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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배경  목

1. 연구 배경

◦ 통령직 인수 원회는 참여정부 국토균형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5+2 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보다 구체 인 정책을 입안하여 제시할 것으로 상됨.

◦향후 이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 상되므로 통령직 인수 원회의 정책구상을 바

탕으로 수도권 역경제권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과제 설정  

추진 략에 한 선도 인 연구를 수행하여 응하고자 함.

2. 연구 목

◦이 연구의 목 은  정부가 제시한 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이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략  자리매김과 함께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별 추진 략을 모색

하는데 있음. 

－수도권 역할  정책기조의 재정립과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

－수도권 역경제권의 주요 정책 어젠다(Agenda) 설정과 정책과제별 추진 략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쟁 에 한 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3. 연구과제의 성격

◦이 연구는  정부의 역경제권 구상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원차원의 선도

인 연구수행을 해 미리 시작한 3개월 연구기간의 략과제임.

◦이 과제의 성격상 세부 연구주제의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통령직 인수 원회가 제시한 역경

제권 정책을 략 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연구의 을 맞춤.

◦ 한 역경제권 정책이 권역별로 실 될 경우 수도권에서 주요 정책 어젠다는 무엇이며 수도권

정책의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 략을 모색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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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범   방법

◦일반 인 연구과제의 경우 련 이론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 에

서 제외함.

◦이는  정부가 역경제권 구상에서 주요 이론  정책 당 성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한 

참여정부 균형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안으로 역경제권 구상을 새로운 지역경제발

모델로 상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 이런 정책기본구상의 틀 안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추진된다

고 가정하고 수도권 역경제권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해 연구의 을 맞춤.

◦ 역경제권에 한 일반 인 연구보고서는 이미 많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도출을 해 가능한 사례를 통한 실태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실질 이고 구체 인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한, 정책과제별 추진 략은 략 내용의 구체화나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그 자체보다는 제시

된 정책목표의 실 을 해 역 인 시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실행방안 제시에 을 맞춤.

◦설정된 정책 과제와 추진 략의 검증을 해 분야별 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Ⅱ. 정책건의

1. 수도권의 역할  정책기조 환

1) 수도권의 역할  정책기조를 균형발 논리에서 동북아 허 로의 육성으로 재정립

◦ 재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의 성장억제를 통하여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과 을 억제

함으로써 국토균형발 을 도모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음.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로 요약됨.

◦향후 수도권의 역할과 정책기조는 우리나라 성장엔진으로서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허 로 육성하는 것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치열한 로벌 경쟁체제에서 수도권의 경쟁 상은 더 이상 비수도권이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외국 도시권임을 명시하고 정책기조를 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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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수도권정책 새로운 수도권정책

정책기조  
정책목표

수도권 성장억제
  ∙수도권 인구분산  과 억제
  ∙국토균형발  도모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완화)

동북아 허 로 육성
  ∙지속가능한 발 체제 구축
  ∙국제경쟁력 제고

( 역경제권 육성 + 수도권규제 합리화)

리주체   앙정부  수도권 역연합체

경쟁 상  수도권 vs 비수도권  수도권 vs 유사한 규모의 외국 도시권

정책수단
∙획일 , 경직  시설입지 규제
∙경제활동 규제

∙규제합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계획  성장 리체제 구축

균형발 과의 계 수도권 집 억제를 통한 균형발 역경제권 단 의 자율  경쟁체제

<표 1> 수도권 역할 재정립에 따른 새로운 정책기조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두 축을 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첫째,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동북아 허 로 육성

－둘째, 수도권의 개발을 체계 으로 유도하고 난개발을 제어하기 해 계획 인 성장 리체제

를 구축

       

<그림 1>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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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역경제권의 주요 과제  추진 략

1) 수도권 역거버 스 체제의 구축방향  추진 략

◦기존 역행정제도의 문제 ：자율성 미흡과 그에 따른 책임성

－실례로 수도권 교통조합의 문제 은 실질 인 집행력 담보를 한 법  근거 미비, 사무이양 

미흡, 해당지자체와 업무 복, 자율  산확보의 한계, 문 인력의 부족으로 악됨.

  특 징 장 단 시사

사무 탁
∙소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  

장에게 탁처리(지방자치법제141조)

∙자치단체간 력사무
를 신속하고 간편히 
처리

∙제도에 한 경험부족, 
상문화의 미성숙

 

행정
의회

∙2 이상에 련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
(지방자치법제142조)

∙ 역사무의 공동처리( 역행정 의회 
5개권, 기 행정 의회 50개권으로 
구성)

 ＊수도권 역행정 의회(1988년 구성,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느슨한 력방식

∙집 이고 본격
  인 력의  단계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분쟁해결능력, 집행권, 과

세권 부재
∙비 상설기
∙지방의회의 참여결여

의회참여
부재 

 

지방자치
단체조합

∙공동사무 처리를 해 계지방자치 
단체의 의를 거쳐 규약을 정해 설립

∙공법상 사단법인(지방자치법 149조)
  ) 수도권교통조합 (2005.)

∙특별지방자치단체
(독립된 행정주체)

∙집행력이 뛰어나고 
종국 인 사무처리에 
유용

∙규약변경 시 행정안 부 장
의 승인필요(규제강함)

∙운용 부진
  ) 수도권쓰 기매립지 

리조합
(1991~2000년)은 운
부실로 공사로 체되
어 해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어 활용 
기피

지방정부 
국 의체

∙단체장  의회의장의 상호교류, 력
증진, 공동문제 의를 해 국 의
체 설립(지방자치법154의 2)

∙정부에 한 창구로 
의견 제출

∙국가는 응답의무가 없음  

약에 의한 
공동사무처리

∙자치단체 간 소 사무의 공동 약 
는 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

∙법  근거 없는 사  
계약과 같이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가능

∙자치단체 고유기능을 다른 
기 에 이 하기를 기피하
는 경향이 강함

∙활성화되지 못함

 

<표 2> 기존 역행정제도의 문제

◦ 역행정기구 설립의 3  원칙：분권화 지향, 자율성 확보, 책임성 담보 

－분권화 지향： 역서비스 달의 효율성 극 화를 해 앙정부 련부처의 역사무에 

한 권한을 역경제권에 단계 으로 이양하되 기존조직의 확 나 승인권자 계층 수 증가 

배제

－자율성 확보：선출직 지방 표자들이 참여하여 역경제권 사업에 한 심의 의결기구를 형성

－책임성 담보：국세는 책임성 담보를 해 장ㆍ차  기 을 설치하고, 지방세 혹은 공동세원

은 선출직 표자의 참여를 통해 책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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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행정기구 설립의 추진 략 

－기본 제：첫째, 부처별 이해 조정  권한 이양을 한 앙정부의 창구조직, 둘째 역경제

권별 지자체의 참여와 자치가 확보될 수 있는 역연합체 구성, 셋째, 역경제권 기능의 실

질  추진을 한 집행기구 설립

① 단기적 추진전략

－ 역경제권 사업을 총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역발 원회”(가칭)의 상 강화 필요

∙지식경제부 지역발 지원단 심의 사업추진을 배제

－ 역경제권별 “지역발 원회”의 문성과 책임성 확보

∙기획조정권, 산배분권 등의 권한 부여  책임성 확보와 담인력 확충

－ 역경제권별 문 평가기  설립

∙가칭 “지역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권역별로 발 계획은 자율 으로 수립하되, 고가에 

한 객 인 평가ㆍ 리ㆍ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분권형 체제도입을 한 

발  마련

－ 역경제권 계 기  간 조체제 완비

∙ 역발 계획이나 실행계획에 력 추진을 한 조직  구체 인 방안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

② 장기적 추진전략

－ 역정부연합을 형성하여 역행정에 한 앙정부 부처의 권한- 산-조직을 일체 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함. 

－1단계에서는 재 정부 내 부처별로 분산된 역행정  역서비스 련 사무를 부총리

(혹은 특임장 )의 조직(“지역정책총 부(가칭)”)으로 통합 이 하여 개별부처의 통제를 받

지 않고 정부조직 내부에서도 자율 이며 통합 인 역행정이 가능하도록 함.

－동시에 역지방정부차원에서는 상향식(Bottom-up)의 역정부연합을 형성하고, 계획수립

권, 기획조정 권한, 산배분권 등을 가지도록 함.

－ 역행정  역서비스와 련하여 단기 으로는 독립성을 가진 역계획연구기 이 수행

할 수 있을 것임.

－2단계에서는 차 으로 앙 정부 내의 “지역정책총 부”(가칭)의 권한, 산, 조직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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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합체로 이양함.

－3단계에서는 직선에 의한 역연합의회를 형성하고, 지역정책총 부는 폐지함으로써 명실

상부한 역연합정부를 구축함.

2) 수도권 역경제권 활성화를 한 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수도권 산업정책의 걸림돌：입지규제와 부처별로 다원화된 지원체제

－수도권 련 산업규제： 기업 신ㆍ증설 불가, 산업단지 제약 등 수도권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이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지역별 지식기반산업의 복 선정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부처별로 다원화된 지원체계 (5개 

부처, 1개 청, 14개 근거법), 수도권 산학연( )의 공동 지원체제 미흡

◦수도권 역 산업클러스터 구축방향

－지역별로 비교우 를 가진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우선 추진하여 가시화

－수도권 차원의 선도사업을 심으로 국내외 연 산업의 클러스터화 유도 

－기존의 기능별, 부문별 산업지원방식(Sectoral Approach)을 역경제권 단 의 지역통합  지

원방식(Place-based Approach)으로 환

－이를 한 법제도  개선  통합조정기구 발족

업 종 략산업 클러스터 구상

융/비즈니스 ∙서울(여의도)/인천 경제자유구역(청라) 국제 융기  유치, 다국  기업의 아태본부 유치

물류 ∙김포/인천공항을 심으로 동북아 종합  물류시스템 구축, 인천항/평택항의 연계로 물류클러스터 구축

반도체/IT
∙상암 DMC, 경기 IT-LCD단지 등 IT클러스터화 유도  지원
∙‘정책지구’ 지정으로 선별  규제완화 등 제도  여건 조성 

바이오
∙서울/인천/경기에 산재한 연구기 과 생산기능의 연계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정책지구’ 지정으로 선별  규제완화 등 제도  여건 조성

<표 3>  수도권 략산업 클러스터 구상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수도권 심의 단핵구조가 실인바 역경제권 정책추진 시 지

역 간 격차심화 우려에 한 략  응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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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규제합리화  성장 리체제의 구축방향과 추진 략

◦수도권의 산업 련 입지규제에 한 합리화 방향

－ 행 권역별 규제, 공장  기업 등에 련된 차등규제를 합리화하여 업종별, 지역별 실정

에 맞게 탄력 으로 운용

－환경오염, 난개발, 땅값 상승과 투기수요의 방지를 한 계획입지 활성화

① 단기： 행 제도  틀 속에서 규제를 합리 으로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산업 클러스터

지구 등 특정지역에 선별 으로 우선 추진

② 장기： 로벌 기 과 지역특성에 맞게 역 의체 심의 도시권 성장 리체제로 환

구분 추진방향  근거 실행 략

공장총량제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원활한 창업을 해 폐지
∙인구집 효과가 높지 않고,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 어려움

기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
제 등으로 체 리

공장 입지규제
∙업종별 공장부지면  소요와 기술  효율성에 따라 업종별/유형

별로 탄력 으로 규제
∙과 억제권의 산업단지 규제완화, 아 트형 공장 활성화

난개발  투기 수요 방지를 
해 계획입지로 집단화 유도

기업 입지규제

∙경제구조변화로 인구유발효과가 낮고 도시 입지선호가 강한 
지식정보산업, 교육/연수시설 심으로 차별  규제완화

∙ 기업은 자본집약 이므로 인구집 효과가 소기업보다 낮으
며, 우수인재 의존성이 높아 도시권 입지선호

투기  수요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해 계획입지를 통한 
집단화 임 공단 활성화

수도권에 한 
차등 인 세제, 부담

∙소득세/법인세 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과세, 개발부담 / 
농지 용부담 / 산지 용부담  차등부과를 진 으로 완화

단기 으로 경제 자유구역, 
략거  지역을 우선 으로 차
등 부과하여 개선

과 부담
∙정책실효성을 평가하여 실질 인 과 지역을 세부공간단 (‘동’ 

는 ‘구’단 )로 부과하는 성과기반 부담체계로 환
∙과 부담 은 원칙 으로 당해 지역의 과 해소에 사용

단기 으로는 과학성과 합리
성을 갖추도록 개선, 장기 으
로 폐지

<표 4> 수도권 산업 활동 련 규제합리화 방향

 구분 기성 시가지 기성 시가지 외부

략  육성  지원

<유형 1> 도시재생 진
 ∙노후/침체지역 정비/지원
 ∙역세권 등 거 지역 정비
 ∙산업고도화거  정비
 ∙이 지정비 등

<유형 3> 략  개발 진
 ∙낙후지역/ 발 지역 활성화/지원
 ∙ 략  거 개발(업무, 산업, R&D 등)
 ∙해외자본유치 등

도  성장 리
<유형 2> 과 리
 ∙과 부담
 ∙ 도 리 등 

<유형 4> 난개발 리
 ∙소규모 난개발 규제/정비
 ∙신도시개발 주변지역 등 난개발 방지 

<표 5> 정책지구 지정을 통한 선별  규제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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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 역교통체계 구축방향  추진 략

◦수도권 역교통의 문제  

－수도권 통행의 역화에 따른 혼잡비용 증가, 국제 근성 미흡, 역화 지원에 미흡한 역교

통행정체계가 핵심

◦수도권 역교통 경쟁력 확보를 한 추진 략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심도철도망 구축, 김포공항 기능 재정립, 9호선과 고

속철도 연계, 환상형 물류정책 수립(물류차량 우선차로제), 한강주운 조기도입, 역교통행정

체계 개선 등 역교통 인 라 구축사업을 추진

   

<그림 2>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한 5  역교통사업

5) 수도권 역 환경 리체제 구축  추진 략

◦수도권 역환경의 문제

－ 역상수원 오염과 수돗물 불신, 국의 향을 받는 기질, 수도권의 개발압력으로 잠식되

는 녹지, 수도권 비선호시설의 입지난, 비효율 인 신재생에 지 사업 등으로 요약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4  략사업

① 역하수정화사업  포장 수돗물 공동생산：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기 한 하수정화사업 

추진, 포장 수도물의 공동생산  공 을 확

② 수도권 역녹지축 조성： 역녹지축 설정  리, 역녹지축 조성사업

③ 수도권이 공동이용하는 비선호시설 확보： 역화장장 추가확보(2008년 58기. 2030년 20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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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용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추진

④ 신재생에 지 생산을 한 수도권 공동사업：태양 ,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 지 생산시설 

공동설치, 농 지역의 가축분뇨와 도시의 음식물쓰 기를 공동처리하여 메탄가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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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1  연구의 배경  목

1. 연구 배경 

◦ 통령직 인수 원회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5+2 역경제권 구상

을 제시한바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보다 구체 인 정책을 입안하여 발표할 것으로 상 됨.

◦향후 이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 상되므로 인수 원회의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수

도권 역경제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과제 설정  추진

략에 한 선도 인 연구를 수행하여 응하고자 함.

2. 연구 목

◦이 연구의 목 은  정부가 제시한 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이 나아가

야 할 방향에 한 략  자리매김과 함께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별 추진 략을 

모색하는데 있음. 

－수도권 역할  정책기조의 재정립과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

－수도권 역경제권의 주요 정책 어젠다 설정과 정책과제별 추진 략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쟁 에 한 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제2  연구의 성격과 근방법 

1. 연구과제의 성격

◦선도  단기 략연구 과제

－이 연구는  정부의 역경제권 구상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원 차원의 

선도 인 연구수행을 해 미리 시작한 3개월 연구기간의 략연구과제임.

◦정부의 정책구상에 따른 수도권 역경제권의 Positi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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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는 성격상 세부 연구주제의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통령직 인수 원회가 제시한 

역경제권 구상의 기본 틀에 따라 정책이 더 구체화되어 실 될 경우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

은 략 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연구의 을 맞춤.

－ 한 역경제권 정책이 권역별로 실 될 경우 수도권에서 주요 정책 어젠다는 무엇이며, 수

도권 정책의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 략을 모색하는 데 있음.

2. 연구 근의 기본 

◦서울시의 이해 계보다는 수도권 역경제권의 에서 근 

－이 과제는 수도권 역경제권의 국제경쟁력 제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환경 만들

기 라는 차원에서 역 으로 실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략을 마련하기 해 객

으로 근함. 즉, 서울시 입장을 고려하여 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서울시의 

이해 계(자치권, 계획고권 등)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하기에 어려움.

◦미래 지향  정책구상 연구보다는 안 정책 이슈 심의 근

－이 연구는  정부가 제시한 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수도권 역경제권의 정책연구이므로 

20~30년 후 수도권 미래를 재조명하는 방식의 정책구상 연구보다는 정부의 정책 입안 시 시

에 반 해야 할 수도권 역경제권의 안 정책이슈 심으로 근함. 미래 비  심의 략

구상도 검토는 하되, 이 연구에는 정부 정책에 한 략  응방안의 마련이 요하므로 가

능한 실여건에서 실한 역 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략을 제시하는데 을 둠.

제3  연구방법  연구체계

1. 연구방법

◦ 역경제권 련 이론의 검토는 제외

－일반 인 연구과제의 경우 련 이론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연

구범 에서 제외함. 그 이유는  정부의 역경제권 구상안에서 주요 이론  정책 당 성을 

이미 제시한바 있으며, 한 참여정부 균형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안으로 역경제

권 구상을 새로운 지역경제발 모델로 상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 이런 정책기본구상의 틀 안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수도권 역경제권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연구의 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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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일반  트랜드 분석, 국제 경쟁력 지표, 외국사례, 정책 동향분석

－이미 축 된 연구 자료가 방 하므로 연구기간 내에 검토가 가능한 기존 연구자료를 하

게 활용함.

◦수도권 역경제권의 주요 정책 어젠다 설정

－기존의 연구보고서는 주로 련 이론 연구검토나 정책의 당 성 측면에서 원론 으로 근하

고 있음. 따라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해 이 연구에서는 이 분야에 보다 역 을 둠.

－연구 T/F 의 인 스토 을 통한 분야별 주요 정책 어젠다를 설정

－주요 정책 어젠다 설정 시 주요 고려사항 

① 앙정부에서 다루기 힘들고,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도 원만히 풀 수 없는 역 인 정책 

이슈인가?

② 수도권 역경제권의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왜 실한 이슈인가?(새로운 수도권의 정책

목표：동북아의 Hub－국제경쟁력 제고,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환경)

③ 수도권 역경제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도출  추진 략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도출  타당성 검증을 해 실제 사례를 통한 실태 분석의 수행으로 

보다 실질 이고 구체 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책과제별 추진 략은 략 내용의 구체화나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그 자체보다는 제시된 

정책목표를 실 하기 해 역 인 시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실행방안 제시에 을 맞추

고자 함.

◦분야별 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설정된 정책 과제와 추진 략의 검증 수행 

2. 주요 연구내용  연구체계

1)  정부의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  동향분석

◦ 역경제권 구상  취지

◦ 역경제권 정책의 기본내용

◦추진경과  련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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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역경제권의 상진단

◦수도권 역경제권의 상  국제경쟁력 진단

◦동북아에서 추진 인 Megalopolis Projects 동향 분석

3) 로벌시 의 수도권 역경제권의 역할  정책방향

◦ 로벌시 의 수도권 정책기조 재정립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기본방향

4)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과제 1. 수도권의 자율형 역행정체제 구축

◦주요 이슈와 문제 진단

◦ 역행정제도에 한 선진외국사례 검토  

◦ 역행정제도에 한 외국사례 검토

◦수도권의 자율형 역행정체제 구축방안 

◦기존 역행정기구와 계 재설정 방향

과제 2. 수도권의 역산업 클러스터 구축 

◦주요 이슈와 문제 진단

◦수도권의 산업구조와 략산업정책

◦수도권 역경제권의 략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과제 3. 수도권의 규제 합리화  성장 리

◦주요 이슈와 문제 진단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  규제의 문제

◦외국의 도시권 정책동향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성장 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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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수도권 교통의 역기반시설  경쟁력 강화

◦주요 이슈와 문제 진단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한 교통인 라 개선사업

◦수도권의 역교통행정체계 개선

과제 5. 수도권의 역환경체제 구축

◦주요 이슈와 문제 진단

◦수도권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략사업  추진 략

5) 수도권 역경제권 추진방향에 한 정책제언  향후 검토 과제

◦ 역경제권 논의의 활성화를 한 공간범  재설정 검토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조기 가시화를 한 주요 략사업

◦수도권 역행정기구의 추진체계

3. 주요 상결과  활용방안

1) 상 연구결과

◦정부의 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수도권 역경제권의 정책방향과 주요 쟁 에 한 Position 

Paper 작성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제시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쟁 에 한 정책토론 시 논거자료로 활용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서울시, 국 시도, 앙정부 등 계기 에 제시하여 논의하고 정부의 정책 

입안이나 정책 추진 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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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의 역경제권 정책구상과 해외사례

제1  정부의 역경제권 정책구상

1. 역경제권 정책구상의 배경

1) 통령선거 공약사항 구체화(17  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214p.)

◦침체된 지방이 살아나기 해서는 스스로 독자 인 경쟁력 확보 필요

◦인구 300만~500만명 이상을 포용하는 역 경제권을 형성하여 거 도시를 심으로 행정구역을 

월한 경제 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추진

◦ 역경제권별로 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을 확 하고 지역경제성장을 선

도할 기업자유도시의 조성도 지원

2) 기존 균형발 정책의 문제  인식

(1) 행정구역 단 에 집착한 지역 간 복, 모방  나눠먹기식의 정책 행

◦ 16개 시도별 4개씩 선정한 략산업이 지역 간 복되어 있으며, 특성화노력은 부족

－바이오산업：서울, 강원도, 충북,  등

－자동차(부품)： 북, 울산, 주, 충남 등

－ 자정보기기：충남, 구, 경북 등에서 상호 복

◦ 구ㆍ경북의 경우 지능형 자동차 연구센터 구축  무인자동차 개발사업, 의료 사업 등을 

두 지자체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특성화 노력은 취약

(2) 수도권ㆍ지방 립격화,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 한계

◦수도권ㆍ지방 간에 국가균형발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과 반목 증폭

◦ 첩된 규제로 지역민간투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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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의 로벌 경쟁력과 기업 등 수요자 선호를 등한시

◦ 국 상하이 등 해외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열 에 있으며, 기업의 요구를 묵살하고 늑장 응

의 타성이 행화

(4) 앙정부로부터 산 따오기 경쟁 치 , 앙만 쳐다보는 행 지속, 지역역량 발휘 부족

참여정부의 균형발  정부의 창조  역발

공공기  분산 치 형 균형발 지역경쟁력ㆍ경제살리기ㆍ균형발 을 결합한 통합  지역발

행정구역에 고착된 지역발 방식, 지역 간 소모  경쟁 
행정구역을 월한 개방ㆍ 력ㆍ 역 경제권방식, 지역 간 
창조  경쟁, 시 지화

'수도권  지방' 차원의 수도권ㆍ지방 립형 균형발 ‘수도권과 지방’ 차원의 수도권ㆍ지방 공동발

국 으로 규제 존치에 따른 지역민간투자 축형 균형발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 을 통해 민간투자 맞춤형 지역발

로벌 경쟁력에 소극 인 균형발
국가개조와 국제  로젝트 추진 등 로벌 경쟁력에 극
인 지역발

앙주도의 형식 인 지방분권 지역주도의 실질 인 지방분권

자료： 통령직 인수 원회 자료, 2008

<표 2-1> 균형발 과 역발  비교

2. 역경제권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

1) 5+2 역경제권역 설정：5  역경제권 + 2  특별 역경제권

◦인구, 산업집 , 도시입지, 인 라, 경제흐름, 역사문화 특수성, 지방행정, 지역정서 등을 기 으

로 역경제권을 설정

▸ 5  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권, 동남권

▸ 2  특별 역경제권：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권： , 충청남ㆍ북도

－호남권： 주, 라남ㆍ북도 － 경권： 구, 경상북도

－동남권：부산, 울산, 경상남도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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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

면
(㎢)

인구
(명)

지역내총생산
(백만원)

제조업고용
(명)

내국세징수
(백만원)

지방세징수
(백만원)

 국
99,646
(100.0)

47,278,951
(100.0)

817,811,875
(100.0)

2,865,549
(100.0)

78,211,931
(100.0)

35,977,359
(100.0)

수도권
11,730
(11.8)

22,766,850
(48.2)

386,989,607
(47.3)

1,346,360
(47.0)

56,200,060
(71.9)

20,720,115
(57.6)

충청권
16,572
(16.6)

4,792,804
(10.1)

91,614,559
(11.2)

316,131
(11.0)

5,567,555
(7.1)

3,167,269
(8.8)

호남권
20,629
(20.7)

5,021,548
(10.6)

83,504,218
(10.2)

202,357
(7.1)

3,484,889
(4.5)

2,530,104
(7.0)

경권
19,910
(20.0)

5,072,188
(10.7)

84,477,482
(10.3)

347,105
(12.1)

4,589,809
(5.9)

3,106,441
(8.6)

동남권
12,342
(12.4)

7,629,115
(16.1)

141,180,802
(17.3)

616,119
(21.5)

6,696,892
(8.6)

5,163,008
(14.4)

강원권
16,613
(16.7)

1,464,559
(3.1)

22,381,340
(2.7)

32,882
(1.1)

1,328,064
(1.7)

889,301
(2.5)

제주권
1,848
(1.9)

531,887
(1.1)

7,663,867
(0.9)

4,595
(0.2)

344,661
(0.4)

401,121
(1.1)

<표 2-2> 역경제권별 경제지표 비교(2005년)

※ 해외의 역권 설정 사례

◦ 국 잉 랜드：9개 역지역으로 구분

◦ 랑스：EU시  부응 6개 역권역 설정

◦독일：16개주를 9개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일본：8개의 역지방계획권역

2) 역경제권 발 의 6  략 추진( 통령직인수 원회 자료, 2008년 1월 24일) 

(1) 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역경제의 시 지 효과를 제고하고,  지방 역권을 수도권에 

버 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

◦지자체 간 연계 력 사업은 역유형, 역유형, 기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 의 원칙에 

따라 략 으로 추진

※ 역유형： 역경제권 내 시ㆍ도 간 연계사업 공동추진

역유형： 역경제권 간 연계사업 공동추진

기 유형： 역경제권 내 기 지역 간 연계사업의 공동추진

◦ 역사업으로는 역  유망 주력산업 육성 공동사업, 공간구조 개선사업, 역기반공동사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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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심도시 육성 등 도농재생  생활환경 선진화 공동사업, 공공디자인ㆍ문화  공동사업, 국

제교류공동사업이 있음.

◦지자체 간 연계 력사업에 해 정부가 정한 인센티 를 제공

◦지방 역경제권은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기반을 조성

(2) 시장친화  지역경제 활성화 진

◦과감한 규제개 으로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에 양질의 값

싼 산업용지를 조기 공

◦지방의 민자유치를 진하기 해 기업이 단일 는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자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

(3) 역경제권 기간 인 라 확충

◦ 역경제권의 조기정착과 발 을 해 역경제권 내외의 신성장동력 거  간을 연결하는 고속

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인 라를 조기 확충

(4) 낙후지역을 신발 지 로 환

◦만성  6  낙후 지역을 상으로 선택과 집 의 원칙에 따라 역 력 사업을 극 추진

◦ 6  낙후지역：남북한 경지역, 강원 폐 지역 일 , 경북 북부지역 일 , 북 등 덕유산 지역 

일 , 경남 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 , 도서지역권 일

(5)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 체제 형성

◦수도권의 략  리모델링 추진으로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

◦산업연계체계 강화로 수도권과 지방 간 상호 효과가 큰 업종에 한 투자를 극 지원

◦수도권  지방의 개념이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  리에 

한 법률과 지역균형발 에 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 제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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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력ㆍ통합ㆍ분권  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지역 간 력사업에 한 행ㆍ재정  인센티 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상호 력 , 통합

 사업추진을 진하고 실질  지방분권의 물  토  구축

◦ 역경제권 육성 사업을 범정부 , 범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해 통령 직속의 ｢국가경

쟁력강화 원회｣내에 ｢ 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

◦지역에는 역경제권사업을 담할 기구로서 ｢00 역경제권 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

를 운용

－ 역경제권 활성화 략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참여를 

진시키는 역할을 담당

◦ 역경제권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해 기존의 국가균형발  특별회계를 재편하고 련 부처 

보조  일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 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

◦ 역경제권제도를 법 으로 뒷받침하기 해 ｢지역간 력 진 등 역경제권발  특별법(가칭)｣

을 제정

3. 추진경과  련 동향

1) 정부의 정책동향

◦정부는 통령직 인수 원회의 ｢창조  역발 ｣ 략 발표(2008. 1.24) 이후 재까지 추가

인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없음.

◦당 에는 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 강화 원회에 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두기로 했으나 

지자체들의 반발로 유보된 상황으로 추후 련업무가 지역균형발 원회 산하로 이 된다는 논

의만 무성한 실정임.

◦새 정부 출범 후 ｢ 역경제권｣ 주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기획재정부, 행정안 부, 국토

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주 부처 간 소 에 한 논란이 있음.

    

2) 시ㆍ도

(1) 국 16개 시ㆍ도지사 의회에서 정부에 공동건의문 작성 달 

◦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하여 정부의 정책취지에는 으로 공감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목 과 지역균형발 이라는 국가  과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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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단  역경제 추진기구는 시ㆍ도 간 자율구성 운

◦기존 행정구역을 인 으로 묶어 역경제권 지역본부를 구성하고,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부

여ㆍ운 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제약하고 의사결정의 단계만 늘리는 ‘옥상옥’의 비효율  조직이 

될 우려가 크고

－ 역경제권 지역본부의 표성 결여로 의사결정사항에 한 수용이 어려워 사업 집행에 차질

이 우려

◦따라서 앙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시ㆍ도가 자발 으로 역경제권사업을 구상하고 

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인센티  제도를 마련하여 조정ㆍ유인하는 역할에 을 두어야 한

다고 주장

◦특히 역경제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기부터 별도의 역경제권 지역본부 설치를 의무화하

는 것보다 재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어 있는 역행정 의회나 조합 등의 력방식을 자율 으

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시ㆍ도가 자율 으로 역경제권 지역본부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

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3) 행정구역을 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발 으로 발굴한 역경제권사업 지원

◦행정구역 단 의 역경제권 지역본부 심으로 기획ㆍ조정권과 산권을 부여하면서 시ㆍ도 간 

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ㆍ도의 자율권이 제한을 받게 되어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음.

◦따라서 역권 사업은 시ㆍ도 간 경계를 월하여 자율  합의를 기 로 스스로 발굴한 사업을 

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향후 운 상 문제 을 평가, 보완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해 차 으로 확 ㆍ운 할 

것을 건의함.

※ 재도 구ㆍ경북, 경기ㆍ충남 등의 지역에서 시ㆍ도 간 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경

기ㆍ충남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공동 유치).

(4) 균특회계(국가균형발 특별회계)재원의 지방이양  역경제권 사업추진을 한 신규 재원 확보

◦기존의 균특회계 재원은 그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

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포 보조  형태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명

하게 지자체에 배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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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ㆍ 복이 심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과감히 통ㆍ폐합하여 사업권한과 재원을 모두 지방자

치단체에 이양하는 작업을 지방분권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함.

◦기존의 균특재원 외에 역경제권 사업을 해 역경제권특별회계를 신설하되, 국비 투입 등 

순수하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해  것을 요청함.

◦따라서, 기존의 균특재원은 지방으로 면 이양하고, 역경제권 사업 추진을 한 특별회계는 

별도의 신규재원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5) 특별지방행정기  이양 논의는 역경제권과 별개로 진행

◦ 역경제권 정책은 지역 간 유사사업의 기능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로벌 경쟁력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 으로 함.

◦이에 비추어 볼 때, 국토개조와 환경 리 등 개발과 리 주의 특별지방행정기 을 국가경쟁

력 차원에서 신설하는 역경제권 사업 추진기 의 연장선상에서 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주장함.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 의 이양과 련한 사항은 역경제권 사업과는 별도로 논의, 진행되어

야 한다고 주장함.

3) 서울시 

(1) ｢ 역발  T/F ｣ 구성ㆍ운

◦구 성：3  26명 ( 련 국ㆍ과장, 시정개발연구원)

◦총 ： 운  총 , 역본부 설치, 지방재정 제도, 서울과 지방 간 상생 력 방안 마련 등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역경제권 활성화 방안 마련

◦ 역 인 라 ：교통, 환경, 상수원, 복지시설 등 인 라 구축

(2) ｢ 역발  정책자문 원회｣도 구성하 으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

4. 정부의 역경제권 정책구상 평가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 역경제권 구상은 로벌 경쟁의 조건에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 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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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정부가 주도할 경우 지방분권  원칙에 역행할 우려

◦인수 는 자율형 역경제권본부라고 언 하 지만 실제로는 재정 ㆍ행정 으로 앙이 주도

하는 본부라고 명시 으로 언 함(2008년 1월 29일 경향신문 박형  인수  기획 원 인터뷰 

참조).

3) 정책운용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역할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갈

등 소지

◦ 역경제권본부에서 역경제권 련 제반 경제정책을 수행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획권한

을 상실하고 역경제본부의 하부 집행단 로 락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4) 행정 편의 , 인 인 권역설정으로 정책의 실효성 우려 

◦지역별 산업구조 연계에 한 심도 있는 연구 없이 지리  근성에 근거한 역경제권을 제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권역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진하고 미래지향 인 지역발

에 기여할지는 의문시됨.

5) 역분권형 재정운용의 원칙과 권한이양 미흡

◦ 역경제권 사업이 자율 으로 운 되기 해서는 해당 사업의 담당자들에게 권한이양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함.

