제 용 외를 소 행정기 에 권고하고, 행정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회 결정을 수해야 함

※ 규제적용 예외 요건은 ⅰ) 규제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 국민과 기업에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고, ⅱ) 당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 심히 부당하며, ⅲ)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

- 규제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형평성 기 의 용은 규제 상에 한 고려와 함께 규제시

기에 한 고려를 포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 기 효과

- 규제형평제도는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  재량 행사로 인해 야기되는 개별 규

제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음

- 개별 규제 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해지고, 피규제자가 규제형평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  법치주의를 구 하는 계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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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형평제도는 규제피해에 한 처분 에 사 구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

정쟁송과 민원갈등을 상당히 여나갈 것임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 하반기

-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형평보장을 한 법률｣ 시행 계기를 통해 규제형평제도

의 면  시행

-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 원회 등 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형평 원회 구

성․운

2012 상반기

- 정부가 규제형평제도를 지속 으로 운 함으로써 규제 피해 사례별 규제 용 

상  규제 용 외 사항을 축 하여 규제만족도 제고시킴

- 가령, 수도권정비법, 공장총량제 등에 한 규제형평성 반  필요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지속 용

○ 정책수단 

- 심사의 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형평 원회 설치

- 고충민원, 행정심 , 행정소송 등 기존의 행정구제 차는 모두 행정처분의 사후 구제수

단으로 이를 통해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규제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행정기

은 한번 내린 처분을 스스로 번복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 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형평제도  련 법령을 제정하면 규제피해에 

한 처분 에 사 구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소송과 민원갈등을 일 수 있음

○ 과제성격 : 단․ 기

○ 주체(유 부처)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4-3.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규제제도 확대․적용

①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G20, 한․EU FTA 등 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확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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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 규제 실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의 99%가 원칙  지, 외  

허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경쟁력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치명 인 상황

※ 한국의 규제 순위는 181개국 가운데 23위, 창업규제 순위는 126위(World Bank, 동아일보, 

2010.10.28)

- 지역이나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 인 인허가 기 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청년, 사회  약자로부터 균등한 출발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로벌 경쟁시 에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됨. 따라서 창의 인 기

업과 좋은 일자리는 어들고 공정한 사회구 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 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기업과 외국인

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킬 필요

○ 추진방향  과제

- 근  사법․행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100여 년 동안 법령이 허용하는 행 만 할 수 있었

던 ‘원칙  지, 외  허용(포지티  규제)’의 틀을 ‘원칙  허용, 외  지(네거티

 규제)’로 환 

- 2010년부터 총 372건의 법령에 해 원칙 지․ 외허용에서 원칙허용․ 외 지로의 

환을 추진

- 네거티  규제를 정착시키기 해서는 정부 감독에 의한 타율의 시 에서 국민 상식에 

의한 자율의 시 로 개되어야 함. 네거티  규제제도 용에 따라 상식과 자율이 뒷받

침되지 않으면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직면하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수 과 자율 인 

노력이 건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은 세 신고, 취업 차, 총기구입 등에서 네거티  시스템을 운

○ 기 효과

- 네거티  규제제도 환은 출발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어 공정사회에 기여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국격 제고에 도움

- 네거티  규제제도 환은 사회  자본 확충, 고용창출 확 , 인허가․행정비용의 획기

 감축 효과 기  

※ 27건의 인허가 폐지만으로도 221억 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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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성과지표

- 비계량  목표

2011 하반기

- 인허가를 결정하는 각종 원회의 남용과 비효율  운 을 개선하기 해 원회의 

구성  운 방식을 재설계해야 함

- 네거티 제도의 정착을 해서는 원의 자격, 청렴성, 문성을 강화시켜야 함

- 인허가 요건, 기 , 차, 기간 등 반 인 제도 개선 추진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법제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네거티  방식으로 환한다고 밝힌 과제이

지만, 지속 인 확 ․유지가 필요한 과제

○ 정책수단 : 인허가 규정 개정, 각종 인허가 련 원회 개선 

○ 과제성격 : 단․ ․장기

○ 주체(유 부처) : 정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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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원칙의 법제도 수용방안

김기표 I 한국법제연구원

Ⅰ. 법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우리 정부는 국민중심의 선진적 법치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법제도 전반에 걸친 지속적

인 개선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국민들의 법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2008년도 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법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

을 때 어떤 인상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대부분은 권위적(43.6%) 또는 불공

평(32.6%)이라고 답하여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렇게 국민일반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요인으로는 입법과정의 불

투명, 피규제자의 입법과정 참여절차 부재로 법제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도와 수용도가 낮

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규제입법의 양산으로 규제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피

규제자인 국민․기업이 탈법․편법으로 도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소극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입법으로 인

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규

제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 및 적용으로는 피규제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규제현황에 대한 지속적이면서 종합적인 모니터링제도가 부족하여 국민의 법치 체

감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 영역에서 관행이 법치를 대체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왜곡된 편견과 불신이 법치의 근간인 법의 

권위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소송절차가 가지는 고비용, 비효율 문제로 인해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국민 일반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왜곡된 법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이러한 권리구제수단의 

획일성, 고비용, 비효율 등에 대한 국민의 좌절감은 법에 대한 불신과 규제수용도를 저하시

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1)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8.12),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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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제분야에서의 공정사회 비전과 추진전략

1. 법제 분야에서의 공정사회 개념과 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공정한 사회를 기초지우는 틀로서 작용한다. 즉, 법은 공정성을 

하나의 이념 축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체계에 다름 아니다. 이에 반하여 현실의 

법은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생성되고 발전하며, 국가, 기업, 시민 등 사회구성원

간의 긴장관계를 투영하고 있는 사회적 산물로서 존재한다. 즉, 현실에서의 법은 이념으로서

의 법과 항상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2) 즉, 

우리 국민 대다수는 법을 통치나 형벌의 수단으로 여겼던 과거의 전통적 법의식에서 벗어나 

사회계층간의 다양한 욕망과 생활조건 및 가치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하여 합리적

으로 유지․발전해 가는 것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법제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사회’란 법이라는 가치체계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는 법의 

형성․집행단계에서 절차적․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법제 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의 비전은 법의 권위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생애주기(lifecycle), 이른바 입법과

정→집행과정→권리구제의 각 단계별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법제분야의 '공정사회'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가. 입법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좋은 입법의 형성

현대사회의 입법은 국가, 시장, 개인이라는 사회 주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배

분하고 조정하기 위한 규범틀로서 작용할 수 있을 때 “좋은 입법”이 될 수 있다. 즉, “좋은 

입법”이란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주체가 자율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틀

(framework)을 제공하는 것으로 “좋은 입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

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3) 

2) ｢2008 국민법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74.1%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14.6%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응답하고 있다; 앞의 책, 107쪽

3)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62.8%를 차지하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의견(34.3%)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라는 응답(20.1%)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좋은 입법”의 형성이 공정사회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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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입법은 정보를 독점해 왔던 국가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

고 공유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국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입법과정에서부터 정

보를 공유하고 있는 시장과 시민 개개인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규제자가 아닌 조정자이며, 따라서 국가는 입법과정에 시장과 개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입법관리제도”이다. 여기서 입법관리

제도란 수범자가 자발적 의지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좋은 입법”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

적․제도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종래 입법관리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여 왔으나, 공

정사회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하면 “지속적인 입법모니터링을 통하여 형평성을 상실한 불

공정제도를 상시 발굴․개선하고, 규제일몰제 등 규제수명관리를 철저히 하며 복잡한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입법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Tool)”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불공정관행의 지속적 발굴과 법치로의 전환

행정집행현장에서 법과 원칙 보다 관행에 의존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관행에 

의존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규제법률이 존재하나, 

법률이 추상적이고 난해해서 행정담당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면, 집행자와 수범자 

모두 관행에 의존하는 편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법제 분야의 지속적인 선진화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왔던 

관행을 법치로 전환시켜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니까(33.5%)’,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24.1%)’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 보다는 관행이 통용된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4)

선진화된 법치사회는 관행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 이유는 관행

에 의존하는 것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는 불공정 관행이 대체하고 있는 법제 사각지대 또는 법제도의 현실적합성 미흡에 따른 불공

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과 원칙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

시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이른바 떼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 권리구제제도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법치 체감도 향상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도에 대해서 어려운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법조인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이라

고 한다.5)

4) 이세정․이상윤, 앞의 책, 203쪽

5) 앞의 책,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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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의 법률서비스체계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따

라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인 차원보다 비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아예 그러한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

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법과소현상이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

겨져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권리구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분쟁해결시스템의 다양화나 사법취약계층에 대

한 지원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제분야에서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제시된다.

3. 소  결

법제분야에서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은 ‘법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에 있으며, 이러

한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서 ① 입법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좋은 입법

(good regulation)의 형성, ② 불공정 관행의 지속적 발굴과 법치로의 전환, ③ 권리구제제도

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법치 체감도 향상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6)

법제분야에서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목표 법제도의 형평성ㆍ투명성ㆍ접근성 제고를 통한 법의 신뢰성 확보

추진전략
입법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좋은 입법의 형성

불공정관행의 지속적 

발굴과 법치로의 전환

권리구제제도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법치 체감도 향상

6) 물론 개별적인 법제도 자체가 가지는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사례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개별적인 법분야가 아닌 법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제도에 대해서는 논의하

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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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전략별 실천과제의 도출 및 추진방향

1. 개요

앞에서는 ‘법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라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분야의 비전을 실현하

기 위해서 법의 생애주기에 따라 ①입법과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관리제도의 선진화

를 통한 ‘좋은 입법’의 형성, ②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 관행의 지속적 

발굴과 법치로의 전환, ③권리구제제도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법치 체감도 향상이라는 세 

가지 전략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추진전략별로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도

출하고, 실천과제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입법과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균

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규제자의 니즈(needs)에 따른 입법모델의 형성, 사전․사후 입법영

향평가시스템의 구축, 규제모니터링 체계의 확립을 세부 실천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관행의 법치로의 전환을 실천하기 위

해서는 불공정 관행의 지속적 발굴체계 구축과 행정의 탄력성 확보를 통한 적극행정의 실현

방안 모색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제도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법치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권리구제

수단의 다양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이 필요하다.

추진전략에 따른 실천과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입법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좋은 입법’의 형성

1-1. 피규제자 니즈에 따른 입법모델 정립

1-2. 사전ㆍ사후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1-3. 규제입법 모니터링 체계 확립

불공정관행의 지속적 발굴과 

법치로의 전환

2-1. 불공정한 관행의 지속적 발굴체계 구축

2-2. 적극행정의 실현을 통한 관행의 법치화

권리구제제도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법치 체감도 제고

3-1. 권리구제수단의 다양성 제고

3-2.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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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 입법'의 형성 전략과 실천과제

가. 피규제자 니즈에 따른 입법모델의 정립

①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좋은 입법’이란 집행자뿐만 아니라 수범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법률이다. 따라

서 좋은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수범자들이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그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수범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반영됨으로써 

규제에 따른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예고제도, 공청회․설명회 등과 같은 입법참여제도가 존재하나 국민

의 실질적 참여가 미미하고, 입법에 대한 의견 개진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과정

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제정에서도 입법예고제도가 유

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②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및 세부실천과제

미국에서는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즉, ｢행정분쟁해결법｣에서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negotiated rulemaking)절차를 두어서 규제를 확정하기 전에 이해당

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국책사업을 실시할 때 계획 단계부터 주

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공토론위원회(CNDP: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건설관련법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제안과 의견

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정부에 피규제자(사업자단체 또는 개인 등)와 규제자(처분청)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ㆍ운

영(가칭“규제입법위원회)하여 규제입법제정안 마련단계에서 이들 위원회에서 규제법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입법참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공표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기대효과

협의체에는 피규제자 및 규제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재인이 참여하는 절차로 

입법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갈등의 진단과 그 처방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절차적 정의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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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입법시스템 마련으로 입법과 입법과정의 민주화에 기

여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함으로써 규제체감도 및 수용도를 제고

할 수 있으며 소송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나. 사전ㆍ사후 입법영향평가시스템 구축

①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의 제ㆍ개정단계에서 입법목적의 달성도와 입법의 효과 및 실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7) 이것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은 국민

이나 각종 단체의 의견에 의존하면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발굴된 법령에 대해서 정

비 여부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비에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입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입

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입법의 품질 향상과 규범이 현실적합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는 법률이 피규제자 및 규제자에게 미치는 사

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기법으로 이에 따라 입

법담당자에게 입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입법영향평가는 법률의 입안 전과 법률 시행 이후 등 시간적 경과에 따라 각기 다른 분석

기법과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사전입법영향평가와 병행입법영향평가, 사후입법영

향평가로 나누어진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의 입법선진국에서 도입ㆍ운

영 중인 제도이다.

사전입법영향평가는 입안 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율의 필요성, 규율대안에 대한 

예측가능한 영향분석, 규율대안의 합목적성 등을 평가하여 예상가능한 결과설명, 예상되는 

부담과 경감, 제정 가능한 법형식의 윤곽을 제시한다. 병행입법영향평가는 법형식에 맞게 작

성된 법률초안에 기초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법률초안의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로서 법률안

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후입법영향평가는 법시행 이후의 단계에서 수

행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는가의 여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예상된 효과와 예상하지 못한 효과 등을 분석하여 법률의 존속 또는 개폐여부를 확정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즉, 입법영향평가는 피규제자 및 규제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아

울러 입법에 따른 비용-편익, 비용-효과 등 경제적 영향까지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절차와 

기법으로 입법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분석하여 입법의 정당성 및 과학성에 기초를 제공하는 

7)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규제수명관리를 위한 규제일몰제를 확대․도입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규제일몰

제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도 입법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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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한다.

②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및 세부 실천과제

세계 각국은 지나친 규제나 입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평가제도를 실시

하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는 입법평가제도를,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에

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입법평가를 하기 위한 표준비용모

델 등과 같은 각종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종전까지 영

향평가를 실시해오다가, 2008년 헌법개정을 통해 “법률의 영향평가”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직법률도 제정되어 현재 활발하게 입법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세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입법영향평가이론 및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③ 기대효과

입법영향평가는 입법사실에 기반한 예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입법관리의 효율성과 정당

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입법 생산으로 국민의 신뢰성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입법영향평가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규제체감도 

및 만족도가 낮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다. 규제입법 모니터링 체계 확립

①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규제입법의 제정 이후 입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시행중인 입법

의 긍정적ㆍ부정적 효과여부를 관찰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관리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규제입법의 제ㆍ개정시에도 관련 이익단체의 로비, 실적주의적ㆍ관료주의적ㆍ

중앙집권적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은 법률의 대시민적․대국가적 효력, 비용 측지에서의 효과뿐만 아

니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법령이 국가의 정책방향 내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여

부 등의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서도 정부제출 법안이 정치적 또는 기술적으로 적절한 것인가의 여

부를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써 행정권을 통제하고 관료입법의 폐해를 억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결국, 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는 법률의 필요성과 효율성의 유지와 개선, 입법목적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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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수준으로의 상승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규제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와 결합하여 입

법의 환류체계(Feed Back)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및 세부 실천과제

일본에서는 내각결정에 따라 총무성에서 3년마다 인․허가 등 규제수단에 대한 증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규제일몰제 등 다른 규제개혁정책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규제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주관부처를 정하고, 해당 기관에

서 주요 규제수단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규제의 합리화는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통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규제입법모니터링제도를 통하여 해당 규제입법의 합리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3. 불공정관행의 법치로의 전환 전략과 세부 실천과제

가. 지속적 불공정 관행의 발굴ㆍ해소

①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법집행현장에서 불공정관행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법제도 자체가 가지는 결함(법령체계

의 복잡성 등)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와 법제도의 현실적합성 미흡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운영비를 시공사나 정비업체로부터 빌

려 쓰는 관행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나 발주자 → 원청업체 → 하청업체간 임금

자료의 수급기간이 각각 달라서 발생하는 건설사 유보임금 관행, 또는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주민대표의 투표로 결정함에 따른 리베이트 발생 등 아파트관

리시장의 불공정 관행 등이 그러하다.

또한, 법제도는 완비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집단민원을 정치적으로 수용함에 따라서 발생

하는 이른바 떼법 현상도 불공정 관행에 해당한다. 

② 추진방향 및 과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을 법과 원칙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관행 접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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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개설하는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분쟁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른바 떼법으로 인한 법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행공무

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대응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등의 대책이 요청된다.

③ 기대효과

불공정 관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적극행정의 실현을 통한 관행의 법치화

①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법제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담

당자의 법제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담당자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업무미숙련으로 인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극적으

로 대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② 추진방향 및 과제

법령집행사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주관의 업무협의체 구성

이나 제도연구협의회 등과 같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행정

사무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에서 제외하여 업무숙련도를 제고하고, 해당 행정사무에 숙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연구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기대효과

행정집행현장에서의 보신주의, 소극행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 미숙

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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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구제제도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법치 체감도 향상 전략과 세부 

실천과제

가. 분쟁해결 수단의 다양성 확보

①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제거래, 국제교류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국제상사분쟁 및 국내의 

사법상의 분쟁해결의 증가와 그 다양화에 동반하여 법원의 소송을 보완, 대체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사조정제도를 비롯하여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사인

간의 분쟁에 행정기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 위원회가 알선, 조정 등의 수단을 

통해서 개입하는 행정상 분쟁해결제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여 분쟁의 양상 역시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방식은 전통적인 법원의 재판(소

송)을 통한 해결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소송절차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국민의 접근성 관점에서는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법적인 차원보다는 비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아예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②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및 세부 실천과제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법률상의 

효과 부여, 국가의 감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민간에 의한 분쟁해결

제도를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를 확대․정착시킬 수 있도록 민간형 ADR 업무의 

인증 및 정보제공, 법률상의 효과 부여 및 국가의 감독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기대효과

분쟁해결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분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권리구제/해결 수단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편한 법정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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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법을 통한 문제해결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결국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힘이 아닌 법을 통하여 실현시키는 법의식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확충

①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

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시켜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

무이다. 

현재 이러한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법률

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하면서, 법률구조ㆍ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ㆍ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담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나 무료법률구조는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ㆍ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에 걸쳐 지부(18개), 출장소(39개), 지소(30개)에서 700여명의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

키기에는 현격히 모자라는 수준이다. 

②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일본은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2005년 ｢총합법률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사법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체제의 정비는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전국에서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법지원센터는 최고재판소가 설립ㆍ운영에 관여하며 상담ㆍ법률부조ㆍ국선변호ㆍ범죄

피해자지원ㆍ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

조를 넘어서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전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

체적으로 지부ㆍ출장소ㆍ지소 등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국민의 접근성ㆍ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무료법률구조 사건 및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소송 지원 프로그램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前 구조’를 활성화

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 조세, 특허, 환경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대한법률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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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대효과

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요소의 확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의 사각지

대 및 사법과소지역에 대한 사법접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법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Ⅳ. 결  론

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

부에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로 

생각된다. 

특히, “공정한 사회”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로 이해한다면, 법제분야에서 공정한 사

회 실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공정한 사회를 기초지우는 틀로서 작용한다. 즉, 법은 

공정성을 하나의 이념 축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체계에 다름 아니다. 이에 반하

여 현실의 법은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생성되고 발전하며, 국가, 기업, 시민 등 

사회구성원간의 긴장관계를 투영하고 있는 사회적 산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법제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은 입법과정 → 집행과정 → 권리구

제라는 법제도의 생애주기별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는 “좋은 입법”의 형성을 목표로 입법영향평가제도, 규제입법모니터링제도

와 같은 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제언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공정관행의 해소하고 이를 법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권리구제에 

관해서는 분쟁해결수단의 다양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의 법에 대

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법제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은 법제 분야 일반에 대한 총론적인 접근과 

개별 법제도에 대한 각론적인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법제 분야 일반

에 대한 총론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앞으로는 개별 법제도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 법제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적 기반을 구축

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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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형사정책 방향

김일수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형사정책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1.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검거에서 예방으로

□ 후기산업사회와 범죄 상

산업구조의 변화 ⇨
문능력이 없는 소득자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실업자들 증가

⇨

사
회

긴
장

증
가

⇨

범죄 유발 

가능성 증가

고용방식의 변화 ⇨
노동유연화로 인한 불완 한 고용

상태 증가

범죄 피해에 

한 두려움 

증가

사회 양극화 ⇨ 상  박탈감의 증가

정보화사회의 도래 ⇨
비 면  상호작용, 익명성, 시공간  

무제한성

□ 범죄 응의 패러다임 변화

○ 기존의 범죄 응 모델

범죄억제모델 법이나 형벌을 통하여 범죄 방지, 범죄인 교정

⇦ 사후  방안

사회복귀모델
교육, 직업훈련, 복지정책,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범죄

인의 사회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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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에서 방으로

- 범죄발생 이 에 범죄행동에 한 직  통제

- 개인이 속한 환경과 그 환경 내의 인간 계 개선

범죄행 를 유발하거나 진시키는 

물리 , 사회  환경 개선
⇨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변화
⇨ 범죄 방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2. 양형의 합리화 - 자유재량에서 합리적 통제로

□ 법 의 자유재량에서 합리  법 용으로 인식 환

○ 형의 양정은 법규로부터 자유로운 역으로서 법 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

어 왔음

- 법  규 과 보편타당한 법가치  제약 배제

- 법  개인의 형벌 , 독자 인 형사정책   개입

- 법 의 직 과 충의 인상에 의해 형량 결정

- 법 의 고유한 창조 인 법형성행  일환으로 인식

○ 법 의 양형재량에 한 합리 인 통제가능성 제기

- 다양한  처우의 도입 등으로 법 간 양형편차의 불합리성 인식 증

- 양형을 법 용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법치국가  요청에 부합함

- 비합리 인 요소에 의해 지배되는 양형사실들에 한 규범  단원칙을 제시함으로

써 재량  단에 한 합리  통제방안 모색 

□ 양형의 합리화 방안 추구 - 합리 으로 통제가능한 법 용

○ 양형을 합리화하기 한 다양한 모델의 제시

- 수학 ․통계  모델 : 양형사실과 형 사이의 양  상 계의 확정을 추구하는 모델

로서, 형벌목 이나 결의 방효과, 개인  차원의 문제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단

이 있음. 양 인 측면에서의 규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  균형성을 추구하게 됨

- 법제화모델 : 입법자가 마련한 지도원리를 구체화한 규범의 해석을 통해 양형의 논리

 구조를 통제하고자 함. 양형의 실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제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 비합리 인 측면이 남게되는 단 이 있음

○ 각각의 사회에 합한 실효 인 양형합리화 방안 모색

- 미국은 양형기 제 시행을 통해 수량화 모델을 추구하며, 독일은 양형규정의 보완  

해석이론 정립을 통해 양형합리화를 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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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에 한 차 ․규범  통제를 통한 양형합리화 모색

○ 사법개 의 일환으로서 양형합리화정책 추구

- 법 간․법원간 양형편차와 화이트칼라범죄에 한 온정  양형 행으로 인한 사법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사법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됨

○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신뢰할만한 양형기 을 마련하기 해 노력함

- 2009년 7월 최  7개 범죄군에 한 양형기 제 시행

-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화 구 을 목표로 한 양형정책 수립

3. 피해자의 재발견 - 소극적 객체에서 적극적 주체로

□ 사회통제  형사사법으로부터 회복  형사사법으로 환

○ 통 인 형사사법 패러다임 하에서 범죄피해자는 ‘주변인’으로 취 됨

- 범죄는 국가법질서에 한 침해이기 때문에 실질  피해자는 국가라는 인식이 지배

이어서 실에서의 피해자에 한 진지한 배려 결여

- 범죄피해자는 범죄사실입증을 한 단순한 증거방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음

- 범죄자 심의 일방  재사회화 형사정책의 실패에 한 자각 확

○ 범죄피해자에 한 보호와 범죄피해의 원상회복이 결여된 형사사법을 통해서는 법 ․

사회  평온실 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됨

-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여 가 잠재  피해

자로 확 되어 사법당국에 한 조기피와 법에 한 존  감소로 이어짐

- 규범  반성을 통하여 참여와 권한부여를 심으로 한 차  정의와 회복과 재통합

을 심으로 한 결과  정의를 지향하는 피해자 심의 형사정책으로 환

□ 범죄피해를 감내하는 소극  객체로부터 피해회복을 한 극  주체로의 패러다임 변화

○ 형사 차에서 소외된 주변인  존재로부터 주체  형사 차참여자로의 패러다임 변화

- 범죄피해자의 형사 차상 지 와 권리에 한 향  이해 두

- 형사 차상 일정한 주체  지  인정

- 시혜  차원에서 벗어나 범죄에 한 평가와 범죄자에 한 법  책임을 다투는 과정

에 직  당사자로 참여할 권리를 최 한 보장하는 직  방식으로 환

○ 범죄자 심 응보․보장  형사정책으로부터 회복  사법 형사정책의 한 축으로서 범

죄피해자 역할 증

- 피해자 심의 형사정책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  차원의 인 라 구축  

형사사법기 의 인식 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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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를 한
�회복  사법의 집�으로서의 형사 차

�          ⇩          �

인격권 보호 ⇨
형사 차

참여 ⇨
범죄피해

회복

Ⅱ. 공정성 관점에서 형사정책분야의 현황분석

1. 범죄예방의 사각지대 : 범죄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사법적 지원미비

1-1. 범죄취약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 물리  퇴락으로 인한 범죄취약지역 발생

물
리

퇴
락

⇨
거주 환경의 

불안정성 
증가

⇨
사회 
해체

⇨
사회  유  

 자아 
통제력 약화

⇨

범죄 유발 가능성 
증가

⇨
삶의 질 

하범죄 피해에 한 
두려움 증가

□ 범죄자들의 범행지역 선택

○ 상의 매력보다는 검거가능성이 낮은 지역 선택

○ 체포 험성이 높은 고소득층 거주지역 보다는, 기계  감시(CCTV 등)  인 감시(민

간경비 등)가 상 으로 취약한 빈곤층 거주지역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

○ 리되지 않은 공간이 많으면 범죄자들에게 심리  안정감을 주어 범죄유발 가능성 증가

□ 물리  환경과 5  범죄(살인, 강도, 강간, 도, 폭력) 발생률의 계

재개발지역

잣집․비닐하우스․움막 등의 비율이 높은 지역
⇨

열악한 

거주환경

⇨
5  범죄 

발생율 증가
⇨

사회유  

약화

인구 도가 높은 지역

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

유흥주 의 비율이 높은 지역

인구불안정성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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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범죄의 발생과 공간  특성

○ 침입강도와 침입 도는 도시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지역과 유흥가 등이 집된 도시

의 상업지역에서 많이 발생

○ 지역사회에 방치된 공간이 많으면 강도와 도 등의 유형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정 공간에 유흥시설이 많으면 폭행․음주운 ․소란․무질서 등의 문제를 양산

1-2. 범죄취약계층의 피해 현황

□ 국제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 국내 총혼인건수 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2006년 이후 11%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음.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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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뚜렷이 증가하 음.

- 2009년 국내 체 혼인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건수는 25,142건으로 체 혼인의 

8.1%를 차지함(2008년도는 28,163건으로 8.6%를 차지함)

연도 총혼인건수

국제결혼

합계(건수)
구성비
(%)

한국남성+외국
여성 (건수)

구성비
(%)

한국여성+외국
남성 (건수)

구성비
(%)

2000 332,100 11,605  3.5  6,945 2.1  4,660 1.4

2001 318,400 14,523  4.6  9,684 3.0  4,839 1.5

2002 304,900 15,202  5.0 10,698 3.5  4,504 1.5

2003 302,500 24,776  8.2 18,751 6.2  6,025 2.0

2004 308,600 34,640 11.2 25,105 8.1  9,535 3.0

2005 314,300 42,356 13.5 30,719 9.8 11,637 3.7

2006 330,600 38,759 11.7 29,665 9.0  9,094 2.8

2007 343,600 37,560 10.9 28,580 8.3  8,980 2.6

2008 327,700 36,204 11.0 28,163 8.6  8,041 2.5

2009 309,800 33,300 10.7 25,142 8.1  8,158 2.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http://www.kostat.go.kr

- 2009년 결혼이주여성은 25,142명이며, 이들의 국 은 국(한국계 국인 포함)이 

45.29%, 베트남이 28.8%, 필리핀이 6.5%, 일본이 4.5%, 캄보디아가 3.4%를 차지하며, 

이외에 다른 국 의 결혼이주여성이 11.6%임.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부분 농어  지역에 거주

- 2009년도 혼인한 농림어업종사자의 35.2%가 외국인 여성과 혼인함.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응  사회통합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를 넘어 농어 지

역의 표 인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음.

2009년 결혼이주여성 국가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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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실태

○ 결혼이민자의 폭력피해 발생률[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김유경, 2008), 2008년 8

월~9월, 결혼이민자 1,196명, 한국인 배우자 1,037명 상 조사]

- 결혼이민자의  폭력피해 발생률은 47.8%

- 폭력유형별 발생률: ① 신체  폭력(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행동) 30.6%, ② 정서  

폭력(아내에 한 , 멸시 는 억압하는 태도) 28.9%, ③방임(가족을 돌보지 않는 

등 무 심이나 냉담) 19.6%, ④ 경제  폭력(생활비, 용돈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직  리하지 못하게 함) 12.6%, ⑤ 성  폭력(일방 으로 성 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로 아내는 강간을 당했다는 감정을 갖게 됨) 6.6%.

-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폭력발생 정도가 높음: 결혼기간이 지속될수록 폭력발생률이 

증가함. ① 결혼2년 미만은 36.6%, ② 결혼2~4년은 50.8%, ③ 결혼 4~6년은 50.4%,  

④ 결혼 6년 이상은 58.9% 

○ 결혼이주여성 상 가정폭력의 특징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 원인도 

주로 여성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주여성은 아내/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요구할만한 지식이 없고, 자신을 지지해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등상황에 능동 으로 처하기 어려움

- 이주자의 치와 젠더 폭력: 외국인 아내가 한국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

의 모자람으로 치부함. 아내로서의 치가 불안정함(한국인 배우자가 처나 다른 여

자친구와 계를 지속하거나 일방 으로 이혼을 감행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자료: 김유경(2008),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34면 재구성.

□ 결혼이주여성의 피해자학  특성

○ 잠재  반복 피해자1): 결혼이주여성은 한동안 한국사회에 한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1) 잠재  반복 피해자는 특정한 국가의 언어, 법률, 제도, 역사, 습, 문화 등에 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국가 국민의 기질, 성향을 인지하지 못하여 반복 으로 피해를 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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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으로 반복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피해신고 부자유자2):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피해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임. 

- 이는 결혼생활이 2년 이상 경과하지 못하 을 경우 법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여 결국 

추방당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기 때문임. 이로 인해 가정내 폭력이 반복됨. 

- 입국과정에서 인신매매나 사기결혼 등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불법체류자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인권의 사각지 에 남게 되는 결과 래. 

○ 제2차, 3차 피해자화3) : 결혼이주여성은 제2차, 3차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이주여성피해

자는 이들에 한 잘못된 사회  통념과 선입견으로 인해  범죄사건 는 범죄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제2, 제3의 육체 , 정신 , 사회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음.

2. 누적된 양형불균형으로 사법 신뢰 약화

2-1. 법원간․법관간 양형편차

□ 양형에 한 규범  기   지도 원칙의 흠결

○ 경험 ․ 행  기 이 규범  기 보다 우선하는 지도원리로 작용

- 양형의 규범  기 형법 제51조는 원칙 ․추상  규정으로서 양형지도기능을 상실함

- 선험자의 사례나 유사한 사례를 찾아 비교하는 집단  행이 우선함

○ 과거 결감각을 토 로 형성된 정형량을 미리 상정하는 방식 용

- 사건의 체 인 인상을 토 로 과거 유사한 범죄행 에 선고되었던 형량을 참고하여 

일차 인 형량을 결정함 

- 일차 인 형량에 사건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수정을 한 후 선고형을 결정함

□ 법원별․법 별 불합리한 양형편차 형성

○ 법원별로 형성된 고유한 양형 선례와 통으로 법원간 편차 형성

- 법원간 다른 양형기 이 병존함으로 인해 동종 유사한 범죄간 균등한 양형형성이 어려움

2) 피해신고 부자유자란 범죄나 인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정신 , 신체  고통  물질  손해를 당하더라도 형사

사법기 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가 자유롭지 못한 이를 말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 에 놓은 

피해신고 부자유자라고 볼 수 있다.

3) 1차 피해자는 개인이나 집단이 직 인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이며, 2차 피해자화는 범죄사건을 계기로 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  는 사회 으로 재차 상처를 입는 과정을 말하며, 3차 피해

자화란 1차, 2차 피해자화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에 한 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육체 ,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주 의 부정  반응으로 인하여 반사회  성향  행동을 보이

는 피해양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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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에 한 법원별 실형률 비교분석(재 자료 제5집 1980)

- 형량의 폭과 단 가 법원간 일정 행에 의하여 형성됨

- 지방법원별 실형률 비교분석(양형 원회 2007)

○ 법 의 정의 이나 사법이념․경험  가치 념이 반 된 불합리한 양형편차 형성

- 뇌물죄에 있어서 법 별 양형편차 분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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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간․법 간 형량편차에 한 법률 문가 의식조사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법원간․법 간 형량편차”에 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검사집단의 경우 

57.4%, 법학교수 집단의 경우 45.5%, 변호사 집단의 경우 34%로 나타남

2-2.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

□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양형에 한 국민 불신 고조

○ 화이트칼라 범죄의 법정형이 도죄, 강도죄의 법정형 보다 높음에도 집행유  선고율

은 오히려 더 높음. 특히 특경법상 횡령배임죄는 가 처벌규정임에도 집행유  선고율

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보다 높은 기 상이 나타남.

-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범죄의 집행유  비율 비교(경제개 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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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주의  양형 행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정의감정과 충돌

○ 범, 사회  기여도, 명 실추, 공직박탈, 개인  이득 없음, 문경 인 항변 등의 양

형이유를 들어 집행유 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  행임

- 화이트칼라 범죄는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사회경제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범죄자에 비해 한 형벌이 부과되어 왔음 

- 사법  규율기능이 유 무죄․무 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와 같은 이  잣 로 

움직인다는 비난을 자 함

- 화이트칼라 범죄에 한 한 양형은 사회경제  지도층에 한 불신 뿐만 아니라 

사법에 한 불신을 야기함

○ 화이트칼라 범죄는 공정한 신뢰사회의 기 를 침식하는 해악성이 큰 불법행 라는 

에 해 법원과 일반국민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사회경제  지 에서 행해지는 사회공헌활동을 양형감경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재력과 신분에 따라 양형을 차별하는 상을 야기함

- 사회공헌을 이유로 한 집행유  결은 기업범죄감소에 도움이 안된다고 인식하는 비

율이 64.9%로 나타남(경제개 연  2007)

○ 사회경제  지 에 따른 형량편차에 한 법률 문가 의식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사회경제  지 에 따른 형량편차”에 하여,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법학교수

집단의 경우 78.6%, 검사집단의 경우 63.7%, 변호사 집단의 경우 37.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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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범죄피해 회복의 흠결

3-1.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와 범죄피해회복의 불균형

□ 형사 차상 가해자․피해자 계의 긴장과 원  불균형

○ 무죄추정원칙에 기 하고 있는 형사 차상 가해자․피해자는 어디까지나 “잠재 으

로”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지 가 인정되는 긴장 계

○ 국가 형사소추권에 응하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에 우선권을 인정해야 하는 법치

국가  요청

○ 법  평화의 효과  실 을 최종 목표로 하는 법치국가 형사 차상 가해자․피해자 권

리 사이에는 제로섬게임의 측면 존재

○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 증가와 함께 동반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 감소가 반드시 진실

의 마이 스를 래한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범죄피해자

에게 최 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때 진실발견이 진되는 측면이 있고, 회복  사법 

실 을 통한 법  평화의 실  가능성 제고

□ 형사 차상 가해자(피고인)의 소송주체로서의 “당사자  지 ”- 형사 차상 지 와 권리 

인정에 있어서 1차  고려 상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방어 비를 한 권리(공소장부본 송달받을 권리, 공 조서 열람권 등)

- 진술권과 진술거부권

- 증거조사의 방어권(증거신청권,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 증인신문권 등)

- 방어의 실효성 한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 소송 차 반의 형성  참여권 보장

- 법원구성에 여할 권리( 할 련 신청권, 기피신청권 등)

- 공 정출석권(공  개정의 원칙  요건)

- 증거조사 참여권(증인신문권, 검증․감정참여권 등)

- 강제처분 차참여권(압수․수색 장집행참여권, 법원검증참여권 등)

- 상소권, 약식명령에 한 정식재 청구권 등 불복수단

○ 인격권 보호

- 공 차의 비공개 요구권

- 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비례성원칙에 따른 보장

□ 형사 차상 2차 으로 고려되는 범죄피해자의 지 와 권리

○ 범죄피해자의 소극  권리로서의 신변안 ․인격권 보호



Session 5-3 : 공정한 사회실 을 한 형사정책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75

- 신변안 을 보호받을 권리

- 인격권을 보호받을 권리(신뢰 계인의 동석권, 비디오 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을 받을 

권리, 피해자진술의 비공개 보장)

- (피해자)증인신문에 있어서 신뢰 계인 동석권

○ 범죄피해자의 극  권리로서의 차참여권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권 행사에 의한 소추통제권

- 불기소처분에 한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통제권

- 피해자의 정보권(알권리): 수사  재  결과 등에 해 통지받을 권리

- 조서 등 기록열람․등사권

- 재 상 피해자진술권

□ 행 형사 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황

○ 개정 형사소송법(2007년)  새 범죄피해자보호법(2010년): 범죄피해자의 소극  권리, 

즉 “보호”의 측면에 있어서는 목할 만한 입법  진 , 경찰  검찰의 범죄피해자보

호 련 훈령․ 칙․매뉴얼 등 완비(실무상 실천․검증 과제)

○ 범죄피해자 지   권리 강화의 제조건으로서 정보권(알권리) 충족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 여 히 미흡

- 2010 피해자실태에 따르면 사법기 의 수사․재 련 정보통지의 필요성에 해 범

죄피해자들의 필요성 인지는 매우 높음

-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한 실제 인지 황은 매우 조하며, 이를 실제로 경험한 

경우는 극히 조하여 문제  노정

○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한 항고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통제의 

근본  한계

○ 통  범죄자(가해자) 심  사고에 기 하고 있는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주체  

이해  극  차참여권 인정에 근본  한계, 행 피해자진술권 보장의 수 을 뛰

어 넘는 패러다임 환 필요

3-2.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시스템 미비

□ 범죄피해자의 평가로 드러난 범죄피해회복의 열악한 실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0 범죄피해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회복에 

한 범죄피해자들의 평가는 반 으로 매우 미흡한 수 임. 완 회복은 신체건강의 경

우 약 30%, 정신건강은 16.6%, 경제  피해회복은 24.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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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회복정도(2010 범죄피해자실태조사)

- 범죄피해자 보상․지원 실태에 나타난 경제  보상의 열악성

신체적 피해 보상/지원정도(2010 범죄피해자실태조사)

재산 피해 보상/지원정도(2010 범죄피해자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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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방  고려에 있어서 범죄피해의 실질  (원상)회복의 요성

○ 범죄피해자의 1차  심은 체로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원상회복이며, 원상회복

이 없는 처벌만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에 있어 한계

○ 범죄피해자의 치료․회복과 아울러 가해자(범죄자)의 재사회화 고려에 있어서도 원상

회복은 필수  통합 방  요소

○ 가해자에 의한 원상회복의 진과 가해자 불명․무자력 등을 고려한 국가  피해구조

를 유기 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율 인 원상회복 지향

○ 2010 범죄피해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범죄피해회복에 한 범죄피해자들의 평가는 

매우 미흡한 수

Ⅲ. 형사정책 분야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당면과제

1.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응전략 수립

1-1. 범죄취약지역의 안전망 구축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특정지역의 물리 , 사회 , 제도  환경을 개선하여 방어공간  특성을 강화하고 잠재

 범죄자들에게 범행의 성공가능성이 낮음을 인식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범죄

방활동

○ 방어공간을 구성하여 상의 약 을 보강하고 범죄자의 범죄의도 억제

-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 범죄에 한 물리  장벽을 설치, 강화하거나 혹은 

범죄의 표 이 되는 상물의 약 을 보강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

(CCTV의 설치, 자물쇠, 잠 장치, 경보장치, 자동차의 핸들 잠  장치, 물리  장애물 

등 범행 상에 도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잠재  험을 증가시키는 방법).

- 근통제(access control) : 인증된 사용자들이 공간을 더욱 안 하게 사용하도록 권장

하는 동시에 공간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억제(투시형 담장, 목 식재, 일방통행로, 

가로의 폐쇄, 잠 장치의 설치, 출입차단 장치, 출입구 개수의 최소화, 인지가 용이하

게 설치된 출입구, 막다른 골목 등).

- 감시(surveillance) : 감시 기회를 최 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사람 등을 배치

하고,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쉽게 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어 지역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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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외부인의 행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범죄의사가 있다고 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를 제지(CCTV 설치, 활동지원, 경비원의 배치 등을 통한 감시 강화).

- 역성(territoriality) :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역 설정, 범죄자에게 심리  부담을 주어 범죄를 억제, 

거주자들에게는 공간에 한 소유의식을 강화시켜주어 범죄에 항하고 범죄를 방

하기 한 여러 가지 활동을 보다 극 으로 하게 만드는 효과(담장, 표지 , 조경, 

조명, 도로 경계석 등 활용).

- 이미지 유지 리(image maintenance) :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처음 설계된 형태를 

유지하고, 설계 목 에 부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잘 리함으로써 사용자의 범죄나 

일탈행 를 억제

-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 공공장소에 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

로써 ‘거리의 (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놀이터의 경우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공원에 주기 으로 공연이나 각종 행사 유치, 

운동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

방어공간의 구성요소

□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한 범죄 방 (2세  CPTED)

○ 지역사회내 각 기능들이 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활기차고 안 한 공동체 지향

○ 도시의 물리  측면의 개선(1세  CPTED)과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경제  측

면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2세  CPTED)하여 범죄 기회와 범죄 동기 감소

- 사회  응집(social cohesion) : 지역주민간의 계 강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

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길거리․기 ․조직․마을 등에 한 책임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 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연계성(connectivity) : 지역주민이 정부부처 등 외부 기 과 정 인 계를 유지하

고 향력을 가지는 것. 내부  응집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외부세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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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고립되지 않고 정  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사례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앙정부로 부터 지역사회 안 을 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

- 지역사회 문화(community culture) :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보호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의 목 을 가지도록 

해주어, 지역사회 공간에 한 의식  역 통제에 한 필요성을 인식

- 한계 역량(threshold capacity) :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최소화하는 한편, 균형

인 토지 사용과 사회  안정 장치의 마련. 공폐가 혹은 버려진 건물과 같은 곳에서 이

루어지는 불안정한 활동들을 최소화하고 궁극 으로 범죄를 감소시키는 일 등 포함.

1-2.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예방 

□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에 한 감시 감독 강화

○ 상업  결혼 개업에 한 리 강화

○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방지  인권 보호를 한 조항 마련

□ 가정폭력을 방하기 한 행 결혼이민자 련 법제 정비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한 일정한 법  지 를 보장함으로써 가정내 권력  계

계로 인한 불필요한 폭력발생을 억제시켜야 함. 

○ 결혼이민자의 합법  체류  국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련한 행 출입국 리

법  국 법의 개정이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사회통합을 한 다문화주의 의식의 보

○ 내국인과 외국인간 상호 이해와 소통, 외국인의 사회참여 등과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에 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한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지원의 확

○ 범죄피해자 련법상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확보 근거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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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합리화를 통한 사법신뢰 구축

1-1. 양형관련 규정 및 법정형정비를 통한 양형합리화 토대 마련

□ 선고형 결정의 거범 로서 법정형의 합리 인 정비 시

○ 합리  양형의 선결과제로서 형사법 반의 법정형의 체계  정비 

- 2010. 10. 16자로 발효된 형법 제42조(유기형 상한 30년, 가 시 50년) 시행으로 그 필

요성이 더욱 증

○ 법정형의 형 인 이션의 원인이 된 형사특별법의 면 인 개정이 요구됨

- 특히 폭력행 등처벌에 한 법률,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한 특례법 등은 폐지되어야 할 형사특별법으로 비 의 상이 되어 왔음

- 형법상 불법행 와 동일한 행 에 해 형량만 가 하는 방식의 특별법상의 법정형 

규정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 행 법정형 체계에 한 법률 문가 의식조사 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지나치게 넓거나 높은 행 법정형 체계”가 불합리한 양형문제를 야기하는데 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법학교수 집단의 경우가 65.2%, 검사 집단의 경우가 51%, 

변호사 집단의 경우가 47.5%로 나타남

- 양형합리화를 한 제도개선방안으로 “법정형의 체계  정비”에 하여 법학교수 집

단의 88.9%, 변호사 집단의 67.7%, 검사집단의 61.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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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53조 작량감경 규정 정비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규정은 양형불균형의 주된 비 의 상임

- 행 작량감경 요건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라는 일반조항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음

- 법 이 피고인에게 은폐를 베푸는 시혜수단으로 락

○ 재 상 감경으로서 작량감경규정은 법이론  정당성 부여가 어려움

- 작량감경규정에 해서는 폐지논의를 심으로 비 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입법  정비를 통해 체계 없이 규정된 양형감경사유를 정리하여 양형과 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2. 양형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양형기준제의 개선방안

□ 사법개 의 일환으로 양형 원회 설립과 양형기 의 제정

○ 2009년 주요 7개 범죄군에 한 1차 양형기  의결  시행

- 법  구속력이 없는 권고  효력의 양형기

- 양형인자에 한 질 평가에 기 한 3단계(가 ․기본․감경) 형량범 제시

- 행 책임원칙 실 을 해 행 인자와 행 자인자를 구분하고, 행 인자 우월원칙 용

- 구 형과 비구 형 기  확립

□ 양형기 제의 구조  문제

○ 단계  양형기  제정으로 인한 사각지  형성으로 새로운 양형불균형 발생

- 양형기 은 징역형에 해서만 설정되었기 때문에 법 이 벌 형을 선택하는 경우 

용할 수 있는 양형기 이 흠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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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 에 용가능한 양형기 은 설정하지 않았음

- 동종 범죄유형 가운데 양형기 이 용되는 범죄군에 포섭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함

○ 양형기 제의 취지에 반하는 용방식 채택

- 양형인자에 한 질 평가원칙 천명과 달리 양형인자에 한 단순개수 비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양형인자 평가의 양  획일성 추구

- 집행유  참작사유 질 구분원칙과 주요사유 우선 단원칙에 반하는 용방식을 택

함으로써 집행유  선고에 한 측곤란 야기

□ 양형기 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  개선방안 확립

○ 양형기 제의 심으로서 양형인자에 한 반 인 재고 필요

- 범죄유형별로 제시된 양형인자의 재조정  보완 시

- 법률 문가들(검사, 변호사)의 양형기  용경험 분석 결과, 양형기 이 용되는 범

죄군 부에 있어서 양형기  용시 고려해야 할 가 (감경)요소가 양형기 에 충분

히 제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양형인자 평가방식의 개선

- 양형인자의 질 평가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방식으로 환 필요

- 개별 인 양형인자들이 양형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해서는 양

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집행유  기 으로 제시한 주요사유와 일반사유의 구분 재조정 필요

- 행 인자와 행 자인자 구분의 타당성 검토  구분기  재조정 필요

○ 양형이유 설시 의무화  양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결문에 양형기  용시 고려하는 양형인자의 구체 인 명시함으로써 양형인자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 결문에 제시된 양형인자들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형인자에 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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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틀 마련

- 양형기 제 개선방안으로서 양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에 한 법률 문가 의식

조사 결과, 검사 집단의 80.4%, 법학교수집단의 93.3%, 변호사 집단의 66.7%가 양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3. 범죄피해자 절차참여 개선 및 원상회복제도의 체계화

3-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지위 강화

□ 범죄피해자 지  강화의 제조건으로서 정보권(알권리) 보장

○ 범죄피해자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지에 한 범죄피해자들의 요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난 데 부응할 필요성

○ 신청에 의한 정보통지가 아닌 “통지거부를 표명하지 않은 한” 형사 차의 각 단계에서

의 검찰․경찰의 범죄피해자에 한“일반  통지의무” 규정 필요

□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한 항고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통제의 한계

○ 검찰시민 원회제도(2010.8. 검찰청 내규)의 극 활용  검증

○ 범죄피해자의 검찰에 한 기소통제권을 효과 으로 뒷받침하는 보루가 되기보다 

경우에 따라 검찰 기소․불기소 단을 합리화하는 들러리 역할로 락할 험․의

혹 상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한 기본계획�(2007-2012년): 형사 차상 범죄피해자에 한 

주체  이해  극  차참여권 부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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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재 상 피해자진술권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피해자의 공소참가제도 도입 필요

○ 효과  공소참가를 해서는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공소참가 지

원 필요

3-2.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 시스템 구축

□ 형사조정제도의 입법화와 자발  원상회복에 한 평가․검증 필요성

○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제41조 이하)을 통한 입법화: 형사조정을 통한“원만한 화해와 

실질  피해회복”추구

○ 기존의 형벌  보안처분과 차별화되고, 억압  형사제재에 선행되는 자발성에 기 한 

“국가형사제재의 제1원(제1궤도)”으로 발 시키기 한 형사조정제도 운용  평가․

검증 필요

□ 형사소송상 배상명령제도의 활용가능성과 한계

○ “범죄행 로 인하여 발생한 직 인 물  피해, 치료비 손해  자료의 배상”을 신

청 는 직권으로 명령 가능(소송 진법 제25조)

○ 포 인 외․배제사유 인정으로 형사법원에 의한 기피 상

○ 실무상 배상명령제도에 한 정보․통지 부족으로 인한 신청 미흡

□ 범죄피해구조 지 제도의 지속  개선  확충 필요성

○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합한 새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구

조 지 제도의 폭 개선: “가해자의 불명․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난”등 요

건 삭제

○ �범죄피해자보호기 법�(2011.1.1.시행)에 기 한 ‘범죄피해자보호기 ’운용을 통한 구

조재원 확충(벌 수입액의 4% 이상 의무화)

○ 범죄피해자에 한 구조 지 제도 정보제공의 개선  신속한 구조지원의 체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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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WOT 분석을 통한 KIC의 공정사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도출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형사사법기 (법원, 검찰, 경찰, 법무부 등)을 

망라하는 공조네트워크 확보

•국내외 형사정책 연구기 간 연구 력체제 구

축  

•다양한 실증조사자료 보유  범죄통계 DB 구

축

•형사정책수립에 요구되는 문인력 확보(범죄

학, 심리학, 사회학, 형사법, 교육학 공 연구

인력)

•형사정책  안수립에 따른 사법정책 실

기간의 장기화

•형사정책을 한 입법  안수립에 

 수반하는 경제  비용추산의 어려움

 으로 인해 정책의 실성 확보 미비

•형사사법기 간 이해갈등으로 인해 

 형사정책의 방향성 유지 어려움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국민의 안   범죄 방에 한 요성 인식 

증

•형사사법제도  차에 한 높은 개  요구  

•범죄취약계층에 한 보호 요구 증

•범죄피해자 보호필요성에 한 학계와 실무계

의 인식공유

•형사정책 안의 정책기여 증 요구 강화 

•다문화사회형성에 따른 새로운  범죄취약계

층에 한 정책방안 모색

•가시 ․단기  성과 심 외부평가에 따른 

정책의 실 가능성  타당성 검증 미흡 

  기회, 강점 활용․약점보완 및 위협 극복

3대 추진전략 6대 실천과제

선제  범죄 방정책 확립
•범죄취약지역의 사회안 망 구축

•사회취약계층에 한 범죄피해 방지원

양형 합리화 구축
•양형 련 규정  법정형 정비

•양형불균형 해소 한 양형기 제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  권리강화
•형사 차상 범죄피해자 지   권리 강화

•범죄피해 실질  회복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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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형사정책분야에서의【공정사회】비전

□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 정의

○ 범죄취약지역  소외계층에 한 형사사법  지원을 통해 범죄 방을 실 하여 모든 

국민이 안 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 정당한 처벌과 법 차  권리가 보장되는 형사사법  정의구  사회

○ 효과 인 피해회복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가 확보될 수 있는 사회

비전․목표 형사정책분야의 공정성 향상을 통한 범죄예방 및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추진전략
선제적 범죄예방정책 

확립
양형 합리화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리 

강화

□ 형사정책분야 공정정 확립을 한 정책수단

추진전략 정책수단 성과지표

선제  범죄 방정책 확립

치안서비스 강화
∙범죄취약지역내 CPTED 용

∙범죄 방을 한 치안센터 설립

법률의 개정
∙출입국 리법 개정

∙결혼이민자정책의 국제기  도입

양형합리화 구축

법률의 개정
∙형법총칙내 양형 련 규정 개정

∙형법  형사특별법 법정형 정비

양형기 제 개선
∙양형기 이 미제정된 벌 형, 선고유  기  마련 

∙양형기 수정의 법제화

범죄피해자 보호  

권리강화

법률의 개정

∙범죄피해자에 한 형사 차상 정보제공 제도 개

선

∙형사소송법내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

피해의 원상회복을 

한 제도 도입

∙범죄피해구조 제도 실화

∙형사조정 차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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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천과제별 추진전략

1. 선제적 범죄예방정책 확립

1-1. 범죄취약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

□ 황분석  필요성

○ 물리 으로 퇴락한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범죄피해 가능성  범죄피해에 한 두

려움 증가 

○ 지역 으로 편 된 치안서비스

- 기계  감시의 계층편향성 : CCTV 등을 이용한 기계  감시는 강남구 등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되어 있음

- 인 감시의 계층편향성: 부유층 거주지역에서는 부족한 치안서비스를 민간경비 확

를 통해 보완

○ 범죄취약주민들의 삶의 질 하

□ 정책추진방향

○ 범죄취약지역의 환경개선

- 범죄다발지역의 물리 , 사회 , 제도  환경 개선

- 낙후된 지역의 취약성을 보강하여 거주  업무 공간의 안 성 확보

- 시설과 공간이 처음 설계된 형태를 유지하고 안 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 지역사회 역량 강화

- 범죄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향상을 한 지원

- 지역사회의 유 , 응집력, 의사소통, 집합효율성 강화

○ 치안서비스의 공정한 분배

- 물리  감시장치(CCTV, 조명 등)를 지역별로 고르게 설치

- 취약한 지역에 한 순찰을 우선 으로 강화

□ 외국의 추진사례

○ 국

-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CPTED가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본격 으로 용되기 시작

∙지방정부가 지역의 범죄 수 과 황을 진단하고, 이를 기 으로 범죄와 무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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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  략을 수립한 후 범죄와 무질서 감축을 한 력  트 십을 구축하여 

그 략을 시행ㆍ평가

∙‘도시계획정책안(Planning Policy Statement)'은 CPTED 개념을 도시계획의 핵심사

항으로 명시하고, 세부 시행규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후 모든 지방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과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CPTED를 극 으로 반

-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SBD)

∙각 지역의 건축개발업자나 단지개발업자가 건물 신축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계획 수

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국경찰지휘 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범죄 방제도화회사(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td.)에 SBD인증 신청

∙신청 후 CPTED 문 경찰 인 ALO(Architectural Liaison Officer)나 CPDA(Crime 

Prevention Design Advisor)가 시공단계, 건축단계, 완공단계에 장조사를 나와 개

발구역 체에 한 환경설계와 보안경비를 검하여 경찰이 제시한 구체 인 기

에 일치했을 경우에 한하여 공식 SBD인증서를 발 하고, SBD로고를 부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CCTV 감시 시스템

∙번화한 시내, 주 이 있는 유흥가, 공공교통수단 등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도가 극심한 주택지역을 심으로 설치

○ 미국

- 애리조나 템페시 조례의 CPTED 규정

∙술집, 성인용품 , 당구장, 호텔  모텔, 편의  등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들에 

한 토지  공간 사용을 규제하는 시 조례들과 연계되도록 만들어졌고, 경찰에게 

이들 장소들의 범죄 방 계획에 해 평가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내부 공간, 조명, 조경, 벽과 근 통제를 한 출입구  표지 의 설치, 주소의 표시, 

건축물 내 각 역의 목록 게시, 감시창의 설치  주차장의 구조 등에 한 기 과 

규격 등을 규정

∙모든 새로운 건축과  건축물 가액의 50%를 과하는 모든 증ㆍ개축, 개조  용도

변경은 물론 기존의 다세 주택을 세 별로 분할등기할 때에도 용

- 미국 코넥티컷(Connecticut)의 웨스트빌(Westville)의 지역사회 문화지원

∙Westville의 경우 범죄다발 지역으로 주민들이 항상 범죄에 한 두려움에 떨어야 하

던 마을이었음.