◦인수 의 발표처럼 산의 일부만을 포 보조 으로 운용하면 세출운용의 자율성이 부족하게 되

며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하는 재원배분은 효율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움.

◦ 역경제권 사업은 경제  원칙에 근거해야 하므로 재정지원도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기본 원칙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역경제권 련 정책입안 시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정 결여  

◦ 앙정부의 구체 인 정책 방향이나 추진 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구체 인 

응 략 마련이 어려움.

◦ 역경제권의 가장 직 인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논의에 공식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없음.

◦해외사례로 보아 역경제권 형성은 장기 략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앙정부의 노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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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역경제권 련 해외사례

1. 국：9개 역경제권 단 로 지역경제의 효율성 극 화

1) 정책 배경 

◦ 국의 국토정책은 1990년  들어 재분배  지역정책에서 경쟁  지역주의(competitive regionalism)

로 환됨.

－각 도시와 지역들은 앙정부  유럽연합 (EU)의 재원과 보조 을 획득하기 해 경쟁함.

◦ 국의 역경제권(Regions) 형성의 모태는 지속 인 지역불균형에 직면한 보수당 정부가 1994

년에 설립한 지역정부사무소(Government Offices of the Regions, GOR)임.

－Eastern, East Midlands, London,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South West, 

Yorkshire and Humberside, West Midlands 등 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함.

－GOR은 소규모 산을 가지고 앙정부의 지역 로그램을 감독하고 리함.

－GOR은 앙정부의 부처 연합 지역사무소에 불과하지만 지역 착형 지역정책의 요성을 부

각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1997년에 집권한 신노동당정부는 런던 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를 포함하여 잉 랜드

를 9개의 역권으로 구분함.

－지속 인 지역격차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지역 스스로가 가장 효과 으로 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 기본 인식임.

－정부는 모든 지역의 경쟁력 개선이 국 체의 경제  번 에 기여한다고 강조함.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정치 으로 완 히 분권화됨.

2) 앙정부 주도의 역거버 스 체제

◦ 역경제권 거버 스의 핵심 기 은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지역

의회(Regional Assembly, RA), 지역정부사무소(GOR)임.

① RDA：1999년부터 9개 역권에 설치되었고 앙정부의 “기업과 규제개 부”(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99년 당시에는 무역상무부) 산하 기구임.

－ 앙정부의 지역정책 행기 으로 6개의 정부부처에 의해 ‘Single Pot’이라는 포 보조  형

태의 재정지원을 받음.

－지역 재개발, 사회  신,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 발  반을 장하고 있으며 핵심 기능

은 장기 인 지역경제발 략을 기획ㆍ조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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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A： RDA 도입에 이어 설립된 지역계획체로서 RDA와 력  계임.

－지방자치단체, 사회 각 분야  기업계 등의 표 인사들로 구성됨.

－ 역  공간계획의 수립주체로 RDA 략사업의 검토를 담당함.

③ GOR：지역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 , 재생  사회  통합 등을 확보하기 한 앙정

부의 지역 로그램이 지역 내에서 일 되게 집행되도록 지원함.

－ 앙정부의 11개 부처를 표하며 정부 정책을 RDA에게 달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역

할을 담당함.

－ 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지역 련 업무를 조정ㆍ통합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앙과 지방의 채 역할을 수행함.

<그림 2-1> 국의 역경제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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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랑스：세분화된 지방분권체제에서 행정의 역화로 처

1) 정책 배경

◦ 랑스의 행정은 국가가 심이며 지방행정은 지옹(Région), 데빠르망(Départment), 꼬뮌

(Commune)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지옹은 지옹계획, 경제발 , 직업훈련, 고등학교 건설 등 담당

－데빠르망은 도로, 사회서비스, 소방, 사회보장, 학교 건설, 농 계획 등 담당

－꼬뮌은 도시계획, 토지이용통제와 치안(시읍면) 경찰 담당

◦정치 으로는 지옹에 지역의회(Conseil régional), 데빠르망에 도의회(Conseil général), 꼬뮌에 

시읍면의회(Conseil municipal) 등이 각각 구성되어 있음.

◦ 랑스 정부는 1997년 12월 15일 국토개발정책의 재개 선언 이후 국토를 역권(le grand 

ensemble interrégionaux)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함.

◦지역 간 행정  구분을 월한 역권 형성은 지속 인 지방분권 정책의 발 과 유럽연합(EU)

의 강화를 주요한 배경으로 하고 있음.

－제1차 분권화는 1982년에 시작되었으며, 제2차 분권화는 2003년 헌법 개정을 거쳐 지방으로

의 권한 이양과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함.

－1993년 단일시장의 형성 이래 유럽내 경쟁 심화에 한 랑스 정부의 응정책의 일환임.

◦그러나 역경제권의 형성이 지옹과 데빠르망 등 여타 행정  구성이나 조직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함.

2) 역거버 스 체제

◦ 1998년부터 국토개발과 지역활동을 한 표단(DATAR ;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는 6개의 역경제권으로 구분됨.

※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는 2006년부터 

국토와 지역의 경쟁력을 한 범부처 간 표단인 DIACT로 개편됨.

－동부권, 서부권, 남동권, 남서권, 빠리권 등 다수의 지옹들로 구성되는 5개의 역권과 1개

의 지옹만으로 구성되는 노르빠드깔래(Nord-Pas-de-Calais) 등으로 구분함.

◦ 역권 형성과 동시에 지역 간 력을 해 MIIAT(Mission Interministérielle et Interrégional 

d'aménagement du territoire, 국토개발을 한 부처 간ㆍ지역 간 표단)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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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AT는 1998년과 2000년에 걸쳐 6개의 역권에 설치되었으며 경직 인 지역  틀을 넘어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인구증감상황에 기 한 규모 지역을 심으로 운 됨.

－MIIAT는 DATAR 산하 조직으로 지옹의 도지사들  조정자 역할을 하는 표 도지사(

리권의 경우 일드 랑스의 도지사)의 책임 아래 지역 간 연구를 수행함.

－ 지옹 도지사들의 연구 수단을 강화하고 지옹 도청들의 부서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

－MIIAT는 국토 개발과 역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략  임무로 하여 지역계획화의 개선, 

인구 증가와 기업의 지리  조직화에 의해 변화된 국토의 재편,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등을 

목 으로 함.

－MIIAT는 측, 감시, 망 등을 통해 앙정부의 재자 역할에 기여함.

◦ 2004년 5월 14일 수상은 MIIAT를 MEDCIE(Mission d'études et de dévelopment des 

cooopérations interrégionales et européennes, 지역간ㆍ유럽간 력을 한 연구  개발 표

단)로 체함.

◦ MEDCIE는 앙정부  지역의회, 지방공공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함.

－연구주제는 고등교육, 연구와 신, 메트로폴리탄 네트워크의 구조화와 조직화, 경쟁력 거  

등 역경제권의 요구에 따라 선택함.

－2006년의 핵심사업은 2004~2006년의 연구 결과 완성과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함.

－2006년에 6개의 MEDCIE는 DIACT로부터 32만 유로의 산지원을 받음.

   

<그림 2-2> 랑스의 역경제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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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9개 역  책임공유공동체 형태로 논의

1) 정책 배경

◦독일의 역권 형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독일은 로벌화와 유럽통합으로 인해 역권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함.

－유럽과 세계  차원에서의 자본, 생산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계의 해체는 노동의 범 한 

분업과 함께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한 경쟁을 진시키고 도시와 지역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킴.

－교육, 문가, 지식과 신 역량은 생산과 지역 선택의 결정 인 요소로 작용함.

－지식과 신의 발생, 문화  제도와 이벤트들이 유럽 역에서 주요한 도시 지역으로 집 되

면서 새로운 도시연합을 형성함.

2) 정책 추진경   역 거버 스 체제

◦독일은 연방체제이기 때문에 앙정부 차원의 의무 인 공간개발계획이 없음.

◦ 반 인 공간개발에 해 앙정부와 각 주(Länder)가 지역계획을 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for Regional Planning)에서 토론을 하고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안함.

◦ 2005년 4월 지역계획담당각료회의(Standing Conference of Federal and State Ministers 

Responsible for Regional Planning)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성장  경쟁력과 련된 공간개발정책의 역할,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 의 공공서비스 보장,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한 리ㆍ자원보호와 개발잠재력의 보호를 통한 공간계획의 강화 등 3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문가들이 범 한 공개 토론을 진행함.

◦ 2006년 6월 30일 지역계획담당각료회의에서 독일의 공간발 의 미래에 해 토론하고 “독일 공

간개발에 한 비 과 략(Visions and Strategies for Spatial Development in Germany)”을 

승인함.

－성장과 신, 공공복지서비스 보장, 자원 보존과 문화 경 의 형성 등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채택함.

◦공간개발 략으로 9개의 역책임공유공동체(large-area communities of shared responsibility)

을 승인함.

－독일의 역권 개념은 메트로폴리탄 지역, 그 외의 성장지역, 구조  결 을 가진 안정화가 

필요한 지역 등 3가지 유형의 공간 연결을 포함하는 상호의존 인 책임 공동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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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책임공유공동체는 각 주 간의 경계와 존하는 계획화지역을 월하거나 체하

는 것이 아니라 존하는 행정  구조와 업무에 한 보완  기능에 불과함.

－다양한 지역  시읍면의 력  연합과 동시에 장기 으로 경쟁력이 강한 지역과 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력을 조직화함.

－ 역책임공유공동체  근은 도시화 과정을 인정하면서 기회를 만들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발 략에 을 맞추는 것임.

－ 규모 책임공동체의 개념은 주들의 통합이나 행정  재조직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지역  거버 스의 일환임.

       

<그림 2-3> 독일의 역경제권 사례

4. 일본： 역계획체제로 출발했으나 역 분권형 국가운 체제 지향

1) 정책 배경

◦일본은 분권화에 근거한 역계획체제를 해 역경제권으로 구분함.

◦일본은 동아시아의 경제  두, 성장, 재정제약, 인구감소  출산ㆍ고령화, 환경제약 등에 

직면하여 새로운 국토정책이 필요하게 됨.

◦국제경쟁력 있는 국토구조의 재구축, 지역 간 경쟁력이 있는 지역구조의 재구축, 자랑스럽고 정

주할 수 있는 생활권의 형성이 필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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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을 기조로 하는 양  확 에서 국토의 질  향상으로의 환이 필요함.

2) 역경제권 형성  역거버 스 체제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국토를 수도권, 동북권, 북륙권, 국권, 구주권, 사국권, 근기권, 부권 

등 8개 역경제권역으로 설정함.

◦ 2005년 국토총합개발법을 폐지하고 국토형성계획법을 제정함.

－ 국 계획은 국가에 의해 제시되는 반면 역지방계획은 블록단 의 지방을 구성하여 국가와 

도부  등이 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 하여 력함.

－계획의 작성  원활한 실행을 해 국가의 지방 분국, 계 도부 , 계 정령시, 경제계 등

이 등한 입장에서 의하는 장으로서 역지방계획 의회를 조직함.

－따라서 일본의 역경제권은 역계획체제 수립을 주된 목 으로 하고 있으며 분권화 략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음.

3) 일본의 도주제 논의

◦도주제( 국을 몇 개의 블럭으로 구분하는 역자치단체) 논의는 궁극 으로 역분권형 국가운

체제를 목 으로 추진됨.

◦ 2006년 9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내각에 도주제 담당상을 신설하여 계 문가로 구성된 ‘도

주제 비젼 간담회’를 설치하여 본격 으로 검토함.

◦ 2008년 3월 도주제간담회는 과세자주권과 입법권을 가진 역권주도형 도주제를 2018년까지 완

 도입하자는 것을 골자로 간 보고서를 발표함.

       

<그림 2-4> 일본의 역경제권 사례

중국권

근기권

북륙권

동북권

구주권
사국권

중부권
수도권



26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에 한 연구

5. 국：경제특구 지정과 같은 국가 략사업으로 역경제권 형성

1) 국은 외개방을 통한 경제발  략으로 연해지역에 역경제권 육성

◦ 1980년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되었던 개 ,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홍콩과 인 한 동성의 선

과 주하이 등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경제발 을 이루게 되면서 ‘주강(珠江) 삼각주’라고 불리는 

거  역경제권이 형성됨.

◦이후 1990년  상하이를 심으로 한 ‘장강(張江) 삼각주’, 2000년  베이징과 텐진을 심으로 

한 ‘발해만’(渤海灣) 지역 등이 국경제를 주도하는 이른바 3  역경제권으로 자리매김함.

◦이들 지역은 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 이라는 정책으로 모두 연해지역에 집 됨.

2) 경제특구 지정과 같은 국가주도의 략  선택으로 역경제권 형성

◦ 외개방정책 실시 기엔 국가가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이른바 개방에서 출발하여 

차 연안지역 개방(선개방), 그리고 체지역 개방(면개방)으로 확 하여 역경제권을 형성시킴.

    

<그림 2-5> 국의 3  역경제권

6. 정책시사  

1) 해외 사례별 특성 

◦ 국：지방분권화보다는 앙정부의 주도 아래 역권 단 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민의 이해

를 반 하여 앙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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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 장기 략의 일환으로 역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세분화된 행정구조

로 인한 역서비스 비효율성 해소에 을 맞춤.

◦독일： 도시 심으로 역권 단 의 책임 공유형태로 지역발 체제를 구축함.

◦일본：경제  의미보다는 역권 단  공간계획 수립의 차원에서 출발했으나 궁극 으로 역 

분권형 국가운 체제를 지향함.

◦ 국：경제특구 지정과 같은 국가 략사업으로 역경제권을 형성함.

2)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

◦ 국의 RDA방식은 앙정부에서 선호하는 방식일 수 있으나 이미 역자치단체가 존재하여 지

방분권의 실질  확 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용은 그리 합하지 않을 수 있음.

◦독일과 랑스는 지방분권 원리에 근거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주목 이므로 정책 시사 이 많으

나 이미 분권화 통이 깊은 나라임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일본의 도주제는 앙집권형 국가운 체제로 21세기 로벌 경쟁체제에 효율 으로 응하기 힘

들다는 을 시사함.

◦ 국은 국가의 개방화 략에 따라 연해지역를 심으로 수도에서 가장 먼 거리이나 개방과 발

 잠재력이 높은 곳부터 단계 으로, 략 으로 역경제권을 육성함.

◦해외사례의 경우 역경제권 형성은 정책의 당 성이 충분하나 다양한 이유로 다년간의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 ㆍ 진 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 공통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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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도권 역경제권의 상진단

제1  수도권의 상  도시권으로서의 경쟁력

1) 새로운 경쟁 주체로 도시권의 부상

◦정보화, 세계화 시 에서 도시권은 세계경제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 으며, 과거 국가를 심으

로 발생하 던 경쟁이 이제는 도시권을 심으로 한 역경제권으로 환됨.

◦ 역경제권은 세계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형성된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경쟁의 요한 공간

 단 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심의 역 지역을 말함.

◦특히, 런던, 리, 뉴욕과 같은 세계 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세계도시를 심으로 형성된 

도시권을 ‘국제  도시권(Global City-Regions)'이라고 부르기도 함.

◦주요 도시권은 기업의 집 에 의한 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고 인력의 집 화

와 기존 산업의 지식산업화가 가속화됨.

2) 도시경쟁력1)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로벌 경쟁체제에서는 국가경쟁력보다 도시의 경쟁력이 더 

강조됨. 도시경쟁력의 개념은 “도시민의 생활수  향상을 기하면서 도시 간의 경쟁에 합한 재

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2)할 수 있음.

◦도시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고 여기에서 기업, 연구기 , 융기  등의 집 에 따른 시 지효

과가 도시경쟁력의 핵심 인 내용임(Porter, 1990).

◦도시경쟁력은 평가 기 에 따라 결정요인이나 요소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경제 인 

측면이 강조되며 삶의 질의 측면이 추가됨.

◦도시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국제무역,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도시 여건들, 국가경제 자체의 국제

경쟁력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 재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 산업의 국제경쟁력, 국제무역 

정상의 수조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국제기구  국제연합기  입지, 국제 인 향력

1) 김갑성, “우리나라 도시경쟁력 평가와 시사 ”, ｢ 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 회 논문집｣, 2007 정리

2) 도시경쟁력은 경제와 삶의 질 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  에서 시민은 생활수 으로 기업은 기업활동

이 활발하게 개될 수 있는 제반여건으로 도시경쟁력을 단하는 것임. 삶의 질 에서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강

조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주택, 교육, 복지, 교통, 안 , 생태환경 등의 경쟁력을 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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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도시, 다국  기업은행의 본사, 국제 인 융센터와 융 네트워크의 추도시, 국제  

통신사, 세계  정보네트워크 심도시, 국제 항공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슈퍼 허 도시, 국제 

회의시설, 시회장, , 문화시설 등 방문자 산업이 집 된 도시, 국제  문화자원과 학술 연

구기  집  도시(국토연구원, 2006) 등이 논의되고 있음.

◦미국의 Fortune지에서는 도시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사업비용(business cost), 사업투자자에 

한 정부와 같은 공공기 의 우호성, 정보집 도, 융통신의 심성, 술성, 안 도 등을 포함하

는 성장잠재력을 들고 있음.

3) 수도권의 상  도시경쟁력

(1) 수도권 황

◦ 2005년 재 우리나라는 면  99,646㎢, 인구 47,279천명 규모로, 그  수도권은 체 국토 면

의 11.8%(11,730㎢), 인구의 48.2%(22,767천명)를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의 인구는 인구총조사 기 으로 1995년 2,189만 명에서 2000년 2,135만 명, 2005년에는 

2,277만 명으로 꾸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구 분 면 (㎢, %) 인구(천명, %) 인구 도(명/㎢)

  국 99,646.16 (100.0) 47,279 (100.0) 474.5

수도권 11,730.38 (11.8) 22,767 (48.2) 1,940.8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표 3-1> 인구ㆍ면 (2005년 재)

연 도 1995 2000 2005

  국 44,608,726 (100.0) 46,136,101 (100.0) 47,278,951 (100.0)

수도권 20,189,146 (45.3) 21,354,490 (46.3) 22,766,850 (48.2)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표 3-2> 인구규모 변화
(단 ：명) 

(2)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수도권은  국토면 의 12%,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

고 있는 비 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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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우리나라 100  기업체 본사의 90%, 벤처기업의 68%가 입지하고 있으며, 세부업종별

로는 제조업체의 52%, 서비스업의 47%가 집 되어 있음.

◦ 한 지 재산권과 련된 특허출원건수는 12만 여건으로 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도 수도권은 국 학의 39%, 의료기  49%, 융기  52%, 공공기 의 85%가 입지하

고 있는 사실상 한국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국 수도권 서울 집 도

(A) (B) (C) B/A C/A

국토면 ㎢ 99,646 11,730 605 11.8 0.6 

인구 (천 명) 47,279 22,767 9,820 48.2 20.8 

산업

취업(천 명) 22,856 11,135 4,890 48.7 21.4 

실업(천 명) 887 508 246 57.3 27.7 

지역생산(10억원) 817,812 386,990 185,091 47.3 22.6 

제조업
사업체수 340,183 176,902 69,982 52.0 20.6 

종사자수(천 명) 3,451 1,695 474 49.1 13.7 

서비스업
사업체수 888,173 419,407 203,924 47.2 23.0 

종사자수(천 명) 4,511 2,407 1,370 53.4 30.4 

기업체본사 (100 기업)사업체수 100 90 77 90.0 77.0

벤처기업 사업체수 9,732 6697 3510 68.8 36.1 

특허출원 건수 122,188 96,856 51,013 79.3 41.7 

학교

학교수 173 68 38 39.3 22.0 

학생수(천 명) 1,860 708 447 38.1 24.0 

학평가 20  내 20 14 12 70.0 60.0

의료기 개소 52,999 25,898 13,370 48.9 25.2 

융

융기 (개소) 8,120 4,211 2,646 51.9 32.6 

(10억원) 561,946 381,040 279,344 67.8 49.7 

출(10억원) 613,923 409,655 262,827 66.7 42.8 

공공청사

소계 403 344 254 85.4 63.0

앙행정기 수 56 47 32 83.9 57.1

소속기 수 136 118 69 86.8 50.7

정부투자기 수 26 23 18 88.5 69.2

정부출연기 수 93 70 56 75.3 60.2

정부출자기업수 16 15 12 93.8 75.0

개별공공법인수 76 71 67 93.4 88.2

＊1000  기업체본사(매일경제신문사), 공공청사 자료(건설교통부)는 2003년 기

자료：통계청, ｢국가통계연보｣, 2005

<표 3-3> 주요 지표별 수도권 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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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DP 변화추이

◦ 2006년 16개 시ㆍ도의 지역내총생산 합계는 856조원으로, 그  서울(194조원), 경기(174조원), 

인천(35조원) 등 수도권의 명목 규모는 403조원임.

◦ 한 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명목 GRDP비 은 200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2004년에는 감소추세를 보 고, 2005년에는 보합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남.

◦그러나 국토면 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체 생산의 47%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

의 경제  상과 집 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RDP 299 334 352 372 387 409

비 (%) 48.2 48.7 48.1 47.3 47.3 47.7

자료：통계청

<표 3-4> 수도권 GRDP 추이
(단 ：조원, %)

   

<그림 3-1> 수도권의 GRDP 변화 추이 

(4) 기업체 본사(100  기업)

◦ 2003년 재 우리나라 100  기업체의 본사 입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90개 업체가 입지하

여 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서울지역은 77%가 입지하고 있음.

◦이는 1990년의 94%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지만, 수도권의 집 상은 여 히 매우 뚜렷하

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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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90 2000 2003

수도권 94 (94.0) 91 (91.0) 90 (90.0)

서울 86 (86.0) 77 (77.0) 77 (77.0)

경기 5 (5.0) 10 (10.0) 10 (10.0)

인천 3 (3.0) 4 (4.0) 3 (3.0)

 국 100 (100.0) 100 (100.0) 100 (100.0)

자료：매일경제신문사, 기업마 자료

<표 3-5> 1000  기업체 본사 입지 변화
(단 ：개소)  

(5) 사업체  종사자수 변화 

◦수도권의 제조업 련 사업체수는 1995년 49.7%에서 2005년 52%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종사자수는 50.5%에서 49.1%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반면에 융보험업과 서비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 꾸 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서비스업의 종사자수는 지난 10년간 1.7배 정도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구분

1995 2000 2005

사업체수
(개, %)

종사자수
(명, %)

사업체수
(개, %)

종사자수
(명, %)

사업체수
(개, %)

종사자수
(명, %)

제조업
155,651

(49.7)
1,873,362

(50.5)
158,966

(50.7)
1,649,884

(49.5)
176,902

(52.0)
1,694,840

(49.1)

융보험업
13,702
(39.0)

348,807
(49.1)

14,889
(42.3)

307,191
(50.1)

15,169
(43.7)

314,999
(53.2)

서비스업
296,083

(45.0)
1,423,794

(49.0)
356,787

(45.6)
1,746,374

(51.1)
419,407

(47.2)
2,407,167

(53.4)

자료：통계청, 각년도

<표 3-6> 수도권의 주요 업종별 사업체  종사자수 변화 

(6) 수출액 변화추이

◦수도권의 수출액은 2005년 재 약 930억 달러로 우리나라 체 수출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음.

◦수출액의 변화는 2000년을 기 으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002년부터 다시 꾸 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2000년을 기 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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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도권
57,151 
(39.8) 

77,481 
(45.0) 

65,126 
(43.3) 

63,509 
(39.1) 

72,220 
(37.3) 

87,052 
(34.3) 

93,189 
(32.8) 

  국 143,685 172,268 150,439 162,471 193,817 253,845 284,419 

<표 3-7> 수도권의 수출액 변화 추이
(단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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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수도권의 수출액 변화 추이

4) 역권으로 본 수도권의 상3)

◦수도권을 수도권, 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4개의 역권으로 구분하는 경우 면 을 제외한 

부분의 수치에서 수도권이 다른 역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수도권은 벤처기업수(69.9%), 공공기 수(85.1%), 국내특허출원(75.9%) 등에서 집 도가 높으

며, 남권은 이  후 공공기 의 분포(17.3%), 벤처기업수(16.3%), 국내특허출원(11.0%)을 제

외하고는 인구비 과 유사한 수 으로 분포하고 있음.

－호남권과 충청권은 이  후의 공공기  분포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분포가 취약함.

◦ 국을 5개(수도권, 역 구권, 역부산권, 호남권, 충청권)로 구분하는 부분의 역권에서

는 평균 이하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자립  경제권으로서의 상이 취약함.

－ 구경북권과 부산울산경남권의 제조업 부가가치액, 부산울산경남권의 총사업체 비 (17.2%), 

충남충북권은 학교수(17.0%), 학생수(17.7%), 이  후 공공기 수(27.4%)를 제외하고

는 자립  기반이 취약함.

3) 변창흠, “ 역경제권 시 의 수도권 규제와 서울산업발  략”, 서울지역 신 의회 세미나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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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한 의존도가 낮은 자 자족형 경제구조를 갖춘 반면, 지방의 

각 권역은 자 도가 낮아 다른 지역(특히 수도권)에 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형성 임.

도시권 명칭 수도권 남권 호남권 충청권

국
소속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주 남
북

 충남
충북

면
(비 )

28,342
(29.0%)

32,250
(33.0%)

20,628
(21.1%)

16,570
(16.9%)

97,790
(100.0%)

인구
(비 )

24,082,002
(51.8%)

12,649,209
(27.2%)

5,007,697
(10.8%)

4,771,840
(10.3%)

46,510,748
(100.0%)

제조업체수
(비 )

65,737
(58.2%)

32,279
(28.6%)

6,990
(6.2%)

7,967
(7.1%)

122,973
(100.0%)

제조업 
부가가치액(비 )

119,006,873
(45.3%)

113,326,284
(43.1%)

27,481,800
(10.5%)

2,982,961
(1.1%)

262,797,918
(100.0%)

총사업체수
(비 )

1,591,821
(50.6%)

902,770
(28.7%)

342,150
(10.9%)

310,618
(9.9%)

3,147,359
(100.0%)

학교수수
(비 )

76
(44.4%)

39
(22.8%)

27
(15.8%)

29
(17.0%)

171
(100.0%)

학생수
(비 )

552,884
(44.1%)

325,007
(25.9%)

15,388
(12.2%)

221,761
(17.7%)

1,253,040
(100.0%)

학원생수
(비 )

167,784
(59.9%)

52,244
(18.7%)

26,243
(9.4%)

33,776
(12.1%)

280,047
(100.0%)

벤처기업체수
(비 )

8,086
(69.9%)

1,918
(16.3%)

691
(5.9%)

1,043
(8.9%)

11,738
(100.0%)

공공기 수 
재(비 )

347
(85.1%)

9
(2.2%)

5
(1.2%)

47
(11.5%)

408
(100.0%)

공공기 수 이  
후(비 )

184
(46.3%)

69
(17.3%)

36
(9.1%)

109
(27.4%)

398
(100.0%)

국내특허출원수
(비 )

6,572
(75.9%)

951
(11.0%)

309
(3.6%)

822
(9.5%)

8,654
(100.0%)

지자체 산액
(비 )

40,007,471
(45.0%)

24,022,209
(27.0%)

14,019,689
(15.8%)

10,906,851
(12.3%)

88,956,220
(100.0%)

<표 3-8> 지표별 4개 역 도시권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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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명칭 수도권 역 구권 역부산권 호남권 충청권

국
소속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주 남

북
 충남

충북

면
(비 )

28,342
(29.0%)

19,909
(20.4%)

12,341
(12.6%)

20,628
(21.1%)

16,570
(17.0%)

97,790
(100.0%)

인구
(비 )

24,082,002
(51.8%)

5,050,735
(10.9%)

7,598,474
(16.3%)

5,007,697
(10.8%)

4,771,840
(10.3%)

46,510,748
(100.0%)

제조업체수
(비 )

65,737
(58.2%)

12,906
(11.4%)

19,373
(17.2%)

6,990
(6.2%)

7,967
(7.1%)

122,973
(100.0%)

제조업 
부가가치액(비 )

119,006,873
(45.3%)

47,613,172
(18.1%)

65,713,112
(25.0%)

27,481,800
(10.5%)

2,982,961
(1.1%)

262,797,918
(100.0%)

총사업체수
(비 )

1,591,821
(50.6%)

362,803
(11.5%)

539,967
(17.2%)

342,150
(10.9%)

310,618
(9.9%)

3,147,359
(100.0%)

학교수수
(비 )

76
(44.4%)

21
(12.3%)

18
(10.5%)

27
(15.8%)

29
(17.0%)

171
(100.0%)

학생수
(비 )

552,884
(44.1%)

144,647
(11.5%)

180,360
(14.4%)

15,388
(12.2%)

221,761
(17.7%)

1,253,040
(100.0%)

학원생수
(비 )

167,784
(59.9%)

22,775
(8.1%)

29,469
(10.5%)

26,243
(9.4%)

33,776
(12.1%)

280,047
(100.0%)

벤처기업체수
(비 )

8,086
(69.9%)

777
(6.6%)

1,141
(9.7%)

691
(5.9%)

1,043
(8.9%)

11,738
(100.0%)

공공기 수 
재(비 )

347
(85.1%)

1
(0.3%)

8
(2.0%)

5
(1.2%)

47
(11.5%)

408
(100.0%)

공공기 수 이  
후(비 )

184
(46.2%)

26
(6.5%)

43
(10.8%)

36
(9.1%)

109
(27.4%)

398
(100.0%)

국내특허출원
(비 )

6,572
(75.9%)

469
(5.4%)

482
(5.6%)

309
(3.6%)

822
(9.5%)

8,654
(100.0%)

지자체 산액
(비 )

40,007,471
(45.0%)

10,057,268
(11.3%)

13,964,941
(15.7%)

14,019,689
(15.8%)

10,906,851
(12.3%)

88,956,220
(100.0%)

<표 3-9> 지표별 5개 역 도시권별 분포 

5) 소결：수도권은 한국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면 의 11.8%, 인구의 48.2%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권역내 인구

도는 1,940.8명/㎢로 국 평균 474.5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 을 나타내고 있음.

◦산업측면에서도 수도권은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의 47%, 제조업 종사자수의 49%,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수의 68%, 특허출원건수의 79%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임.

◦이외에도 학평가 20 권 이내 70%, 공공기 의 85%, 100  기업본사의 90%, 벤처기업의 

69%, 의료기 의 49%, 융기 의 52%, 융 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재와 같은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체제 아래에서 고 인력과 각종 경제활동이 집 된 도시권

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바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에 직결됨을 알 수 있음.



제3장 수도권 역경제권의 상진단  39

제2  세계속의 수도권 상：세계 도시권 간 비교4)

1) 수도권의 경쟁력은 세계 도시권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

◦비교 상：OECD의 78개 도시권 

－서울은 조사 상인 OECD의 78개 도시권  구매력평가(PPP) 기  1인당 GDP가 19,100

달러로 체 68 임.

－이는 주변 경쟁 도시인 도쿄(48 ), 오사카(56 )는 물론 우리나라의 부산(65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순 도시권
인구

(백만 명)

PPP기
GDP

(천 달러)

GDP 비
(%)

경제활동률
(%)

고용률
(%)

노동생산성
(천 달러)

비교 상 78개 도시의 
평균과의 차이(%)

노동
생산성

고용률
경제

활동률

1 샌 란시스코 4.2 62.3 2.2 49.38 95.6 132.1 77.8 2.1 1.0

2 워싱턴 5.1 61.6 2.7 57.32 96.9 110.9 49.3 3.5 17.2

6 뉴욕 18.7 52.8 8.5 46.69 94.9 119.2 60.5 1.3 -4.5

13 런던 7.4 46.2 19.9 48.48 92.8 102.7 42.4 -0.9 -0.8

15 로스앤젤 스 12.9 45.3 5.0 44.37 95.1 107.5 44.7 1.6 -9.3

18 리 11.2 42.7 27.9 46.13 90.7 102.0 37.3 -3.1 -5.7

36 토론토 4.7 34.9 17.7 63.44 93.0 59.1 -20.4 -0.7 29.7

48 도쿄 34.2 29.3 30.4 51.92 95.2 59.3 -20.2 1.7 6.2

56 오사카 17.0 26.8 13.8 50.04 93.9 57.1 -23.1 0.2 2.3

65 부산 7.9 21.9 18.9 46.59 96.5 48.7 -34.4 3.1 -4.7

68 서울 23.5 19.1 48.6 48.35 95.8 41.1 -44.6 2.3 -1.1

74 구 2.5 12.3 3.4 48.20 95.8 33.7 -64.2 2.3 -1.4

＊인구：미국, 국, 랑스, 일본, 한국(2004), 캐나다(2001)

  GDP：미국, 국, 랑스(2002), 캐나다(2004), 일본(2000), 한국(2003)

  노동력：미국(2006), 국, 랑스, 한국(2004), 캐나다(2005), 일본(2000)

  고용：미국, 국, 랑스, 한국(2004), 캐나다(2005), 일본(2000)

<표 3-10> 도시권별 황(1인당 GDP 기 ) 

－OECD 44개 도시권의 1995~2002년 연평균 성장률은 구매력평가 기  1인당 GDP가 낮은 

서울, 부산 등이 1인당 GDP가 높은 도쿄, 랑크푸르트, 리 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참조).

－그러나 2002년 기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서울(70 )은 OECD 78개 도시권 평균보다 

4) OECD, CECD Territorial Reviews：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2006의 지표를 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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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뉴욕(3 , 60%), 런던(11 , 42%), 리(12 , 37%)

는 물론 도쿄(51 , －20%), 오사카(57 , －23%)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 임.

－이외에 고용률은 평균 비 2.3%, 경제활동률은 －1.1% 수 을 보임.

－2002년 기  수도권의 생산성은 국가 체보다 조  높은 수 이나, 고용률은 낮은 수 임. 그

러나 생산성과 고용 성장률(1999~2002년)은 국가 체보다 높은 수 임.