∙수년 간 지역 아티스트들을 후원하여 아트 페스티발과 거리 공연들을 열면서 주민들

이 공동의 목 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고 지역사회가 활기를 띄고 공동체 의식 형성

∙이어 도로를 정비하고 안 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사업이 이어지면서 범죄율이 감소

○ 호주

- 뉴사우스웨일즈의 CPTED

∙CPTED를 원용한 ‘안 설계(design safety)'개념을 모든 건물과 공공시설 건축설계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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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설계허가를 함에 있어 ‘범죄 험성평가(crime risk assessment)’를 행하고 

향후 이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 개정을 추진

∙페어필드(Fairfield)시의 경우, 한 때 강력범죄가 빈발하기로 유명했으나, 시장 직속으

로 ‘범죄 방 자문회의(Crime Prevention Reference Group)’를 설치하고 종합 이고 

장기 인 범죄 방 략 수립 실천한 이후 범죄율 극 으로 감소

- 퀸즈랜드(Queensland)의 에빌비(Eableby) 공원

∙범죄다발 지역으로 악명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을 공원 이용을 피하는 지역이었으나 

‘Stories in a Park’ 로젝트로 공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을 활발하게 개최

∙이후 주민들의 공원에 한 애착과 소속감 강화

∙공원의 개보수 작업이후 범죄율 감소

□ 기 효과

○ 범죄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물리 , 사회 , 제도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다발지역의 안정성 확보

-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한 범죄 방

- 실질  범죄 감소와 범죄에 한 두려움 감소

□ 성과지표  핵심정책과제

○ 실질 인 범죄율 감소

○ 치안서비스의 공정한 분배

- 물리  감시장치(CCTV, 조명 등)의 지역별 균형 설치

- 취약한 지역의 순찰 강화

○ 범죄다발지역의 물리 , 사회 , 제도  환경 개선

- 범죄취약지역내 CPTED 용

- 범죄에 한 두려움 지표 감소

1-2.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지원

□ 황분석  필요성

○ 개업을 통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문제

- 결혼당사자에게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의 자율 의지를 심각하게 

제한

- 국제 개업자의 조직 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리․통제하고 이동시킨다

는 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 ’ 속성을 보임

- 처녀성을 확인하기 한 산부인과 검진과 합방을 공식 인 개과정으로 하는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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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화된 개 차는 인권침해  요소 내포

- 유엔 여성차별철폐 원회는 2007년 한국의 상업  결혼 개업자가 개입한 국제결혼

의 인신매매  성격 지   여성의 인권침해 해결방안을 권고함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황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문제는 그 자녀에 한 사회통합 문제로까지 이어짐 

- 국제결혼의 부분이 발생하는 농어  지역의 사회통합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함.

- 가정폭력발생률이 47.8%로 결혼이주여성 2명  한 명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남.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사례에서는 심각하고 장기화된 가정폭력상황이 

보고되고 있음. 

□ 정책추진방향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한 법  지  보장

- 행 결혼이민자 련 법제들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단순히 시혜의 상 내지 

동화의 상으로 여기는 경직된 태도 유지

- 이들에 한 범죄피해를 방하고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방할 수 있는 근본

인 보호 책은 법  지  보장에 있음

○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방지  인권 보호를 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 상업  결혼 개업자가 개입한 국제결혼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신매매  성

격을 갖지 못하도록 [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 개정 필요

○ 결혼이민자의 합법  체류  국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련한 행 출입국 리

법  국 법의 개정 필요

- 행법상 결혼이민자의 합법  체류를 한국 배우자의 의사에 으로 의존하게 함으

로써 가족 내 불평등한 권력 계를 형성, 유지하게 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이 혼인 지속을 해 배우자의 가정폭력행  등과 같은 혼인 탄행 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법률 개정 시

○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사회통합을 한 다문화주의 의식의 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거주지원법제  각종 사회보장법제의 

개선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을 보호  지원의 실화

- 기본 으로 동화주의  사고에 기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

법의 입법정책방향 환 필요

- 내국인과 외국인간 상호 이해와 소통, 외국인의 사회참여 등과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 사회통합에 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한 서비스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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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추진사례

○ 결혼이민자는 선별  이민정책의 제1순  용 상자로서 각국은 혼인에 진정성이 의

심되지 않는 한 결혼이민자들에게 체류 내지 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주권 는 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이민자들에 비하여 개방 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기본 이념은 다문화주의임. 캐나다 정부는 랑스계․

국계 주민의 갈등 해소와 다문화․다민족화의 실을 반 하기 해 1971년 세계 최

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함. 

- 1977년 ‘인권법(Humam Rights Act)’을 제정하여 인종, 성별, 연령, 출신국가, 민족, 피

부색, 종교에 의한 차별을 지

- 1982년 수정헌법의 ‘인권과 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27조를 

통해 다문화주의를 캐나다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선언함.

- 1985년 ‘다문화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를 제정하여 어와 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문화유산

을 유지하고 고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명확히 함.

○ 독일은 1999년 국 법을 개정하여, 통주의를 고집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부분 으로

나마 ‘출생지주의(jus soli)'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 

-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  한 명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14세 이 에 독일로 

이주한 경우 자동 으로 독일 국 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부모의 국 도 

함께 보유할 수 있음. 

○ 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한 보호: 국정부는 2008. 12. 17. 유럽연합의 

인신매매의 지에 한 약4)에 가입(2009. 4. 1. 발효)하여, 련 공무원(경찰, 이민청 

공무원 등)은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48시간 내에 이를 담하는 기 인 

UKHTC에 의뢰하여야 하고, UKHTC에서는 45일 내(피해자가 극심한 정신  충격을 

받은 경우 등에는 연장가능)에 합리  근거 하에 피해자임을 확정지음. 그 기간  피

해자는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후 피해자는 조사나 형사 차 진행 는 개인  

상황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최소한 1년의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인신매

매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 한 지원하고 있음. 

□ 기 효과

○ 국제결혼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회통합 기반 

조성

- 인신매매로 인한 국제결혼피해 방 - 국제결혼가정의 탄 방  성공 인 결혼 

지원

4)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http://conventions.coe.int/T

reaty/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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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사회 응 지원 

○ 국제 기 의 결혼이민자정책  인권 보호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사회  약자나 소수집단을 상으로 하는 증오범죄의 방

- 국내 인권 수 의 반  향상

- 다문화주의 의식의 기반 마련

□ 성과지표  핵심정책과제

○ 인신매매  성격의 상업  국제결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한 [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의 개정 

- 인권침해  개행 에 한 처벌 규정 마련

- 국내 개업자에게 지의 불법행 를 방조․묵인, 는 극 력한 경우 처벌 규정 

마련

- 표 계약서의 명문화, 국제결혼 개업체의 사후 력 규정 마련,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함.

- 인신매매방지 련 국제 약의 비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피해 방을 한 정책 방안: 출입국 리법, 국 법 등 결혼이

민자 련 법규 제․개정

- 출입국 리법의 개정

∙체류허가 신청 서류 정비: 가정생활이 탄에 이른 경우 체류자격신청  체류기간연

장신청 어려움 발생. 최근 정부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한 체류 리지침’을 마

련하 지만, 외국 여성이 련 서류를 제 로 작성․구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

임. 특히 신원보증의 경우 연고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신원보증인을 구한다는 것

은 실 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이에 한 정비가 필요함. 

∙ 주자격제도의 확 : 행 주자격의 요건이 엄격하고 국민에 하는 실질 인 법

 지 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자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함. 국가의 구성원으

로 국민과 외국인만이 아닌 그 간  개념의 자를 상정하고, 그들에게 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 법의 개정

∙이혼에 따른 간이 귀화 입증요건 완화: 공인된 결혼이주여성 련 시민단체의 사실확

인서, 신빙성 있는 진술서 등 합리 인 방법으로 본인의 이혼귀책사유가 없음을 정

하는 방안 검토. 혼인 에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간이귀화 신청 서류의 정비: 결혼이민자 부분 소득 빈곤층에 속해 있는 만큼 

행 간이귀화신청 서류구비요건은 국 이나 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들 험이 

있음.

∙배우자 동행  신원보증 요구 철회: 국  내지 주자격 신청시 배우자 동행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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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요건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합법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좌

우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음

∙실질  법률지원 구조 마련: 결혼이주여성이 국 법  출입국 리법 등의 혜택을 직

으로 릴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시스템 마련 필수. 특히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활

용하여 사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며, 언어문제가 있는 경

우에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리인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2. 양형합리화 구축

2-1. 양형관련규정 및 법정형 정비

□ 황분석  필요성

○ 행 형법  형사특별법내 불균형한 법정형 산재 

- 체 인 형법체계상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  주의에 의해 양산된 

형사특별법상 형규정들로 말미암아 양형의 출발 으로서 법정형의 기능 상실

- 책임과 형벌의 비례 계를 일탈한 형주의 정책에 의해 불합리하게 가 된 법정형이 

산재해 있음

- 형사특별법상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으로 인해 가능한 형을 낮게 선고하려는 경향이 

발생함. 이는 법정형과 선고형간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그 괴리가 커지면 형벌의 정

성과 정당성에 한 국민의 신뢰를 하시켜 다시 가 처벌의 요구를 야기하여 법정

형이 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형사실체법이 합리 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양형의 합리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에

서 형사실체법상 법정형의 정비는 요하고도 시 한 문제임

○ 불합리한 가   감경사유와 유  선고의 요건

- 행 형사법체계상 동질의 범죄행 에 한 첩 인 가   감경사유의 존재는 양

형과정을 측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일조함

- 특히 범가 규정과 상습범가 규정, 형사특별법상 행 책임을 일탈하는 형가 규

정, 재 상 감경으로서 작량감경규정은 법이론  정당성의 근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비 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지논의의 주된 상이 되고 있음

- 양형의 공정성을 해하는  다른 요인은 행 집행유 와 선고유 의 법률상 요건

의 불명확성에 있음

- 행법상 유 선고의 요건은 객 은 단기 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법 의 주  

해석과 단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법 의 재량  단가능성은 온정  차원에서 유 선고를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

공하기 때문에 양형의 형평성을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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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자유형의 폐해방지와 피고인의 사회복귀라는 유 제도의 기본취지에 충실할 수 

있는 구체화된 객  단기 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추진방향

○ 형사실체법상 개별 범죄간 불법의 정도에 합리 으로 비례하는 법정형체계 구축

- 형법상 불법행 와 동일한 행 에 해 형량만 가 하는 방식의 특별법상 가 형벌규

정에 한 진 인 폐지정책 추진

- 형법과 형사특별법, 행정형법의 동반개정을 통한 불요불 한 형벌규정 삭제  형법

으로 편입가능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 고유의 임무 재정립

○ 행 형법내 양형 련 규정에 한 규범  검토를 통해 양형합리화정책의 기  확립

-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비 을 받고 있는 상습범가 규정

과 범가 규정의 폐지를 제로 한 형법개정 입법방향 확립

- 법 의 도덕  감수성에 의존하여 피고인의 주  내심의사(반성, 후회, 참회)를 단

 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 유 제도 선고요건을 객  요건으로 

환하는 입법방향 추진

□ 국내외 추진사례

○ 2005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에서 “형벌체계의 합리  재정비”를 주요과제로 설정

- 법무부가 형사실체법 정비과제를 임받아 2007년 형사법개정특별분과 원회를 출범

하여, 2010년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고되었음. 

- 법무부 형법일부개정법률안(2010)에 의하면, 범가 규정과 상습범가 규정의 폐지, 

작량감경시 정상감경사유 구체화, 선고유 제도와 집행유 제도 정비방안 제시

○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연구에서  5  형사특별법을 

포함하여, 공직․선거, 융․재정․노동․사회풍속, 보건․의료․마약․생명윤리, 환

경․교통, 산업․무역․과학기술․정보 련 특별형법내 형벌규정  법정형을 검토하

여 형법  편입방안 제시

- 5  형사특별법에 한 규범  검토를 통해 폭력행 등처벌에 한 법률,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처벌에 한 특례법 등의 폐지 방안 제시

○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공동으로 형법총칙개정안 마련

- 범가 규정  상습범가 규정 폐지 제안

- 선고유 와 집행유  선고의 극  요건으로서 객  기  제시 

□ 기 효과

○ 합리  양형의 선결과제로서 불균형한 법정형체계 정비 

- 형사실체법 반에 걸친 법정형의 체계  정비를 통해 양형합리화의 제조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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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인 법정형이 갖추어짐으로써 공정한 양형의 기 가 확보되어질 수 있음 

- 엄벌주의  사고로 인한 형주의정책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통

해 형법과의 체계  정합성 확보가 가능함

○ 사법온정주의에 한 통제기제 마련

- 선고유 와 집행유  선고 요건의 객  단기 을 확립하여 재량  단에 의한 

불공정한 선고경향 배제

- 유 무죄, 무 유죄의 비 을 야기하는 시혜수단으로 유 제도 활용 방지

□ 성과지표  핵심정책과제

○ 형법  형사특별법내 개별 범죄행 별 불법정도에 부합하는 법정형 범주의 합리 인 

재설정

- 형법  면 개정을 통한 체 인 법정형의 재조정

- 형사특별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형법 으로의 편입  폐지를 한 입법정책 제시

○ 형법총칙내 양형 련 규정으로서 가   감경사유의 정비  유 제도 요건의 구체화

- 형법총칙내 폐지논의의 주 상이 되는 범가 규정, 상습범가 규정, 작량감경규정

의 입법  정비

- 유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법 의 자의  단을 배제할 수 있는 객 인 기

도입을 한 입법방안 

2-2. 양형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형기준제 개선

□ 황분석  필요성

○ 법 별․법원별 불합리한 양 편차 발생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한 용 인 양형 행

으로 인해 사법에 한 불신이 되어 왔음

- 법원별로 형성된 고유한 선례와 통이 유지됨으로 인해 양형의 균등성 확보가 어려움

-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사회경제  지 에 따른 불명 를 고려한 한 양형을 선고함

으로 인해 일반 범죄자와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야기함

-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 징벌  효과가 거의 없는 집행유  선고를 남발함으로써 사

법  규율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음

○ 불균형한 양형편차를 해소하고, 사법에 한 신뢰를 회복하기 해 2007년 양형 원회

를 설립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제1차 양형기 으로서 주요 7개 범죄군에 한 양형

기 을 시행하고 있음

- 징역형과 집행유  양형기 만을 제정하고 벌 형과 선고유  양형기 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동일범죄행 에 해 양형기 이 용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가 발

생하는 새로운 불균형 상이 야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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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군별 양형인자의 선정과 평가원칙, 평가방식이 양형기 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권고형량범 를 과거 양형의 평균을 기 으로 설정함으로써 법정형 보다 낮은 기본형

량범 가 형성되어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입법권 침

해문제 발생

□ 정책추진방향

○ 양형기  용의 사각지 를 해소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

인 양형기 제 구축

- 벌 형과 선고유 에 용가능한 양형기  제정 시

- 집행유  양형기 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식 재정립

- 범죄군별 양형인자의 보완  수정, 양형인자 평가방식의 개선, 권고형량범 에 한 

규범  조정 등의 개선을 통해 양형기 제 취지의 실효성 확보

- 범죄군별로 선정된 양형인자의 정성 여부에 한 지속 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양

형의 정성을 확보해야 함

- 권고형량범 와 선고형을 결정하기 한 양형인자 평가방식에 있어서 단순한 획일  

비교방식을 지양하고 인자별 가 치를 고려할 수 있는 질 평가방식 도입 필요

- 범죄군별 권고형량범 에 한 규범  조정을 통해 규범  당 의 근거인 법정형 범

 이탈 문제 시정 필요

- 양형기 의 수정과 타당성 검증을 한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결문내 양형인자 

설시 의무화 규정 도입

- 양형기  이탈사유에 한 분석을 통해 양형기  정성 여부 검증시스템 도입

○ 양형기 의 용내용을 일반국민이 이해가능한 수 으로 구체화하여 투명성과 측가

능성을 확보해야 함

- 다의  해석이 가능한 양형인자에 한 구체 인 설명자료 제시

- 양형기  용원칙과 용방식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실질  합리성 확보 

□ 외국의 추진사례

○ 미국

- 1970년  교육형주의와 가석방제도에 한 비 이 양형개 으로 이어짐

- 1970년  말과 80년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 워싱턴주, 로리다주에서 양형

원회가 설립되어 양형기 이 마련되었음

- 1984년 연방차원에서 양형개 법을 제정하여 연방양형 원회가 발족하 고, 1987년부

터 연방양형지침서를 제정하여 그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재 미 연방, 워싱턴 DC  20개주( 체의 40%)에서 양형기 제를 시행하고 있음

○ 국

- 2001년 내무성의 양형기본체제 평가보고서에 의해 양형기본체제에 한 개 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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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양형 원회 설립을 권고한 안을 수용함

- 200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양형기  설정 

 변경임무를 담당하는 양형기 원회가 설립되었음. 

- 2004년부터 2010년에 걸쳐 총 19개 양형기 이 제시되었음

□ 기 효과

○ 공정한 사법에 한 신뢰의 공감  형성

- 양형기 을 통해 양형과정을 구체 으로 객 화함으로써 양형의 측가능성이 확보

되어 사법에 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음

○ 양형의 일 성  형평성 확보를 통한 사법선진화 기여

- 양형기 의 지속 인 보완과 수정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일 되고 공정한 양

형이 확보되어질 수 있고 이는 사법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성과지표  핵심정책과제

○ 벌 형  선고유  양형기 의 제정

○ 양형기  상범죄 체에 해 양형인자 설시 의무화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 양형기  이탈시 양형이유 설시의무화 규정을 확 하여 양형기  용 상범죄 체

에 한 결문 작성시 양형이유 설시 의무화 규정 도입

- 양형인자의 평가를 객 화하고 질  평가원칙을 실 할 수 있도록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양형기 의 수정 차와 방식, 기간에 한 법규정 도입 

- 양형기 의 정기 인 수정을 통한 양형의 정성 확보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리강화

3-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지위 강화

□ 황분석  필요성

○ 범죄피해자 지   권리 강화의 제조건으로서 정보권(알권리) 충족은 행규정상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 여 히 미흡

- 2010 피해자실태에 따르면 사법기 의 수사․재 련 정보통지의 필요성에 해 범

죄피해자들의 필요성 인지는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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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수사/재판관련 정보 통지 필요성 인지(2010 범죄피해자실태조사)

필요성인지 필요없다 필요하다

범행사실의 구체 인 내용 5.6 94.4

상 방의 인 사항(이름과 주소 등) 11.9 88.1

상 방의 체포나 구 여부 5.5 94.5

수사진행 정도 4.6 95.4

상 방이 재 진행 인지 아닌지 여부 5.4 94.6

재  장소와 시간 7.4 92.6

재  참여와 방청방법 8.2 91.8

상 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등) 6.9 93.1

재  결결과 3.5 96.5

국가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제도 3.9 96.1

-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한 실제 인지 황은 매우 조하며, 이를 실제로 경험한 

경우는 극히 조하여 문제  노정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원방안의 인지/경험여부 분포(2010 범죄피해자실태조사)

세부문항
인지여부 경험여부

모른다 안다 없다 있다

사법기 으로부터 사건처리ㆍ 차 등에 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49.9 50.1 67.4 32.6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76.6 23.4 89.6 10.4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51.7 48.3 87.4 12.6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 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68.1 31.9 90.0 10.0

피해자는 상매체(녹화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50.4 49.6 82.5 17.5

세부문항
인지여부 경험여부

모른다 안다 없다 있다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57.6 42.4 82.0 18.0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59.2 40.8 81.9 18.1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59.0 41.0 81.6 18.4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69.8 30.2 91.5 8.5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19.9 80.1 54.6 45.4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39.0 61.0 67.5 32.5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51.6 48.4 75.9 24.1

피해로 사망ㆍ장해ㆍ 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 을 받을 수 있다. 60.2 39.8 86.3 13.7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69.4 30.6 90.5 9.5

피해자 안 ㆍ심리안정ㆍ치료를 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41.7 58.3 74.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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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한 기본계획�(2007-2012년)에 따라 형사 차상 범죄피해

자의 주체  지  인정  극  차참여권 부여 계획

- 재 상 피해자진술권 부여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피해자의 공소참가제도 도입 필요

- 공소참가제도를 해서는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공소참가 지

원 필요

□ 정책추진방향

○ 형사 차의 각 단계에서 신청에 의한 정보통지가 아닌 검찰․경찰의 범죄피해자에 

한 “일반  통지의무” 규정 필요

- 범죄피해자가 인격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취지에서 형사사법기 에 “통지거부를 표

명하지 않은 한 ”검찰․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통지) 의무

- 통지의무자의 의무 반행 에 한 제재규정 도입을 통한 검․경 정보제공의 실효성 

확보

○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확 를 통한 형사 차상 정보권 확

- 행 임의 ․ 외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인정 방식을 원칙  허용  외  제

한 방식으로 획기  환(형소법제294조의4 개정)

- 외  제한사유의 구체화로 외(불허)가 원칙화하는 남용 여지 차단: 피고인․증인

의 개인비  부당 공표 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의 한 제약, 한 소송지

연 래

○ 범죄피해자의 공소참가제도 도입으로 형사 차상 범죄피해자의 극  차참여권 확보

- “공소참가피해자”의 격성( 상범죄)은 범죄피해자의 형사 차상 “참여 심”이 큰 

생명․신체․자유침해 범죄  성 자기결정권침해 범죄의 피해자로 국한

-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공소참가여부 결정, 외  기각사유 명시

- “공소참가피해자”의 권한: 공 기일 등 출석권, 증인신문권, 피고인신문권, 의견진술

권  “(국선)피해자변호인”선임청구권 등 인정

- 공소참가피해자에게 독자  증거신청권, 법 에 한 기피신청권, 상소권 인정하는 방

안은 신 한 근 필요

-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을 통한 공소참가피해자에 한 실질  지원 필요

□ 외국의 추진사례

○ 미국의 피해자의견진술제도

- 상범죄 제한없이 당해사건의 피해자가 양형 련 차에서 의견진술권 인정

- 피고인의 석방, 양형, 가석방, 유죄인정 상 등 차에서 진술할 권리

-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 , 심리 , 신체  피해결과에 한 객  피해결과진술  이

에 주  의견이 개입된 피해자의견진술 가능

○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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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로 피해자참가인 격 제한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가 허가함으로써 피해자참가 결정

- 형사재 참여 차, 증인심문, 피고인질문, 변론으로서의 의견진술

- 피해자참가인을 한 국선변호인제도 실시

○ 독일의 부 공소제도

- 범죄피해자가 검사와 함께 공동원고로서 소송 참가

- 특정범죄(성 자기결정․신체․자유․생명 침해범죄) 피해자에게 부 공소권 격 

부여

-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사와 별도의 의견진술 가능

- 피고인 무죄  양형에 한 독립  상소 가능

- 피해자변호인제도

□ 기 효과

○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에 한 높은 심에 부응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에 한 정보

권 보장에 편향되지 않는 형사사법에 한 사법신뢰 제고

○ 범죄피해자의 정보소외감을 해소함으로써 심리 ․정신  회복으로부터 반 ․통합

 회복사법 제고

○ 범죄피해자의 차참여 심을 충족시키고 형사 차상 극  의견진술  진실해명과

정에 동참시킴으로써 참여 차를 통한 치료  사법과 실체  진실발견  법  평화 

회복 제고

□ 성과지표  핵심정책과제

○ 범죄피해자에 한 정보제공  차참여 보장

- 각 형사 차단계상 정보제공 주체  일반  의무 명시

- 범죄피해자 소송참여를 최 화하는 공소참가제도 입법  구성

- 공소참가피해자에 한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  효과  선정 실무

3-2. 범죄피해 실질적 회복시스템 구축

□ 황분석  필요성

○ 범죄피해자에 한 실질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범죄피해에 해 가해자에 의한 보상도, 국가에 의한 보상도 거의 받지 못한 경우가 

부분으로 나타남

- 특히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반 이상을( 액포함) 보상받는 경우

는 11.7%,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반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는 3.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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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 보상/지원 정도(2010 범죄피해자실태조사)

보상/지원 정도 가해자의 부담 국가/공공단체 지원

 없음 79.0 90.7

피해액 반 이하 9.3 5.5

피해액 반 이상 5.5 2.4

거의 액 보상 6.2 1.5

비율(%) 100 100

-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80.2%로 나타났지

만,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58.1%로 상당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거의 액을 보상받은 경우가 

25.7%로 재산  피해보다는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신체적 피해 보상/지원 정도 (2010 범죄피해자실태조사)

보상/지원 정도 가해자의 보상 보험회사의 보상 국가/공공단체 지원

 없음 80.2 85.7 58.1

치료비 반 이하 7.9 7.8 7.5

치료비 반 이상 6.1 4.5 8.7

거의 액 보상 5.8 2.0 25.7

비율(%) 100 100 100

□ 정책추진방향

○ 형사조정제도의 입법화와 자발  원상회복에 한 평가․검증 

-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제41조 이하)의 취지에 따라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화해와 

실질  피해회복” 추구

- 기존의 형벌  보안처분과 차별화되고, 억압  형사제재에 선행되는 자발성에 기 한 

“국가형사제재의 제1원(제1궤도)”으로 발 시키기 한 형사조정제도 운용  평가․

검증 

○ 형사 차상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 형사법원에 의한 기피 상의 근거가 되는 포 인 외․배제사유의 재구성 필요성

- 배상명령 합사안에 한 법원의 극  명령결정을 독려하는 친회복사법  사법환

경 조성 필요

- 실무상 배상명령제도의 신청 미흡의 문제에 하여 정보․통지로써 제도활용도 제고

○ 범죄피해구조 지 제도의 지속  개선  확충 

- 범죄피해자보호기 ’의 효율  운용을 통한 구조재원 지속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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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에 한 구조 지  정보제공의 개선  신속한 구조지원의 체계화

□ 외국의 추진사례

○ 독일의 사례: 원상회복의 범 한 회복사법  활용 

- 경미사안에 있어서의 원상회복과 조건부기소유 제도(다이버 )

- 원상회복에 한 양형법  고려: 감경사유

- 원상회복을 고려한 집행유 선고(부가처분)

□ 기 효과

○ 범죄피해로부터의 실질  회복을 추구하는 포  원상회복제도의 체계화로 회복  사

법구축  통합 방  고려 실

○ 형사조정제도의 안정화로 가해자․피해자간 소통․화해․회복의 사법문화 구축

○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로 사법효율의 증 와 원상회복의 신속성 도모

○ 범죄피해자구조기   구조피해자 지원의 확충을 통한 범죄피해자와 연 하는 회복  

사법 모델 개발

□ 성과지표  핵심정책과제

○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자발  원상회복 진

- 억압․통제  형사제재에 선행되는 자발성․자기통제에 기 한 회복사법  형사제재

의 발

○ 형사 차상 배상명령제도 개선

- 포 인 외․배제가 가능한 기피사유의 제한 ․ 실  재구성

- 법원의 명령결정을 장려하는 소송 진   회복사법  사법환경 조성

- 실무상 배상명령제도 신청률 제고를 한 정보․통지 개선

○ 범죄피해구조 지 제도의 개선․확충 

- 범죄피해자보호기 ’의 구조재원 지속 확충

- 구조 지  정보제공의 개선  신속한 구조지원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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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미래 형사정책의 지평

1. 범죄 고위험사회로부터 안전사회로

□ 범죄취약지역의 사회안 망 구축

○ 치안서비스 사각지  해소

○ 상호유 를 통한 범죄 방

○ 범죄에 한 두려움 없는 일상생활 향유

□ 사회취약계층에 한 차별과 배제와 억압이 없는 개방된 사회 

○ 다문화가정의 안정 인 정착과 다문화주의 의식의 확산 

○ 사회취약계층의 범죄취약계층으로의 이 차단

2. 공정한 양형절차 정착을 통한 사법신뢰의 확보

□ 실효  양형기 을 통한 양형합리화의 실

○ 합리  차에 따른 측가능하고 투명한 양형 확립

○ 피고인에 정하고 법익공동체에 공정한 선진 양형시스템 구축

□ 형사사법  정의의 실

○ 형사사법 차상 재량행사의 규범  기  확립 

○ 사법  규율기능의 엄격성․공정성․형평성 지향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의 증대

□ 형사 차의 새로운 주체로서 범죄피해자의 지  정립

○ 범죄피해자의 지  강화에 기 한 형사 차 참여시스템의 최 화

○ 범죄피해자에 한 형사 차상 극 인 지 와 권리 확립

□ 실질  피해회복이 실 가능한 회복  사법 확립

○ 형사조정제도와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운용의 최 화

○ 범죄피해자의 피해원상회복의 단계 ․체계 ․포  실 을 통한 실질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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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대응방안

정갑영 I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Ⅰ. 서 언

□ 2010년 복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 이념으로 제시

○ 이명박 통령은  “우리 사회 모든 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함.

○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정의함.

○ 문화체육 부에서는 문화 술, 문화산업, , 체육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 하

기 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문화  분야 공공지원의 공정성에 한 논란 제기

○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문화 술, 문화산업, 분야에서 공정성에 한 명

확한 개념이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순수 문화 술은 시장 친화 이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지원에 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문화 술에 한 공공 부문의 지원이 공정한가에 한 논란

이 자주 제기됨.

○ 문화 술은 경험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성이 요하여 문화향유의 기회에서 불

균등한 여건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축소하려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본지향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문화산업 부문에서도 기존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연 인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분야에서도 사회 반에서 공정사회 구 을 지향하는 추세에 따라 착한 , 공정

여행(fair travel) 등 책임 이 부각되고, 윤리  소비와 공정한 거래를 통하

여 공정한 분배를 실 하려는 노력이 실해 짐.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두되고 있는 공정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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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확한 개념조차 모호한 상태이며 사업체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한 여행업체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불공정 계약  행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고, 경쟁력  국가 랜드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음.

□ 이 연구는 문화 술, 문화산업, 에 한 공공지원에 용 가능한 공정성의 개념을 확

립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음.

○ 문화 술, 문화산업  부분의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기 한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에 

용 가능한 공정성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 각 분야에서 기회균등의 확 와 기 을 제시하여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

사회 구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 연구와 연계하여 별도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구체  수치  해외사례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공정성 확보를 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

고자 함.

Ⅱ. 대내외 여건분석

1. 소득별,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 및 향유에 대한 격차 심화

○ 등학교 학년 이하의 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어, 수학과 

비슷한 수 으로 매우 높음(비용의 경우에도 어 다음으로 많음).

○ 체능 분야에서 월평균 700만원 이상 계층은 100만원 미만 계층 보다 7.5배의 사교육

비를 더 지출하여 양극화에 따른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100만원 미만 참여율 13.1%(월평균지출액 1.1만원), 700만원 이상 참여율 34.9%(월평균

지출액 8.2만원)

○ 체능 분야의 교육은 주로 창의성․감수성 개발 등의 목 을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 시기의 사회  갈등 문제 뿐 아니라 미래의 기회 균등과 연계되어 있어 공정한 

사회 구 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문화 술교육 뿐만 아니라 술행사 람률 한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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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별 문화 술교육과 술행사 람률의 경우 소득 100만원 미만층과 400만원 이상

층의 격차가 2010년 기  각각 1.8배와 3.4배로 나타남.

○ 지역별 술행사 람률 한 군지역과 도시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 술강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한 이고 주로 술실기 주의 에서 추

진되어 궁극  목 인 감수성․창의성, 미래의 객․ 극  지지자 등으로 연계시키

기 한 이 미흡하며, 이에 한 체계 인 성과 평가가  연구된 이 없어 이러한 

성과와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제도  지원, 학교교육  문화시설과의 연계, 민간자원의 활용, 사교육 시장의 

확 에 따른 논란과 제도  보완, 인력양성, 이를 통한 체능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가 필요함.

2.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 미흡 및 지원의 불공정 심화

○ 술인  단체들은 지원의 상으로만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사회  책임이 

상 으로 미흡함.

○ 국민들은 술인들의 사회  책임이 상 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2.86/5 ), 반드시 지원에 한 사회  책임 뿐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있으므

로 당연히 이에 상응한 사회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술분야의 경우 일부 술인들의 경우에만 후배 양성 등에 한 사회  책임을 수행

하고 있고, 후진양성에서 오히려 불공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불공정 행이 입시- 술지원-공공시설 이용-시상 등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음.

○ 순수 문화 술은 시장친화 이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지원에 한 의존도가 높

은 실정이며, 술계의 진입 장벽이 높은 계로 신진 술가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학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로비/청탁, 유명인(강자)에 한 배려가 문화 술 지원에 

한 공정성 시비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단순히 지원의 공정성 이외에 문화

술활동 등 반 인 측면으로 이어지고 있음. 

○ 앙과는 달리 지방에서의 문화 술 지원은 지원심의기 , 상, 심의 원  과정 등

에 한 명확한 기 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공정성에 한 논란이 더 크게 제기

되고 있음. 

○ 지원의 기회가 은 지방의 경우에는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아 특히 문제 이 더 심하

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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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과 매체의 특성상 불공정 관행 심화

○ 문화 술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공정 분야와 효과가 큰 것이 

문화 술계의 불공정 행임.

○ 문화분야가 1인 창조기업 등으로 창의성과 재능을 가진 인재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문화 술계는 기획의 요성이 강조되고, 한정된 매체의 특

성상 불공정 행이 심화되고 있고 사회  장도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에서 

국가이미지 하락과도 연계될 정도임. 

○ 매체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문화에 한 다양한 진입경

로를 개발하는 한편 문화 술계의 불공정 행의 조사, 제도  개선, 자율규제의 강

화를 한 방안 등의 과제 개발 필요

○ 문화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거래 실태 유형은 거래상 지 의 남용, 부당한 차별 등 기타 

불공정거래행 , 부당한 공동행 로 구분할 수 있음.

○ 화산업의 경우 거래지 의 남용으로 상 의 조기종 , 거래 거 , 부율 변경, 부  

조기정산 등이, 부당한 차별 등 기타 불공정거래행 로는 열사 투자-배 화에 한 

유리한 상 기회 제공 혹은 독 방 권 제공 등이, 부당한 공동행 로는 화 람료 

인상합의 공동으로 요 인하 단 등이 나타남

○ 게임산업의 경우 거래상 지 의 남용으로 불합리한 수익배분, 과도한 결제수수료 요구 

등이 나타나며, 부당한 공동행 로는 PC방 용선 요  담합 등이 나타남.

○ 방송산업의 경우 거래상 지 의 남용으로 지상 방송사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군소독립

제작사와의 불공정계약(지상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작권분배 불균형), 애로 설

비(Bottleneck facilities)를 가진 S.O.나 성사업자에 비해 P.P.는 약자의 입자에서 수익

배분율이 낮아지게 되며, 수직/수평 결합된 사업자의 우월  지 를 이용한 불공정 거

래 등이 나타남.

○ 드라마의 경우 거래상 지 의 남용으로 불공정한 계약의 강제 등이 나타남.

○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부당한 차별 등 기타 불공정거래행 로 속경로 차단, 이통사 

련 CP에 특혜부여, 랫폼 연동정보 차별, 자사 포털에 유리한 단말기 출시 등이 나

타나며, 부당한 공동행 로는 특정 요 상품에 한 담합 등이 나타남.

○ 유선인터넷콘텐츠의 거래상 지 남용으로는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의 문제 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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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 객의 증가에 따라 형여행사는 도매업체, 소여행사는 소매업체의 형태로 업종

이 수직 으로 분화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동일한 업종에서 변화되고, 이에 따른 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는 정책  제도는 미흡

○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업간의 문제 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게 되고, 

경쟁력 약화, 국가 랜드의 하까지 이어지게 됨. 

○ 따라서  부문 불공정 사례 조사를 통한 문제  분석하고, 사업체간  사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여건 마련을 한 정책이 필요함.

○ 산업간의 불공정 거래 행은 계약의 책임소재의 문제로 나타남.

○ 리 은 형여행사의 랜드가치로 인한 매출증 를 목 으로 형여행사와 리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상품을 매함.

○ 리 에서는 형여행사와 계약을 한 소속여행사 상품 외에 수익이 많은 타사 상품으

로 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해외사고의 경우나 불평불만이 발생함.

○ 한 여행상품의 덤핑,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여행사들은 과다경쟁으로 인해 ‘노투어피’에 최소 수익마  포기하는 실정이며, 이는 

곧 여행 서비스 부재, 선택  강요, 쇼핑 강요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 재 여행업의 경우 법률 으로나 는 자율 으로 도,소매업이 명확한 구분 없이 공존

하고 있음.

○ 이는 여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다경쟁을 유발시키고 결국 불공정 거래의 

행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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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사회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

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가. 비전 및 목표

○ 문화 분야에의 불공정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 을 본 연구의 비   목표로 설

정하고 세부  추진 략을 수립함.

나. 세부추진전략

○ 세부추진 략은 문화 술, 문화산업,  등 문화  반을 아우르는 산업별 구분을 

통해 보다 구체 인 략 수립방안을 마련함.

○ 문화 술 부문은 ‘문화향유와 문화지원의 공정성 제고’, 문화산업 부문은 ‘문화산업 불

공정 거래 개선’,  부문은 ‘ 산업 불공정 거래 개선’의 세부 추진 략을 수립함.

<그림 1> 문화관광분야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도출

○ 문화 술, 문화산업, 부문에서 도출된 3가지 추진 략에 따른 5개의 세부 실천과제

는 다음과 같음.

○ 문화 술 분야의 경우 문화향유와 문화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해 ① 문화향유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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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제고, ② 정부/지자체 문화 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실천과제로 설정

○ 문화산업 분야의 경우 문화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해 ③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

래 개선을 실천과제로 설정

○ 산업 분야의 경우 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해 ④ 부문 불공정거래 

개선, ⑤ 공정 을 한 정책  제도 개선을 실천과제로 설정

<그림 2>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3. 예상되는 파급 및 기대효과

○ 문화 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소득별 문화 술 교육에 한 격차에 한 실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술인(단체) 지원 심사제도 개선  평가체계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 에 이바지 함.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매체의 융합, 콘텐츠의 융합, SNS 등 모바일 심 매체의 변

화가 가져오는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

○ 산업의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시장거래질서 확립

○ 시장의 질서회복과 소비자 보호차원의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공정  실 을 통한 시

장효율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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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정사회 연구를 통한 문화관광분야 파급․기대효과

Ⅳ. 실천과제별 추진방향

1. 문화향유 기회의 공정성 제고

가. 주요내용

□ 황  문제

○ 지역, 세 별, 소득별 격차가 여 히 지속되고 있으나, 지역별 차이는 약간 개선

○ 취약지역 문화향유의 증가

- 문화시설 행사참여

∙군지역 : 2006년에 도시지역보다 높음, 2008년 도시지역보다 낮음, 2010년 도시지역보

다 높음.

∙ 소득층 : 격차의 지속

- 술행사 람

∙군지역 : 2006년과 2010년 격차 감소

∙ 소득층 : 2010년 약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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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술교육

- 경험재의 속성을 가진 문화 술의 특성상 문화향유 기회의 평등과 한 계를 맺

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음.

- 문화 술교육 : 문화향유의 기

- 유치원과 등학생 : 사교육의 팽창으로 문화 술교육의 불평등 확산

- 2009년 8월 기  유치원/ 등학생 술사교육 참여도(68.1%)

- 가구소득: 400-499 만 원(77.7%) > 500만 원 이상(75.5%) > 300-399 만 원(67.5%) >  

200-299 만 원(60.7%) > 200만 원 이하(53.2%)(동향분석 09년 17호)

- 술사교육의 부담정도: 체 74.7%, 소득 5분  82.0% > 소득 1분  69.7%

- 15세이상 인구: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교육경험 높음(문화향수실태조사)

<표 1> 연도별 예술행사 관람률, 문화시설 이용률, 예술 사교육 경험의 변화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

문화시설의
연간 이용률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2010년
조사

2008년 
조사

2006년 
조사

2010년
조사

2008년 
조사

2006년 
조사

2010년
조사

2008년 
조사

2006년 
조사

 체  체 67.2% 67.3% 65.8% 52.2% 45.2% 41.9% 9.2% 8.6% 7.7%

도시규모

도시 68.8% 70.6% 69.6% 50.2% 43.0% 41.2% 9.3% 8.4% 8.2%

소도시 67.7% 67.6% 63.2% 53.1% 48.4% 40.6% 8.3% 9.5% 6.8%

군지역 56.8% 48.9% 57.0% 58.5% 41.6% 50.7% 12.9% 5.1% 9.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4.6% 19.3% 23.9% 42.2% 31.2% 30.5% 7.0% 4.5% 1.4%

100-199 만원 46.6% 48.3% 54.7% 45.8% 40.8% 40.7% 7.6% 5.3% 6.2%

200-299 만원 66.4% 70.5% 66.3% 49.9% 45.8% 39.2% 7.6% 7.1% 7.2%

300-399 만원  75.3% 79.4% 79.6% 56.5% 49.2% 47.1% 8.8% 9.5% 9.8%

400만원 이상 84.7% 80.6% 86.0% 56.7% 47.6% 51.4% 12.9% 15.0% 12.9%

연령

10 93.5% 89.1% 93.6% 73.1% 58.6% 62.0% 15.8% 9.7% 11.5%

20 92.6% 93.0% 91.4% 50.9% 48.1% 42.8% 12.9% 11.5% 9.5%

30 78.5% 80.5% 77.7% 56.4% 51.4% 48.1% 9.8% 8.2% 7.2%

40  70.1% 67.1% 64.7% 52.5% 42.4% 39.2% 6.5% 9.2% 9.3%

50 51.3% 46.1% 43.8% 47.3% 38.2% 35.2% 7.1% 8.0% 4.9%

60세 이상 28.6% 26.7% 24.7% 42.9% 35.9% 31.4% 6.7% 4.7% 4.8%

○ 국민들은 이 같은 격차가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차이는 여건, 그 가운데서도 경제

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여론조사 결과 문화행사 참여, 술 람 기회의 차이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응답은 

73.6%에 이르나, 보통이라는 응답은 19.1%, 낮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함

- 람기회의 차이 : 여건과 조건(63.0%) > 개인  심[취향](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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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향유의 차이를 결정하는 여건(조건) : 경제력(46.7%)1)

<그림 4> 문화향유 양극화에 대한 의견

- 술 사교육을 받은 이 없는 105명을 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  부담’이란 응답이 63.8%로 가장 많음2)

<그림 5>] 예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1) 한국문화 연구원(2010), 정책동향분석, 문화 술계의 공정성에 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2) 한국문화 연구원(2009), 정책동향분석, 술 사교육 실태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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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과제

○ 동등한 문화향유[희소가치로서의 문화자원의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결과로서의 공평

함] 아니라, 문화향유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

- 경제력의 차이로 문화향유의 기회에서 근본 이 차이를 축소하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 문화 술의 특성상 경제  차이로 인한 기회를 축소한다고 무조건 문화 술향유가 제

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선호 등 향유능력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하므로 

이를 개발하기 한 문화 술교육을 확

- 이러한 향유의 기회, 문화 술교육의 공정한 보장은 문화 술 교육이 단순히 술

근, 삶의 질 제고에 그치지 않고, 자라나는 세 에게 창의성과 감수성을 제고하여 미

래를 한 기회의 사다리로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요

○ 정부에서도 2011년 산에서 향유기회 확 에 을 두고 있음.

- 바우처 지원확 (11년 379억원, 10년 비 281억원 증액)

∙특히 문화바우처는 10년 50억원에서 11년 245억원

- 문화 술교육 활성화(11년 500억원, 10년 비 40억원 증액)

∙학교 문화 술교육 산(10년 345억원에서 11년 370억원)

- 술꽃 씨앗학교(10년 10개교에서 11년 25개교)

∙사회 문화 술교육 산(10년 115억원에서 11년 130억원)

○ 취약계층의 범주 확

- 바우처 등이 차상 계층 이하에 집 되고 있으나, 서민개념을 용하여 수혜범 를 

확

- 소득 이외에 변인에 따른 사회  약자  소수자의 문화권 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량  목표․지표

- 재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를 낮춤

- 소득별 술행사 람률(100만원 미만층과 400만원 이상층의 격차)

∙2006년 3.6배, 2008년 4.2배, 2010년 3.4배인 바, 향후 2.5배 이내로 

- 지역별 술행사 람률(군지역과 도시의 격차)

∙2006년 1.2배, 2008년 1.4배, 2010년 1.2배인 바, 향후 같은 비율로

- 소득별 문화 술교육(100만원 미만층과 400만원 이상층의 격차)

∙2006년 9.2배, 2008년 3.3배, 2010년 1.8배인 바, 향후 1.5배 이내로

- 지역별 문화 술교육(군지역과 도시의 격차) 오히려 군지역이 높은 편임.

○ 비계량  목표(법제도개선, 정책수행, 의식개  등)

- 법제도 개선 : ‘문화바우처’와 ‘찾아가는 문화 술활동’ 극 개, 기부문화 확산을 

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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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행 : 다양한 ‘찾아가는 문화 술활동’의 복사업 조정, 복권기  문화나눔사업

의 단 사업별 공동 력사업 진행

- 의식개  : 술인의 사회  책임감 확산, 재능기부 확산을 통하여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자원의 확

나. 과제개요

□ 소득층 문화향유기회 확

○ 정부에서도 2011년 산에서 향유기회 확 에 을 두고 있음.

- 바우처 지원확 (11년 379억원, 10년 비 281억원 증액)

∙특히 문화바우처는 10년 50억원에서 11년 245억원

□ 문화바우처 사업 개선3)

○ 첫째, 사업의 추진 달체계에서 보다 세부 인 계획 수립

- 로그램 선정체계, 지역주 처 선정기구의 구성과 체계에서 보다 객 인 기 마련

이 필요함.

- 2011년에는 련 산이 폭 증가함에 따라 주 사업처뿐 아니라 복권기 문화나눔

을 총 하는 문화 술 원회의 보다 극 인 역할이 요구됨.

- 수요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수혜계층과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문화 술- -체육

으로 분리된 바우처 체계와 산을 통합 내지 연계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

식으로 근

- 1차 으로 각 부문별로 바우처 통합 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역별 연

계․통합과 련하여 시스템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 둘째, 의의 문화복지사업의 표 격(格)인 문화바우처의 수혜 상을 늘릴 수 있는 방

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10월 한국문화 연구원에서 월소득 150만원 이하 1,000명을 상으로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인지율은 28.9%, 인지하고 있는 조사 상자의 실제 이

용률은 26.7%에 불과하 음.

- 한 문화바우처 이용의 편리성에 해서는 이용자의 38.9%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반

면, 편리하다는 응답은 13.6%에 그침

- 결국, 문화바우처의 수혜 상 확장을 해서는 수혜 상에 한 극 인 홍보가 필요

하며, 이들의 욕구에 맞는 로그램을 확 하는 것이 필수 임.

○ 이용자들의 편의성  실제 참여율 제고

-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인터넷 근성

3) 2010 복권기  문화나눔사업 평가연구 따옴, 한국문화 술 원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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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여건에 있으므로 이를 한 지원체계 필요

- 상시 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의 경우 수요가 높아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으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화바우처의 경우 상시 이 아니고 수요도 낮고, 지원체계도 불

명확하여 실제 이용율이 낮은 여건임. 

- 지역별로 수요자들의 근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다양한 로그램을 근

□ 문화 술교육 활성화

○ 정부의 문화 술교육 활성화 의지(11년 500억원, 10년 비 40억원 증액)

- 학교 문화 술교육 산(10년 345억원에서 11년 370억원)

- 술꽃 씨앗학교(10년 10개교에서 11년 25개교)

- 사회 문화 술교육 산(10년 115억원에서 11년 130억원)

○ 문화 술 교육은 일반 국민들을 상으로 하는 보편  근과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

는 교육 등 2가지 차원에서 근하고 있음.

- 그러나 모두 이용자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공 주의 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이용자 주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 기존의 교육이 주로 술기능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창의성과 감수성 주의 교육은 상 으로 미흡하여 실제 교육효과 제고가 

상 으로 제한되어 있음.

- 술강사 등은 술 공자로서 교육심리  교육기법 등에 한 교육수 이 낮은 여

건이므로 상자들에게 체계 인 교육기회와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

- 취약계층을 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수요자 에서 문화 술 교육기회 확 가 필요

□ 산층 이하 자녀의 술 감수성 제고 : 문화 술 교육바우처

○ 재 문화바우처와 체육바우처가 있으나, 술교육 련 바우처는 없음.

○ 술교육 바우처 운

- 바우처 사용기  : 공공기 (문화기 , 복지기 )  방과후 학교의 문화 술 로그

램, 교재  교구 구입

- 우선 로그램 : 음악과 미술( 소득층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두 가지 이

유는 첫 번째가 어를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악보를 못 보는 것이라고 함)

- 바우처 지 상 : 소득(2008년 기  354만원) 미만, 는 소득 6분 (2008년 기  

290만원) 가구의 자녀( 등학생)에게 바우처 지

- 우선 지 상자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산 상 소득 미만 가구 체에 바우처 

지 은 어려울 것임. 추후 정확한 산을 산출하는 연구 필요)

- 문화바우처 수혜 상 가구의 경우, 문화바우처를 문화 술교육 바우처로 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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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문화시설의 문화 술 교육 로그램 확   강화

○ 공공 문화시설의 문화 술 로그램 설치율(74%)을 감안하여 공공 문화시설 로그램 

극 활용

○ 등학생 상 술교육 로그램 확

- 재 로그램 설치율이 높은 문화원(93%), 문화의집(86%), 도서 (79%), 평생학습

(86%)를 심으로 기 교육 강화

∙설치율이 상 으로 낮은 미술(64%), 박물 (57%), 문 회 (49%)에서는 심화교육 

담당

∙무료 로그램 비 (32.5%) 확 를 통하여 산층 이하 자녀의 로그램 참여율 제고

- 엄마와 함께 하는 등학생 문화 술 로그램 확

∙ 재  교육 상이 주부(49.8%), 유아동(47.5%), 청소년(43.8%)이므로 엄마와 함께

하는 로그램을 확 하여 궁극 으로는 가정에서 술 감수성 훈련

∙이른바 '엄마표 과외'가 됨에 따라, 취업추부 사교육 의존 강화, 가정과 여성에게 국

가 기능이 가되는 측면도 존재하기는 함

□ 탈(脫) 지역아동센터 술교육

○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은 문화 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한 근이 우선되어야 함.

○ 경기도의 ‘무한돌 서비스’는 집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서비스(보습교육 등)인데, 여기

에 문화 술교육 서비스가 연계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

□ 찾아가는 술활동  술교육 강화

○ 복권기 을 활용한 문화나눔 사업(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에는 교육 로그램

은 제시되지 않음.

○ 임 주택, 문화 술 기회가 은 지역(읍면지역)의 등생을 심으로 찾아가는 

술교육 실시

- 임 주택 지역․농산어 에 방학기간이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찾아가는 술교육 

로그램 운

- 술가 지던스 로그램과 술교육의 연계방안 마련

- 악기, 미술교구 같은 술교육의 기자재 지원

- 지자체․지역문화시설에서 력하여 로그램 진행

- 장기 으로 문화순회 로그램의 다변화를 통해 교육부문도 포함시킴

□ 술 멘토링

○ 술 공 학(원)생․지역 술동호회와 등학생의 술교육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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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공 학(원)생․동호회원의 일 다(一對多) 술교육 멘토링 실시

- 지역문화시설에서 멘토  멘티를 모집하고 멘토링 사업 실시, 문화시설에서 기자재, 

공간 등을 제공

- 학(원)생․동호회원 수가 을 것이므로 일 일 멘토링은 실 으로 어려움

- 문화시설은 동일한 멘티를 갖는 멘토들의 소모임, 멘티가 다른 멘토들의 소모임 지원

- 멘토 선발 시, 산층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권 부여

○ 유명 술인․ 술 공 교수와 고등학생의 술교육 멘토링

- 술 련 상 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산층 이하의 자녀들과 유명 술인․ 술

공 교수의 멘토링

- 지역문화시설 는 지역 공공 술기 에서 주 하며 산층 이하 가구 자녀, 다자녀 

가구 자녀 우선선발 

- 유명 술인의 참여는 자발 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기에는 공공 술기 을 심

으로 운

□ 재능기부와 술가의 사회  책임성 제고

○ 기회의 균등을 한 자원은 공공부문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

원을 극활용할 필요가 있음. 

○ 술가들의 사회  책임성 제고

- 술가들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에 한 국민  인식을 반 하여, 지원의 상으로

만 인식되던 것에서 사회에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극 인 인식 환

- 각 술단체, 사회  기업, 문화시설 등의 체계와 운동을 통한 술가들의 재능기부 

활성화 추진하고, 이를 하여 술가단체, 기업메세나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로그램 

지원

- 사회  책임성을 제도화하기 하여 1차 으로 공공지원 상 술단체  술가들에

게 일정한 사회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지원심의  평가에서 사회  책임성 항목을 부여하여 반

- 술가들의 사회  책임성 활동을 장려하기 하여 사회  기업, 정보제공, 세제혜택, 

자료에 한 지원 등

○ 술가 이외에 술  재능이나 술분야에 한 재능 기부 활성화

- 단순한 문화자원 사에서 나아가 문 인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각 문화시설  단체, 지자체 등에서 이러한 재능기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매뉴얼, 인

센티  제공

□ 복지시설의 사회문화 로그램의 문성 제고

○ 지역 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사회문화 로그램 가운데 술 로그램의 문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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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기 하여, 복지시설 계자에 한 술교육 강화

○ 문 인 술인력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 마련

2. 정부/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

가. 주요내용

□ 문화 술분야 황

○ 우리나라 문화 술에 한 공공지원은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 진흥기 , 지역문

진흥기  4가지로 나 어 볼 수 있음.

○ 앙정부는 문화체육 부 재정은 2009년 28,491억원으로 정부 산 비 유율은 

0.98%임. 이  문화 술부문 재정은 11,271억원으로 문화 술부문 산은 문화정책, 

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홍보, 국립문화 술기 을 포 하고 있음(문화체육 부, 

2009).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산규모는 2009년 기  3조 6,616억원으로 총액 비 비율은 2.2%

임. 2004년 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  시행이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의 문화 분야 산은 지속 인 증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산은 문화 술, 문화산업, , 문화재로 

구분되어짐(2009 문화 술 산 18,812억원).