－특히, 고용 성장률(1996~2001년)은 도시권이 감소한 반면, 간 단계의 지역과 비도시권은 증

가하는 추세임.

－ 도시권의 고령인구 의존율은 OECD 도시권 모두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권과 국가 체 평균의 차이는 약 9% 정도임. 도시권  아테네(24.2%), 리(18.8%), 

로마(17%) 등은 국가와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1.5%), 리옹(1.7%) 등은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 1998~2004년 사이 수도권의 노령인구 의존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게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 오사카, 도쿄 등은 그 의존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세계 도시권의 재산  인  범죄율은 국가 차원보다 30% 이상 높은 편임. 한국은 재산을 

상으로 한 범죄율이 도시권, 간 단계, 비도시권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수 이나, 그

러나 도시권의 인  범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임.

－범죄와 련하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본 결과, 재산과 련된 범죄의 경우 미국, 국, 랑

스, 한국 등은 도시권이 간단계나 비도시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일본은 간 단계의 범죄

율이 도시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  범죄율은 미국, 국, 랑스, 일본, 한국 등 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권이 높게 나타났으

나,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은 간 단계  비도시권에서의 비율이 도시권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남.

2) 동북아 속의 수도권 상：동북아 도시권 간 비교5)

◦지역경쟁력 비교 상  지표

－지역경쟁력의 비교：생산성을 기본으로 각 도시지역 경제의 재구조화 과정에 향을 미치는 

네 가지 자원을 비교

－비교 상：서울권,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북경권, 상하이권, 우권

5) 김원배 외, “동북아 도시권 동태  경쟁력의 비교연구”, 외경제정책연구원(2007)의 지표를 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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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권 체 심도시

도쿄권 도쿄도, 사이타마 , 치바 , 가나카와 도쿄 23개구

오사카권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 , 나라 오사카시

나고야권 기우 , 아이치 , 미에 나고야시

서울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베이징권 동청, 시청, 총원, 슈안우, 차오양, 펑타이, 셔지샨, 하이디안, 통 우 베이징시

상하이권 푸동, 후왕푸, 완, 슈후이, 창닝, 징안, 푸투오, 자베이, 홍코우, 양푸 상하이시

우권 동샨, 리완, 에시우, 하이주, 티앤허, 팡춘, 바이 , 후왕푸

<표 3-11> 도시권별 권역  심도시 설정 

－비교 지표：인 ㆍ지식 자원, 경제구조, 공간인 라 자원, 사회문화  자원

구분 범주 1차 선정지표 2차 선정지표 단

자산/자원

인 ㆍ지식 자원

인구
경제활동가능인구

졸자 비율
학생/교수 비율
창조  직업인

R&D 투자 비
특허출원건수

인구

졸자 비율

R&D 투자 비
특허출원건수

명

%

개/명

경제구조

수출입액
지식기반산업 비

외국인직 투자
외국기업수

수출액 비
지식기반 비
외국인직 투자

%
%
$

공간인 라 자원

면
도로 도

항공연결편수
주택보 률
공원면

기오염(NOx, 미세먼지)

면
도로 도

항공여객량

㎢
㎞/㎢
명

사회문화  자원
외국인수

소득분배 정도
공공도서  장서수

외국인 수 명

산출/결과

GRDP
1인당 GRDP

평균임
고용률

GRDP
1인당 GRDP

평균임
고용률

$
$/명

$
%

<표 3-12> 경쟁력 자원과 지표

◦ 도시권별 기  황 비교

－ 도시권별 인구는 도쿄권이 3,420만 명으로 가장 많고 국의 도시들은 천만 명 내외로 상

으로 은 편임.

－ 도시권역의 면 은 나고야권이 21,530㎢로 가장 넓고, 수도권은 11,730㎢로 상하이권(6,341

㎢), 우권(7,434㎢) 다음으로 좁은 편임.

－인구 도는 도쿄권이 가장 높고 상하이권, 서울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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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2차

선정지표

지역

한국 일본 국

서울권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북경권 상하이권 우권

인구

심도시 1,029 835 263 220 769 800 428

도시권 2,353 3,420 1,847 1,116 1,163 1,352 725

국 4,905 12,769 12,769 12,769 129,988 129,988 129,988

면

심도시 605 621 222 326 2,275 812 1,435

도시권 11,730 13,556 18,589 21,530 16,411 6,341 7,434

국 99,617 377,899 377,899 377,899 9,598,060 9,598,060 9,598,060

인구
도

심도시 17,008 13,446 11,847 6,748 3,380 9,852 2,983

도시권 2,006 2,523 994 518 709 2,132 975

국 492 338 338 338 135 135 135

<표 3-13> 도시권별 황 비교
(단 ：만명, ㎢)

<그림 3-3> 도시권별 인구 비교

<그림 3-4> 도시권별 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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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도시권별 인구 도 비교

※ 세계 도시권과 수도권의 황을 국토면 을 감안하여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면  1%

당 4%의 인구가 집되어 있어, 랑스 9%, 일본 7%에 비해 낮은 수 임.

※ GDP 역시 수도권은 1%의 면 에 4%의 수 인데 비해 일본은 9%, 랑스는 14%가 집

되어 있어 경제력 집 이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

구분 면 (㎢) 인구(천명) GDP(백만 달러)

국가
수도권

( 도시권)
수도권 국 비율 수도권 국 비율 수도권 국 비율

한국 수도권 11,753  99,646 12% 22,767  47,279 48% 307,712 688,230 47%

일본 도쿄권 13,556 377,900  4% 34,472 126,926 27% 1,450,463 3,910,728 37%

국 북경 16,800 0.2% 14,560  1% 45,223  3%

랑스 Ile-de-France 12,011 551,500  2% 11,491  63,392 18% 377,016 1,333,510 28%

국
London&South 

East
30,625 243,610 13% 18,240  58,789 31% 579,136 1,832,792 32%

미국 뉴욕권 33,725 0.4% 21,540  8% 1,000,000  9%

자료：건설교통부, 수도권 발 책 연구, 2005

<표 3-14> 수도권의 국제 비교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북경

수도권

일드프랑스

런던권

뉴욕권

동경권

(백만달러)

도쿄권

<그림 3-6> 주요 도시권별 GDP

  



44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에 한 연구

◦ GRDP  1인당 GRDP

－아시아 주요 도시권의 GRDP를 비교해본 결과, 일본의 도시권이 1990년 의 불황에도 불

구하고 한국과 국의 도시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의 수도권

은 국의 도시권보다는 높지만 나고야권에 한참 못미치는 수 임.

－특히 1인당 GRDP는 일본이 한국과 국에 비해 월등한 우세를 나타내고 있음.

－나고야권은 1인당 GRDP에서 오사카권을 추월하고 도쿄권과의 격차도 상당히 좁히고 있음. 

이는 기업을 심으로 한 강력한 제조업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GRDP  1인당 GRDP 모두 도쿄권과 서울권은 1990년  말 침체기를 겪으면서 감하 으

나, 베이징은 꾸 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격차는 더욱 어들 것으로 단됨.

－한국의 수도권은 GRDP와 1인당 GRDP 모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1인당 

GRDP는 일본과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강화를 한 지역생산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단됨.

<그림 3-7> 도시권별 GRD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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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도시권별 1인당 GRDP 비교

◦ 학학 보유자 비율

－정보화ㆍ세계화 시 에 지역 인 자원의 양 ㆍ질  수 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

심 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그 비 은  높아지고 있음. 물론 학 보유자의 비  자체가 

신 역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인 자원의 수 을 개략 으로 보여 다고 할 수 있음.

－ 학학 보유자 비율은 일본의 도시권들이 체 으로 우 에 있으며, 국의 도시권은 

매우 낮은 수 을 나타내고 있음.

－한국의 수도권은 일본의 도시권과는 격차가 있긴 하지만, 1990년에 비해 상당한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어 인 자원의 질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9> 도시권별 학학  보유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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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R&D 센터의 입지(서울)6)

－Fortune지가 선정한 500  기업  R&D 센터를 갖출 수 있는 업종을 기 으로 상  100  

기업의 도시별 진출 황을 살펴보면, 북경은 76개 진출 기업  49개가 R&D 센터를 보유하

고 있어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서울은 조사 상 기업  R&D 거 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상하이 북경 홍콩 도쿄 싱가포르

진출 74 64 76 56 84 63

국내사 3 0 0 0 19 0

공장 11 9 5 4 1 1

R&D 0 9 49 3 1 2

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ㆍ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 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2003 

<표 3-15> 외국계 R&D 센터 입지 황(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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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외국계 R&D 센터 입지 황

◦ GDP(GRDP) 비 연구개발비(서울)

－GDP 비 R&D 지출비율은 북경이 5.47%로 가장 높은 수 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은 일

본과 비슷한 3% 수 인 것으로 나타남.

6) R&D 설치 업종：Network & Other Communications Equipment, Pharmaceuticals, Semiconductors and Other Electronic 

Component, Beverages, Aerospace & Defence, Household & Personal Products, Oil and Gas Equipment, Services, Scientificㆍ

PhotoㆍControl Equipment, Chemicals, Motor Vehicles & Parts, Industrial & Farm Equipment, Food Consumer Products, Forest 

& Paper Products,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Construction, Electronics, Electrical Equipment, Computers, Offic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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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GDP 비 R&D 투자비율(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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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R&D 비용(2001)

◦인구 비 R&D 종사자수(한국)

－OECD 통계에 따르면, 인구 비 R&D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일본이 인구 1,000명당 7명

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2.9명으로 일본, 싱가포르 다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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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2/2

<그림 3-13> 인구 비 R&D 종사자수(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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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논문수(한국)

－NSF의 통계에 따르면, 기술자ㆍ연구자의 기  능력 수 의 척도인 과학논문수는 일본이 다른 

비교 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은 국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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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NSF,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02

<그림 3-14> 과학 논문수(1999)

◦특허출원건수

－특허출원건수는 지역의 신역량을 나타내는 직 인 지표로 인 자원의 질  수 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음.

－인구 비 특허건수는 일본의 도시권이 다른 도시권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도쿄권과 한국, 국의 도시권은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오사카권은 1996년 이 에는 도쿄권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버블 붕괴 이후 락

하면서 도쿄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한국의 수도권은 꾸 한 증가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일본과의 격차는 좁 지지 않고 국과

의 격차는 더 좁 지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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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도시권별 특허출원건수

◦지식기반산업 비

－한 나라  도시의 경제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비 은 산업 고도화의 수 을 가장 명확하게 보

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지식기반산업의 분류는 OECD의 기 을 근거로 분류하되, 지식기반제조업은 항공기계, 의약

ㆍ의료용 화합물, 사무계산기계, 상ㆍ음향ㆍ통신기계 등을 포함하는 고 기술산업으로 한정

하 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우편통신업, 사업자서비스업, 융보험업을 포함한 업종을 상

으로 분류함.

－지식기반제조업 비 은 나고야권을 제외한 3개 도시권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

울권은 2000년을 기 으로 감소세로 돌아섬.

－나고야권은 기업을 심으로 한 제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 한 상

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16> 도시권별 지식기반제조업 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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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서비스업은 일본과 한국의 수도이자 경제 심지인 도쿄권과 서울권이 다른 도시권

에 비해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분의 도시권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이 꾸 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서비스업은 지속

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3-17> 도시권별 지식기반서비스업 비  추이

◦ GRDP 비 수출액 비

－오늘날 경제가 세계화되고 서비스화되어 가면서 도시권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기능  

특화에 훨씬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여기서 지표로 악하고 있는 수출액도 단

지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 이나 활성화 정도를 악하는 제한  의미로 해석해

야 할 것임.

－GRDP 비 수출액 비 은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과 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쿄권과 나고야권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도쿄

권이 세계 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강한 제조업기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서울권은 비교 상 도시권  최하 를 나타내고 있으며, 추이 한 지속 인 감소세를 나

타내고 있음. 이는 서울권의 경제구조가 차 내수 주로 환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이 주도 인 성장동력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반면에, 국의 상하이권은 가 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하이권의 경쟁력이 제

조업의 경쟁력에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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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도시권별 GRDP 비 수출액 비  추이

◦ 융업체 진출 황(서울)

－비교 상 도시  외국 융업체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은 홍콩으로 67개사가 진출해 있

고, 도쿄과 북경이 뒤를 잇고 있음. 

－그에 비해 한국은 비교 상 도시  진출기업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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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도시별 다국  융기업 수

◦특 (5star)호텔(서울)

－특 호텔은 도시의 비스니스 환경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로, 특  호텔은 비즈니스 출장자를 

한 숙박과 업무  편의공간을 제공한다는 에서 국제 업무도시의 매우 요한 요소임.

－서울은 15개로 도쿄(42개)의 1/3 수 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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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특 (5star)호텔 수

◦도심부에서 공항과의 근성

－공항과의 근성은 비즈니스,  등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요한 요소로 인천공항은 

서울 도심에서 약 50㎞ 정도 떨어져 있으며, 소요시간은 버스 60~100분, 택시는 6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싱가포르, 홍콩, 북경, 상하이 보다 근성이 떨어지는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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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도심에서 공항까지의 거리

◦도로 도

－도로 도는 지역의 인 라 수 을 나타내는 가장 편리한 지표 의 하나로 해당지역의 

 투자의 결과를 의미함.

－도로 도 역시 일본의 도시권이 한국, 국의 도시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

고 있음. 도쿄권은 도로 도가 가장 높은 수 이며, 꾸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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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과 베이징은 일본의 도시권에 비해 상 으로 인 라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근 꾸

히 확충되고 있음.

  

<그림 3-22> 도시권별 도로 도 변화 추이

◦항공연결

－항공교통량은 지역의 경제 규모와는 다른 차원에서 활력과 개방성, 외부세계와의 교류 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항공 여객량은 도쿄권이 다른 도시권에 비해 압도 인 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권과 

오사카권은 규모는 작지만 공항 신설  확장을 통해 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국은 2003년 이후 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베이징과 상하이권은 2005년 기 으로 서울권과 

오사카권을 추월함.

－반면에 나고야권은 부공항의 개항에도 불구하고 큰 신장세를 나타내지 못함.

  

<그림 3-23> 도시권별 항공여객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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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수도권은 동북아에서도 상 그룹에 불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수도권은 인 ㆍ지식자원( 학학 보유자 비율, 특허출원

건수), 경제구조(수출액 비 , 지식기반산업 비 ), 공간인 라 자원(도로 도, 항공여객량) 등 

부분의 경쟁력 련 지표에서 일본의 도시권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 도쿄권과 오사카권은 포터(1990)가 제시한 발 단계에서 신주도의 단계에 들어서서 성

숙한 지역경제라고 간주할 수 있으나, 양 인 한계에 근 하여 고용의 감소와 임 의 정체 등

의 문제 을 보이고 있음. 

－반면에 나고야권은 기업주도의 산업기반으로 일본내 다른 도시권에 비해 상 으로 유

리한 지역경제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음. 

－서울권은 산업구조변화  경제양상 등이 과거 도쿄권의 변화과정과 비슷한 양상으로 개되

어 가고 있으며, 고용  임 상승 등은 도쿄권보다 나은 상황이지만 성장동력이 차 소진되

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국의 도시권은 투자주도형 성장단계에 어들고 있으며, 속한 지역경제의 성장과 함께 

고용창출과 임 상승률 측면에서도 고속성장을 경험하고 있음.

－결국, 성장동력의 쇠퇴 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3  도시권과 성장률의 상  감소를 경험

하고 있는 한국의 수도권은 발 도상에 있는 국의 3  도시권과는 질 으로 다른 정책 처

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고

발

전

수

준

                도쿄

나고야

오사카

   

   서울

부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요소주도 투자주도 신주도 부(부) 주도

    성장단계

<그림 3-24> 도시권의 경제발  수 과 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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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성장

고용증가

임 감소

상하이

임 상승

베이징

  서울 우

나고야

도쿄

오사카

지역경제 
침체

     고용감소

<그림 3-25> 동북아 도시권의 동태  상

3) 소결 

① 수도권의 집 도  경쟁력7)－수도권은 한국 경제성장의 기 차 역할 담당

◦수도권은  국토면 의 12%,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

고 있는 비 은 다음과 같음.

◦수도권은 우리나라 100  기업체 본사의 90%, 벤처기업의 68%가 입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체의 52%, 서비스업의 47%가 집 되어 있음.

◦ 한 지 재산권과 련된 특허출원건수는 12만 여건으로 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도 수도권은 국 학의 39%, 의료기 의 49%, 융기 의 52%, 공공기 의 85%가 입

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심지역으로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의 비   요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임.

② 동북아 도시권의 경쟁력8)－수도권의 상은 동북아에서도 상 그룹에 불과

◦동북아 도시권별 인구는 도쿄권이 3,420만 명으로 가장 많고 국의 도시들은 천만 명 내외로 

상 으로 은 편임.

7) 김경환 외, ｢수도권 규제에 한 재인식：규제논리의 비  고찰과 정책 안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5

8) 김원배 외, ｢동북아 도시권 동태  경쟁력의 비교연구｣, 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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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권역의 면 은 나고야권이 21,530㎢로 가장 넓고, 수도권은 11,730㎢로 상하이권(6,341

㎢), 우권(7,434㎢) 다음으로 좁은 편임.

◦비교 상 7개 도시권의 지역총생산과 지역생산성(1인당 지역총생산)을 살펴보면, 일본의 도시

권이 한국과 국의 도시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도쿄는 지역총생

산과 생산성에서 가장 월등한 치에 있으며, 한국의 수도권은 일본과 국 도시권의 간 수

을 나타내고 있음. 

◦ 한 한국의 수도권은 인 ㆍ지식자원( 학학 보유자 비율, 특허출원건수), 경제구조(수출액 비

, 지식기반산업 비 ), 공간인 라 자원(도로 도, 항공여객량) 등 부분의 지표에서 일본의 

도시권에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 수도권의 경쟁력은 세계 도시권에 비해 매우 취약9)

◦수도권과 해외 5  도시권(뉴욕, 런던, 리, 도쿄, 북경, 상하이권)의 경쟁력 평가 결과 수도권

은 런던권, 리권, 뉴욕권, 도쿄권 등 선진 도시권과 경제  성장성  환경 매력도 측면 모

두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동북아시아 도시권인 북경권, 상하이권과의 경쟁에서도  우 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 동북아 경제 심지를 지향하는 수도권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서울은 OECD 조사 상 78개 도시권  구매력평가(PPP) 기  1인당 GDP가 19,100달러로 

체 68 임. 이는 주변 경쟁 도시인 도쿄(48 ), 오사카(56 )는 물론 우리나라의 부산(65 )보

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 2002년 기  생산성을 살펴보면, 서울(70 )은 OECD 78개 도시권 평균보다 40%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뉴욕(3 , 60%), 런던(11 ), 리(12 , 40%)는 물론 도쿄(51

), 오사카(57 , -20%)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 임.

9) 건설교통부, ｢수도권 발 책 연구｣, 2005

OECD, OECD Territorial Reviews：：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OEC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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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도권 역경제권의 역할  정책방향

제1  로벌 경쟁시 의 수도권 역할  정책기조

1. 재 수도권 정책의 기조

◦ 재 수도권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의 인구집  유발시설에 한 입지규제를 통해서 수도권의 인

구를 분산하고 과 을 억제하여 국가균형발 을 도모하는 것임.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수도권 정책의 기조는 “선 지방발  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요약될 

수 있음.

2. 기존 수도권 정책의 문제

1) 기본 제의 오류

첫째, 수도권 과밀은 인구규모 자체의 문제이며 적정인구가 존재한다는 인식

◦수도권 문제의 핵심은 인구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 주택 등의 문제

들을 역생활권 단 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도시성장 리의 문제임.

◦이는 도시의 혼잡여부는 단순한 인구증가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인구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도

시기반 시설의 수용여부에 직결되기 때문임. 즉, 동일한 인구규모의 도시에서도 도시기반 시설의 

수용여부에 따라서 과  혼잡도는 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실 으로도 40 여년간 이어온 수도권 억제정책의 결과는 체로 수도권의 인구집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수도권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경제활동 해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삶의 질 하로 나타남.

둘째, 수도권이 발전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인식

◦ 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쟁 상은 비수도권이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외국 

도시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시 히 조성해야 함.

◦자본, 정보, 인  교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체제하에서 수도권의 입지를 억제한다고 해

서 수도권의 기업과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이 한다는 보장은  실성이 없는 사실임.

◦수도권은 인구, 산업, 고 인력의 집 으로 한국경제 성장의 엔진역할을 담당하나 세계 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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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경쟁에서 취약함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도시권과 비교해도 상  그룹에 불과하다는 

것이 체 인 평가임.

셋째, 많은 인구와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집적된 대도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

◦ 로벌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차 감소하고 역경제권이 새로운 경쟁주체로 부

상하면서 고 인력과 정보,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집 된 도시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음.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 FTA 확산 등 로벌 경쟁에서는 자본과 기업의 이동이 한층 자유로운 

경제의 무국경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역할은 차 약화되고 있음.

◦한편, 지식기반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 변화와 주민생활  경제활동의 공간  역화 때문에, 

고 인력과 각종 기능  경제활동이 집 된 도시를 심으로 한 역경제권의 경쟁력이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상이 하게 나타남.

◦ 역경제권이 하나의 독립된 공간경제단 로 시되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확산으

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도시 심의 역경제권으로 재편하고 분권형 국가발 체제

로 환을 추진하고 있음.

3. 수도권의 역할  정책기조 재정립 필요

◦ 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역경제권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수도권의 역할  정책기조가 재정립

될 필요가 있음.

◦향후 수도권은 우리나라 성장엔진으로서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허 로 육성해야 함.

－치열한 로벌 경쟁체제에서 수도권의 경쟁 상은 더 이상 비수도권이 아니라 유사규모의 외

국 도시권임을 명시하고 정책기조를 환하도록 함.

※수도권 정책개편의 핵심은 인구규모 자체의 안정화보다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해 성

장을 히 수용하되, 계획 으로 리할 수 있는 도시권의 기능을 제고하는 데 있음.

－이를 해 기존의 수도권정비법을 신하는 체입법을 마련하여 분권화된 역  성장 리

체제로 환하도록 함.

－수도권의 계획 인 성장 리 문제는 본질 으로 수도권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균형발 정책

과는 분리하여 근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격차 해소를 한 공동발 략을 별도로 논

의하여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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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수도권정책 새로운 수도권정책

정책기조 
정책목표

수도권 성장억제
 ∙수도권 인구분산  과 억제
 ∙국토균형발  도모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완화)

동북아 허 로 육성
 ∙지속가능한 발 체제 구축
 ∙국제경쟁력 제고

( 역경제권 육성+수도권규제 합리화)

리주체 앙정부 수도권 역연합체

경쟁 상 수도권 vs 비수도권 수도권 vs 유사 규모의 외국 도시권

정책수단
 ∙획일 , 경직  시설입지규제
 ∙경제활동규제

 ∙규제합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계획  성장 리체제 구축

균형발 과의 계 수도권 집 억제를 통한 균형발 역경제권 단 의 자율  경쟁체제

<표 4-1> 수도권 역할 재정립에 따른 새로운 정책기조

제2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기본방향

1)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두 축을 심으로 추진

첫째,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북아 허브로 육성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해 수도권 규제문제와 연계해서 근해야 할 필

요가 있음.

－비수도권의 반발 등 정치  민감성과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규제의 근거인 수도권정

비계획법의 폐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정도로 검토할 가능

성이 높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취지가 수도권 억제를 통한 균형발 이고 이 계획의 상이 수도권

의 최상 법이므로, 국무총리가 주 하는 수도권정비 원회가 각종 개발사업에 한 정부의 

승인권, 심의권을 가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법조항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실질 인 정책운

용과정에서 수도권 역 의체가 자율성을 행사하기에는 제도 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상됨.

둘째, 수도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계획적인 성장관리체제 구축과 병행하

여 추진

◦설령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수도권 내부의 과 이나 혼잡문제는 여 히 요

한 정책이슈이므로 잠재 인 개발수요(성장)는 수용하되 이를 체계 으로 담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수도권규제의 근거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하려면 비수도권이나 문가, 언론 등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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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수도권 내부의 과 이나 혼잡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에 응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구체 인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함.

   

<그림 4-1>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



제5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제1   수도권의 자율형 역행정체제 구축

제2   수도권 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제3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성장 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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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제1  수도권의 자율형 역행정체제 구축

￭ 수도권의 자율형 역행정체제 구축

◦주요 정책 어젠다  

－ 역행정기구의 설립근거, 형태, 기능  재원, 기존 역행정조직의 계

－ 앙정부의 권한이양  재원확보 방안

 
◦ 역행정의 문제의식  근방향

－원활한 역행정을 추진하기 해 낮은 통합성을 택할 것인가? 높은 통합성을 가질 것인가?

－포 인 역행정서비스 분야로 근할 것인가? 우선은 역  조정이 실한 분야로 국한할 것인가?

－ 재 앙집권  체제를 고려할 때, 앙정부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 인가? 지역연합체 심으로 

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수도권 역행정의 주요 이슈

－기존의 역행정제도는 왜 잘 안되는가?

－해외의 역행정 거버 스는 어떤 방식과 특징이 있는가?

－ 역거버 스 체제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어떻게 확보 할 수 있는가?

－ 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재원확보는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1. 수도권 역행정기구의 황  문제

1) 의회 형태의 역행정기구

(1) 개념 (지방자치법 제152조~158조)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해 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하는 것임.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 부장 과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ㆍ군 

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행정안 부장 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하도록 권

고할 수 있음.

◦ 의회를 구성하려면 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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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과 규약

◦ 의회는 회장과 원으로 구성되는데, 회장과 원은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지방자치

단체의 직원 에서 선임함.

◦회장은 의회를 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회의 사무를 총 함.

－ 의회의 상이 떨어지고 자치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됨.

◦규약에는 의회의 명칭, 구성자치단체, 처리사무, 조직과 회장  원의 선임방법, 운 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을 정함.

(3) 권한과 효력 

◦ 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제출, 의견

개진, 그 외의 필요한 조를 구할 수 있음.

◦ 의회를 구성한 계 지방자치단체는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의회가 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

(4) 조정

◦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

면, 시ㆍ도 간의 합의사항에 하여는 행정안 부장 이 시ㆍ군  자치구 간의 의사항에 

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음.

(5) 실례：안양천 수질개선 책 의회 

◦안양천을 끼고 있는 13개 기 자치단체장들이 하천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일원화된 체계

로 수질개선 책 의회를 구성함. 이 의회에는 경기도 안양, 의왕, 군포, 명, 시흥, 부천시

와 서울 구로, 양천, 천, 등포, 강서, 동작, 악구의 단체장과 공무원이 참석하고, 서울시, 

경기도, 한양유역환경청, 국토해양부 계자도 참여함.

◦이 의회는 안양천의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홍수 험 감, 생태계 복원 등을 해 통합 리

체를 운 함.

◦이를 해 안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2009년까지 완료하고 시장, 환경교육장, 실험

실, 망  등을 갖춘 안양천 방문객 센타(visitor center)를 2010년까지 공하며,  안양천 상

류지역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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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형태의 역행정기구

(1) 개념(지방자치법 제159조~164조)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 부장 의(시ㆍ군  자치구는 시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음.

    

(2) 조직과 권한

① 조직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사무직원으로 구성됨

◦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음.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요사무를 심의, 의결함.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한 사용료, 수수료 는 분담

을 조례의 범 내에서 정할 수 있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표하며 이 조합의 사무를 총 함.

④ 규약

◦규약에는 조합명칭, 구성자치단체, 사무소의 치, 조합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원의 선임방법, 집행기 의 조직과 선임방법, 조합의 운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과 지출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 앙정부가 역 인 사무를 처리하기 해서 권한이나 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 간의 조합만으로 할 수 없기에,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함. 이것이 역기구의 구성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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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도  감독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 부장 의 지도감독을 받음. 시ㆍ군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 부장 의 지도, 감독을 받음.

⑥ 설립근거법

◦지방자치법(159조)：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해 

◦지방공기업법(44조)：지방직 기업의 경 에 한 사무를 역 으로 처리하기 해 

◦지방자치단체 기 리기본법(17조)：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기 을 리하기 해

(3) 실례：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황

◦특별자치단체 성격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6개가 있음.

조합명칭 구성원 목    승인일자

자치정보화조합
역시ㆍ도

(서울제외 15개지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지원 2003.1.21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부산 역시, 경상남도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 투자사업총 2003.6.4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 역시, 경상남도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허가 사무처리

 외자유치
2004.1.20

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라남도, 경상남도
양만권 자유구역내 각종 인허가 사무처리, 

외자유치 등 
2004.1.20

부산~김해 경량 철조합 부산 역시, 김해시 부산~김해 간 경량 철건설 운 총 2004.2.16

수도권교통조합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 수도권 역교통시설설치 운 총 2005.2.4

<표 5-1> 지방자치단체조합 황

(4) 실례：수도권교통조합

① 황

◦수도권의 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해 설립됨.

◦주요업무는 수도권 교통종합계획 수립, 수도권 교통정책 의조정, 수도권 교통 환승시

설 확충, 수도권 간선 행버스노선 설치운 임.

◦조직은 기획조정과(기획 산 , 정책조정 , 역버스 , 도로철도 )와 시설과(종합계획 , 환승

시설 , BRT , 운행 리 )의 2개 과 8개 으로 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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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제

◦수도권교통조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  집행력확보를 한 법 근거가 미비함.

◦조합은 구성자치단체로부터 사무처리권한을 이양받고 이를 행사해야 하는데, 각 행정 주체로부

터 사무이양이 미흡하고 해당시ㆍ도와 업무가 첩됨.

－국토해양부로부터 역교통에 한 권한과 산을 이양받아, 구성자치단체들의 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이 부여되어야 함.

◦ 역정책의 수립  시행을 한 산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조합은 재 각 지자체에서 견된 일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통계획  운  등에 

한 문성이 부족함.

③ 처방안

◦수도권교통조합의 업무 역과 재원을 확보하기 한 법  근거를 마련하고, 앙과 지방이 공동

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지 확보가 필요함.

◦조합 고유의 업무 역을 명확히 정립하여 각 행정주체와 업무가 첩되어 발생하는 혼란과 비효

율을 막아야 함.

◦조합의 안정  재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역 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합의 문성을 강화하여 역교통행정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의체  연합체형태의 역행정기구 

(1) 개념(지방자치법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의하기 하여 국  의체를 설립할 수 있음.

◦시도지사 의체, 시도의회의장 의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의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의체가 있고 이를 4  의체라고 함.

(2) 역할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하여 행정안 부장 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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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례 

① 국시도지사 의체 

◦목 ：이 의회는 시ㆍ도 상호 간의 교류와 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문제를 의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 과 지방자치의 건 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함.

◦사업：이 의회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함. 지방자치발 을 도모하기 해 

필요한 정책  시책연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안에 한 논의  조사 연구, 시ㆍ도 간 공동

이익과 련된 공동 심사의 의견수렴  연구, 지방자치에 향을 미치는 법령, 기타사항에 

하여 정부에 한 의견개진 는 국회에 한 의견제출, 지방자치발 을 한 시ㆍ도 간 정보교

환  교류, 기타 의회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함.

② 국시도의장 의회

◦ 1991년 임의단체로 발족되었고, 재정은 연간 100만원의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충당함. 사무국은 

별도로 설치하고 않고, 회장이 속한 시ㆍ도의회의 의정담당 실에서 보좌하고 회의시기는 월1회

를 원칙으로 함.

◦이 의회는 지속 인 사단법인화의 노력과 상  기능강화를 정부당국에 요청함으로써 1999

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체를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구성, 운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 

154조의 2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31일 의체의 설립 신고 근거규정인 지방

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 2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법  기구로 출범하게 됨.

◦ 한 2000년 6월에 행정자치부에 설립신고를 하 고, 지방자치발 과 지방의회 운 에 하여 

상호 간의 교류와 력증진, 그리고 이와 련한 공동의 문제를 의하는데 그 설립 목 이 

있음.

③ 국시장군수구청장 의회

④ 국시군구의회의장 의회 

4) 법인형태의 역행정기구

(1) 개념

◦법인의 형태로 사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되고, 정 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로서 수도권 역경제

권추진공사의 설립  운 에 한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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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 역경제권에 한 경제개발계획과 국토 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 으로 로벌 경쟁에 응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여 수도권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법인임.

◦ 역행정권은 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련되므로, 역경제권 추진계획이나 공사의 정 에 

한 사항은 국무총리 혹은 국회의 승인사항으로 하여 역 인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구조여야 할 것임.

(3) 실례：수도권매립지 리공사 

◦목 ：수도권매립지를 효율 으로 리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한 처리와 자원화를 진하고 주변지역주민의 쾌 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함(수도권매립지 리공사의 설립  운  등에 한 법률, 2007.4.11).

◦수도권지역의 정의：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의 할구역으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리

법에 의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역을 이름.

◦책무

－국가：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한 처리를 하여 수도권매립지의 리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진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함.

－시도지사：서울시장, 인천 역시장, 경기도지사는 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  

처리실태를 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와 정한 처리를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

지의 정한 리를 하여 조하여야 함.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매립에 필요한 복토재의 확보  주민지원사업 등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하여야 함.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 리계획의 수립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 리계획에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계획,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자원화 진 책,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리,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운

재원조달에 한 사항,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주민에 한 지원사업,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에 한 오염 감 책,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정한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함.

－환경부 장 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계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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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환경 리계획의 수립

－2년마다 사용 황,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기 , 기반시설의 공사에 한 사

항, 주변 환경보 에 한 사항, 사후 리에 한 사항이 포함되는 수도권매립지 환경 리계

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와 의하여야 함.

◦성격

－법인이며 공사의 정 에는 목 ,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한 사항, 임원  직원에 

한 사항, 이사회  운 원회에 한 사항, 재무회계에 한 사항, 자본 에 한 사항, 

정 의 변경에 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한 사항, 규약규정의 제정  폐기에 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정 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함.

◦임원의 구성

－사장 1명과 이사 3명 이내, 감사 1명을 둠.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 이 임면하고, 이사는 환

경부장 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함. 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음.

－사장은 공사를 표하고 그 업무를 총 함. 이사는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함.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함.

－공사의 업무에 한 요사항을 의결하기 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

한 이사로 구성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공사의 사업내용

－공사의 사업내용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부속시설의 설치  리,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한 시설의 설치  운 , 주민지원기 의 조성  주변 향지역의 지

원, 반입수수료  가산 , 부담  등의 결정,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 리, 오염방

지시설의 설치  리, 복토용 토사의 확보를 한 토취장의 개발  운 ,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리, 매립지안의 공원시설, 문화시설의 설치  운 , 수도권매립지의 설치 리와 련하

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탁받은 업무, 사업을 한 조사연구설계, 책임감리, 환경

오염물질의 측정 분석 침 기술지원 등 부 업무 등이 있음.

－공사는 의 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 의 승인을 얻어 각 사업에 한 

출자나 출연을 할 수 있음.  공사는 이 사업들을 환경부장 의 승인을 얻어 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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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재원

－공사의 재원은 반입수수료, 가산   부담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 수익 , 차입

,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 , 기타 수입 으로 구성됨.

－공사는 환경부장 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환경부장 은 채권의 발행을 승인

하는 경우에 미리 재정부장 과 의하여야 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

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함.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하여 산의 범 내에서 보조 을 교부할 수 있음.

◦운 원회 

－사업에 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공사에 운 원회를 두고, 원회는 원장과 원

으로 구성함.

－ 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원은 환경부장 이 함. 원들은 환경부장 이 추천하는 

계공무원 1명,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계공무원 각 2명,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 표 6명, 환경부장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 표가 추천하는 련

문가 각 1명과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련 문가 1명으로 구성됨.

－ 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원의 추천을 받은 환경부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거부할 수 없음.

－ 원회의 심의사항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종류, 반입량, 반입기  

 반입 상구역,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보 을 한 시설물의 설치  지원에 한 사항, 

기타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임. 원회의 운 에 한 사

항은 통령령으로 정함.

◦사업 승인권

－공사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

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그러함.

◦지도감독권

－환경부장 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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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역행정제도의 장ㆍ단 비교

특징 장 단 시사

사무 탁
∙소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  장

에게 탁하여 처리 (지방자치법제141조)
∙신속간편하게 자치단체 

간 력사무를 처리
제도에 한 경험부족, 상
문화의 미성숙

행정
의회

∙2이상에 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함(지방자치법제142조).

∙ 역사무의 공동처리( 역행정 의회 5
개권, 기 행정 의회 50개권으로 구성)

  ＊수도권 역행정 의회(1988년 11월 구
성,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으
로 구성)

∙느슨한 력방식

∙집 이고 본격 인 
력의 단계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임.
∙분쟁해결능력이나 집행권, 

과세권이 없음.
∙비상설기
∙지방의회 참여 결여

의회참여
부재 

지방
자치단체

조합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해 계지방자치
단체의 의를 거쳐 규약을 정해 설립한 
공법상 사단법인(지방자치법 149조)

  ＊최근 수도권교통조합설립(2005년 2월)

∙특별지방자치단체(독립
된 행정주체)

∙집행력이 뛰어나고 종국
인 사무처리에 유용

∙규약변경 시 행정자치부장
의 승인 얻어야 함(규제

강함).
∙운용 부진
∙수도권쓰 기매립지운

리조합은 운 부실로 공사
로 체되어 해체됨.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어
활용기피

지방정부 
국 의체

∙단체장  의회의장은 상호교류와 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의하기 해 

국 의체를 설립(지방자치법154의 2)

∙정부에 한 의견제출
권을 가짐.

∙국가는 응답의무가 없음.

약에 의한
공동사무

처리

∙자치단체 간 소 사무를 공동으로 약 
는 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

∙법  근거없이 사 계
약과 같이 당사자간 자
유의사에 따라 합의 가
능

∙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다
른기 에 이 하기를 기피
하는 경향이 강해 활성화되
지 못함.

<표 5-2> 기존 역행정제도 비교

6) 수도권 역행정 운 상의 특례 

(1) 서울시의 행정특례에 한 설치근거

◦서울시는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내각수반의 할에 두

었다가, 1963년 법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소속이 됨.

◦ 1991년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한 법률｣이 제정되어 앙정부 직할

체제로 변화되었고, 수도로서의 특별한 지 를 가지므로, 앙행정기 과의 다툼이 있을 때는 국

무총리가 조정함.

(2) 수도권 역행정 운 상의 특례

◦수도권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련된 도로, 교통, 환경 등에 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함(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한 법률, 2008.2.29).

◦문제는 통령령(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한 법률시행령, 2007.10.4. 통령령 제20306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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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조정 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으로 국무총리산

하에 수도권행정 의조정 원회, 동남권행정 의조정 원회와 같은 역 인 벨에서 권역별 

행정 의조정 원회를 만들어 역 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한 법률에서는 도로, 교통  운수에 한 사항, 환경오염방지  환경

보 에 한 사항, 수자원 등의 이용에 한 사항, 기타 수도권의 역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하여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행정 의조정 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

록 서울특별시의 업무에 한 특별한 상을 부여함.

(3) 정부직할의 특별시로서의 자치권 확보 필요

◦서울시는 행정의 특별시로 정부직할이므로, 앙정부의 행정부처에 상응하는 권한과 산을 가

질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즉 서울시는 수도로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데 있어 앙정

부의 장 의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서울의 지방정부를 운 하는데 있어 앙정부의 장 들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함.

◦따라서 서울시는 교통, 환경, 경제개발, 산 등에 있어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과 동

등한 자격으로 서울시의 경쟁력강화와 지역발 을 한 정책과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한 행

정행 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행정에 한 특례는 서울시의 자치에 한 특별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서울시를 심으로 교통, 

환경, 수도권의 경제개발 등에 하여 주변의 역시ㆍ도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계획들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조정의 결과가 국토해양부, 행정안 부, 

지식경제부 등이 국정분야별로 정리한 안과 립될 때, 서울시는 특별시로서 입장을 설명하고 

그 재를 국무총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임.

◦서울시는 특별시로서 역경제권의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물론 이 경우 여타의 역권에 한 역 의체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굳이 서울특별시가 이 문제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문제논의에 동참함으로

써, 서울특별시에게 부여된 특별한 지 를 상실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고 단됨.

◦수도권 역행정기구의 설립형태는 일반 인 역시ㆍ도와 동일한 벨에서 역 인 의체

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와는 구별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는 굳이 이러한 벨에 

제약되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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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   교훈

◦지방정부들이 자치 으로 역 혹은 역 인 행정서비스를 공 하려고 하는 의회나 조합의 

방식으로서는 재원확보나 법 인 권한이 없어서, 역경제권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

진은 어려움.

◦ 역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들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도시권 역교통 원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음. 즉, 국토해양부장 에게 승인 권한이 있고, 재원조달도 가능하므로 앙정부 부처의 

참여 없이는 역경제권의 정책이나 사업이 실질 으로 작동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음.

◦조합형태의 역서비스 공 방식도 결국 앙부처의 리공사형태로 환되어 운 되는 실정

에 비추어 보면, 여 히 지방정부 간의 력  방식으로서는 권한이나 재원, 운 역량이 확보되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결과 으로 역경제권의 운 은 1단계로 앙정부 부처의 역 경

제, 교통, 환경, 계획, 지역 신 등의 정책과 사업을 역지방분국의 형태로 이 하고, 2단계로

는 해당 역정부 간의 역연합체를 형성하여야 할 것임. 3단계로는 종합 역지방분국과 

역연합체 간의 등한 수평  력 계를 통하여 역  경제, 교통, 환경, 계획, 지역 신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역연합체의 형성을 하여 기존의 시ㆍ도는 역에 

해당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권한을 이양해 주어야 할 것임.

◦이 같은 3단계의 국가  기 과 자치  기 의 트 십의 성숙정도에 따라 제주도특별자치도와 

같은 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면 지역주권  역경제권운 이 가능할 것임. 단, 수도권의 경우

에는 서울시가 특별시로서의 특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 의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할 것임.

◦ 역연합을 형성하기 해서 역정부형태로 직  갈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역 원

회를 형성하고 이들이 종합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는 선택되어야 할 것임.  역정부형

태로 할 것인지 역 원회의 원선발을 임명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선형태로 할 것인지 

직선형태로 할 것인지는 검토되어야 할 것임.

－특별지방행정기 으로 청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원회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음. 1950년  설

치된 교육 원회는 각 지방에 설치된 원회이고, 교육청이 실무기 으로 따로 설치되어 있

음. 따라서 계획, 경제, 환경, 교통 역별로 각각의 수도권계획 원회, 수도권경제 원회, 수도

권 역 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각각의 원회는 실무집행조직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그 구

성은 각 시ㆍ도에서 직원을 견하거나, 자체의 인력을 채용하여야 할 것임. 수도권 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직  채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이러한 원회에 앙부처의 역 련사업과 정책의 계획과 련된 권한－ 산－역량을 이

해 주어야 할 것임. 그리하여 각각의 수도권 원회가 자율 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하여

야 할 것임. 이러한 원회들의 원은 정치와 독립될 것이 요구된다면, 따로 선거하여야 할

것이나, 정치행정과 련성이 깊다고 하면, 러닝메이트와 같은 형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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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러한 러닝메이트는 각 분야의 문가들을 내세워야 할 것임.

◦각각의 수도권 원회들이 정립된 후에 이들을 통합하여 역연합체 형태의 역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역연합체 형태의 역정부는 특별 문분야의 서비스를 공 하는 정부형태를 

띠게 될 것임.

2. 역행정제도에 한 외국사례 검토 

1) 일본 사례

(1) 배경：도쿄권의 경쟁력강화 

◦비용 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지방의 기반조성사업이나 토목건설사업 때문에 도쿄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과 으로 지방에 한 보조 도 감소하게 됨. 즉 지방과 도시가 모두 쇠퇴하고 국

가 체의 경쟁력도 쇠퇴하게 됨.

◦국가 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해서는 이미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에 자

을 집 투자하여 회복하는 것이 효율 이므로 도쿄권의 경쟁력회복을 시함. 1959년에 제정

된 도시권 집 을 억제하기 한 공업 등 3개 제한법을 2002년 11월에 폐지함.

(2) 역거버 스 체계 

◦ 2005년부터 8개의 역권역을 설정하고, 역지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8개의 역권역은 수도

권, 동북권, 북륙권, 국권, 구주권, 사국권, 근기권, 부권으로 나 고 있음.

◦ 2005년 국토총합개발법이 폐지되고, 국토형성계획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국계획을 수립하

고, 역지방계획은 블록단 의 지방을 구성하여 국가와 도부 의 역할을 하게 분담하고 상

호연 ㆍ 력하는 것으로 환함.

◦ 역지방계획 의회가 조직되어, 계획의 작성과 원활한 실행을 하여 국가의 지방분국, 계 도

부 , 계 정령시, 경제계 등이 등한 입장에서 의하는 장을 마련함.

(3) 도주(道州)제 통한 역행정의 구 망

◦추진배경으로는 지방분권에 한 개 논의의 마무리와 함께 구체 인 도주제의 도입 필요성이 

두되었다는 것임.  도주제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효율성향상, 민주성 향상, 그리고 국가

체제의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음.

◦효율성과 련한 도주제의 필요성은 첫째, 재정 기에 한 응임. 도주제를 통하여 행정의 효

율화,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앙정부의 특별행정기 과 도도부 을 통합하여 정부규모(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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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축소하는 행정개 을 추진하는 것임. 일본의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자는 

1,009조엔으로 GDP 비 국가채무수 은 157%에 이르고 있어 국가규모의 슬림화가 필요한 상

태임. 둘째 시정 합병으로 인해 도도부 의 역할과 존재의의가 어들게 되어, 도주제의 도입 

필요성이 두됨. 1999년 3232개 던 시정 의 수가 2008년에는 1788개로 어들었고,  도도

부 의 구역  경제권, 생활권이 괴리되어 보다 역 인 도주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됨. 셋째로 

세계 인 지역 간의 경쟁격화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지역정부가 선택과 집 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범 도 넓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도 어들어  세계를 상

로 경쟁할 수 있을 것임.

◦민주성 향상이란 측면에서도 첫째, 지역단 의 자치능력 향상을 들 수 있음. 둘째는 도주 내의 

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재정력이 높은 지

역과 낮은 지역이 하나의 도주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 평 화를 통해 앙정부의 재정조

정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임. 그리하여 도주제의 도입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 을 진

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권한확 로 지역활성화도 가능할 것임.

◦국가체제의 재정립과 련하여 21세기형의 국가체제 구축의 수단이라는 정치  상징성도 띠고 

있음. 일본의 양  정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은 모두 도주제의 도입에 한 공감 를 형성하고 있

음. 자민당은 작은 정부 추진이라고 하는 효율성의 에, 민주당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에 

보다 우선순 를 두고 있으나, 도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는 공통 인 견해를 갖고 있음.

(4) 도주제의 도입유형

◦도주제의 도입에는 3가지의 안이 있음. 2006년 2월 총리의 자문기 인 지방제도조사 원회의 도

주제 개편안에는 국을 각각 9개, 11개, 13개의 블록으로 분할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각 성청의 지방분국의 배치상황, 교통  물류흐름, 인구  경제규모, 생활양식의 공통성과 같

은 문화  조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구분한 것임. 도주의 구역은 복수의 도도부 을 통합

하여 역 인 단 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홋가이도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지리  특성

과 역사  경 를 고려하여 하나의 도주를 설치하도록 함.

◦개편된 도주의 인구규모는 1000만명 내외로 하고 있으며, 도주의 기능에 해서는 일정한 권역

을 단 로 하는 주요 사회자본형성계획  집행, 역 인 에서 수행되어야 할 환경보   

리, 역경제권단 의 지역경제정책  고용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도주에는 집행부와 의결기구를 두되 단체장  의회의원은 주민의 직 선거로 선출하며, 도주－

앙정부 간 계에 한 사항을 조정하기 한 의기구  도주와 시정  계에 한 사항을 

조정하기 한 의기구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음. 도주의 재정에 해선 지방세 심의 재정구

조를 추구하되, 일정수 의 지역 간 격차조정도 필요하다고 지 함(하정 , 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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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도주안

北海道 (19兆5044 円)：北海道 

東北 (32兆4200 円)：青森県、岩手県、秋田県、山

形県、宮城県、福島県 

北関東信越 (43兆5586 円)：茨城県、栃木県、群馬

県、新潟県、長野県 

南関東 (156兆7627 円)：埼玉県、千葉県、東京都、

神奈川県、山梨県 

中部 (72兆7339 円)：富山県、石川県、岐阜県、静

岡県、愛知県、三重県 

関西 (82兆2004 円)：福井県、滋賀県、京都府、大

阪府、兵庫県、奈良県、和歌山県 

中国・四国 (41兆5305 円)：鳥取県、島根県、岡山

県、広島県、山口県、徳島県、香川県、愛媛県、高知県 

九州 (43兆4862 円)：福岡県、佐賀県、長崎県、熊

本県、大分県、宮崎県、鹿児島県 

沖縄 (3兆5755 円)：沖縄県

11개 도주안

北海道 (19兆5044 円)：北海道 

東北 (32兆4200 円)：青森県、岩手県、秋田県、山

形県、宮城県、福島県 

北関東 (54兆6282 円)：茨城県、栃木県、群馬県、

埼玉県、長野県 

南関東 (136兆6839 円)：千葉県、東京都、神奈川

県、山梨県 

北陸 (21兆3242 円)：新潟県、富山県、石川県、福

井県 

東海 (63兆7072 円)：岐阜県、静岡県、愛知県、三

重県 

関西 (78兆9121 円)：滋賀県、京都府、大阪府、兵

庫県、奈良県、和歌山県 

中国 (28兆1378 円)：鳥取県、島根県、岡山県、広

島県、山口県 

四国 (13兆3927 円)：徳島県、香川県、愛媛県、高

知県 

九州 (43兆4862 円)：福岡県、佐賀県、長崎県、熊

本県、大分県、宮崎県、鹿児島県 

沖縄 (3兆5755 円)：沖縄県 

<표 5-3> 도주의 구역분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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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도주안

北海道 (19兆5044 円)：北海道 

北東北 (12兆4998 円)：青森県、岩手県、秋田県 

南東北 (19兆9202 円)：宮城県、山形県、福島県 

北関東 (54兆6282 円)：茨城県、栃木県、群馬県、埼玉

県、長野県 

南関東 (136兆6839 円)：千葉県、東京都、神奈川県、

山梨県 

北陸 (21兆3242 円)：新潟県、富山県、石川県、福井県 

東海 (63兆7072 円)：岐阜県、静岡県、愛知県、三重県 

関西 (78兆9121 円)：滋賀県、京都府、大阪府、兵庫

県、奈良県、和歌山県 

中国 (28兆1378 円)：鳥取県、島根県、岡山県、広島

県、山口県 

四国 (13兆3927 円)：徳島県、香川県、愛媛県、高知県 

北九州 (28兆9496 円)：福岡県、佐賀県、長崎県、大分

県 

南九州 (14兆5366 円)：熊本県、宮崎県、鹿児島県 

沖縄 (3兆5755 円)：沖縄県 

자료：地方制度調査 (2006) 

<표 계속> 도주의 구역분할  구성

(5) 도주제 이행의 방안 

◦도주제를 이행하기 해서는 부 연합형, 부 특별구형, 부 행정구역형, 부 합병형으로 나 어

서 안을 제시함. 부 연합형은 연합체가 사무와 과세권을 가지고 주와 유사한 형태로 설립하

는 것임. 부 특별구형은 주를 설립하지만, 기존의 부 은 특별구로 일부의 과세권과 사무를 가

지면서 직  선출하는 단체장과 의회를 보유하는 것임. 부 행정구형은 주를 설치하지만, 부 을 

행정구역으로만 남겨두고, 단체장과 의원을 두지 않는 것임. 부 합병형은 부 을 폐지하여 더 

큰 형태의 정부를 설립하는 것임.

유 형 내용  특징 (주와 도도부 간의 계)

부 연합형 ∙부 이 연합하며 사무와 과세권의 일부를 이 하여 주를 설립

부 특별구형
∙부 이 연합하여 주를 설립함. 부 은 주의 특별구로서 일부의 사무와 과세권을 가지며 직  선출하는 

단체장과 의회를 보유

부 행정구형
∙부 이 합병하여 주를 설치함. 부 을 주의 행정구역으로 남겨 놓되 직  선출하는 단체장과 의원을 두

지 않고 과세권도 보유하지 않음 

부 합병형 ∙부 이 합병하여 주를 설립하며 부 은 폐지

자료：関西経済連合会(2003).

<표 5-4> 도주 이행의 4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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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행정권으로서의 도주제

1) 도주제의 개념

(1) 지방분권의 진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주성, 자립성을 높이고, 개성 있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한 것임.

◦ 2000년 4월 1일 지방분권일 법의 시행에 의해 기 임사무제도가 폐지되어 분권형 사회를 지

향하여 실질 인 지방분권이 시작된 것임.

◦지방분권은 재, 기 자치체인 시정 의 행ㆍ재정체제 강화를 해 시정  합병을 실시하고 있

고 국고보조부담 , 지방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의 세원 배분을 개 하려는 

삼 일체개 이 진행되고 있음.

(2) 개념

◦일본 국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 어 역 인 자치체인 도주(道州)를 설치하려는 구상임. 국가

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가 기본 으로 해야 할 역할에 집 하고 그 외의 역할은 기본 으로 자

치체가 담당하도록 개 하려는 것임.

◦ 재의 도도부  제도의 근본 인 개  등 국가행정의 근본을 변 시키려는 것으로 지역마다 다

른 자원의 네트워크를 가진 다양성 있는 국가형성을 지향하고 있음.

                

국가(國家)

도(都) 도(道) 부(府) (縣)

시( ) 정(町) (村)

* 도쿄도의 특별구는 특별자치단체로 분류해 보통 자치단체에 포함시키지 않음

* 1도(都), 1도(道), 2부(府), 43 (縣)

<그림 5-1> 일본의 지방공공단체

  

(3) 도입의 의의 

◦국가와 도도부 , 시정 의 계에서 앙주도의 할거주의 이고 획일 인 행정시스템은 환이 

필요함. 이를 해 주민주도의 개성 있고 종합 인 시스템으로 환해야 하며, 이는 지방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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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확실하게 하기 한 것임.

◦도주에 권한을 이양하여야만 새로운 자치를 할 수 있는 유력한 그릇(受け皿)의 역할을 할 수 

있음.

(4) 도주제의 지향 ：지역( 역)주권의 확립과 개성이 풍부한 지역 만들기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기상조건 등 다양한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필요에 기 하여 정책결

정을 하는 지역을 만듬.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 만들기

－지역주민의 창의와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 에 의해 최 의 행정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를 만듬.

◦주민의 참가에 의해 트 십을 가지는 사회 만들기 

－주민이 극 으로 행정의 정책형성이나 추진에 참가하여, 경제 재건과 지역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성이 강한 사회를 만듬.

2) 검토 황

(1) 국가 벨 

◦도주제에 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행ㆍ재정제도의 미래상으로서의 

국민 합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

◦ 2003년 11월 내각총리 신의 자문기구인 지방제도조사회가 역자치체로서 도도부 의 미래상

에 한 논의를 통해 도주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신을 보냄.

◦ 2004년 3월 제28차 지방제도조사회가 설립되어 도주제에 한 본격 인 논의가 시작됨. 2006년 

2월 지방제도조사회는 3종류의 구획구분안을 제시함.

◦ 2006년 9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내각에 도주제 담당상을 신설하여 련 문가들로서 구성

된 ‘도주제비  간담회’를 설치하고 본격 인 검토에 들어감.

◦ 2008년 3월 24일 도주제비 간담회는 과세자주권과 입법권을 가진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2018년

에 완 히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 보고서를 발표함. 그러나 최  쟁 인 도주획정 방

안에 해서는 2년 뒤에 발표하기로 함. 이는 앙성청이 도입을 반 하고 있고, 구획에 따라 이

해 계가 갈리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립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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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배경 

◦지방분권의 미래상으로서의 도주제

－기 임사무제도의 폐지나 재 진행되고 있는 삼 일체개 , 시정  합병 등은 지방분권을 

한 분기 임. 장래의 지방분권의 완성된 모습으로 도주제를 구상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분

권개 을 가속시킬 필요성이 있음.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개성이 풍부한 지역발

－국가를 심으로 한 앙집권형의 행ㆍ재정시스템은 후 고도경제성장이나 국토의 균형발

에 기여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고령화와 출산이 진행되고 사회가 성숙되어져 가는 오늘날

은 다양한 지역문제에 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역이 가

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질 인 분권형의 행ㆍ재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3) 도주제의 기본 인 사고방식 

◦ 행 헌법체계에서 정한 자치체로서의 도주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제가 아니라, 행 헌법의 범  내에서 실  가능한 새로운 역  

자치체로서의 도주제를 지향함.

◦주민자치에 기여하는 도주제

－도주의 장이나 의원은 선이 아니라 주민이 선임하고, 주민자치의 확충에 기여하는 도주제를 

지향함.

◦지역주권 시 에 부합하는 행정운 주체로서의 도주제

－국가로부터 권한과 재원의 이양에 의해 지방분권의 수용체로서 지역주권 시 에 어울리는 행

정운 주체로서의 도주제를 지향함.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제로 하는 도주제

－국가가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제로 하는 도주제를 지향함.

3) 역할분담과 세제원의 구조 

(1) 역할분담

◦기본 인 역할

－시정 은 지역의 종합 인 행정주체로 주민의 삶이나 지역의 산업진흥 등 행정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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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는 도주 체에 걸쳐서 개해야 할 역 인 역할을 심으로 ①산업진흥 ②고용정책수

립 ③교통개선 ④사회자본의 정비나 첨단시험연구 등 문성이 높은 분야 지원 ⑤교육이나 

의료분야의 인재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함.

－국가는 외교나 안 보장 등 본래 해야 할 분야 이외에는 그 역할을 필요 최소한의 범 에서 

지방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함.

          

(행정과 동, 활력발휘)

<그림 5-2> 도주제 이행의 이미지

          

◦도주와 국가의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과의 계

－도주와 국가의 지방지분부국과의 역할분담을 수정하여, 산업진흥이나 고용정책, 교통, 사회자본

정비 등 다수의 분야에서 새로운 역자치체인 도주가 일원 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주와 시정 의 계

－도주와 시정 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시정 이 보다 주체성을 가지고 행정운 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사무를 폭 이양받는 것이 바람직함.

◦도주의 출장기 의 모습

－국가가 설치한 지역의 종합출장기 으로 지청(支廳)을 설치하고 있지만, 도주제하에서는 도주

가 지역특성에 맞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운 이나, 시정 에 한 지원, 연 , 력

의 역할을 하는 출장기 을 둘 필요가 있음.

(2) 세재원의 구조

◦ 한 행정수 을 확보하면서도 비용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지역의 자

유도가 높은 구조가 되어야 함.

◦국고보조부담 에 의한 국가의 여가 폭 으로 축소되고, 세원의 이양을 통하여 지방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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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증 시키고 지방의 재량과 결정권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함.

◦자주 인 재정운 이 가능하도록 일반재원에 의한 세원확보와 함께, 세원의 편재가 어들고 

안정 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와 지방 교부세 제도를 조합한 재정시스템의 확립이 필

요함.

4) 도주제 도입의 로세스와 선행실시조건

(1) 로세스

◦도주제는 지방을 기 으로 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앙을 기 으로 한 시스템의 근본 인 개 이 

필요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를 한 국민합의, 계법률 개정 등의 문제가 먼  해결되어야 

함. 도주제의 최종 인 실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도입을 해서는 모델사업, 일럿

 제도 등을 선행 사업으로 실시해야 할 것임.

◦ 1단계：선행실시(4년간)

－구체 인 테마에 따른 사업의 실시

－도주제 모델사업을 활용한 사회자본의 정비

－시정 에 한 권한이양 추진

규제완화 규제완화의 실시

권한 일부권한 이양

재원 통합보조 , 교부 화  일반재원화 

기능 등 통합 기능 등 통합을 한 시스템

◦ 2단계：시스템의 확

－선행실시의 성과 등을 가면서 사업 상 분야 등을 착실히 확

◦ 3단계：도주제의 본격 도입

－일본 역에 도주제를 본격도입

규제완화 폭 인 규제완화

권한 국가가 본래해야 할 분야 이외에는 권한이양

재원 일반 재원화 

기능 등 통합 국가의 지방지분부국과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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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실시조건

① 선행실시의 관점

◦주민의 에 선 행정서비스 향상

－도주제를 국가와 도도부  사이의 행정 개 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 효과가 실감할 수 있는 주민생활에 한 과제를 심으로 함.

◦지역주권의 추진과 행정의 효율화

－지역의 일은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국가의 여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기능 등 

통합을 한 시스템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함.

◦민간 활력의 발휘

－자유롭고 창조 인 활동을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와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활력을 

최 한 이끌어내 경제재건에 활용되도록 함.

② 선행실시의 목적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충실

◦경제 활성화와 자립을 한 단계

◦국가와 지방을 통하는 행ㆍ재정 개 의 추진

◦삼 일체개 과 규제완화를 가속화

  

(3) 선행실시의 기본방향

◦ 에서 민으로 규제완화의 확

－자유롭고 창의 인 시민, 민간의 활동을 해하는 요인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완화함.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인허가 권한, 사무사업의 실시권한 등을 국가에서 도주나 시정 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도주

와 시정  간에 한 역할분담도 검토하고, 도주에서 시정 으로 권한을 이양함.

◦자유재량을 높인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재원이양

－지방의 단으로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자유재량이 큰 통합보조 의 확충이나 통합교부 제

도를 창설하고, 보다 세 한 정책을 개함.

◦국가의 지방지분부국과 기능 등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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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 행정구획과 국가의 많은 지방지분부국의 소 구역이 겹치는 곳은 기능통합 등 역할분

담과 통합방안을 검토함.

국가가 장하는 사무
지방이 장하는 사무

(도주와 시정 의 사무분장은 도와 시정  논의로 결정)

국가의 유
사무

∙천황, 황실
∙사법, 입법
∙국정선거
∙통화, 환율안정, 민사ㆍ형사에 한 기본룰, 공정거래

의 확보, 융, 자본시장, 무역, 물가의 통제, 공업규
격, 도량형, 지 소유권, 우편

∙국 , 세 , 출입국 리, 여권
∙ 국 인 감리, 기상업무
∙지방제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사이에 기본

인 룰(도주 간의 재원조정을 포함)
∙국가기 의 조직(내부 리를 포함), 세재정

생활

∙외교 방  안 보장
∙해난심 , 해상보안, 항공보안, 그 외의 국 인 치

안유지 
∙공 연 , 공 보험(의료보험, 개호보험), 생활보호의 

기 제정
∙ 염병 방, 약품규제, 의료종사자의 자격 등 사람의 

생명, 건강, 안 에 한 기 설정

∙경찰, 방재, 소방
∙자연재해에 한 일원 이고 신속한 응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의 운 , 생활보호의 실시
∙보건의료복지권의 설정
∙아동상담소, 보건소, 모자상담원, 양호노인홈
∙보육소, 보건(고령자, 모자), 복지(고령자, 장애자)

인재
∙기본 인 교육제도의 제정  국 인 기 의 설정
∙특히 고도의 문 인 학술, 문화 

∙지역의 생애학습, 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 스포츠 
등의 진흥

산업
고용

∙ 국의 종합개발계획  경제계획의 책정
∙기본식료, 자원, 에 지 확보 등(식료, 자원 등의 수출

입, 식료자  등)
∙공 보험(실업보험), 노동기

∙도주의 종합개발계획, 지방경제계획의 책정
∙도주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산업정책
  －각종 산업시책을 일원 , 종합 으로 기획입안, 추

진
  －국 농업농 정비사업과 도 농업농 정비사업, 

제3종 어항ㆍ제4종 어항과 제1종 어항ㆍ제2종 어
항 등을 일원 , 종합 으로 정비 리

∙고용 책(직업안정 책(직업소개 등)을 지역이 주체
가 되어 개) 

환경 ∙지구규모의 환경 책

∙지역의 시 에서 본 환경 책
  －각종 환경시책의 종합 인 기획입안과 추진
  －지역이 주체가 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을 일원

으로 리 
  －민유림과 국유림이 일체가 된 조림 만들기 

기반

∙ 국을 상으로 하는 골격 이고 기간 인 교통, 통
신기반시설의 정비  리(고속도로  신간선)

∙도주의 구역을 넘는 교통체계의 조정  구축(항공교
통 제 등)

∙ 국 으로 향을 가진 고도의 문 인 과학  기
술

∙국세조사 등 국 인 통계조사  

∙도주의 사회자본정비를 지역의 시 에서 추진
  －국도와 도주도로, 1  하천 등을 일원 이고 종합

으로 정비 리
  －직할사방사업과 보조사방사업, 직할해안사업과 보

조해안사업 등을 일원 이고 종합 으로 정비,
리

  －도시공원의 정비, 리
  －항만의 정비  운
∙도주의 교통체계를 주체 으로 조정, 구축
  －각종 교통계획이나 교통시설을 일원 이고 종합

으로 기획조정, 추진
∙도내 산업의 활성화  도민의 생활안정 향상을 

한 시험연구  연구개발
∙도내의 각종 통계조사  

<표 5-5>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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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지방계획과 역지방계획 의회

(1) 수도권 역지방계획

◦수도권구역은 사이타마 , 이바라키 , 도치기 , 군마 , 지바 , 도쿄도, 가나가와 , 야마나시

으로 정하고 수도권 의회는 1도7 과 4정령시, 구역을 할하는 11개 국가지방행정기 으로 

구성함. 

◦권역부회에 있어서는 키타칸토지역의 자립  발 을 하여 수도권 역지방계획 의회에 키타칸

토지역의 분과회를 설치하고 인 한 도호쿠(東北)지방의 후쿠시마 , 니가타 과의 제휴로 독자

인 발 구상을 그리고 있음.

◦ 역지방계획 의회의 설치는 국계획 수립 후에 이루어지도록 함.

◦수도권 의회의 사무국으로서 간토지방정비국, 간토운수국이 심이 되어, 담당부장과 담당과장 

벨이 각각 국계획의 책정상황정보의 공유, 국계획에 한 제안의 정보교환, 수도권의 상

과 과제 등을 한 데이터를 수집함.

◦ 의회에서는 인 한 동북블록의 후쿠시마, 니가타, 부블록의 나가노, 시즈오카 4 과 수도권

의 시장, 정 장의 표, 경제단체 등을 추가멤버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

(2) 역지방계획 의회 

◦ 역지방계획은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국 2개 이상의 도부 으로 이루어진 공역블록

으로 구역구분을 하고, 각 구역의 국토형성에 한 방침, 목표  역 견지에서 필요한 시책을 

정함.

◦ 역블록마다 설치된 역지방계획 의회에서 국가와 지방이 제휴, 력하여 책정하고 있음. 

2006년 6월에 국토심의회 권역부회가 국 8개 구역의 형성방안에 하여 보고를 하 고, 7월에

는 구역구분, 의회조직 등의 정령이 제정됨.

(3) 국토계획체계의 재평가

◦ 국종합개발계획시 에는 개발기조, 양 확 를 지향하 는데, 인구감소시 를 맞아 국토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국토의 이용과 보 을 시하는 국토계획으로 환하여 국토형성계획법을 

제정함. 국토형성계획은 종합 인 국토형성 시책의 지침이 되는 국계획과 복수의 도부 에 걸

쳐 있는 역지방계획구역의 국토형성을 한 역지방계획의 2가지 계획으로 구분함.