○ 문화 술진흥기 은 1972년 8월 14일 제정된 ｢문화 술진흥법｣(법률제2337호)에 근거

를 두고 있음.

○ 문 진흥기  설치 이후(1973.7~2009.12) 모 한 총액은 4,186억원이고, 공익자 , 국고

출연 , 복권기  등 체 1조 9,484억원을 조성하여 1조 5,385억원을 문 진흥사업에 

사용하 음.

○ 문화 술조성액은 모 , 국고, 공익자 , 이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 이 제일 큰 몫

을 차지하 으나 모 이 폐지(2008년)되면서 이자가 28.9%의 비율로 가장 큰 몫을 차지

하고 있음.

○ 2009년도 문 진흥기  사업비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복권기 으로 

2004.4.1부터 발효된 �복권 복권기 리법�에 따라 복권기 의 수익   일부가 문

화 술분야로 유입되어 체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2009년도 복권기  21,800백만원, 

복권기  총액 238.273백만원).

○ 지역문 진흥기 은 1984년 이후 문 진흥기 에서 지원한 종자 을 바탕으로 역지

방자치단체단 로 조성된 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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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말 기  서울 포함, 16개 시도의 기 조성액은 총 4,008억원으로 체 조성 목표

액 9,100억원의 44.0%에 불과한 실정이며,  300억 이상 조성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로 나타남.

<표 5>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현황

(단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앙정부 문화 술부문 9,479 10,552 9,440 10,709 11,271

지방자치단체 문화 술부문 12,540 13,397 14,349 17,192 18,812

문 진흥기 953 984 986 650 577

지역문  진흥기 - - 3,676 4,008 -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조사결과)

○ 순수 문화 술은 시장친화 이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지원에 한 의존도가 높음.

○ 술계의 진입 장벽이 높은 계로 신진 술가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 학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로비/청탁, 유명인(강자)에 한 배려가 문화 술 지원에 

한 공정성 시비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술교육, 술활동과 

연계되어 있음. 

○ 앙과는 달리 지방에서의 문화 술 지원은 지원심의기 , 상, 심의 원  과정 등

에 한 명확한 기 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공정성에 한 논란이 더 크게 제기

되고 있음. 

○ 지원의 기회가 은 지방의 경우에는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아 특히 문제 이 더 심하

게 나타나고 있음(세부사항은 문화체육 부․한국문화 연구원 , 2009 문 진흥기

평가보고서 참조)

<표 6> 정부/지자체의 예술인(단체)지원에 대한 공정성 의견

사례수
매우 

불공정
약간 

불공정
그저 

그렇다
약간 
공정

매우
공정

종합
계

5점 평균
(점)불공정 보통 공정

정부/지자체의 

술인(단체)지원4)
(1,000) 3.3 24.5 60.0 12.2 - 27.8 60.0 12.2 100.0 2.81 

4) 한국문화 연구원(2010), 문화 술계의 공정성에 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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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화예술인(단체) 공공지원의 공정성 문제

□ 추진방향  과제

○ 문화 술의 공공지원을 논함에  있어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

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각 인 에서 포 으로 근하는 것이 

필수 임.

○ 한 공정이란 개념의 가치는 시 의 흐름  사회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함께 연동되

어 변화할 수 있음. 

○ 문화 술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한 한두 가지의 노력만

으로 단시일에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인 안목에서의 정책  노력과 동시

에 이에 한 국민의 이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제고되고 획득될 수 있는 것이

라 하겠음.

○ 문화 술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한 정책을 마련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인과 

술계종사자들 간의 공정성에 한 인식의 격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한 공식 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 술지원의 공정성이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객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라기보다는 문화 술을 향유하는 국민과 해당분야의 문가들이 주 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이고 지속 인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야 함.

○ 술인(단체) 지원 심사 제도의 원칙 공개  엄정한 평가 체계 확립에 한 검토

○ 술인(단체) 지원 제도 홍보 확 방안 마련(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에 일조)

○ 지원 쿼터제도 실시에 한 검토(신진 술인에 한 별도지원, 지원  수혜액 상한선 

제도 도입)

○ 성과에 따른 평가방안 모색(지원의 성과에 한 평가를 향후 지원에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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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5)

① 주요내용 국에서의 문화 술지원의 공정성에 한 논의

○ 재 국의 문화정책분야에 있어서, 한국에서 통용  회자되고 있는 ‘공정성’ 논의에 

일 일로 조응하는 특정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에 한 별도

의 학문  연구가 선행되어진 바는 없음.  

○ 그러나, 지난 13년간의 신노동당 정부가 집권했던 시 를 마감하고, 새로이 보수당과 

자민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의 시 가  도래한 2010년 재, 경제침체로 인한  공공

역의 재정 감축이 새 정부의 주요한 정책의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역별 국가재정감

축을 어떻게 하면 “공정(fair)”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논의가 정치  이슈

로 떠오르게 됨6)

② 국에서의 문화 술지원의 공정성에 한 논의  제도개선 사례

가. “The Arts Debate” 연구 로젝트

○ 연구개요

-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ACE에서 수행한 장기 R&D 로젝트인 "The 

Public Value Programme"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개조사연구(public inquiry) 로젝트

- The Public Value Programme은 일반인  문화 술계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술

에 한 공공가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ACE가 여하는 모든 문화 술지원 

련 제반활동에 있어 핵심  가치로 삼아 문화 술지원에 한 국민  합의를 도모

하기 해 기획

○ 연구목

- 일반 이 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공기 의 술지원  지원  

분배결정에 있어서 그 우선순 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한 ACE에 한 일반

의 다양한 기 치  의견에 한 내용을 수집 분석하여 향후 ACE의 문화 술지원 

원칙에 극 반

나. “The Arts Debate”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공정성’(fairness) 논의와 련된 주목할 

만한 사항들

○ 좁은 의미의 공정성(fairness)논의 - 공공자원의 분배기 이라는 ‘형식  공정성’ 측면에 

천착

5) 국은 잉 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총 4개 지역구로 구성된 국가이며, 비록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문화미디어체육부)라는 앙정부 부처가 국의 총 인 문화정책을 담당하기

는 하지만, 각 지역별로 지방분권이 잘 정립되어 개별지역은 각기 독자 인 문화정책을 수립, 운 하고 있음. 

이 장에서 다룬 국 사례조사에서는 국 내 4개의 지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잉 랜드 술진흥원

(Arts Council England)이 소속된 ‘잉 랜드’지역을 상으로 하 음.

6) 2010년 10월 11일 BBC 라디오에서 진행한 "What is Fairness?"라는 제목의 담 로그램 참조:

http://news.bbc.co.uk/today/hi/today/newsid_9079000/9079254.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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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ts Debate 연구 로젝트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일반인  문화 술인에게 

있어 공정성과 련된 논의는 문화 술지원 원칙에 있어서 제가 아닌 부분 인 

하 조건으로 다 지는 경향이 강했음. 

○ “공정성”의 의미에 한 술 계 종사자와 일반인 사이의 시각차

- 술 계 종사자들은 공정성을 네임 밸류 혹은 유/무명 여부 등 특정 술가에 한 

편견 없는 공정한 심사라는 의미로 강조하는 반면, 일반 은 술 장르나 지역에 따

른 차별이 없는 공평한 재원분배로 강조하 음( 부부의 재원이 런던을 심으로 한 

도시에 집약되는 것에 문제 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남).

-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서 각각 '공정성‘을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

하지만, 논의 , 지속 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던 주제 으며, 체 으로는 자원의 

“분배(distribution)”라는 측면에서의 논의가 강하게 드러남. 

○ 이러한 공정성(fairness)논의를 다소 세분화시킨 다음의 6가지 소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7> 분배의 기준으로서 6대 공정성

기준 내용

① Fair distribution among art-forms

( 술장르별 공정한 지원 분배)

를 들어, “역사물인지, 물인지의 여부”, “아마추어 장르

인지, 혹은 기존 문장르인지”, “ 객의 참여를 독려하는 장르

인지, 혹은 객의 단순한 수동  소비에 주력하는 장르인지”, 

“주류장르인지, 혹은 비주류장르인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장

르별 공정한 지원  분배를 고민할 수 있음.

② Fair distribution by type of orgs, or proj-

ects(다양한 기 / 로젝트별 지원) 

연륜 있고 안정 인 술기 뿐 아니라 신진 기 에도 공 지

원이 이 져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③ Fair distribution among artists( 술가의 나

이  연륜에 따른 차별성이 없는 지원)

유명한 네임 밸류를 가진 술가뿐만이 아니라 신진작가들도 

공평하게 지원 을 수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④ Fair geographical distribution

( 도시와 지방간 공정한 분배)

재 이미 많은 재원과 인 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집 하

는 공공지원 양성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낙후된 

지방/지역에 한 보다 많은 공공지원이 지역간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조되었음.

⑤ Fair distribution among different commun-

ities/groups(사회경제 으로 비주류인 그룹

이나 낙후한 지역커뮤니티에 한 심)

국의 경우, 특히 이민자를 비롯한 BAME(British Asian Ethnic 

Minority)그룹이라던지, 성  소수자들(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에 한 고려도 지원심사에서 요함이 

강조되었음.

⑥ A Fair process(지원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

구나 지원 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한 지원  결정・평가기

이 일 이고 투명하며, 에게 오 이 되어 있는지, 더불

어 인종․장애유무 등에 련없이 모든 이들이 자격만 된다면 

지원 을 받을 수 있는지에 해 보다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한, ACE 의 술지원시스템의 

특성에 한 이해가 없는 기   개인에게도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지의 여부와,  사회소외계층을 상으로 한 로젝트 

등의 경우, 이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문인이 지원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지의 여부 등도 지원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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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he Arts Debate" 연구 로젝트와 련된 실제 제도개선 사례

○ “Fairness Charter(공정성에 한 규약)” 제안

- The Arts Debat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 국의 술진흥원의 재원분배가 완벽히 

공정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지배 임. 

- 이를 극복하기 해서 “Fairness Charter(공정성에 한 규약)”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

었으며, 이는 한국의 공정성 논의롤 고려할 때 ‘형식  공정성’논의 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음. 

- 한 공정성을 단하는 데 있어서는 통계나 계량화된 수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질 인 근을 통해야할 것을 강조

<그림 7> 공정성에 관한 규약(Fairness Charter) 제안 내용7)

□ 기 효과

○ 문화 술 분야에 한 공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이를 통한 문화 술계의 창작 의욕 

고취

○ 문화 술 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한 정책 기반 마련에 일조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량  목표․지표

- 서울-지방의 지원  배분 격차

- 지원의 공정성 인식도

○ 비계량  목표

- 법제도개선

- 의식개

7) 출처: Opinion Leader(2007) p.38 참조.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4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 규제개

- 정책홍보

나. 과제개요8)

□ 공정한 지원을 한 기반조성

○ 공정성에 한 개념과 기  명문화한 공정성에 한 규약(Fairness Charter) 제정

- 형식  공정성에 한 낮은 신뢰도 보완을 지원의 기본 원칙 수립

- 장르별 차별 없는 재원 분배

- 지역별 차별 없는 재원 분배

- 유/무명 등 수 에 한 차별 없는 재원 분배

○ 문화 술지원의 공정성에 한 정기  인식조사

- 공정성에 한 모니터링

- 술인, 일반시민, 술지원담당자 간 인식 비교

- 문화 술인실태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지원의 공정성에 한 평가 항목 포함 검토

○ 문화 술단체와 지원기  간 공정성 약 체결

- 민  력 틀 마련 필요

- 문화 술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 지원

○ 문화 술지원 공정성 리 매뉴얼 제작  교육

- 문화 술지원 담당기   실무인력에게 공정성과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성 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며 앙 정부 차원에서 이를 교육

하는 로그램 운

- 공정성에 한 평가결과를 앙정부 산의 지역배분시 반 하여 공정성 제고 

□ 지원의 투명성 제고

○ 술  가치 단이 필요한 국고지원을 문 술지원기 -문화 술 원회, 지역문화재

단을 통한 지원으로 장기 으로 통합하고 국고와 기 간 역할 분담

-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  지원하는 사업의 비율을 이고 가능하면 문 술

지원기 에 지원 상의 선정과 지원 의 사용 리 등 제반 지원행정을 담당하도록 함

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한 술계의 신뢰도 제고

○ 술지원사업 리의 국 산화

- 서울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본격 으로 술지원사업 리의 산화를 시행하여 지

원 신청, 심사선정부터 정산단계까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8) 이하 정책 과제는 한국문화 연구원(2010), �문화 술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한 기  연구�를 기 로 발

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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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가문화 술지원시스템에 축 될 지원사업 리 데이터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 

시 부 격 단체에 한 심사 배제와 평가 우수 단체에 한 인센티  환류

○ 술창작 비용 산출기  마련

- 술창작 비용에 한 일부 보조와 이에 한 성과 제시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보

조  리 기 은, 창작비용의 범 와 술 서비스 노동의 한 가격수 에 한 합

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원 의 편법 사용과 부정확한 정산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 창작 실에 맞는 규정 개정으로 문화 술분야 지원  리의 형식  공정성 담보

○ 지원심의 문가 DB

- 지원심의 문가 DB 구축을 통해 지원심의 원의 선임 폭을 확 하고 지역문화재단

과 문가 풀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단 의 울타리를 벗어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함.

- 지원심의 문가의 경우, 국가문화 술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들이 앙, 지역 등 

각종 심의에 참여한 이력을 리

- 심의 원 기피제에 한 엄격한 용을 통해서 지원심의 문가의 책임성 제고

□ 지원의 책임성 강화

○ 책임심의 제 도입

- 1회성 심의에서 탈피하여 결과의 책임성 제고를 해 지원신청인과 신청사업과의 직

인 이해 계가 없는 책임심의 에 의한 심의 담제도 도입

- 책임심의 제는 연 심의와 수시 인터뷰 등 다양한 심의방식을 통해 심의를 심층 으

로 진행할 수 있고, 심의비용도 덜 드는 등 장 이 있는 반면, 심의 원(책임심의 )이 

처음부터 노출되어 있어 지원신청자의 압력이나 로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되기도 함.

- 이를 보완하기 해 책임심의 은 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다음에 제시되는 술단체 

 술인 DB에 지식정보화하여 심의시 심의 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술단체  술인 DB 구축  심의시 활용

- 술지원신청  배분의 산화에 따라 술단체  술인에 한 다양한 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국 으로 공유

- 지원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술단체  술인에 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성

장과정을 추 할 수 있도록 보강

○ 사후평가결과의 지원심의 반  강화

- 문 진흥기 사업의 평가  환류 제도를 체계화․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범 를 구체화하여 사후평가 결과의 지원심의 반  강화

○ 지원사업에 한 국민평가단(모니터링단) 운

- 문화 술지원의 궁극  목 이 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국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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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편  을 반 한 평가제도의 보완을 통해 공정성 확보

- 국민평가단은 아마추어 술애호가  활동가 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람티켓

과 소정의 활동비지 , 우수활동자에 한 시상제 마련 등으로 활동을 활성화함.

-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차기연도 문화 술지원 심의시 일정비율 (10~20%)을 반 토록 함.

☞ 사례 : 미국(NEA)의 경우 지원심의에서 술계 내부의 이해 계를 탈피하고 공정성 

제고를 한 술계 인사가 아닌 인사를 10% 이상 지원심의 원에 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음.

□ 지원시 약자 배려

○ 신진 술가 배려

- 술계는 오랜 기간의 도제식 교육, 객  기 이 없어 동료평가가 요하고, 발표의 

기회가 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임. 

- 따라서 술의 다양성을 해 신진 술가를 배려해 지원하는 것이 공정성을 배하

지는 않음.

- 신진 술가에 한 지원을 고려한 지원신청기   지원 차 강화 필요

○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지역 술가  단체 지원 배려

- 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술

가  단체에 한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지역의 경우 앙정부의 지원기 을 그 로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해 

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문화재단으로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일정한 배려

○ 지원 낙선자 포럼 운

- 심의에서 탈락한 다수의 술단체( 술가)를 한 배려가 필요(2006년 다원 술분야

의 심의탈락자들이 참여하여 술 원회 다원 술소 원회가 주최한 <낙선자포럼>은 

당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음)

- 포럼에서 신청에 의한 소극  지원에서 극 인 발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

양한 의견이 이어진바 있음.

○ 소외계층, 소외지역에서의 활동에 한 배려

- 우수한 술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혜계층이나 발표의 무 가 소외

계층이나 지역이 포함된 경우 지원에서 가산 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필요

☞ 사례 : 국(ACE)의 경우 소외지역 발표, 순회공연, 소외계층 상 로그램이 포함

된 경우 지원심의에서 가산 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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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개선

가.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가치사슬 상 시장지배력을 갖는 배 사  상 ( 화), 온라인 미디어를 보유한 이동

통신사(게임  음악)와 형 방송사(방송) 등의 거래상 지 남용, 부당한 차별, 부당한 

공동행  등을 공정거래 원회에서 조사  불공정거래라고 심의 의결한 바 있음.

○ 문화콘텐츠 업계에서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8> 문화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거래 실태 유형 예시

유형
산업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차별 등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화산업

상 의 조기종

거래 거

부율 변경

부  조기정산

계열사 투자-배 화에 

한 유리한 상 기회 제공

혹은 독 방 권 제공

화 람료 

인상합의 공동으로 

요 인하 단

게임산업
불합리한 수익배분

과도한 결제수수료 요구
N.A.

PC방 용선 요  

담합

방송 산업

지상 방송사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군소독립제작사와의 

불공정계약(지상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작권분배 불균형)

애로 설비(Bottleneck facilities)를 가진 S.O.나 

성사업자에 비해 P.P.는 약자의 입자에서 

수익배분율이 낮아지게 됨

수직/수평 결합된 사업자의 우월  지 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N.A. N.A.

드라마 불공정한 계약의 강제 N.A. N.A.

모바일 콘텐츠 N.A.

속경로 차단

이통사 련 CP에 특혜부여

랫폼 연동정보 차별

자사 포털에 유리한 단말기 

출시

특정 요 상품에 

한 담합

유선인터넷콘

텐츠
불합리한 수익배분 N.A. N.A.

주) N.A.는 해당 사례가 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

○ 이러한 구분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의 다음 각 조문에 의한 분류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시장지배  

사업자의 개념 구분이 요하지 않다는 제 하에 1) 부당한 공동행 의 지, 2) 불공

정행 의 지에 해당하는 사례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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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한 분류 기 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장르별 불공정거래 유형을 정리 하면 다

음과 같음.

1) 영화산업

□ 거래상 우월  지 의 남용

○ 조기 종  혹은 불리한 조건으로 상 시키는 행

- 형 복합 상 (멀티 스)들은 통상 으로 최소 2주(흥행 부진 시 1주) 이상의 상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래 행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 으로 6일 이내에 조 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상 일수만 채우는 행 로 인해 배 사, 제작사의 수익을 감소시

킴.(CJ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 리머스 시네마의 사례)

- 이들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상 에 비해 규모가 작아 상 으로 교섭력이 약한 화제작사

들의 수익이 부당하게 어드는 결과를 야기함.

○ 거래 거  행

- 이른바 공  거 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류기업이 하류기업에 해 공 을 거 하는 

행 (미디어 스의 사례)

- 이들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 흥행성 높은 화를 공 받지 못함으로 인한 수익 감소

가 발생함.

○ 부율 변경 행

- 형 복합상 들은 거래상 지 를 이용하여 상 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합리  이유 

없이 당  계약조건보다 배 사에 불리하게 부율을 변경

- 배 사가 부율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  인 화에 한 스크린 수를 

임으로써 멀티 스의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배 사들로 하여  자신의 요구

조건을 거부할 수 없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

- 부율 변경 행 가 메가박스 등 유율 상  4사에 속하는 형 복합 상 들에 의해

서만 이루어지고 있음.(CJ-CGV, 롯데시네마, 리머스 시네마의 사례)

- 이들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상 시장에서 시장지배  지 에 있는 형복합상 들이 배 사

에게 불리한 수익배분 비율을 강제하는 사례

- 이는 화 창작 부분인 제작사의 수입 감소, 혹은 손실 발생으로 연결되어 창작 역

에서 차후의 신규 화 기획 능력을 감소시키게 됨.

○ 부  조기정산 행

- 형배 사들은 거래상 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름공 을 수단으로 

소상 으로 하여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경 여건을 악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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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 뜨림.(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스, 한국소니픽쳐스, 

유피아이코리아, 20세기폭스코리아 등 5개 형배 사의 부  조기정산 사례)

- 이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

반되는 것으로, 화 유통상 병목 역할을 하는 상  부문의 우월한 지 를 이용한 불

공정거래의 사례임.

- 형배 사들이 소상 에 해 조기 정산을 강요하여 통상 인 상거래 행을 어

김으로써 화시장의 신뢰를 무 뜨림.

○ 무료 권 발 행

- 형 복합 상 들은 발권액이 ‘0원’으로 배 사에 부 을 지 하지 않는 무료 권

을 배 사와 사 의 없이 량 발 하여 배 사에 불이익을 제공한바 있음. 상  

개 홍보, 마일리지 마 , 매 매출 증  등을 목 으로 배 사에게 정당한 가를 

지 하지 않는 권을 발 하며 발 여부나 규모 등에 해서는 배 사가 확인조차 

할 수 없도록 함.(CJ-CGV /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사례)

- 이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

반되는 것으로, 상  부문의 우월한 지 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사례임.

- 배 사에게 정당하게 발생해야 할 수익이 상실되는 문제이며, 이는  다시 부율에 

따라 배 사와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 제작사의 수입 감소로 직결됨.

□ 계열사 이외의 기업에 한 차별 행

○ 자사 투자-배  화에게 유리하게 상 기회를 주는 행

- 자사 이익을 해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에 투자, 배 한 화에 해 스크린 수 제공 

 상  스크린 유지에 있어 타 회사의 화에 비해 유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

<표 9> CGV-CJ엔터테인먼트: <친절한 금자씨>의 사례

영화(배급사) CGV 첫 주말 상영스크린차이 CGV 2주차 상영스크린감소비율 차이

친 한 자씨

(CJ엔터 : 동일계열사)
총 243개 스크린  191개 상 16.75%

웰컴투동막골

(쇼박스 : 타사)
총 243개 스크린  146개 상 28.77%

참고사항
* 국 객수는 웰컴투동막골이 2배 

이상 많았음

*좌석 유율은 웰컴투동막골이 77%로 

7% 높았음

- 시장에서의 공정한 규칙에 의한 화 배분이 일어나지 않고 특정 유  사업자에게만 

화를 공 함으로써 경쟁 상태에 있는 다른 사업자는 해당 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게 됨.

○ 자사 계열회사에서 독  방 권을 공 해주는 행

- 화 이 아닌 방송에 있어 자사 계기업에게 독 방 권을 으로써 제3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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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주)미디어 스와 CJ엔터테인먼트의 사례)

- 이 역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시장지배  사업자로서 우월한 지 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사례

□ 부당한 공동 가격 담합 행

○ 목포지역 7개 화상 업자 <황산벌>, <스캔들> 등 화 람료 인상합의 사례

- 이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 의 지 조항과 상

반되는 것으로, 의도 으로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동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훼손

하고 상류에 있는 제작사  배 사의 수입을 감소시키게 되는 불공정 거래의 사례임.

- 이는 다음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임.

□ 사업자단체 행

○ 서울특별시극장 회의 사례

- 서울특별시극장 회에서 2007. 2. 14. 임시총회를 통하여 2007. 4. 16.부터 신용카드 할

인을 포함한 모든 요 할인 경쟁을 단할 것을 결의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

지한 사실

○ 7개 화배 사의 부당한 공동행  사례

- CJ엔터테인먼트(주)등 화배 업자들이 화 람료 할인의 종류와 범 를 구체 으

로 정하고 이외의 할인은 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상 에 발송한 후, 상 의 화

람료 할인행 를 지속 으로 감시, 제제함으로써 가격격쟁을 지하기로 공모

2) 게임산업

□ 부당한 공동행

○ 가격담합 행 (인터넷업자인 3개사(데이콤, KT, SK 로드밴드)의 사례)

- 이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 의 지 조항과 상반

되는 것으로, 의도 으로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동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훼손하

고 상류에 있는 제작사  배 사의 수입을 감소시키게 되는 불공정거래의 사례임.

- 다만, 이 사례는 인터넷업자의 가격 담합만 아니라면 이들의 가격차별 략으로도 볼 

수는 있음.

□ 거래상 우월  지  남용행

○ 상  포털사업자(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시장지  남용 행  

- 불합리한 수익배분, 미수  내역 미공개, 형 콘텐츠유통업체이 횡포, 과도한 결제수

수료 요구

- 콘텐츠 유통사업자인 포털3사와 콘텐츠제공업체(Content Provider)간 불공정거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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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다수9)

○ 합리 이지 못한 계약 행

- 야후코리아, 네이버의 사례

- 이들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시장지배  사업자로서 우월한 지 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사례

- 이러한 우월  지 를 남용한 경우 CP의 과 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창작 역의 지속

성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3) 드라마 산업

□ 연 기획사의 실태  문제

○ 신인 발굴  양성에 드는 투자비용이 매우 높고 한 그 성공률이 낮은 이유를 내세우

며 신인연 인과 속계약 체결 시, 부당한 손해 배상조항  계약기간 설정을 강요하

는 행 가 빈번

○ 연 인들의 불정공 계약 행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 으로 장이 커서 우리사

회 체의 공정성 수 에 한 논란이 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 행  유형  사례

○ 거래상 지 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하는 행 (SM엔터테인먼트의 사례)

- 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무상출연 행

- 과도한 사생활 침해 행

- 계약해지시 과도한 해약  부과 행

○ 이들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

반되는 것으로, 콘텐츠 창작자인 연 인들의 진입장벽을 높게 하며, 이로 인해 연 인 

시장에서 경제  지 가 더욱 높아지게 됨.

4) 모바일 콘텐츠 산업

□ 모바일 콘텐츠의 실태  문제

○ 3개의 이동통신사(SKT, LGT, KTF)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네트워크’를 독 으로 가지

고 있어 모바일 콘텐츠제공업자(Content Provider)는 콘텐츠 제공  속, 과  등에

서 이동통신사에 종속 인 계가 형성되고 있음.

- 한, 재 이통사 내부 CP는 1,348개, 외부 CP는 220개로 무려 6배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사 계열사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 들 발생

- 한, 3개의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까지 직  담당함으로써 모바일 시장에서의 독  

9) 인터넷포털사업의 특성과 경쟁정책  시사  P.49~52, 공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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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계는 더욱 공고함.

□ 불공정거래 행  유형  사례

○ 차별  취  행

- 속경로 차단 행 (SK텔 콤의 사례)

- 이통사 내부 CP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

- 이통사 포털에 유리한 기 속 경로, 용요 제 용, 이통사간 호환부족 

① 휴 폰에서의 기 속 경로가 이통사 무선 포털에 유리하게 설정

- 기 속 메뉴에서 이통사 자사포탈의 속 아이콘은 메뉴의 첫 번째에 치하며 

치 조정  삭제가 불가능 

- 무선인터넷 ( 기) 속 련하여 통신 의 시정 명령(‘05.10)에 의한 형식 인 기 

속 변경 차 마련하 으나 이용자는 실질 으로 기 속 화면을 변경하기 어려움.

- 무선인터넷 키를 길게 르면 기 속 메뉴를 거치지 않고 이통사의 포털로 자동

속 되도록 설정

- 무선인터넷 속버튼을 독 하고 있는 이통사 내부 CP 외에는 URL을 직  입력하여 

사이트에 속해야 하므로 속 자체가 불편

- 바코드 근, 번호 근(**123)은 이통사 간 상호 호환이 안 되어 이용자 혼란 야기

② 이통사의 내부 CP에만 정액요 제가 용되는 경우(KTF 메뉴정액요 제, LGT 무제한

데이터)가 있어 외부 CP와 불공정 경쟁

- 외부 CP가 데이터 요 제에 한 결정권이 없어 용요 제(데이터 요 과 정보이용

료가 결합된 요 제) 출시가 어려움.

- 이통사는 융권과 계약에 의해 서비스별로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요 이 결합된 용

요 제 서비스를 실시

- 모바일뱅킹은 월 800원(정보이용료+데이터요 ), 옥션은 이통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

용자가 모바일 옥션 방문 시 데이터 통화료 면제

③ 이통사별 WIPI 탑재버 , 확장규격(API), SW 구  방식 등이 상이하여 각 이통사는 

실질 으로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 WIPI를 운

- CP들이 동일 콘텐츠  서비스를 각 통신사에 맞게 별도 개발함으로 인해 복 개발

비 발생

- 랫폼 연동 정보 차별 행 (SKT-멜론/ KTF-도시락의 사례)

- 자사 포털에 유리한 단말기 출시 행  

- 자사 포털에 유리한 기 속 경로 설정하며 이통사간 호환성이 부족하게 단말기를 

제작해 자사 제품의 구매를 부추김.

- 이통사가 유통망  단말제조를 장악하고 있어 자사 포털에 유리한 단말기를 출시

- 이통사는 자사 포털에 유리한 단말기를 보 하여 시작부터 이통사의 공식포털과 외부 

포털은 불공정 경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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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통사가 필수설비인 네트워크를 내세워 소규모이며 다수인 상류 

콘텐츠기업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가시켜 CP의 수익하락  지속  사업유지를 

어렵게 함.

- 한 장기계약을 통해 수직계열화를 이룸으로써 부당하게 거래거 을 하는 등 시장 

쇄를 통해 비효율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음.

○ 부당한 공동행

- 무제한 요 상품의 매를 단하거나 출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 화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 이미 매된 요 상품 매를 단할 것을 합의한 행 (SKT, KTF, LGT 등3개 이동통

신사업자의 사례) 

- 이들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 의 지 조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시장 교섭력을 가진 이통사들의 담합 행 로 인해 독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콘텐츠 기업들의 수익성을 훼손하게 됨.

5) 유선인터넷 분야

□ 포털․CP간 불공정 경쟁

○ 콘텐츠를 유통하기 한 CP의 경우 유통사업자인 포털사업자에 종속 인 계일 수밖

에 없음. 특히, 포털사업자와 CP간 불공정한 수익배분율에 따라 CP가 상당한 손해를 

감수

- 포털․CP간 수익배분율은 콘텐츠 종류에 따라 다르나 통상 4:6에서 6:4까지 다양하며 

포털에 종속 이어서 포털의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들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필수설비를 가진 포털 사업자가 독 기업처럼 행동하여 CP의 수익

성을 악화시킴.

6) 방송산업10)

□ 방송(TV드라마)업계의 실태  문제

○ 다수의 소규모 독립제작사들은 편성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에 해 불리한 지 에 있

으며 상당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

- 방송사가 로그램 제안공모를 하면 독립제작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방송사가 이

를 심사하여 외주제작사를 선정

- 독립제작사가 향후 공모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해서는 제작비 책정  기타 계약

10) 김민철 외(2008)의 3장 1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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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등에 불합리성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

○ 방송사에 해 불리한 계를 유지함에 따라 1차 수익원인 제작비와 2차 수익원인 

작권을 제 로 확보하지 못하여 경제  어려움에 처한 독립제작사들이 많음.

- 방송사 내부의 경  효율화 신 외주제작비를 비 실 인 수 으로 제한하여 재정  

부담을 제작사에 떠넘기는 경향이 지 되고 있음.

- 독립제작사가 로그램 제작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작권 귀속이 결정되어야 한

다는 공감 가 있으나 실에서는 힘의 논리에 따라 제작사가 기여한 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이는 드라마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약화를 래하고 형 로덕션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익원 개발을 원천 으로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 옴.

○ 결국, 제작 시장의 창작의욕이 감퇴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키며 나아가서는 독립 로덕

션의 하청화, 고질  경 난을 가속화시킴.

- 특히, 방송사는 시청률에 상 없이 고정된 제작비를 지 하고 있어 외주 제작사는 시

청률 30% 이상 박이 터져도 아무런 추가 이익이 없는 상황

□ 불공정거래 행  유형  사례

○ 거래상 지 남용 행

- 작권 분배의 불균형

- ｢KBS｣가 529편  53%(279편), ｢MBC｣는 체 637편에 해 4%(24편)만을 인정해 주

고 있고, ｢SBS｣는 드라마 877편 체에 한 작권을 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각 방송사 드라마 저작권 현황

사업체 외주 업체 저작권 보유 편수

KBS 독립사
방송사 부 250

독립사 일부 279

MBC 독립사
방송사 부 613

독립사 일부 24

SBS 독립사
방송사 부 877

독립사 일부 0

자료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7.

○ 작권이 지상  방송사에 과도하게 분배 : 독립 제작사들은 지상  방송사와 로그램 

탁거래 시에 부분 지상  방송사에 ' 작권의 포  양도'를 기본

○ 독립 제작사의 수익원 개발을 원천 으로 차단시킨 결과, 제작시장의 창작 의욕이 감퇴

되는 악순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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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계약 약 을 제시하는 행

- 제작비 삭감 행

- 비 실 으로 낮은 제작비를 요구 : 제작사의 사 기획, 운 비와 같은 간 비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

○ 차별  취  행

- 동일 계열사 부당지원행 ((주)문화방송의 사례 : 로그램 총제작비 과다지 을 통한 

지원, TV-SPOT의 무료 는 가방송을 통한 지원, 네트워크 사용비용  재방료 

지 을 통한 지원)

- 이들은 모두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 의 지 조

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사회 체의 공공재산인 를 수단으로 업을 하는 지상  

방송사가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필수설비인  송출 권한을 통해 시장지배  지

를 남용함으로써 독립제작사나 투입요소인 작가들에 해 부당한 우를 하거나 수

직  쇄를 통해 이들의 수익성을 훼손하고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끔 하여 장기

으로 수직 으로 종속화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창작 역의 자율성을 해치게 됨.

-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는 참여기회의 균등, 낙오자의 사회안 망을 통한 기회 부여라는 

공정사회 에서 볼 때 기본 인 시장 규칙을 지키자는 것으로, 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콘텐츠 산업에서 공정거래를 반하는 정보 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콘텐츠의 특성상 

온․오 라인 상 유통 채 이 요하므로 이에 한 민․ 의 정보 공유가 필요함.

-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에 한 정보는 매우 미비하고 모바일, 온라인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 칭성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들의 

장기 인 신뢰 구축이나 련 정보 축  차원에서 경쟁 상황에 한 보고서를 정기

으로 작성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음.

- 연 기획사와 가수 등 간에 발생하는 계약상의 문제는 연원이 오래 된 문제이지만 최

근 걸그룹 ‘카라’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닭이 먼 냐, 달걀이 먼 냐 라는 해묵은 

논쟁의 연장선 상에서 여 히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가수는 연 기획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상품이지만, 그 상품의 속성은 노동이며 

구체 으로 가수가 제공하는 노동서비스에 의해 연 기획사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에 을 두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美 FCC(연방통신 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이블 법(Cable 

Act)에 의거하여 의회에 이블 시장의 경쟁상황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

어 있음.

○ 이는 다수의 콘텐츠 제공자가 존재하지만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이블 방송을 송출하

는 방송사의 숫자가 과 화되기 쉬워 시장 자체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으나 즉각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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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콘텐츠를 둘러싼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자(CP)의 “디지털콘텐츠 표 계약

서” 가 있고, 화산업의 “표 고용계약서”, “표 투자계약서” 등이 있음.

나. 과제개요

1) 문화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틀 확립 방향

○ 불공정거래의 실태에서 나타난 유형은 시장지배  지 를 남용하여 수직 , 수평  

계에 있는 련 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와 부당한 공동행 를 통해 

독 력을 가지려는 경우로 별할 수 있음.

- 특히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필수설비인 네트워크를 통해야만 콘텐츠가 

최종소비자에게 달될 수 있다는 을 이용하여 콘텐츠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장기 으로 창작자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업들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훼손하게 됨.

-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  측면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최종소비자에게 콘텐츠에 한 

근 여지의 축소나 요 의 상승을 통해 소비자 잉여를 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산업의 공생을 해서는 창작자와 투자․유통 주체 간에 한 

권리 계가 정립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콘텐츠 유통시장 질서에 맡겨 

놓을 경우 담보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콘텐츠 기업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기업과 미디어 기업 간의 정한 

시장지배력의 안분을 해서는 공정거래의 틀을 확립하기 한 정책  노력이 필요

- 시장에서의 거래 규약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경우 교섭력이 약한 콘텐츠 기업들과 미

디어 기업들 간에 표 화된 거래 규약을 강제하거나 신 미디어인 온라인, 이동통신 네

트워크에 한 속 개방(open access)의 조치들을 통해 시장 질서를 보정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 이와 아울러 콘텐츠 업계에서도 불공정거래와 련된 사실들을 극 으로 제공하고 

자료를 축 하여 정책 개선을 한 방안 마련에 도움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콘텐츠와 미디어 간의 불공정거래 개선 이슈 외에 콘텐츠 업체들 간에 발생하는 불공

정거래에 한 심도 제고되어야 함.

- 콘텐츠 제작에서 수직 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세기업에 

해 실시하는 불공정거래에 해서도 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한 정책  틀은 다음과 같음.

- 잘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다 방면에서 수시로 조사하며, 이에 한 정책 

안을 수립하고, 구성된 공정거래 의체를 통해 이러한 안을 논의하며, 연차보고서

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개선  수정사항을 반 하여 새롭게 조사를 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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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의체 구성

○ 공정거래의 문제는 콘텐츠 산업의 구조 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건 한 콘텐츠 산업 생

태계 조성을 해 기업- 소기업 등 민간 업체들의 자발  참여를 유도

○ 각 시장 참여자와 련 부처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체를 구성하여 문화부 외의 

부처와 콘텐츠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고 련 정보를 공유하는 논의의 장

으로 활용

○ 민간업체와 범부처 인 정례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와 련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며, 

련 정보를 축 하여 합리 인 공정거래 방안을 도모

○ 게임, 음악, 화, 뮤지컬, 온라인 콘텐츠 등 장르별 분과 운

○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

법에 의체의 구성, 조직, 기능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구성범 는 문화체육 부, 

련 문가, 업계 계자, 공정 , 방통  담당자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

□ 콘텐츠산업 공정경쟁 연차보고서 작성  의회 제출

○ 기업과 소기업, 네트워크 보유 기업과 콘텐츠 제작기업, 서비스 기업과 디바이스 

기업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계약 사항들에 한 기본정보  거래상 발생하는 

이용건수, 액 등과 같은 정보 제공을 의무화시켜 이를 보고서에 담도록 함.

○ 연차보고서 작성 주체는 문화체육 부로 하고 필요시 방통 , 공정 의 업무 조를 

받도록 해야 함.

○ 매년  완성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는 이 정보를 토 로 콘텐

츠 산업 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토록 함.

○ 연차보고서는 콘텐츠산업 장르별로 작성하도록 하며, 합리 이고 투명한 거래를 해 

제작 원가에 한 정보를 최 한 담을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참여가 요구됨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를 한 표 계약서

○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해 노동서비스를 고용하고 한 내

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를 투자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연 기획사처럼 투자비 

회수라는 차원에서 노 계약에 가까운 행을 유지하지는 않고 있음.

○ 물론 일반 기업에 비해 연 기획사로서는 가수 하나 하나에 투자되는 액이 상당히 

큰 규모이고, 그에 따른 투자의 회임기간도 긴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다른 물  생

산요소에 투입되는 투자가 아니라 인  생산요소에 투입된다는 에서 과도한 착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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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 기획사와 가수들 간에 맺어지는 계약의 내용에 본 계약은 인  

용역에 한 계약이므로 과다한 출연 요구나 과다한 착취를 지하도록 하고 한 

노동의 가를 지 할 것을 명기하는 표 계약서를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를 들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한 계리를 통해 이를 수익발생자인 가수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가수들에게 최소한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외공연 등 통상 인 

국내 공연이나 연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 분배율을 당사자 간 의에 의해 새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 즉, 표 계약서 상에 단순한 고용 계약이나 투자에 한 수익 회수 차원이 아니라 인

용역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임을 명기하고 최소한도이 분배율과 상황별 분배율을 달리 

할 수 있음을 명기하도록 함.

○ 연 기획사 입장에서는 해당 가수를 발굴했다는 에서 지속 이고 과다한 수익을 

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높은 개런티를 보장

하는 차원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계약의 기본 방향을 정해주어야 할 것임.

- 가수는 연 기획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상품이지만, 그 상품의 속성은 노동이며 

구체 으로 가수가 제공하는 노동서비스에 의해 연 기획사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에 을 두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

○ 표 계약서 내용에는 1) 련 용어의 정의, 2)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의 의무, 3) 비  

유지의 의무, 4) 계약기간의 갱신 시 , 5) 정산방법, 6) 계약의 해지 사유, 7) 손해배상, 

8) 분쟁의 해결 등에 한 명확하고 객 인 사항을 담도록 함

○ 특히 이 표 계약서는 연 기획사가 가수 등 생산요소 제공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해야 하는 규제사항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임.

4. 관광부문 불공정 거래 개선

가.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① 황

○ 공정거래정책은 불공정한 거래행 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 이 공정하게 모든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용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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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  규제정책은 ‘경쟁(competition)’을 보호함으로서 효율성과 소비자의 후생을 궁

극 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공정거래정책은 ‘경쟁자

(competitor)’를 보호하는 데 치 함으로서 경쟁의 등한 계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업과 비 기업간,  소기업과 기업간, 항공사와 여행사간, 여행사와 여

행사간, 여행사와 호텔업간, 호텔과 부 업종간, 콘도업체와 회원간, 여행사와 객

간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 의 지 조항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불공정 거래로 정의함.

○ 특별히, 여행업의 경우에는 덤핑 매, 쇼핑 강요, 옵션  강요, 약 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기타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함.

② 공정성 에서의 문제

○ 계약의 책임소재 문제

- 리 은 형여행사의 랜드가치로 인한 매출증 를 목 으로 형여행사와 리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상품을 매

- 리 에서는 형여행사와 계약을 한 소속여행사 상품 외에 수익이 많은 타사 상품

으로 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해외사고의 경우나 불평불만이 발생한 경

우 책임소재의 문제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덤핑,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 ‘노투어피’에 최소 수익마  포기 => 서비스 부재, 선택  강요, 쇼핑 강요로 소비

자 피해발생

○ 여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다경쟁을 유발

- 법률 으로나 는 자율 으로 도, 소매업이 명확한 구분 없이 공존

- 외국의 경우 국가별 시장의 성격에 맞게 도․소매업을 구분해놓고 있음.

□ 추진방향  과제

○ 공정거래정책은 불공정한 거래행 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 이 공정하게 모든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용됨을 의미

○ 독과  규제정책은 ‘경쟁(competition)’을 보호함으로서 효율성과 소비자의 후생을 궁

극 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공정거래정책은 ‘경쟁자

(competitor)’를 보호하는 데 치 함으로서 경쟁의 등한 계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객의 만족도 향상을 하여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사례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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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소기업, 기업간의불공정 거래에 한 인과분석을 통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안 제시를 연구의 목 으로 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① 공정 의 해외 정책사례

○ 미국, 호주, 국 등 부분의 국가들은 불편신고에 한 기구를 독립 으로 운

하지 않으나 공통 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수나 화로 불편신고를 처리함.

○ 부분의 국가에서 온라인 수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국에서는 주로 화나 

우편으로 수한다는 과 인바운드 객에 해서만 불편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이 다른 국가의 수방법이나 상과 차이가 있음.

○ 한국 객이 많은 호주의 경,우 객의 피해구제와 련하여 한국 내 한국소비자원

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객이 원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개입할 수 있음.

○ 덴마크의 경우 불편처리와 련된 독립기 이 존재하며, 그 처리 범 가 범 하

지만, 여행 련 불편신고는 여행객 불편 원회(Traveller's Complaints Board)에서 해

결하기 때문에 정부가 여하고 있지 않음.

② 불공정 거래 실태분석

○ 패키지 상품을 매하면서 이용자에 불리한 약 조항에 한 설명 없이 객을 

모집하는 행

○ 택시업체 는 트카 업체들이 외국 객을 상 로 하여 공동으로 규정된 요 보다 

높은 요 을 받기로 합의하는 행

○ 숙박업, 음식업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짜고 낮은 요 표를 게시한 후 게시한 

요 보다 많은 요 을 받는 행

○ 사업자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자들로 하여  가격을 인상토록 하는 행

○ 외국인을 상으로 매활동을 하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사기 바겐세일, 강제 

구입, 끼워 팔기 등으로 우리나라 상품 (서비스)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

○ 면세 이나 백화  등이 상품의 내용(성분)을 허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과다한 경품

을 제공하는 행

□ 기 효과

○ 산업의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시장거래질서 확립이 기 됨.

○ 시장의 질서회복과 소비자 보호차원의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공정  실 을 통한 시

장효율성 증 가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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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별 공정  가이드라인, 공정  공감  형성 등에 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로 

산업 효율성 증 가 기 됨.

○ 실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외국 객들의 피해  한국문화에 한 정  이미지 

제고효과기 기

나. 과제개요11)

1) 여행상품 관련 불공정 개선

□ [여행상품 리 가이드라인]을 제시

○ 덤핑 매, 쇼핑강요, 선택 (옵션) 강요, 약 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기타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이에 

한 개선 책으로서 [여행상품 리 가이드라인]을 제시

○ 행정 , 형사 , 민사 , 자율  제재방안을 검토

○ 자율  제재방안

○ 업체가 소속된 회 자율  규정으로 제명조치 등

○ 항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가상품 운용업체에 해서는 항공사측에서 거래 지 조치 

등( 재 K항공사의 정책방침임)

□ 불공정 여행상품 고 개선

○ ‘ 요표시 고사항 고시’

○ 추가경비 표기는 ‘최고, 최 ’ 표  없이 ‘추가경비 ○○원’으로 하되 구성내역 등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권장

○ 추가경비의 최 범 는 여행요 의 50% 이내로 제한

□ 가칭 “여행경 사 자격제도” 도입

○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여행사를 경 할 수 있도록 여행경 사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사 

컨설  요 을 제도화 하는 방안 검토

2) 대국민 홍보전략

□ 국민 홍보활동을 개와 더불어 가덤핑에 한 불매운동 개

11) 이하 정책과제는 한국문화 연구원(2010), � 산업의 공정성 제고를 한 기  연구�를 기 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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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홍보를 한 소책자의 발간과 지속 인 공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

○ 특히 여행상품과 항공사의 항공권 발권에 한 여행사의 서비스료에 한 공짜라는 인

식을 부식시키는 건 한 서비스에 한 가를 지불하는 소비자 인식의 환이 필요함.

□ 공항, 음식 , 상 , 숙박업소 등 주요 에서 친 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 서비

스(Hospitality)가 이 질 수 있도록 홍보․유도

○ 가이드 등 업체 종사원들의 자질  친 도 제고를 한 상황별 환 서비스 

매뉴얼 발간․ 용

□ 불공정거래행  규제에 한 과제

○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되는 행 들이 거래 상 방에게는 불리한 향을 미칠 경우에도 

시장 체의 효율성이 증 되고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의 원칙을 용하여 불공정거래행 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행 는 어느 산업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산업은 그 특수

성 때문에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주의 깊게 찰할 필요가 있음.

○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 을 유도하기 해서는 산업을 장려하는 진

흥법과 공정거래정책, 이 두 정책 간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5. 공정관광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가. 주요내용

□ 황  공정성 에서의 문제

○ “공정여행(Fair Travel)”은 지역사회 이해 계자들의  이득을 최 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것이 핵심개념임12)

○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에서 공정한 거래는 발생국과 지역공동체간의 공정

한 세계 인 거래 조건과 상태를 진함.

○ 한 지역사회의 산업 이해 계자들 간의 공평한 의사결정과 등한 거래를 추구함.

○ 공정여행에서는 여행할 때 여행자가 쓰는 돈이 지역경제와 개발에 직 인 도움이 되

고,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원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며, 발생국과 여행상품

의 개발과정과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의와 조정을 통해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 

12) 장은경․이진형(2010), 공정여행의 국내 사례, 북존 한옥마을 공정여행, 연구논총 제2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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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13)

○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정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는 이미 책임여행, 윤리 여행, 지속가능한 여행, 에코투어리즘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

되고 있음.

○ 향후 공정여행, 착한여행, 책임여행, 지속가능한 여행 등 이 모든 개념들이 신 (new 

tourism)으로서 앞으로 여행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될 것으로 단됨.

□ 추진방향  과제14)

○ 무역의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선진국에서는  ‘ 지인에게 제값을 주고 상품을 사자’라

는 각성이 일어났음. 이와 같은 1950년  당시 국에서 시작한 ‘공정무역’은 세계 속에 

작은 장을 일으키며, 지  하나의 트 드 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이제 산업은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요한 시 가 되었고 

소비자는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면서 아름다운 여행소비를 하느냐가 요한 시 가 되

었음.

○ 착한 소비로 별되는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  책임도 강조되고 있

으며, 특히 착한 소비는 기업들로 하여  착한 상품을 만들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에코 소비를 통한 환경이 조  더 나아지고, 윤리  소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상으로 인해 몸소 체험을 하는 여행과 아울러 환경,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여가 활동이 더욱 확  될 망임.

○ 즉, 최근의 상태탐방, 슬로시티 등을 방문하는 친환경 여가 활동이 늘어나고, 여행자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건 하게 소비하고 생명을 존 하며 에 지 소비를 이는 여행에 

한 공감  확산

○ 한, 환경오염, 지인 착취구조 증 소비  여행이 폐해에 한 반성에서 출발한 공정

여행(fair travel)이 여행상품으로 등장

- 공정여행은 ‘아름다운 여행의 가는 그 땅을 지켜 온 지인에게 돌려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함.

13) 임 신(2010), 공정한 삶으로 떠나는 여행, 복음과 상황, 224호 특집

14) 심원섭(2010). 최근 트 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문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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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여행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1. 지구를 돌보는 여행자가 되자_비행기 이용 이기, 1회용품 쓰지 않기, 기와 물 약하기

2. 다른 이의 인권을 존 하자_직원에게 정한 근로조건을 지키는 숙소와 여행사 선택하기

3. 성매매를 하지 말자_아동 성매매, 섹스 , 성매매 골  등을 거부하기

4. 지역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자_ 지인이 운 하는 숙소, 음식 , 여행사, 교통이용하기

5. 윤리 으로 소비하자_과도한 쇼핑 하지 않기, 지나치게 깍지 않기, 공정무역 제품 이용하기

6. 지인과 친구가 되자_ 지 인사말, 춤이나 노래 배워보기, 작은 선물 비하기

7. 다른 문화를 존 하자_여행지의 생활 방식과 종교를 존 하고 의 갖추기

8. 타인을 존 하고 약속을 지키자_사진을 을 땐 허락 구하기, 지인과 한 약속 지키기

9. 선보다는 기부가 어떨까_여행 경비의 1%는 지의 사회단체에 기부를!

10.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내자_동물학 , 인권 유린 등 부당한 일을 목격하면 시정 요청하기

자료 : 심원섭(2010). 최근 트 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문화 연구원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15)

○ 국내의 소비 이고 향락 인 여행문화를 바꾸려는 공정여행의 흐름은 2007년 12월 ‘이

매진피스’의 공정여행 축제와 여행인문학 연구모임을 통해 시작하 으며, 연구의 결과

가 2009년 공정여행 가이드 북으로 출간됨

○ 한편 2007년 사회  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공정여행에 한 시민단체의 심은 여

행분야의 사회  기업으로 확장

○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여행분야 사회  기업의 1호로서 청소년들의 역사문화를 

문으로 하면서 빈곤아동의 여행과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네팔트래킹, 지리산 둘 길 등 국내외 도보여행을 문으로 하는 (주)트래블러스맵은 

다양한 국내외 공정여행 로그램을 개발하고, 안학교 로드스꼴라를 운 하면서 공

정여행기획자를 양성하고 있음.

○ 매콩강 시리즈로 알려진 (주)제주 생태 은 제주지역의 생태와 치유여행을 운 하고 

있음.

○ 이들 여행분야 사회  기업들은 2010년 7월 문화체육 부 산하에 사단법인 ‘지속가

능한  사회 기업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환경, 자연환경, 역사문화,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여행을 지향하는 분야 여행공 자들간의 공동사업을 진행 에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존여행업계인 하나투어에서도 2009년 5월 투어첼린 라는 장학공모사

업의 과제로 ‘공정여행’을 제시해 본격 인 심을 표명함.

○ 심지어 한 여행사에서는 자사 사이트에 공정여행 여행사라고 이름을 붙여 본격 인 홍

보를 시작했고, 공정여행 상품화는 이미 일반 여행사의 역에서도 폭넓게 고려의 상

15) 장은경․이진형(2010), 공정여행의 국내 사례, 북존 한옥마을 공정여행, 연구논총 제2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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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음.16)

○ 최근 경기지역 여행자 동조합, 공정여행카페 등이 공정여행방식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공정여행 실천기를 공유하는 등 여행자 심의 공정여행 

모임이 형성되고 있음.

<표 12> 국내 공정여행관련 단체 및 기업

단체명 성격 성격 및 활동

이매진 피스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2007 공정여행 축제개최, 

공정여행 가이드라인 개발

(사)동북아평화연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자체 

공정여행 로그램운

(사)지속가능한 

사회  기업 네트워크

문화체육 부 산하 여행 

사회 기업, 단체 개인의 네트워크
캠페인, 공정여행포털, 사이트 운

국제민주연 시민사회단체 자체 공정여행 로그램 운

로드스꼴라 여행학교 여행학교, 공정여행 기획자 양성

공정여행카페 공정여행자들의 모임 공정여행방식 공유

우리가 만드는 미래 역사체험, 문화체험 문
청소년 상 역사문화교육기행 

로그램 운

트래블러스맵 패키지

국내외 공정여행 로그램 운 , 

아 리카, 캄보디아, 지 해, 국, 

일본, 인도네시아, 네팔

착한여행 패키지
라오스, 말 이시아, 국, 일본, 만 

상품

스트코리아 컨설 , 패키지

제주생태 제주지역 생태 문 제주테마여행, 맞춤여행

공감만세 패키지
학생 상, 국내외공정여행 

로그램 운 , 필리핀

나. 과제개요17)

□ 기업에 한 사회  책임경 , 객의 입장에서는 사회  책임 의 확산에 응

하기 해서는 사회  책임 에 한 공감  형성, 상품 단계별․주체별 사회  책임

 가이드라인 개발, 공정 기업에 한 인센티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착한 을 강조

○ 기업과 소비자가 사회 ․환경  책임을 다하고 산업을 통해 획득한 이득이 

16) 변형석(2010), 지속가능한 과 사회  기업, 한국 정책, 한국문화 연구원, No.41.

17) 심원섭(2010), 최근 트 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문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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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제도  뒷받침으로서  상품 단계별, 주체

별 착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 개발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한 극  고려가 필요하고, 필요시 제도화하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음.

□ 공정 기업에 한 인센티 를 제공

○ 무역에서 공정무역마크를 부착하듯이 서비스 상품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 지역 환

경에 한 고려가 많은 기업에 해서는 인센티 를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정여행상품 인증제 추진

○ 공정여행상품의 확산을 유도하고 고품격의 공정여행상품의 개발을 진하기 해 공정

여행상품 인증제를 추진하고 인증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센티 의 발굴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 공정여행은 녹색성장시  기업과 소비자에게 공통 으로 요구되는 화두라는 

을 인식

○ 기업은 무탄소 여행상품을 극 으로 개발하고 소비자는 녹색 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Ⅴ. 결 언

○ 문화 분야의 공정성을 논함에 있어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

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각 인 에서 포 으로 근하는 것이 

필수 임.