◦ 국계획은 국토의 형성에 한 기본방침, 국토의 형성에 한 목표  국 인 견지에서 필요

한 기본 인 방책에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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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일본의 역계획권

￭ 역경제권 련

1) 역 동권 

◦ 도쿄제산업국은 경제산업성의 지방기 의 하나로 국가경제의 심장부에 해당되며, 도쿄도와 10

개의 을 할하고 있음. 지역의 최 선에서 활약하는 기업, 소비자, 학, 지자체, 계기  등

에 해 신사업 개, 신규창업 진, 기술개발 지원, 소기업 책, 환경리사이클 책, 에 지

책, 지구온난화 책, 소비자보호 등 경제산업정책의 실시를 담당하고 있음.

◦ 역 동권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일본경제의 약 40%를 하는 경제권임. 이는 국이나 랑스

를 상회하는 경제규모임(2004년 GDP기 ). 세계 톱 벨의 과학기술, 연구기능, 제조기술과 

문지식을 보유한 기업이나 인재가 다수 존재하고, 신산업이나 고용을 창출하는 일본 최 의 묘

기능을 하고 있음. 일본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해 창업이나 신사업분야에 

과감하게 도 하는 것이 지역을 성장시킬 열쇠가 됨.

－수도권(사이타마 , 치바 , 도쿄도, 가나가와 )

북 동(이바라기 , 도치기 , 군마 )

고신고죠(야마나시 , 나가노 , 니가타 , 시즈오카 )

◦ 4부 1사무소 21과17실로 구성됨.

－경제기획부(총무과, 기회과, 회계과, 조사과), 지역경제부(지역경제과, 산업인재정책과,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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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지역진흥과,기술진흥과,신규사업과,정보정책과), 산업부(산업진흥과, 국제과, 소비경제

과, 제조산업과, 알코올과, 유통서비스산업과, 소기업과, 소기업 융과, 경 수지과), 자원

에 지환경부(자원에 지환경과, 환경리사이클과, 에 지 책과, 력사업과, 유류과, 엽과, 

가스사업과)

◦국가 정책에 한 기획과 입안은 경제산업성 본성에서 담당하고 역행정과 지역정책의 기획과 

입안, 실시는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함. 지방행정은 도 , 시정 이 담당함. 기업이나 단체는 지방

행정과 련된 것은 도 이나 시정 에 신청하고, 역행정  지역정책과 련된 것은 경제산

업국에 정보수집, 연 를 요청함.

2) 국 사례

(1) 배경： 로벌 경쟁  유럽연합(EU)에 처

◦ 국의 국토정책은 1990년  이후 재배분  지역정책에서 경쟁  지역주의로 환됨. 각 도시와 

지역은 앙정부와 EU의 재원과 보조 을 획득하기 하여 경쟁함.

(2) 역거버 스의 체계

◦ GOR(Government Offices for the Regions)

－1994년에 설치된 지역정부사무소임. 소규모 산으로 앙정부의 지역 로그램을 감독하고 

리하는 앙정부의 부처 연합지역사무소의 역할을 함.

－지역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 , 재생  사회  통합 등을 확보하기 한 앙정부의 지

역 로그램이 지역 내에서 일 되게 집행되도록 지원함. 앙정부 11개 부처를 표하며, 정

부정책을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에 달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

함. 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지역 련업무를 조정, 통합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앙과 지방의 채 기능을 수행함.

◦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9개의 역권에 1999년 설치되었고, 기업과 규제개 부(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산하기구임. 앙정부의 지역정책 행기 으로 6개의 정부부처에 의

하여 single pot이라고 하는 포 보조 형태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지역재개발, 사회  신,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 발  반을 장하고 있으며 핵심기능은 장기 인 지역경제발

략을 기획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RDA의 권한은 앙정부로부터 부여된 기능에 한정되고 지역정책의 소유권은 앙정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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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그 권한과 재원은 매우 제한 임.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상이한 정책들에 책임이 있

는 앙 부처들의 경쟁  어젠다에 의해 해받음.

－ 앙정부의 산을 받는 산하기 이기에 기 에 할당된 산을 자유롭게 쓰고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 이지만 지방분권 이지는 않음.

◦ RA(Regional Assembly)  

－지역계획체로서 RDA와 력  계를 형성하고, RDA의 사업검토를 주임무로 하고, 지방자

치단체, 사회 각 분야  기업계 등의 표인사로 구성됨.

3) 미국 사례

￭미국의 행정구역 

－미국은 연방제 국가정부체제로 구성, 운 되고 있으며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상호 

연계를 맺으면서 독립 인 정부체제를 이루고 있음. 법  지 에서 미국의 지방자치 단체는 주정부에 의해 

창설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  역시 주정부에서 결정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

음.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에 의해 법 지 와 권한이 결정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 형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과세, 기채, 지출권의 범  등 자치권한의 폭도 주마다 차이를 나타

내고 있고 같은 주정부 내에서도 지방 자치단체의 기 구성형태나 특정기능에 따라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독

립  권한 행사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미국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시 자치단체, 카운티10), 타운  타운십으로 나  수 있으며, 하나 는 몇 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해 설립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학교구와 특별구를 들 수 있음.

(1) 미국의 역행정 

◦ 역행정은 필연 으로 집권이냐 분권이냐는 선택이 필요함. 집권 으로 기구를 만들면, 동일한 

수 의 서비스를 넓은 지역에 공 할 수 있고, 지역의 소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던 상업지역, 

업무지역, 공원, 오시설, 공장지역 등 지역지구제(zoning)과 련된 문제들의 용이한 해소가 가

능하고, 조세자원의 재분배가 가능하며, 서비스 생산과 공 에서 규모의 경제를 릴 수 있음. 

집권화는 주민참여가 고, 행정과 생활 간의 격차가 커지며, 이질 인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의 

악과 차별  서비스가 어려워지고, 소수 약자의 보호기능이 약화된다는 단  때문에 분권화의 

요구가 두됨.

10) 카운티 정부는 시자치단체와는 달리 통 으로 주정부 로그램을 제공하기 한 행정  단 로서 기능을 해왔다. 통

인 성격의 카운티 정부 권한은 카운티 의결기 과 보안 , 재무 , 검사, 교육감 등 다수의 민선 공직자들에게 분산되

어 있는 까닭에 구조 으로 구든 어떤 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카운티 정부의 반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황아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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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체(federation)

  － 도시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다수의 기 지방정부가 수평  계의 상설정부를 만듬. 외 상 2

층의 정부체제(two-tiers of government)와 같지만, 두 계층이 수평  계라는 것이 특징임.

  － 도시 체에 걸친 범 한 문제를 상 의 메트로 정부가 그리고 그 이외의 도시행정 반은 하

의 기 정부가 맡는 방식임. 두 계층 간의 기능배분 한 도시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주로 

캐나다의 도시권의 재편에서 활용됨.

△ 의회(council of government)

  －아주 작은 기능만을 담당하는 지역 의회를 만드는 것임. 의회에는 하 지방정부의 표들이 참

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의회 자체가 독자 인 재정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그 기능이 주로 

지역계획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 극 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역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주로 미국에서 발 된 제도로 캘리포니아의 남부지역의 지역계획, 교통계획, 수자원 리  환경계

획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SCAG와 같은 것임.

  －미국 부분의 주에서는 시정부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도시 간의 력을 도모하기 하여 도시리그

(municipal league)와 같은 느슨한 조직을 만들어서 역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부분임. 다양

한 형태와 성격의 력기구들이 운 됨.

△ 특별구(special district)

  －미국에서 주로 발달된 제도로 도서 , 상수도, 소방, 하수도 등과 같이 한가지 서비스만을 공 하

는 기 을 자율 으로 설립하여 운 하는 방식임.

  －이는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세운 특별지방행정기구와 유사한 것으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문성을 

확보하기 해 활용된 역행정방식임.

△ 합의나 정(inter-jurisdictional arrangement or agreement)

  －두 개 이상의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종 에 각자의 구역 내에서 제각기 

◦미국의 역행정은 면  근(comprehensive approach)과 진  근(incremental approach)

로 나  수 있음. 면  근에는 다수의 지방정부를 단일정부 수 으로 통합하여 역사무를 처

리하는 것으로 통합과 합병으로 나 어짐.

△ 통합(consolidation)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합쳐져 각자의 할권을 하나의 할권으로 만드는 것

△ 합병(annexation)

－ 심 인 치에 있는 지방정부가 할 구역과의 연계가 아주 한 경계외곽의 일부지역을 흡수하

여 보다 큰 할권을 만드는 방법

◦ 역행정을 한 진 인 방법은 기존의 정부구조나 구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정부 간 의

나 기능이양 등의 방법으로 사무를 역 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연합체, 의회, 특별구, 

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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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하던 서비스를 합의된 공동의 지역에서 공 하는 방식임.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ion)은 심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외곽의 소규모 도시가 계약을 통

하여 공 받는 형식이고, 서비스 정(service agreement)은 독자 으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둘 이상의 정부가 공동으로 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행정 인 역기구, 경제 인 역기구, 계획 인 역기구가 병립하여 존재함.

(2) 지역계획분야의 역거버 스 유형  체계

◦미국 지역계획의 역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역거버 스가 나타나고 있음. 즉 지역계

획기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형태는 지역계획 원회(RPC)형, 정부의 의회(COG)형, 지역자문

원회(RAC)형, 지역분배기구(RAA)형, 특수목  지역기구(SPRA)형으로 나  수 있음.

￭ 지역계획기구 설립형태：미국의 RPA(Regional Planning Agency)

특 징 사 례 장단 시사

RPC

∙지역계획
∙ 리이사회－투표로 선출된 공무원 + 지방정부가 

지정한 시민
∙특별법으로 만듬

델라웨어지역계획
원회

COG
∙지역계획 + 서비스공
∙지역내 경제개발조직 표도 참석 
∙특별법 혹은 법정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 설립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COGs, SCAG 서비스공 가능

RAC ∙지역계획국의 권한 일체 혹은 일부행사 
주정부의 계획국장에
게 자문

RAA ∙연방정부펀드를 배분 Metro, Twin City 단일정부기
일 성 검, 지방정부
에 한 처벌  거부
권 가짐

SPRA ∙계획과 개발규제권을 가짐 pineland 원회

<표 5-6> 지역계획기구(RPA) 설립형태

(1) 지역계획 원회(Regional Planning Council)형

◦하나의 카운티, 멀티카운티, 다수의 할구역으로 구성됨.

◦ RPA의 리이사회는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시민으로 구성됨.

◦ RPA는 계획을 입안하고 회원지방정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개발규제를 시행함. 주 간(州

間)지역계획 원회는 도시권역인 멀티스테이트를 커버하는데, 오하이오주의 경우는 특별법으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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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의회(COG：Council Of Government)형

◦계획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의회의원들의 동의로 서비스의 공 도 할 수 있음. 의원의 승인으로 

지역구 서비스나 하수처리시설도 운 할 수 있음.

◦ 리조직은 정부기 들의 표와 련이 있고, 지역 내 경제개발조직 표 등을 포함하기도 함.

◦특별법의 산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미시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법정구속력이 있는 공동

의 합의를 통해 설립되기도 함(캘리포니아).

※ 지방정부 력형(COG 형)：미국의 SCAG

① 개요 

◦남부 캘리포니아 정부연합체(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는 정부 의회

(Council of Government)  하나로 미국 700여개의 정부연합체  가장 큰 규모임.

◦ 6개의 카운티, 184개의 시로 구성된 지역 역교통계획기 으로 연방정부 공인 역도시계획기구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임.

② 조직 및 법적근거

◦시와 카운티의 표들로 구성된 지역의회(regional council)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 지역의회

가 SCAG의 통치기구가 됨. 매월 1회씩 모임을 갖고, 3개의 카운티와 15개 이상의 시가 요구할 

경우 지역의회에 의해 모임을 가질 수 있음. 조직의 참여와 탈퇴는 자유로움.

◦의회는 선출직 공무원들인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 그 외 카운티 슈퍼바이 , 오 지카운티 

교통국, 리버사이드카운티 교통 원회, 벤투리카운티 교통 원회 표 등 76명으로 구성됨.

◦ SCAG는 산 리, 계획  정책, 정부  공무(public affairs), 정보서비스의 4개의 부서로 구

성됨.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한 지방도시 간 동의서에 바탕을 두고 있음.

③ 예산 

◦ 부분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에 의존하고, 일부는 산하 시  카운티정부의 회비로 충

당함. 가입된 각 카운티와 시는 고정된 기 배당 을 기 으로 하여 인구기 에 따라 1년마다 

할당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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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획절차 

◦선출된 공무원그룹, 도시계획가, 학자, 사업가, 과학 문가, 환경 문가, 커뮤니티 표자들과 다

른 투자자들로 T/F 을 구성하여 이루어짐. 이 게 만들어진 지역계획은 지역의회의 최종 승락 

후 실행됨.

(3) 지역자문 원회(RPA ; Regional Advisory Committee)형

◦독립 인 RPA라기보다는 주정부가 선택 으로 지역계획국을 설립하고, 원회는 지역계획국의 

권한 일체 혹은 일부를 임받음.

◦주정부의 계획국장에게 자문할 의무가 있음.

◦주정부차원의 계획기 이 가지는 권력의 부 혹은 일부를 신할 수 있음.

(4) 지역분배기구(RAA ; Regional Allocation Agency)형

◦ RAA는 연방정부펀드를 지방정부나 가계, 서비스 기  혹은 기타 수혜기 에게 다양한 로그램

을 통해 배분함.

◦ 기의 RAA는 교통, 환경통제, 주택공 , 도시계획, 교육, 복지, 보건 등에 배분하며, 각각의 

로그램 카테고리에서 역  범주하의 잠재  수혜자의 수용능력과 수요를 악할 분배계획을 

수립해야 함.

◦ 리자는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직  선출(포틀랜드의 Metro)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 혹

은 지방정부가 임명(미네소타의 트 시티)함. 선출된 의원들은 각각의 로그램을 통하거나, 이들

이 선택한 방법을 통해 재정을 리할 기존 기구의 권리를 신하거나 하부기 들을 지정함.

◦포틀랜드의 메트로, 오 곤, 미네소타 트 시티 등의 도시 원회들이 해당됨.

◦ Anthony Downs는 성장 리를 하여 계획수단을 활용하는 단일정부기 (주정부이든 지역차원

이든 카운티든)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이 정부 기 은 주정부의 계획목표를 가지고, 주정부의 

법안으로 받아들여지며, 해당 주내의 모든 커뮤니티에 용이 가능한 일 성 있는 계획을 수립

하고 검하게 될 것임.

◦일 성이 없는 것에 해서는 개정을 제안할 수 있음.  주정부 재정지원의 부 한 유형에 

한 엄격한 처벌권과 지방정부의 계획에 한 거부권을 가질 것을 제안함(A. Downs).

◦지방정부의 계획을 평가하는 기 이 주정부의 교통계획국, 시설규제국, 환경보호국 등 다른 부서

들의 행 에 한 조정도 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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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정부 설립형( 역정부－통제형)：미국의 Metro

① 개요 

◦포틀랜드 도시권인 Clackamas, Multnomah, Washington의 3개 카운티와 25개 시가 직 선거

를 통해 형성된 미국에서 유일한 선출직으로 탄생한 역정부임.

◦기 별 역할체계는 주정부-메트로정부-자치체로 나뉘어짐. 주정부의 담당부서는 토지보존  개

발부(Department of lan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로 주정부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검토

함.  메트로가 설정한 도시성장구역을 승인하고, 도시와 카운티의 토지이용계획이 주정부의 목

표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승인함.

◦메트로는 일단 승인을 받은 계획에 해서는 주정부가 아닌 종합계획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음.

② 조직 및 기능

◦ Metro는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며, 지역 내 쓰 기  재활용 진 등을 감독하고, 공

원  녹지 등에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Metro는 지역에서 선출된 장과 7개 구역에서 선출된 7명의 의원, 지역 체에서 선출된 1명의 

감사 에 의해 운 됨.

◦시민과 지역정부와의 연락창구로서 집행부 에 시민참여를 한 원회가 있고, 14개의 메트로 

자문 원회가 의회  집행부의 자문을 함.

③ 예산

◦메트로 의회에 의한 조례에 의해 명시됨.

◦ 체수입의 59.3%는 설비  서비스의 가로 지불되는 기업수입이고, 22.1%는 재산세와 소비

세의 징수로부터 나옴.

(5) 특수목  지역기구(Special Purpose Regional Agencies)형

◦환경 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주 역에 걸친 자원지역에 한 계획과 개발규제권을 가진 기구임.

◦지역과 지방의 통과 특정이슈에 한 필요를 충족시켜  특화된 계획을 필요로 함.

◦뉴 지의 pineland 원회, 메사추세츠의 Capte code, Martha's vineyard, 캘리포니아의 샌 란

시스코 연안보호  개발 원회, 뉴욕의 Androdack 공안 원회,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테호

RPA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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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랑스 사례

(1) 배경：국토경쟁력강화정책으로 패러다임 환

◦ 1963년부터 국토균형개발을 담당하는 DATAR(국토개발과 지역활동을 한 표단)이 설립되어, 

국가 역의 인 라 사업조정  지역경제활동 재분배를 통한 지역균형발 정책을 시행함. 1960

년  국토균형발 을 해 지역도시개발 략과 공공부문 지방이 정책을 시도함.

◦ 1970년 에 이미 지역균형정책에 한 실망과 재평가가 이루어져, DATAR은 가장 침체된 지역

에 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국토를 상으로 한 신도시정책, 규모의 도시지원정책, 산간지

역과 연안지역에 한 계획 등을 시작함.

◦ 1980년과 1990년 에는 랑스 지역공간정책이 공간  지역균형화정책이었으나, 이를 정치  

지방분권정책으로 환함.

◦ 1990년 에는 국토균형정책에서 국토경쟁력강화정책으로 패러다임이 환되어 1995년 국토개발

과 발 방향에 한 법률(LOADT)을 채택하여 국토개발과 발 을 한 국가기 , 농 공간 리

기 , 육상수송과 항로투자기  등 사업별 지원을 한 다양한 기 이 설치됨. 1997년에는 국토

를 역권으로 재편하기로 하 고, 수도권 역도시계획수립의 주체가 국가에서 지옹으로 환

됨. 여기서 역권의 형성이 지옹이나 데빠르망 등 여타의 행정  구성이나 조직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2) 역거버 스 체계 

◦ 1998년부터 DATAR는  국토를 동부권, 서부권, 남동권, 남서권, 리권 등 다수의 지옹으로 

구성된 5개의 역권과 1개의 지옹만으로 구성된 노르빠드깔래 등 6개의 역권으로 개편함.

◦ 역권 형성과 함께 지역 간 력을 하여 MIIAT(국토개발을 한 부처, 지역 간 표단)을 구

성하여 경직 인 지역의 틀을 넘어서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함.  MIIAT는 국토개

발과 역권 국제경쟁력 강화를 략  임무로 하고, 지역계획화의 개선, 인구증가와 기업의 

지리  조직화에 의해 변화된 국토의 재편,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목 으로 함. 한 측, 감

시 망을 통해 앙정부의 재자의 역할을 수행함.

※ 리권 MIIAT

◦일드 랑스의 도지사는 DATAR의 산하조직인 지옹 도지사들  조정자 역할을 하는 표도지

사로서 지역 간 연구를 수행하여 지옹 도지사들의 연구 수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지옹 

도청들의 부서 간 네트워크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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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 랑스의 지역정책은 과거의 국가균형개발정책과 단 하고 새로운 경쟁력강화 패러다

임으로 환함. 세계경제의 속한 통합과 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지역정책은 리

권(수도권)과 비 리권(비수도권지역) 간의 제로섬게임에 한 개념을 삭제함. 즉 리권과 비

리권 간의 ‘경쟁력 력’ 즉 상생의 철학을 강조함.

◦ 2004년에는 MIIAT를 MEDCIE(지역 간, 유럽 간 력을 한 연구  개발 표단)으로 체하

여 앙정부, 지역의회, 지방공공단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함. 연구주제는 고등교육, 연구와 신, 

메트로폴리탄 네트워크의 구조화와 조직화, 경쟁력 거  등 역권의 요구에 따라 선택함.

◦ 2006년에는 DATAR도 DIACT(국토계획  경쟁력을 한 부처 간 력단)으로 확  개편되어 

지속  발 이라는 최우선과제로 랑스  지역의 국가 , 유럽 ,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하여 지원함. 앙정부가 직  주도하 던 지방분권정책에서 여러 지방정부 간의 력 계에 

을 맞추는 것으로 환함. 이리하여 앙정부의 단일지역 리체제에서 지방자치주도의 지역

리체제로 환됨.

→ 이를 해 2003년부터 국토정책의 지역별 다양성을 반 하기 해 지옹의 자율성확  등 

제 2차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됨.

5) 독일 사례

(1) 배경 

◦ 로벌 경쟁과 유럽연합(EU)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 역권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역거버 스 체계 

◦연방제에 따른 앙정부 차원의 의무 인 공간개발계획이 없어, 반 인 공간개발을 하여 

앙정부와 주들이 “지역계획을 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for Regional Planning)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정책가이드라인을 제안함.

◦지역계획에 책임이 있는 각료회의(Standing Conference of Federal and State Ministerial 

Responsibility for Regional Planning)가 가이드라인을 제시(2005. 4)하고 성장  경쟁력과 련

된 공간개발정책의 역할, 인구감사와 고령화시 의 공공서비스 보장,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한 

리, 자원보호와 개발잠재력의 보호를 통한 공간 계획의 강화 등도 제시함.

◦지역계획에 책임이 있는 각료회의는 “독일공간개발에 한 비 과 략”을 승인하고 공간개발

략으로 9개의 역책임공유공동체(large-area communities of shared responsibility)을 승인함.

◦ 역권 내에서 메트로폴리탄 지역, 그 외의 성장지역, 구조  결 을 가져 안정화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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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가지 유형의 공간연결을 포함하는 상호의존 인 책임공동체를 가지고 있음.

◦ 역책임 공유공동체는 주 간의 경계와 존하는 계획화지역을 월하거나 체하는 것이 아니

라 존하는 행정  구조와 업무에 한 보완  기능에 한정함. 역책임 공유공동체  개념은 

주들의 통합이나 행정  재조직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지역  

거버 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 다양한 지역  시읍면의 력  연합과 동시에 장기 으

로 경쟁력이 강한 지역과 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력을 조직화하는 것임.

◦공개  토론을 거쳐 장기 으로 역권 형성을 한 략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에서 지

방들 간의 력도모와 책임공유를 지향하는 지역 간 연 형성이 주된 목 임.

6) 시사   교훈 

(1) 시사  

◦ 국의 RDA는 앙정부의 권한을 지역단 로 이양한 종합  행정기 을 만든 것이나 기존의 

지방정부의 권한은 그 로 유지하고 있음.

◦ 국도 직 선거를 통하여 지역단 의 권한이양과 세원에 한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하 으나,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드는 것에 한 반 여론이 있어 실 되지 못한 상태임.

◦지역경제와 지역발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조직에 지역의 경제계나 다양한 이해 계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거버 스(good governance)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

◦미국의 역계획기구나 특별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복합 으로 넣지 않고, 단일의 

행정서비스의 공 을 하여 각각의 특별구(special district)를 형성함.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역  의체는 자치 이고 상향 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분

권화의 통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 같이 앙집권 인 행정추

진방식에 익숙하고,  이러한 제도  장치들과 이에 따른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는 행정문화를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하향식의 집권 내지는 집  처리방식을 포함한 단

계별 근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역행정체계 구축의 기본원칙

◦자율 이고 분권 인 조직이어야 함.

－ 앙정부의 지방특별행정기 형태는 분권화 추세에 역행하게 됨.  

◦권한이양에 상응한 지역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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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표권을 확보하고 이양된 세원에 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비정치 인 기구이어야 함.

－선거를 통한  하나의 정치기구가 생겨나는 것은 막 한 사회  비용을 래하므로 신 해

야 함.

3. 수도권의 자율형 역행정체제 구축 방안 

1) 근거법 제정방안 

(1) 특별법 제정

◦수도권 역경제권은 동북아허 로서 자리매김이 필요하므로 균형발 법과는 별도로 분리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성장 리법과의 계： 역경제권은 사업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분리하여 제정하되, 상호

연 성을 가지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

(2) 로벌 경쟁력 강화를 한 역경제권발  특별법 제정

◦ 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 벨의 지역정책이나 지역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주체를 둘 수 있도록 함.

◦ 역 벨의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역연합체를 형성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연합에 필요한 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설정하고, 역사업들

에 한 포 보조 을 지 할 수 있을 것임.

◦ 역연합체가 형성된다고 해도, 재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아래에서는 시ㆍ도 벨의 역서비

스를 넘는 역에 한 정책이나 사업에 한 권한이나 산은 앙정부의 부처에서 가지고 있

으므로, 이들 권한과 산을 이양받지 않는 한, 역연합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겨우 기

임사무, 자치사무로써 임된 것들을 역 으로 처리하는 것에 그칠 것임. 따라서 역

연합이 역 벨의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집행할 수 있기 해서는 앙부처가 

가진 권한과 산, 조직을 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그래서 이를 하여 역권별 자율형 지역본부는 두 가지의 장치로서 구성되어야 할 것임. 즉, 

하나는 국가  제도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  제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앙정부 부처

의 권한과 산을 역 벨로 가져오기 해서 국가  제도장치로 특별행정기  혹은 직할행

정기 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 경우 장  내지는 차 의 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 왜냐하면, 국장 이나 과장 의 상을 가질 경우 역 벨에서 수립한 지역정책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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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업은 앙정부의 부처 차 의 결재를 얻어야 하고 다른 국이나 과들과의 조정을 거쳐야 되

므로 이는 앙 정부 부처의 기 임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이처럼 역 벨에서 앙정부의 특별행정기  내지는 직할행정기 을 설치하고 역 벨의 

세원에 한 권한을 가지기 해서는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함.

2) 설립원칙

(1) 분권성 지향 

◦ 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여 역사무를 담하도록 함

◦ 역경제권으로 나 어서 앙정부의 부처권한을 이 하도록 함. 앙부처의 장ㆍ차 에게 업

무권한이나 업무 산이 구속된 채, 블록별로 설치되는 집행기 으로서의 벨이 아니라, 역

에 련된 지역정책이나 지역사업 체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장 이나 차 의 

특별지방행정기 이나 직할행정기 을 만들어서 권한을 이 해야 함.

◦목 은 역 벨의 정책  행정서비스 달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함.

◦ 제조건으로는 기존 조직을 늘리지 않고 이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의 계층수가 늘어나지 않아

야 할 것임.

(2) 자율성 확보 

◦시ㆍ도 벨 혹은 시ㆍ군ㆍ구 벨의 지방정부 표자들이 참여하여 역경제권의 앙정부기구에 

한 의결기구를 구성함.

◦ 역경제권의 집행조직이 되는 기 에 한 감사, 산심의 의결, 사업승인 등의 결정권을 가지

도록 함.

(3) 역권 단 의 책임성 담보 

◦이양된 세원에 한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 세 을 내는 사람들의 표로서 구성되는 의회에

서 최종 인 책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역권의 표를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국세의 경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ㆍ차 의 기 을 설치함으로써, 앙부처의 수직 인 

간섭과 통제의 상이 되지 않고, 역단 의 정책과 사업에 해 국무총리 내지는 통령이 

직  책임지는 계형성이 필요함. 그 지 않으면, 여 히 앙부처에 한 의존 인 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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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세원을 확보하든, 지방세 혹은 공동세원의 경우 책임성확보를 한 표자의 참

여가 필요할 것임.

3) 추진 략 

◦수도권의 역경제권을 형성하기 하여 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승인권과 산권을 단계 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함. 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역 벨의 정책이나 사업에 한 권한 이양

이 없는 상태에서, 시ㆍ도 벨 혹은 시ㆍ군ㆍ구 벨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 내지는 연합만으

로서는 역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임. 이는 한국의 앙－지방정부 계에서 지

방정부는 기본 으로 기 임사무에 의하여 수직 인 계에 있어왔기에, 역 역에 한 

자치권은 존재하지 않음. 즉, 역 역에 한 권한은 앙정부에 있었고, 합의와 자치에 의한 

계약만으로 국가권한을 침식하기는 어려움.

◦ 역분권  본부체제를 형성하기 한 제로 3가지를 들 수 있음. 1) 부처별 이해조정  권한 

이양을 해 앙정부의 창구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함. 2) 역권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치

가 확보될 수 있는 역기구가 필요함. 3) 역경제권 기능을 집행할 기구의 형성이 필요함.

◦우리의 행정구조 실에서는 단계  권한 이양방식이 요구됨. 1단계에서는 정부 내 역행정

에 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고, 2단계에서는 정부 내 분산된 역행정 권한을 역연합체로 이

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3단계에서는 권역단 의 역 단 의 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 

때, 역 주민의 직 선거에 의한 표자 선출이 필요할 것임.

4) 설립형태

(1) 1단계：정부 내 권한이양 

◦설립형태는 기본 으로 책임성( 표성)과 자율성(분권자치)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분권을 

한 2개안  1안은 지역행정권 이양형으로 지역별 총리를 신설하는 형이 있고, 2안에는 부처별 

기능 이양형이 있음.

◦ 1안이든 2안이든 자치를 한 제도  장치로 역연합체를 형성하는 것임. 즉, 서울, 경기, 인천

이 역연합체(Metro-wide government Federation)을 만드는 것임. 이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

각 역행정서비스 공 에 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새로운 상층의 상설정부를 만드는 것임. 

그 다고 새로운 계층을 만드는 것은 아님. 두  계층은 철 한 역할분담에 의하여 단층화의 효

과를 가지는 수평  계를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임.

◦조례와 약에 의하여 역연합체를 형성하고, 이에 련된 집행부의 직원은 인사의 독립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새롭게 채용함. 한 앙정부의 공무원이나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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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본 으로 그 직을 해임하고, 새롭게 채용하여야 할 것임.

◦ 역연합체는 그 사무의 처리를 하여 상설실무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음. 사업추진을 해서는 

COG형태로선 한계가 있기에, 산권을 가지고, 세원을 독자 으로 가질 수 있는 연합체 이상의 

강력한 형태여야 할 것임.

① A 타입－지역별 총리 신설안

◦ 1안에 한 추진체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4>와 같음. 이 안은 정부 내 권한이 이루어

지는 단계로, 통령이 직  각 지역에 하여 지역별 총리를 신설하여 역 단 의 정책이나 

사업에 한 책임운 체제를 형성하는 것임. 지역별 총리는 다른 지역과 선의의 성과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임. 지역별 총리실에는 지역기획재정부, 지역지식경제부, 지역국토해양부, 지역환경부 

등이 설치되어 역 단 의 지역정책에 한 권한, 산, 조직을 가짐.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앙부처의 지역정책권을 가져오고, 련 인력과 세원도 이양되어야 할 것임.

    

<그림 5-4> 지역행정권 이양형(지역별 총리 신설형)

② B타입－부처별 기능 이관형

◦정부 내 권한이양의 방법 가운데 부처별 기능 이 형(B타입)임. 이는 앙정부 부처의 권한을 

역권별로 담당할 책임행정기 (Agency)를 설치하는 것임. 그리고 부처별 책임행정기 을 

체 으로 총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특임장 을 두고, 각 부처의 지역정책에 한 조정, 통합

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무총리실의 특임장 은 지역책임행정기 의 장이 되고, 이는 장 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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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됨. 따라서 서울권지역 책임행정기  (SRA：Seoul Region Agency)은 부처별 차 의 책임행

정기 의 장에 한 조정권을 가지게 됨.

◦ 역연합체의 구성방안과 역할은 A타입과 동일함.

   

<그림 5-5> 지역행정권 이양형(부처별 기능이 형)

(2) 2단계： 역연합체로 이양 

◦정부 내의 권한이양이 앙행정부에서 지방행정으로 이 되면, 역경제권본부의 권한이나 산, 

조직을 역연합체의 상설실무기구로 이양해야 함. 역연합체는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으로 하

여  상설실무기구를 장하도록 함.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역연합체의 의원들이 직  상설 

실무기구의 부책임자 등의 책임을 맡을 수도 있을 것임. 역연합체 의장은 역권의 상설 집

행기구의 장에 한 선출권을 가지고, 역권의 정책과 사업의 집행책임을 지게 될 것임.

◦ 역경제권본부의 경우, 권한과 산을 이양하지만, 평가권과 모니터링권한을 가짐으로써 역연

합체와 국가와의 연결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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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역연합체로의 권한이양

(3) 3단계：지역 역정부 형성 

◦ 역권의 주민에 의한 직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 역연합체가 조세권과 지역정책결정권, 

산권을 가짐으로써 역권의 표자로서의 상을 회복하는 것임.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이유

는 재의 시ㆍ도 역 벨의 권한이 한정 이기 때문에 앙정부의 부처가 가진 권한과 산을 

지역으로 이 하기 한 단계  차를 거친 것임.

◦ 역경제권의 본부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권한과 역할은 외 계와 국방외교 등과 시장질서

의 유지에 한 것으로 슬림화하고, 지역경제나 지역정책에 한 다양한 권한과 재원은 역경

제권으로 이 되도록 한 것임.

◦ 역연합체는 상설 실무기구에 한 감사, 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게 될 것임.

     

<그림 5-7> 지역 역정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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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조직구성

(1) 분권화를 한 국가제도 역

◦국가제도 역에서는 지역별 총리 신설형(1안)과 부처별 기능 이 형(2안)으로 나  수 있음. 지

역별 총리 신설형은 지역별로 총리를 신설하여 부처별로 지역정책을 형성,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지역별 부처를 설치하는 것임, 이들 부처에는 역권 단 의 지역개발, 권한, 산을 이 함.

◦부처별 기능 이 형은 부처별로 역정책을 수립할 책임행정기 (Agency)을 설치하여 지역정

책의 책임을 임하고 성과에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차  내지는 국장 의 기 을 해당지

역에 설치하고, 수 개의 책임행정기 을 단일 건물 내에 배치하여 장기 으로 역연합체의 상

설실무기구에 한 이 을 비함.

◦부처별로 서울권개발책임행정기 (SDA：Seoul Development Agency, 지식경제부 산하), 서울권

재정책임행정기 (SFA：Seoul Finance Agency, 기획재정부 산하), 서울권계획책임행정기 (SP

A：Seoul Planning Agency), 서울권교통책임행정기 (STA：Seoul Transportation Agency, 국

토해양부 산하), 서울권환경책임행정기 (SEA：Seoul Environment Agency, 환경부 산하) 등을 

설치함.

◦ 4개의 서울권책임행정기 을 총 하여 담당하면서, 서울지역(Seoul City Region)의 지역정책을 

총 하면서, 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장 의 서울권책임행정기 (SRA：Seoul Region 

Agency)을 설치함. 서울권책임행정기 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하부기 으로서 SDA, SPA, STA, 

SEA의 4개 기 을 조정하고 수도권의 지역정책, 지역행정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집행책임을 짐. 

 수도권의 지역정책과 지역행정에 한 법  권한을 앙정부 부처들로부터 이 받아, 지역권

의 정책과 행정을 집행하고, 이에 해서 국무총리를 통해 통령에게 보고함. 서울권책임행정기

의 장은 장 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함.

(2) 역연합체의 구성 

◦단기 으로는 단체장이 역연합체의 구성에 참여함. 즉,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시도지사 3

명이 순환하면서 의장직을 1년씩 수행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는 자치

단체에서 단체장으로서의 상을 가지지만, 역연합체에서는 역연합체회의의 의원으로서의 

상도 가짐.

◦ 기 으로는 의회가 참여하는 안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수도권 역연합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이를 해 300만 명에 1명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각각의 시도의회에 인원

을 배정함. 즉 각각 3명과 1명, 4명 등 8명으로 구성함. 기존의 시ㆍ도구역을 무시하고, 독자

으로 선거구역을 설정하여 선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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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으로는 직 선거를 하는 안임. 수도권에서 각각 인구비례에 따라 역연합체의 선거구역

을 인구 100만 명에 1명씩, 23개로 구분하여 각 선거구에서 1명씩의 역연합체의원을 선출하

고, 이들  간선으로 역연합체 의장을 선출함.

6) 역행정기구의 의사결정기구 

(1) 통령직 인수 원회의 구상 (2008)

구분 상설의결기구 상설실무기 ( 역본부)

구성
통령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 원회－ 통령(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설 의체 운용 
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 

(권역별로 지역자율형 지역본부체제)

원장 국가경쟁력강화 원회 원장 권역별：지역별 역 의회의장

기능 ∙권역 내 시ㆍ도 간 상호 약체결 

∙권한
  －기획조정권
  －재정권
∙역할  
  － 략계획차원의 역경제권 략  사업추진계획수

립
  － 역경제권내 지역 간 정책  사업 조정
  －사업의 성과 리 실시
  －교육자치 
  －특별지방행정기 의 지방자치단체로 이   
∙재정
 － 역경제권 특별회계 등 권역지원  등의 권역 내 시
ㆍ도 간 배분 

 －지방교부세 확
 －지방조세권 확충
 －지역공동세 확  

<표 5-7> 역행정기구의 의사결정기구( 통령직 인수 원회(안))

(2) 수도권 계획  성장 리 연구 (안)

◦상설의결기구로 수도권성장 리 원회를 구성하고, 상설실무기 으로 수도권성장 리단을 구성

함. 재원은 수도권성장 리 특별회계로 운 함.

상설의결기구 상설실무기

구성
앙부처 고 공무원  수도권 역부단체장

(기 단체장 의회 표, 민간 문가)
앙정부  역지자체 견, 출연연구원, 민간 문가 등 

원장 민간 문가

기능
－성장 리 계획심의 의결
－도시기본계획승인( 역), 심의(기 )
－ 규모개발사업 심의 등  

－계획수립, 모니터링 등 실무부서 

<표 5-8> 역행정기구의 의사결정기구(수도권 계획  성장 리 연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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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수 안과의 계  

◦수도권 역경제권추진단의 기획안은 수도권 성장 리 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역개발

사업과 성장 리계획의 유리 상을 해결하고, 앙정부와의 트 십을 확보함.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면 수도권성장 리 원회의 상이 최소한 국무총리 은 되어야 할 것임. 이 경우 여 히 

앙정부의 역할이 요할 것으로 우려됨.

(4) 역연합체 구성안

◦ 역연합체의 의장은 1안의 경우 지역별 총리의 정책에 한 감사, 조사  산심의권을 가지

며, 2안의 경우 서울권 책임행정기 의 장을 인 하고, 서울권 책임행정기 의 정책과 사업을 의

결하며, 이에 한 사무 감사, 조사, 산 심의권을 가짐.

◦ 역연합체는 역지역의 지방세를 신설하여 징수할 수 있음. 혹은 국세의 일부를 역경제권의 

공동세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역별 총리  서울권책임행정기 은 단기 으로는 통령  국무총리의 산하기 이지만, 장

기 으로는 역연합체의 집행기구로서 이 되어, 진정한 분권자치의 자치계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를 들면, 집행기구로서의 수도권교통조합은 단기 으로 STA와 수평  역할분담을 통하여 수

도권의 역 교통사업들을 입안, 집행하게 될 것임. 장기 으로는 산, 권한 조직을 이  받

아 STA를 흡수 통합함으로써 자치 인 역 집행기 으로 변신하게 될 것임.

상설의결기구 상설창구기 상설실무기구 상설집행기구

구성 서울권 역연합체
SRA(장 ) 
SDA, SPA, STA, SEA(차

)

앙정부  역지자체 
견, 출연연구원, 민간

문가 등

수도권교통조합, 수도
권매립지공사 등

원장
호선(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
도지사) 
1년 연임가능

SRA장

기능
역정책, 사업의 감사권, 

산심의권, 조사권, 기 장임명동
의권, 청문권

역정책, 역행정, 
역사업계획, 집행, 산권

계획수립,모니터링 등 실무
부서

역서비스 집행

<표 5-9> 의결기구의 구성  기구들 간의 계 

7) 련 법률의 개정

(1) 지역총리제형(1안)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역권의 지역정책을 담당할 총리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하고, 통령의 직 인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조직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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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 기능이 형(2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SRA특임장 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지식경

제부 산하에 차 의 SDA, 환경부 산하에 차 의 SEA, 국토해양부 산하에 차 의 STA와  

SPA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서울권책임행정기 의 소재지는 과천시의 정부청사부지에 둠.

◦국가경쟁력강화 원회는 역경제권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앙정부의 부처를 거치지 않

고, 직  국무총리 혹은 서울권책임행정기 의 장에게 역경제권 정책의 집행을 명할 수 있음.

◦기존의 시ㆍ도가 역 인 지역정책을 건의할 때, 앙부처에 보고하고 지도 감독을 받았지만, 

역경제권의 실시로 권역별지역책임행정기  (Region Agency)에 보고하고 지도 감독을 받음.

8) 인력  재원의 확보 

(1) 인력충원

◦지역총리제형(1안)이나 부처별 기능 이 형(2안)의 지역정부조직에는 단기 으로 앙부처의 공

무원을 견하여 역지역행정과 지역정책을 수행하게 하지만, 기 으로는 앙정부의 공무

원신분을 벗고, 역정부의 공무원신분으로 일하게 하여야 할 것임.

◦장기 으로는 역연합체의 공무원으로 소속 환을 하여야 할 것이고, 독자 인 채용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역연합체의 실무기구의 인원은 단기 으로는 기존의 시ㆍ도공무원  연구원소속의 직원을 

견받아 구성하지만, 기 으로는 기존의 소속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역연합체 실무조직의 채

용과정을 거치고, 역지역행정부의 공무원을 받아들임. 장기 으로는 역연합체의 독자 인 

공무원을 채용함.

(2) 기능  역할 

◦ 역경제권의 정책과 사업에 한 지역정책수립권  기획조정권을 가짐. 이러한 지역정책수

립  기획조정권은 원래 앙정부의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고,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

무 혹은 기 임사무에 한 것은 권역내 시ㆍ도 간 상호 약 체결을 통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임. 권역내 지역 간 정책  사업조정, 사업의 성과 리 등은 역권 본부( 앙정부부처의 지

역책임행정기 )에서 수행함.

◦ 역경제권의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 인 세원징수권  산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이를 해서 역권 자체의 세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에 하여 주민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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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통해 뽑힌 표가 역권의 역연합체 의회에 참여하게 될 것임. 책임성을 가진 역연

합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비록 의회가 구성되기 이라도 특별회계나 기 운 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의 이양이 가능할 것임.  역경제권 특별회계나 역경제권 기

에 한 회계 보고  감사는 역경제권역별로 국회에서 직  받도록 해야 할 것임. 이 게 

함으로써 앙정부 부처의 이 인 간섭이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임. 즉 국회 차원에

서 역경제권에 부분 인 조세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역경제권에 한 계획수립권을 부여하여 철 한 략계획 차원의 역경제권 략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재원확보방안 

◦ 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역권의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을 한 산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역경제권본부를 하나의 산배정부처로 보아서, 역경제권본부별로 산계획안을 제출

하도록 하며, 이에 한 산배분을 직  할 수도 있을 것임.

◦ 역경제권본부는 사업집행 시에 자치단체별 교통조합부담 , 매립지 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사

용할 수 있고, 개발부담 의 앙정부 몫을 50% 이상 이양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역경제권의 자체세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자체세원의 출처는 국세 에서 지방보조 으로 

내려가는 산이 될 것임. 국세와 지방세의 비 이 8：2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산의 비율은 

4：6이므로, 이 차액인 40%의 세원이 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 이나 교부 의 형태로 내

려 보내고 있다는 것임. 교부 은 지방정부에서 재정자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자치사무

에 한 보조를 하여 사용된다고 하지만, 보조 은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실 하도록 하기 

하여 주는 것임. 바로 이 보조 의 비 이 42% 정도(2003년)를 차지하고, 이 산이 약 14.3조

원에 달함. 바로 이 보조 을 역경제권의 정책과 사업을 한 세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93년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국고보조 (A) 2.2 4.1 5.5 9.7 11.2 14.3

체 이 재원(B) 8.0 11.7 15.4 19.5 28.2 33.7

A/B(%) 27.1 35.3 35.9 49.6 39.7 42.3

<표 5-10> 국고보조  증가추이
(단 ：조원)

◦국고보조  사업은 각 앙부처의 세부조직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매우 세부

이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신 사업의 수는 매우 많아지게 됨. 따라서 개별 자치단체들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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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조 사업을 수행하지만, 투자재원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즉 소규모의 많은 사업들에 분산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크게 나타

나게 됨 (정부 신분권 원회, 2008：69).

◦그 외에 역경제권의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한 

특수목 법인(SPC)를 설립하여 특수 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특정사업에 한 자체추진

도 가능할 것임.

(4) 앙정부의 권한과 세원의 이양 

◦ 역행정기구의 권한과 세원을 일체로 이양해 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고 세원의 앙집권화

에 따른 무책임한 지역경 의 낭비를 완화할 것임. 즉, 권한과 재원이 미흡한 기존의 지방행정체

계하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국가의 보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끌어내는 것은 시ㆍ도

벨에서 이익이 되는 것임. 그러나 이로 인해, 시도단 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 불요불

한 사업, 사업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 등을 무책임하게 벌이게 되어, 국가 체 으로는 

낭비가 되는 사례가 많음. 특히 시ㆍ도가 경쟁 으로 이러한 보조 사업을 확보하려다 보니, 경쟁

하면 할수록 더 무책임한 산사용과 낭비가 발생하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재정상황에 맞추어서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추

진할 수 있는 역량이 함양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떨어지게 됨.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거

나, 불요불 한 정책이나 사업을 축소 내지 폐지하지 못하고, 국가의 보조 사업들에 더욱 의존하

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이에 역경제권 벨에서는 과도하게 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국세의 상당 부분을 역경제권

과 공동과세로 운 함으로써, 역경제권이 자신의 세원에 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기존 역행정기구와의 계 재설정방안

1) 앙정부

(1)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 부, 기획재정부 등 련부처의 역행정 서비스 공 이나 계

획에 련된 권한과 산, 조직을 이 함. 국가는 외치(外治)에 한 행정기능 역할에 역 을 둠. 

◦국토해양부의 경우 지방국토 리청의 지역별 청을 역경제권의 종합지방행정특별기구로 통합

시킴. 즉 서울지방국토 리청은 수도권 역경제권, 부산지방국토 리청은 동남 역경제권, 익산

지방 국토 리청은 호남 역경제권, 지방국토 리청은 충청 역경제권에 각각 이 하는 방

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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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 부는 지방발 정책국, 지방재정세재국, 지방행정국을 각각 역경제권의 종합지방 특별

행정기구에 소속하게 함으로써 지역단 의 자율  본부의 기반을 형성해 감.

◦지식경제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리원, 군산자유무역지역 리원 등을 각각의 역경제권 속으로 

이 하도록 함.

2) 시ㆍ도지방정부

(1) 역연합체를 통하여 역 행정서비스 공 과 계획과 련된 권한과 산 기능을 이양받는 역

할분담 체계를 구축하여 수평  계를 가지도록 함.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역경제권을 한 사업들의 권한과 산을 역연합체로 이 함. 

역연합체와는 수평  역할분담의 계를 가지도록 함.

5. 정부의 권한 이양  자치권 확보방안 

(1) 역연합체의 형성을 통해 앙정부의 련 권한과 산을 이 받음과 동시에 시ㆍ도정부도 

역업무들에 하여 이양이 필요함.

(2) 역연합체는 역  업무에 한정된 기능에 국한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기능을 해하지 않도록 함. 그러나 장기 으로는 역연합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하여 직 선거를 통하여 역권 단 의 표자를 선출하여야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임.

제2  수도권 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수도권의 역산업 클러스터 구축

◦주요 정책 어젠다

－한국의 경제구조와 수도권의 략산업 정책

－수도권 역경제권의 략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수도권 산업정책의 주요 이슈

－동북아 허 로서 수도권 역경제권의 잠재력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해 수도권 역경제권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구조상 수도권 역경제권의 역할과 문제 은?

－수도권 역경제권의 지역별 략산업 정책방향은?

－수도권의 역 클러스터 구축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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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역경제권의 국제경쟁력과 문제

1) 수도권 역경제권의 국제경쟁력 비교

(1) 동북아 경제환경 변화

① 세계화의 진전으로 동북아 경제 급성장

◦ 국경제의 고성장, 일본경제의 회복, FTA 등 신지역주의 등장으로 동북아 지역의 국제무역ㆍ해

외직 투자ㆍ국가 간 자본흐름이 증가(<표 5-8>, <표 5-9> 참조)

※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

：21%(2004년) → 30%(2020년)

◦ 변하는 내ㆍ외 환경 변화에 응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해 기업은 경 의 유

연성, R&D 기반 신역량의 강화가 요구(<표 5-10> 참조)

◦제조업의 지식기반화, 지식집약  서비스 비  증  등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로 소 트웨어  

요소가 기업경쟁력의 건으로 부상

◦ 도시 심으로 경제행 가 모이는 클러스터링 상이 발생하여 도시 심의 역경제권이 

기업경쟁력의 지리 인 기반을 형성

◦ 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  배분으로 지속 인 성장과 함께 동북아 경제성장을 주

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국가 1996년 2001년 2006년 기간  증가율

한국  7.0 3.8  5.0 4.6 

일본  2.7 0.2  2.4 1.3 

국 10.0 8.3 10.7 9.2 

<표 5-11> 동북아 주요국가 성장률 추이
(단 ：%) 

기본 1998~2002년 2003~2007년 기간  증가율

투자 액 4,437,687 9,679,921 118.1% 

아시아 1,613,500 5,397,365 234.5% 

비 36.4% 55.8% 19.4%P 

<표 5-12> 아시아  투자 액 추이
(단 ：천달러,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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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권 상하이권

자료：수도권 발 책 연구(2005)

<그림 5-8> 수도권과 주요 도시권의 1인당 GRDP

     

미래추세 동인

미
래

향

높
음

∙세계화의 진
∙지식기반사회로의 이동

∙동북아 경제성장
∙인구 안정화

∙경제 성장

간
∙지방분권화

∙환경 압력 증가
∙재개발 증가
∙분화

낮
음

낮 음  간 높 음

불확실성

자료：수도권 발 책 연구(2005) 수정

<표 5-13> 미래의 환경변화 추세와 동인

(2) 노동생산성으로 본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① 해외 대도시권과의 비교11)

◦수도권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해외 6  도시권  런던권, 리권, 뉴욕권, 도쿄권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수

◦ 재까지 동북아에서 북경권, 상하이권 등은 경쟁력을 보유

◦수도권의 인 자본이 비효율 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11) 런던권： 런던(Greater London), 국남동지역(South East England), 리권：일드 랑스(Ile-de-France)지역, 뉴욕권：뉴욕시 

포함 인근 4개주(뉴욕주, 뉴 지주, 코네티컷주, 펜실베니아주)의 일부 지역, 도쿄권：도쿄 1도(도쿄도)와 3 (사이타마, 지

바, 가나가와), 북경권：북경시, 상하이권：상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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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의 비교우위 요인

◦입지 인 요인으로 수도권은 세계경제성장의 심지인 동북아에 치하고 있고 3시간 비행거리

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3개나 집 되어 있고 국, 북한, 한국, 일본을 있는 항공교통

의 심지임.

◦산업 인 라(R&D 투자를 통한 첨단제조업, 정보통신의 경쟁력), 인 자본(높은 고학력 인구 비

) 등의 요인을 갖추고 있음.

지역 비교우  요인

서울

∙거  소비시장
∙양질의 고학력 인 자본
∙풍부한 시  유동성
∙국가 행정의 추기능 집
∙교통, IT 등 풍부한 사회기반시설
∙정보화에 기반한 산학연 신 역량 보유
∙국제신인도

경기
∙가용한 산업 입지용지
∙경쟁력 있는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서해 경제자유구역(인천－안산－시흥－화성－평택－당진－아산 등) 등 략  활용거

인천
∙동북아 물류거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략  활용(국제 비즈니스ㆍ 지식기반 산업 육성)

<표 5-14> 수도권 지역별 비교우  요인

도시 뉴욕 도쿄 런던 수도권 (서울)

순 3 17 24  61 (61)

평균 생산성 지수 422 309 293 124 (127)

  주：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치를 단순 합계한 것임

자료：OECD Territorial Database

<표 5-15> 수도권의 경쟁력 순   생산성 지수

2) 수도권 역경제권의 문제

(1) 수도권 련 산업 규제

◦수도권 련 경제규제는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과 부담 , 취ㆍ등록세와 재산세 과세 등의 경제  규제가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련 규제사항이 한정 으로 완화되었으나 균형발  논리로 반 인 

규제 완화가 지연

－이러한 결과 미시 으로 수도권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 으며 거시 으로는 국가 성장 

동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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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규제 제도 규제의 내용

산업
생산
기능

제조업

공장입지 권역별, 공장규모별, 지역특성별, 업종별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 규제

공장건축총량제 개별입지에서의 공장건축 시 시ㆍ도별 총량에 한 규제

공업지역 지정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지정 면  규제

공장용지 조성 사업 권역별, 규모별 심의  허용 상 규정

서비스업 과 부담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매용, 복합용 건축물에 해 과 부담  부과

연구개발 기능
학교 입지 학의 종류별, 권역별 신설, 이 에 한 규제

학교 정원 총량제 연도별 입학정원에 한 총량 규제

각종 지원 기능 공공청사 입지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한 규제

자료：균형발 과 수도권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한 정책  제언(이원빈)

<표 5-16> 수도권의 산업 련 규제의 종류

※ 참여정부 들어 완화된 수도권 규제 사항

－성장 리권역 첨단산업 공장 증설 100%까지 허용

－25개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2007년 말까지 연장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 61개 업종 외국인투자에 한 신ㆍ증설 허용

－ 리지역 내 공장설립면  제한 폐지( 행 1만㎡)

－8개 업종 국내 기업 신설 허용

－발 정비지구의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추진

※ 일본의 수도권 경쟁력 향상과 지역 재생을 한 규제완화

－수도권 공장 등 제한법 폐지(2002)

－공업재배치법 폐지(2006)

－지역재생법 신설(2005)

(2) 수도권 차원에서 본 산업의 문제

◦지식기반산업의 효율성 하

－지역별 지식기반 략산업의 복 선정으로 효율성 하  체계  육성이 지연됨에 따라 지

식기반화 속도의 제고가 필요

－해외 도시권에 비해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 으로 높아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업의 고도화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



제5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117

1995년 2000년 증가율 변화 (%P)

도쿄

제조업
서비스업

3.6
16.4

3.4
18.3

-0.2
1.9

합계 20.0 21.7 1.7

서울

제조업
서비스업

4.1
11.3

3.6
13.7

-0.5
2.4

합계 15.4 17.3 1.9

  주：서울은 각각 1996년, 2002년 자료  

자료：동북아 도시권 동태  경쟁력의 비교연구(재정리)12)

<표 5-17> 지식기반 제조업12)  서비스업 추이

◦지식기반산업에 한 기능별, 부처별로 다원화된 지원체제

－정부부처별, 지자체별로 지원정책이 다양하여 집  지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행정구역을 

월한 역권으로 업무 역을 확

－ 역경제권 체제에서 지역별 역량에 맞는 업종을 선정ㆍ지원하는 포 인 정책을 추진, 집행 

효율성을 제고

－ 역차원의 산업정책ㆍ사업 수립 시 공공은 행정 ㆍ제도  지원이 요구

◦수도권 공동의 R&D 기능연계 미흡

－수도권 역경제권 차원의 산학연( ) 활성화를 통해 R&D 기능 강화, 지역별 핵심지역 신 

거  구축

－ 역권 차원의 R&D 재정지원 조정  확 , 집 육성 산업 상의 해외우수인력 유치, 산학

연( )을 통한 소기업 지원 강화

－유기 인 네트워크 구축

2. 수도권의 산업구조와 략산업 정책

1) 한국의 경제구조와 수도권 산업구조

(1) 역경제권역별로 본 한국의 경제구조 황

◦한국경제를 역권단 로 분석하면 수도권과 동남권 두 축으로 구분

－IO(2003년 기 )의 6개 권역13)을 상으로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analysis)를 분석한 

12) 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 화학, 생물산업, 정 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

13)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충청남북도, ), 강원권,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구ㆍ경북권( 구, 경북), 라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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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교역 계는 수도권, 동남권 두 축으로 형성

－수도권에서 생산된 제품 상당부분이 동남권, 충청권으로 이출됨. 수도권이 그 주도 인 역할

을 담당

－수도권으로 제품 이입은 동남권, 충청권이 가장 많은 부분 차지(<그림 5-9 (a)> 참조)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에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제조업 비 이 높은 동남권이 최고인 

반면, 서비스 비 이 높은 수도권은 최

－수도권, 동남권이 심지 역할, 기타 지역은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남권은 수도권에 

의존

－수도권은 독자 인 내생  발 기반을 가지고 있어 수도권 발 이 사실상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

－수도권은 과 , 주택, 산업 등의 문제가 상존된 가운데 첨단기술, 숙련된 인 자본에 기반한 

지식기반(서비스, 제조업)산업 육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

－세계 도시와의 입지경쟁에 처하여 동북아의 허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귀착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

제(<그림 5-9 (b)> 참조)

수도권

라
제주권

동남권

강원권

충청권

구
경북권

(a) 지역간 교역구조

 

수도권

라
제주권

동남권

강원권

충청권

구
경북권

(b)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주：화살표는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다른 지역으로 이출 되는 방향을 나타냄.

자료：한국의 발 모델과 공간경제 략

<그림 5-9> 역경제권의 공간  연  계

주권( 라남북도, 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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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역경제권 도입 시 상되는 쟁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수도권을 심으로 한 단핵구조의 형태이며, 남권을 심으로 형성

된 경제축의 자제 인 성장은 미흡

－ 역경제권 체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  격차( 도시와 소도시, 경부축과 비경

부축)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요한 과제로 두

－참여정부가 행한 물리  측면의 지역 신체제 구축과 지역 신역량 강화와는 차별화된 정책 

필요

－지역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해서는 각 지역 신주체들 간의 연계ㆍ조정과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요구

－ 역경제권 체제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해서는 자율

이며 강력한 역행 기구가 필요

－그러나 역경제권 단 의 분권화 시스템을 본격 으로 가동할 경우 경제구조상 일극체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한 논의가 필요

－ 한 수도권이 과 문제를 보다 효율 으로 다룰 수 있는 성장 리체제의 구축이 바람직

(2) 수도권 산업구조

◦ 역경제권의 궁극  목표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성장 략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로벌 국가경쟁력을 제고

－수도권의 경제  효율성, 국가경쟁력 제고의 선결조건으로 지역별로 활용가능한 인 ㆍ물 자

본, 지식ㆍ정보ㆍ재원 등의 효율  배분, 선택과 집 에 의한 투자, 첨단산업의 지역 간 네트

워크 연계를 제시

－지역별 산업구조ㆍ물리  환경에 기 한 비교우  요인을 악하고, 략산업별 특화에 기

한 수도권의 체계 인 발  략을 수립

◦수도권 지역별 비교우  요인을 고려한 략산업 육성

－서울은 부동산  사업서비스(22.6%), 융보험업(15.2%), 도소매업(12.5%), 경기는 제조업

(42.7%), 인천은 제조업(27.5%), 운수업(12.3%) 등에 산업구조 특화(<표 5-15>, <그림 5-8> 참조)

－수도권의 지속 인 성장,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기 해 지역별 특화 산업과 비교우  요인을 

고려하여 체계 ㆍ종합 으로 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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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서울 경기 인천
국 비

수도권 비

제조업 5.5  (4) 42.7 (1) 27.5  (1) 41.8

기, 가스  수도사업 1.1 1.7 4.1 32.3

건설업 5.4  (5) 6.9 (3) 7.3  (4) 43.3

도소매업 12.5  (3) 3.8 (5) 4.7 61.3 (4)

숙박  음식 업 2.8 1.7 2.0 48.5

운수업 4.6 2.2 12.3  (2) 50.8

통신업 4.7 3.2 3.5 61.7 (3)

융보험업 15.2  (2) 4.0 (4) 4.7  (5) 67.2 (1)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22.6  (1) 9.3 (2) 8.7  (3) 66.0 (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3.6 3.5 3.7 36.3

교육서비스업 4.7 3.5 4.1 44.9

보건  사회복지사업 2.3 1.6 1.7 49.3

기타서비스업 4.6 3.1 3.1 57.7 (5)

국비
(시장가격)

21.2
(163,073)

22.4
(171,864)

4.5
(34,829)

100.0
(###)

주：농업, 업 부문은 제외됨, 2006년 GRDP 자료

<표 5-18> 수도권의 지역별 산업구조
(단 ：10억원, %, 2000년 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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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수도권의 산업부문별 비  추이 

2) 수도권의 발  과제와 R&D 허 로 서울의 역할

(1) 수도권의 발  과제

◦지식공유화 기반을 구축하기 해 산업구조의 지식기반화를 유도하고, 지역 역량에 부합하는 산

업을 선정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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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략산업을 체계 으로 육성하기 해 수도권 차원의 역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지원 채 을 일원화

－수도권 내 기업ㆍ 학ㆍ연구소 간의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도권 표산업을 선정  집

화를 유도하며, 첨단제조업에 한 투자지원을 확 (<표 5-16> 참조)

지역 산업 지원체계

런던 융산업 유지 강화, 창조산업 선정ㆍ육성 신문화 지원체계, 지식기반산업 지원 체계

리 바이오 산업 강화 지역별 선택과 집 의 원리 용

뉴욕 하이테크  뉴미디어 산업 육성 시장지향  지원체계

상하이 융산업 육성 －

<표 5-19> 해외 도시권의 세계  수 의 표산업과 지원 체계

◦수도권 문화ㆍ  자원의 효율  활용

－수도권은 다양한 문과ㆍ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징물과 홍보가 부족하므로 역 수도

권 차원에서 민 이 공동으로 자원 홍보, 도시 랜드 개발, 컨벤션산업과 산업의 연

계 필요

－수도권의 외 이미지 신을 해 시설 건축물과 미활용 통 문화ㆍ  자원을 극 개발

하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공간을 확충

－수도권 지역 내 표 건축물 로젝트 활성화에 공통 인 재정 지원, 지역별 도심 내 통 거

리 재창조

◦지역별 략산업의 R&D 분야 공동연구기반 확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상으로 수도권의 공동 R&D와 연

계 기능을 강화  확

－특히, 략산업 부분에서 서울-경기- 의 R&D 네트워크를 한 공동 의체를 구성

산업 서울 경기 경북

바이오 신약 47.0 21.0 11.0

바이오 진단 40.0 24.0 10.0

정보통신 43.0 39.0 6.0 6.0 

디지털콘텐츠 48.2 21.2 7.0

  주：1993~2002년까지 특허출원건수

자료：과학기술부

<표 5-20> 주요 략산업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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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략산업의 산학연 력 체제 강화  연계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는 산학연 련 사업의 수도권 연계화로 지역별 신주체( 학, 기업)

의 유기  연동을 모색

장 (Strength) 단 (Weakness)

－반도체, IT 등 첨단 제조업 기반 우수
－높은 교육수 의 풍부한 인 자원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IT) 기술력에 기반한 정보인 라 

보유
－동북아 물류허  구축에 유리한 우수한 공항, 항만 등 지

리  이  보유

－과거 과도한 수도권 집 상으로 혼잡  환경악화 문제 
존재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에 의한 내부 갈등요인 존재
－높은 교육수 의 풍부한 인력에 비해 낮은 생산성
－경제규모에 비 국제화 미약
－인천공항  인천항의 배후단지 여건 미흡
－ 소기업의 신활동 지원을 한 기반 미흡

기회 요인(Opportunity)  요인(Threat)

－세계화의 진 에 따라 우수 인재, 다국  기업, 국제 융
자본의 이동 증가
－한ㆍ ㆍ일을 심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성장
－동북아경제권에 속하는 경쟁 도시권 에서 유리한 지

리  치
－수도권이 경쟁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반도체 등 첨단제조

업의 높은 성장세

－국지  갈등, 국제  분쟁 표출
－ 국의 경제성장으로 한ㆍ , 일ㆍ  간의 경제  상호의존 

심화
－분단에 의한 한반도 안보불안 요인 상존
－동북아 주요 도시권과의 치열한 경쟁력
  ∙물류(상하이, 홍콩, 도쿄 등)
  ∙국제 융(도쿄, 홍콩, 상하이 등)
  ∙R&D(도쿄, 북경 등)

<표 5-21> 수도권의 SWOT 분석

(2) R&D 허 로 서울의 역할 

◦서울 산업구조의 문제

－경제규모는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구조면에서 제도  규제로 생산성  효율성이 

하

－지속 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과거 주력산업 종사자의 생산성이 조한 자 업

으로 환

◦지속 인 성장을 한 서울의 역할

－서울은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연구기 , 연구인력, 연구개발비를 나타내

고 있어 수도권의 R&D 허 로 활용

－서울의 지역경제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  요인을 어떻게 수도권에 효율 으로 배분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느냐가 건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국제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ㆍ

산의 효율성 제고  인 자본의 배분이 필요

－지식기반 제조업(바이오, 환경), 고ㆍ홍보ㆍ기획ㆍ조사ㆍ연구 등에 특화된 비스니스 서비스

업(기획, 컨설 ), 신에 근거한 R&D 부문, 집객형 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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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주체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공공
연구기

학 기업체
공공

연구기
학 기업체

공공
연구기

학 기업체

연구기
44 66 2,619 33 54 1,830 6 13 309

(20.9) (17.0) (37.7) (15.6) (13.9) (26.3) (2.8) (3.3) (4.4)

연구인력
4,336 33,295 42.391 3,405 12,540 55,550 547 3,322 5,635

(20.0) (30.0) (28.8) (15.7) (11.3) (37.8) (2.5) (3.0) (3.8)

연구
개발비

453 598 2,849 331 219 5,768 19 44 369

(17.7) (33.3) (22.0) (13.0) (12.2) (44.5) (0.7) (2.4) (2.8)

주：( )는 국 비 비율, 2002년 자료 기

<표 5-22> 수도권 신주체의 활동 황
(단 ：개, 명, 10억원, %)

3) 수도권 략산업정책 방향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로 제조업 비 이 큰 경기도의 경쟁력 향상 기

－서울의 경우 가용한 산업용지 부재로 입지 규제정책의 완화 효과는 주로 공업지역 (8개), 

신개발지(마곡, 상암), 산업단지(온수, 구로, 공릉 NIT) 등에 국한

－풍부한 서울의 고학력 인 자본, 재원, 정보인 라를 경기, 인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산업정책, 행정지원 등이 요구

공업지역 신 개발지 산업(기술)단지 기타

등포, 구로, 천, 성동, 도 , 강서 마곡(R&D), 상암(IT) 온수, 구로, 천, 공릉(NIT) 문정, 가락, 화곡ㆍ김포(유통단지)

<표 5-23> 서울의 산업입지 황

◦수도권 지역별 략산업의 재조정과 유기체 인 조로 시 지효과 창출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 신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5  략산업과 2  지연산업을 선

정14)

－반면, 산자부는 ‘산업집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지역별 핵심지역 략산업과 유망지

역 략산업을 제시

－서울의 경우 지역 신발 에서 별도로 략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산자부에서 제시한 략

산업과 일 성이 결여

14) 국가균형발 특별법(제2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장이 계 앙행정기 의 장과 할구역의 구청장과 의하여 선정한 산업



124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에 한 연구

－산자부에서 지정한 략산업은 수도권 지역별로 서로 복 지정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수도권이 지식기반 제조업, 서비스업을 토 로 질 인 성장, 시 지효과를 창출하기 해선 