○ 한 공정성이란 개념의 가치는 시 의 흐름  사회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함께 연동

되어 변화할 수 있음.

○ 문화향유에 한 공정성은 소득별 술행사 람률(100만원 미만층과 400만원 이상층

의 격차), 지역별 술행사 람률(군지역과 도시의 격차), 소득별 문화 술교육(100

만원 미만층과 400만원 이상층의 격차)의 기회격차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소득, 지역에 따른 재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Session 6-1 : 공정사회 실 을 한 문화 분야 응방안

한국문화 연구원 453

○ 이는 동등한 문화향유[희소가치로서의 문화자원의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결과로서의 

공평함] 아니라, 문화향유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임. 즉, 문화향유의 기회는 단순히 

삶의 질 제고의 차원을 넘어 문화의 속성상 미래를 한 기회의 사다리 차원에서 근

이 필요함. 

○ 이를 해 바우처 확   사업개선을 통한 소득층 문화향유기회 확 , 산층 이하 

자녀의 술 감수성 제고, 공공 문화시설의 문화 술 교육 로그램 확   강화 등의 

세부과제 도출을 통한 구체  방안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소득별 술행사 람률은 2006년 3.6배, 2008년 4.2배, 2010년 3.4배인 바, 

향후 2.5배 이내로, 지역별 술행사 람률은 2006년 1.2배, 2008년 1.4배, 2010년 1.2배

인 바, 향후 같은 비율로, 소득별 문화 술교육은 2006년 9.2배, 2008년 3.3배, 2010년 

1.8배인 바, 향후 1.5배 이내로 감소시켜 문화향유의 공정성 확보를 해 노력함.

○ 지원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한 한두 가지의 노력만으로 

단시일에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인 안목에서의 정책  노력과 동시에 이

에 한 국민의 이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제고되고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 하

겠음. 

○ 문화 술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한 정책을 마련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인과 

술계종사자들 간의 공정성에 한 인식의 격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격차를 좁

히기 한 공식 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일반인  술계종사자들이 문화 술분야의 공공지원에 있

어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1차 기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한 술가들이 시장실패를 이유로 지원의 상으로만 인식되던 것에서 

나아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계층으로 보다 사회에 극 으로 기여하는 책임을 가진 

계층이 되어야 하며, 이를 한 제도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함.

○ 이러한 공개토론  워크  형식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난다거나, 

제기된 문제 들이 보다 극 으로 향후 정책보완  제도개선에 반 되지 않는다면, 

공정성제고를 한 정책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 

○ 왜냐하면, 문화 술지원의 공정성이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객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문화 술을 향유하는 국민과 해당분야의 문가들이 주 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분은 장기 이고 지속 인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

이 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에 한 정보는 매우 미비하고 모바일, 온라인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 칭성 문제가 심각함.

○ 특히 방송․연 산업의 경우 가치창출에서 상품과 노동에 한 인식의 차이가 많고, 

기획의 요성과 한정된 매체의 특성상 불공정 행이 심각하여 우리사회의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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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잣 로까지 인식되고, 최근에는 해외에 한 국가이미지까지 연계되는 등 장이 

크지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제도  개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반 인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해서는 콘텐츠 산업 공

정 거래 의체 구성, 콘텐츠산업 공정경쟁 연차보고서 작성  의회 제출, 콘텐츠산업 

공정거래를 한 표 계약서 등의 세부 인 정책 안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부문 불공정 거래 개선은 여행상품 련 불공정 개선과 국민 홍보 략을 구분

하여 정책  안을 수립할 수 있음.

○ 여행상품 련 불공정 개선의 경우, [여행상품 리 가이드라인]을 제시, 불공정 여행상

품 고 개선, 가칭 “여행경 사 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선 을 모색함.

○ 국민 홍보 략의 경우 국민 홍보활동을 개와 더불어 가덤핑에 한 불매운동 

개, 공항, 음식 , 상 , 숙박업소 등 주요 에서 친 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 서비스(Hospitality)가 이 질 수 있도록 홍보․유도, 불공정거래행  규제에 한 

과제 등을 통해 개선 을 모색함.

○ 공정 을 한 정책  제도 개선방안 도출은 조  더 지인들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며, 향후 공정여행, 착한여행, 책임여행, 지속가능한 여행 등등 이 모든 

개념이 신 (new tourism)으로써 앞으로 여행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모델로서 제

시될 것으로 단됨.

○ 공정 을 해서는 특정 지구, 축제 등에서 지역 주민 참여 제도화, 공정 을 한 

사회  기업 활성화, 공정  국민인식 제고  홍보 캠페인 등의 세부과제를 통해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공정 의 확산을 통해 산업의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시장거래질서 확립이 기 됨.

○ 시장의 질서회복과 소비자 보호차원의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공정  실 을 통한 시

장효율성 증 가 기 됨.

○ 업계별 공정  가이드라인, 공정  공감  형성 등에 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로 

산업 효율성 증 가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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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김석준 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Ⅰ. 서  언

2008년 세계  경제 기 이후 계층간 양극화 문제와 격차 해소는 사회통합을 한 요한 

과제로 두되었다. 이명박 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구 을 국정 운

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이후 정부는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지난 2월 공정사회 구 을 

한 5  추진방향으로 공정한 법․제도 운 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

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통령의 공정사회 제기 이후, 다른 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공정성 

담론이 거론되기 시작하 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정성 논의는 크게 볼 때, 과학기술계 내

부의 공정성 확보와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하는 공정사회 구 의 두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정사회’가 정확히 어떤 가치 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  도식은 무엇인지 등에 

한 깊은 성찰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회 차원의 공정성 논의가 과학기술분야로 확산되면서 공

정성 담론을 통해 기존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새롭게 부각되는 과제는 어떤 

것인지 등에 한 개념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

라, 경제, 보건, 환경, 법제 등 부분의 정책 분야에서 찰된다. 

공정성 개념은 출발 에서 기회의 균등과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 그리고 결과에서의 불

평등을 보정하는 사회복지 확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정성이 비록 요한 사회  가치이지

만 효율성을 과도하게 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는 비용 측면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분야에는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연구와 개발은 ‘수월성의 추구’

가 본질  목표이며 정책 구  과정에서도 ‘선택과 집 ’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보편 인 공정성 논의와는 궤를 달리하며, 따라서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

한 공정성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에서는 보편 인 공정성 담론과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과학기술계 내부  과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하는 외부  으로 구

분하여 공정사회 구 을 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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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학기술분야에서 공정성의 의미

1. 보편적 공정성 담론과 과학기술분야의 특성

‘공정(Fairness)'의 개념에 한 사회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정해진 법과 규

칙을 수하는 것처럼 보편  정의 념에 부합하는 공정성에 해서는 구나 동의할 것이

나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복지와 성장의 우선순 , 교육에서의 형평성과 수월성 등은 

어느 한쪽이 옳은 문제가 아니라 가치 의 문제이며 선택보다는 조화가 더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이러한 조화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분야는 수월성의 추구를 본질  목표로 한다. 따라서 우수한 연구자에게 자원

을 집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효율 인 정책으로 간주된다. 70년  이후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는 국가 성장의 핵심 원천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어 왔으며 투자의 효율성이 

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자원 배분 과정에서 기 과학 분야는 소외되기 쉬웠으며 

풀뿌리 지원의 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이 역시 소외학문에 한 배려, 혹은 복지 차원이 아

니라, 과학기술의 변을 강화하여 장기  효율성을 강화하기 한 목 이 더욱 강조되었다. 

연구개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과 자원 배분 과정을 살펴보자. 연구기획과 선정평

가의 공정성에 한 일반 연구자들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으며 감사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반에 걸친 감사에서 연구기획 참여자의 높은 연구선정 비율을 지 하기도 하 다(감사원, 

2004). 그러나 창의 인 연구기획이 가능한 인  풀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

자의 연구 참여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정성은 공평한 기회제공이나 불평등 해소 등 사회 반의 공

정성 담론과는 다른 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1년 여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2011년 

2월 발표한 ‘공정사회 달성을 한 8  과제’를 보아도 병역, 납세, 근로, 교육 등 국민의 

4  의무와 련하여 공평한 수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와는 다소 거리

가 있다. 이에 이 에서는 과학기술에서의 공정성 담론을 과학기술계 내부와 외부의 두 측

면에서 근하고자 한다.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학과 연구기 , 민간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들이지만 국가 

체로는 한해 50조원, 정부 공공자  투자 규모만으로도 약 15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기획과 수행, 평가 그리고 연구결과의 사회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범 는 사회 반에 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

서 과학기술분야 자체가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므로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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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과학기술계 내부의 공정성이란 연구개발의 기획  자원배분, 수행과 리, 성과

의 리와 활용 등 정책구 과정 반에 걸친 공정성을 의미하는데, 차  공정성이 이슈가 

된다. 차  공정성이란 정해진 규칙을 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비의 유용, 조/변조/

표  등 연구부정행 는 표 으로 차  공정성을 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계 외부의 공정성이란 과학기술을 통한 공정사회 구 을 의미하는 것으

로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보고 있다. 즉 ‘공정한 사회’ 구 을 해 과학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 과학기술의 사회  책임성을 강조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공정

사회 구  방안을 논의하기 해서는 ‘공정한 사회’에 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이나 이

는 앞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사회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 과학기술분야는 다

른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구 을 한 차별화된 근을 제공한다.

첫째, 과학기술지식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보편  재화와는 달리 무한한 반복과 재생이 가

능하다. 난치병 환자를 한 신약개발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일단 치료약이 개발되

면 개발된 지식은 쉽게  가능하며 무한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산업사회와는 다른 지

식기반사회의 특성인데 과학기술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요한 치를 차지한다.

둘째, 과학기술지식의 혜택은 보편 으로 용된다. 미국 학에서 흑인 등 소수집단에 

한 입학에서의 극 인 특례 조치(affirmative action)가 백인에 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

으켰듯이 복지 차원의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선택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과학기술 투자의 혜택은 사회 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일부 집단의 희생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과거 IT 기술이 비즈니스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자동화로 인해 일시 인 일

자리 축소가 있었으나 장기 으로 IT 기술은 다수 국민의 생활의 편의와 산업의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혜택을 많이 받고 게 받고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과학기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정성 개념

구분 과학기술계 내부의 공정성 확보 과학기술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공정성의 의미 차  공정성 사회  책임성

연구개발단계
기획

수행  평가

기획

성과 활용

주요 과제

-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

- 자원배분의 공정성

- 기 과학투자와 상업화

- 연구비 사용의 공정성

- 연구수행  결과발표의 윤리

- 평가의 공정성과 문성

- 성실 실패

- 어떤 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 과학기술 성과를 이용한 사회  신

- 삶의 질 제고를 한 연구개발

정리하면 공정사회 구 을 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는 크게 과학기술계 내부의 공정성 

확보와 과학기술을 통한 공정사회 구 으로 구별되며, 내부의 공정성 확보는 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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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으로 연구개발단계상 기획과 수행  평가 과정에, 외부  공정성 확보는 과학의 사회

 책임성에 한 문제로 연구개발단계상으로는 기획과 성과 활용 과정에 집 된다.

과학기술정책의 상당수 주요 과제들은 최근 제기된 ‘공정사회’ 담론과 무 하게 지난 수십

년간 꾸 히 논의되어온 바 있다. <표 1>의 임웍은 이들 과제  공정사회 담론에 의해 

요성이 부각되거나 공정사회 구 을 해 추진될 필요성이 높은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물론 이 임웍이 공정사회 구 을 한 모든 과학기술분야 과제를 포함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과학기술자 집단에 한 정당한 보상, 승진이나 임용에서의 

공정․투명성 등의 과제도 공정성과 련하여 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앞서도 지 하 듯

이 ‘공정한 사회’의 개념은 완벽한 합의가 불가능한 가치 의 선택 성격을 담고 있다. 이를 

모두 아우르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정성’에 한 개념화  도식화는 과학기술 반에 걸

친 성찰을 필요로 하는 방 한 과제로 향후 장기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

는 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  공정성 개념 하에 공정사회 구 을 해 우선 으로 요구

되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과학기술분야의 공정성 제고

1.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비 유용은 지난 수십년간 끊이지 않는 문제 다. 감사원 감

사, 국정감사, 교과부 감사, 학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연구비 유용 사례가 발각되지 않은 

이 없고 그때마다 실효성있는 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연구비 유용은 근 되지 않

고 있다. 어쩌면 연구비 유용 문제는 원히 근 되지 않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연

구비 유용이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고 어떤 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본 이고 구조 인 문

제가 어떤 것인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연구비 사용과 련된 연구 리제도는 연구자 심의 자율  리와 연구비 집행의 투명

성 강화를 한 외부 리 강화의 두 축을 반복해 왔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는 1960년  이후 매우 빠르게 확 되어 왔으며 특히 90년  이후 정부의 투자는 증하

다. 늘어난 연구비로 인한 연구자들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해 엄격한 연구비 사용 규

정을 마련하 는데 이로 인해 2000년  들어서는 연구자 심의 자율  연구 리제도가 추

진되기 시작했다. 2003년 정부는 연구 리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연구비 정산을 주 연구기  

단 의 간 정산방식으로 환하기로 하 다. 이는 연구수행에 불필요한 제한과 규제를 

폭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국과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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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 R&D 규모 변화

14 105 427 2,117
11,552

32,105

94,406

138,485

161,105

173,251

190,687

221,853

241,554

273,457

313,014

344,981

0.2

0.37
0.42

0.56

1.41

1.72

2.37 2.39
2.47

2.4
2.49

2.68
2.79

3.01

3.21

3.37

0.0 

0.5 

1.0 

1.5 

2.0 

2.5 

3.0 

3.5 

4.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1964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 R&D Exp.(M Kwon)

R&D/GDP

자료: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호

그러나 연구비카드 사용, 사후정산 등 제도  장치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사례는 지속

으로 발생하 고 과제단 의 정산방식의 한계와 연구기  자체정산의 투명성 결여 우려가 

지 되었다(감사원, 2005). 이에 정부는 2005년 연구기 의 연구비 리을 외부 평가단이 인

증하여 자율 으로 리하되 부 정 연구비 집행액 발 시 기 이 책임을 지는 책을 발표

하 다.

이후 학에서의 연구비 유용의 표  사례인 학원생 인건비 집행에 있어 실을 반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해 2008년 연구실 단 로 학생인건비를 통합 운 할 수 있는 ‘인건

비 풀링제’가 도입되었고 간 비의 비  상향과 용도 확 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연구비 

앙 리제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사례가 계속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연구자 심의 편의성 증 를 한 차 간소화가 손쉬운 유용을 가져온다는 지 이 높아

지자 2010년부터 정부는 다시 연구비 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

신 진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 연구비를 유용․횡령할 경우 5년간의 참여제한은 물론 

최고 10배의 액을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해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시스템’을 2011년 5월까지 

도입할 정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연구비종합 리시스템에 추가하여 은행에 개설된 연구비 

계좌를 통해 이체내역까지 실시간으로 사용 액과 잔액을 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이 근 되지 않는 근본 인 이유가 무엇인가? 먼  

지식경제부의 ‘99~’08년 연구비 유용 사례 70건에 한 분석을 통해 연구비 유용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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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식경제부 연구비 유용 현황 분석결과

유형 내 용
건수/금액

(억원)

기관 유형별 현황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재료  부품을 

연구개발 목 외 

사용

∙재료  부품을 연구개발비로 구입하여 양산 등 다

른 용도로 활용

∙양산에 소요된 재료  부품의 증빙자료(세 계산

서 등)를 연구개발비 증빙자료로 허 제출

3/79 1 2

물품공 없이 

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

∙수행기업과 납품기업이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공

없이 개발비를 지 하고 정식 증빙자료를 제출

∙공 가액을 부풀려서 기재

28/331) 19 2 7

증빙자료 복 

사용

∙동일 수행기업이 여러 개의 국책과제를 수행한 경

우 1개의 증빙자료를 복하여 제출
5/6 5

연구비 무단인출
∙연구개발비를 기업의 운 자  등에 무단인출하여 

사용
33/112 33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유용

∙참여연구원( 학원생)에게 지 된 인건비를 다시 

회수하여 실험실 운 비 등으로 사용
1/27 1

주 1) 연구비 무단인출도 일어난 사례 2건 포함

자료: 지식경제부 (2010), ‘국가 R&D 자 유용에 한 지경부 책’

분석 결과, 부분의 부정행 는 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어도 외형 으로 학

에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나 공 액을 부풀리는 행 는 상당수 어든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학의 연구비 앙 리와 인건비 풀링제 도입 효과를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

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학 내 비리가 여 하고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 한다. 

일례로 모 학의 학원 총학생회가 2010년 소속 학원생 900명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는 응답자  89명이 비인가 자 을 조성한 이 있고 113명은 책정된 인건비를 제 로 받지 

못하 다고 응답하 다. 

정부가 연구비 유용비리 근 을 해 2010년 발표한 책은 연구비 유용 근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역설 으로 말해 다. 책은 첫째, 비리신고센터를 운 하고 내부 신고를 

유도하는 것과 둘째, 실시간통합연구비 리시스템을 통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셋째, 

불시 장 검, 넷째, 장비도입에 한 심의 차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비 유용액의 

10배까지 과징 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책

의 부분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이다. 이공계 학원생의 교수에 

한 상  치를 고려하면 비리신고센터를 통한 내부 신고가 얼마나 실효성있을 지 의문

이다. 불시 장 검과 장비도입에 한 심의도 그 주체와 방법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비리를 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구비 유용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라는 지 도 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도를 완  근 하기는 어렵듯이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한다하더라도 

이를 피하여 부당이익을 얻고자하는 일탈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한 연구비 사용

의 투명성 강화는 투입 비용과 기  효과에 한 분석이 필요하며 소수 일탈자를 감시하기 

한 지나친 리는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을 방해할 험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비슷한 책이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상은 



Session 6-2 : 공정사회 구 을 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63

무언가 구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발된 사례에 한 정부와 연구기 의 

사후 처리가 국민과 일반 연구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지식경제부의 

국책연구비 비리  사후 회수한 액은 유용 액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

된다 하더라도 1~5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부분이며 이 한 민간기업의 경우 상호를 변경

하거나 연구책임자를 교체하여 다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구비 유용의 경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원정보를 체 연구 리 문기 이 공유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사

업에서의 참여제한은 물론 행정력을 동원하여 비리 액을 과징 까지 포함하여 끝까지 회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음으로 학 등 소속기 에 해 연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0

년 지방의 한 국립 학교는 일부 교수의 연구비 유용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감사 옴부즈만제

도, 연구비 인증 학 지정 실 을 한 련 규정 보완 등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내부 

문가도 악하기 어려운 연구비 집행 실태를 외부 옴부즈만이 감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으며 연구비 인증 학은 정부가 2003년부터 도입을 추진하 음에도 이제 지정을 해 노력

한다는 것은 비 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 이라도 연구비 인증 학을 체 학

으로 확 하고 연구비 유용 사례 발 시 소속 기 의 리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리연

구자에 해서는 과징  부과를 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서 확 ․ 용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R&D 기획 및 평가에서의 공정성 강화

정부 R&D 사업기획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 칭에 의한 경쟁의 불공정성 

발생 우려가 높다. 를 들면 기획 참여자가 자신의 연구분야를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반

한다면 연구과제 수주 경쟁에서 사  불공정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해당 분야에서 우수

한 연구자가 사업기획에 참여하는 것이 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연구수행에도 참여하

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기획참여자의 과제 선정율이 비참여자보다 높다는 사

실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비 수주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사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구조  문제가 있다면 이는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기획을 거쳐 RFP를 확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

서를 평가하여 수행자를 선정하는데 특히 하향식(Top-down) 사업의 경우 연구계획서의 충

실성이 선정에서의 가장 요한 단기 이 된다. 그런데 연구주제 선정, RFP 작성 등 기획 

과정 반의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연구계획서 작성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기획과 선정 과정에서 일반 연구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해서는 먼 , 기획 과정의 

공개와 문가 선정 방식의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기획 문가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분야와 소속 기 별로 과도하게 집 되지 않도록 한 균형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RFP 공고 이 이라도 기획보고서를 기획 과정에 한 정보와 함께 련 연구자 집단

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장기간에 걸쳐 규모의 자 이 투입되는 형과제의 경우 충실한 연구계획서 

작성을 해 RFP 공고 후 연구계획서 수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선되고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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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여 히 상당수의 과제 공고 기간이 한달 이내에 불과하여 충실한 계획서 작성에 한계가 

있다. 

기획의 공정성은 선정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선정  결과 평

가에서는 동료평가 제도가 리 사용되고 있다. 동료평가 방식은 동료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해 해당 분야의 문 인 지식을 가진 문가가 설정된 기 에 의해 연구의 질  우수성을 

측정하는 주  평가 방법으로 연구의 성격과 목 , 기간의 차이, 범 한 성과의 범  등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을 모두 반 할 수 있는 가장 하고 필수 인 방법이다

(GAO, 1999).

반면, 인간의 주  단에 의한 향으로 객 성과 공정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 도 

받고 있으며(김인묵, 2002),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한 문가 풀로 인한 이해 상충의 문제

가 상존한다. 평가지표나 방법, 차 등 평가체계가 완벽하더라도 직  평가에 참여하는 평

가자 선정체계의 일 성이 없을 경우 평가의 신뢰는 확보되기 어려우며 이는 동료평가 제도

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  고민이다.

동료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해 정부는 평가 원 자동선정시스템(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4), 상피제도 도입, 로젝트 매니 (PM) 제도(한국연구재단, 2009) 등 지속 으로 제도를 

도입하 으나 이들 제도가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하 지만 평가의 문성을 약화시킨다는 주

장도 제기된다(한승환, 2007).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연구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동

료평가가 체 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백종윤, 2009). 차  공정성은 어느 정

도 확보된 상태로 평가되나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비 배분에 있어 편 성과 정치  향력,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안면 계로 인한 불공정성은 지 되었다. 한국연구재단 기 분야 평

가결과를 토 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도, 학연, 소속기 , 공동연구 등 인  네트워크가 실제 

평가 수에 미치는 향은 100  만 에 3.4  정도로 그리 크지 않으나 당락에 향을 미치

는 80~90  구간에서는 인  네트워크의 향이 선정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기범, 2010).

따라서 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 에서 차  공정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먼  연구자 DB를 체계화하고 평가 원의 풀을 확

보함으로써 특화 리가 필요하다. 평가시에만 결정되는 평가자로는 기 이 수되리라는 

정당성, 충분히 이해 계 상충을 밝히리라는 공정성, 문성 수 에 한 우려가 항상 존재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평가자에게는 과 한 수의 평가가 요청되기도 한다. 미국, EU 

등 국가에서는 평가업무를 연구자 커뮤니티에 한 의무로 생각하여 별도의 인센티 를 개

인에게 지 하지 않고 단지 문가로서의 역량을 빌린 것에 해 소속기 에 일정한 인센티

를 지 하는 것이 일반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연구자 집단과 과도한 행정업무에 

의한 평가의 집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먼  문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국가석학

이나 형과제책임자 등에 해서는 의무 으로 평가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신

뢰도와 독립성을 해서는 문가의 결정이 상 자나 리기 에 의해 바 지 않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 공학연구회(EPSRC)의 경우 평가 이후 우선순  결정 패 은 새로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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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낼 수 없도록 규정화하 고 문가의 결정이 뒤바 지 않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

다.

우리도 평가의 정당성 확보를 해 각종 의 과정에서 본래의 평가 기  외의 사항을 평

가 원이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일단 평가된 결과는 이후 바뀔 수 없다는 권한 배분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 불성실한 평가나 평가윤리에 어 나는 평가자들에 해 지속 으로 

리하고 우수평가자에 해서는 신규 과제 선정에서나 소속 학과에 해 인센티 를 부여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윤리 강화1)

2005년 서울  황우석 교수의 기세포 논문조작사건 이후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에 

한 체계  논의가 시작되었다. 과학기술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수행과 련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한 지침’(이하 지침)을 2007년 2월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시행하여 지 에 이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조, 변조, 표

의 행 를 진실성 검증의 상이 되는 연구부정행 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에서는 이와 함

께 부당한 논문 자 배분, 조사의 방해, 제보자에 한 해,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 으

로 용인되는 범 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 다.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통상 으로 용인되는 범 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 ’는 그 정의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 가장 만연한 부정행 인 복게재 혹은 자기표  행 를 조사 상에 포함시키기 

해 규정되었다.

지침의 용 상은 국가의 직 인 연구자원지 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수행

되는 연구이다. 국가가 자 을 직  지원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일정한 제재의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  근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을 통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제재의 수단으로는 과제의 단, 자 의 회수, 그리고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이 있다. 학  논문이나 학 자체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

는 연구처럼 정부의 자  지원을 받지 않는 연구의 진실성 문제에 해서는 정부의 직  규

제가 용될 법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지침의 제정 이후 학과 연구기 들이 제

정한 자체 규정에서는 연구비의 출처에 따라 연구윤리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결국 지침이 제

시하고 있는 연구부정행  검증의 원칙과 차가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인문사회분야 등 

체 국내 연구의 윤리에 직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실성 검증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연구기 에 의한 조사와 연구

지원기 에 의한 조사 결과의 검토  후속 조치이다. 이는 연구부정행 에 해 가장 오랜 

경험을 지닌 미국에서 1990년  반부터 지 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진실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1) 본 의 내용은 본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0)의 ‘표 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제

III-1장의 내용을 발췌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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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제정 이외에 2006~2007년 기간 동안 정부의 연구윤리정책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구)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리 규정｣( 통령령) 개정, ｢연구

노트 작성 지침｣ 등 연구윤리 제도 마련에 집 하여 업무를 수행해왔고, (구)교육인 자원부

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윤리 확립을 한 권고문｣ 발표, 국내외 연구윤리 실태  실천

사례 조사, 학계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한 많은 활동을 

개해왔다. 그리고 (구)보건복지부는 인간 상의 생의학 연구와 배아연구에 한 윤리성 

확보에 특화되어 ｢생명윤리  안 에 한 법｣ 개정, 생명윤리심의 원회 체계 정비 등을 

추진했으며, (구)문화 부는 작권법 개정을 통해 작물의 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홍보를 한 작권 홈페이지(www.copyright.go.kr)를 구축․운 해왔다.

황우석 사건과 지침의 제정 이후에도 지 않은 연구부정사례들이 발생하 고, 이들 부

분이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하여 사회에 그 로 는 과장되어 표출되어서 학계에 한 불신

과 부정 인 이미지를 계속 만들고 있다. 특히 교수 출신의 고  공직자 인선과정에서는 과

거 연구업 에 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지난날 연구윤리의 문제에 둔감하

음을 그 로 보여주고 있으나 의혹의 제기 과정에서부터 조사, 그리고 사후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1980년 부터 2000년  반까지 국내 연구윤리 반 실태는  특정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간간히 알려졌을 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07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

자를 상으로 연구환경에 한 인식, 연구윤리 해 요인에 한 인식과 함께 국내 연구윤

리 해 실태에 한 범 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부정행  유형은 표 과 복게재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표 의 유형을 더욱 

세분할 때 논문보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보고서나 과제제안서에서의 표 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 밝 졌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지 까지 국내 연구윤리 반 실태에 한 모든 조사는, 해외의 조사들이 주로 응답자가 

최근 일정 기간 내에 ‘직  지른’ 연구부정행 에 해 질문하는 것에 비해 부분 ‘목격’

하거나 ‘경험’한 바를 묻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아직 국내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 에 

한 직 인 언 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고 부정행 에 한 조사나 처리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음을 반 한다. 따라서 연구부정행 의 자세한 

유형과 방법, 그리고 조사 과정의 문제 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침이 제정되고 

정부 부처와 연구 리기 에 담당 부서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학에서 매

년 연구부정행 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한 통계는 없다. 이는 학 자체 연구에 

한 법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부분 학들이 학교 내에서의 연구부정행  조사  

처리 과정에 해 매우 폐쇄 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각 학과 연구기 에 의해 수행된 진실성 검증 사례 39건

의 분석 결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를 심으로 국내 연구부정행 의 주요 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례들은 국 323개 학을 포함한 364개 연구기 을 상으로 집계

되었다. 부분의 학에서는 제보 는 부정행  의혹 사례가 없었다고 응답하 으며 1건 

이상의 부정행  검증 사례가 있는 학, 연구기 은 총 20곳이었다. 부정행  사례를 기



Session 6-2 : 공정사회 구 을 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67

별로 구분하면 학이 35건, 정부출연연구소 1건, 민간의료기  1건, 그리고 기업체가 2건이

었다. 

학문 분야로 볼 때 인문사회 체능 분야의 경우 모든 사례가 표  는 복게재가 주된 

부정행 인 사례이었으며 이공계 분야에서는 상 으로 다양한 부정행  유형이 발생하

으나 이공계 역시 표  는 복게재가 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표 3> 유형별 부정행위 사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 저자 기타

이공계 4 3 6 12 4 5

인문사회 체능 1 2 9 7 1 1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p22 표 3-2

연구부정행 의 특징  하나는 한 사건에 하나의 부정행  유형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드물다는 이다. 조나 변조 사건의 경우 해당 논문이나 보고서에 표  는 복이 포함

된 경우가 흔하다. 복게재의 경우 부분 자의 구성이나 제1 자/교신 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부 한 자표시 사례일 확률이 매우 높다. 한 표 이나 복게재를 지른 

연구자의 경우, 과거 연구에서도 비슷한 부정행 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진실성 검증 시스템 확립을 한 가장 요한 과제는 연구기 의 검증 역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의 검증 시스템은 연구지원기 에 비해 연구기 에 많은 과제가 안겨져 있고 

경험과 역량이 축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은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침은 

실무에 용하기에는 무 포 이고 원칙만을 언 하고 있고 실제 조사 원회의 활동과 

조사,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기 이나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태이다. 조사 원회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외부 문가 섭외의 어려움, 타인의 진실성 검증에 한 거부감으로 내부 조사

원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처럼 오랜 논의와 사례가 축 되고 필요성에 한 

공감이 충분히 확산된 다음에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건이라는 미문의 

사건 이후 갑자기 시스템부터 도입된 상태에서 겪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연구부정행 의 부분은 표 이나 복게재이며 하나

의 사건이 여러 유형을 포함함을 감안할 때 표 이나 복의 근 만으로도 국내 연구윤리 

수 의 획기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국내 연구 행에 해 많은 일반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공직자 인선 과정의 연구윤리논란 역시  다수가 표 이나 복게재임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표 의 상이 되는 작물은 크게 (1) 논문, (2) 연구보고서, (3) 학 논문, (4) 기타 

작물로 구분된다. 기타 작물에는 학회 로시딩이나 서 등이 있지만 실제 사례는 거의 

없고, 타인의 것이 아닌 자신의 서가 복게재의 상이 되는지에 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가장 요한 작물은 논문과 학 논문 그리고 연구보고서로 

요약된다. 

국 정보시스템합동 원회(JISC)는 표 에 한 황 조사 이후 ‘iParadigms Europ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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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민간 회사와 함께 표 검색 시스템의 개발과 보 을 주도하 다. 재 학에서 자체

으로 사용하고 있는 ’TurnitIn' 등의 시스템이 표 인 로그램인데 이들 로그램은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 DB에 수록된 문건  조사 상 문건과 유사도가 높은 문건을 자동으로 

추출해 다. 본격 인 표 / 복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문가들의 평가가 필요하지만 

방 한 자료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유사 문건을 미리 검색하는 것은 진실성 검증의 효율을 

폭 높여 다. 이에 각 학들은 학생들의 리포트 표 을 발하기 해 자동검색 시스템 

보 을 확 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검색 시스템의 효용은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질에 의존한다. 만일 검색 

상을 연구보고서와 학 논문으로 확 하여 구축한다면 더욱 효율 인 표   복게재의 

발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쉽게 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우리가 기

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 논문과 논문, 연구보고서의 동시 비교가 가능함으로써 더욱 효과 인 연구

부정행  조사가 가능하다. 재의 조사 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과 논문의 조사에만 집

하고 피조사자의 과거 연구 등 면 한 조사가 필요한 역에 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합 

DB의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 인 진실성 검증을 기 할 수 있다.

둘째, 효과성 측면 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연구기 의 진실성 검증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재의 조사 과정에서는 비교 상이 되는 두 문건을 일일이 비교해가며 어느 정도 

문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문장의 복이나 단어의 복에 해 조사

원별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객 인 시

스템을 통해 두 문건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조사과정에서의 많은 혼란을 일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그 존재만으로 연구부정행 에 한 방 효과가 매우 클 것

이다. 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고서나 제안서에서의 표   복이 횡행하는 이유는 

쉽게 발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분의 과제 심사 과정에서 

연구보고서의 검토는 형식 인 수 에 그치고 있어 수많은 다른 문건과의 비교는 기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표 검색소 트웨어를 통한 탐색시스템의 존재는 많은 연구자로 

하여  보고서나 제안서의 작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내 연구

윤리 수 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성실실패의 인정

성실실패의 인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시스템에서의 화두  하나이다. 시간이 꽤 경과하기

는 하 으나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청정기술개발사업의 실패 과제를 심으

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청정기술은 생산 공정에서 사 에 환경오염을 감하기 한 

기술로 국내 기술수 이 선진국에 비해 20~30%로 평가된 분야이다. 워크샵에서는 폐지 이용 

기술 등 다양한 실패 사례에 해 원인을 진단하고 시스템의 보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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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의 실패에는 기술개발은 성공하 으나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 기술개발과 장 용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 기업의 자 난으로 인한 단, 경제성 미비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으며 불가피한 실패사례의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패도 엄연한 연구의 일부이며 학문  의미가 큰 주제이거나 기  연구의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는 ‘성공’만 있다는 지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 2007) 감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감사 결과도 온정 인 평가를 지 하고 있다. 결론

으로 이는 재 시스템이 실패한 연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이다. 연구비 반납은 

물론 추후의 과제 지원도 제약을 받으며 승진과 재계약 과정에도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이어

진다. 이에 따라 선량한 연구자도 실패의 기에 처하면 연구부정행 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황우석 사건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실 과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실패를 

드러내지 못한다. 모든 과학기술의 진보는 실패를 수정하고 극복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실패

를 인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무능력으로 비추어지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연스럽게 실패를 감춘다. 이런 경우 연구 내용의 손질을 통해 연구의 

성과를 일 되게 나타내기 십상이다. 한 실패를 두려워할 경우 연구자들은 비교  손쉬운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고 도 이고 진취 인 연구를 꺼려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국 과학기술부의 쉬 화 장 은 2006년 3월 제10기 국 인민 표 회 4차회의에서 도

이고 심도있는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해 과학기술 연구에서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장에서의 용에 있어 ‘성실 실패의 

인정’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먼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에 한 동의가 이루어

지기 어렵다. 응용-개발 연구의 경우 과제제안 당시의 연구 목표를 기 으로 이를 달성하

는지의 여부로 성공/실패를 가늠할 수 있으나 기 연구의 경우에는 단의 기 이 될 수 있

는 연구 목표의 제시가 원천 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객 화할 수 있는 지표를 요구하다보

니 결과 으로 논문 몇 편 등의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량  성과주의의 폐단으

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성실과 불성실의 기 을 내리기도 어렵다. 모든 연구자들이 자신은 성실히 연구

를 수행했음을 항변할 것이고 이를 제3자가 평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성실 

실패의 인정은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시스템의 보완을 통한 용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성실 실패가 공식 인 인정을 받을 경우, 이를 악용할 연구자가 등장할 가능

성도 높다.

이 에서는 연구자에게 연구 환경의 변화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 

실패의 인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수행 과정에서 연구 환경의 변화에 의해 기 했던 

성과의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연구자가 사유를 제출하고 연구비 지원기 이 이를 심사하여 

연구 계획의 변경을 부분 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게 되면 당 에 목표

하 던 연구 과제가, 도 에 더욱 신 인 기술이 개발되거나 시장 환경이 바 어 목표의 

의미가 달라졌을 경우, 한 계획 변경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에 도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 이고 창의 인 연구 분 기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성과의 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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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 목표가 뚜렷한 사업은 목표의 달성 여부를 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창의기반 기 연구는 다년도 과제의 연차평가를 진도 검 모니터링 수 으로 실시하는 등 

상 평가제도의 일률  용은 지양하도록 한다. 즉, 간평가보다는 최종평가를 엄정히 실

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Ⅳ. 과학기술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한 욕구는 자연스럽게 가시화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소득 수  2만 달러 시 에서 삶의 질 증진을 한 각종 정책과 제도가 집

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911사건 이후 안 에 한 심의 증 가 국토안 으

로 확 되었고 일본은 지진이나 형 자연재해로 ‘안심, 안 ’이 국정의 요 역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하고 있으며 세계 으로도 유례없는 빠른 고

령사회로의 진입으로 고령계층에 한 사회  안 장치  복지 책은 시 한 과제이다.

<표 4> 삶의 질 영역

수요 삶의 질 요소 수요계층

안 한 삶 환경(재난)  국민

환경(식품안 )  국민

편리한 삶 신체 장애인

제도 노인/장애인

사회 계 노인/장애인

사회심리 장애인

출처: 조황희 외(2006), ‘기술기반의 삶의 질 제고방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삶의 질 제고를 한 과학기술은 안 한 삶과 편리한 삶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

술개발 역이 존재한다. 기술 신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 제고의 기본 방향은 사회  수요

와 연계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수요자에게 공 하여 과학기술의 사회  가치를 

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 과 편리 증진을 해 난이도 기술(low-tech)과 고난이도 기

술(high-tech)의 개발이 동시에 필요하며 기술과 사회의 연계도 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반복  재해를 방하기 한 재해 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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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로그램을 확 하고 재해 방을 한 사회  인 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해 검증  

응과 험평가, 지역 험경고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식품안

을 한 인증 체계의 구축과 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진단기기에 

한 공인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품안  감독기 에서 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

사회 수요를 악하여 정부와 연계하는 간조직이 필요하다. 재 장애자나 노인의 보조공

학과 련된 다양한 수요를 연결하는 간채 이 부재하며 서비스와 련하여 일원화된 창

구가 필요하다. 일본은 1989년 설립된 테크노에이드 회를 통해 복지용구 연구, 시험평가, 

정보수집 등 장애자와 고령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약자의 육체

 기능 보완을 한 보조공학기술개발 로그램을 더욱 확 하여야 한다. 보조공학은 최첨

단 과학기술 뿐 아니라 low- 는 medium- 기술로도 충분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투

자 비 높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러한 로그램은 부처별로 산발 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처간 력을 통해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소외계층 보호

멀게는 IMF 외환 기, 가깝게는 2008년 국제 융 기 이후 산층의 감소와 신빈곤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는 추세이다. 양극화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의 실

은 선진국 진입을 한 요한 선결 과제라 할 것이다. 

우리의 과학기술 투자  소외계층을 한 투자는 상 으로 약한 편이다. 정부연구개발

투자  환경보건 투자 비 을 살펴보면 경제개발 목  비 30% 수 으로 미국이나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돌고 있다.

<그림 2> 정부연구개발투자 중 경제개발 대비 환경보건 투자 비중

자료: OECD 2008

소외계층을 한 정부의 직  투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료주의와 형식

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선진 각국들은 사회  기업의 육성을 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  기업(social enterprise)은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그 수익을 재투자하여 경제  지속가능성과 사회  목표 실 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

직으로 정의된다(장 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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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커뮤니티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기업의 

신 지원을 해 종자자 으로 2010년 5천만 달러의 산을 편성하 다. 이를 통해 Harlem 

children’s Zone, Youthvillage, Nurse-Family Partnership, Citizen Schools 등이 지원을 받고 

있다. 국은 사회  기업과 자원 사  자선단체, 동단체 등의 활동 지원을 해 범부처

인 기구로 ‘제3섹터실’을 운 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으로 발생되는 잉여수익을 사회·환경·

문화  문제 해결을 해 재투자하는 것이 기본목 이다. 표 인 로그램인 ‘innovation 

Exchange’은 독신자 는 소외된 은이 등에 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한 제3섹터실의 

신 진  신기업지원정책이다.

네덜란드는 과학기술을 통해 에 지, 물, 보건, 교육, 지속가능한 발 , 안 과 안보 등의 

사회 문제에 응하고 있으며 Flood Control 2015(연안보호 로젝트, 2007년). Building 

with Nature(생체 디자인 련 로젝트) 등이 표 인 로그램이다.

일본 역시 ‘Innovation 25’를 통해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범부처 융합형 민 력 기술개

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목표는 다양한 요소기술 개발과 융합, 융합기술의 실증연구에 의

한 사회시스템에서의 실효성 확보와 검증, 그리고 사회에 정착시키기 해 요구되는 제도  

기반 구축이다.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는 6개 로그램별 TFT를 구성하고 산 조정방안과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 는데 계성청의 연간 총 산은 154억엔 규모이다.

술한 바와 같이 소외계층을 한 과학기술개발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편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다. 수월성의 추구라는 본연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을 실

할 수 있다. 이를 해 먼  기술 신에 근거하여 사회  니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

운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 사회  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안 이슈

를 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회  기업의 육성을 한 ‘Small Science'

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체제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는 구성이나 과제

선택, 운 방식이 차별화되며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소외계층을 한 환경, 에 지, 

안 ,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기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 능

력 지원, 융시스템 확보, 교육훈련 시스템 등 사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을 추격하기 한 양  투입으로부터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

는 질  성과 제고 시기로 진입하 다. 이에 과학기술분야도 효율과 양  성과 만이 아니라 

국민 체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부  공정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의 사회  

책임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시 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지 까지 공정사회 구 을 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를 과학기술계 내부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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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공정사회를 구 하기 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내

부의 공정성 확보는 주로 차  공정성으로 정해진 규칙을 수하고 규칙 반자에 해서

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비 유용  횡령, 표 이나 복 등 연구부정행

 근 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에서의 공정성 강화 방안, 그리고 성실실패의 인정

을 요 과제로 제시하 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하는 공정사회 구  방안으로 

첫째, 삶의 질 제고를 한 과학기술개발, 둘째 사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보호 방안을 제시하 다.

과학기술은 ‘수월성의 추구’가 본질  목표이지만 과학기술지식의 특성상 보편  복지 확

에 기여할 수 있고 은 투자로 높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사회  차원에서 ‘공정한 사

회’의 개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국민 다

수의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고 추진할 수 있는 ‘공정 사회 구 을 한 과제’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으며 추진할 필요성도 크다. 과학기술의 사회  책임은 기술개발에 의한 국가성장 잠재

력 확보 뿐 아니라 삶의 질 개선, 소외계층을 한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확산

되고 있다. 

‘공정사회’ 담론은 과학기술계 내부에도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공정사회 담론과 계

없이 지속 으로 추진될 과제가 있는가하면 공정사회 담론을 통해 더욱 요성이 부각되는 

과제도 있다. 그러나 강조할 것은 과학기술의 내부  공정성 강화가 연구의 자율을 침해해서

는 안된다는 이다.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는 행정부담의 최소화와 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강화가 문성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한 정책 과제들은 어디까지나 과학기술자와 과학기술지식에 한 신뢰

에 기반하여야 하며 과학기술 투자는 무엇보다 창출 성과의 우수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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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토․지역발전 방향

박양호 I 국토연구원

Ⅰ. 공정한 사회를 향한 국토․지역발전의 4대 DNAs

선진일류국가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는 공정사회 구현이다.*1)공정사회의 꿈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의 실현이다. 그러자면 공정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사회 각 

부문 부문에 뿌리내려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란 공정한 기회가 확보되어 개개인이 지닌 역량이 차별받지 않고 발휘되어 개인

의 발전과 동시에 소속 조직의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개개인의 

발전 기회와 역량이 발휘되는 공정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모습 중의 하나는 삶의 공간에서 

공정한 가치가 구현되는 모습이다.

삶의 공간으로서의 국토와 그 국토를 구성하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발전이 영향을 받게 된다. 국토와 지역의 발전이 개개인의 발전에 긍정의 시너

지 효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즉 삶의 공간적 환경인 국토와 지역이 잘 발전하는 환경에서는 

개개인의 발전도 긍정의 영향을 받고 반대로 국토와 지역이 침체되어 기회발휘의 가능성이 줄

어들 때 개개인도 침체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삶의 공간적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개개인

의 기회와 역량발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지역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국토전체 속에서 개

별 지역발전의 기회와 역량발휘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국토전체가 하나의 

튼튼한 발전과 동시에 지역 간 조화를 이루어 공정한 사회에 걸맞은 국토와 지역조직이 갖춰

지는 것이다.

지난날의 역사와 미래를 조감해볼 때 우리나라의 국토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DNA가 국토와 지역발전의 역동적 메카니즘 속에 융복합되어 제

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는 첫째 ‘특화적 균형’(Specialized Balance), 둘째, ‘선진적 삶의 

질’(Advanced Quality of Life), 셋째, ‘공익과 사익의 조화’’(Harmonized Public and Private 

Benefits), 그리고 넷째, ‘협력적 통합’’(Collaborated Integration)이다.

첫째, 국토 및 지역발전에서의 ‘특화적 균형’ DNA는 개별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우위를 

지닐 수 있는 부문에 특화되어 그 지역의 전문화된 탁월성이 내재한 특성화된 고유의 브랜드

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기회를 누리고 역량발휘를 하면서 국토 전체적으

* 제92주년 3․1절 대통령 경축사 참조(201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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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지역간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어 균형된 틀을 창조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토 및 지역발전에서의 ‘선진적 삶의 질’ DNA는 개별지역이 주거, 일자리, 의료, 교

육, 문화, 안전 등 생활환경 분야에서 기초적인 삶의 질이 선진화되고 융합된 생활안전망을 갖

춰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그 지역사회 속에서 개인의 기회와 역량발휘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민과 함께하는 기초적이면서도 선진적 생활안전망이 구비된 지역사회

로 구성된 국토와 지역발전의 원초적 메카니즘을 뜻한다. 

셋째, 국토 및 지역발전에서의 ‘공익과 사익의 조화’ DNA는 각종의 개발과 보전정책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유권적 이익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개인의 발전과 국토 및 지역발전

이 교호적으로 선순환하는 메카니즘을 의미한다. 그 속에서 개인과 그 집합체로서의 지역의 

발전기회와 역량발휘가 이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넷째, 국토 및 지역발전에서의 ‘협력적 통합' DNA는 지역정책이슈를 두고 다양한 갈등관계

가 내재하고 표출하여 심각한 대립관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위해 또는 이런 대립관계

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관련 당사자 또는 지역이 상호 협력하여 통합된 관계를 유지하여 상

생의 결과를 창조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서는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에서 이러한 4가지의 DNA가 상

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마치 뇌의 뉴런처럼 서로 연결되어 그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국토와 지역발전이란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그로부터 누구나 따

뜻하게 잘 살아 갈수 있는 삶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며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구성되는 선진일류국가로의 대도약이 전개될 것이다.

Ⅱ. 국토․지역 분야의 공정성

국토․지역 분야의 불공정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관련학과 교수, 국책연구기관 및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담당공무원 등 국토․지역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1년 1월 14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되었으

며, 1,3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발송한 결과 171명(회수율 13.2%)으로부터 응답을 받

았다. 조사내용에는 국토․지역 분야의 불공정성 수준에 대한 인식,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이 분야의 개선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토․지역발전 분야에서는 공정한 측면보다는 불공정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부문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불공정한 측면이 더

욱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3.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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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 불공정한 일이 많다

부문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불공정한 측면이 더욱 많다

불공정한 측면보다는 공정한 측면이 더욱 많다

불공정한 측면은 이례적인 현상이며 전체적으로 공정하다

0% 20% 40% 60% 80% 100%

<그림 1> 국토․분야 공정성 수준 인식: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자료: 국토․지역분야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11. 1. 14~2. 5), 국토연구원.

국토․지역분야 전문가들이 꼽은 대표적인 불공정 현상들은 공간적․지역적 편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토정책과 지역개발 부문에서 “낙후도에 따른 지역 간 차등지원 미흡,” 

“수도권-지방 간 격차 존속 내지 증대,” “도시-농어촌간 격차 증대” 등이 지적되었다. 여기에 

“지역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발생,” “개발사업, 도시계획 등 관련 

토지수용이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미흡,” 등 경제적 배분 문제가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삶의 질과 기본적 복지차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대 및 서민주택 부족과 사회

적 약자 주거지원 미흡,”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미흡” 등의 주택문제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프라정책 미흡,” “저소득층, 농산어촌 주민 등을 위한 교통정

책 미흡”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배분적 이슈들과 함께 “지역정책․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주

민참여 미흡,” “지방정부 권한 미약” 등 절차적(과정적) 이슈도 제기되었다. 

국토․지역 분야의 전문가 설문 응답결과를 구조적으로 해석해보면, 국토․지역 분야의 불

공정 현상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과정적 

문제--분배적 문제--구조적 문제가 복합적, 누적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정 

사회 관점에 국토 및 지역발전의 정책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지방자치 등과 긴밀히 연관되

어 창안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한 비전과 목표와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Ⅲ. 공정한 국토․지역발전의 정책방향

1. 비전․목표․전략

공정한 사회 차원에서의 국토․지역 분야의 비전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앞서 논의한 4대 

DNA를 결합하고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전국 어디에서도 발전기회가 창조되

는 국토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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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전국 어디에서도 발전기회가 창조되는 국토 실현

목표
지역간

공동 발전

지역의 삶의 질 

선진화

공익과 사익의 

조화

지역개발

갈등 극복

전략 지역특성화에 기반한

지역 간 동반성장

융복합형 지역생활

안전망의 강화

개발과 보전의 

계획적 추진

지역개발 관련 

갈등의 제도적 관리

<그림 2> 공정한 국토․지역발전의 비전, 목표와 전략

이 비전에 따라 목표로서는 네 가지, 즉 ① 지역 간 공동 발전, ② 지역의 삶의 질 선진화, 

③ 공익과 사익의 조화, 그리고 ④ 지역개발 갈등 극복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① 지역특성화에 기반한 지역 간 동반성장, 

② 융복합형 지역생활안전망의 구축, ③ 개발과 보전의 계획적 추진, 그리고 ④ 지역개발 갈등

의 제도적 관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략별 실천과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국토․지역발전의 4대 전략별로 주요 실천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대체로 ① 공정사회 이슈 적합성 ②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 ③ 개선방안의 실효성과 파급효

과 기준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토․지역 분야 실천과제

전략 실천과제

지역특성화에 기반한 지역간 동반성장 

• 지역 특성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정책의 강화와 정착

• 일자리 맞춤형 지역정책의 추진 

•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기반 확충

융복합형 지역 생활안전망의 강화
• 지역사회 맞춤형 융복합적 생활안전망의 공급 

• ‘희망의 사다리형’ 서민주거안전망 강화

개발과 보전의 계획적 추진
• 채권보상․대토보상의 활성화

• 지역개발의 공공성을 위한 토지비축 기능의 강화

지역개발 관련 갈등의 제도적 관리
• 갈등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백년대계 차원의 국책사업 적시(適時)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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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추진방향

1. 지역간 공동 발전

가. 지역 특성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정책의 강화와 정착

FTA 확대, 중국 경제 부상 등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경제는 핵심적 도시권에 의해서 좌우되며 도시권의 성

쇠가 국가 발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토개발에 있어 광역화, 분권화 등 메가트렌드에 적극 

대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5+2 광역경제권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기틀을 

정립했다.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마다의 특화된 성장역량을 극대화하는 역

동적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을 강구했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을 주된 정책요소로 했다. 3차원의 지역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

서․남해안 및 접경지역으로 구성되는 초광역개발권의 대(大)특화, 5+2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

역경제권역별 중(中)특화, 그리고 시․군 또는 시․군간 협력을 통한 시․군별 소(小)특화를 

겨냥한 3차원적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산업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대책 등의 정책이 추진되

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미뤄왔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신설은 괄목할 만하다. 동시

에 기존의 세분화된 보조금 체계를 묶어 단순한 포괄보조금체제로 전환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기금의 신설 등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초

를 닦고 있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발전 방식의 핵심은 결국 지역 간 차별화된 특화 체제를 강

화하여 지역별 경쟁우위 역량을 집중 강화하자는 전략이다. 공정한 국토․지역발전에서 요구

되는 ‘특화적 균형’ DNA를 창조하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광역경제권 전략 구도 하에서 공정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특화 발전에 초점을 맞춘 광역경제권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먼저 지역

별 특성을 더욱 차별화하여 지역별로 확실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야한다. 지역별 브랜드 파

워는 하나뿐인 동시에 최고의 (The Only & The Best)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광역

경제권 전략 등 지역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 유사 및 중복을 피하고, 지역의 탁월성

(Excellence)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5+2 

광역경제권별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선도산업의 지역 대표산업으로의 육성과 인재양성을 

지역적으로 더욱 특화시켜야 한다. 대학에서도 지역 대표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

도록 인재양성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특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각종의 지역 거점사업, 가령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도 지역특화 브랜드의 창출 측면에서 재인식하고 특화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48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특화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

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표산업 및 인재양성센터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특화발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자율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행정

적으로는 광역경제권내 중복 및 유사사업의 조정, 산업단지 개발, 교통인프라 노선 및 입지선

정 등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장 및 도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권 

강화에 있어서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0년 신설된 지방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2조 6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2011

년에는 2조 7800억 원의 세수가 예견된다. 재정확충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권 강화를 위해 지방

소비세 규모를 현행 5%에서 더욱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확충해 지역 특화발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특화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유형 또는 지역특성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

는 차등적 지원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영국의 지역선별보조금(RSA: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은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프로젝트에 대해 지원

하는 산업보조금으로서 지역특화발전의 실질적 추동력으로 작동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

역개발 지원제도는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의 신설, 확장, 전환 등에 대한 각종 혜택(보조금, 융

자금, 조세감면 등) 부여를 통해 특화 발전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단순히 낙후된 지역이

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특화산업을 선별, 지원함

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특화 잠재력 분석 결과에 근거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

다. 동시에 일자리수가 어느 정도 창출 되느냐에 기초한 차등적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 특화발전은 녹색성장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고, 지역 간 녹색성장 격차를 완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녹색성장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

유망산업인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은 지역특성과 잠재력에 부합하

는 배치와 육성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교통인프라 재생 시에도 녹색성

장 방식을 접목한 지역특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별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지역내외의 파트너쉽 구축이 절실하다. 인력, 자본, 

정보, 인프라, 정보통신, 연구개발 등의 협력과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 대학 및 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및 상공회의소, 지역 및 시민단체 등 지역주체를 총 망라하는 파트너쉽 체계의 구축

은 기본조건이 된다. 특히 지역내․외의 대학과 연구개발 역량의 동원을 통한 인적 자원의 지

원과 협력은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에 특히 중요하다.

나. 일자리 맞춤형 지역정책의 추진

공정사회 실현의 가장 중요 지표 중의 하나는 일자리이다.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그 가장 증요한 지표는 일자리이다. 따라

서 공정 사회를 향한 정책 증에서 일자리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발전 

정책을 통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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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도 수반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지역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자 성과지표가 되고 있

다(이원섭 외, 2007). 유럽연합은 장기 발전전략인 리스본 전략에서 ‘성장과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각종 지역발전 프로그램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지역의 주요 파트너들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고용

협약(Territorial Employment Pacts: TEP)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낙후지역의 일자

리 창출 및 유지를 조건으로 기업투자보조금인 SFIE(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와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형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지역발전사업의 평가 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방법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투자보조금, 지방이전보조금 등의 지원 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서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지역특화형․일자리맞춤형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다.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기반 확충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증가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등한 수준의 기여를 

해왔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입지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특

히 종사자 20인 미만의 소기업은 대도시권 입지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유사업종 집적

에 따른 이익,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기능의 향유, 인력확보의 용이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소기업은 부지규모가 작아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우며, 현재 시행

되는 지원책도 첨단산업 중심의 지원으로서 소기업의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지역에의 입지 유

도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류승한, 2010).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을 통해 신규 창업회사 및 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입지를 제공하고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시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 의존도가 높은 창업기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산업지역이나 공장 이전 적지를 활

용한 소규모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지원, 

완충녹지 중심의 녹지기준 조정 등을 통해 소기업의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지역

의 요구를 조화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관례적으로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해

온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를 여건에 따라 상업․주거용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전적지의 재생 추진 시 적용되는 기부채납 조건 등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도 필요하다.

또한 첨단기술 신산업 중심으로 소규모로 형성되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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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국가경쟁력을 기축을 담당할 산업들이다. 따라서 테크노 파크, 지역 특화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공장

아파트, 또는 제조업․서비스업의 도심내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신개념의 도시형 팩토리텔

(factorytel)의 공급도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이런 대책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권이 부활하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며 이런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는 지역 간, 

기업 간에 차등화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의 삶의 질 선진화

가. 지역사회 맞춤형 융복합적 생활안전망의 공급

최근 미래기획위원회 2011년 업무보고에서 괄목할 만한 7대 국민생활안전망 정책을 제시했

다(미래기획위원회, 2011. 2. 21). 이는 주거,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취업, 노후 등 7가지 주요 

생활안전망을 범정부적으로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 매우 시의적절하고 창의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틀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복지 인프라가 결합되어 공급되고 

지역사회 맞춤형 공급이 이뤄져야한다. 주거 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 건강의료 안전망, 보육 

및 교육안전망, 교통안전망, 치안․방재안전망 등이 융복합되어 지역사회마다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공급되어야 한다. 이른바 휴먼 커뮤니티의 기초적, 선진적 인프라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문제가 산적하다. 특히 한 부문에 취약한 지역은 다른 부문의 생활안전망도 

취약하다. 가령 방재안전망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해상습지역은 주거취약지역인 경우가 많다. 

또한 서민과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는 복지시설, 교통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배분기준

이 아직 미흡하고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공급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 많은 지역

단위에서 의료시설 및 일부 복지시설의 편중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며, 복지시설이 대형규모 

위주로 공급되어, 일상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도 그 주변 지역주민을 제외하고는 이용이 어려

운 문제도 발생한다.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또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며, 특히 지역사회 특

성에 맞는 고령자, 여성, 청소년, 학생 등을 위한 수요자 맞춤 생활공감형 연계교통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혜택을 주는 공정사회 관점에서 앞으로는 

적절한 융복합 복지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계획 단계부터 지역

사회 생활권 단위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기능을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화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 이용자의 높은 접근성이 요구되는 시설은 소생활권 

단위로 배치하는 등 시설특성에 따른 배치기준 개선과, 중복적 혹은 유사한 기능은 서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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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통합하여 생활권별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체계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해 나가

야 한다. 예를 들면 교통서비스의 경우 생활권별로 서민친화적 통합연계교통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통합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시책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고령층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적 교통수단의 발굴, 

“Dial-a-Ride 형식”의 맞춤형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개발 등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제

고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전개해야 한다(정일호, 2010). 특히 융복합적인 생활안전망을 위해 

교통서비스는 일자리의 장소(통근), 교육(통학)과 보육의 장소, 치안․방재안전망, 주거단지, 

문화시설 등과 결합되는 새로운 개념의 융복합 교통서비스를 창출해나아야 한다.

다양한 사회안전망의 융복합형 생활안전망이 지역사회에서 확보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

획부터 개별시설물의 계획․설계․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서민의 입장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 지침에서부터 실행 결과의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

거, 교통, 교육, 건강의료, 치안․방재, 문화․복지 시설 등의 융복합 형태가 이루어지는 새로

운 차원의 도시계획이 정립되어야 한다.

나. '희망의 사다리형' 서민주거안전망 강화

지역사회의 융복합형 생활안전망 중에서 주거안전망은 특히 중요하다. 2009년 OECD 세계

포럼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수 자료에서는 소득, 고용, 교육, 안전, 건강, 환경과 함께 주거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지적하고 있다(Insil, Yi, 2009).

우리나라의 주거여건은 빠르게 개선되어 왔으나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과중한 편이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도 1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개량지원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90만 4천호로 총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2%에 불과하다.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

는 비중도 전체 가구 평균은 17.5%이지만 저소득층은 25.0%로 부담이 더 큰 실정이다. 서민들

의 주거안전망은 주거비부담을 완화해줄 뿐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서민주거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

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적 정책방향은 “희망의 사다리형” 주거안정 모델의 틀을 기반으

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무주택 가구가 Ⅰ단계부터 Ⅳ단

계의 내 집 마련 등 각자의 소득수준과 여건에 따라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이동이 가능하게 되

는 정책모델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가구규모에 

적합하게 원룸형 공공 도시형생활 주택 혹은 영구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형 보금자리주택 등

에서 시작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형 공공 도시형생활주택,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혹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이 더 늘어난다면 이들은 분

양전환 임대주택 혹은 장기전세 임대주택으로, 더 나아가 기존․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

형 보금자리주택, 또는 지분형 분양주택 등을 마련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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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희망의 사다리를 각 가구의 여건에 맞춰 안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수요자의 

여건에 맞춘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주택선호 트렌드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과 더불어 주택바우처,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함께 유념하여 정책

대상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긴요하다. 임대주택정책도 

공급확대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

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별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프

로그램이 요구된다.

의료,
치안․

방재 등)

<그림 3> 공정사회를 향한 '희망의 사다리형' 주거안전망 모델

      출처 : 박양호(2010), p 190.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거복지정책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적시에 전달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관련 

다종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그리고 적시에 전달 가능토록 하는 ‘주거복지 적시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복지정보 전달을 지원할 ‘주거복지사’ 제도의 정착이 요구

된다.

한편 주거안전망은 적절한 주거비부담과 안정된 주거생활, 일자리, 보육 및 교육서비스, 커

뮤니티 활성화, 건강과 의료서비스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거와 함께 일자리, 의료, 

보육과 교육, 치안․방재안전망 등의 융복합형 생활안전망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휴먼 커

뮤니티를 조성해가야 한다. 범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범부문간에 시행되고 있

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융복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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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가. 채권보상․대토보상의 활성화

국토 및 지역발전과 관련한 개발과 보전정책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발생한다. 한 편

으로는 개발이익을 창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구역의 토지수용이나 이주 등으로  주민

의 손실 또는 피해가 야기되기도 한다.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면

서 원주민들의 이주, 이농, 폐업 등의 상황이 흔히 발생한다. 개발과 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생활기반의 침해를 적절히 보상함은 공정사회의 중요과제이다. 이 경우 공익과 사익의 

조화는 대원칙이 될 수 있다. 개발행위와 보전행위에 나타나는 공공이익의 창출과 동시에 재

산권 침해에 대한 사익의 보상이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재정부담 완화 및 현금유동성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채권보상 및 대토(代

土)보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보상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되어 발생하는 유동성 관

리문제를 해소해야한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외면하고 현금보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보상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1% 내외로 극히 부진하다. 따라서 개발사업 지구별 총보상액 중 만기채권 보상액

이 차지하는 목표(예 : 5%)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범위 추가확대

조치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채권보상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08

년 말에 양도소득세 공제범위를 30%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채권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25%로 확대, 만기까지 보상채권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감면율

을 3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관련 이해당사자가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금보상일변도의 토지보상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대토(代土)보상이 필수적이다(정희남 외, 

2008). 대토보상은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하는 방법이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토보상의 유인책이 미흡하고 대토보상 대상자도 제한되어 있는 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령 대토보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토 받

은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재지주에게 대토를 허용

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토지보상 시에는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보상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사

업 공람공고일 이후 사업지구에 들어서는 비닐하우스, 묘목식재, 유령건물 등 불법 시설물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해야한다.

나아가 개발과 보전의 계획적 조치를 기하고 이를 위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자면 

생활재건조치로서 이주대책 수립․시행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주민의 이주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주대책 대

상에서 제외되는 세입자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조치고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및 생

활복지를 증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생활보상을 위

한 제도정착도 필요하다. 생활보상은 개발사업에 따라 이주가 불가피한 원주민, 세입자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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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약자의 주거 및 생활기반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보상 기본

지침을 제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표준적인 생활보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 지역개발의 공공성을 위한 토지비축 기능의 강화

지역개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민생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비축기능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서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사업의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공유지 비율은 

한국이 30.9%이나 일본은 37%, 미국은 43.6%, 대만은 69.4%, 싱가포르는 80.8%에 이른다. 개발

사업에 토지은행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소요 토지 확보․비축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2009년 7월에 출범한 토지은행의 기능을 활용하여 공공토지를 사전에 비축하

는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토지비축기능은 SOC 사업과 임대산업단지에 국한

되어 있으므로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비축도 

활성화해야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토지비축기능은 토지은행과 농지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

는 바, 이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가령 농지은행이 갖고 있는 한계농지를 

토지은행에 저렴하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은행의 비축기능 및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4. 지역개발 갈등 극복

가. 갈등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갈등이 상존하는 것은 당연하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갈등

은 사회적 비용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정

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는 가운데,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공간정책과 관련된 갈등은 최근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

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활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990-2008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공갈등 총 624건 중 지역․환경갈등이 

208건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갈등의 평균지속일수도 환경갈등(829일), 지역갈등

(530일) 등으로 여타 갈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박형서, 김선희, 2010). 이에 정부는 

2009년 12월 계층‧이념‧지역‧세대간 갈등 완화를 위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 운

영 중이다.

지역개발 갈등의 원할한 극복과 선진적 관리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적 국민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개발 정책 및 사업구상 단계부터 공론조사,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지역개발갈등 예방 및 정책운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갈등관리기법과 절

차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Session 7-1 : 공정한 사회 구 을 한 국토․지역발  방향

국토연구원 493

지역개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 및 지역개발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정부-국회-시민간의 의사결정과정 KPD(Key Planning 

Decision), 미국의 대안적 분쟁조정제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을 참조하여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 특성에 맞는 한국형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정책 입안 및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합의 도출을 위한 절차와 기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개발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도 필요하다.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

(CNDP) 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 3의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갈등조정전문가 교육 및 인력 

양성, 갈등관리 성공사례 구축, 컨설팅, 선진기법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다 객

관적 과학적, 분석적 차원의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 갈등발생 가능성과 강

도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시설입지 선정에 활용하는 등 갈등유발지표 개발과 갈등영향분

석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갈등관리 기본법의 법제화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갈등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민주적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협치 메카니즘의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한다. 이는 선진적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제도가 뵐 수 있을 것이다.

나. 백년대계 차원의 국책사업 적시(適時) 추진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이다. 

도로, 철도, 산업단지, 국제공항, 수자원 시설 등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국책사업으로 건설

되는 인프라는 국민 공익증대와 국가경쟁력과 공정사회 기반을 만드는데 원천자산이다. 국책

사업 관련 갈등을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공정한 사회가 추구

하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박양호, 2010.12.16).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포항제철공장(POSCO), 고속철도 등의 국책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슬기롭게 추진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인프라는 중요

한 국가적 자산이 되었으며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견인하는 초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일일생활권의 토대가 되어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졌다. 인천국

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국제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2005년부터 6년 연속 세계 1

위를 수상했다. KTX는 장거리 철도여객의 32%를 수송하고 탄소배출량 감소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최고 시속 300km로 운행하면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혁하는 계기를 제공했

으며 고속철도 역에서의 정시율도 98%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포스코는 세계 굴지의 제철소로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중화학공업의 쌀’인 철강의 자체 생산을 통해 중화학 공업입국의 토대

를 제공했다. 포스코는 현재 세계 4위의 철강 생산실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성장

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박양호, 2010. 12. 16).

국책사업에 대한 일부의 반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관련 주장은 객관적 논리와 정확한 사

실에 근거하도록 하여 국책사업을 적시(適時)에 추진함으로서 국민 삶의 질 업그레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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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일자리 창출 및 국민복지 기반 구축이라는 시너지효과를 성취할 수 있다. 이로써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튼튼히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Ⅴ. 결 론

국민의 삶과 모든 사회현상을 담아내는 현실적인 공간으로서의 국토와 지역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공정한 사회의 중요 정책틀이 국토와 지역분야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

역특성화를 통한 지역별 특화 브랜드 창출에 성공한다면 어느 지역도 발전의 기회를 구가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역 간 공동발전을 이

룰 수 있고 국토전체가 경쟁력과 실질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쟁

력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민생경제의 활성화가 실제 가능하다. 

나아가 주거 안전망을 비롯한 일자리안전망, 교육안전망, 교통안전망, 건강․의료안전망, 그

리고 치안․방재안전망은 서로 융복합되어 하나의 패키지로 지역사회마다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 안전망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 제시한 ‘희망의 사다리형’ 주거안전망 모델은 향후 

정교한 정책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나아가 개발과 보전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공익과 사익을 조화를 위한 토지보상과 공유지의 확보, 지역개발 갈등관리를 통한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의 핵심 과제가 국토와 지역부문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중요 국책사업의 적시(適時)추진은 공익의 국민적 확산을 통한 공정사회 구

축의 기본조건이 된다.

그 과정에서 공정한 국토와 지역발전을 위한 4대 DNA가 잘 융합되어야 하는 바, ‘특화적 

균형’, ‘선진적 삶의 질’, ‘공익과 사익의 조화’ 그리고 ‘협력적 통합’이 잘 결합되어야 한다. 국

토 및 지역부문에서의 이 4대 유기체적 정수(精髓)가 국토와 지역정책의 체계적 컨텐츠로 들어

가 작동될 때 개개인과 개별지역의 발전기회가 확보되고 그 역량을 발휘하기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공정한 사회를 향한 실용적 국토 및 지역정책이 국민적 

지원을 받으면서 창안되고 국민적 힘을 받아 강력하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토와 지역분야에서의 공정 사회를 향한 항해는 선진일류국가의 윤리적․실천

적 인프라인 공정한 사회를 확립하는 데 원초적 저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한국민의 보편

적 꿈인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구성되는 선진일류국가로의 대도약을 위해서

는 삶의 공간인 국토와 지역에서의 대도약이 현실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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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전략

김학소 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Ⅰ. 서 언

□ 한국 관할의 해양은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바, 국가 경제 및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지대함

○ 관할 해역에는 막대한 생태계,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음1)

- 해양생태계의 연간 생산능력은 연간 100조 원으로 추정

- 서해 및 울돌목의 조력 부존량은 각각 약 650만 kw 및 50～100만 kw, 전체 연안의 

파력에너지는 약 650만 kw로 추정

- 동해 해역에는 국내에서 약 30년 간 사용 가능한 8～10억 톤 규모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매장 추정

○ 해양은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침

- 고도로 대외의존적인 국가경제의 존립 및 발전은 해운항만분야의 지원을 전제로 가능

함

- 조선, 해양플랜트 등 주요 해양산업은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

- 수산분야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생활의 영위에 있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짐 

∙국민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약 40% 차지

○ 한국은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해양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이 큼

-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람, 화물 및 정보가 집중되는 구심점 역할 수행

- 해운, 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상 확보

- 우수한 인력과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할 경우 해양생명산업, 해양에너지, 해양광물, 

물류정보산업 등 신산업군 발전 기대

○ 해양수산부문의 공정사회 실현은 해양을 통한 한국 경제․사회 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

반이 됨

- 산업부문의 공정성의 확보는 건전한 경쟁과 상생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됨

1) 국토해양부 외,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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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문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실현

□ 해양수산부문은 1, 2 및 3차 산업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바, 공정사회 구현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개 분야가 주요 이슈로 대두 

○ 수산분야에 있어 사회 공유재산(common property)이라고 할 수 있는 어장에 대한 주

민의 공정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

- 대부분의 연안어장 면허가 어촌계 및 수협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됨

○ 해양플랜트분야는 조선분야에 이어 주요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대․중소 업

체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은 전반적으로 미흡

- Oil Major 등의 신뢰 부족으로 국내 중소 해양플랜트업체의 시장 참여가 설계단계에서 

배제되는 현상 발생

○ 항만 하역분야는 고도로 대외 의존적인 국가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바, 과당

경쟁으로 인한 하역요율 하락으로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항만물류기업의 서비스 수준 저하 및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에 애로

Ⅱ. 해양수산부문의 공정사회 비전 및 추진과제

1. 한국 해양산업의 대내외적 위상과 발전여건

가. 한국 해양산업의 대내외적 위상

□ 한국은 해양 기반의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해양산업의 국가경제적 중요성 

및 대외적 위상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됨

○ 한국 항만의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 선점과 발전 기반 확충

- 부산, 광양 등 중심항만의 개발 등 항만물류시설 확충, 항만 주변공간의 다목적 활용방

안 추진 등

- 부산항의 경우 2010년 환적비율이 44.2%(전체 물동량 1,418만 TEU 가운데 환적물동량 

627만 TEU)에 달하는 등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 확보 

∙이는 전통적인 역내 중심항만인 홍콩(2009년 기준 24.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어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 어업 확산 및 자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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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가 2001년 63개소에서 2010년 831개소로 증가

- 수산업 경영안정화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

∙어촌관광 활성화 등

○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 및 발전 기반 조성

- 해양과학기술(MT) 개발을 위한 R&D 및 연구 인프라 확대 

∙전통적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신해양산업 창출

- 미래 해양자원 확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원양 공해 해저자원의 적정한 이용과 개발권 확보

□ 한국 해양산업의 직․간접 부가가치 총액은 2007년 기준 54조 3,75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의 5.6%를 차지

○ 특히 조선업(34조 9,640억 원), 해운산업(11조 7,590억 원) 등의 국가경제적 비중이 높음

○ 해양관광, 신개발분야 등의 국가경제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향후 급속한 

성장 예상

<해양산업 부가가치 생산(2007년)>

(단위 : 10억 원)

직접 부가가치 간접부가가치 합계

해양산업 28,116 26,258 54,375

해운산업 6,360 5,399 11,759

항만산업 2,813 1,461 4,274

조선업 16,480 18,484 34,964

해양관광 273 142 416

신개발분야 18 4 22

해양광업, 사회서비스, 기타 2,172 768 2,940

국내총생산 975,013

해양산업의 GDP 비중 2.9% 2.7% 5.6%

자료 : 국토해양부 외,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11～2020)｣.

□ 한국 해양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계 순위 10위 권 이내

로 평가됨

○ 특히 조선(수주량 1위), 해운(선복량 5위), 항만(컨테이너 물동량 5위) 등의 분야에서 괄

목할 만한 세계적 위상 확보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인 2020년에는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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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 부가가치 123조 원 창출로 GDP의 7.6% 기여

- 해양가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제고

<한국의 주요 해양산업분야별 세계 순위(2009년)>

구  분 세계 순위

수 산 업 15

해운산업  5

항만산업  5

조 선 업  1

해양관광 22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2010).

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 Yearbook, 2010.

국토해양부 외,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11～2020)｣.

나. 한국 해양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공정성 확보과제

□ 한국 해양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 주요 해양산업부문 성장동력의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모델의 구축

∙협력을 통한 상호 보완 및 가치 창출 도모

- 해양산업 핵심 기술 및 지식 개발을 통한 국가 발전 기반 확충

∙해양 신산업의 개발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 해양산업 발전 여건변화 예측 및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적 해양산업 경영여건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성장 기회로 활용

○ 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영기반 구축 

- 글로벌 리더기업 육성

∙M&A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세계 시장변화의 주도

-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GT(Green 

Technology) 등을 결합한 신개념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융합기술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화

○ 해양환경 및 자원의 적정한 이용, 보호 및 관리체제 강화

- 통합과 조정의 연안해양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 및 갈등조정 메커니즘 구축

-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인간-생태 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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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체계적 관리

○ 글로벌 해양영토 및 자원의 확보

-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도서의 효율적 관리 실현

∙해역별 기능에 부합하는 종합적 해양공간 관리방안 추진

-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해양자원 및 해상수송로 확보와 연계

∙해양외교 및 국제협력의 강화 

□ 한국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성 확보과제

○ 새로운 성장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사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

업 협력체제 구축 

- 해양플랜트부문은 조선부문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해양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중

소기업의 발전 부진으로 성장에 애로요인이 발생

- 대․중소 해양플랜트 업체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동방성장 기반 조성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은 현재 20% 수준이나,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부문과 같

은 90% 수준까지 제고 필요

○ 항만터미널 운영사의 글로벌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공정경쟁 질서의 확립

- 특히 과당경쟁 유발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는 고정 임대요율제(Fixed Lease Rate 

System) 대신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율제(Revenue Sharing  Lease System)를 도

입함으로써 과당경쟁 해소 필요

∙관리, 감독 등 규제보다는 임대제도의 변경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판단

- 국내 항만터미널 운영사의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항만터미널 운영사의 적정 수익성 확보 필요

○ 연안 어장의 적정한 이용,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어촌계 및 수협보유 어업권 어장 이용 

진입장벽 완화

- 연안 어장의 이용을 둘러싼 어촌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 유도

∙특히 젊은 신규인력의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의 경제 및 사회 발전 도

모

- 연안 어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

∙기술지원, 자율적 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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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부문의 공정한 사회 비전

가. 공정한 사회의 일반적 모습

□ 대통령의 2010년 광복절 기념사에 제시된 공정한 사회의 모습

○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 지는 사회

○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승자가 독식하

지 않는 사회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국무총리실 2011년 2월 17일)에서 제시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 5대 추진방향

-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 8대 중점 과제

- 공정한 병역 의무

-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 체불임금해소 및 산업안전 등 근로자 권익 보호

-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 전관 예우성 관행 개선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나. 해양수산부문의 공정한 사회의 모습 및 3대 핵심과제

□ 위에서 본 공정한 사회의 모습 내지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실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패러다임은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기업생태

계 간 경쟁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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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단계에 있는 중소 해양플랜트업계에 대한 성장 기회의 제공

∙Oil Major 등의 신뢰 부족으로 인하여 유치단계에 있는 국내 중소 해양플랜트업체의 

시장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 강구

∙유사․관련 산업인 조선분야의 기자재 국산화율이 9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

양플랜트 기자재분야의 성장 잠재력도 큰 것으로 판단

  * 유치산업 : 개발도상국에서 새롭게 생긴 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선진국

에 비해 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생산성이 낮아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큰 

산업

○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 항만터미널 운영분야의 공정한 경쟁 보장

∙시장지배력의 불균형 해소

  �터미널 운영사의 경우 다수가 난립하여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반면, 선사는 

대형화․전략적 제휴체제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증대

  �이에 따른 협상력 차이 해소 필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해소

  �선사의 경우 다수의 터미널 운영사로부터 하역요율, 무료장치 기간 등 시장정보를 

확득할 수 있는 반면, 터미널 운영사는 경쟁사의 서비스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 접

근 곤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시장구조 상 쉽게 해소되기 어려우나, 문제인식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 필요

○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 부여 :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 어장 등 공유재산(common property)에 대한 공정한 이용 및 편익의 배분

∙공유자산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하여 우리 후세대들의 정당한 이용권을 보장 

□ 해양수산부문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

○ 동반성장 전략 미흡으로 기술력 보유 신규 중소 해양기업 시장진입 지연

- 해양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기술개발 촉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핵심산업에서의 동반성장 촉진

⇒ 핵심과제 : 해양플랜트 산업 신시장 개척 및 업계의 동반진출을 통한 산업 내 동반성

장 전략추진 

○ 항만간 터미널운영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제조업 및 물류기업 경쟁력 상실과 동

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 장애

- 과당경쟁요인 자율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물류 연계산업의 상생을 위한 항만

터미널 운영방식 개선, 국내 제조업 및 물류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소 제거

⇒ 핵심과제 : 항만터미널 임대요율제 개편을 통한 중소 제조업 및 물류업 상생공존을 

위한 경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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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 이용제도의 선진화 미흡으로 인한 어촌 및 어업인의 차별적 상황 지속

- 제한적 어장이용 방식 혁신, 소득원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어업을 위한 

인재 양성

⇒ 핵심과제 : 신어장 확보 및 수산업 진입의 제한요인 개선으로 어촌사회의 갈등 해소

와 수산업 잠재력 활용 제고

<해양수산분야 공정사회를 위한 3대 전략>

<해양수산부문의 공정한 사회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목표 비전 : 해양수산부문의 공정·상생 사회 실현

추진전략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방안의 모색
공유재산(어장)의 공정한 

이용

                                  

실천과제

대․중소 해양플랜트 업

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

율제

(Revenue Sharing Lease 

System)의 도입

어촌계 및 수협 보유 어장 

이용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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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관점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해양플랜트사업분야

□ 대내외적 여건

○ 해저 석유 및 가스 개발의 확대로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 급증

- 2015년까지 최소 4,600억 달러 투자 예상, 연간 18~20% 성장 전망

○ 한국은 해양플랜트 건조실적 세계 1위

- 2012년까지 세계 해양플랜트 건조 물량의 80% 수주 전망(185척, 2,056억 달러 규모)

∙FPSO(부유식생산저장하역설비)의 경우 90% 수준 전망

○ 최근 해양산업 중 해양플랜트분야는 침체되어 있는 조선분야를 대체할 주요 전략산업

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대․중소 업체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은 전반적으로 미흡  

- 해양플랜트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의 역량 부족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극히 

부족

- Oil Major의 신뢰 부족으로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이 현재 20% 수준에 불과(조

선부문의 기자재 국산화율이 90%를 넘는 것과 대조적)

- 대․중소업체간 불공정 거래관행도 여전히 존속

□ 이해관계자들의 Requirements 조사결과

○ 해양플랜트 국내발주를 통한 국내 기자재업체의 실적과 경험 확보 기회 제공

- 한국석유공사 등의 주도적 역할 기대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초의 시추선  ‘두성호’를 건조․운영하면서 연간 약 300억 원

의 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2008년 제2 두성호 건조를 시도한 바 있음

○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제박람회 개최를 통한 선진기자재 정보 획득, 국내업체 홍보 및 

선진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미국의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벤치마킹

○ 해양플랜트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R&D 및 인력양성

- R&D 및 인력양성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효과로 인하여 기업차원의 투자에 

한계

○ 대․중소업체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 시장지배력 및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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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만터미널 운영분야

□ 대내외적 여건

○ 한국의 선박보유량은 2010년 초 기준 4,440만 DWT로 세계 5위권에 달함

- 최근 5년 간 한국의 선박보유량은 65.7% 증가

○ 한국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은 1980년 69만 TEU에서 2010년에는 1,895만 TEU로 그동

안 연평균 11.7%의 높은 성장세 달성

- 이에 따라 세계 항만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3.4%(2009년 기준)로 높아

짐

- 한국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세계 순위는 5위에 달함 

∙부산항 역시 물동량 규모에서 세계 5위 유지

<주요 권역별 항만물동량 추세>

(단위: 만 TEU)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9년

물동량 비중 물동량 비중 물동량 비중 물동량 비중

아시아

극동 759 19.6 2,295 26.1 7168 30.3 17,835 37.0

(한국) (69) (1.8) (247) (2.8) (796) (3.4) (1,634) (3.4)

동남아시아 187 4.8 968 11.0 3,438 14.5 6,568 13.9

남아시아 25 0.6 178 2.0 548 2.3 1,407 3.0

소계 971 25.1　 3,441 39.1　 11,154 47.1　 25,810 53.9

중동 194 5.0 358 4.1 1,109 4.7 3,108 6.5

북미 953 24.6 1,666 18.9 3,087 13.0 3,983 8.2

중남미 236 6.1 508 5.8 1,792 7.6 3,300 7.1

서유럽 1,175 30.3 2,256 25.6 5,165 21.8 7,942 16.1

기타 346 8.9 568 6.5 1,357 5.7 3,466 8.2

합계 3,875 100.0 8,797 100.0 23,664 100.0 47,609 100.0

자료 : Drewry(2010) 및 www.spidc.go.kr.

○ 한국 항만산업의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래 과당경쟁의 심화로 성장기반 약화 문제 

발생

- 글로벌터미널운영사(Global Terminal Operator)로의 성장 장애요인으로 대두 

- 국내 터미널운영사의 발전 부진은 수출입 물류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항만운송사업법’에 의거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항만하역요율은 신고제로 운용됨

- 시장요율은 통상적으로 신고요율의 -2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부두운영사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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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정한 인하율의 마지노선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합운송 운영사는 항만하역을 트럭운송, 창고보관 등과 함

께 일괄 계약(lump-sum)함으로써 항만하역요율을 ‘0’ 또는 ‘0’에 가깝게 책정

∙항만하역에만 특화된 업체는 신고요율에서 최대 50%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계약 체

결

- 2010년 기준 신고요율은 68,810원/TEU이나, 시장요율은 30,000～35,000원/TEU에서 

형성

○ 선사와 터미널업체 간 협상력 불균형으로 항만하역요율 하락추세 심화

- 선사 간 제휴체제의 구축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 메가 캐리어(mega carrier)의 

등장으로 선사의 항만시장 지배력 강화

-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저해

○ 하역요율의 경쟁적 인하 효과가 대부분 외국선사의 수익증대로 귀착

- 2010년 기준 한국 항만 입항선박의 88.4%(톤수 기준)가 외국선사 선박임

- 수출입화물의 운송비 하락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이해관계자들의 Requirements 조사결과

○ 항만운송시장의 과당경쟁 관행 해소방안 마련

-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율제(Sharing Revenue Lease System)의 도입

○ 항만서비스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하역요율 감시 및 관리를 위한 법정 기구 설치 및 운영

∙법정 요율 감시․관리기구의 설치․운영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규

제개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 곤란

다. 수산․어촌분야

□ 대내외적 여건

○ 한국의 어업 총생산량은 2010년에 약 313만 톤을 기록

- 양식어업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생산량이 감소

- 어업 생산량이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나타내는 요인은 기상변화 등도 있으나, 대부분 

어장의 과다이용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수산자원의 적정 이용 및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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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별 생산량 추이와 전망>

(단위 : 톤)

연 도 합  계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1990 3,198,234 1,471,810 772,731 34,381 919,312 

1995 3,348,216 1,425,213 996,451 29,228 897,324 

2000 2,514,225 1,189,000 653,373 20,585 651,267 

2005 2,714,050 1,097,041 1,041,074 23,839 552,096 

2010 3,126,226 1,134,380 1,370,751 30,982 590,113 

자료 : http://www.fips.go.kr

○ 어업생산액은 2010년 약 7조 4천 억원으로 연안공동체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이자 수산

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생산량면에서는 양식어업이 많으나 금액면에서는 연근해어업이 많은데, 이는 고가의 

자연산이 주로 연근해어장에서 어획되기 때문임

- 따라서 양식어업을 통한 수산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연근해 어업자원의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이 요구됨

<어업별 생산액 추이>

(단위 : 천원)

연도 합  계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1990 2,418,223,534 1,416,235,667 419,903,679 90,828,423 491,255,765 

1995 3,796,335,418 2,479,441,522 648,082,374 142,852,678 525,958,844 

2000 4,066,447,411 2,329,483,389 683,855,951 123,441,203 929,666,868 

2005 5,049,321,385 2,705,954,841 1,348,407,375 175,727,470 819,231,699 

2010 7,413,723,527 3,913,898,092 1,789,568,753 333,834,081 1,376,422,601 

자료 : http://www.fips.go.kr

○ 한편 우리나라 연안어촌에 거주하는 영세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이라 할 수 있는 어촌계 

및 수협이 보유하는 어장에서의 어업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약 39% 점유

- 어촌계 및 수협이 보유하는 어장은 마을어업, 양식어업 및 구획어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어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2010년 기준 약 120만톤임

- 어업별로 생산량 추이를 보면 마을어업 생산량은 1990년 약 10만톤이었으나 2010년에

는 3만 1천 톤으로 약 3배가 감소한 반면, 구획어업과 양식어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육상기인 오염 및 해안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마을어장의 어업생산성 

저하도 있지만 마을어장의 이용 및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

로 평가됨

- 따라서 양식어업에 대한 어민들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더 이상의 양식어장 

확대는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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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및 수협 소유 어장 어업생산량>

(단위 : 톤)

연도 전 체(A) 합 계(B) 마을어업 구획어업 양식어업 비중(A/B)

1990 3,198,234 723,718 101,070 20 622,628 0.23 

1995 3,348,216 954,755 85,806 25,792 843,157 0.29 

2000 2,514,225 593,832 58,442 2,994 532,396 0.24 

2005 2,714,050 902,377 36,366 9,974 856,037 0.33 

2010 3,126,226 1,205,833 31,703 11,994 1,162,136 0.39 

자료 : http://www.fips.go.kr

○ 어촌계 및 수협이 보유하는 어장에서의 어업생산액은 우리나라 전체 어업생산액의 약 

17%로 생산량 비중에 비하여 떨어지나 여전히 연안어촌 어민들의 주 소득원임

- 어촌계 및 수협 보유 어장에서의 2010년 어업생산액은 약 1조 3천 억원으로 전체 어업

생산액의 약 17%로 어촌계원당 연간 약 82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됨

- 어업별로는 양식어업이 약 1조 1,6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어업에서

의 소득비중은 불규칙하기도 하고 감소추세에 있음

<어촌계 및 수협 소유 어장 어업생산액>

(단위 : 천원)

연 도 전 체(A) 합 계(B) 마을어업 구획어업 양식어업 비중(A/B)

1990 2,418,223,534 395,843,761 81,542,192 2,461 314,299,108 0.16 

1995 3,796,335,418 688,158,161 159,887,145 40,305,728 487,965,288 0.18 

2000 4,066,447,411 544,277,616 90,508,500 10,259,975 443,509,141 0.13 

2005 5,049,321,385 946,404,619 57,769,672 25,404,045 863,230,902 0.19 

2010 7,413,723,527 1,292,416,053 83,907,189 44,646,382 1,163,862,482 0.17 

자료 : http://www.fips.go.kr

○ 국내생산 여건 악화로 국제시장에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이 악화

- 수산물 무역특화지수(수입특화국가) : 일본(-0.8), 한국 및 스페인(-0.4), 미국(-0.3)

- 수산물 무역특화지수(수출특화국가) : 노르웨이(0.98), 칠레(0.93), 인도네시아(0.91), 필

리핀(0.87), 뉴질랜드(0.85)

※ 무역특화지수 : 수출액-수입액/수출액+수입액

- 그 결과 2001년 이후 수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수산

물 무역적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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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만 달러,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율

수  출 150,447 119,312 108,895 122,583 145,464 151,123 0.05

수  입 141,060 238,357 276,935 305,637 309,745 289,549 8.3

무역수지 9,387 △119,046 △168,040 △183,054 △164,282 △138,426

자료 : http://www.fips.go.kr

○ 어촌계 및 수협이 보유 어장으로 어촌경제 및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

- 연안어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구한말부터 연안의 경제적 가치가 큰 주요 어장을 지방토호들이 독점함으로써 어민

들의 이용기회가 박탈되는 등 어장이용 기회 상실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시부터 어민들의 공동체인 어촌계 및 수협에 어업권어장을 면

허함으로써 다수 연안어민들의 생계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어촌지역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

∙전통적으로 연안어촌 공동체가 연안어장을 관습법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방토호나 재력가들에 의하여 독점이용

∙지방토호나 도시자본가에 의한 연안의 독점화와 연안주민들의 예속화 그리고 그들

과 연안 주민들과의 충돌에 의한 사회적 혼란 등을 방지

- 무분별한 어장 훼손 및 공유재의 비극 방지, 자원 보호․조성 효과 

∙마을어장, 협동양식어장 등을 공동체 관리 하에 둠으로써 수산자원의 복원 능력과 한

계생산력을 감안한 이용을 유도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현상 완화

∙어장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현상 방지

○ 그러나 최근 어촌인구 고령화 및 마을어장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어촌계 및 수협 

보유 어장에 대한 이용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

- 최근 젊은 인력의 어촌으로의 U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어촌계 및 수협 소유 어업

권어장의 이용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이들의 어업진입이 제한

∙어촌인구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어촌사회 붕괴현상 발생

∙어촌경제의 낙후 현상 지속

- 어촌계 및 수협 소유 어업권어장 이용이 일부 집단에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이용 

기회의 불공정 문제 발생

∙공유재산 이용의 특혜문제 발생

∙갯벌어업 활성화 정책추진에 따른 마을어장 활용도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과실의 

공평한 분배 요구 증가

- 마을어업권 등의 면허권자 노령화 등으로 직영 대신 타인 임대 사례 빈발

∙임차인에 의한 남획 및 수산자원 고갈 현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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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들의 Requirements 조사결과

○ 이해관계의 첨예한 상충 현상 해소 

- 신규 진입을 모색하는 집단 : 어촌계 및 수협 회원 가입 자격 완화 요구

- 기존 회원 : 기득권 보장 요구. 특히 그동안 투자 및 적립된 자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

○ 수산자원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이용방안 수립․시행

- 현재 및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 방안 마련

- 수산업에 대한 기술 및 투자 지원 강화

2. 문제점

가. 해양플랜트사업분야

□ 중소 해양플랜트업체의 시장 참여 기회가 극히 부족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Big-4(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위

주로 해양플랜트 수주 및 제작․공급

- 대형조선소는 대형, 신조(新造) 프로젝트 수주에 주력

∙국내 중소조선소도 수행이 가능한 3억 달러 미만의 중소형 및 유조선 개조, 고정식 

플랫폼의 수주는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

- 대형조선소는 국내보다는 주로 해외(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 하청을 의뢰

<국내 업체의 해양플랜트 수주 실적>

자료 : 대신증권 리서치센터(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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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의 해양플랜트 수주실적(2003년~2010년)>

(단위 : 건)

구분 FPSO Drillship Semi-rig OSV 합 계

현대중공업 2 1 0 5 8

대우조선해양 3 14 10 5 32

삼성중공업 7 31 4 2 44

STX조선해양 0 1 0 1 2

총 계 12 47 14 13 86

주 : 전자공시 기준

자료 : 삼진해양 부설연구소(2011. 1)

- 기자재 국산화율이 전체 선가 대비 20% 수준으로 대형 조선소의 프로젝트 수주가 기

자재업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함

∙기자재 국산화율이 90%를 넘는 선박과 대조적이며, 이로 인해 해양플랜트 수주 전체

금액의 50%가 해외로 유출

○ 유치단계에 있는 해양플랜트업체의 성장잠재력 발휘 기반 조성 미흡

-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부문은 유치산업으로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국내 조선부문의 국산화율(90% 이상)을 감안할 때, 향후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충분

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아직까지는 Oil Major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우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업계

의 시장진출이 원천적으로 배제됨

∙해양플랜트 발주 시 오랜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 기자재업체 지정

 �미국 및 유럽 업체들은 대부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Oil Major와 밀접

한 유대관계 유지

 �최근에는 중국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Drilling pipe, Drilling bit 등의 분야에서 급

성장

∙설계는 기자재 사양(Specification)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나 국내 업체의 참

여 실적이 없어 외국기업에 예속

□ 기자재 납품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관행 상존

○ 정보 비대칭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불합리성, 납품단가 인하 압력, 원가 상승분 

미반영,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 존속

○ 대형업체의 상생협력 사업도 시혜성․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 

형성에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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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만터미널 운영분야

□ 체선․체화 현상의 발생으로 중소 한계 화주의 비용부담이 급증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 

초래

○ 터미널 당 화물 처리량이 적정능력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물 적체 현상 발생

- 체화 현상은 화주의 재고비용 부담을 증가시킴

○ 중소 한계 화주의 경우 무료장치 기간의 불허 또는 제한 등 차별적 불이익 심화

- 터미널 운영사는 화물 회전률 제고를 통한 시설 가동률 향상을 모색하게 되는바, 화물

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한계 화주에 대하여 무료장치를 불허하거나 무료장치기간

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등 차별적 조치 강구

∙터미널 이용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소규모 화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

∙반면에, 대형 화주에 대해서는 고객 유치 차원에서 상대적 우대조치 유지

- 이는 중소형 한계 화주의 터미널 사용료 및 재고비용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특정 터미널의 물량 폭주는 기항예정 선박의 항내 대기 현상 유발

- 선사의 비용부담 증가 및 운임인상 압력 초래

- 특히 소형선사의 경우 기항 선박의 선석 배정이 후순위로 밀리는 등 상대적 불이익이 

큼

∙소형선사에 대해서는 터미널 운영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선사에 비하여 차별적 불이익을 받음

∙소형선사의 서비스 수준 저하, 원가부담 증가 등 문제점 야기 

□ 항만하역사업분야에서 건전한 시장경제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 

○ 터미널 임대료 산정제도관련 문제

- 199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인 고정 임대요율제(Flat Rate Lease)는 물동량 확

보경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화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수익이 전적으로 하역사에 귀속 

∙높은 고정비(임차료)로 인하여 처리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교적 큰 손

실 발생

  * 고정 임대요율제는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항만에서 채택하는

바, 이들 국가의 경우 임대료를 항만자산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임

○ 항만하역사업의 특성상 과당경쟁 유발요인 상존

- 원가구조 상 변동비(한계비용)의 비중이 낮아 시설과잉 시 요율 인하압력이 큼

∙단기적 변동비용인 동력비의 원가비중은 5˜6%에 불과하며, 따라서 유휴시설 발생 시 

시장요율은 원가의 5˜6%까지 하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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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항 등 일부 항만의 일시적 시설공급 초과현상 발생

∙광양항의 경우 16개 컨테이너선석을 보유, 적정처리능력은 약 548만 TEU이나 2010

년 처리량은 209만 TEU에 불과

- 시설가동률 향상을 위한 화물유치 경쟁 심화

○ 환적화물 처리를 위한 대형선사의 기항 유치경쟁 심화

- 환적화물은 휘발성이 강하여 대형선사의 기항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확보 곤란

∙2010년 부산항의 환적물동량은 627만 TEU로 해당 항만 전체 처리량의 44.2% 차지

- 국내 터미널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경쟁국 항만 간 유치경쟁도 심화

○ 항만시장 지배력의 불균형 현상 심화

- 터미널 운영사의 난립

∙전국 11개 무역항에 45개의 터미널 운영사가 65개 터미널을 운영

 �부산항의 경우 11개 운영사가 41개 선석을 분할 운영

∙외국 항만과의 경쟁보다 오히려 국내 항만 간 경쟁 또는 동일 항만 내 터미널 간 경

쟁에 치중함으로써 각종 불공정 거래 문제를 초래

- 선사의 대형화 및 전략적 제휴체제로 독과점적 지위 강화

∙선사의 대형화 : 2010년 말 기준 세계 5대 선사의 선박보유량은 591만 TEU로 세계 

전체(1,642만 TEU)의 36.0% 차지. 용선(庸船)을 포함할 경우 5대 선사의 실질적인 운

용선대 규모는 전체의 50%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

∙전략적 제휴체제 : 부산북항 신선대터미널의 경우 2010년 전체 물동량 177만 TEU 가

운데 New Grand Alliance 5개 선사의 처리량이 약 70% 수준을 점유

□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요율이 책정됨으로써 국익에 마이너스(-) 요인으

로 작용

○ 한국(부산항)의 하역요율은 30,000원～35,000원/TEU로 중국의 70,000원～80,000원/TEU 

및 일본의 100,000원/TEU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구현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국제적 편익 

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 필요 

○ 국내 터미널 운영사들은 외국항만과의 환적화물 유치경쟁보다는 동일 국내 항만 내 터

미널 간 경쟁 및 국내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 치중

○ 지나치게 낮은 요율은 외국선사의 수익성 제고에만 기여할 뿐,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 2010년 기준 컨테이너화물의 외국선사 운송량은 1,604만 TEU로 전체 컨테이너 항만물

동량 1,897만 TEU의 84.6%를 차지2) 

- 하역요율의 하락이 수출입화물의 운임 인하로 반영되는 정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2) www.spidc.go.kr(201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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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산․어촌분야

□ 어촌은 다양한 측면에서 공정사회의 구현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

분 구조적인 문제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소득의 양극화 현상 상존 문제

- 어가 소득이 도시가구의 81.3%에 그치는 등 경제적 낙후 현상 지속

- 어촌사회 내에서도 소득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촌의 삶의 질 문제

- 의료, 교육, 문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

-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업 여건

○ 그 이외에도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노인 문제 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정사

회 구현에 부정적 현상 발생 

- 그러나 이들 문제는 대부분 어촌 경제 및 사회의 특성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여기에서는 위에서 지적된 어촌사회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근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

는 어촌계 및 수협보유 어업권 어장 이용의 진입장벽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어업면허 및 허가기간이 실질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어업권이나 허가권의 매입 없이는 어

업에 신규 참여 불가능

○ 양식 등 어업에 있어 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어업권은 원천적으로 면허라는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나 현재 재산권화 되어 있음

- 면허기간이 10년이나 1회에 한해 연장을 해 주어야 하며, 이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 어업자가 면허의 최우선권을 가짐

○ 한편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는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어업허가 경우도 허가갱

신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이용가능함

□ 어업면허나 허가 부여 후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 면허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제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법 집행 상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신규면허나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량한 

어업참여 희망자의 참여기회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사회적 공유재산인 어장 이용에 대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 발생

○ 면허어업의 대부분이 어촌계 등 소수 집단에 제한적․특혜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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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회원의 가입이 제한됨(수산업법 제9조)

- 면허어업 : 마을어업, 양식어업 및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에 면허

∙협동양식어업 ; 어촌계, 지구별 수협 및 영어조합법인에 면허

- 면허어업권 대부분을 어촌계 및 수협이 점유

∙면허 건수의 약 70% 점유 : 2009년 현재 총 면허어업권 13,320건 중 어촌계가 

7,652(57.4%), 수협이 1,656건(12.4%) 차지

 �특히 연안어장 중 경제성이 높고 개인사업이 가능한 어업권인 양식어업권의 어촌계 

및 수협의 보유건수는 모두 6,135건으로 전체 9,709건의 63.2%에 달함

∙어장면적의 약 88% 점유 : 총 266,196ha 중 어촌계가 185,542ha(69.7%), 수협이 48,904ha 

(18.4%) 차지

 �어촌계 및 수협의 양식어업권 점유 면적은 모두 115,166ha로 전체 139,867ha의 

82.3%에 달함

<소유자별 면허어업 현황(2009년 말 기준)>

(단위 : 건, ha, %)

구  분
합  계 양식어업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보유량 비율 보유량 비율 보유량 비율 보유량 비율

합  계
건수 13,320 100.0 9,709 100.0 3,075 100.0 536 100.0

면적 266,196 100.0 139,867 100.0 118,813 100.0 7,517 100.0

어촌계
건수 7,652 57.4 4,666 48.1 2,884 93.8 102 19.0

면적 185,542 69.7 77,230 55.2 107,746 90.7 566 7.1

수  협
건수 1,656 12.4 1,469 15.1 183 6.0 4 0.7

면적 48,904 18.4 37,936 27.1 10,939 9.2 30 0.4

개  인

협  업

건수 3,849 28.9 3,412 35.1 8 0.3 429 80.0

면적 30,049 11.3 23,018 16.5 128 0.1 6,903 91.8

영  어

조  합

건수 163 1.2 162 1.7 0 0.0 1 0.2

면적 1,701 0.6 1,683 1.2 0 0.0 18 0.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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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 양식어업권 현황(2009년 말 기준)>

(단위 : 건, ha, %)

구  분
합 계 해조류 패    류 어류 등

보유량 비율 보유량 비율 보유량 비율 보유량 비율

합 계
건수 9,709 100.0 2,654 27.3 5,635 58.0 1,420 14.6

면적 139,876 100.0 81,611 58.3 49,506 35.4 8,749 6.3

어촌계
건수 4,666 100.0 1,615 34.6 2,658 57.0 393 8.4

면적 77,230 100.0 46,267 59.9 26,211 33.9 4,392 5.7

수  협
건수 1,469 100.0 821 55.9 590 40.2 58 3.9

면적 37,936 100.0 32,544 85.8 5,154 13.6 238 0.6

개  인

협  업

건수 3,412 100.0 174 5.1 2,287 67.0 951 27.9

면적 23,018 100.0 1,558 6.8 17,430 75.7 4,030 17.5

영  어

조  합

건수 162 100.0 44 27.2 100 61.7 18 11.1

면적 1,683 100.0 883 52.5 712 42.3 89 5.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공유재산인 어장 이용의 권리가 어촌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 발생

- 어촌계 및 수협보유 어업권어장의 이용은 계원 및 조합원만 가능

∙어촌계는 비법인 자율조직으로서 지구별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이 어촌계를 설립하

여 어촌계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어촌계의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지구별 

수협에게 있음

 �어촌계원은 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

원은 조합의 업무구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

∙수협 조합원이면서 어촌계원인 어민은 2009년 말 어업인구의 95%인 약 15만 7천여 명

 �어촌계는 2009년 현재 1,969개이며, 이에 소속된 어촌계원은 157,117명, 준계원은 

19,955명으로 총 177,052명임

 �수협은 전체 94개 중 지구별 조합이 72개이고 지구별 조합 소속 조합원은 169,820명

임

- 법적으로는 조합원 및 어촌계원 가입에 제한이 없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큼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자 의무가 부과됨

∙출자금을 부담하고 어촌계원이 된다 해도 어장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어장을 통하여 실현된 수익이 특정 집단에 귀속됨

∙면허권자는 사용료(면허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특혜적인 수익을 향유

□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공동화로 인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시장경제 사회가 되지 못하

는 현상 발생

○ 어촌인구의 노령화 지수가 계속 높아가고 있으나 신규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제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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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활력 저하 및 공동화 현상 심화

- 수산업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도회지의 젊은 인력이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어촌에 

귀향하여 수산업을 할 수 없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어촌 소득수준의 저하 및 각종 노인문제 유발

∙어가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2009년 기준 409.1로 전국평균 74.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

<어가인구 연령 구성 추세>

(단위 : 천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05-'09)

합  계 221.1 211.6 201.5 192.3 183.7 -4.5 

50세 미만 70.2 58.1 47.3 40.3 28.8 -20.0 

50세 이상 150.9 153.5 154.2 152.3 154.9 0.7

노령화 지수

(전국 평균)

266.7

(54.6)

298.5

(59.0)

339.2

(63.9)

350.5

(69.1) 

409.1

(74.3) 
-

자료 : 국가통계포탈(www.kosis.kr).

주 : 노령화지수는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의미함.