지역별 략산업의 재조정, 통합된 리ㆍ지원체계를 한 제도  뒷받침이 필요

※ 서울시 5  략산업  2  지연산업

  －5  략산업：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ㆍ나노, 융ㆍ사업서비스, 의류ㆍ패션

  －2  지연산업：인쇄ㆍ출 , ㆍ문화

지역 핵심지역 략산업 유망지역 략산업

서울
비즈니스서비스, 섬유ㆍ의류 신발

정보서비스, 문화 정 기기, 자ㆍ정보기기

경기
정 화학, 반도체

생물, 자ㆍ정보기기 정보서비스, 문화, 환경, 정 기기,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물류

인천
기계 신소재

환경, 생물, 메카트로닉스, 물류 정보서비스, 자ㆍ정보기기, 자동차

  주：음 부분은 지역별로 복 선정된 산업

자료：산자부, 보도자료-산업집 활성화기본계획(2003.11)

<표 5-24> 수도권 략산업 지정 황  

◦ 앙정부의 부처별 산업정책 수정 필요

－과거 앙정부는 5개부, 1개청, 14개의 개별 근거법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다양한 산업ㆍ입지

정책을 추진

－정책형태로 단지(10), 센터(5), 지구(3), 시설(2) 등이 부분이며 기타(아 트형 공장, 컨소시

움, 사업)도 존재

－각 부처 내에서도 부처별 련법(건교부 2개, 산자부 3개, 기청 3개, 과기부 2개, 정통부 2개, 

문 부 2개)에 근거, 이러한 정책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수 부처에서 단지의 형태를 선호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정책형태는 평균 3~6개 정도이며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

(<표 5-22> 참조)

◦산업입지정책의 실효성 문제 개선

－지식기반산업집 지구(산자부), 과학연구단지(과기부), 벤처기업 용단지( 기청), 정보통신산업

단지(정통부), 소 트웨어진흥단지(정통부) 등은 재까지 추진사례가 없으며 실효성 문제가 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서울시가 불허하 으며,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는 지정사례 없

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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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3  산업정책 방향

－지식화를 통한 지식기반 산업 육성：산업 반의 가치를 신하고 생산성ㆍ효율성ㆍ경쟁력을 향상시

키는 핵심수단으로 기존( 통)산업의 지식기반 산업 육성 

－탈규제로 기업친화 인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탈규제(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규제, 산분

리, 수도권 규제 등)로 기업 친화 인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비 에 지 자원의 로벌화：환경과 에 지 등의 로벌화를 통해 해외자원 확보, 기후변

화에 비한 에 지 책 마련

정책
상

주
부서

정책 형태 근거 법률 목 

산업
ㆍ 

시설

건설
교통부

국가ㆍ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국가 추산업 지방산업 육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등 신산업육성

복합단지
지역균형개발 지방 소
기업육성에 한법률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단지, 유통시설 등 복합
인 개발

산업자
원부

지역기술 신센터

산업기술기반조성법

∙지역의 기술개발자원의 결집을 통한 지역 특화기술 개발

신기술창업보육사업
∙고 인력  기술인력 보유, 신기술의 양산, 기술개발  

사업화를 종합지원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한
특례법

∙기업ㆍ 학ㆍ연구소 등의 인 ㆍ물  자원의 집단화를 
통한 기술의 공동개발과 성과 진

아 트형공장

산업집 활성화 공장
설립에 한법률

∙도시 내 공장입지 활성화를 한 입지공간 제공

지식기반산업집 지구
∙지식기반산업의 집  활성화,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한 

집 지구 조성 지원

외국인기업 용단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진

소
ㆍ

벤처
기업

소
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소기업창업지원법 ∙지역특정업종의 소기업 창업지원

벤처기업집 시설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벤처기업의 창업 진을 통한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과 경

쟁력 제고
∙벤처기업ㆍ시설 집단화, 벤처기업의 집단화ㆍ 업화

벤처기업 용단지

벤처기업육성 진지구

공동기술개발컨소시움 소기업기술 신 진법∙산학연 력체제 구축

기술
ㆍ

연구
개발

과학
기술부

지역 력연구센터

기 과학연구진흥법

∙지역 산업의 특정산업 기술개발  산업계 기술이

과학연구센터 ∙기 과학 련 고 두뇌 양성

공학연구센터 ∙산업발 과 연계된 기 기술연구  첨단연구인력 양성

과학연구단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발 을 한 기반 조성  과학기술의 신, 산학

연 간의 유기  연계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

정보
통신

정보
통신부

학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정보화 진기본법

∙정보통신인력 육성  사업화 지원

정보통신산업단지 ∙정보화 진,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소 트웨어진흥시설
소 트웨어산업진흥법

∙소 트웨어산업 발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사업자 
 시설 집단화소 트웨어진흥단지

문화 문화
부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 발 의 기반조성, 사업자  지원시설 집단화, 
공간의 계획  조성문화산업단지

문화지구 문화 술진흥법 ∙문화 술의 진흥 사업과 활동 지원, 문화 술 공간 조성

자료：박희석(2005)

<표 5-25> 부처별 입지지원형태  근거법률 황(2005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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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태 추진 황 서울시 지정여부 

지식기반산업집 지구 사업 추진 사례 없음 －

아 트형공장 총 191개 공장, 10,464개 기업체(2003)
총 109개 공장, 9005개 사업체(2005.9)
(건립완료 83개소, 건립  26개소)

산업기술단지 13개 지정(2005.5) 1개 지정(공릉동 NIT)

산업단지

국가 35개 지정(2003.12)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 천)

일반지방 175개 지정(2003.12) 서울온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2개 지역(청주, 주) 서울시 지정불가

과학연구단지 사업 추진 사례 없음 －

벤처기업 용단지 사업 추진 사례 없음 －

벤처기업집 시설 91개 지정(2004.9) 총 150개 지정, 재 26개(2005. 2)

벤처기업육성 진지구 25개 지정(2004.12) 총 3개 지정( 등포, 홍릉ㆍ월곡, 성동)

정보통신산업단지 사업 추진 사례 없음 －

소 트웨어진흥시설 26개 지정(2003.8) 1개 지정 (한국소 트웨어진흥원)

소 트웨어진흥단지 사업 추진 사례 없음 －

문화산업진흥시설 5개 지역(2003 기 ) 서울시 지정사례 없음

문화산업단지 7개 지역(2003 기 ) 서울시 지정사례 없음

문화지구 2개 지역 2개 지정(인사동, 학로)

지역특화발 특구 24개 특구지정(2005.6) 1개 지정(동 문구 약령시 한방특구)

지역기술 신센터 39개 지정(2004.3) 3개 지정(숭실 , 고려 , 연세 )

창업보육센터 291개(2005.11) 35개(2005.11)

자료：박희석(2005)

<표 5-26> 산업입지정책별 추진 황

3. 수도권 역경제권의 략산업 연계 방향

1) 수도권 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한 정책방향

① 지역별 비교우 를 가진 기존 특화산업의 고도화 우선 추진으로 가시화

② 수도권(우선순 화로 선택과 집 ) 차원의 선도사업을 심으로 국내ㆍ외 연 산업의 클러스터

화를 유도

③ 기능별, 부문별 산업지원방식(sectoral approach)에서 역권 단 의 지역 통합  지원방식

(place-based approach)으로 환

④ 이를 한 법ㆍ제도  개선  통합조정기구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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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1) 서울시 권역별 4  산업벨트 육성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도심권의 창의산업 클러스터의 체계  지원으로 동북아 창의산업의 심지로 육성

－도심권을 기반으로 창의산업 거 을 조성하여 정보교류, 신기술교육, 이벤트, 학습, 창업보육 

등을 가능하게 함.

－권역 내 학, 연구 기 들과 산학연 력체제를 구축하여 신기술과 디자인 개발로 산업경쟁

력을 제고

－마곡 MRC, 상암 DMC 등과 도심 부활사업을 연계하여 서울의 도심을 국제 인 경쟁력을 갖

춘 창의산업 심지로 육성

◦서남권을 나노메카트로닉스 기반 산업의 육성으로 동북아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형성

－기존 기계, 자 부문에 NT, IT, BT 등의 기술을 융합하여 정 기기, 의료, 소 트웨어 등 나

노메카트로닉스 산업을 육성

－지역 내 산업주체, 학, 연구기 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 신기술교육, 경 지원, 창업보육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신산업의 수용공간으로 공업지역의 공장이 지를 활용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련된 연구

기 의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의 국제 네트워크 심지로 발  

◦동북권의 NIT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산학연 력체계 구축

－공릉 NIT 단지를 심으로 기업, 학, 연구기 의 의체를 구성하여 산학연 력체계를 구축

－기존 공업지역을 정비하여 첨단정보통신, 바이오 산업단지로 환하여 신산업의 경쟁력 향

상에 기여

◦동남권 IT 산업 클러스터

－서울벤처타운을 거 으로 기업, 지원기 , 학,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의체제를 구축

－기본 으로 시장 기능 아래에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에 을 맞춘 산

업클러스터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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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산업벨트

지역 집 된 산업 정책 방향

도심권
창의산업

상암 DMC, 동 문, 여의도/용산, 을
지로, 종로, 충무로, 청계천

디지털콘텐츠(방송, 화, 애니
메이션), 디자인, 의류ㆍ패션, 
귀 속, 융  사업서비스

∙단순 집 상태에서 지역내 기업들이 
서로 력하는 신클러스터로 환

서남권
첨단산업

악벤처벨리, 마곡MRC, 구로디지
털산업단지, 등포/구로/강서/ 천 

공업지역

기계 속, 자부품, 기계장비 
산업

∙기존의 자산에 신규첨단 기술을 부가
하여 새로운 첨단산업 지역으로 발

동북권
NIT산업

공릉 NIT 미래산업단지, 성동 공업
지역, 홍릉벤처밸리

NT, IT, 신약, 인공장기 산업

∙기업, 학, 연구기 의 의체 구성  
산학연 력체계 구축

∙첨단정보통신, 바이오 산업단지 환 
계획 

동남권
IT 산업

테헤란밸리, 포이밸리, 논 로 화/
고/음반 클러스터, 강동첨단업무

단지, 문정/장지물류단지

IT, 컨벤션산업, 융  사업서
비스업, 디지털콘텐츠산업

∙서울벤처타운을 거 으로 기업, 지원
기 , 학,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의
체제 구축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표 5-27> 서울의 4  산업벨트 황

         

<그림 5-11> 서울시 4  산업벨트 조성 기본 방향

(2) 서울의 4  산업벨트와 수도권 역경제체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 으로 작동하기 한 선결 

조건

◦서울의 4  산업벨트와 수도권의 유사 업종, 지리 으로 연계 가능한 업종 간 유기 인 공조체

계 구축을 한 제도  뒷받침이 필요

◦수도권 행정구역별 주력산업에 한 기업, 지원기 , 학, 지자체 등 련 주체들이 력하는 

‘(가칭) 역경제 의체’를 구축

◦기존 노후산업단지(구로, 천, 공업지역 등)의 략  활용  략산업의 재조정으로 수도권

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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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인천의 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1) 경기도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여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해 지역별 특

성을 반 한 7개 권역으로 발 략 수립

            

<그림 5-12> 경기도 발 방안 구상도 

◦남부권(수원 등)：정보와 생명공학 심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서부권(부천 안산 등)：첨단부품과 시화호 생태도시 공간으로 조성

◦ 부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공간

으로 추진

◦북부권(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문화,  클러스터와 남북교류 기반지로 조성

◦동부권(성남 등)：정보통신과 도자산업 클러스터, 친환경 농업과 휴양 을 잇는 웰빙 휴양벨

트로 조성

◦북동부권(구리 남양주 등)：디지털콘텐츠 심의 클러스터로 개발

◦북서부권(고양 주 김포)： 주 LCD단지를 심으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경지역 잇

을 살려 남북교류 심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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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국제 물류 심지로 조성하고 옛 도심지역을 재생해 해양도시, 

첨단산업도시로 발 시켜 동북아 문도시로 육성

      

<그림 5-13> 인천 발 방안 구상도  

◦동북아 교류 으로, 송도 신도시와 청리지구를 세계  테마 크와 골 장 등으로 육성

◦옛 도시지역에는 월미도~개항장~연안부두로 이어지는 월미 특구와 인천역~차이나타운~근

건축물 집지역~신포시장~자유공원~동인천을 연결하는 도보 권을 조성

◦한민족 역사문화 도시로 강화에서 소래포구로 이어지는 연안지역을 수변여가벨트, 옹진섬과 

종도, 연안두부, 월미도 등을 해상 코스로 육성

◦주거ㆍ도시 환경의 노후화로 인구가 고 있는 인천항 주변 등 옛 도심지역의 기능을 회복시켜 

인천의 경제기반을 강화

◦북항, 남항, 송도 신도시 외항 등 항만시설을 기에 충분히 공 하고, 인천공항 2단계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 항만과 공항 기능을 지원하기 해 배후단지 13개소(567만평)을 조성

◦제2외곽순환도로, 제2연륙교, 제3경인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원활한 화물수송을 해 연계 수

송망을 구축

◦인천(물류)~서울( 융ㆍIT)~개성(제조) 간 삼각축을 동북아 비지니스 거 으로 발 시켜 인천을 

국제 물류ㆍ비즈니스 거 도시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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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 역 산업클러스터 구상

(1) 수도권 내 주요 거  지역과 다른 권역과의 산업 연계 방향

◦ 2015년까지 조성할 정인 30만평 규모의 마곡 R&D시티와 상암 DMC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김포 등과 연계하여 략 으로 활용

◦수도권은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핵심거 으로 학, 기업, 연구시설이 집 되어 기술개발을 

한 신인 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

◦풍부한 신인 라를 기반으로 자, 정보기기, 메가트로닉스, 생물 등 지식기반형 신산업의 발

을 선도

◦ 한 문화, 산업 등과 같은 정보집약형 산업의 핵심거 으로 역할을 수행

◦수도권에서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략산업들을 역 단 로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로 형성하기 해선 연합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

※ 국의 도시 육성 사례

－ 처정부의 융산업 빅뱅으로 런던이 융과 지식기반산업의 심지로 발돋움.

－블 어 노동당 정부의 창조산업 육성

업종 연계 내용

융/비즈니스
∙서울(여의도)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라)의 연계 력을 통해 국제 융기   다국  기업 아ㆍ태본부 

유치

물류
∙김포와 인천공항을 심으로 동북아 종합물류시스템 구축
∙인천ㆍ평택항과 경제자유구역의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IT
∙상암 DMC, 경기의 IT-LCD 클러스터화 유도  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한 제도  여건 조성 

바이오 ∙서울, 인천(송도), 경기에 산재한 연구기 과 생산기능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표 5-28> 수도권 지역 간 산업 연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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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분석

<그림 5-14> 수도권 산업 간 인과 계 

5) 수도권 역산업클러스터 발  방향

(1) 수도권 지식, 정보인 자본, 산업네트워크

◦한국의 경제구조는 수도권 주의 단핵형 공간구조로 형성

◦수도권은 한국경제가 IT, BT, NT, 문화, 융, 물류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략

을 구상할 경우 이에 한 물 , 인 , 제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

◦정부에서 추진 인 ‘5+2 역경제권 체계’와 련하여 수도권을 지식기반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도시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

로 구상

(2) 수도권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한 선결 조건으로 제도개선 선행

◦ 융개 , 노동시장의 유연성,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 세제개편, 외국 고 인력의 유인책, 생활

환경개선, 이민제도 개선, 법률서비스 등의 국제화가 시 한 과제로 두

◦궁극 으로 수도권의 비 은 국제경쟁력 제고,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으

로 일자리를 창출

◦수도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으며 수도권 정책은 국가차원뿐만 아

니라 앙정부, 다른 시ㆍ도의 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음.



제5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133

제3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성장 리 방안

￭ 수도권의 규제 합리화  성장 리

◦주요 정책 어젠다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  입지규제의 문제

  －외국 도시권의 성장 리정책 동향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성장 리 방안

◦수도권 입지규제  성장 리의 주요 이슈

  －수도권의 입지규제 합리화의 상과 수  설정은?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의 과 , 혼잡문제, 지가상승  투기수요 처방안은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체입법 시 균형발 특별법과의 통합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체입법 시 역경제권 특별법과의 계나 정합성 여부는?

  －수도권 투자활성화를 한 산업단지 규제의 개선방안은?

  －소규모 난개발 정비억제와 계획입지의 활성화를 한 정책방향은?

  －수도권 내부에서도 특별히 리해야 할 지역에 한 리방안은?  

1. 문제의 제기

1) 역경제권과 련한 수도권 토지이용부문의 문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 , 혼잡, 난개발 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

음. 하나는 수도권 집 과 개발압력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 집 억제를 한 각종 규제에 따른 부작용, 즉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의 측면임. 자는 시장의 개발압력과 부작용을 하게 조 하기 한 성장 리시책이 실히 

필요함을 뜻하고, 후자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하게 완화되고 합리화되어야 함을 

의미함.

◦지 까지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 이 과 로 

인한 부작용을 유발함은 물론 비수도권의 발 을 해한다는 제 아래 수도권 집 을 억제하기 

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 왔음. 그러나 오히려 그간의 수도권 규제는 인구집 억제와 국토균

형발 이라는 소기의 목 을 달성하지도 못했고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역경제권 구상이 실화되는 경우, 토지이용부문에서도 각종 수도권 규제에 한 검토와 개

이 이루어질 것인데,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성장 리 차원에서 집 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시책이 병행될 필요

가 있음.

◦ <그림 5-15>는 재까지 알려진 역경제권 구상과 련하여, 수도권 토지이용규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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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원

•- 중심도시 등 불량주거지, 

노후산업지역의 도시재생사업

• 권역내 시설배치 협력사업

•- 남북한 접경지대 등 낙후지역

신발전지대로 전환

광역권 사업

•-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규제개혁

•-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와

지방육성 통합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

구 분 주요골자(인수위) 광역적차원의이슈

•- 규제개혁 대상과 수준 설정

•- 규제완화로 인한 과밀/혼잡,

땅값상승과 투기적 수요 대처?

•- 비수도권의 반발 대처

•- 수정법과 국균법의 통합 또는 분리

•- 대체입법의 방향

•- 광역경제권특별법과의 관계

•- 수도권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방향

•- 소규모 난개발 정비와 계획입지를

통한 집단화 방안

•- 수도권 내 낙후지역 및 불균형

완화를 위한 추진방향

•- 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땅값상승과

투기적 수요 대처방안

<그림 5-15> 역경제권과 련한 수도권 토지이용부문 주요 이슈 

2) 새로운 수도권의 공간정책방향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유연한 수 이 제되어

야 함.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는 입지, 용도, 규모 등을 조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과 , 

혼잡,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수 과 내용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각종 부작용을 재생산할 수 있음.

◦수도권 산업구조는 통 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세가 둔

화되고 소득증 에 따른 양질의 도시환경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한 세계 으로는 경제의 

로벌화, FTA 확산,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성장을 한 장으로서 도시권 간의 경

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 랑스, 일본, 미국 등은 수도권 는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를 폐기 는 완화하고 있음.

◦이제 효율성ㆍ효과성ㆍ형평성 등 어떠한 성과기 도 통과하기 어려우며, 합리 이고 과학 인 

근거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  이해 계와 정서 인 것에 의해 지배된 수도권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한 수도권 집 이라는 엄연한 실 속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산, 교통혼잡, 환경오

염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치유하기 한 합리 인 성장 리시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각 속에서 새로운 수도권 공간정책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균형발 논리에 의한 수도권 억제 →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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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의 획일 , 경직  입지규제 → 역 의체 심의 계획  성장 리체제 구축

－특별법 등 행정편의  규모 개발사업 추진→ 역  성장 리체제 틀 속에서 개발사업 추진

구분 행 수도권 규제체제 새로운 수도권 리체제

정책기조 수도권 성장억제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성장 리

리주체 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규제
지자체의 역할강화  역계획기구( 앙정부, 지
자체)에 의한 력  조정

규제의 성격
획일 ㆍ경직 인 규제
경제활동(공장, 학 등), 환경(수질 등), 자원(농지, 
임야 등)을 주로 규제

섬세하고 탄력 인 맞춤형 규제
경제, 주거, 환경, 자원의 균형  리
 

균형발 과의 계 수도권 집 억제를 통해 균형발  도모 역경제권 각각의 자생 인 경쟁력 추구

자료：수도권 계획  리 공동연구단, 2007.12

<표 5-29> 행 수도권 규제체제와 새로운 수도권 리체제 

2. 수도권 토지이용 황  규제의 문제

1) 수도권 공간구조  토지이용 황

(1) 자족성이 결여된 도시개발의 외연  확산과 서울 심의 일극집 화

◦공장, 학, 형건축물 등 인구집 유발시설에 해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한편, 당장 시

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자족성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크고 작은 

주택지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직주불균형 심화, 기반시설부담 증가, 장거리통근에 따른 교통

체증, 에 지소비, 환경오염 등 사회  비용이 증가함.

◦수도권의 체 인 서울도착 출근통행거리는 2002년 14.1km에서 2006년 14.3km으로 증가하

으며, 서울시와 인천시 발생부분은 감소하고 경기도는 24.3km에서 24.5km로 증가하여 서울출근 

통근자의 외연  확산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도권 78개 택지개발사업지구  64개 지구, 면 비율로는 77%가 서울도심에서 40km 권역 내

에 치하고 있어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와는 반 로 서울 심의 일극집 구조는 심화되고 있음. 

◦직주비율의 경우, 서울은 평균 1.31로 주택보다 일자리가 상 으로 한(job-rich/housing- 

deficient) 지역이지만 주택공 은 더딘 상황임. 그러나 경기ㆍ인천지역은 각각 0.8로서 일자리보

다 주택이 상 으로 한(housing-rich/job-deficient) 지역이지만 공장 등 인구유발시설에 

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부분의 택지개발과 주택공 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 경제활동과 주거에 한 균형 인 리가 필요함.

◦ ‘공식’ 주택보 률의 경우, 수도권 체 으로 95.1%이며, 경기는 이미 100%를 넘어섬. 국에서 

주택문제가 심각한 서울도 2012년까지 110%를 계획하고 있음(서울주택종합계획, 2005). 이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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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도권 교외지역을 심으로 한 규모 물량 심의 주택공 이 한계에 달할 것임을 시사함.

◦수도권의 신도시개발은 아 트와 자동차 심의 획일 인 계획과 토지이용을 그 특징으로 하는

데, 다양성과 고품질의 주택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단기 이고 획일 인 물

량공 방식을 계속할 것인가에 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함.

지역구분
인구수/ 지면 (명, km

2
) 사업체종사자수/ 지면 (명, km

2
)

1995년 2000년 2005년 1995년 2000년 2005년

계 38,499.5 36,973.4 38,803.6 12,219.4 11,235.1 12,025.9

서울 강북 49,213.8 45,887.8 47,008.5 18,387.5 16,415.7 17,120.0

서울 강남 50,802.8 48,343.8 49,466.5 18,550.4 17,026.3 18,780.3

인천 34,457.9 30,966.0 30,890.9 10,543.1 9,250.0 8,721.5

경기북부 25,124.6 25,146.3 31,288.4 5,857.3 5,837.4 6,798.3

경기남부 39,346.8 40,701.1 40,599.2 10,500.1 10,597.6 11,051.5

경기동부 10,670.0  9,833.0 16,976.5  3,724.7  3,035.8  5,034.0

주：경기동부는 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표 5-30> 수도권 지역별 인구 도  고용 도 황 

구분
주택수

(A)
사업체종사자수

(B)
직주비율

(Bi/Ai)/(∑Bi/∑Ai)
주택보 률

(공식)

서울 2,242,149 3,843,010 1.31 89.7%

서울 강북 1,128,424 1,717,878 1.16 

서울 강남 1,113,725 2,125,132 1.46 

인천 693,455 728,042 0.80 93.2%

경기 2,736,201 2,856,308 0.80 100.8%

경기 남부 1,833,573 2,239,245 0.93 

경기 북부 713,581 617,063 0.66 

경기 동부 189,047 209,767 0.85 

수도권 계 5,671,805 7,427,360 1.00 95.1%

주：1. 경기동부는 가평군, 양평군, 주시, 이천시, 여주시

    2. ‘공식’ 주택보 률은 보통가구(1인가구, 비 연가구 등 제외)와 소유ㆍ거래기  주택수로 산정

<표 5-31> 수도권 지역별 직주비율  주택보 률(2005년 기 )

출발지역 2002년 2006년

서울시  8.6  8.3

인천시 33.1 30.7

경기도 24.3 24.5

계 14.1 14.3

자료：2006년 수도권 교통센서스

<표 5-32> 수도권 지역별 서울 출근통행거리
(단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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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구 수 비율(%) 면 (만평) 비율(%)

계 78 100.0 4,496 100.0

10만㎡ 미만 2 2.6 4 0.1

10만㎡~50만㎡ 미만 16 20.5 166 3.7

50만㎡~100만㎡ 미만 24 30.8 558 12.4

100만㎡ 이상 36 46.2 3,768 83.8

자료：건교부, 택지개발 정지구  국민임 건설사업단지 황(2006.1.24)

<표 5-33> 수도권 규모별 신규 택지개발지구 황(2006년 기 )

  

<그림 5-16> 수도권 1기  2기 신도시 개발사업 분포 황



138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에 한 연구

     

<그림 5-17> 수도권 통근통행  서울유입 통근자의 출발지 분포

자료：통계청

<그림 5-18> 수도권  국의 장래 인구추계

(2) 소규모 세사업장의 양산, 난개발, 그리고 비효율

◦수도권의 공장 난개발과 비효율은 산업단지 용지배분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 지가상승 등을 기

하여 토지소유에 집착하는 공장설립행태 등의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음.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업용지의 부족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차질과 세한 난개발형 개별입지가 

양산되어 비효율을 래하는 한편, 국내 선도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지연 내지 규모가 축소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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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삼성 자, 용자동차 등), 외국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좌 되는( 고랜드 등) 등의 부작용

을 낳고 있음.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실성이 약한 물리  규제 심의 시책에 한 지나친 의존은 인구와 산업

의 자발 인 분산을 유도할 요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등록 공장의 난립, 기반시설부

족과 교통난,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함.

◦ 재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소기업의 지방

이 을 진ㆍ지원하고 있음. 소기업은 모기업  기업과 의존 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에 

한 규제는 소기업의 생산 활동을 축시키며, 소기업만의 지방이 은 실효성이 약할 수밖

에 없음. 따라서 수도권 기업 주의 규제로 소기업은 물론 산업 활동 체의 비효율과 불

편을 래함.

구  분 계 산업단지 공업지역 개별입지

수도권 49,895 (100.0) 10,792 (21.6) 9,567 (19.2) 29,536 (59.2)

과 억제권역 21,139 (100.0) 1,543 (7.3) 9,156 (43.3) 10,440 (49.4)

성장 리권역 24,340 (100.0) 9,209 (37.8) 311 (1.3) 14,820 (60.9)

자연보 권역 4,416 (100.0) 40 (0.9) 100 (2.3) 4,276 (96.8)

  주：통계단 가 시ㆍ군이므로, 복수권역 지정 지자체는 지정 면 이 넓은 권역으로 포함시킴.

자료：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표 5-34> 수도권 권역별ㆍ입지별 공장분포 황(2004.12.기 )
(단 ：개, %)

구분 조사결과

공장입지 우선희망지역 수도권 72%(144개), 지방 22.5%(45개), 해외 5.5%(11개)

수도권규제  최 애로 공장총량제 30.5%(61개), 신ㆍ증설 제한 28.0%(56개), 각종 부담  41.5%(83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  기피요인
근로자 지방근무 기피 48%(96개), 시장 근성  물류비 애로 37.5%(75개), 지방입지 
실익부족 11%(22개)

<표 5-35> 수도권 소재 기업애로에 한 조사결과( 한상공회의소, 2005. 7)

(3) 강북지역, 동부지역, 구시가지 등 수도권 내부의 지역불균형

◦경부축으로 개발이 집 되는 한편, 경기북부  동부지역은 첩 인 환경  군사  규제로 인

해 개발이 억제되어 수도권 내부에서도 성장하는 지역과 침체하는 지역으로 나 어져 불균형이 

심각함.

◦신시가지가 기성시가지와 연계성이 부족한 가운데 기형 인 확산을 거듭하는 한편, 기성시가지

의 침체지역 정비는 부진하여 공간구조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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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북부ㆍ강원서부 등 수도권 인 지역으로의 왜곡된 이

◦시장원리와 기업의 입지선호와는 무 한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수도권과 가장 가

까운 비수도권(충청권 북부, 강원도 서부)에 집 하는 외연  확산(spillover)을 낳고 있어 국토균

형발 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비효율과 불편, 통행의 장거리화 등 많

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그림 5-19> 수도권과 인근지역 인구  사업체종사자수 공간  분포의 변화
(2005년/1995년 비율(좌：인구, 우：사업체종사자))

(5)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기업과 우수한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해서는 지가, 근성, 공공서비스기반, 매력 인 도시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그  수도권의 지가와 주택가격은 지속 으로 상승

하여 국 최고 수 임은 물론 세계 도시들에 비해서도 상 권임. 이는 근본 으로 좁은 국토

와 인구의 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 해 있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2005년 재 

국인구의 48.2%가 수도권에 거주), 도시용지의 하고 충분한 공 을 해하는 수도권 규제

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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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수도권 연도별 지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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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수도권 연도별 주택매매가격지수(종합) 동향  

◦주택가격  주택구입 부담정도를 서울과 외국 도시들과 비교하면, 2005년 재 PIR(연소득 

비 주택가격 비율)은 서울 8.11(10.77)배, 도쿄 5.23배, 뉴욕 도시지역 8.33배, 로스앤젤 스 

도시지역 9.18배, 런던 도시지역 4.59배(2004년)임. 서울은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 스와 

비슷한 수 이고, 도쿄와 런던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쿄의 경우 1990년   버

블붕괴 이후 서울보다 낮은 PIR값을 유지하고 있음. 뉴욕과 로스앤젤 스는 미국에서도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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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택가격을 유지하는 지역으로서, 특히 로스앤젤 스 지역은 미국 도시  가장 높은 PIR

을 나타내고 있음.

구  분
서울 Tokyo

New York-White 
Plains-Wayne

Los Angeles-Long 
Beach-Glendale

Greater London

2005년(천원) 2005년(천￥) 2005년(천$) 2005년(천$) 2004년(천￡)

주택가격 280,000 405,238) 34,330 480 500 276

가계소득 34,528 (37,610) 6,565.2 57.7 54.5 60.1

PIR(배) 8.11 (10.77) 5.23 8.33 9.18 4.59

주 1. 서울은 아 트, Tokyo는 注文住 , 미국은 Single Family Housing, 국은 모든 일반 인 주택유형에 한 것임.

   2. 서울은 KB은행 ｢주택 융수요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 으며, 수치는 값과 호안의 평균값 두 가지로 제시

   3. Tokyo의 경우 주택가격은 住宅金融支援機構(구, 住宅金融公庫), 소득은 總務省 統計局의 家計調査 자료에서 평균

값으로 산정

   4. New York과 Los Angeles는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NAHB) 자료에서 값으로 산정

   5. London은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자료에서 평균값으로 산정

<표 5-36> 서울과 외국 도시들과의 연소득 비 주택가격비율(PIR) 비교

2) 수도권 입지규제의 문제

◦수도권의 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 은 근본 으로 수도권 집 과 도시확산으로 발생하는 부작

용임. 이는 지속 으로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상승과 규모

의 경제로 인한 수도권 집 의 편익 증가  경쟁력 향상, 자동차 보 의 확  등에 기인한 상

으로 선진국의 도시권 확산과 유사한 보편 인 상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도권 문

제는 수도권에 한 불합리하고 차별 인 규제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복잡다단하게 되고 있음.

◦수도권 규제를 한 핵심 인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재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이른

바 인구집 유발시설에 한 입지규제가 핵심임. 1994년 수정법 개정으로 총량규제, 과 부담  

등 간 ㆍ경제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입지규제가 수정법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 인 규제장

치임.