∙도시근로자 대비 어가 소득은 2009년 기준 81.3%에 불과함 

 �농가소득에 비해서는 10.2%가 높은 바, 이는 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부문별 평균 가구소득 추세>

(단위 : 경상가격 천 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00-'09)

어가

(도시 대비)

28,028

(80.5)

30,006

(82.2)

30,668

(79.9)

31,176

(76.6)

33,945

(81.3)
4.9

농가 30,503 32,303 31,967 30,523 30,814 0.3

도시근로자 가구 34,780 36,507 38,366 40,713 41,764 4.7

자료 : 국가통계포탈(www.kosis.kr).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로 각종 노인문제 심화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 질병과 건강보호 문제, 고독과 소외문제 등 각종 노인문제 

발생 및 심화

○ 어업권의 변칙․불법 이용에 따른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발전기반 약화

-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어장은 어촌계 직영 및 공동관리보다 빈매(濱

賣)가 일반화됨

 * 빈매 : 공동체어업권인 마을어업권 등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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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불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함

- 빈매의 사유

∙어장 관리능력 부족 : 계원들의 노령화, 전문성 부족 및 구성원간의 동질성 저하

 �어촌계 직영 내지는 공동관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보다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유리

∙공동체 관리어장에 대한 인식 부족 : 대부분의 연안공동체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부여

된 공동체 어업권의 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따라서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유 유산의 합리적 이용보다는 사적 재산으로서의 소유개념이 우

선시됨

∙구성원당 경제적 이익이 과소하여 적극적 참여에 한계

- 빈매는 어장의 과도한 이용 및 관리 부실을 초래

∙빈매는 보통 2년 내지 3년을 계약기간으로 이뤄지는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료 

회수 및 수익 획득을 위하여 어장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자원 남획의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어장관리가 부실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 빈매 등 어업권의 변칙․불법 이용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어

업권의 관리 부실을 사유로 한 어업권 취소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음

Ⅳ. 실천과제별 정책 추진방향

1. 대․중소 해양플랜트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가.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 해양플랜트부문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

○ 중소 조선소와 프로젝트 동반 참가, 대기업의 중소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수행 등

○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여건 조성

□ 유치단계에 있는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성장 기회 제공

○ 한국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는 발전의 초기(유치)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조선부문과 유사한 해양플랜트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전 잠재력은 큰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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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R&D사업 추진 

- 대기업의 구매조건부 R&D사업 활성화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설계기술 개발에 주력

나.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Best Practice)

□ 국내 사례

○ 대․중소 업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사례

-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 센터’ 운영사례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 거래관련 불편사항 처리, 상생협력 

대출, 협력사 세무․경영 컨설팅, 협력사 임직원 금융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 

수행

- 현대중공업과 신한기계(주) 협력사례

∙현대중공업은 신한기계(주)에 대하여 2006년부터 사이버교육 및 교양강좌 무료 개방, 

현장음악회 개최, 생산공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기술교육원 위탁교육 실시, 경영기

술지도 파견 등 지원 

￭신한기계(주)는 해양플랜트 인력의 거주공간인 리빙쿼터(Living Quarters)를 제작하

는 중소업체로서, 현대중공업과 매출거래 1위의 중소기업으로 성장

○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의 제고 사례

- STX 조선해양은 (주)광산에 카고히터를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개발하면 쓴다’는 구매

조건부 R&D 약속을 지킴으로써 유럽 업체가 50년 간 독점하고 있던 시장 개척에 성공

□ 해외 사례

○ 중국

- 중국기업의 해외유전 개발 시 FPSO, Drilling Rig 등을 중국에서 건조․공급하도록 의

무화 

- 중국내 유전 개발 시 자국의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 

○ 브라질

- 해저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브라질 자국민의 90% 고용 및 브라질산 기자재 60% 

사용 의무화

 * 중국과 브라질은 자국 유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가 

용이함. 따라서 한국은 제2 두성호의 국내발주를 통해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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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추진과제

□ 해양플랜트 국제프로젝트 입찰에 대․중소업체 간 동반 참가 추진

○ 대․중소업체간 컨소시움 또는 하청 형태로 국제공모에 참가

○ 대형 업체의 Preferred Bidder로서의 위치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업체의 프로젝트 참여

를 위한 협상력 발휘

- 현대중공업 : Exxon-Mobile, BP, Total

- 대우조선해양 : Chevron-Texaco

- 삼성중공업 : Shell, Conoco-Philip

○ 국내 조선소도 수행능력이 있는 3억 달러 미만의 중소형, 개조(改造), 고정식 해양플랜

트 수주 노력 확대

□ 건조 이외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업체 간 역할 분담

○ 대형 업체의 경우 단순제작 프로젝트는 중소 업체에 넘기고 설계, 운송, 설치, 운영 등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 확대

○ 중소업체는 Topside Module 제작기술을 확보하여 독자적으로 국제프로젝트에 응모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중소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 대형업체 퇴직자를 활용한 중소업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 대형업체의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협력사에 개방

○ 대형업체의 해외영업망 공동 활용(사업진출, 직원 연수 등)

○ 인력 및 기술 교류협력

○ 해외시장동향, 국제 프로젝트 공모,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 공유 

□ 해양플랜트 국내발주 추진

○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양플랜트를 국내기업에 발주 및 운영

- 대․중소조선업체간 컨소시움으로 참여토록 하고, 국산기자재 사용 의무화

- 설계 단계부터 건조, 운송, 설치, 시운전, 생산, 운용, 유지보수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과 인력 이용

∙해양플랜트 국내발주를 통해 우리 기업이 발주자 위치에서 작업 총괄

○ 안전성 입증, 경험과 실적 축적을 통해 Oil Major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기자재의 국

산화율 제고와 수출 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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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플랜트 기자재 박람회 개최

○ 선진기자재 정보 획득, 선진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전략적 기술제휴 추진, 국내기업 

홍보 등을 위해 해양플랜트 기자재 박람회 개최 추진

- 미국 휴스턴에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플랜트 박람회로서 2010년의 경우 참관업체 약 

2,000개(국내기업 20여개 포함), 참관인원 5만 명 기록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대형조선소는 해외 기자재업체의 유치를 지원함

으로써 기자재 국산화 붐 조성

구분 주요 내용

개최 주기 ∙격년제

사업내용

∙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전시관 운영

∙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무역 및 기술협력 관련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해양플랜트 기자재 종합카달로그 발간

행사규모

∙전시참가업체 : 약 300개(약 700개 부스)

∙참여기관 : 약 150개(약 100개 컨퍼런스)

∙참관객 : 약 2만 명(해외바이어 약 500명)

사업 추진체계

∙지원기관 : 지경부, 국토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 등

∙후원기관 : 국내 4대 조선소

∙주관 및 협력기관 :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조선협회, 한국조선기자재

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마린엔지어링협회, 한국선급 등 

<해양플랜트 기자재 박람회 사업개요>

자료 :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자료(2011.1)를 참조하여 작성

□ 중소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R&D사업 추진 

○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의 기술적 리더십

(자립능력)을 확보해야 함

○ 해양플랜트 설비기술에 대한 R&D사업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 기술협력 활성화

- 대기업의 구매조건부 R&D에 대해 대응자금(matching fund) 제공

-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인력, 장비, 경험 등의 측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

소와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공동 R&D사업 장려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설계기술 개발에 주력

□ 관련 주체 간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형 혁신 여건의 조성

○ 해양플랜트산업의 특성상 핵심 기자재의 기술적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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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테스트베드 조성 및 대규모 실험용 수조 설치를 통한 혁신주체간의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공조체제 형성

- 개발 중인 설비 및 기자재에 대한 신속한 현장 실증시험 추진

- 계측장비 등 연구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 핵심 기자재의 기술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Track Record의 확보 및 공유 → 학습

곡선의 공동 구축

라. 예상되는 파급․기대 효과

○ 해양플랜트부문의 국제경쟁력 제고

- 대․중소 협력을 통한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중소조선소의 경험 및 실적 확보를 통한 독자적인 국제공모 응찰능력 확보

- 대형조선소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외화가득액 제고

○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 침체에 빠져있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고용증대 등 국

가경제 기여도 증대

∙국민의 경제적 후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

- 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플랜트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기술축적을 통한 해양에너지, 해저자원개발 등 미래 해양자원개발 기술 확보에 기여

마. 과제의 성격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정책금융 등 유인책, 애국심 호소 및 도덕적 설득(홍보)

○ 소요 기간

- 대․중소 조선업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 단기

-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 중장기

○ 주체(유관부처) : 민간주도,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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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율제(Revenue Sharing Lease System)의 도입 

가.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시장지배력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 국내 항만터미널운영사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적정 이윤의 확보를 통하여 글로벌 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항만시설의 적정 이용 도모

○ 지역별 항만별 화물의 적정 배분으로 체선․체화 현상과 시설과잉 현상이 공존하지 않

도록 유도 

나.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Best Practice)

○ 한국에서는 1999년 고정 임대요율제가 채택되기 이전에 수입공유 임대요율제가 시행됨

* 참고로 1999년 당시 고정 임대요율제로의 전환은 ⅰ) 시설 가동률의 극대화를 추구함

으로써 시설 부족문제에 대처하고, ⅱ) 임대료를 비교적 낮게 책정함으로써 터미널 운

영사의 원가부담 경감 효과(보조금 지급 효과)를 통하여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 그

러나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과당경쟁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됨

○ 외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공유 임대요율제를 실시

다. 정책 추진과제

□ 정책 과제

○ 수입공유 임대요율 산정 방식의 도입

- 일정 한도의 기본물동량까지는 기본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동량에 대한 

수입은 임대인인 정부(항만공사)와 임차인인 터미널운영사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유

- 임대료 = 기본사용료 + (초과물동량 × 물량 단위당 수입액 × 초과물동량에 한 수입공

유비율)

∙기본사용료는 임대 시설의 시장가치, 투자수익률,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하여 책정

∙다음은 기본물동량 20만 TEU, 기본요율 30억 원, 기본물동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만 TEU 씩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20%, 40%의 수입을 정책당국에 추가 임대료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운영사에 귀속시키며, 50만 TEU를 초과하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수입의 50%씩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임대요율을 산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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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컨테이너화물

처리량
임대료

처리량 별
임대료 수준

1단계 20만 TEU 이하 30억 원
처리량 20만 TEU : 

30억 원

2단계
20만 TEU 초과 

30만 TEU 이하

30억 원+(처리량-20만 TEU)

×68,810원/TEU×0.2

처리량 30만 TEU : 

43억 7,620만 원

3단계
30만 TEU 초과 

40만 TEU 이하

43억 7,620만 원+(처리량-30만 TEU)

×68,810원/TEU×0.4

처리량 40만 TEU : 

71억 2,860만 원

4단계
40만 TEU 초과 

50만 TEU 이하

71억 2,860만 원

+(처리량-40만TEU)×68,810원/TEU×0.5 

처리량 50만 TEU : 

105억 6,910만 원

5단계 50만 TEU 초과
105억 6,910만 원

+(처리량-50만TEU)×68,810원/TEU×0.6

처리량 70만 TEU : 

188억 2,630만 원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율 산정액(예시)>

전제조건 : 1) 하역요율은 신고요율 68,810만 원/TEU를 기준으로 함.

2) 기본 물량 및 추가요율은 다음과 같이 전제함.

- 기본물동량은 20만 TEU, 기본요율은 기본요율 30억 원.

- 20만˜30만 TEU 구간 : 추가수입의 80%를 터미널운영사에, 20%는 정부에 귀속.

- 30만˜40만 TEU 구간 : 추가수입의 60%를 터미널운영사에 40%는 정부에 귀속.

- 40만˜50만 TEU 구간 : 추가수입의 50%를 터미널운영사에 50%는 정부에 귀속.

- 50만 TEU 초과 물동량 : 추가수입의 40%를 터미널운영사에 60%는 정부에 귀속.

<항만시설 임대요율 산정방식별 장단점>

구분 기존 제도(고정 임대요율제) 개선 대안(수입공유 임대요율제)

임대료 

산정방법 및 

특성

∙터미널의 과거 수익률이나 시장가치에 기

초하여 임대료 산정

∙산정이 단순

∙임대료가 낮게 책정될 경우 운영사에 대한 

보조 가능성이 큼

∙터미널 간 물동량 유치 과당경쟁 발생

∙예상되는 추가수입 공유방식(공유 폭, 비

율 등)이 항만당국의 핵심 의사결정요소

∙항만당국과 운영사 간 물동량 변동 리스

크 공유

장점

항만당국 ∙일정 수준의 임대료 수입 보장
∙물동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 

임대료 수입 획득

운영사
∙화물 처리량이 증가할 경우 초과이익 실현

∙시설 이용 극대화(처리량 증가)의 유인 제공

∙물동량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임차료 부

담 경감으로 터미널 운영 리스크의 감소

단점

항만당국

∙물동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추가수입 획

득의 기회 상실

* 운영사에 과도한 보조 혜택을 부여하는 결

과 초래

∙요율 결정 및 정산방식이 복잡함

∙시설 가동률 향상의 유인이 부족하므로 

시설부족 시에는 적용 곤란

∙물동량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임대료 

수입 감소

운영사 ∙물동량 부족 시 비교적 큰 손실 발생
∙물동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임대료 

부담 증가

시행 사례 ∙일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일부 ∙미국, 캐나다

자료 : 부산항만공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 항만시설 임대료 산정체계 개선 연구용역(종합)｣, 2005, p.50

을 기초로 일부 내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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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물량 및 임대료체계의 산정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입공유 

임대요율 산정 방식 도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

∙특히 수입공유 임대요율제의 시행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임

∙연구기관의 부두별 적정하역능력 및 기본임대료 산정 기준안 마련

○ 항만하역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이해 당사자 협의회 설치․운영

- 한국항만물류협회,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 협의회를 설치․운영하

는 방안 검토

∙기존 선하주협의회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정부 당국자는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석

- 터미널운영사와 고객(선사)의 상호 위윈(win-win) 방안 모색

라. 예상되는 파급․기대 효과

○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물동량의 변동 및 예측 오류로 인한 터미널 운영사의 손실을 상당부분 회피

∙물동량 증감에 따른 위험을 쌍방이 공유

- 터미널 간 물동량 유치경쟁 완화 효과 기대

∙일정 수준(예를 들면 초과 2단계 구간인 50만 TEU)을 초과한 처리량에 대해서는 운

영사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 국내 항만터미널운영사의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에 기여

∙적정 이윤의 확보로 재투자, M&A 등을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 

물류기지 확보 여건 조성

○ 항만시설의 적정 가동률 유지 도모

- 터미널 간 물동량의 적정배분으로 지역에 따라 시설 과부족이 공존하는 현상 완화

- 특정 지역에 대한 물동량 집중으로 인한 체선(滯船), 체화(滯貨) 및 교통혼잡 완화 예상

○ 수출입화물에 대한 안정적․효율적 물류서비스 제공

- 대외 무역의 물류서비스 수준 제고

○ 해외에 대한 국부 유출 방지

-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항만운영 수입 획득

마. 과제의 성격

○ 과제발굴 : 기존제도의 변경

○ 정책수단 : 항만터미널 임대차계약의 갱신

○ 소요 기간 :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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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만기 이전이라도 운영사의 자발적인 계약갱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체(유관부처) : 정부(항만공사)

○ 소요재원 : 없음

3. 어촌계 및 수협 보유 어장이용제도 개선

가.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 공유지의 비극 방지 및 기존 어민과 신규 어민간의 윈윈 전략 수립

○ 어장이용질서를 준수하고, 해당 어업을 성실히 운영하는 어업자들에게 어장의 이용권

을 우선적으로 부여

○ 공정사회 실현으로 인하여 기존 어민들의 소외감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을 

조장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공동화를 방지하는 방안 수립

□ 어촌계 및 수협 보유 어업권어장의 균등한 이용 기회 확대

○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젊은 인력에게 어촌계 및 수협 보유 어업권어장에 대한 균등

한 이용 기회 확대

□ 어업권어장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개발

○ 마을어장의 빈매 등 불합리한 이용․관리를 배제시키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어촌경

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생계형 어업으로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계층의 어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어장이용권한

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어업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되 법 취지에 위배될 경우 

별도 조치

나.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Best Practice)3)

□ 국내 사례

○ 제주도 성산 어촌계

- 어장의 적정 보호 및 관리를 통한 사회적 편익 극대화 도모

3) 양세진 외, “지역공동체 기반 자연자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6 대학 환경상 수상집｣, 교보생명교육문

화재단, 2006, pp.167-203에기초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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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바다 속 잡초제거 및 청소작업(갯닦이) 시행을 통한 어장의 생산성 증대 추

진

∙매년 질 좋은 돌을 해저에 투척하여 바다 생물들의 생태환경을 조성

- 노약자를 위한 배려

∙마라도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파와 병약자들만이 입어할 수 있는 지역(할망바당)4)을 

설정하여 생계 보호

∙70세가 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2개소의 수산물 직판장 운영을 허용

□ 해외 사례

○ 몬타나 Bighorn강 송어낚시

-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들이 배타적인 낚시권 보장 요구

∙지역 주민과 외부 원정 낚시인 사이 갈등 초래

- 정부당국의 적정한 대응으로 외부 낚시인에 대한 개방 합의 도출

∙정부 당국은 남획보다는 송어 서식지 파괴에 주목 

∙대중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사후점검 실시 

- Bighorn강 송어낚시 개방관련 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제1단계 : 정부의 관리계획 초안 마련

 �5단계 접근법 제시

∙제2단계 :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대중에 대한 설문 실시

∙제3단계 : 최종안 마련

 �관련 법규의 개정

 �제도 운영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제4단계 : 사후 점검 실시

 �대중과 함께 실시

- 합리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 및 추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갈등 해소와 공감대를 형성

○ 보츠와나 초원 이용

- 초원 이용을 둘러싸고 농민, 유목민, 관광업 종사자 상호간 갈등 발생

∙농민들은 가축에 의한 초원 손상 및 작물 피해에 불만

∙유목민들은 경작면적 증가에 따른 초원 감소에 불만

∙그 이외에도 유목민들은 야생동물의 가축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으며, 야

생동물은 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광업자들과 이해관계 대립 

- 정부 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일련의 토론 및 대안 모색의 기회 마련

∙이 과정에서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토지이용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사실 인정

하고, 향후 토지 이용을 구획화(zoning)하여 할당 받는 방안에 동의

4) ‘할망’은 할머니, ‘바당’은 바다를 각각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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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토의 사항은 기록으로 유지 관리

- 토지 이용 방식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향후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다. 정책 추진과제

□ 어촌계 및 수협 보유 마을어장 이용규제 완화 및 부실 관리 어업권어장 정비

○ 해당 지역에 신규로 진입한 젊은 인력에게 어촌계 및 수협 어업권어장을 임차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 마을어업권의 법적 성격을 ‘정착성 수산동식물 채포’에서 해당뿐만 아니라 해당 어장내

에서 다양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어업권의 범위 확장

○ 어촌계 및 수협 어업권어장 중 빈매 등 부실 이용․관리 어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부

실 어장에 대한 이용권 제한 등 정비

- 어장이용과 관련한 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및 조사체계 구축

∙정부, 지자체 및 업종별․지구별 수협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신규 면허시 부터 적용

∙면허 및 허가 부여 시 감점요인이 큰 어업자의 면허 및 허가권은 취소하고 취소된 

면허권은 별도의 기준에 의해 신규 어업자에게 부여

□ 어촌계 및 수협 가입조건 완화

○ 신규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규제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29조 2항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되, 신규회원 가입의 부

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예를 들면 기존 회원의 투자(인력 투입 포함)로 인한 어장시설 개선분 만을 균등 분

담

∙어장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기존회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안 검토

○ 지역별 어촌계 정관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개정하도록 행정 지도

- 어촌계 정관에서 신규 회원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U턴하는 젊은 인력의 가입우대 조항 

신설 등 행정 지도

○ 어촌계 및 수협 가입 거절 시 구제절차 마련

- 이의신청, 조정,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명문화

□ 어촌계 및 수협 보유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어촌공동화 방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 노령어가 경영이양연금제도 도입

- 어촌계원 중 공동체 보유 어장이용을 그만두고 은퇴하는 노령어가에 대한 노령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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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 양식어장 소유이용제도 개선

- 양식어장 은행제도 및 어장거래제 도입

- 정부주도 양식어장 매입 후 재분배제

□ 외해 신규어장 개발 시 젊은 인력 우선권 부여

○ 어촌지역으로 U턴하는 젊은 인력에게 외해 등 신규어장 개발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등 제도개선

라. 예상되는 파급․기대효과

○ 젊은 인력의 어촌유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어촌경제 활성화

- 미이용 갯벌어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산경제 규모 확대 및 신규사업 창출

- 어촌사회의 소득 증대 : 타 부문과 동등한 수준

- 젊은 어업인 일자리 창출

○ 어촌사회의 공동화(空洞化) 예방

- 어촌사회의 고령화 현상 완화

- 어촌 공동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공공 자원인 어장 이용에 대한 공정성 제고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최소화

- 공유자산인 어장에 대한 이용의 공정성 제고

마. 과제의 성격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규제개혁, 유인책 및 설득(홍보)

○ 소요 기간 : 중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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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 추진의 실효성 강화방안

1. 대․중소 해양플랜트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가. 정책 추진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 대․중소기업 협력체제의 구축은 업계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실현 불가

□ 중소 플랜트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현상은 발주처인 Oil Major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무리한 참여 요구는 국내 대형 업체들의 수주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

용할 우려

나. 대응방안

□ 대․중소 업체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 내지 행정지도보다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

○ 국책사업의 동반 참가 시 가점 부여

○ 수출금융,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시 우대 

○ 기자재 공동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지원기금 조성

□ 동반성장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내재화 유도

○ 동반성장 지표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대화채널 운영

○ 상호출자, 주식 취득 등의 자본투자 협력 추진

○ 대형업체의 구매 담당자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및 교육 실시

○ 전자조달 시스템 개선 등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2.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율제(Revenue Sharing Lease System)의 도입

가. 정책 추진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 항만 터미널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운영업체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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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물동량 및 요율, 추가 물동량에 대한 공유 비율 등과 관련하여 정부(항만공사) 및 

터미널운영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며, 따라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 예상

나. 대응방안

□ 건전한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하여 임대차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 및 설득

○ 항만물류협회를 통하여 회원사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방안 추진

○ 터미널 운영사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합의를 도

출한 후에 정책대안 마련 

□ 합리적인 요율체계의 도입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절차 마련

○ 필요 시 설문조사, 공청회 등 개최

○ 터미널 운영사 이외에 선사, 화주 등 이해관계자 광범위하게 참여시킴

○ 전문가의 연구 검토

3. 어촌계 및 수협 보유 어장 이용제도의 개선

가. 정책 추진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 기존 어업자, 특히 어업면허나 허가권을 구입하여 종사중인 어업자 기득권 약화에 대한 

저항 예상

□ 회원 증가로 개인에 배분되는 수익이 감소할 경우 회원들의 어업권 이용 및 어장 보호․

관리에 대한 관심 저하 우려

□ 어업면허나 허가가 취소에 따른 집단 행동 야기 가능성

나. 대응방안

□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도출 방안 마련

○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존 회원 및 주민의 이해와 합의 도출 절차 및 로드맵 마련

- 외부 전문가(연구기관 등)의 연구 및 정책대안(토의를 위한 초안) 마련 → 정부 당국자

와 이익 집단들과의 대화와 타협합의안 도출 →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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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토의를 위한 초안) 마련

-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연구기관 등)의 연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안 도출

- 정부 당국자와 이익 집단들과의 대화와 타협

- 필요 시 설문조사, 공청회 등 실시

제도적 장치 마련

- 관련 법규의 개정

- 제도 운영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사후관리

-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 감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수산 기술 개발 및 지원 강화

-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현장 지도 강화

○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 조성정책 시행

치어 방류, 환경오염 통제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

-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 강구

Ⅵ. 결 언

□ 해양수산부문은 1, 2, 3차 산업을 포괄하는바, 국민 생활이나 공정한 사회구현과의 연관성

도 세부분야별로 차이가 큼

○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비교적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는 수산분야(1차 

산업)임

○ 제조(2차 산업) 및 서비스분야(3차 산업)의 경우 국민생활과의 밀접한 연관성은 대체로 

높지 않은 편이나 대․중소기업 거래의 공정성 확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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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 보장 등의 관점에서 검토

○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적 특성, 빈약한 부존자원 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

문의 공정사회구현은 안정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판단됨

□ 여기에서는 해양수산부문의 공정한 사회 모습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주요 과제별로 모색함

○ 대․중소 해양플랜트 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등 추진

∙중소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증대

- 해양플랜트 기자재 박람회 개최 등 추진

∙유치단계에 있는 중소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성장 여건 조성

○ 항만운송사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율제(revenue sharing lease system)의 도입

∙항만터미널 가동률의 항만 간, 터미널 간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시설 수급불균형 해소

∙항만터미널 간 과당경쟁의 완화를 통한 터미널 운영사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 항만하역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항만물류협회,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이해관계

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 : 선하주협의회 등 벤치마킹

∙자율적 협의에 의한 윈-윈(win-win) 방안 모색

○ 어촌계 및 수협보유 어업권 어장 이용 진입장벽 완화

- 사회 공유자산인 마을어장의 이용 기회를 지역주민에게 균등하게 개방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및 통합에 기여

∙젊은 인력의 어촌 정착을 유인함으로써 어촌 경제 및 사회의 붕괴 방지

- 어촌계 및 수협의 회원 가입 거부 결정 시 구제절차 마련

□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의 기본방안은 다음과 같음

○ 대․중소 해양플랜트 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에 한계

∙대․중소 업체의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

∙상호출자, 주식 취득 등의 자본투자 협력 추진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대화채널 운영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 유도

○ 항만운송사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항만터미널 수입공유 임대요율제의 도입

- 기본 물동량 및 요율, 추가 화물에 대한 수입 공유비율 등과 관련하여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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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공유 폭, 비율 등을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수입공유 임대요율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 어촌계 및 수협보유 어업권 어장 이용 진입장벽 완화

- 기득권자인 기존 회원들의 저항 예상

∙사회적 합의 도출 절차 : 외부 전문가(연구기관 등)의 연구 및 정책대안(토의를 위한 

초안) 마련 → 정부 당국자와 이익 집단들과의 대화와 타협합의안 도출 → 제도적 장

치 마련 →  사후관리

∙정책당국의 기술, 투자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정책의 구체적 시행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됨

○ 여기에 제시된 정책 대안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임

○ 이를 토대로 향후 해양수산부문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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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전략과 

실천과제

황기연 I 한국교통연구원

대내외 여건 분석

○ 교통분야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와 장애요인․당면과제

- 자동차대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증가추세로 일반시민의 보험

료 부담이 증가하고, 쌍방과실 처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만의 잠재요

소 증가

∙자동차 증가 : 2000년 1,206만 대 → 2009년 1,733만 대, 43.7% 증가

∙교통혼잡비용 증가 : 2000년 21.1조 원 → 2007년 25.8조 원, 22.7% 증가

∙교통사고비용 증가 : 2005년 9.1조 원 → 2009년 11.7조 원, 28.5% 증가

- 대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의 교통서비스가 미흡하며, 버

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요금체계에서도 불공정한 측면이 상존함

∙대도시 장애인은 생활교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제공받고 있고, 고

령자는 무료로 전철을 이용하고 있으나, 낙후지역(농어촌지역 등) 장애인과 고령자 대

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특별교통수단은 ’08년 기준 61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약 60%인 367대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안정적 버스서비스 

공급에 위협이 되고 있음

∙중․소도시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장거리일수록 더 많은 요금을 지

불토록 하여 교통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철도중심 교통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철도 이용여

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

∙도시철도 경로무임승차 제도 개선 등 철도이용수요 대상 요금 대책 필요

* 경로무임승차와 관련된 공정성 시비 종결 필요 

*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학생 또는 저소득층의 철도서비스 이용여건 개선 및 철도이용

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운임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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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驛) 활용여건 차이에 따른 상대적 소외 발생, 비용부담 증가

* 철도역 접근성 향상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효율적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도시에 유리한 철도시설 설치 지원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 경전철 등 궤도교통수단의 지방 농․어․산촌 보급 기회 부여 필요 

- 항공교통은 지난 60년간 비약적 성장으로 2010년에는 세계 8위권(여객운송량 세계 14위, 

화물운송량 세계 3위) 항공강국으로 성장하였음. 이러한 성장 저변에는 1994년부터 추진

된 공항개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된 결과이기도 함. 그러나 성장 이면에는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피해 발생과 산간벽지 주민에 대한 항공서비스 사각지대도 발생하게 됨

∙공항개발 과정에서 공항 주변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도시계획 시설 또는 소음지역에 

편입되는 바람에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거래의 제약으로 재산상의 불이

익을 받고 있음

∙산간벽지, 도서지역은 고속교통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이동권 

제약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물류부문에서는 최근 택배 서비스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도서 및 산간지역 거

주자에 대한 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상존하여, 이들 거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가능

한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가 필요함

∙화물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주가 부담해야 할 유가 상승분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기업간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불공정성이 상존하고 있음

○ 교통분야에서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의 도출 방법

- 교통분야를 전체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를 부분연구책임자로 지

정하여 연구 수행

∙도시교통분야 : 글로벌녹색융합연구본부 권영종 연구위원

∙도로분야 : 도로연구실 조한선 연구위원

∙철도분야 : 철도연구실 최진석 연구위원

∙항공분야 : 항공정책기술연구본부 김제철 연구위원

∙물류분야 : 물류연구실 이태형 연구위원

- 각 부분연구책임자는 교통관련 언론보도자료, 민원제기사례 등을 참조하여 해당분야의 

‘공정한 사회’와 관련한 국민의 Requirements를 조사

- 이들 자료를 가지고 각 부분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별로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해당

분야의 공정한 사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도출

- 도출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우선순위 및 연차별 추진계획

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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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 구현의 단계적 실천 계획

- 단계적 실천계획은 각 실천과제별로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제시하였으며, 개략적인 스케

줄은 다음과 같음

∙1단계(2011년): 실천과제 관련 자체연구 및 용역연구 추진

∙2단계(2011~2012년): 관련법 및 제도개선

∙3단계(2012~2015년): 관련사업(혹은 시범사업) 추진

공정사회의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

○ 교통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 정의

- 교통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지역적, 경제적, 신체적 조

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로 정의

비전․목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지역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

추진전략
지역, 소득,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이 

없는 도시교통 실현

자동차 소유·운행 

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고 

혜택받는 사회 구현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에 대한 

철도서비스 확대

항공교통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항공정책 실현과 

항공교통서비스 구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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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도출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지역, 소득,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이 

없는 도시교통 실현

1-1. 교통취약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교통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서비스 공급비율

1-2.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공정성 확보 적용노선 비율

1-3. 중․소도시 시외버스 장거리 승객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적용노선 비율

1-4. ‘교통공정지수(Transport Fairness Index)’ 도입

을 통한 교통투자의 공정성 제고
교통공정지수

자동차 소유·운행 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고 혜택받는 사회 

구현

2-1.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상계비율 개선 교통사고 발생건수

2-2. 지역별 손해율에 기반한 자동차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2-3. 소득․재산에 비례하는 교통범칙금․벌금 제도 

도입
교통사고 발생건수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에 

대한 철도서비스 확대

3-1. 철도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금 적용 철도수요증가

3-2. 철도이용 소외지역을 배려한 연계환승교통계획 

수립
철도역 영향권 확대

3-3.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소도시 철도서비스 제공 중․소도시 철도보급

항공교통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항공정책 실현과 

항공교통서비스 구현

4-1. 공항주변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공항주변 민원건수

4-2. 대중 소형항공교통서비스(skybus) 체계 도입 서비스 노선수

4-3.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실무형 항공물류 

전문가 양성
전문가양성인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구현

5-1.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제공 서비스건수

5-2. 정부의 유가보조금 부담감소를 위한 화주에 대

한 유류할증료 부과제도 도입
유가보조금액

5-3.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의무화를 통한 위․수

탁차주의 권익 보호 

표준위․수탁계약건

수

예상되는 파급․기대효과

○ 교통취약지역 및 저소득층의 교통서비스 향상

- 교통취약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의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로 이동성 확보

-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기능강화

- 시외버스 장거리 승객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으로 중․소도시 저소득 주민의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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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약 37% 경감 

○ 교통사고의 선의의 피해자 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

- 교통사고의 선의의 피해자 감소 및 교통법·질서 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기대

- 공정한 보험료 체계 구축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통사고 감소 운동을 펼치게 

되어, 우리나라 교통사고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 만연한 교통법규 경시풍조 개선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법규 준수풍토 정착으로 교

통사고 감소 기대

○ 철도이용 소외지역 감소 및 저소득층 배려

-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철도요금정책 확립  

∙혼잡시간 배려를 통한 경로무임승차의 사회적 논란 종식 

∙다양한 요금의 제안을 수용하여 수요확대, 이동권 보장

-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효율적인 연계환승계획 수립

∙철도역 중심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 및 용량 확대는 역과의 거리 때문에 소외되었던 

지역주민에게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교통연계성 개선(접근시간 단축)을 통해 철도서비스를 지역으로 확대가 가능 

∙철도(간선교통)와 도로(지역교통)로 역할이 구분되면 에너지소비 및 이산화탄소배출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낮아짐

-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소도시 철도서비스 제공

∙지역특성을 고려한 철도시설의 공급으로 지역브랜드 창출 지원

○ 지역적 차별이 없는 공정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 사적 재산권의 형평성 있는 보장과 균등한 개발을 통한 사회적 민원의 최소화

- 국민의 이동권 향상과 행복 추구권 보장

- 항공물류인력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실무형 인력 양성으로 교육투자의 극대화 도모

○ 벽지지역 물류서비스 개선 및 정부의 유가보조금 부담 경감

-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오지 거주민에 대해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지원으로 공정한 물류

시스템이 구현됨과 더불어, 택배회사 직원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인 건강검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조직원으로서의 역할 기대

- 유류할증료 제도 도입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은 연간 약 1조5천억원 절감 가

능(’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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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가보조금 재원을 철도 및 연안해운을 장려하기 위한 전환보조금, 시설개선 등

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실천과제별 추진방향

1. (도시교통)지역, 소득,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이 없는 도시교통 실현

1-1. 교통취약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교통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대도시지역의 장애인은 생활교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받고 있고, 고령자는 무료

로 전철을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취약지역(농어촌지역, 벽오지 등)의 장애인과 고령자 대

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몇 시간에 한 대 꼴로 버스가 운행되어 교통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현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

립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재정지원방안 시행

-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의 차량구입에 있어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에서 재원조달(구입비용의 50%)하여 공급 확대  

※ 복권기금의 용도에서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복권수입금의 연간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이 중 법정사업의 재원(30%)을 제외한 약2조 1,000억  원(70%)을 공익사업

의 재원으로 사용가능

- 교통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그 시간과 장소에 맞게 버스노선과 스케줄을 맞춰 

부정기 버스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제공

∙Dial-a-Ride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Paratransit 이란 용어로 사용

- 기존에 벽오지 등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우편배달 차량, 택배 차량이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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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재정지원 없이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를 단기간에 개선 가능

∙우편배달 차량 및 택배 차량 운전기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우편배달 차량 및 택배 차량 운전기사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

-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통취약지역 “최소 교통서비스 기준” 마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인구저밀도 지역의 최소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근거

하여 벽지노선을 운행명령하고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음 

∙2005년 기준 총 1,984개 벽지 노선이 운행 중이고, 운행거리는 총 13,887km에 달함

∙노선 당 1일 6.5회, 1일 대당 12.9명으로 1회 운행에 평균 2명 정도 이용

∙손실보상지원금은 2001년 124억 원에서 2006년 300억원으로 증가

- 일본, 미국 등의 전화호출버스(Dial-a-bus)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낙후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의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로 이동성 확보

-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통해 대중교통수요가 적어 교통서비스가 전무하거나 만족스럽

지 못한 지역의 통행특성과 규모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서비스공급 비율 :  (’09) 10% → (’12) 30% → (’14) 100%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최소 교통서비스 기준 도입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정부투자, 규제신설․규제개혁, 유인책․반유인책, 외부경제 내제

화, 도덕적 설득(홍보) 등

○ 과제성격 : 중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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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공정성 확보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가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교통취약

지역의 저소득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마을버스노선의 공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음

- 반면, 시내버스의 과도한 노선 운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악화 심화 

○ 추진방향 및 과제

- 마을버스 노선 중 객관적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사회적 필요노선'을 선정하여, 이들 노선

을 버스준공영제에 편입시켜 재정지원

- 반면, 기존 도로 폭이 좁고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대형 시내버스 노선을 

마을버스로 대체

∙시내버스에 지원하던 예산을 마을버스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교통서비

스 공급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 재정 부담 경감 가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기능 및 노선체계 정비

- 마을버스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수요대응형 특별교통서비스 기능 추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공급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부담 경감 가능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홍콩 MRT사가 17개 연계버스(feeder bus) 노선 운영하며, 철도와 통합운임체계(Octopus 

Card) 적용

- 싱가포르 SMRT사가 800대의 연계버스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선기능 강화

- 마을버스의 장애인, 노약자 교통서비스 역할 제고

- 교통여건에 부적합한 대형 시내버스의 과도한 노선 운행을 억제하여 지자체 준공영제의 

폐해 개선 



Session 7-3 : 공정한 사회 구 을 한 교통부문의 략과 실천과제

한국교통연구원 549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적용노선 비율 :  (’09) 10% → (’12) 30% → (’14) 100%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마을버스의 사회적 필요노선 선정 및 도로 및 교통여건에 부적합한 대형 시내버스 대

체노선 조정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정부투자, 규제신설․규제개혁, 유인책․반유인책, 외부경제 내제

화, 도덕적 설득(홍보) 등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1-3. 중․소도시 시외버스 장거리 승객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시외직행․일반버스 요금제도는 거리비례제이나 시외고속버스는 거리체감제로 되어 있

어, 중․소도시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장거리를 이용 할수록 더욱 높

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 추진방향 및 과제

- 요금체계를 거리체감제로 통합하되, 체감율을 축소하여 지역간 중거리 교통수단으로 시

외버스가 역할을 하도록 함

- 시외버스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균형적 제공을 위하여 소외지역에 공익노선으로 정부가 

보장하여 요금관리 및 적자를 보조하는 방안 검토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기대효과 

- 중․소도시 장거리 승객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으로 저소득 계층의 교통비 부담 경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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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적용노선 비율 :  (’09) 10% → (’12) 30% → (’14) 100%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통합요금체계 구축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정부투자, 유인책․반유인책, 외부경제 내재화, 도덕적 설득(홍보) 

등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민간

1-4. '교통공정지수(Transport Fairness Index)' 도입을 통한 교통투자의 공

정성 제고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현재까지 교통시설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로 가시적 교통수요와 투자효율성(경제성)

에 기초해 이루어져 왔는데, 이로 인해 교통수단간, 지역간 기반시설 격차가 점차 심화되

어 왔음.

- 대도시 등 교통수요 밀집지역의 경우 조밀한 도로망 형성, 도시철도 확충 등 다양한 혜택

을 누리는 반면, 지방 낙후지역의 경우 낮은 교통수요로 인해 도로망 확충이 곤란하며 

대중교통도 인프라도 미미한 수준임.

- 그로 인해 지역별로 교통투자가 불공정하고, 낙후지역의 교통투자가 소홀하여 지역발전

이 저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교통시설공급이나 운영측면에서 수단간, 지역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합

의에 기반해야 함.

- 이러한 합의를 객관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역간, 계층간, 교통약자와 비약자간 교통시설공

급의 계량화된 ‘공정성 지표(Transport Fairness Index)’를 개발하여 새로운 투자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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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도록 함.

∙공정성 지표는 교통시설 투자 및 이용에 따른 비용구조(외부비용 및 재원확보 등), 사

회적 가치 측면, 잠재수요(통행행태와 교통환경/여건 간의 관계를 반영) 등을 고려

∙개발된 공정성 지표는 정부의 SOC 예산배정, 교통시설 공급우선 순위결정, 민자 사업

에 대한 수익보장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제공

- 교통체계효율화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법인 국

가재정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함

∙교통시설 확충 시 ‘공정성지표’ 반영 명시를 통해 교통수단간, 지역간 시설투자재원 

배분의 공정성 확보

∙국가교통계획 수립 시 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형평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

록 계획을 조정

- 시설투자, 운영비용 등에 대한 재원확보 시 공정성 지표를 반영함

∙교통시설 투자와 재원 확보가 서로 합리성이고 공정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적 절차 정비

- ｢교통기본법｣ 등에 교통수단별로 최소한의 이용권 보장을 명시함

∙저소득층, 교통약자에 대한 최소교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통수단에 대해 최소한의 

이용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

∙교통체계효율화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법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국내 전기사업법 제6조에서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 규정을 두어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

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도록 함

- 프랑스,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교통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

로 보장

○ 기대효과

- 교통시설의 확충에 있어 공정성 제고로 교통시설투자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사

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임

- 교통시설확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

하여 과도한 교통시설투자를 방지할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교통공정지수 수치(개략) :  (’09) 0.60 → (’12) 0.70  → (’14)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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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교통투자 기준으로 교통공정지수 도입을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 법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정부투자, 도덕적 설득(홍보) 등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2. (도로)자동차 소유·운행 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고 혜택받는 

사회 구현

2-1.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상계비율 개선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교통사고 처리 시 법규위반에 의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규를 준수한 피해자에게도 과

실상계로 책임을 묻는 비합리적 관행으로 선의의 피해 발생

- U-Turn 금지, 일단정지 지점 등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통행권을 부여받은 운전자(교통법

규 준수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부과되는 현 관행은 법규 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법·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 마저 퇴색시키고 있음

- 일례로, 비신호교차로 일단정지 교차로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의 교통사고발생 시 법

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상계로 일정부분 책임 지우는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혼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통행권을 부여받지 못

한 자동차에 전적인 책임 부과토록 하는 취지임. 또한, 현저한 과실이나, 선진입 등의 현 

판단기준은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통행우선권이 확립된 지점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100% 책임을 부

과토록 법·제도 정비

- 100% 책임부과 대상지역(1차 대상지역)

∙정지 및 양보 표지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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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urn 금지지역

- 통행우선권 확립을 위한 시설 개선

○ 기대효과

- 교통사고의 선의의 피해자 감소

- 교통법·질서 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 2009년 총 231,990건 중 제1당사자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건수가 231,962건인 가운데 100% 책임부과 항목과 관련성 적은 과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제외하면 76,012건(32.8%)이 목표 대상임

∙이 중 10%만 감소하더라도 연간 약 7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감소가 기대됨

- 비계량적 목표

∙도로교통법 개정, 통행우선권 확립을 위한 시설 개선, 손해보험협회 과실상계비율 등 

개선

∙운전면허시험, 교통안전교육에 활용

∙과실상계 100% 책임부과 항목에 대한 정책홍보로 시민의 교통문화 의식 개혁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교통사고 시 과실상계 비율 개선(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 및 시설 개선, 대국민 홍보 등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손해보험협회, 시민단체 등

2-2. 지역별 손해율에 기반한 자동차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최근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액 대비 사고보상금 지급액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 교통사

고율 증가 외에, 최근 고가 차량 및 외제차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잦은 

접촉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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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회계년도 기준 전국 평균 손해율은 74.5%이지만, 수도권은 평균 77.9%로 높고, 비

수도권은 평균 71.7%로 낮음

<표Ⅱ-1> 시․도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2009회계년도, 전국평균 74.5%)

구  분 손 해 율 비  고

수도권 인천 85.2%, 서울 78.0%, 경기 76.2%
수도권 평균

77.9%

비수도권

제주 61.8%, 울산 63.4%, 부산 64.9%, 경남 67.9%, 경북 69.8%,

대구 69.9%, 충북 70.3%, 강원 71.4%, 전남 73.8%, 충남 77.8%,

대전 78.2%, 전북 79.9%, 광주 81.6%

비수도권 평균

71.7%

자료 : 보험개발원,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교통사고 현황분석, 2010. 11

- 교통사고발생율(자동차 1대당 연간 교통사고 발생율)도 자동차대수가 많고 교통이 혼잡

한 수도권이 잦은 접촉사고로 인하여 6.9%에 이르러 비수도권 5.6% 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표 Ⅱ-2> 시․도별 교통사고발생율 현황 (2009회계년도, 전국평균 6.2%)

구  분 교통사고 발생율 (대당 사고율) 비  고

수도권 인천 8.0%, 서울 7.0%, 경기 6.6%
수도권 평균

6.9%

비수도권
강원 5.2%, 충북 5.4%, 충남 5.3%, 전북 5.9%, 전남 5.0%,

경북 4.7%, 경남 4.8%, 제주 4.4%

비수도권 평균

5.6%

자료 : 보험개발원, 2010. 11

- 외제차량의 경우 2009회계년도 기준 자기차량 보험손해율은 96.0%에 이르러, 국산차 손

해율 71.9%에 비해 24.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제차 운전자의 손해를 국산차 소유

자들이 메꾸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보험료 체계는 부유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를 궁핍한 지방지역에서 메꾸

어 주고, 값비싼 외제차 손해를 값싼 국산차가 메꾸어 주는 구조로 되어있어, 보험료 부

과체계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

<표 Ⅱ-3> 시․군․구 단위 도․농별 손해율 현황 (2009회계년도)

구  분 손 해 율 비  고

도시지역
서울 강남구 76.8%, 서초구 75.2%

인천 중구 84.5%, 남동구 86.6%

농어촌지역
충북 단양군 51.9%, 영동군 60.9%, 전북 무주군 53.3%,

장수군 62.7%, 경북 울릉군 23.2%, 군위군 58.2%

자료 : 보험개발원,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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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및 과제

-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인상하지 말고, 지역별로 손해율 상황에 따

라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함 

- 지역 구분은 광역 단위인 시․도 단위가 아닌, 기초 단위인 시․군․구 단위별로 구분하

여 적용함

- 시․군․구 단위별로 손익분기점(손해율 72%) 또는 평균손해율(74.5%) 미만으로 손해율

이 낮은 지역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만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함

∙보험료 미인상 1차 대상지역(손해율 60% 미만 19개 시․군․구) : 울릉군(23.2%), 합천

군(48.0%), 함양군(51.1%), 단양군(51.9%) 등

∙보험료 미인상 2차 대상지역(손해율 70% 미만 75개 시․군․구) : 여주군(64.1%), 정선

군(64.0%), 영동군(60.9%), 장수군(62.7%), 담양군(64.9%), 청도군(61.8%), 거창군

(61.3%), 제주시(60.4%) 등

- 외제차량의 보험료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비례하여 국산차보다 더 높이도록 함

- 지역별 손해율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개인별 보험료 할증율을 

더 높이도록 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동 단위 또는 우편번호 단위별로 소지역으로 세분하여 

해당 지역의 손해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농어촌 지역 등 지방지역은 약간 내려가고, 수도권 등 대도시지

역은 약간 올라가서, 각 지역별 경제여건에 따라  공정한 자동차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짐

- 외제차량의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에 비례하여 현재보다 약간 올라감으로서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부유층의 부담은 약간 올라가고, 국산차를 운행하는 일반인의 보험료는 약간 

내려가서 공정한 보험료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각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내의 자동차보험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교통사고 감소 운동을 펼치게 되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교통사고 발생율 감소 및 지역간 편차(수도권이 6.9%로 비수도권 5.6%보다 1.3% 높

음) 완화 : 목표 → 교통사고 발생율 전국 평균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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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수도권 평균 손해율은 77.9%로 비수도권 71.7%보다 6.2% 더 

높음)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보험사가 지역별로 보험료 부과

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신고를 접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각 자동차 보험사가 신고하는 지역별 보험료 부과안을 반려하지 않고 

제출된대로 수용하여 그대로 시행하면 됨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도·농간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가이드라인(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금융감독원과 각 자동차 보험사를 동참시키기 위한 정책적 설득 필요

○ 과제성격 : 단기 과제

○ 주체(유관부처) : 금융감독원, 각 자동차보험사, 시민단체 등

2-3. 소득·재산에 비례하는 교통범칙금․벌금 제도 도입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

∙예를 들면, 제한속도 40㎞이상 주행 시, 벌점 30점에 교통범칙금은 9만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시, 벌점 30점에 교통범칙금은 6만원

- 일률적인 교통위반 범칙금은 사회적 강자에는 경미한 부담이나 사회적 약자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과속으로 범칙금 9만원 부과시, 연봉 수억원 운전자의 부담과 일용직 근로자의 부담은 

크게 다를 것이며, 실제로 부유층의 교통법규 경시풍조가 크게 만연

* 예를 들면, 200㎞이상 과속차량의 80.4%가 외제차(2009년 기준)

○ 추진방향 및 과제

- 재산·소득을 반영토록 교통범칙금 제도 개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의 개정

- 음주운전,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교통 범칙금/벌금을 재산·소득을 고려하

여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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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 개정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

∙1단계로 벌금형을 대상으로 재산․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음주운전

벌금 등)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재산·소득을 반영하여 교통범칙금을 

부과

∙재산에 비례한 벌금 상한액은 독일이 1,600만 달러, 스위스는 100만 달러, 핀란드는 19

만 달러

∙일례로 스위스에서 최근에 과속으로 적발된 남성이 29만9천 스위스프랑(약 3억3천만 

원) 부과 등 많은 사례가 있음

○ 기대효과

- 만연한 교통법규 경시풍조 개선으로 교통질서확립

- 교통법규 준수풍토 정착으로 교통사고 감소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 2009년 총 231,990건 중 제1당사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

통사고건수가 231,962건으로 전체의 거의 100% 차지

∙이 중 10%만 감소하더라도 연간 약 23천여 건의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됨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정책홍보 등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소득·재산에 비례하는 교통범칙금․벌금 제도 개선(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도덕적 설득(홍보) 등

○ 과제성격 : 단기·중기과제

○ 주체(유관부처) : 국토해양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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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소외지역 및 저소득층에 대한 철도서비스 확대

3-1. 철도 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금 적용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획일적인 운임적용은 사회적 공정성 논란은 물론 철도수요 확대도 제약

- 경로무임승차를 단순한 운임손실로 보고 사회적 공정성 문제 제기

- KTX 등 신규 철도서비스의 높은 운임은 학생 등 저소득층 이용에 장애

- 반면 새벽시간 등 비첨두시간 열차 탑승률은 매우 낮아 비효율적으로 운영 

○ 추진방향 및 과제

- 비첨두시간 경로무임승차는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시격 유지비용)이므로 무

임적용이 사회적인 비용이 전혀 아님 

- 비첨두시간 요금할인은 탑승률을 높이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시니어 요금제

- 프랑스 바겐세일 요금(Special Tariff)과 YMS(Yield Management System)

○ 기대효과

- 경로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논란 종식

- 다양한 요금제에 따른 철도수요 확대(수입증가, 효율성 증가)

※ 현재 KTX 첫차(서울역 출발)에 적용한 경우

<표 Ⅱ-4> 5시 30분 서울역 출발 KTX 탑승률(2010년 기준, 900석 기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탑승률(%) 95 50 57 55 54 58 33

공석(석) 45 450 567 405 414 378 603

주 : 부산 발 10시 30분 막차 평균 탑승률은 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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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운임할인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수입 추정

출발역 도착역

일반운임(원) 운임할인 시나리오별 추가수입

KTX 새마을 무궁화
대안1(100명) 대안2(200명) 대안3(300명)

KTX 15% 할인 새마을 요금 무궁화 요금

서울 대전 21,400 14,900 10,000 727,600 1,192,000 1,200,000 

서울 동대구 38,400 29,100 19,600 979,200 1,746,000 1,764,000 

서울 부산 51,800 39,300 26,500 880,600 1,572,000 1,590,000 

서울 울산 46,300 34,725 27,780 393,550 694,500 833,400 

추가수입 합계 2,980,950 5,204,500 5,387,400 

주 : 울산역의 새마을운임은 KTX운임의 25%, 무궁화운임은 KTX운임의 40%로 산정, 

인원은 대전역(40%),동대구역(30%), 부산역(20%), 울산역(10%) 로 산정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최소가격 :  (’09) 100% 기준 → (’12) 80% ◯개 → (’14) 70% ◯개

∙적용범위 :  (’09) 없음 → (’12) 시범적용 → (’14) 일반화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철도운임 관련 정책 개선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홍보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공사

3-2. 철도이용 소외지역을 배려한 연계환승교통계획 수립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고속철도, 광역급행철도, 공항철도 등 신규 철도시설의 개통 이후 철도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철도수단분담률이 증가하는 추세

- 철도이용은 철도역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역이 없는 경우 소외) 

- 철도역을 무제한 만들 수 없으므로 역까지의 효과적인 이동성 제공이 필요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56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 추진방향 및 과제

- 철도이용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철도역까지의 이동여건(시간, 용량) 개선

- 철도역이 있는 지자체를 넘어서는 철도역 영향권 전체대상 계획수립 필요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철도역은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집결지

- 철도역이 대중교통 거점에 있는 경우 철도수요가 많음(동대구, 대전 등) 

○ 기대효과

- 철도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교통체계 효율성 제고

- 철도역 활성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간선여객)

∙철도이용수요 :  (’09) 1억 명 → (’12) 1.2억 명 → (’14) 1.5억 명

∙철도수단분담률 :  (’09) 7.8% → (’12) 8% → (’14) 10%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주요 철도역 중심 대중교통계획 의무화(복합환승센터 지원시)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국토해양부(종합교통정책과)

3-3.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소도시 철도서비스 제공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도시철도는 수요와 재원이 있는 대도시에만 건설됨(정부 재원 보조 아래)

- 중소규모의 농․어․산촌 도시는 철도서비스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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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철도역에 철도이용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버스라도 철도로 인정

○ 추진방향 및 과제

- 중․소도시가 특성화된 철도시설 도입을 원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 근거 마련

- 철도교통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스위스 융프라우의 산악열차 및 각종 모노레일

- 프랑스에서는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시행 중

○ 기대효과

- 지역특성화 사업과 연계할 경우 지역브랜드로 나타남

- 철도서비스의 중․소도시 확대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재정지원사업 :  (’09) 0개 → (’12) 2개 → (’14) 5개

∙철도버스제공노선 :  (’09) 0개 → (’12) 10개 → (’14) 30개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경전철 및 모노레일의 법적 분류 및 지원기준 마련

∙철도서비스 평가에 완결서비스 제공 포함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홍보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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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항공교통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항공정책 실현과 

항공교통서비스 구현

4-1. 공항주변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공항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공항개발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 또는 소음지역에 편입되

는 경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

을 받고 있음

* 개인의 토지가 공항(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되어 개발이 안 되면 장기간 적정한 보상

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매매, 개발)할 수도 없게 됨

* ○○공항의 경우, 218,123㎡ 정도의 사유지가 공항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부에서 

매입을 추진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항공안전을 위해 공항개발 계획이나 소음피해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각종 개발에 제

한을 받게 됨. 그러나 개발이 실제로 시행되는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시행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은 체, 계속 도시구역으로 묶어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함

* 개발계획이 있으면 국가는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획 미확정 시에는 토

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배정받는데 제약을 받음

- 또한, 공항 주변의 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항 주변의 

토지이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정비해야 함.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

한법률’에 따라 공항 주변의 토지이용 계획 및 공간관리 방향 수립이 필요함

* 공항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소음과 관련해

서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

- 공항개발 사업은 주로 정부 또는 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며 인허가권은 정부가 가짐. 주변 

지역민들은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해결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

며 정부는 재정부담, 책임소재, 소관부처의 다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적극적인 해결 의사

를 갖기 어려운 구조임

○ 추진방향 및 과제

- 공항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법령 개선 및 행정조치(안) 건의

* 공항 주변 토지이용 실태 파악, 공항시설 관리 실태 파악, 공항시설구역 지리정보 DB

구축 등 조사사업

* 우선 민간 주요 공항(김포, 제주, 김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점차 확대

-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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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안을 법적으로 검토

* 일례로 정부에서 토지 매입이 불가하다만 지주에게 연간 임대료를 주는 것도 검토해볼 

수도 있음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특별한 사례 없음

○ 기대효과

-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민원건수 감소 : (’09) → (’12) → (’14)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 및 제도 개선, 규제개혁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4-2. 대중 소형항공교통서비스(skybus) 체계 도입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확충으로 내륙 항공노선이 폐쇄됨에 따라 대중들의 항공이용 욕구

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벽지, 도서지역은 고속교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이동권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 상대적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 도로와 철도는 대중교통의 의미가 있으나 그동안 항공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옴

- 이제는 항공도 KTX와 가격으로 경쟁할 만큼 대중적 수단이므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성격 규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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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및 과제

- 소형항공기를 활용한 대중교통 개념을 설정하고,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안), 운영 주체 

및 재원마련 방안 등을 마련

*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와 토론과정 필요

- 대중 소형항공교통서비스는 전국 15개 공항으로 경유 순환 노선(예, 김포-무안-대구-김

포) 2~3개를 구성하여 정시성을 갖고 운항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규모는 20~30석 급으

로 고려

* 지방에 있는 군 비행장 또는 신규 민간 경비행장 이용 추진

[지방공항 간 대중교통형 순환형 노선망 구축안]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미국과 일본에서는 도서나 벽지를 운항하는 항공사에게 보조하는 제도 운영

미  국 일  본

- EASE(Essential Air Service) 제도

 ∙도입시기 : 1978년 규제 완화 시

 ∙대상 : 108개 지역(48개 주, 알래스카 45개)

 ∙재원규모 : 초기 1억 달러, 최근 25백만 달러

 ∙재원 : 영공통과료 징수액

- MALL COMMUNITY AIR SERVICE DEVELOPMENT 

PROGRAM

 ∙도입시기 : 2000년

 ∙대상 : 20개('10년)

 ∙재원규모 : 7백만 달러('10년)

- 이도진흥법

∙도입시기: 1953년

∙대상섬: 이도는 261개, 

이도 공항은 25개('07년 기준)

∙재원규모: 12억엔('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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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국민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보다 크게 확대

- 국민의 이동권 향상(교통기본법)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항공노선 수 : (’09) → (’12) → (’14)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관련 법령 정비 : (’12) → (’13 ~ ’14) 항공사 설립 → (’15) 운영 개시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 개선, 도덕적 설득(홍보)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4-3.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실무형 항공물류 전문가 양성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항공물류 인력은 현재 주로 대학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대학교육에 초

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대학 졸업 전문 인력들의 구직난은 심화되는 반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력은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물류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직률이 매우 높음

- 물류 현장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물류전문고등학교는 전국에 3개 개설(영종국제물류고등

학교,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경기물류고등학교)되어 있으나, 항공물류분야의 실무형 인

력이 배출되는 학교도 없고, 물류학과 내에서도 학과과정도 개설되어 있지 않음

-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항공물류의 비중은 해운 못지않게 중요함(해운과 비교하면 항공 

물동량 점유율은 2009년 기준 약 0.2% 수준이나, 수출입 금액으로는 약 24.2%를 차지함). 

따라서 항공물류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실무형 인력도 적극 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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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터고는 총 12개 분야(전자, 기계, 조선, 반도체장비, 철강, 자동차, 에너지, 항만물

류, 의료기기, 모바일, 자동차설비, 뉴미디어출판론)로 분류되어 있으나 항공물류 분야는 

없음

- 현재 항공물류 분야는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이 동시에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물류현장과 

산업계의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현재 운영 중인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항공물류 고등기초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개설 지원 및 관리

* 물류전문고등학교에 항공물류 과정 개설

* 마이스터고 12개 분야 중 ‘항만물류’를 ‘물류’로 전환하여 ‘물류’내에 해운과 항공과정 

개설 적절성 검토

- 항공물류 고등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 항공사, 포워더 등과의 협정을 통해 맞춤교육,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방안 모색

* 현장 인력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

-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차별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 및 

홍보체계 강화

* 공정한 임금 기준, 복지 관련 기준 등 검토

* 고등교육 과정부터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산업과 국가정책간 불균형 해소

○ 국내외 사례(Best Practice)

-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는 인천국제공항의 물류현장인력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이나 아직 

그 규모가 작고, 과목구성에 있어 항공물류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미흡함

-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는 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한 곳으로 마이스터고1)로 지정되어 지

자체 및 기관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2010년 졸업생 중 약 81%이상이 대학진

학을 하여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경기물류고등학교도 2010년 졸업자 중 약 62%가 대학에 진학함

○ 기대효과

- 분야별 실무형 인재양성과 교육투자 효과의 극대화 도모

- 실업계 전문인력의 사회적 차별 해소

1) 마이스터(Meister)고의 목적 : 미래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영 마이스터를 양성하고, 졸업이

후 취업, 특기를 살린 군복무,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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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건수 : (’12) 1건 → (’13) 1건

- 비계량적 목표 (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기존정책 보완

○ 정책수단 : 법제도 개선, 규제개혁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정부

5. (물류)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구현

5-1.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제공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도서 및 산간지역 거주자에 대한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가 도시지역 거주자와 비교할 

때 공정하지 않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택배이용에 따른 요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2,300~2,500원 정도로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료(A택배사 용어)가 별도로 부과되어 일반지역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택배비를 지불하고 있음

※ 일반택배요금이 2,300원인데 반해 도서지역은 3,000~8,000원의 추가운임을 지불하

고 있음

- 도서지역은 유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의 연결수단이 선박 외에는 없어 거주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생활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또한 물류측면에서의 기본권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교통기본

권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므로 택배차량을 이용한 교통서비

스 제공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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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및 과제

- 우선적으로 서해 5도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류지원제도 시행

※ 지난해 말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해5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물류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도서지역 및 산간

벽오지로 확대 추진 

∙서해 5도 지역거주자에 대한 택배 등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재정에서 지원

∙이동성이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체국택배이용 무상쿠폰 

보급 등 추진

- 우체국 또는 택배회사 직원이 독거노인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

여 물류측면에서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조직원으로서 택배회사 직원의 역

할을 확대

-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 산간벽오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 택배차량편을 그들의 거

주지와 도회지를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서해5도 지역 거주자에 대해 택배 서비스 등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를 증대시켜 지역적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교통물류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공정사

회의 비전·목표에 부합

-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도시지역 거주자와 다

르지 않게 물류서비스를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소외계층이 없는 공정한 물류

서비스 구현 가능

-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오지 거주민에 대해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지원으로 공정한 물류

시스템이 구현됨과 더불어, 

- 택배회사 직원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수행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조직원으로서의 역할 기대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10년 도서지역 택배 추가지급요금: 약 42억 원(상위 3개 택배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

치)

∙도서지역에 대한 정부지원금 규모 : 51억 원(’11) → 76억 원(’13) → 113억 원(’15)(’10

년 추가지급요금에 ’01~’10년의 택배건수 연평균 증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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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정부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서해5도 지역을 시발점으로 하여 향후 전국의 도서지역, 산

간 벽오지 거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관부처) : 국토해양부

5-2. 정부의 유가보조금 부담감소를 위한 화주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제도 도입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화물운송시장의 경우 유가가 상승할 경우 이를 운송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

템이 부재하여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통해 일부 보조하거나 물류기업이 이를 부담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5년 6,400억 원에서 2009년 1조5,000억 원으로 연 평균 

23.7%씩 급격히 증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서울-부산간 철도운송과 화물자동차운송의 수송비 비교 결과 철도운임이 비용 측면에

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에 보조되는 유가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이 일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화물운송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음

* 보도자료(연합뉴스, 2007.10)에 의하면 항공사가 유가인상에 따라 이용객에게 부과한 

유류할증료가 전체 운임의 18% 수준에 이름

* 서울-부산간 Door-to-door 컨테이너 수송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약 38,000원(한국교통

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추정)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시장요율은 철도수송이 

20ft에서 24,400원, 40ft에서 1,800원 저렴한 것으로 분석됨

- 유가보조금제도의 경우 화주가 부담해야 할 유가 상승분을 일반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원칙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

손하는 제도임

∙유가보조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순유가 상승

분과 나머지 유류세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물류기업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영세한 

물류기업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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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도입된 제도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점과 전면적으로 배치되어, 마치 정부가 친환경적인 철도수송보

다는 오히려 화물자동차 수송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추진방향 및 과제

- 유가가 일정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화주에게 유가인상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화주와 물류기업간에 자발적제도로 운영할 경우 화주기업이 계약관계에서 절대적 우

위에 있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정부가 향후 실시될 화물수송실적 신고제 등의 제도를 통해 물류기업으로부터 수송실

적을 제출받아 화주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제출된 수송실적에 

근거하여 물류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천력을 확보해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한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부과 근거 및 기준 개선방안 마련

※ 물류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의무와 화주기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유가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화주기업에게 부담시키는 방향 검토

∙민․관․산․학 관련 이해주체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구성

∙관련법 개정 및 시행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장기적 관점에서 화물운송시장의 공정성․안정성 제고할 수 있으며, 국민세금으로 정부

가 유가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유가 상승분을 화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여 마련된 단

기정책으로 화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

∙이에 비해 유류할증료 제도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사회적 기본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한 

제도로 장기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재원 확보

∙기존 유가보조금 재원을 철도 및 연안해운을 장려하기 위한 전환보조금, 시설개선 등

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계량적 목표․지표

∙4년에 걸쳐 매년 25%씩 유가보조금을 줄이고 유류할증료를 증가시키는 방식 도입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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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시행방안 마련, 관련 이해주체간의 조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부과 근거 및 기준 등 마련 (~2011.12)

∙반독점적 항공시장과 달리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자유경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화

물운송시장에서의 가격조정 정책은 단순히 국토부 고시 수준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

가 있음

* 현행 항공부문 유류할증료의 부과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근

거를 두고 있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가할증료 부과, 유가할증료의 수수 및 지급, 관

련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한 법근거 마련

∙시행준비조직 가동 (2012. 1~)

∙본격시행 (2013. 1~)

∙점진적 전환을 통해 2016년 전면시행체계로 전환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 과제성격 : 장기

○ 주체(유관부처) : 국토해양부

5-3.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의무화를 통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보호

① 주요내용

○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현행 화물운송시장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운송업체와 차주간의 민사상 분쟁 및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지입제라는 전근대적 운영 등으로 산

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차량의 실 소유주는 차주이나 명의는 운송회사로 되어 있어, 계약해지시 불이익은 차주

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위수탁 차주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권 분쟁의 

비일비재함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업체와 경영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어 노동

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

- 지입차주의 불안정적 지위를 일부 운송업체의 경우 악용하여 불공정 계약관행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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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분쟁해결 절차가 복잡하며, 지입차주의 경우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처하

기가 곤란함

∙수입원 전체를 지입료에 의존하는 운송업체인 지입전문회사의 경우 운송물량은 타 운

송업체로부터 확보하고 있어 이원화 구조로 영업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가 가중

○ 추진방향 및 과제

- 화물운송시장의 이해주체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재산권 분쟁 등으로 불안정한 시장구조

를 개선하며, 업계가 수용하기 쉽고, 행정관리 및 집행이 용이해야하므로, 단계적인 개선

이 필요함

-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화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시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거래구조 개선은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함

- 지입차주에게는 개별 지입차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개별지입차주

를 시장구조개선에 부합하도록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선진형 물류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화 추진이 필요함

-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수탁계약의 개선 등 제도적인 개선노력과 더불어 

일정수준 이상의 운송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의 강화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또한 위수탁계약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최소 위수탁계약기간, 보험가입 및 배상

책임 현실화, 사업의 양도, 양수시 위수탁 권리를 승계 가능토록 하여 위수탁차주의 권리

가 보호되어야 함

○ 기대효과

- 위수탁 계약관련 근거조항 정비로 위수탁 차주는 합법적인 위수탁계약이 가능하여 보다 

공정한 계약관행 조성

- 최소 위수탁계약기간의 명시로 불공정 계약파기 최소화

- 차량사고시 책임소재 현실화

- 보험가입 및 배상책임 현실화

- 현물출자차량 명시로 차량 소유권 명문화

- 사업의 양도·양수시 위수탁권리의 승계가 가능하여 위수탁차주의 권리 보호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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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적 목표․지표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비율 : (’09)0% → (’12)20% → (’14)50%

- 비계량적 목표(법제도개선, 의식개혁,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홍보 

② 과제개요

○ 과제발굴 : 신규과제

○ 정책수단 : 법제도개선

○ 과제성격 : 단기

○ 주체(유관부처) : 국토해양부

소요재원 산출 (정부)

<지역, 소득,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이 없는 도시교통 실현>

○ 낙후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교통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 복권기금에서 재원조달(구입비용)의 50% 

보조하고 나머지 정부에서 지원

-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 : 초기 시스템구축․운행차량 구입 등의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되, 운영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벽지명령노선 손실보상액 등의 대중

교통관련 보조금을 활용

○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공정성 확보

-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준공영제는 지자체 재정으로 시행)

※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 편입 시 대당 10만6천 원, 연간 499억 원 지원이 예상되며,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영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방안 검토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중․소도시 시외버스 장거리 승객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 ‘교통 공정 지수(Transport Fairness Index)’ 도입을 통한 교통투자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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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개발은 연구용역비 외에 별도 소요재원은 필요하지 않음

<자동차 소유·운행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고 혜택받는 사회 구현>

○ 교통사고 시 과실상계 비율 개선 

- 과실상계 Case Study를 통한 100% 책임부과 항목 도출 및 통행우  선권이 확립된 지점

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100%  책임을 부과토록 도로교통법 등 개

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 연구용역 후, 관련시설 개선(별도의 정부 재원 필요) 후, 시행 가능

○ 지역별 손해율에 기반한 자동차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 시도별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교통사고 발생율의 직접적 연관성 조사 및 보험료 조정으

로 인한 파급효과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 연구용역 후 별도 정부 재원 없이 바로 시행 가능

○ 소득·재산에 비례하는 교통범칙금․벌금 제도 개선

-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 연구용역 후 별도 정부 재원 없이 바로 시행 가능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에 대한 철도서비스 확대>

○ 철도이용 소외지역을 배려한 연계환승교통계획 수립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역(8개) 중 간선철도역 5개를 대상으로 시행

-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국한하여 개당 2~3억 소요(총 10~15억 원)

○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소도시 철도서비스 제공

- 중․소도시 대상이므로 사업비 제한이 필요

- 100억 원을 최대로 보고 최대 30% 지원을 검토할 경우

- 단기 60억 원, 중기 최대 150억 원 소요

○ 철도 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금 적용

- 저소득층 배려 운임은 비첨두시간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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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항공정책 실현과 항공교통서비스 구현>

○ 공항주변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 3억

○ 대중 소형항공교통서비스(skybus) 체계 도입 : 2억

○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실무형 항공물류 전문가 양성 : 2억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구현>

○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제공

- 국토해양부 예산(5년간 396억, ’11년 51억, ’12년 63억, ’13년 76억, ’14년 93억, ’15년 113

억; 도서지역 택배추가비용 지원금)

○ 정부의 유가보조금 부담감소를 위한 화주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제도 도입

- 연구용역 예산 소요: 국토해양부 예산(약 5억원)

○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의무화를 통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보호

- 연구용역 예산 소요: 국토해양부 예산(약 2억원)

추진전략별 우선순위 분석 (정부)

○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 추진전략은 각 수단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고,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물류의 5개 분야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에서 제시한 5개 전략분야별로 각 실천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지역, 소득,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이 없는 도시교통 실현>

- 1순위: ‘교통 공정 지수(Transport Fairness Index)’ 도입을 통한 교통투자의 공정성 제고

- 2순위: 중·소도시 시외버스 장거리 승객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 3순위: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공정성 확보 

- 4순위: 낙후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교통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자동차 소유·운행 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고 혜택받는 사회 구현>

- 1순위: 교통사고 시 과실상계 비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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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지역별 손해율에 기반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 3순위: 소득·재산에 비례하는 교통범칙금․벌금 제도 개선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에 대한 철도서비스 확대>

- 1순위: 철도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금 적용

- 2순위: 철도이용 소외지역을 배려한 연계환승교통계획 수립

- 3순위: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소도시 철도서비스 제공

<항공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항공정책 실현과 항공교통서비스 구현>

- 1순위: 공항주변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 2순위: 대중 소형항공교통서비스(skybus) 체계 도입

- 3순위: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실무형 항공물류 전문가 양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구현>

- 1순위: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제공

- 2순위: 정부의 유가보조금 부담감소를 위한 화주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제도 도입

- 3순위: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의무화를 통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보호

연차별 추진계획 (정부)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물류의 5개 분야별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지역, 소득,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이 없는 도시교통 실현>

- 2012년: ‘교통 공정 지수(Transport Fairness Index)’ 도입을 통한 교통투자의 공정성 제

고

- 2013년: 중․소도시 시외버스 장거리 승객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 2014년: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공정성 확보 

- 2015년: 낙후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교통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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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운행 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고 혜택받는 사회 구현>

- 2012년: 교통사고 시 과실상계 비율 개선

지역별 손해율에 기반한 자동차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 2013년: 소득·재산에 비례하는 교통범칙금․벌금 제도 개선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에 대한 철도서비스 확대>

○ 철도 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금 적용

- 2011년 : ① 경로무임승차제도의 타당성 및 운영방안 확정․시행

② 다양한 요금제도 시행대상, 운영방법(예약제, 신청후 추첨 등), 운임수준, 시

간대, 좌석 수, 홍보방법 등 일반현황 확정 

- 2012년 : 시범사업 시행

- 2013년 : KTX로의 확대를 위한 기본 방침 확정

- 2014년 : KTX 등 모든 간선열차에 적용

○ 철도이용 소외지역을 배려한 연계환승교통계획 수립

- 2011년 : 5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중심 일반현황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 2012년 : 전국 KTX 정차역 대상 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

- 2013년 : 전국 주요 철도역 선정후 대중교통계획 수립

○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소도시 철도서비스 제공

- 2011년 : 관련 사업현황 파악 및 적용대상 사업 선별 기준 마련

- 2012년 : 신청방식, 접수에서 선정까지의 과정 등 홍보 및 예산 확보

- 2013년 : 신청, 접수, 평가 후 대상사업 확정

<항공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항공정책 실현과 항공교통서비스 구현>

- 2012년: 공항주변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실무형 항공물류 

전문가 양성

- 2013년: 대중 소형항공교통서비스(skybus)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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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구현>

○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공정한 물류서비스 제공

- 2011년(’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중기과제로 추진)

○ 정부의 유가보조금 부담감소를 위한 화주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제도 도입

- 2011년에 1년간 연구용역 수행, 2012년 하반기 또는 2013년부터 시행

○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의무화를 통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보호

- 2011년 하반기에 연구용역 수행, 2013년부터 시행



제5회국정과제공동세미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사 회 김성국 |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발 표 1 공정사회실현을위한에너지정책방향 _ 김진우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581

발 표 2 환경분야공정한사회구현을위한정책방향 _ 박태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605

발 표 3 공정사회실현을위한미디어분야정책방향 _ 방석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627

토 론 김도연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정인 |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문정호 | 환경부 차관

박태순 |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준 |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ession 8
Part 4 공정한사회를위한자원인프라분야전략과과제





<목 차>

Ⅰ. 서 론

Ⅱ.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및 경쟁 촉진

1. 국내 석유제품의 시장구조와 특징

2. 유통시장 개선과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방안

Ⅲ. 전력 및 집단에너지 요금제도 개선

1. 규제적 네트워크 요금결정 원칙

2. 전기요금 제도 개선방향

3.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의 개선방향

Ⅳ. 보편적 에너지복지 시스템의 구축

1.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현황

2.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의 문제점

3. 저소득층 에너지원제도의 개선방향

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공정성 제고

1. 지방보급사업의 공정성 검토 

2. 지방보급사업의 문제점

3. 지방보급사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방안

Ⅵ. 결 론





Session 8-1 : 공정사회 실 을 한 에 지정책 방향

에 지경제연구원 583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김진우 I 에너지경제연구원

I. 서  론

공정사회란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균등성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에너지부문에서의 공정사

회 실현은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 모든 참여자에게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에너지는 공익적 재화라는 관점에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정부규제

를 받아 기회의 균등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차츰 경제, 사회 및 기술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정부규제나 간섭을 철폐하고, 기회의 균등을 계속 확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고가격 유지 현상이 

기존의 에너지체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에 따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한 여건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추어 에너지부문에서의 기회의 균등성을 재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부문의 공정사회 실현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현안은 소비자의 선

택권 보장, 에너지가격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비용원가주의 적용, 빈곤층의 생계형 에너지 사

용 보장 등이 있다.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우선 논의될 수 있는 이슈는 석유제품 시장에서

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이다.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은 최초 공급자에서 마지막 소매업자

까지 정유 4사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소매업자인 

주유소가 전국에 12,000 곳이 넘게 영업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는 주유

소는 대부분 정유 4사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주유소들로 과점체계인 도매시장의 구조가 소

매시장으로 연결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구조이다.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

해 이와 같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석유제품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에서는 기저전원의 부족과 설비예비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 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수준과 요금체계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

다.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 간의 형평성 및 사업자-소비자 간의 이해 관계

를 조화시키는 공정성 차원에서, 적정 투자보수를 제대로 산정하여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전

기요금 수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야할 것이다. 지역난방사업에 있어서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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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다양한 사업자들이 난방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 고시’에 

따라 매년마다 열요금 고정비 상한을 산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장별 비용특

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 간의 공정경쟁은 물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하는 요소도 개선이 요구된다.

석유제품 가격 등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여건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다. 이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소비지출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해서 기

초적인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며,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빈곤층의 에너지 부담은 상대

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상승과정에서 에너지원간의 상대적인 가격체계도 빈곤

층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생계형 에너지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의 에너지복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중 하나이며, 지방보급사업은 중요한 신

재생에너지 보급수단이다. 지자체들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노력하고 있

고, 중앙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체계의 미숙으로 사업추

진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가 보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경험이 있는 지자체는 

쉽게 국가보조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있는 지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의 기회를 놓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 추진에 기회의 균등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에너지부문에서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소비자에너지선택권의 확대, 에너지

요금체제의 공정 및 적정성 제고,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제도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역간 균등 성장 등을 위한 정책과제들에 대해 부문별로 살펴보겠다.

Ⅱ.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및 경쟁촉진

1.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구조와 특징

가. 국내 석유제품의 시장구조와 공급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은 [그림 II-1]과 같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정유사에서 중

간 유통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게 되는 주유소나 판매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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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2009년 기준)

(단위: 백만 배럴)

자료: 지식경제부

200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총량은 912.6 백만 배럴이며 

이 중 331.3 백만 배럴을 수출하고 268.2 백만 배럴을 수입하였으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량

은 총 778.5 백만 배럴이다. 전체 석유제품의 수출입 물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입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석유제품의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되는 경질유인 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유가 총 석유제품 수입의 0.3%를 차지하고 

있고 휘발유와 등유의 수입물량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

유와 등유는 거의 대부분 국내 정유 4사에서 생산되는 물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2] 경질유의 수입물량 추이

(단위: 천 배럴)

자료: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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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2005년 이후의 경질유 수입물량은 급격하게 축소되는

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와 수입사의 국내 판매 네트워

크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는 2005년

을 전후로 크게 강화되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가장 가

까운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의 수입을 고려하여야 하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였을 때 싱가포

르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이 국내 환경규제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 정유 

4사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경질유를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수입

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국내 소매시장은 대부분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있는 주유소

들이 장악하고 있고 수입업체의 경질유를 판매할 수 있는 자가상표 주유소는 그리 많지 않

다. 판매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못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가지지 못한 수입업체에게 국내 석

유제품 시장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시장의 특징들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의 공급단계는 사실상 정유 4사가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의 과점체계를 5년 이상 유

지하고 있다.

<표 II-1> 정유 4사의 국내시장 유율 추이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석유제품 99.2 99.3 99.3 99.5 99.5

휘발유, 등유, 경유 98.3 98.4 98.2 98.5 98.6

나.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과 특징

정유 4사에 의해 대부분이 공급되는 석유제품은 이후의 대리점이나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유통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중간 도매단계인 대리점이나 최종 소매단계인 주유소 시장에

서도 정유 4사의 지배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단계에

서 수집, 중계, 분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석유제품 대리점 중 정유 4사의 물량을 취급하

는 직영대리점과 전속대리점이 경질유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자율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현물대리점은 휘발유, 등유, 경유의 각각 5%, 23.9%, 5.7%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표 II-2> 대리점 구분별 판매량의 비중 (2007년 12월말 기준)

(단위: %)

구분
석유제품의 판매비중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유제품

직영대리점 60.3 28.4 48.5 49.0

자영대리점
전속대리점 34.7 47.7 45.8 43.1

현물대리점 5.0 23.9 5.7 7.9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9)가 인용한 한국석유공사의 정유사 제출 자료를 재인용함.

주: SK에너지만이 직영대리점을 이용하고 있음.



Session 8-1 : 공정사회 실 을 한 에 지정책 방향

에 지경제연구원 587

전국에 약 12,000개의 주유소가 영업을 하는 석유제품의 소매단계에서도 정유 4사의 시장 

지배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주유소의 

95% 이상은 정유 4사의 상표를 달고 있는 주유소들로 주유소 고유의 경영방식에 의해 취급

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처를 바꿀 수 있는 자가상표 주유소는 시장의 채 5%를 차지하지 못하

고 있다.

<표 II-3> 영업 주유소 수의 추이

(단위: 개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정유사 

상표주유소

10,972

(96.8%)

11,292

(96.6%)

11,588

(96.6%)

12,035

(97.2%)

12,492

(97.1%)

12,403

(95.6%)

자가상표 주유소
368

(3.2%)

401

(3.4%)

408

(3.4%)

348

(2.8%)

361

(2.8%)

567

(4.4%)

자료: 한국주유소협회

결국 정유 4사에 의한 공급단계에서의 과점체계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유통구조를 통해 

최종 소매단계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특징은 

중간유통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국 

12,000개 이상의 주유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이 아니라 결국 4개의 상

표를 가지고 있는 주유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매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2. 유통시장 개선과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방안

가. 자가상표 주유소의 확대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의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 중 하나는 자가상표 주유소

의 확대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에게 석유제품은 모두 정유 4사에 의해 공급되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자가상표 주유소는 비중이 작은 실정이다. 하지만, 자가상표 주유소는 

정유 4사의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제품과 같이 정유 4사 이외의 제품 역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과점적 구조를 탈피하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자가상표 주유소는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와 

같은 국내 소비자의 특징은 201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뚜렷

이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자가상표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 주유소와 가격과 위치가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자가상표 주유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6.6%에 불과하였다. 기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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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는 품질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70%에 달했고 포인트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소비자가 14%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 국내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한 우려와 카드할인 불가

라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자가상표 주유소의 사용을 기피하고 결과적으로 정유 4사의 주

유소가 대부분인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0)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소비자들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가상표 주유소보다 추가로 지불하고

자 하는 한계지불의사액은 각각 리터당 44.38원, 70.10원, 29.99원, 15.61원이다. 정유사가 운

영하는 포인트카드나 신용카드의 할인 금액이 리터당 100원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정유사 주유소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은 거의 대부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가상표 주유소 확대를 위한 정책에는 자가상표 주유

소 간의 공동 마케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개선 및 확대하여 소비자들에

게 자가상표 주유소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가상표 주유소 간의 공동 마케팅 

혹은 할인카드 등의 제휴가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시장정보의 확대

석유제품의 공급자 간 경쟁은 소비자에 대한 시장정보의 제공을 통해 보다 강화될 수 있

다. 소비자들에 대한 시장정보는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절감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변화로 이어져 특정 정유사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키고 가격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가정보서비스인 Opinet을 통해 국내 주유소와 정유사 뿐 아니라 국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가

격차나 대리점 등의 중간유통단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못해 정유사나 주유소 마진 및 

유통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스컴

과의 정보공유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의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향후 Opinet을 이용한 시장정보 확산을 위해서는 국내 석유전문가나 정부에서 분석 중인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라든가 각 유통단계 별로의 차액 등을 소비자가 공유할 수 있도

록 확대하고 이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TV, 신문,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뿐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등에서의 확산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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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력 및 집단에너지 요금제도 개선

1. 규제적 네트워크 요금결정 원칙

가. 요금규제의 필요성 및 목적

자연독점성을 지닌 망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전력, 가스, 열과 같은 네트워크에너지사업의 

경우 규제자는 수용가와 투자자간의 이해관계상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규제의 목적은 

다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첫째, 공익서비스산업의 기능은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는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 목적의 핵심 

개념은 공익서비스산업의 기능들이 적절히 잘 수행되도록 보장하면서 규제기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경제적 이해에 있어 균형을 모색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나. 규제적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결정 원칙

(1) 원가주의 원칙

에너지공급 서비스에 소요된 총비용(적정 이윤 포함)을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며, 이때 

객관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자 적정생산에 대한 효율적 공급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가

주의에 따를 경우 수요와 공급에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수용가간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공급자의 자의적인 독점이윤을 방지할 수 있다.

(2) 공정보수의 원칙

피규제기업의 기업리스크를 줄이고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 조달

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투자보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고, 해당 에너지산업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며 사업자의 

적정한 사업보수에 따른 공정보수 설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이해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3) 공평성의 원칙

서비스공급자는 영업정책상 또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용종별이나 고객에 대해 

자의적으로 차별적인 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 각 수요종별에 따라 적정한 원가배분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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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근거하여 요금을 객관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각 수용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원가주의를 관철시키고 수용가간의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전기요금 제도 개선방향

가. 현행 전기요금 수준 및 체계의 문제점

그 동안의 전기요금결정 관행은 효율적이며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 현행 

전기요금결정방식에서의 핵심적 문제는 전력공급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요금 수준의 문제, 그리고 정확한 공급비용 반영을 어렵게 하는 요금체계상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규제체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1) 낮은 전기요금수준의 현황 및 문제점

전반적 요금수준 적정화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 관계를 조화시키는 공정성 차원의 

문제로서 적정 투자보수를 제대로 산정하고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표 Ⅲ

-1>은 2003년 이후 한전의 실적투자보수율을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통해 추정한 적정투자보수율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한전은 200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적정투자보수율을 달성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특히 

2008년의 경우 실적투자보수율은 적정투자보수율(5.6%)에 비해 무려 11.7%p 낮은 △6.1%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적정이윤 3조원 대신에 3조원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반

영되지 못한 총괄공급원가의 규모가 약 6조원으로, 전체 전기판매수입의 약 20% 수준에 이

른 것이다.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은 공급

비용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모든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거의 2년 동안 전기요금 수준이 동결되면서, 한전은 사상 초유의 적자

가 발생한 것이다. 2009년도에도 한전은 적자폭은 줄었지만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계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Ⅲ-1> 적정 및 실적 투자보수율과 PBR 추이

년도 '03 '04 '05 '06 '07 '08 '09

적정 투자보수율(%) 6.5 6.1 6.1 6.4 6.0 5.6 5.6

실적 투자보수율(%) 6.6 5.6 5.4 4.5 3.5 △ 6.1 1.6

PBR 0.34 0.34 0.48 0.58 0.59 0.4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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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전기요금조정이 전년도의 적정투자보수 미달이나 초과분에 대한 정산절차가 없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적투자보수율이 규제적 적정투자보수율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규제가 될 수 없다.

적정수준 대비 실적 투자보수율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정상적인 규제시 1.0 수준에 

수렴하여야 할 PBR(주가순자산비율)이 2008년 이후 계속해서 0.5 이하에서 머물고, 이로 인

해 민간은 물론 정부의 지분가치 하락 손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상

장 규제기업의 PBR이 1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현재 우리나라 한전의 ROE(자기자본수익율)와 PBR 수준이 외국 전력회사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문제는 요금결정과정에서 물가나 경기진작 등의 정책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규제위험의 문제 외에 적정 자기자본이익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수준을 저평가할 가

능성이 높은 CAPM(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의 기계적인 적용에서 오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낮은 투자보수율에 대한 사후 보정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자산재평가가 금지된 상황에서 

CAPM의 기계적 적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전문가적 

입장의 균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전 주식의 시장가격과 장부가격

을 비교하여 이들 간의 차이가 가능하면 축소되는 방향으로, 즉 PBR이 1이 되도록 적정투자

보수율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은 물가안정, 산업경

쟁력 지원, 경기진작 등을 위한 에너지 저가격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으로 우리나라의 단위 GDP(국내총생산)당 전력사용량이 OECD 평균의 1.7배 수준에 이르

고, 1인당 전력소비량은 8,833kWh로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의 7,818kWh 보다 크게 높은 것

도 이처럼 낮은 전기요금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한전이 적절한 이익을 내야 이를 재원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설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적정투자보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한전의 어려운 경영여건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전력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과 전력의 공급안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한전의 차입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미 재무적 안정성 저하와 

더불어 자본비용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은 공급 측면에

서 저탄소 녹색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수요 측면에서 일반국민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약화시키며,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가 될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도 위축시

킨다.

(2) 용도간 교차보조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요금체계는 용도 구분이 우선되며, 용도별 구분 이후에 계약전력별, 전압별로 보다 

세분화되는 용도별 요금체계이다. 사용용도에 따라 6종(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가

로등, 교육용)의 요금과 심야전력요금으로 구분되며, 각종 정책적 고려에 의해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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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전력요금 원가회수율 비교('10년 8월 요금조정 반영 추정치)

평균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총괄원가회수율(%) 93.7 93.7 99.4 96.5 90.1 36.5 80.4 88.0

* 총괄원가 = 공급원가 + 적정투자보수

자료: 한국전력공사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에서는 각 용도별 요금이 해당 용도의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하게 반

영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그룹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

여 사회적 후생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한전 전체로서 요금을 통해 적정 필요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소비자 그룹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적정 이하의 요금은 필연적으로 여타 일부 

소비자 그룹의 적정 초과 요금을 수반하게 된다.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지

불하는 용도나 시간대의 소비자에게는 적정 이상의 과다소비가 발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소비자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 이하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킴

으로써 양 방향 모두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주택용 요금의 경우에는 원가회수율은 전기요금 전체의 평균(93.7%) 수준이지만, 저소득

층 지원과 전기소비절약이라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누진제로 인하여 동일 용도에서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와 적은 소비자 간의 교차보조가 있다. 여기서도 누진율이 너무 과다하여 당초 

목적한 바의 정책효과에서 얻는 득보다 소비자 간의 형평성 저하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사용 요금은 현행 용도간 요금격차나 교차보조의 규모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사용 요금은 지난 10년간 영세농어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상 성역으로 

치부되어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그 결과 현행 농사용 요금은 전기공급원가의 36.5%에 

불과한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분을 여타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전가되어 있는 실정이며, 시설재배고객의 전기온풍기 사용과 같은 비효율적 에너지소비 행

태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교육용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학교는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에

서 열 효율이 낮은 전기난방으로 교체하는 비효율적 전기소비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심야

전력의 경우 가격왜곡에 따른 사용량 급증으로 심야시간대 고비용의 LNG발전과 이로 인한 

발전용 LNG 수입증가 문제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전체 전력수급구조를 왜곡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그동안 요금현실화를 위해 산업용 요금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요금조정을 수차례 하였지만 여전히 총괄원가회수율은 73.6%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

(1) 용도간 교차보조 해소 및 전압별 요금체계 구축

용도간 교차보조가 없는 요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

압별 요금체계로 통합ㆍ전환하여,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는 선택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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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개편하여야 한다. 현재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종별간 요금격차 문제는 원가주의

로의 전환을 통해 원가보상률을 평준화하는 방향으로의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최

종적으로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전압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수

차례의 체계개편을 통해 종별간 요금격차가 많이 완화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1 - 2년 이내

에 교차보조의 대부분이 해소되면서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사용 요금의 경우 농사용의 저가요금 우대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요금상의 

지원이 필요한 실제대상에게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금을 설계하되, 장기적으로

는 농사용 요금도 최소한 변동비 수준에 근접하게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면서 추가적인 요금

부담은 직접보조의 확대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 

용도별 체계인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급전압을 기준으로 요금을 구분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영국, 미국 등은 산업용․일반용․교육용을 구분하

고 있지 않으며, 농사용은 별도 구분이 없거나, 일본과 같이 구분을 할 경우에도 관개배수용

과 같은 특정 용도에 한정하고 있다.

(2) 주택용 누진체계 완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아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는 2 내지 3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계간의 

요금차이는 매우 작다1).

현재 6단계 11.7배의 누진배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누진제는 2002년 전기요

금 체계개편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3단계 3배 내외로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편 보편적서비스가 강조되더라도 1단계의 요금 수준은 적어도 전력공급의 

변동비, 즉 연료비는 보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부담의 완화를 위한 해당 대상자에 한정된 직접지원 프

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부하관리요금제도의 선진화 : 수요반응 프로그램의 도입

그 동안 부하관리요금체제에서 많은 개선이 진행되어 왔다. 이부요금제, 계절별 차등 요금, 

시간대별 요금, 통제된 부하에 대한 요금 할인형의 부하관리 요금제, 심야요금제, 부하감축입

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부하관리형 요금 메뉴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전력수급상의 효율성과 

소비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격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새로운 계량기술과 통신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수요반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실제 가격을 실감토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상품들이 제안

1) 누진배율은 대만의 경우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1.3배이고 여름의 경우는 1.7배로 다소 높아진다. 일본은 1.4

배이고 미국은 1.1배로 거의 차이가 없다. 호주의 경우는 여름철에는 1.3배이고 다른 계절은 1.1배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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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제반 사항들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간대별요금제나 자발적 

부하감축요금제 등 수요반응 소매요금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준비를 

하여야 한다.

(4) 요금수준의 현실화와 탄력적 요금결정체계로의 전환

2008년 이후 전기요금과 공급원가와의 괴리가 크게 확대된 것은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발전연료비의 상승을 제때에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때문이다. 연료비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감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여 전력산업과 관련된 경제주체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

편 가격변화 신호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전달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

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규제 과정에서의 과도한 정치적 

고려의 개입을 감안할 때 연료비연동제의 도입은 원가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를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의 잉여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연료비연동제와 더불어 가격상한규제 등의 인

센티브 규제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리스크로 인한 낮은 전기요금 수준은 

기업가치의 하락요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자본비용의 상승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의 

상승을 수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규제리스크를 줄이는 제도 개선은 공정성과 효

율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3.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의 개선방향

가. 열요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열요금제도는 고정비에 대한 상한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와 변동비의 요금 연동화를 

보장하는 연료비연동제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열요금 상한제도

열요금상한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열요금 신고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최고한도로서, 실제로 열요금 상한제도는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되는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괄원가에 대하여 적용된다.

현행 열요금상한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 열요금상한은 1년을 주기로 산정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투자보수율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적극적 비용절감을 유인하지 못하게 된다. 

가격상한은 합리적으로 발생된 총괄원가를 정상적 경영하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의한 상한의 재조정은 상한주기별 상한공식의 재설정과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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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재조정이 지난 10년간 한번도 실행되지 않은 것은 총괄원가의 

적절한 회수기회를 막고, 규제요금결정상의 원가주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2) 열요금 연료비연동제

연료비연동제는 열공급과 관련된 연료비 변동시 요금조정을 가급적 즉시에 시행함으로써, 

수용가의 열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고 아울러 열공급사업체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보장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성을 시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현재 한국지역난

방공사에서 적용하는 연료비연동제의 기본적 구조는 2000년 6월 도입된 것으로 이의 문제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연료비의 반영 시차에 따른 손익의 발생 문제다. 연료비연동제에서는 발생 연료비

가 3개월 또는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요금과 발생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연료비가 하락 중인 기간에는 초과이익이, 상승 중인 기간에는 초과손실이 발생하

게 된다. 이를 해소하고자『요금조정정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복수제품생산의 사업형태 

및 열요금 구성체계상 정확한 정산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요금 조정폭의 변동문제다. 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사용요금 단

가 조정방식은 순수하게 연료비의 변동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료비 변동율이 일정

하다고 하더라도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요금 조정폭이 차별

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의 열요금 규제

열요금상한은 사업자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단일상한을 정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SH공사), 부산시 등은 별도 요금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

권 지역난방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소비자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비용을 무

시하고 한난과 동일한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이처럼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난방사업자에 대해 한난 기준의 단일 

열요금 고정비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각 사업장의 설비환경과 영업환경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다. 이는 사업장의 열 생산 형태, 원가구조 및 사업자의 손익을 왜곡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저가열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유리한 사업장의 경우 한난 

기준의 요금으로 초과이윤을 누리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른 사업자도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사업부분에서 이처럼 사업장 단위로 투자의 회수 규모나 투자보수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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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 열요금제도 개선방안

(1) 열요금 유인규제제도 도입

원칙적으로 현행 열요금체계상 유인규제의 적용은 열요금 상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연료

비연동제는 변동성이 크고, 그 변동성을 사업자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연료비에 대하여 소

비자 요금 전가를 목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직전기의 비용회수 과부족분을 차기 요금조정에 반영하는 정산제를 통해 비용의 완전전가

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비연동제를 실행할 경우 사업자의 비용 회수 불확실성이 제거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경제적 구입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규제기관이 철저하게 

감시하여야 하며, 보다 저렴한 연료구입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료비연동제의 운용에 있어 연료비를 구성하는 물량구조나 가격에 대해 일정 

부분 사전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제한적이나마 유인규제적 성격을 가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현행 열요금고정비상한 제도도 실질적인 유인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우

선 지난 10년간 한번도 조정한 적이 없는 고정비 상한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

로 현행 열요금 제도가 실질적인 유인규제 방식으로의 전환되기 위해서는 열요금상한 규제

주기의 장기화를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2)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장별 규제제도 도입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은 수도권 여타 지역난방 사업자 열요금의 기준이 되고 

있다. 특정한 연료소비 및 설비구성을 가지고 하나 혹은 소수의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을 담당

하는 사업자의 원가구조와 다양한 사업구역과 설비구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한국지역난방공

사의 원가구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사업장별로 원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별 원가 차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하나의 방안

은 사업장별 원가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 표준적 운영조건으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유인규제를 실행하고, 여타 사업자는 한난과의 차별적 운영조건에 따른 비용차이를 분석하

여, 일정 범위의 상·하한을 설정하되, 결과로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투자보수율의 실적 수준

을 기준으로 Sliding Scale 규제를 적용하는 일종의 비교규제(Yardstick Regulation)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열원별 표준원가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장별 열원비중의 차이에 따른 열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는 사업장별 열요금 규제제도도 규제행정비용의 간소화 차원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열원별 표준 공급원가의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공급망 연계지역 단위의 열수급 

특성을 반영하는 열요금 제도의 시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먼저 열수요의 점진적 증가

와 연계공급망 최적화 추진 전제하의 공급망 연계지역 단위의 열원구성 최적화를 추진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공급망 연계지역 단위의 원가 차이를 반영하는 열요금 수준의 지역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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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한편 현재의 사업 여건을 감안한 과도기적 경쟁도입 및 요금규제 효율화 방안으로 사업권 

경쟁 도입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현행 신규공급지역 사업자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 제거

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장별 차등요금 실시의 교두보로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 결정 공식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시한 가격결정 공식에 맞추어 

사업장별 차등 요금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요금규제방식은 사업장별 요금의 원

가주의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규제기관의 가격규제 관련 정보 확보와 규제실행 비용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 사업자 경쟁도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지역별 차등요금이 일정 부분 수용되는 단계에서는 열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여 사업개시 이후 일정 기간 경과된 사업장에 대해 요금자유화를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같이 수요가 밀집되어 열배관 광역화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비차별적 

열배관 접속요금을 전제한 열생산자간 도매경쟁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치

단체 단위로 공기업체제의 판매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Ⅳ. 보편적 에너지복지 시스템의 구축

1.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현황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에너지가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에너지는 필수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가격이 급등한다고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지닌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최근의 소득 양극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 현상이 저소득층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은 자명하다.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광열비가 포함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실제로 단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

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창호교체, 단열공사 및 보일러설치(개체)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

2) 2008년 소득수준이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에서 연료비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4.2%

로 전체가구 평균 3.0%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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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

로 지원한도는 가구당 100 만원 이하이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복

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외에 일부 지자

체에서도 노후 가전기기를 효율이 높은 기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력과 도시가스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전

력의 경우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

력요금의 21.6%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도시가스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열요금은 임대아파트(85㎡)이하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

본요금을 전액감면해 주고 있다.

이 외에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하여 단전을 시행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력사용을 허용하

는 전류제한기 부설사업과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공급중단을 유예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른 

구입비용 증가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2008년부터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2.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의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선이 필요한 점도 많다. 공정성 측면에서 현행 에

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격지원(요금할인)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도시가스는 상대적으

로 저렴한 난방 에너지원이면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나 프

로판을 사용하는 가구는 할인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요금의 경우도 모

든 수급자가 할인대상이지만 수급자 가운데 50∼60% 정도만 할인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급자의 상당수가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

생하고 있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일부 전기 소비가 많은 가구에 혜

택이 집중된다는 점도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요금할인은 가격왜곡을 통

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지닌다.

대부분의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물론 최근 들

어 지원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차상위계층과 비수급자의 대부분은 에너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3)

에너지 지원과는 관계없지만 소득 역진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도 문제다. 저소득층의 주요 

난방 에너지원인 등유나 LPG의 가격이 도시가스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여 발

3) 비수급자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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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현행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문제 또는 한계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현행 지원 프로그램이 법이나 제도의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

론 생계급여 중 광열비나 긴급복지지원의 경우와 같이 법적 근거 하에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

램도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에너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에너지 복지라는 측면에서의 법

적 근거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밖의 지원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에너지공급자에 의해 

진행되어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규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각 프로그램이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보완

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하느냐에 따

라 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로 구분되며 결국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노출한다.

3.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제도의 개선방향

현행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에너지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가격지원을 축소하고 소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가격지원 프로

그램은 대부분 사업자가 약관이나 규정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으

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가격지원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문제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 공급자가 시행하고 있는 가격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는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득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계급여 중 광열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광열비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실제 소비량

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열비 지출의 계절성을 고려한 생계급

여 지급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절기에는 

난방비용이 크게 부족하다. 특히 난방비용이 가장 높은 1/4분기의 경우 설 등 명절이 포함되

어 있어 다른 용도의 지출도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복지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생계급여 지급수준은 최저생

활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에너지 소비를 위하여 생계급여에 책정되어 있는 광열비를 매월 확보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판단된다. 수급자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으

므로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다른 용도에 지출하여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수급자 가구 중 단전대상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

금지급 방법의 보완과 함께 의료급여처럼 생계급여에서 광열비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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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복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 등이 선결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개별 복지 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실적으로 월소득은 기초생활수

급자보다 크게 적지만 재산 소득 등의 이유로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

다. 이렇듯 지원이 절실하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으로까지 에너지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소득 역진적인 가격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등유나 LPG가 중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유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등유나 LPG에 대한 세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4) 그러나 현재의 가격 구조를 고려할 때 세금 축소만으로 역진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다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

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을 것이다. 다만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부문부터 단계적

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공정성 제고

1. 지방보급사업의 공정성 검토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대량생산체제 구축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석유, 석

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

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의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지원정책 하에서 보조금지원, 융자지원, 의무구매 등 다양한 형태

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러한 정부의 지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재

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지난 수년간 신재생

4) LPG의 경우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세금 축소와 함께 비용을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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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원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신재생에너지 총 예산은 2003년 1,198억

원에서 2010년 8,766억원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특히 발전차액 지원액이 

2003년 57억원에서 2010년 3,318억원으로 연평균 79%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고 그 결과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지방보급사

업 보조금은 2003년 248억원에서 2010년 700억원으로 연평균 17.6% 증가하는데 그쳐 총 예

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초기만 해도 지방보급사업은 가장 

중요한 보급수단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보급사업 중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진 것으로 판단

된다.

지방보급사업 예산이 발전차액,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 비해 증가폭이 적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 

속도와 비교하였을 때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및 역량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지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하며 중앙정부가 지방보급사업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방증한다. 이

는 지방보급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보급사업의 문제점

우선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에 대한 준비와 대책 없이 일단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이 선정

된 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실화 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 하락을 동반

한다. 실제로 올해도 작년 말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방보급사업의 일부가 아직 착수되지 못

하여 지식경제부가 지자체에 착수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선

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추진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는 지방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반면 경험이 많은 지자체는 이를 비교적 쉽게 확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까지 지방보급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 총 5,466억원 중 제주

와 강원이 각각 12.6%와 12.4%를 확보한 반면, 인천과 대전은 1.5%에 그쳤으며 서울도 2.7%

에 불과하였다. 실적과 노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공정

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사업여건이 열위에 있는 지

자체들에 대한 역량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

적 수준에서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단위사업별 예산지원 방식에서 찾을 수 있

다. 이러한 단위사업별 예산지원 방식 하에서는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의 유

연성과 능동적 참여의식을 확보하고 역량을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위사업별 예산지

원 방식으로 인해 각 지자체는 매년 차년도 사업 선정에만 집중하게 되고 결국 장기적 비전

과 계획을 바탕으로 한 보급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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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속적으로 제안하게 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단위사업별 선정 및 예산지원 시스템의 특성 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높고, 지자체의 예산안 준비시기와 지방보급사업 선정ㆍ심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결국 사업 선정 이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지방보급사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방안

앞서 밝힌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특히 지방보급사업

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현재와 같은 단위사업별 예산지원

이 아닌 통합예산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 통합예산지원은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매년 일정

액의 지방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들은 여기에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산 집행실적, 

자체예산 확보 수준, 보급사업의 독창성 및 효율성,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

년도 통합예산을 지차체별로 차등 배분함으로써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예산집행

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예산지원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킴으

로써 기존에 우위에 있던 지자체는 물론 열위에 있던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역량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기사업 집중, 예산확보를 위한 찔러보기식/따라하기식 사

업제안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제고된 역량을 기

반으로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이 유도되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

보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지자체에 역량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

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수사례 공유,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허브를 설치할 필요

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허브는 권역별로 해당 지자체들 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경과

와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함께 검토하는 학습의 장인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논의의 장이다.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허브를 통해 지역특성이 유사한 지자체끼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

지 자원 및 폐기물 이용/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갈등이나 장애요인을 신재생

에너지 허브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자체간/지역주민간 형평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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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체가 되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실현한 사례는 해외 선

도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사례는 독일의 윤데마을이다. 윤데마을은 인구 750명

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는데 2000년 마을인근의 괴팅엔대학 학자와 전문가들이 주민들에

게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를 제안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제안을 받은 이후 마을 주민들

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간 추진방법 등을 논의한 끝에 2005년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소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소는 마을의 생산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축

산분뇨와 볏짚을 활용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데 그 양이 마을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열에

너지를 초과한다. 중앙정부는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한 지원에 난색을 표하였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중앙정부 지원금과 은행융자금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후 윤데마을은 정부가 공인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을’로 선정되

었으며 이 마을의 성공사례는 인근마을은 물론 전세계 각국으로 파급되고 있다. 

Ⅵ. 결  론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부문의 시장 기능의 확대에 의한 자율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축과 

함께 보편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고유가 등

의 새로운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제도와 정책들 중 일부는 그 목표로 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회의 균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필요하게 하고 있다. 공

정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있지만, 우선적으로 석유유통시장의 경쟁강

화, 원가주의에 의한 가격체계 개선, 보편적 복지의 실질적인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에너지가격체계의 개선과 석유시장에서의 

소비자선택권 강화이다. 원가주의에 의한 가격체계는 네트워크 에너지에 대한 인위적인 가

격 통제로 발생되는 소비자 간의 교차보조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 불균형을 해소함으

로써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 석유제품시장에서의 선택권 강화는 석유시장의 공급경쟁 강

화로 이어져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방지하고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를 균형화 한다. 

결론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공정한 부담과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그러한 가격체계를 바탕으

로 한 에너지를 소비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에너지부문의 공정사회는 실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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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박태주 I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Ⅰ. 여건의 변화 및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환경 규제와 

개발을 둘러싼 지역․계층․부문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십수 년

간 폐기물처리장 설치․운영, 수질보전의 비용분담, 환경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국책개발사업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환

경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의 상당부분은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와 환경비용부담의 지역간 불공정한 대우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위해시설의 입지선정

을 둘러싼 갈등 또한 주로 수혜자와 시설주변 주민간의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에서 비롯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적 위해성을 둘러싼 논쟁도 환경보호비용지출과 환경오염피해

의 소득역진현상과 관련된 형평성 논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갈등은 정책과 사업의 추진과

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의 차별 또는 박탈 등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을 포함하

고 있다.

이처럼 환경규제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원인이자 핵심쟁점은 환경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 환경보전과 이용의 혜택과 책임의 분배를 둘러싼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이다. 즉, 절차, 

혜택과 책임, 그리고 결과의 공정한 분배 여부가 환경갈등의 예방과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에 따른 

책임과 혜택에 관한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요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의 공정성 실태를 진단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

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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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 분야의 공정성 개념 및 주요현안

1. 환경 분야 공정성의 개념 및 정책수단

가. 환경 분야 공정성 개념

환경은 양적 희소성과 질적․공간적 불균등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환

경 분야에서의 공정성은 희소하고 불균등하게 존재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접근, 이용 및 혜

택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공평성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보전, 개발 및 이용

함으로써 획득하는 이익과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문제, 즉 형평성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정책의 핵심내용이 바로 희소성과 불균등성의 특성을 갖고 있

는 환경자원의 분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서는 환경 분야의 공정성 문제를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정한 대우(fair treat-

ment)’와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participation)’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1). 유럽의 경

우 환경 분야의 공정성 문제를 환경정책의 사회적 영향과 환경적 형평성(environmental 

equity)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환경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진적인 분배효과 완

화, 환경서비스와 천연자원에의 접근, 건강과 안전, 도시화와 공간적 발전, 환경과 고용, 참여

와 환경교육 등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과 환경정책의 특성과 선진각국의 환경 분야 공정성에 관한 정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환경 분야의 ‘공정성’은 ‘형평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환경 분야에서의 공정성은 “모든 국

민이 사회적 지위나 능력 및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한 응

당한 책임을 지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자원에의 접근, 환경정

책 및 사업의 수립, 집행 및 결과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실질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위와 같은 환경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환

경 분야에서의 ‘공정한 사회’란 ‘환경보전의 책임과 혜택에 있어서 대우 및 참여의 형평성

(Equity)이 보장되는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1) 미국 연방 환경청의 환경정의에 대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환경정의란 모든 사람들이 인종, 민족,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환경법, 규제, 정책의 개발, 이행 및 집행에서 공정한 대우와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것이다. 공정한 

대우란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집단 등 어떤 집단도 산업, 도시행정, 상업행위나 연방, 주, 지방, 부족 프로그램

과 정책의 집행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환경결과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 있는 참여

란 첫째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예정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적절한 기회를 갖고, 둘째로 공공의 기여가 규제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셋째로 모든 참여자

의 우려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고, 넷째로 의사결정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US EP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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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분야 공정성 구현 정책수단

환경 분야의 공정성은 환경보전과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절차 등에 매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다양한 요인과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분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또한 매우 다양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 분야 공정성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1)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공

정한 규제적 수단과 2) 비용분담과 혜택에 대한 공평한 선호적 수단으로 대별되고 있다(정회

성 외, 2003; 추장민 2009).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공정한 규제적 정책수단은 환경자원의 개발과 이용,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책 도입으로 개인 및 지역 간 공정한 권리

를 보장함으로써 환경 형평성을 보장하는 접근법이다. 또한 환경자원의 개발, 오염물질의 배

출에 대한 응당한 규제정책을 도입하여 환경자원의 소모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

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이용규제조치를 통

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입지제한, 오염배출시설 인허가 및 배출허용기준,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입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환경정보 제공 등이 이러한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비용분담과 혜택에 대한 공평한 정책수단으로 선호되는 것은 환경보전과 환경자원의 이용

에 대한 이익당사자간 환경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평하게 분담하게 함으로써 

환경 형평성을 보장하는 접근법이다. 또한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

정책을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와 지역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물이용 부담금 등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지역

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장 주변주민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기초생활수급

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 이러한 정책수단에 해당된다.

기존의 정책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두 가지 정책수단을 혼용하여 통

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정책수단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환경 분야 공정성 구현 정책수단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공정한 규제적 수단 비용분담과 혜택에 대한 공평한 선호적 수단

정책수단

- 토지이용규제(시설입지제한 등)

- 시설인허가 및 오염물질배출규제

- 주민참여제도 및 환경정보제공

- 환경영향평가

- 직접적인 생산과정과 공정 통제

- 환경책임제도(환경집단소송 등)

- 지역주민환경오염 피해보상 지원

(환경피해책임보험)

- 토지이용규제지역 주민 지원

- 경제적 수단도입 및 분배효과 조정

(조세감면, 보조금 보조 등)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자료 : 정회성 외(2003)를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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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공정성의 주요현안 

환경 분야의 공정성에 관한 논쟁과 쟁점은 크게 환경보전 및 영향과 관련한 책임, 혜택 

및 피해에 관한 분배와 절차의 기준 및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 또는 결정 후 시행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염배출규제, 토지이용제한, 개발 및 시설입지, 환경비

용부담, 환경개선혜택, 환경피해보상 등에 관한 공정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 

분야 공정성 이슈는 여타 환경 이슈와 지역․계층․부문 간 갈등과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 환경책임 공정성의 주요현안

[토지이용규제의 공정성]

우리나라에서 환경 분야 공정성 논쟁과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환경보전

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을 통한 토지이용규제는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의 핵심정책에 해당한

다. 하지만 토지이용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재산권 행사제약과 이로 인한 개발이익과 

환경비용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둘러싸고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나

타나고 환경규제의 불공정 이슈가 제기된다. 즉, 상대적으로 완화된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비규제지역은 개발이 용이하고 환경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개발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상수원 보호지역 등 규제지역은 개발규제와 오염규제로 인하여 환경우수지

역이면서 소위 ‘개발되지 않은’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지역

의 지정 및 운영으로 전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순이익이 증가되지만 토지이용규제지역

에 이러한 사회적 순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음으로써 부처․지역 간 환경갈등과 환경

규제의 불공정 문제가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피해구제제도의 공정성]

첫째,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환경피해 보상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

다. 공정성의 핵심이슈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배상기준에 관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으로 배상이 결정된 1,093개 환경분쟁사건의 당초 배

상신청금액은 약 4,545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결정된 배상액은 약 426억원으로서 배상률은 신

청금액의 1/10에도 못 미치는 약 9.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낮은 배상률로 인하여 환경분

쟁조정법에 따른 재정에 있어 배상수준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배상수준

이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지적되었다2)(<그림 1> 참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중앙환경분

2) 환경피해자들은 배상결정액수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법적 소송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 및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으로 배상결정액수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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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 및 재정위원들의 결정을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환경피해자들은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배상기준을 자신들과 환경피해를 유발한 측간에 공정한 룰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구제대상인 환경피해 당사자들로부터 제도 자체

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분쟁조정 결과 불만족 사유

54.7%

43.4%

13.2%

9.4%
7.5%

3.8%
1.9% 1.9%

배상수준 분쟁조정

대상한정

처리기간 구속력 미약 수수료 부담 공정하지

않아서

이유없이 

기각

손실산출

방법

 

자료: 추장민 외(2006) 재인용, 원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월드리서치), 2006.7

둘째, 환경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한 법원소송에 있어서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처리된 민사 분야별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제1심 법원에서 처리한 

331,891건 가운데 환경피해와 관련한 소송은 9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제2심(고법, 지법

합의부)에서 처리된 사건 총 45,827건 중 환경피해와 관련한 소송은 10건이며 제3심인 대법

원에서 처리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민사소송건수 가운데 환경

피해 관련 건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환경분쟁조정 건수는 1,000건이 넘는 데 비해 소송건수는 매우 적은 이유는 환경피

해에 관련한 법규 및 제도와 관련이 있다. 현재 일반국민들이 환경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소송

을 제기하는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1) 원고 피해자의 소송비용 부담문제와 2) 원고 피해자가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에 있다. 즉,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인 지역 주민

은 과중한 소송비용 및 피해인과관계 입증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보호비용지출의 공정성]

환경보호지출 등 환경책임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는 소득계층 간 소득역진적 효과를 완

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추장민 외(2009)에 따르면, 환경보호

지출(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 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소비

지출 대비 분담비율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3.7배 높은 소득역진성을 나타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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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또한 상품구매 시 간접부담하는 환경보호지출의 소득대비 분담비율에서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4.3배 높은 소득역진성을 보였다.

<그림 2>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환경보호지출 분담비율

자료: 추장민 외(2007, 2009)

나. 환경혜택 공정성의 주요현안

[대기질 개선효과의 공정성]

환경정책의 실시에 따른 환경질 개선의 분배효과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기

분야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관리정

책에 따른 오염농도증감의 지역적 분배효과가 오염물질에 따라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 2). 이와 같이 환경정책의 실시로 나타난 환경질 변화의 지역적 분배효과의 차이는 

바로 환경혜택의 공간적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CO NO2 O3 PM10 SO2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증가 3 3.9 24 31.2 77 100.0 12 15.6 63 81.8

유지 1 1.3 8 10.4 0 0.0 2 2.6 2 2.6

감소 73 94.8 45 58.4 0 0.0 63 81.8 12 15.6

합계 77 100.0 77 100.0 77 100.0 77 100 77 100

<표 2> 수도권 읍면동 대기오염물질별 2003년 대비 2007년 오염농도증감 추이

자료 : 추장민 외(2009)

주 :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기준으로 지자체 개소를 산정하였음.

3) 안산, 시흥, 성남 및 부천시의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환경보호지출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실제 조사된 것 중에서 분석 가능한 가구 수는 전체 2,139가구였으나, 조사시점별(2008년, 2009년) 

환경보호지출액을 대상으로 이상치 기준(outlier criteria)으로 상한(Q3+1.5*IQR)과 하한(Q1-1.5*IQR)을 적용하

고 이상치를 제거하여 2,105개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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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공급의 공정성]

수도권지역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군포시의 도시공원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일

상권공원의 개수와 면적에서 신도시지역이 구도시지역보다 각각 약 2.2배, 3.5배 이상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과 4). 신도시 개발정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으로 대

표되는 환경재의 신․구도시 간 지역적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수도

권 대기개선정책 분배효과의 지역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원의 공공재 공급이라는 환경

혜택에서 공간적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신/구도시 1인당 공원개수 비교 <그림 4> 신/구도시 1인당 일상권 공원 면적

자료: 추장민 외(2009)

[음용수서비스의 공정성]

이러한 환경정책에 따른 환경혜택의 지역적 분배효과의 차이는 대기질과 도시공원에 머물

지 않는다. 음용수와 같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재의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역적 차이

가 극명하다. 특히 농어촌,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8.5%, 하수도 보급률은 64.0%로, 전

국 평균인 95.3%, 91.0%에 크게 미달하여 환경서비스 인프라에 있어서 도시지역과의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2009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83개 도시지역 평균 수도요금은 697.6원/㎥인 데 비해 81개 군 지역 

수도요금은 719.0원/㎥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 주민보다 수돗물에 대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음용수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음용수서비스 혜택의 또 다른 지역적 분배효과의 차이는 음용수 수질의 지역간 차이에서

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국립환경과학원이 2008년 전국 7대 대도시 수돗물 조사결과, 수돗물

에 포함된 대표적인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Triholomethane)의 농도에 있어서 대구

시는 인천시의 2.3㎍/ℓ의 약 26배 높은 61.5㎍/ℓ, 부산시는 12배 28.3㎍/ℓ가 검출되었다

(조선일보, 2008.10.08A13). 국민의 생존에 필수요소인 음용수 서비스 혜택에 있어서 음용수 

수질이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음용수의 접근성, 가격 및 수질 등 다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6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양한 측면에서 음용수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다. 환경피해 공정성의 주요현안

[환경위해시설 공간분포의 공정성]

먼저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공장, 산업시설 등 환경위해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분야의 공정성 문제는 주로 시설입지의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참여와 보상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문제는 입지선

정의 불투명성과 형식적인 참여절차 등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먼저 수도권 내 환경위해시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의 서쪽 즉, 경기도 안산, 인천 남동구, 서구 지역 등 산업단지가 

입지한 곳을 중심으로 환경위해시설이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 

이러한 환경위해시설의 공간적 편중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환경위해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태에서 생활하

고 있다.

<그림 5> 수도권 환경위해시설 공간분포(2007년 기준)<그림 6> 부천시 환경위해시설 공간분포(2007년 기준)

자료: 추장민 외(2007, 2009)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저소득계층의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구시가지 지역에 

영세공장 등 환경위해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부천시의 예를 들면 신흥동, 도강동 및 춘

의동 지역이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6). 그런데 이들 지역은 부천시의 다른 지역

에 비해 저소득계층이 주거조건이 열악한 다세대주택 등에 상대적으로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환경위해시설 문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과 여타 계층 및 

지역 간의 환경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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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

환경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방적 관리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개

발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가 존재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위주로 진

행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생존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제도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미흡한 실정이다5). 이러한 제도적 여건에서 도시재개발사업 등 개

발 계획과 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발생,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기반과 사회경제적 기반상실 

등 사회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표 3>과 같이 도시개발 정비 후 주택규모와 주택가격이 모두 상승하여 저소득 

세입자는 사실상 재건축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보상은 

물적 자산 위주의 보상이기 때문에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은 더욱 미비하여 심

각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표 3> 서울시 도시재정비 전후 주택수준 비교

자료 : 조공장 (2011), 원자료 변창흠(2011)

[환경오염피해의 소득계층간 공정성]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간 격차도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

다. 추장민 외(2008)의 조사에 따르면 안산, 시흥, 성남시의 49개 가구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한 결과, 월평균 지출 150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실내미세먼지(PM10) 평균농도의 경우 

52.5㎍/㎥으로 150만원 이상 대조군가구의 39.0㎍/㎥보다 34.6%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표 4). 즉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거주주택의 유형, 거주층 및 주택의 주변환경 

등 미시적 요인과 결합하여 대기오염의 노출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정의 정책의 핵심내용이 바로 환경위해시설 입지의 부정의를 해소하는 것이다.

5) 물론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사회․경제 항목이 도입되었으나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분야의 영향

평가가 환경부의 고유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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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의 실내미세먼지(PM10) 농도

(단위: ㎍/㎥)

구분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월평균 지출
150만원 미만 22 52.5 21.0 52.4

150만원 이상 27 39.0 19.8 33.9

자료 : 추장민 외(2008)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오염농도에서도 건강

피해의 상대적 위험도가 더 높았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각각 10㎍

/㎥, 10ppb 증가 시, 저소득계층 15세 미만 아동의 천식입원 상대위험도가 2.25배, 2.5배 높

게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PM10 10㎍/㎥, O3 10ppb 증가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천식 관련 입원의 

상대위험도

오염물질 사회경제적 구분 상대위험도 95% 신뢰구간 지연효과

PM10

저소득군 1.018 1.008~1.028 lag1

대조군 1.008 1.003~1.013 lag1

O3

저소득군 1.045 1.008~1.083 lag0

대조군 1.018 1.003~1.032 lag1

자료 : 추장민 외(2009)

주 : 저소득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에서 16등급 이하에 속한 납부자를 저소득층으로 설정

하여 저소득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7등급부터 100등급에 속한 납부자를 대조군으로 분류함

즉, 거주층, 주택유형, 가구주 여건,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

로 높은 오염농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출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과 피해

의 분배효과의 차이는 소득계층 간 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피해구제제도, 환경보호비용지출, 환경개선효과, 도시공원 

및 음용수서비스 등 환경자원 공급, 환경위해시설 공간분포,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피해 등 

8개 분야에서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이러한 공정성의 주요현안을 권리/절차의 측면과 분배/구조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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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경 분야 공정성의 주요현안

구분 권리/절차 분배/구조

환경

책임

- 토지이용규제지역 선정절차 불투명

- 환경피해구제제도 미비

- 환경지출 소득역진효과 정책검토 미흡 

- 적정한 환경피해보상기준 미흡

- 환경규제 지역적 격차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 소득역진적인 환경보호지출 현상 상존

환경

혜택

- 환경개선정책 관련당사자 참여제도 미비

- 공공재 공급서비스 정책과정 불투명성

- 환경개선/환경서비스 지역․계층 격차

- 취약계층 밀집지역 공공재 투자 미흡

환경

피해

- 배출시설/개발사업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성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미약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환경정책 참여 미흡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피해구제 대책 미흡 

- 사회영향에 대한 평가 및 대책 미흡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환경오염 건강피해

Ⅲ. 환경 분야 공정한 사회 구현 정책방향

1. 환경 분야 공정한 사회 구현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환경 분야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비전을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선진국가 구현”

으로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환경책임성 강화, 환경형평성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추진전

략으로써 환경형평성 보장 절차 및 분배제도 개선, 환경책임성 강화 법적․제도적 개선, 사

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정책 강화, 지역간 환경격차 해소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9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림 7>은 환경분야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비전, 3대 목표, 4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나타낸 것이다.

각 추진전략별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형평성 보장을 위한 절차 및 분배 제도의 개선’ 전략에서는 환경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도입, 각종 환경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 사회영향평가 시스템 도입의 3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과지표로서 이들 법규와 제도의 도입 및 시범사업의 실시 

여부로 설정하였다.

②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전략의 실천과제로서 환경분쟁사건의 배

상기준 상향조정, 환경책임법제 도입의 2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과지표로서 앞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법규와 제도의 도입 및 시범사업의 실시여부로 설정하였다.  

③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의 강화’ 전략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역 환경개선과 거주주택 환경개선의 2개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과지표로

서 이들 사업의 실시여부 및 사업개수로 설정하였다.  

④ ‘지역간 환경격차 해소’ 전략의 실천과제로서 지역간 환경격차 완화, ‘환경취약지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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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소득 창출의 2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성과지표로서 지역간 환경격차 완화 정도와 환경

개선투자의 증감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7> 환경 분야 공정한 사회 구현 정책방향 체계

비전․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선진국가 구현

환경책임성 강화, 환경형평성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전략
환경형평성 보장 

절차․분배제도 개선

환경책임성 강화

법적․제도적 개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정책 강화

지역간 환경격차 

해소 

추진전략 실천과제 성과지표

환경형평성 보장 

절차․분배제도 

개선

1-1. 환경형평성 보장 관련법규 도입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규정/기준 도입 여부

1-2. 환경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 환경보호구역 제도개선 여부

1-3. 사회영향평가 시스템 도입 사회영향평가 시스템 시행 여부

환경책임성 강화 

법적․제도적 

개선

1-1. 환경분쟁사건 배상기준 상향조정 
환경분쟁조정법령 개정 및 

배상기준표 개정 여부

1-2. 환경책임법제 도입
환경책임법제 규정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 여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정책 강화

3-1.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 환경 개선
환경취약계층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

3-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거주주택 환경개선
실내환경 및 시설 개선사 업 

대상가구수 증감

지역간 환경격차 

해소 

4-1. 지역간 환경 격차 완화
지역간 환경상태 및 환경서비스 

격차 완화 정도

4-2. ‘환경취약지역’ 고용 및 소득 창출 환경개선투자 증감 여부

이러한 실천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우선, 단기 실

천계획으로는 환경 분야 불공정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제도 

및 사업을 활용한 공정성 강화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 개선 없이

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지원을 통한 개인 및 지역 간 환경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기 실천계획으로는 책임성 강화, 공정한 참여, 책임과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 가능성 및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 실천계획으로는 환경규제의 형평성, 환경책임법제 등 기존의 주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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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책 및 산업 등 여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환경 분야의 공정한 사회 구현 실천과제  

가. 환경형평성 법규 도입

1) 주요 내용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환경형평성 원칙이 관철되려면 환경정책을 규율하는 법

규의 도입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화의 방안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관련 법규에 모든 국민의 환경형평성을 보장하는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 관련법규에 신설규정을 도입하

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환경영향평가, 입지 및 토지 이용행위 관련 법규 등에 형평성 평가규

정, 공정한 참여보장 절차규정 도입 및 관련지침 마련, 둘째, 환경보건법, 환경분쟁조정법, 

도시공원 관련법규 등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규정 도입 및 관련지침 마련,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건강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영향평가 항

목 도입 및 관련지침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2) 기대 효과

환경형평성 법규 도입으로 첫째,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하나의 

원칙으로서 형평성지표가 규정됨으로써 환경 분야의 책임, 혜택, 피해를 둘러싼 형평성이 제

고되고, 둘째, 계층 및 지역 간 환경격차 해소 및 환경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적근거 및 기준을 

제공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환경정책 전반을 규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규도입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부문, 지역, 계층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본 실천과제는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환경보호지역 관리제도의 개선

1) 주요 내용

환경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환경보호지역의 지정 및 운영으로 얻은 전사회적 

이익의 합리적 분배를 통해 환경보호지역에 대한 보상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 간 환경규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보호지역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보상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주도의 기존 환경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제도 방식에서 환경보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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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자발적․자율적 관리제도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지역 관리제도의 개선 정책이 무원칙한 규제완화 혹은 규제완화 일변도로 나가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보호지역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얻은 전 사회적 이익은 안

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으로 규제가 필요한 경우 신규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관리제도의 개선에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

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규제를 통한 사회적 이익을 활용하여 규제로 인하여 불이

익을 받은 지역에 적절히 보상하고, 자발적, 자율적 관리를 통하여 규제의 합리성과 효과성

을 제고하여 규제의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환경호보지역의 관리제도에서 전반적인 보상제도의 강화와 함께 보상을 통해 얻는 혜택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보상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천, 대구, 부산 등 대도시는 깨끗하고 안전

한 음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4대강의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음용수 서비스의 혜택에서 살펴봤듯이 음용수의 수질에 큰 차이

가 존재한다. 비용은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혜택에 있어서는 불공평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수

원보호구역의 관리제도는 음용수 서비스 정책과 연계하여 보상에 따른 혜택이 공정하게 분

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기대효과

환경보호지역 관리제도의 개선에 따라 첫째, 보호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보상으

로 환경보호지역 규제정책에 따른 책임과 혜택에서 분배효과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환경보

호지역과 비보호지역의 환경규제의 불공정성이 완화되며, 셋째, 환경보호지역 주민의 자발

적․자율적 관리로 지역․주민 간 환경갈등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사회영향평가 시스템의 도입

1) 주요 내용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개발계획 수립 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산, 이주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사회영향평가는 환경평가와 다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평가 절차

에 내용적으로 사회영향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즉 환경영향평가의 스코핑 기능

을 강화하여 지역 및 사업특성에 따라 쟁점요소를 도출하고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사회영향

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영향평가 시스템 도입을 위하

여 일차적으로 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Session 8-2 : 환경분야 공정한 사회 구 을 한 정책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21

2) 기대 효과

사회영향평가 시스템의 도입으로 첫째, 사업자, 환경평가대행자, 협의기관이 주민참여 등 

사회영향평가를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개발사업 구상시에 합리적인 

보상방법과 예산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예방에 기여하며, 셋째,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

향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사회영향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라. 환경분쟁사건 배상기준 상향조정

1) 주요 내용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환경피해자의 가장 큰 불만족 사유이자 취약부분인 배상률

의 상향조정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쟁사건 배상수준

의 상향조정을 통한 현실화를 위하여 먼저 환경분쟁 재정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

요하다. 다음으로 피해원인별 배상액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배상액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2) 기대효과

환경분쟁사건 배상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첫째, 사회적 약자의 환경피해에 따른 구제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둘째, 배상액 수준에 대한 불만해소로 불필요한 법원소송을 예방할 

수 있으며, 셋째, 오염원인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구현하고 사업자는 환경오염 저감사업을 

수행하도록 유인하여 사전예방적 기능을 발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상기준의 상향 조정이라는 최소한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환경분쟁제도를 둘러싼 불공정성

과 신뢰성 시비를 해소함으로써 환경책임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천과제는 기존의 배상액 산정기준표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법률개정과 같은 제도도입에 비

해 단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 환경책임법제 도입

1) 주요 내용

환경책임법제는 환경책임조항의 신설과 환경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도

입방안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책임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 마련 또는 개별 환경법

에 환경책임조항 신설 등의 방법으로 무과실 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및 엄격한 배상책임액 

산정 등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이 여타 환경관련 개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고, 법 개정의 시간과 행정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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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는 차원에서 전자의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환경책임법제

의 도입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환경보험제도도 함께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책임법제를 실제 적용하여 산정된 보상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일으킨 기업 또는 개발자의 부담을 경감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기대효과

환경책임법제의 도입으로 환경책임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효과는 첫

째, 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의 환경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수단 확보, 둘째, 기업의 환경오염

을 저감하는 유인수단으로 활용, 셋째, 위험평가를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넷째, 

오염원인자 책임의 구현 등이다. 환경책임법제의 도입은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이해당사자간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회적 논의 및 제도의 도입 과정에는 국토부, 지경부 등 관련 부

처와 산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 환경개선

1) 주요 내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환경오염농도가 높으며 노후주거시설이 밀집한 지

역의 학교 또는 주택단지를 ‘(가칭)환경취약계층보호구역’으로 선정하고 해당지역의 생활환

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의 소규모 구역을 보호구역으

로 조성하여 환경관리 가이드를 제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시행하는 방안이다. 즉, 주택가 및 주택환기구에서 차량의 장시간 공회전 금지, 환경위해

시설입지 제한 등 규정을 담은 환경관리 가이드를 제정하고, 해당구역 주민이 이용하는 완충

녹지대 등 완충시설, 미니공원(Pocket park) 등 환경친화적 시설을 설치하고 공간을 조성하

는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리고 보호구역, 환경친화적 시설 및 공간은 해당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관리조직을 조직하고 주민복지관 등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광역시 및 주요 산업단지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우

선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다.

2) 기대 효과

‘환경취약계층보호구역’의 선정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첫째, 소규모 마을 

단위의 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밀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둘째, 환경 형평성의 구현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주

민에게 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참여와 접근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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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셋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권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주거주택 환경개선

1) 주요 내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지역차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주

택의 열악한 실내환경질로 인하여 건강악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반) 주택, 다세대 노

후주택 등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거주주택의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

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보건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우선적으로 최소주거

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선정하여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수행방식에 있어서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난

방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문제를 개선하는 통합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이들 사회경제

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실내오염농도 감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시행을 실

시하여 시설지원이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사업은 원주시 주택개선사업(WAP) 사업단이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선사업 및 

의료복지사업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위 사업단은 원주시 에너지 빈곤층

에 대해 난방시스템 교체 및 단열․창호시공 등 주거개선사업과 보건방문서비스와 같은 의

료서비스 사업을 병행하여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8> 원주시 주택개선사업단 사업추진체계

2) 기대 효과

위와 같이 통합사업 형태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거주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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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선, 에너지효율제고, 건강개선의 3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

한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다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사회-경제-건강 부문에서 다중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아. 지역 간 환경서비스 및 환경질 격차 해소

1) 주요 내용

환경서비스 접근성, 환경자산, 환경질, 오염배출원 및 환경 관련 예산 등의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간 환경서비스 및 

환경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한 상수도 분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촌 및 낙후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주요지역의 

지역별 환경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간 환경격차를 

분석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격차 분석에는 지역의 환경질(수질, 소음, 

악취, 대기오염, 녹지자연도 등) 측정 및 비교, 지역의 상하수 시설,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제

한지역 현황, 환경예산 현황(1인당 환경예산 및 환경예산 자립도) 등이 포함된다. 지역 환경

자산, 오염배출 및 관련 예산 등을 비교분석하여 지역 간 환경격차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실시한다면 지역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간 환경격차를 해소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 기대 효과

지역 간 환경격차 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지역 간 환경 서비스와 환경질의 격차 해소 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 오염조절, 개발제한, 환경예산 등에 있어서 지역 간 형평성의 확

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 '환경취약지역' 고용 및 소득 창출

1) 주요 내용

환경취약지역의 고용 및 소득창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하며 환경취약지역

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의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한다. 이를 바탕

으로 환경취약지역의 환경개선,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사업과 기업의 

사회적 투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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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환경취약지역의 환경개선 투자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환경개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Ⅳ. 맺음말

본 글에서는 환경 및 환경정책의 특성과 내용을 토대로 환경 분야 공정성의 개념을 정의하

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환경 분야 공정성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환경책임, 환경혜택 및 환경피해의 영역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토지이용규제 등 8개 분야에서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 분야의 공정한 사회 구현

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비전, 3대 목표, 4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환경갈등과 분쟁은 바로 관

련 정책, 제도 및 사업의 공정성 문제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환경 분야에서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

경갈등을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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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미디어분야 정책방향

방석호 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공정성 원칙의 검토

1. 방송․통신의 전통적 규제 모델에 투여된 공정성

미디어(media)는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습득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을 가리키는 용

어이다. 미디어의 종류는 대단히 다양하고 이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

만, 정책적 견지에서 본다면 인쇄 미디어, 방송 미디어, 통신 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미디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쇄 미디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신문이 있고, 방송 미디어 중 대표

적인 것으로 텔레비전이 있으며, 통신 미디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화가 있다. 신문, 텔레비

전, 전화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상

이한 정치사상 혹은 정부의 규제 철학을 파생시켰다는 점에서 상호 구별되는 독특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취급되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미디어인 신문은 서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사상을 형성·발전시킨 촉매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반영되어 ’사상

의 자유 시장‘에 비견될 수 있는 신문 미디어 영역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는 자유주의 언론관이 계승되어 왔다. 

한편, 신문으로 대표되는 인쇄 미디어와 비교해 볼 때, 방송 미디어와 통신 미디어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어 왔으나, 각각에 대하여 적용된 규제의 구체

적 논거와 적용 내용은 상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방송 미디어와 통신 미디어는 전자 커뮤니

케이션(electronic communication) 미디어에 속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긴 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방송과 통신은 별개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규제의 필요

성 및 목적 또한 다르게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방송 서비스는 특정 송신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일대다(一對多, one to many)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반면 통신 서비스는 사업자가 ‘중개

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입자들 간의 일대일(一對一, one to one)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방송 영역에서는 TV 콘텐츠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예컨대 TV 영상물의 폭력성․선정성 억제, 특정한 정치적․사회문화적 견해가 ‘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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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 차단), 통신 영역에서는 통신 내용의 비밀 유지, 서비스 요금의 

적정성 등이 정책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초기에는 각각의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전송 수단이 ‘지상파 

방송’과 ‘유선 음성 전화’로 제약되어 있었으므로,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는 이러한 단일한 서

비스 유형을 상정하여 각각의 규제 모델이 형성되었다. 방송 영역에서는 ‘주파수 자원의 희

소성’을 이론적 논거로 하여 방송 사업 허가제가 도입되었고, 통신 영역에서는 대규모의 네

트워크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통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애초의 방송 규제 모델 및 통신 규제모델은 단일 사업자나 사업 

허가를 받은 소수의 사업자들에 의한 시장 지배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과점

적 지위의 부여에 대한 반대 급부로, 사업 허가를 받은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공익성’과 

관련된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의 상이한 성격

에 입각하여 달리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diversity) 및 품위(decency) 유지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모든 국민

에게 차별 없이 적정 요금에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방송 및 통신 규제 모델에서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강력히 통

제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공익적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익성 패러다임’이 지배

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성의 관념은 사업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

이나 사업자들 간 ‘공정 경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차원에서 규제 모델에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전통적 방송규제 모델에서 이론적 논거로 흔히 인용되어 온 ‘주파수 수탁(trusteeship) 이

론’은 공익성 패러다임 속에 공정성의 관념이 투영된 사례를 보여준다. 이 이론의 골자는 주

파수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방송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와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자산인 주파

수 자원의 수탁인으로서 공동체의 다양한 관심사와 견해를 반영하여 균형있게 제공할 의무

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의 ‘내적 다양성’(inner diversity)과 균형

성(balancing)의 규범이 부각되었다.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의무 중 ‘다양한 주

제의 프로그램 편성’이나 ‘다양한 견해의 균등한 보도’와 관련된 조항(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이 이러한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 통신 규제 모델에서 중시되어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

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동등한 조건에

서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반영된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

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로 정의되며(제2조10목), 대표적으로 유선 음성전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구 밀집지역(대도시)의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경우와 인구 희소지역(격오지)의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비용 대비 수익에

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나 동등하고 저렴한 요금

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공정성의 기준에 부합할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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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통신서비스가 비경합적인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지닌다는 이론적 뒷받침에 

의하여 공정성의 관념이 적용된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2.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공정성 원칙의 정립 필요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방송․통신 규제 모델은 TV방송 및 통신의 기술적 전송수단

이 지상파 방송 및 고정형 음성전화에 한정되어 있던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방송의 내적 

다양성과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를 중요한 공익적 가치로 추구하였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

이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되는 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디지털 기술의 발전, 네트워크의 고도화 등에 힘입어 방송 및 

통신 영역에서 신규 서비스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융합(media convergence)이 진행되면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차원에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 구도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중 주요한 것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 미디어의 등장과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라 방송 서비스 시장과 통신 서비스 시장 

모두 그 외연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각 시장 내부에서 사업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 환경

이 조성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방송 영역에서는 다매체화가 진행되어 케이블 방송(1995

년), 위성 방송(2002), IPTV 실시간방송(2009)이 잇달아 등장하여 유료방송 플랫폼 간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지상파/위성 DMB(2005)가 도입되어 휴대폰 단말을 지원하는 이동형 방송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통신 영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어 2세

대, 3세대 통신망 기반의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유선망 기반의 ‘PC 통신’ 서비스가 1990년

대 후반부터 인터넷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통신 서비스의 범위가 유․무선 기반으로 아날로

그 음성 통화와 디지털 데이터 통신을 포괄하게 되었다.

둘째,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 융합(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이 진

행되면서 상이한 유형의 네트워크(특히 케이블망과 전화망)에서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

능해졌으며, 이 결과 유료방송 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상호 영역에 진출함으로써 방송과 통

신의 경계를 초월하여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케이블 망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고, 2008년 말부터 통신사업자들이 IPTV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상용화함으로써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통신사업자들이 서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통신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인터넷, 인터

넷 전화)과 방송 서비스(다채널 유료방송)가 포함된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치열하게 경쟁

하게 되었다. 아울러, IPTV의 사례처럼 인터넷망 기반의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이 서비

스를 현재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 분류체계 중 어디에 귀속시켜야 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실제로, IPTV 실시간 방송 서비스의 경우 법제화 방식을 둘러

싼 논란이 지속되다가 2007년말 특별법 형태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 

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도입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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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융·복합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인쇄미디어(일간

신문), 방송미디어(TV), 통신미디어(데이터 통신)의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0과 1의 조합)로 

통일되어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프라인(offline) 미디어의 

이용이 감소하고 온라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콘텐츠의 이용행태 변화에서 두드러지는데, 전통적인 여론

형성 미디어로 간주되어 온 종이신문과 지상파 TV 뉴스의 이용이 감소하고 대신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일간신문의 구독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가구 구독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반면(한국 언론진흥재단, �

2010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다양한 출처의 뉴스 콘텐츠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웹 포털

(web portals)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뉴스콘텐츠 이용행태의 변화는 '뉴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넷째, 뉴 미디어의 등장, 인터넷 기반 콘텐츠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 기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송․통

신 분야의 서비스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는 방송 서비스·통신 서비스 시장 각각이 단일 

품목의 공공재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겨냥하여 세분화된 서비스 상품들이 경

합하는 시장으로 변모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환경의 변화는 수용자들의 다

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소득이 낮거나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이

른바 '디지털 취약 계층'이 신규 서비스의 수혜 대상에서 계속적으로 배제됨으로써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나 ‘정보 격차’(information gap)가 사회적으로 심화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서술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시장 전반에 '경쟁'의 

조건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송 규제 모델과 통신 규제 모델은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공익성 패러다임

이 지배한 초기의 방송규제 모델 및 통신규제 모델은 부문별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단일 혹은 소수 사업자의 공익적 의무를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출 뿐, 방송․통신 서비스 시

장 내에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개발되어 복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에 적용되어

야 할 규제 사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다양화, 방송통신 융합, 디지털화 등에 의하여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미디어 정책에서 경쟁 정책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공

정성의 기준, 예컨대 잠재적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부여나 공정한 경쟁 여건의 조

성과 관련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공익성에 기초한 전통적 규제 

정책(예컨대 방송에서의 콘텐츠 다양성,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익성에 기초한 전통적 규제 철

학과 경쟁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규제원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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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사업분류체계 개선

1.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의 추진

방송과 통신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전통적으

로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되어 상이한 법에 의해 사업 분류체계가 적용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어 왔다. 즉 방송사업은 방송법에 의하여, 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각각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규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규제체

계가 가능하였던 데에는,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적인 네트워크 설비에 

의하여 제공되었고 특히 방송사업의 경우 네트워크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기능까지 겸한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방송․통신의 개별적 규제체계

는 네트워크 유형의 구분(방송망 v. 통신망)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특히 방송 규제는 네트워

크-플랫폼-콘텐츠 기능이 ‘수직적 결합’을 전제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직적 규제체계’

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방송의 다매체화가 진행되면서 방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예컨대 케

이블 방송의 도입을 계기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사업범주 구

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의 사업범주가 추가되

었다. 대체로 보아, 새로운 방송사업의 범주 추가는 1)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면 우선 해당 서

비스에 이용되는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삼아 방송 서비스인지 통신 서비스인지를 결정하고, 

2)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네트워크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삼아 방송사업의 범주를 결정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DMB의 경우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지상파 DMB 사업과 

위성 DMB 사업으로 분류되어 각각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적어도 아날로그 전송기술의 환경에서는 방송과 통신에 따로 적용되는 사업 분류체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 융합 환경이 도래

하면서 인터넷 전화(VoIP), IPTV 등 방송․통신으로 이원화된 수직적 사업 분류체계에 쉽게 

수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IPTV 실시간 방송의 경우, 통신사업자

들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TV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유형에 근거

하여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관행에 따라 사업범주를 정하기가 곤란하여 서비스의 성격

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결국 IPTV 사업만을 따로 분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

서야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IPTV 서비스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네트워크 구분에 기초한 이원화된 수직적 규제체계

는 인터넷망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의 성격을 규정할 때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아날로그 전송 환경에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된 네트워크 및 이와 결합된 플랫폼에서 제

공되었기 때문에 상이한 규제체계의 적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송 환경에

서는 하나의 네트워크 혹은 플랫폼에서 방송 콘텐츠와 통신 콘텐츠의 제공이 모두 가능해짐

에 따라,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을 구분하는 방식은 점차 유용성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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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 구분에 기초한 수직적 사업 분류방식 및 규제체계는 융합 환경이 도래하

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이 서

비스에 법적 지위를 분류하고 적용이 가능한 규제를 선별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신규 서비

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어느 법령(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 법)의 사업 분류체계 속

에 편입시킬지 결정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며, 법령 개정을 위하여 높은 입법·행정 

비용이 수반되므로 규제체계로서 비효율성을 지니게 된다. 셋째,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

다 일관된 원칙 없이 그때의 필요에 따라(ad-hoc) 해당 서비스의 법적 지위 및 규제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칫 유사한 서비스들 간에 비대칭 규제를 초래하여 규제의 일관성이 결여

되기 쉽고, 규제의 공백 혹은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경쟁 구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의 기준에서 보아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겠다. 

참고로, 2000년대 들어와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이 방송·통신 부문별 규제에 초점을 맞

추었던 종전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대신하여 서비스 기능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채택한 점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의 수평적 규제체계는 기존의 방송·통

신 사업을 크게 '전송' 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양분한 다음, 전송 계층은 다시 '전자 커뮤니

케이션 네트워크'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구분하고 콘텐츠 계층은 '정보사회 서비

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Audiovisual Media Services)로 

구분하여 각 계층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참고로, 시청각 미디어 서

비스는 최종적으로 리니어(linear) 콘텐츠 서비스와 넌리니어(non-linear) 콘텐츠 서비스로 

분류되는데, 이 중 리니어 서비스가 정기적 일정에 따라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를 가리킨다

는 점에서 국내의 '실시간 방송'과 비교적 유사하다고 하겠다.

<표 Ⅲ-1> 유럽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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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러한 계층별 분류방식에 따라 각 계층별로 적용

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EU 회원국들이 이러한 규제체계 및 규제지침에 따라 방송·통신 

법령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송 계층(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전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가 2002년 발표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5개 

부속 지침이 적용되며, 콘텐츠 계층 중 정보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지침'이, 시

청각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청각 미디어 지침'의 규제원칙이 적용된다. 

유럽의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계층별 구분은 기술적으로 어떠한 전송 수단(네트워크)을 사

용하는지와 상관없이 서비스의 유사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수평적 규제의 핵심 취지는 전

송 계층에 속한 사업과 콘텐츠 계층에 속한 사업 각각에 대하여 규제 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체로 보아, 전송 계층에 대해서는 사업

자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중심이 되고, 콘텐츠 계층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다양성 증

진 및 유해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통제를 위한 규제가 중심이 된다. 전송 계층의 규제가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경쟁의 결과로 소비자 이익이 증진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위원회는 전송 계층의 규제에서

는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의 필요성을 중시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IPTV 법의 제정 과정에서 방송·통신 사업에 대하여 계층별 사업분류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류방식을 놓고 구 정보통신부의 2분류안

(전송-콘텐츠)과 구 방송위원회의 3분류안(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이 제시된 바 있었다. 또

한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맞아 통합 규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 구 정보통신부와 

구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법령

의 통합은 상이한 규제철학의 조화와 세부 쟁점의 해소에 상당한 지적인 노력과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되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사 서비스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

되는 사업 분야에서부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방송법령, IPTV 법령의 

개선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으로 묶을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제공사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스

마트 폰, 스마트 TV 등 '스마트 기기'의 등장에 대응하여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에 

대하여 현행 방송·통신 법령 속에서 어떠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 

수위를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2. 유료방송 플랫폼 간 규제 형평성의 제고

현재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IPTV 실시간 방송, 그리고 공중 인터넷망 기반의 웹 TV 

포털(2010년 시작된 "TVing" 등)은 서비스의 성격(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제공, 유료 서비스)

에서 볼 때 유사성이 있으나, 각각 다른 법률의 사업 분류체계에 편입되어 상이한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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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방송사업'

으로 분류되며, 전용망 기반의 IPTV 실시간 방송은 IPTV법의 적용을 받아 'IPTV 제공사업'

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중 인터넷망 기반의 웹 TV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으로 분류된다. 

<표 Ⅲ-2> 다채널 유료 TV 서비스의 유형

구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웹 TV 포털

전송망
아날로그, 디지털 

케이블망
디지털 위성방송망

프리미엄 유선 

인터넷망
유선 공중인터넷망

전송기술

RF방식, IP주소 없는 

패킷 전송방식

(단방향․양방향)

IP주소 없는 패킷 

전송방식 (양방향)
IP방식(양방향) IP방식(양방향)

콘텐츠

실시간방송,

VOD․통신형

콘텐츠

실시간방송, 

VOD․통신형 

콘텐츠

실시간방송, 

VOD․통신형 

콘텐츠

실시간방송(품질 

비보장), 

VOD․통신형 콘텐츠

단말기 TV TV TV 등 PC 등

QoS 보장여부 보장 보장 보장 미보장

사업 유형

(적용법률)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법)

위성방송사업

(방송법)

IPTV 제공사업

(IPTV법)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진입규제 허가 허가 허가 신고

이 중에서 웹 TV 포털은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통신사업’으로 분류되고 특별한 진입규제 

절차가 없어(신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할 경우는 신고 면제), 법적 지위에서 다른 유사 서

비스와 가장 큰 차이가 존재한다. 웹 TV 포털 서비스는 전용망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통신

망’으로 분류되는 공중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며, ‘방송 프로그램의 실시간 전송’이 불

안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아직 신생서비스에 해당하는 웹 TV 포털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 그리고 IPTV법의 적용을 받는 IPTV 제공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나, 각각에 대하여 다른 규제 기준이 적용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점유율 제한, 채널의 구성과 운용 등에서 이들 유료방송 플랫폼 

간에 비대칭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선, 방송법에서는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8조제7항), 이에 따라 방송구역별로 사업 허가제가 운영

되는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에서 특정 SO(특수 관계에 있는 SO 포함)의 가입

가구 수가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제4

항의 3목). 한편,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성방송사업자들 간의 지분 투자

나 겸영을 규제할 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 

IPTV 법에서는 특정 IPTV 제공사업자(특수관계에 있는 IPTV 제공사업자 포함)의 시장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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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전체 유료방송시장(SO, 위성방송, IPTV 실시간방송)의 방송구역별 가입가구를 기준으

로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IPTV 법 제13조). 요컨대, 유료방송 플랫폼 각각

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방송채널의 구성과 운용과 관련하여,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편성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규정도 상이하다. SO는 지역채널의 운용 의무가 있으며,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는 일정 수의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법은 지역채널에 대하여 편

성 가능한 콘텐츠의 범위(지역 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 등)를 규정하고 있으

며(제70조제4항, 제7항), 직접사용채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운용 가능한 당해 채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제70조제2항), 이 조항이 역으로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근거가 되고 있다. 반

면, IPTV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의 운용이 금지되어 있다(IPTV법 제21조제1항). 

부연하자면, 이러한 특수 채널의 편성에 관한 규제는 방송법의 편성 조항(제69조)이 아니

라 채널의 구성과 운용 조항(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의 

편성은 종합편성 채널 또는 전문편성 채널과는 달리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취급되지 않으

며, 단지 방송법 시행령에서 해당 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직접사용채널의 경우,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플랫폼별로 운용 가능한 채널의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해당 채널의 편성을 규제

할 수 있는 방송법상 근거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제공사업에 대해 ‘다채널 유료방

송 플랫폼’ 개념을 적용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유형별로 상이한 현행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기준으로 경쟁 원리에 부합하게끔 통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

채널․직접사용채널에 대한 편성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해 채널의 운용을 PP 사

업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의 지역 허가권, 지역 채널 

운용 의무의 폐지․변경은 방송 규제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향

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스마트 TV 등에 대한 적정한 법적 지위 부여

스마트 TV는 TV 수상기에 웹 구동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멀티미디어 기기로써, 이용자

들은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은 물론, 인터넷 접속을 통한 웹 콘텐츠 검색 및 각종 애플리

케이션(application)의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자들, 예컨대 모바일 

OS 기반 사업자(Apple, Google), TV 제조사(삼성, 소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Yahoo, Boxee) 등이 TV 수상기 내장방식 혹은 셋탑박스 방식의 스마트 TV를 출시하였다.

스마트 TV 서비스 모델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앱 스토어 

관리), 콘텐츠 사업자(애플리케이션 공급)가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즉 네트워크 사업자

(공중 인터넷망)는 데이터의 전송 기능만 담당하며, 플랫폼 사업자(범용 OS 기반의 앱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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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다양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거래 장터(marketplace)를 관리하고, 콘텐츠 사업자(애플

리케이션) 중 일부가 TV 동영상 서비스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스마트 TV 서비스

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앱 스토어 운영 사업자, 애플리케이션 공급 사업자)을 방송법 또는 전

기통신사업법에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서비스의 활성화 및 적정 규제의 근거를 마련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 TV 서비스의 법제화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TV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아직 형성 초기 단계이고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만이 TV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서비스 활성화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업 분류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앱 스토어 관리자 및 애플리케

이션 공급자에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신고의 대상도 가급

적 축소하여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스마트 TV가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방송 채널의 편성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가능

성에 대비하여, 공중 인터넷망 기반의 융합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중 ‘방송형 규제’의 대

상을 정할 필요는 존재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스마트 TV를 통하여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광고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 ‘방송형 규제’와 ‘통신형 규제’의 대상을 결정

하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혹은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

는 법제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유선망 기반의 스마트 TV 서비스와 아울러, 이동통신망(혹은 무선 인터넷망) 

기반의 스마트폰 서비스도 최근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스마트 폰 보급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무선 융합(fixed-mo-

bile convergence) 추세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유료방송사업자․IPTV 제공사업자 등

은 N-Screens 전략의 일환으로 방송콘텐츠 시청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

시하였거나 출시가 예상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동영상 혹은 TV 콘텐츠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

동형 방송’인 지상파/위성 DMB 서비스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DMB 서비스의 경우, 방송법에서 지상파 방송 혹은 위성방송의 하위에 속하는 이동형 방송

으로 취급되어 서비스 특성에 맞지 않는 진입 규제 및 기타 규제(채널의 구성․운용, 방송콘

텐츠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방송․통신 융합 추세가 유선망 기반에서 

무선망 기반으로 확장되면서, ‘이동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스마트 TV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장에서도 낮

은 진입 장벽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할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전용 무선망을 사용하는 콘텐츠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자원의 사용을 전제

한다는 점에서, 공용 무선 통신망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범용 OS 기반의 앱 스토어가 일종의 크로스 

미디어 플랫폼(cross-media platform)이라는 점에서 ‘고정형 플랫폼’과 ‘이동형 플랫폼’을 구



Session 8-3 : 공정사회 실 을 한 미디어분야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39

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즉, 유선망 기반의 앱 스토어 서비스나(스마트 

TV) 무선망 기반의 앱 스토어 서비스(스마트 폰)가 실상 동일한 앱 스토어의 이용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애플, 구글의 사례),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이나 콘텐츠 계층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정형-이동형, 

혹은 유선-무선의 구분 없이 사업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특정 서비스를 위한 전용 주파수

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전파법의 주파수 할당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 사업의 진입

규제 체계(사업 허가 등)와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 절차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정경쟁 정책의 강화

1. 경쟁상황 평가제도의 강화 및 효율성 제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방송의 다매체화 및 방송․통신 융합이 진행되면서 사업자들 간 경쟁

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IPTV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종합편성채널의 신설, 스

마트 TV의 등장 등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 전반에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방

송법에는 경쟁원칙의 일반 원칙 및 규제 프레임워크(framework)에 관한 조항이 사실상 부재

한 실정이다. 1990년대 통신 분야에서 경쟁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과 달리, 여전히 방

송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공익성 개념이 흔히 자유경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정책 

수립에서 관점의 대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언급한 방송․통신 및 융․복합 서비스 시장 환경의 변화는 경쟁정책의 일반원칙 및 규제틀

을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확대 적용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쟁 지향적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잠재적 사업자들

에게 공정한 시장 진입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사업자들과 신규 사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쟁 원리와 공익성 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시장 경쟁을 통하여 실현되는 가치 중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적극 발굴하고(다양성의 확보 등),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견지하여야 할 공익적 가

치(공영방송의 책무 등)를 분리하여 방송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방송 분야에서 경쟁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지상파 TV방송의 재송신 제도가 미비하여, 방송법에 의무 재전송 채널로 KBS 

1채널과 EBS 채널이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지상파 TV채널의 재전송에 대한 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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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송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킬러 콘텐츠’인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플랫폼 공급이 지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시 인기 PP 채널의 콘텐츠를 보유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MSP)가 경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채널 거래를 거부함으로써 신규 플랫폼 서비스의 활성

화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방송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서

면서 인수․합병에 의하여 거대 MSP가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집중에 따라 군소 방송채널사

용사업자(PP), 온라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경쟁 열위가 심화되어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공정경쟁 정책의 기조 수립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평가의 

프레임워크를 정립함으로써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서비스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실시되는 경쟁상황 평가로는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와 IPTV 시장 경쟁상황평가가 

있다. 전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에 근거한 것이고(제11조), 후자는 IPTV 법에서 규정한 

IPTV 경쟁상황 평가 실시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IPTV법 제12조). 하지만 IPTV 서비스가 유

료방송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양자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은 중복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및 IPTV 경쟁상황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시장 지배력 평가를 기반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경쟁의 프레임워크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송․IPTV 시장 통합 경쟁상황 평가 제도는 앞서 제기한 과제, 유료방송 플랫폼

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의 비대칭성 해소 등의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시장지배력 평가 자료가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M&A) 심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통합 경쟁상황 평가제도의 운영과 함께, 공정경쟁 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역할 정립(혹은 배분) 문제가 있다. 공정

거래법의 취지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촉진”하는

데 있다(제1조).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방송통

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2조).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책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

원회의 역할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

스의 실현’과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장려’라는 방송․통신 분야에 특수한 목표가 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통신 사업자가 관여된 인수․합병 심사는 일반 경쟁법의 원리를 

적용할 것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좀 더 방송․통신 정책의 고유한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경

쟁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의 

취지에 위배되는 금지행위의 유형(불공정 거래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들을 발굴하여 

이를 방송법령 등에 반영하여 사후규제 수단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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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 다양한 경쟁 제한행위와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써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균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방송시장에 대해서도 현재의 IPTV법 수준의 금지행

위 규제가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2. 콘텐츠 공정거래의 환경 조성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경쟁 정책 중 핵심으로 삼는 목표는 방송콘테츠 공정거래의 환경 

조성이다.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킬러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거래 유

인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플랫폼과 콘텐츠가 수직적으로 결합된 방송사업자(MSP)들은 경

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한 인기 방송채널의 제공을 거절하고 자신이 보유한 

플랫폼에서만 해당 방송채널을 제공하려는 유인이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위성방송 및 

IPTV 실시간 방송 서비스 초기에 주요 케이블 MSP들은 자사가 보유한 방송채널의 공급을 

거부하여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스마트 TV 등 인터넷망 기반의 신규 융․복합 미디어 서비스에서도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 

방송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는 신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제

한하는 결과로 나타나므로 시청자 권익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콘텐츠 접근’ 제도를 정비할 필

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

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76조제1항), 

후속 조항(제76조제2항~제5항, 제76조의 2~5)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국민적 관심행

사’의 중계방송권의 분배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 앞서의 조항은 원론적 수준의 선언에 머물러 

있다. 한편, IPTV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IPTV 콘텐츠

사업자가 해당 방송콘텐츠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IPTV 제공사업자에 공

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나(제20조제1항~제3항), 이러한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는 IPTV 

콘텐츠사업자와 IPTV 제공사업자 간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즉, IPTV법의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은 신고,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IPTV 콘텐츠사업자

가 공급하는 방송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애초 IPTV 제공사업자에 방송콘텐츠 공급을 

회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혹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특정 방송콘텐츠가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으로 고시되더라도, IPTV 제공사업자 외

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콘텐츠 동등접근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적용범위의 제한이 있다.

참고로, 미국의 프로그램 접근규칙(Program Access Rule: PAR)은 다채널비디오편성배급

사업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VPD)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플랫

폼-콘텐츠의 수직 결합에 의하여 특정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인기 채널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이를 참작하여 수직적 결합에 의한 콘텐츠의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I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한 략과 과제

64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앙일보

거래 거절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프로그램 접근규칙(PAR) 

도입의 타당성을 실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현행 방송법 제76조 1항(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규정)과 

IPTV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를 통합하는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규 정비 작

업에서는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료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합리적 가격산정 및 금지행위에 관한 법

규 정비도 필요하다. 콘텐츠 거래 거절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콘텐츠 

거래의 합리적 가격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Ⅵ. 시청자 권익․이용자 보호의 증진

1.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방송 소외계층 해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상

파 직접 수신세대의 시청자들이 디지털 컨버터 구입, TV 수상기 및 안테나 교체 등을 통하여 

디지털 전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청자 지원사업 및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청자 지원사업의 핵심은 (1) 저소득층․고령층 등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어떻게 제대로 보호하느냐와 (2) 일반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디지털 전

환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도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만을 접하는 계층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어서 지상파 TV를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시청권 보호는 디지털 전환 완료

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새로운 방송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

다.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의 격차는 곧바로 계층 격차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며 정부의 정

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후 대다수 융․복합 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복지 정책으로 정책목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소외계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선

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상파 TV를 직접 수신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게층을 선정하여 디지털 컨버터 무상 제공 또는 디지털 TV 구매시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나,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내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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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총 29만 3천 가구는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약 19%에 불과하여 5가구 중 1가구에만 지원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외에도 노인가구나 다문화가구와 같은 기술적 취약계층

이 존재하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재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소득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모든 미국 내 주소지 보유 가구는 컨

버터 구입비 지원 쿠폰($40)을 2장씩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컨버터는 별도의 부가기

능이 없는 기본형에 한하고, 2장의 쿠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의 컨버터 박스를 구입하는

데 2장을 모두 쓸 수 없도록 규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였다. 국내의 경우 한정된 재원

으로 인하여 미국과 같은 보편적 지원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원 대상을 노인가구나 다문화가

구 등 기술적 취약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신청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확정하여 사회적

으로 널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시청자 지원방식을 지원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제로 운영하기로 결정

한다면,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 힘든 일부 계층은 신청 기회 자체를 놓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수신료 면제 가구 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신료 

면제는 신청을 받아 진행하므로 수신료 면제 대상임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

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청대상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경제적 

취약계층 외에도 시․청각 장애인 및 기술적 취약계층에 대해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디지털 컨버터의 부가기능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우디스플레이(주), 모티브씨앤씨(주), 삼성전자(주) 등 3개사의 6개 제품을 보급형 

디지털 TV 로 확정하였으나,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가격이 30만원~80만원대에 이르고 있어 

구매 보조금(10만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저소득 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디지털 컨버터는 아날로그 TV 수상기를 통해 디지털 TV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 외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TV의 이점(점자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방송과 각종 데이터 방송 등)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전환의 의의가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이점을 활용하고 추후 인터넷을 통한 방송 시청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재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TV 수상

기 구입 지원 외에 인터넷 단자 등 부가기능이 일부 첨가된 컨버터의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디지털 전환 시 기술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2010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접수된 민원 중 70%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요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나 노약자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전환 시 관련 기기

의 배달 및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역 단위에서 디지털 컨버터 보급, 안테나 개보수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센터’ 관련 예산이 7억 원에 불과한 것도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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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을 고려하여, 1인 가구나 노약자 등 소외계층과 기술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셋톱박스, 

디지털 TV 수상기의 배달 및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과 예산 규모를 수정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전략 다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인지율의 경우 2010년 10월에 16개 시․도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아날

로그 방송 종료 시점 및 그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약 3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의 보급률은 67%에 머물러 같은 기간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시청

자들 중에는 평소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 정도가 낮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 방식을 ‘맞춤형 홍보’로 전환하여 현재 디

지털 전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청자들에 대한 도달 가능성이 높은 홍보 수단이나 

홍보 경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나 디지털 전환

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치중하였던 반면 추후 홍보활동은 가구에서 

실제 디지털 전환을 이행하기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디지털 전환 종료 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기본적으로 지상파 TV 방송을 직

접 수신하는 가구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지 않는 취약계층 가구가 천

재지변 등으로 유료방송을 볼 수 없거나 소득 저하로 유료 방송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디

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이는 지원 대상의 범위와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며, 2012

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에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방안이 일정 기간 지

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시청자 권익․이용자 보호제도의 정비

전통적 미디어 규제 모델에서는 방송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서비스 내용에 따른 경계

가 뚜렷하고 그 사업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시청자 권익 혹은 이용자 보호 

제도에서도, 방송의 경우에는 시청자의 정치적․사회문화적 권익의 보호 측면에, 통신의 경

우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편익 강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이 있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통신 역무로 분류되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신사업자가 방송 플랫폼의 하나로 간주되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송 및 통신 사업자들이 상대방의 영역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규제 및 정책은 방․통융합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

히, 역무별로 수직적으로 분리되었던 규제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과 융합이 필요한 상태

이며 이용자 보호 역시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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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다채널 시대에 걸맞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수용자 복지 정책은 ‘시장원리’와 

‘공익성’의 균형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융합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 정책은 하드웨

어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서도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의 다양성

과 품질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수용자 복지 정책은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의 제공 및 활용 가능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용자 일반에

게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선택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디지털 콘텐츠 접근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수용자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방

송․통신 융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방통

위의 운영원칙으로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규정

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공익성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총칙에서는 공익적, 

공공적 내용에 관한 방송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로의 후생 측면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물론, 방송법에서 ‘시청자’ 개념은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

디어 융합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시청자 개념을 통신법상 이용자 개념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 측면이 강조되는 이용자 개념과 시청자 

개념은 서로 강조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슈가 제기되는 맥락에 따라 수용자를 가리

키는 명칭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미디어 융합 시대의 수용자 복지 정책은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는 이용자 측면에,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현행 방송․통신 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 TV 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무료 지상파방송과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

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지상파TV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재송신 관련 분쟁 사례라든가, SBS의 벤쿠버 동계올림픽, 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

계권 분쟁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의 재송신 및 국민관심행

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은 범위가 한정적이거나 구체적 판정 기준 및 제재 조치가 없

어 사업자 간 분쟁 조정 및 규제 효과가 미약한 문제점이 있다. 우선, 재송신 대상 지상파TV 

채널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이 모호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방송수단 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국민관심행사’ 관련 법 조항도 해석 기준

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유료방송이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하는 지상파TV 채널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법적 개념의 보완 및 금지행위 등에 

관한 고시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유료방송 이용자의 채널선택권 강화가 필요하다. 

유료방송 서비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가 결합된 사업자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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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프로그램 거래 행위 증가로 인하여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불공정 행위는 현행 유료방송, IPTV 서비스 뿐 아니라 

향후 스마트 TV 등 신규 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시청자들의 방송콘텐

츠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개연성이 있다. 현재 방송법 일부와 IPTV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현재의 유료방송 콘텐츠 뿐 아니라 향후 등장할 

융․복합 미디어의 콘텐츠에도 일정 부분 적용 가능하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의 대상이 되는 방송콘텐츠의 공정 거래를 위한 합리적 

가격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지 행위에 대한 법규의 보완도 필요하다. 

셋째, 방송․통신 법령에서의 이용자 불만처리 또는 피해보상 책임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

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방송․통신법령은 특정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용자 불만 처리 또는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융․복합 

미디어 시대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이용자 상담 및 불만의 즉시 

처리 의무가 전기통신사업법과 IPTV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제33조) 방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방송법에서는 불만의 즉시 처리 의무 조항이 없고 시청자 불만처리 위원회의 

구성권(제35조)만 명시되어 있다. 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통신사업자와 IPTV 제공사업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나, 방송법에서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부재하다. 덧붙여, IPTV법 

제16조(이용자보호)에서 개별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IPTV 제

공사업자의 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 이용자 상담 및 불만 처리를 모든 융․복합 미디어에 

대하여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2) 이용자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 

추가하여 방송 시청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결 언

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디지털화, 다매체화,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 등은 방송․통신 분야

의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변화의 양상은 한 마디로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경쟁’의 도래로 요약할 수 있다. 자연독점적 시장지배구조를 전제하였던 전통

적 규제 모델은 경쟁 환경의 도래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이러한 진단이 ‘공익성’에 근거한 규제모델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

다.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과 품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며, 다매체 시

대에 보편적 통신 서비스가 되어야 할 서비스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규제철학, 

특히 방송규제 모델이 소홀히 취급해 왔던 문제, 예컨대 잠재적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공정한 



Session 8-3 : 공정사회 실 을 한 미디어분야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47

참여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기존 사업자들과 신규 사업자들 간에 어떻게 공정한 경쟁 여건

을 조성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공정사회 실현을 미디어 분야 정책 목표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1)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사업분류체계의 개선, (2)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정경쟁 정책의 강화, (3)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시청자 권익․이용자 

보호의 증진으로 요약된다. 사업분류체계 개선 정책의 핵심 취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의 추진이며, 공정경쟁 정책 강화 정책의 핵심은 플랫폼-콘텐츠 결합에 의한 공정경쟁 

저해 행위의 방지이며, 시청자 권익 및 이용자 보호 증진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수용자 요구

의 충족 및 정보 소외계층의 최소화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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