◦수정법에 의한 규제는 수도권에 해 첩 으로 덧 워진 규제임. 이러한 규제는 국토계획법,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 지방세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농지법 등 수많은 개별법령과 직ㆍ간 으로 연계되어 방 한 규

제패키지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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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제내용

규제 상
인구집 유발시설 공장, 학, 매시설, 업무시설,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의 신ㆍ증설, 용도변경

개발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규제수단

직  규제 권역별 입지  개발 지

간  규제 심의를 통한 허용, 공장  학 총량제 

경제  규제 과 부담 , 법인세ㆍ소득세 등 감면ㆍ지원 배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과

규제 상
지역

과 억제권역
서울  주변지역으로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수 (공장, 학, 공공청사, 형건축물, 개
발사업)

성장 리권역
과 억제권역과 자연보 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을 계획 으로 유치하고 
리하기 해 규제강도가 비교  낮은 수 (공장, 학, 공공청사, 형건축물, 개발사업)

자연보 권역
한강수계 등 자연환경 보 을 해 규제강도가 비교  높은 수 (공장, 학, 공공청사, 

형건축물, 개발사업)

<표 5-37> 행 수도권 규제의 유형

구 분 과 억제권역 성장 리권역 자연보 권역

 공   장

기업 신ㆍ증설 지
소기업공장 

도시형업종 허용

기업 신ㆍ증설 지(아산산단 제외)
14개 첨단업종 기존 기업 공장 100% 
증설 허용
외국인투자 기업 25개업종 한시  허
용(’07년말까지)
8개 첨단업종 기업공장 신ㆍ증설 한
시  허용

소기업 공장은 허용

기업 신ㆍ증설 지
공해 없는 소기업 

신ㆍ증설허용(1천m
2
 이내)

공장총량 규제

학

4년제
신설 지 

(서울로는 이  지)
신설 지, 소규모(50명) 학 허용 신설 지, 소규모(50명) 학 허용

문ㆍ산업
신설허용 

(단, 서울제외)
신설 허용 산업  지, 문  허용

(증원)
정원 총량규제：4년제 학 증원은 심의 후 허용, 산업ㆍ 문 학은 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 허용, 과는 심의 후 허용

공공청사 신축 지 ( 앙부처 제외), 증축ㆍ매입ㆍ임차는 심의 후 허용

형건축물
과 부담  부과
(서울시에 한함)

규제 폐지  지

개발
사업

택지조성 100만m
2 이상 심의 후 허용

3만~6만m
2 미만 심의후 허용

 * 오염총량제 시행  지구단
계획구역 내

1)도시지역(주, 상, 공) 10만m
2 

이상 심의 후 허용
2)비도시지역 10만m

2
~50만m

2
 심

의 후 허용

공업용지 30만m
2 이상 심의 후 허용

3만~6만m
2 미만 심의 후 허용

지 10만m
2 이상 심의 후 허용

조  세
취ㆍ등록세 3배 과, 
재산세 5배 과

<표 5-38> 행 수도권 권역별 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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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 억제권역 성장 리권역 자연보 권역 입학정원 증가

4년제 학
교육 학

신설： 지
이 ：심의 후 권역 내 가
능(서울은 지)

신설： 지
이 ：권역 내 는 다른 
권역에서의 이 은 가능

신설： 지
이 ： 지

심의 후 허용

소규모 학
신설： 지
이 ：심의 후 권역 내 가
능(서울은 지)

신설：심의 후 가능
이 ：권역 내 는 다른 
권역에서의 이 은 가능

신설：심의 후 가능
이 ：권역 내 가능

심의 후 허용

문 학
산업 학

신설：가능( 학원 학 이
외의 경우 서울은 지)
이 ：심의 후 권역 내 가
능(서울은 지)

신설：가능
이 ：권역 내 는 다른 
권역에서의 이 은 가능

신설：심의 후 가능
이 ：권역 내 가능 
(산업 학 신설ㆍ이

불가)

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 허용
10% 과 시에는 심의 후 허용

학원 학
수도권 체에서 매년 300명 이
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명 과 시에는 심의 후 허용

<표 5-39> 수도권 학에 한 권역별 입지규제와 입학정원 규제 

조세지원 항목 조세지원 내용 수도권 차등 용 사항

창업 소기업 4년간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 과 억제권역내 감면 배제

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ㆍ 매시 정보 리시스템설비ㆍ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액의 3%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배제
정보보호시스템설비투자에만 용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 등 35개 업종  도매업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 하여 법
인세ㆍ소득세를 최  30%(소기업) 는 15%( 기업) 감면

수도권 소기업 20%, 기업  지식기
반산업에 해서만 10% 용

<표 5-40> 수도권 소기업에 한 조세지원상의 차등 용 황

구분 과세 상 과세 제외

취득세

본  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
득에 해 3배 과
일반세율：2% → 과세율 6%

복지후생시설

공장의 신ㆍ증설용 부동산 취득에 해 
3배 과
일반세율：2% → 과세율 6%

산업단지ㆍ유치지역ㆍ공업지역ㆍ도시형공장

등록세

법인설립  지 ㆍ분사무소 등기에 
해 3배 과
일반세율：0.4% → 과세율 1.2%

사회간 자본시설사업ㆍ은행업ㆍ해외건설업ㆍ주택건설사업ㆍ 기
통신업ㆍ첨단기술산업  첨단업종ㆍ유통산업ㆍ운송사업ㆍ화물터미
ㆍ창고업ㆍ정부출자법인(20% 이상)ㆍ자원재활용업ㆍ의료업ㆍ소
트웨어사업ㆍ공연장(극장포함)ㆍ(종합)유선방송국ㆍ할부 융업ㆍ

구조조정 문회사의 목 사업 등

공장의 신ㆍ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 3배 과
과세율：부동산별 일반세율 × 3

도시형 공장

재산세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재산세
에 해 5배 과

도시형 공장
(주거지내 공장：일반세율：0.3% → 과세율 0.6%

<표 5-41> 수도권 지방세 과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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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개발부담 소기업 공장용지(50%), 산업단지 개발 시( 액) 면제 감면혜택 없음

농지ㆍ산지 용부담 산업단지 조성 시 액면제 50% 면제(국가, 지자체는 70%)

체조림비, 체 지조성비, 
공유수면 용료

산업단지 조성 시 액면제 면제 상에서 제외

<표 5-42> 수도권과 지방의 부담  차등부과 황

(1) 한 권역구분과 획일 이고 경직 인 규제체계

◦ 행 권역 심의 규제체제는 지나치게 넓은 지역에 하여 미시 인 규제를 함으로써 경직되고 

조악하며, 실 가능성이 약함.

◦행정구역을 심으로 하여 행정구역의 모든 할지역을 상으로 하는 용도지역제와 같은 성격

을 갖고 있음. 권역의 설정방식도 법규에 의한 경직  권역 지정으로 인하여 권역의 범 를 조

정할 수 있는 차가 부재함(법 개정 에는 권역변경 불가).

◦행 제한방식에 기 한 성장억제방식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유도하거나 도시성장 리를 한 

지침기능이 없음.

◦이러한 획일 이고 경직된 규제체계는 규제의 실 가능성을 낮추고 ‘암시장 원리’에 의한 불법

이고 탈법 인 개발행   소규모 난개발을 오히려 키우는 경향이 있음. 이는 앙정부 주도의 

규제에서 오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규제의 정교화와 유연화를 해 앙정부의 규

제권한을 지역  차원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구 분 과 억제권역 성장 리권역 자연보 권역

면  
11,730㎢ 

 1,996㎢(17.0%) 5,902㎢ (50.3%) 3,832㎢(32.7%)

인  구
23,782천명

19,079천명(80.2%)  3,766천명 (15.8%) 937천명(4.0%)

행정 구역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일부), 의
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16개 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주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
시, 안성시(일부), 인천 역시(일부), 
시흥시(일부)
    (12개 시, 3개 군)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주시, 안성시(일부) 

    (5개 시, 3개 군)

정비 략 과 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 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 , 주민불편 해소

<표 5-43> 수도권 정비권역 황(2005년)

(2) 다양한 법령에 의한 첩 인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와 환경규제, 군사시설규제 등 개별법령에 의한 규제 등 복규제

가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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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 자연보 권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 책1구역, 팔당특별 책2구역, 수변구역 등의 

규제와 첩됨.

◦환경규제 등이 집 된 수도권 북부  동부에 한 과도한 복규제로 해당지역이 낙후되고 주

민불만이 높으며, 경부축으로의 개발집 으로 수도권 내 격차가 심화됨.

◦이러한 첩규제는 앙정부의 각 부서가 부문별로 각각의 법령을 장하고, 서로 조정이 이루

어지지 않는 부서주의(sectoralism)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따라서 부문별 규제법령을 

지역  차원에서 묶어주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함.

구분 입지규제

직 인 규제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특별 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수변생태구역(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역(수질환경보 법)
∙골 장(골 장의 입지기   환경보  등에 한 규정) 

간 인 규제
∙자연환경보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녹지지역, 리지역, 자연환경보 지역 등 용도지역(국토계획법)

<표 5-44> 수도권 한강상수원지역 련 입지규제

구분
특별 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수변구역

(한강수계상수원개선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지정면
Ⅰ권역：1,254.5km

2

Ⅱ권역：847.4km
2 157km

2
255km

2

<표 5-45> 수도권 한강상수원지역 특별 책지역 등 지정 황(2005년 12월)

            
자료：경기도(2008)

<그림 5-22> 팔당상수원지역 규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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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활동에 한 규제로 비효율과 불확실성 증

◦수도권 규제의 주류를 이루는 공장 등 기업 활동에 한 규제로 불확실성이 증 하고, 공업용지

의 부족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차질과 세한 난개발형 개별입지를 양산함.

－국내 선도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됨(삼성 자, 용자동차 등).

－외국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좌 됨( 고랜드 등).

◦경제활동의 비효율 한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기업의 효율성이 더 높으며, 공장건설에 한 규제와 공장총량제를 

완화할 경우 GDP가 연간 2.7% 증가함(박헌수, 2004).

－집 이익을 나타내는 주간인구 도와 임  간의 계, 집 비용을 나타내는 야간인구 도와 

주민 1인당소득 간의 계를 보면 수도권 체 으로 집 이익이 집 비용보다 높게 나타남

(정창무ㆍ이춘근, 2004).

－수도권 내 첨단 기업 공장의 신ㆍ증설 규제를 완화하여 허용업종을 8개에서 25개로 늘릴 경

우 2004년 GDP의 2%에 해당하는 생산유발효과가 있음(김군수, 2005).

◦따라서 한국경제의 동력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집 경제가 가장 우수한 

수도권에 한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음.

(4) 앙정부로의 권한 집 과 종  업무분담에 따른 부문 간 조정의 부재

◦규제권한이 앙정부에 집 되어 있고 정부개입수 이 높아 결과 으로 토지시장의 경직성을 높

이는데 기여함.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 부, 산림청 등 부

문별로 장되는 규제권한들이 서로 조정되지 못하여 첩규제가 심각하고 경쟁 인 법령양산으

로 자원낭비도 심각하여 체 으로 법령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음. 

◦국토해양부 내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종합하고 조정하기에 매우 어려운 갈

래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문별 국가정책의 종  분담체계가 지니는 문제 은 다음과 같음.

－ 앙정부 각 부처조직의 존재가치를 법률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서 산을 확보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러한 앙정부의 조직체계는 지방정부의 조직체계와 종 으로 

연결되어 있음.

－부처 이기주의로, 법률,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피해가는 특별법을 양산하고 이나 과마다 

법률 1~2개 이상을 장하고 있어 앙정부조직체계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임. 한 

과거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률로 통합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만 양산하고 있어 법률

의 홍수사태를 맞이하고 있음.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특별법의 양산은 기존 법질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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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시키고 있음.

－부문별 국가정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계획의 형태로 형성되고 실시계획과 실시수단을 통

해서 집행됨. 이처럼 종 분담체계의 시책구조는 독립 으로 실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부문과 횡 조정의 여지가 없고 체 으로 조화되거나 종합되지 못하고 있음. 한 국가의 

고권 (우월한) 계획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압도하고 이를 존 하거나 따르지 않으려는 속

성을 지니고 있음.

－톱다운 형식의 앙집권  구조는 다른 부문의 계획 차를 따르지 않기 해 부분 의제

차를 밟고 있어 횡 조정을 하지 못하는 구조  결함을 지니고 있음. 제각기 부문별 국가정책

을 우선시하고 그러한 방향의 논리개발에 젖어 왔기 때문에 배타성과 독주성이 체질화되어 

있음.

◦따라서 부문별 조정과 지역  차원에서 통합을 한 지역기반 메커니즘이 필요함.

(5)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에 의한 난개발 허용과 역  의 부재

◦지자체는 기본 으로 당해 도시의 국지 이고 개별 인 심사에 집착되어 있어 지역이기주의와 

지역민원을 의식한 인허가 남발 등 난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심의의 근거가 되고 있

으나, 도시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에 일률  기 을 용하여 획일  기본계획을 

양산하고 있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지표에 한 개발 정지역의 양  

배정임.

－인구지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과도하게 계획인구를 책정함으로써 토지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하

고 있음.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은 2020년 수도권 목표인구를 국인구의 

47.5%로 설정하고 있으나 최  상한선을 2,740만 명까지 허용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가 경쟁 으로 작성한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목표연도 인구는 2800만명 이상에 달할 망임.

－이처럼 수도권 특히 경기도 각 시ㆍ군의 과도한 계획인구책정은 그 로 용도지역 책정에 반

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개발 정 지역이 과  책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개별  개발

이 되어 소규모 난개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행정주체별 개발통제권과 역  의 부재 

－ 규모 개발 사업은 앙정부가 주도하는 반면, 다수의 지자체들 간에 이해 계가 걸려 있음. 

재 앙정부가 해당 자치단체와 상의 차를 생략한 채 200만평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도 

지자체에 법  응수단이 별로 없음. 그러나 지자체가 극 조하지 않으면 사업지연은 불

가피하며, 지자체 간에 이해 계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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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 송 신도시의 경우, 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수직 (vertical) 의, 서울, 경기 등 지

자체 간의 수평 (horizontal) 의 문제로 인해 행정주체 간 갈등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6) 부동산 정책의 논리와 정책  비일 성

◦수도권 집 억제를 한 강력한 규제정책과 정부의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규 개발 사업들이 

수도권의 리정책기조  지자체 도시계획과는 별개로 각종 특별법을 통해 주택정책, 산업정책 

등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추진됨으로써 계획  리를 교란시키고 정합성을 떨어트리고 있음.

◦특히, 참여정부 당시에는 집값 안정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심 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수

도권에 신도시건설을 비롯한 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함. 그러나 이는 그 

정책 인 필요성과 시 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간정책의 비일 성과 공간구조의 심각한 왜곡

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함.

구분 주요 제도  정책조치

공장입지 
규제완화

∙2003. 3.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 증설 규제완화(경
기도 주－LG필립스 LCD 공장 신설가능) 

∙2004. 2. 성장 리권역 내 첨단산업공장 증설을 100%까지 허용(수원－삼성 자 증설 가능)
∙2005. 4. ｢주한미군 이 에 따른 평택 시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에 2014년까지 평택 시 지역의 해 

61개 업종에 이르는 기업 신ㆍ증설 허용(가장 폭넓은 규제완화조치) 
∙2005. 5. 1994년 이 에 설립된 성장 리 권역 내 기업공장  반도체와 자동차 등 14개 첨단업종에 

해 기존공장 면 의 100%까지 증설 허용, 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25개 업종에 한하여 2007년 12
월 31일까지 수도권 성장 리권역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ㆍ증설 허용(미국의 3M, 일본의 NEC 등 8개 기
업유치 가능)

∙2005. 12. 투자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해 방송수신기기, 섬유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에 하여 
국내 기업공장을 2006년12월 31일까지 새로 지정받은 산업단지에 신ㆍ증설, 국가산업단지 기존업체의 
공장 증설 허용( 주 LCD 공장 주변에 LG 자, LG 마이크론, 덕 자 등 유치가능)

∙2006.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지역과 유사한 수 의 지원과 규
제완화 가능

∙2006. 6.  자연보  권역 안에 수질오염총량 리계획이 수립, 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여 ㆍ소기
업의 공장 부 시설 신ㆍ증설 허용

∙2006. 7.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년~2020년)｣, 산업단지의 경우 공 물량 리,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 총량규제로 환, 한강 수계 수질보 책 수립  팔당 상수원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 
의무화

∙2006. 12. 성장 리권역 안에서 공장증설 허용업종 확 (오산－LG 자, 김포－팬택, 화성－한미식품, 안
성－일동제약, 4  기업 공장증설 허용)

학  기타 
규제완화

∙2005. 4. ｢주한 미군이 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학의 평택 이 과 학교 
증설 시 총 정원 규제 배제조치

∙2006. 11. 학과 문 학 (서열제외)간 통폐합을 한 학의 신ㆍ증설 는 이 을 한시 으로 허용. 
뉴타운 사업 등 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서울시 안에서 학이  허용

∙2006. 4. 자연보 권역에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지역의 택지개발 규모상한을 10만㎡에서 50만㎡로 확

인천경제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 에 한 법률(2002, 재정경제부)에 의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기존의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

수도권 2기 
신도시건설

∙ 교(281.5 만평), 화성 동탄(273.4만평), 김포 양 (358.5만평), 주 교하(284.6만평), 수원(341.2만평), 양
주 옥정(184.7만평) 등 1,723.9만평의 규모 신도시 개발(수용세 수 216,600호, 수용인구 619,800명)

<표 5-46> 참여정부시기의 수도권 련 규제완화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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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규모 분산화로 리가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성평가 결과 

◦ 리지역 세분화를 한 토지 성평가,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등이 계획  

의지를 담기보다 셀(cell)단 의 환경 향평가를 기 으로 근하다 보니 해제된 지역이 넓게 산

재됨. 이에 따라 리가 어렵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환경  측면에서도 바

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

구  분 개소 면 비고

집단취락 679개소 1,570만평 도시계획입안  결정 통해 바로 해제 우선해제

일반조정가능지역 77개소 1,490만평 공 개발방식 용 2020년까지 수요 있을 경우 해제 조정가능

국책사업 44개소 580만평 국민임 주택단지 우선해제 우선해제

지역 안사업 34개소 330만평 시ㆍ도지사가 추진하는 시 한 사업은 우선해제 조정가능

계 834개소 3,970만평

주：국책사업  지역 안 사업은 환경 향평가결과 3~5등 지 활용

출처：수도권 역도시계획(안), 2006. 2

<표 5-47>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신규 개발사업

일반조정가능지역

<그림 5-23> 개발제한구역 해제 황(2020 역도시계획(안)



제5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151

          

- 외연적 확산과 서울중심의 일극집중 심화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양산, 난개발, 그리고 비효율

- 수도권 내부의 지역불균형(북부·서부, 강북 등 노후기성시가지)

- 산업입지의 수도권 인접지역(충청북부, 강원서부)으로의

왜곡된 전이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입지규제

- 상위지침으로서 수도권의 계획적인 성장관리기능 부재

- 중앙정부의 종적 업무분담에 따른

부문간 조정의 부재로 중첩적인 규제 심각

- 부동산 정책의 논리로 수도권 정책의 비일관성 초래

- 개별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에 의한 난개발 허용과

광역적 협의 부재

수도권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결과로 나타난

토지이용상의

문제점

<그림 5-24> 수도권 토지이용규제와 그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문제

3. 외국 도시권의 정책동향

1)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한 규제완화

◦우리나라가 ‘수도권 對 지방’이라는 이분법 ㆍ국내  시각 속에서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 동안 

선진국들은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응하여 빠르게 도시권 규제완화와 계획체계 개 을 추진하

고 있음. 

◦경제의 로벌화, FTA 확 , 지역경제통합 등에 따라 경쟁력의 동력으로서 도권의 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도시권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국, 랑스, 일본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

와 지속가능한 발  차원에서 수도권 는 도시권 규제정책을 폐기 는 완화하고 계획체계를 

개편하고 있음.

◦일본은 2000년 에 들어 소 트화, 세계화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필요성이 약화된 수도권 는 

도시권의 공장, 학 등에 한 규제법령을 폐지함. 여기에는 공업등제한법(수도권의 기성시가

지에서의 공업등의 제한에 한 법률), 공장등제한법(근기권의 기성도시구역에서의 공장등의 제

한에 한 법률), 공업재배치 진법, 신산업도시건설 진법,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 진법 등이 포

함됨.

◦ 랑스는 1960년  이후 지역균형발 정책에 한 의와 조정기능을 담당해오던 앙정부의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국토  지역 계획기구)

를 2006년 해체하고 DIACT(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ment et à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 국토  지역의 경쟁력을 한 범부처 간 표기구)를 설립하여 각 지역의 경쟁력

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 을 지원토록 개편함. 이러한 개편은 국토의 경쟁력 제고를 시하여 

세계화 등 경제변화에 효율 으로 응하기 해 산업 략과 국토개발 략을 통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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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정부의 일련의 시도들  하나로 볼 수 있음. 

◦ 국도 2000년  이후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 을 지원하기 하여 국토ㆍ도시계획의 유연성, 

단순성, 신속성, 응성을 강화하기 한 인 개 을 시행함. 이러한 개 조치는 국토ㆍ도

시계획체계의 개편,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계획정책지침의 재작성, 계획체

계 반 인 문화의 변화 등을 포함함.

◦선진외국의 최근 도시권정책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도시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는 완화하되, 도시권으로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한 성장 리시책을 병행

한다는 것임. 이는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기본 으로 통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
∙공업 등 제한법(수도권의 기성시가지에서의 공업 등의 제한에 한 법률), 공장 등 제한법(근기권의 기성도시

구역에서의 공장 등의 제한에 한 법률), 공업재배치 진법, 신산업도시건설 진법,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
진법 등을 폐지)

랑스
∙지역균형발 정책에 한 의와 조정기능을 담당해오던 앙정부의 DATAR(국토  지역 계획기구)를 

2006년 해체, 국토  지역의 경쟁력을 한 범부처 간 표기구(DIACT)를 설립하여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
고하고 지속가능한 발 을 지원토록 개편

국
∙국토도시계획의 유연성, 단순성, 신속성, 응성을 강화하기 한 인 개 을 시행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반 으로 개편

<표 5-48> 외국의 수도권 계획  규제체계 개편 사례 

2) 지속가능한 발 을 한 계획체계의 개편과 성장 리

(1) 일본

◦일본은 2000년  이후 21세기의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고 국토의 질  발 을 해 국토계획  

수도권계획체계를 개편함.

－국토계획체계의 경우, 종합 인 국토의 형성을 한 ‘국토종합개발법’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개정하고, 계획체계를 ‘ 국계획’과 ‘ 역지방계획’으로 구성하고, 계획기조를 ‘양  확 개발기

조’에서 ‘성숙사회형 계획기조’로 환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법’에 기 하여 수도권의 건설과 질서있는 발 을 도모하기 하

여, 필요한 수도권의 정비에 해서 국토교통 신이 책정하는 것이며, 평성17년(2005년)의 수

도권정비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구(舊) 계획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일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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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체계  

    

<그림 5-26> 일본 수도권정비계획의 개편 

(2) 국

◦ 국은 2000년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해 “Urban Consolidation” 는 “Urban Renaissance” 

개념이 출 하 으며, 최근에는 계획  규제의 유연성, 단순성, 신속성, 응성을 강화하기 해 

계획체계를 개 함. 국토ㆍ도시계획체계는 Planning Policy Statements, Regional Spatial 

Strategies,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등의 구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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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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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Policy

Statements

• National policies on 

aspects of land use 

planning in England

Regional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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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development

Strategy for next

15-20 years ***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 Local Development Scheme

• 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

• Development Plan Documents 

(including the Core Strategy)**

•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

The

Development

Plan ***

<그림 5-27> 국의 개편된 국토ㆍ도시계획의 체계 

◦ 국에서 지역공간 략(Regional Spatial Strategy, RSS)과 지역경제 략(Regional Economic 

Strategy, RES)은 서로 다른 주체(지역공간 략은 Regional Planning Body(RPB), 지역경제 략

은 Regional Development Agency(RDA))에 의해 수립되지만 역  차원에서 유기 이고 통합

으로 수립되도록 하고 있음.

－지역공간 략(RSS)과 지역경제 략(RES)은 서로 향을 주고받는 조 인 계에 있음. 

RDA는 지역경제 략을 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간 략의 수립, 모니터링, 검토를 담당하는 

Regional Assembly(RA, 챔버(chamber)로서 공인된 RPB)의 자문을 받아야 함.

－RDA는 지역경제발 을 한 지역경제 략(RES)의 수립  집행, 지역경제개발의 략 인 

진자 역할, 지역경제개발과 경제재생을 조정하여 지역경쟁력 도모, 지역 내  지역 간 불

균형 시정 등의 역할을 담당함. RDA의 근거법령은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이

고, 주 부서는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BERR)이며, 

재 런던 도시권을 포함하여 9개 RDA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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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국의 국토ㆍ도시계획체계와 지역경제계획 등 련계획

구분 RDA의 역할

지역경제 략
(Regional Economic Strategy)

－지역경제발 을 한 10개년 계획의 수립  집행

국토ㆍ도시계획 등 련계획
－RDA는 지역공간 략(Regional Spatial Strategy), 지역주택 략(Regional Housing 

Strategy) 등 련계획 과정에 참여하며, 련계획에 향을 주거나 반 하는 등 유기
인 력 계 유지

략 인 개발사업 

－다음의 주요 개발 사업은 지역경제 략(RES)을 구 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개발사
업자, 지방정부, 련기  등은 공식 인 사업계획 승인신청 에 RDA의 자문을 받아야 
함.
－지역경제 략(RES)에 요한 향을 미치는 략 인 기반시설사업(주요 도로, 철도, 공

항, 다 수단 터미 , 항만 등)과 련되는 개발사업 
－지역경제 략(RES)에 의한 략 인 지역투자 는 고용정책의 집행에 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 비 개발사업신청서(Outline application)：4ha를 과하는 모든 개발사업
  ∙본 개발사업신청서(Full application)：고용 공간 1만m

2
 이상 개발되거나 손실이 이루어

지는 개발, 1만m2 이상 복합용도개발, 도시재생업무지구(Urban Regeneration 
Company Area) 내 5천m

2
 이상 개발, 연간 5만명 이상 방문객을 유발하는 ㆍ

개발, 250호 이상 주거개발, 3MW 이상을 발 하는 신재생에 지체계

<표 5-49> 국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역할(South West RDA의 경우) 

(3) 미국

◦미국의 1990년  이후 도시 리정책은 성장 리체계(Growth Management System) 는 스

마트성장(Smart Growth) 등의 용어를 통해 변되며, 도시성장을 억제하기보다는 성장을 수용

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도시권의 공간정책기조는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사회  형평성(social equity) 목표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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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에서는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용량  환경용량을 연동 리하여 개발의 입지, 시기, 속

도 등을 조 하고, 도시권 내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이해 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성장을 

리하며, 기성시가지의 재개발  인필(infill) 활성화, 고 개발과 복합  토지이용, 직주균형

(jobs-housing balance) 등의 압축개발(compact development)이 강조됨.

구 분 주요제도  기법

토지이용
규제

∙Urban Growth(Service) Boundary(UGB)
∙Upzoning/Downzoning
∙Inclusionary Zoning
∙Performance Zoning
∙Density Bonus
∙Minimum/Maximum Density Standards
∙Special Overlay District

자원보

∙Differential Tax Assessment
∙Restrictive Agreements
∙Circuit Breaker Taxes
∙Capital Gains Taxes
∙Right-to-Farm
∙Transfer Development Rights
∙Purchase Development Rights
∙Land Acquisition
∙Nonexclusive Zoning
∙Voluntary Districting
∙Exclusive Zoning
∙Agriculture/Forest Buffers

계획  개발

∙Redevelopment/Infill
∙New Urbanist Community：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 Transit-oriented 
Development(TOD)

∙Low-impact Development(LID)
∙Clustering
∙Jobs-Housing Balance
∙Development Agreement
∙Planned Unit Development(PUD)
∙Transferable(Purchase) Development 

Rights(TDR/PDR)
∙Housing Linkage

특수지역 보호

∙Coastal Zone Management
∙Critical-Area Programs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Scenic View Preservation
∙Conservation Easements

기반시설의 
정성ㆍ

시기ㆍ계획

∙Adequate Public Facilities
∙Growth Phasing
∙Rate of Growth
∙Carrying Capacity Limitations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TDM)
∙Traffic Calming

농 성장
리

∙Small Town Focus
∙Rural Cluster Development
∙Strategic Cluster Development
∙Performance Evaluation
∙Rural Land Reassembly

기반시설 
설치ㆍ부담

∙Mandatory Dedication
∙Exactions
∙Impact Fee
∙Improvement Tax
∙Special District
∙Tax Increment Financing(TIF)

기타

∙Land Use-Transportation-Air 
Quality(LUTRAQ) Link

∙Location Efficient Mortgage(LEM)

<표 5-50> 미국의 Smart Growth 정책 련 주요 성장 리제도  계획기법

4.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성장 리 방안

1) 기본방향

◦지 까지 수도권정책은 국토균형개발의 틀 속에서 지방의 침체를 막기 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

도권에 한 인구  산업에 한 규제가 주된 기조를 이룸.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규제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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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

며, 지방의 발 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이 입증됨.

◦서울이 상하이, 북경, 도쿄 등 동북아 도시들과 경쟁에 우 를 하기 해서는 기업에 한 

직 인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 에 따른 과 , 혼잡, 환경

오염 등 각종 부작용도 최소화하여 매력 이고 편리하고 안 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성장 리는 도시성장을 단순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수용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  발 , 환경  지속가능성,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하여 입지, 규모, 시기, 속도 등을 

계획ㆍ조 ㆍ 리하는 것임.

구분 주요 내용

경제부문
기업에 한 규제완화, 략산업 육성을 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풍부한 고 노동력 육성, 고 노동
력이 선호하는 양질의 생활환경  교육기회 제공 등

인구  사회부문
다양한 주거기회, 양질의 문화공간, 교육, 각종 어메니티 제공, 낙후ㆍ침체지역 육성을 통한 지역불균
형 시정 등 

환경부문
지속가능한 환경을 한 기질ㆍ수질 개선, 녹지/공원  하천의 보 과 활용성 증 , 자원 약 인 
도시환경 창출 등

<표 5-51> 수도권 공간정책의 방향

◦수도권 규제에 한 정책방향

－수도권에 한 차별 인 규제 시정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내 복규제 해소( 복규제 등 규제의 정성ㆍ타당성을 사 에 심사하고 정기 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내용 개선)

－토지이용규제권한의 지방화

－농지, 산지에 한 과도한 규제 완화

－획일 인 규제를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 이고 차별 으로 규제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과 농지ㆍ산지, 환경보 을 해 시장 친화  제도 도입

－규제의 용시한(일몰제) 리

◦수도권 성장 리를 한 정책방향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규제 심에서 성장을 수용하되 이를 체계 으로 리하는 계획

 성장 리 심으로 개편 

－수도권 집 에 따른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은 계획 인 성장 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개

별법령 심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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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리지역 등 개발수요가 집 되는 지역, 환경 으로 민감한 주요 지역(한강상수원지

역, 역녹지축, 연안역 등)에 해서는 역  차원에서 리

－ 역 인 효과를 갖는 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의 리기능 강화

－소규모 난개발지역의 집단화  방  리기능 강화 

－기성시가지의 재활용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외연  확  억제하고 자족성 강화

     

•집권성, 획일성, 경직성
•지역적 특성 무시
•현실성과 집행성 약화
•지자체의 불만
•부처이기주의(sectoralism)
•부처간 경쟁에 따른 방만한 투자
•종적 업무분담과 중첩규제

중앙정부(Top-down)

•국지적(local) 관심사
•지역이기주의
•중복투자 및 효율성 저하
•재원부족과 중앙정부에의 의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역량 부족
•광역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능력
부재

지자체(Localized)

•분권성, 유연성, 탄력성
•부처 및 부문중심 정책을 지역관점에서 종합
•국지적 접근에서 광역적인 협의와 조정
•중복투자 및 중첩규제 해소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
•자율성 및 합의형성 역량 제고

광역권(Regionally Collaborated)

•집권성, 획일성, 경직성
•지역적 특성 무시
•현실성과 집행성 약화
•지자체의 불만
•부처이기주의(sectoralism)
•부처간 경쟁에 따른 방만한 투자
•종적 업무분담과 중첩규제

중앙정부(Top-down)

•국지적(local) 관심사
•지역이기주의
•중복투자 및 효율성 저하
•재원부족과 중앙정부에의 의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역량 부족
•광역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능력
부재

지자체(Localized)

•분권성, 유연성, 탄력성
•부처 및 부문중심 정책을 지역관점에서 종합
•국지적 접근에서 광역적인 협의와 조정
•중복투자 및 중첩규제 해소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
•자율성 및 합의형성 역량 제고

광역권(Regionally Collaborated)

<그림 5-29> 행 계획체계와 역권 계획체계의 필요성 

2) 투자활성화  산업 활동 지원을 한 규제 합리화 

(1) 수도권 산업입지에 한 규제 합리화 우선추진

◦한국이 성장을 통한 분배를 하고 고령화 사회와 통일에 비하고 국가부채를 갚으려면 최소 5%

의 성장유지 필요 

◦규제 합리화의 기본방향

－경직 인 권역별 규제, 불합리한 공장, 기업 등에 한 차등규제를 폐지하고, 업종별ㆍ지역

별 실정에 맞게 탄력 으로 운

－환경오염, 난개발, 땅값상승과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하여 계획입지 활성화 

－과 지표(교통서비스, 기오염, 수질오염, 녹지훼손 정도 등)에 의한 성과기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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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을 설정하여, 이를 국고 등 재정지원, 세제ㆍ부담  차등부과, 행 제한 등 인센티  

 패 티 부여와 연계

◦추진 략

－단기 으로는 행 제도  틀 속에서 추진 가능한 규제의 합리  조정, 경제자유구역/산업집

지구 등에 해 선별 으로 우선 용

－장기 으로는 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와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  역계획기구 

심으로 도시권 성장 리체제로 환

구분 추진방향  근거 실행 략

공장 총량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 폐지
∙공장의 수도권 인구집 효과가 높지 않으며,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외 

이 ,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에 어려움

기오염 총량제, 수질오염총량
제 등으로 체 리

공장
입지규제

∙업종별 공장부지 면  소요와 기술  효율성에 따라 업종별/유형별로 
탄력 으로 규제

∙과 억제권역의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아 트형 공장 등의 
입지규제 완화  활성화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한 역차별 인 업종규제 폐지

난개발  투기  수요 방지를 
해 계획입지로 집단화 유도

기업
입지규제

∙지식기반  정보경제로 환함에 따라 인구유발효과가 낮고 도시 
입지선호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식정보산업, 교육/연수시설 등을 심
으로 기업에 한 차별 인 입지규제 완화

∙ 기업은 자본집약 이므로 인구집 효과가 소기업보다 낮으며, 
기업은 우수한 인재 의존성 높아 도시권 입지 선호

투기  수요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해 계획입지를 통한 
집단화  임 공단 활성화

수도권에 한 
차등 인 

세제/부담

∙소득세/법인세 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과세, 개발부담 /농지
용부담 /산지 용부담  차등부과를 진 으로 차등부과 완화

단기 으로 경제자유구역, 략
거 지역을 우선 으로 차등부
과 개선 

과 부담
∙서울시에만 한정하지 말고 과 여부를 평가하여 실제 과 한 세부지역

(‘동’ 는 ‘구’단 )에 해 부과하는 성과기반부담체계로 환
∙부과된 과 부담 은 원칙 으로 당해 지역의 과 해소에 사용

단기 으로는 과학성과 합리성
을 갖추도록 개선하고, 장기
으로 폐지

<표 5-52> 행 수도권 산업활동에 한 규제의 개선방향

(2) 략육성산업을 지원하기 한 계획입지 활성화

① 문제점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소규모 무질서한 개별공장 입지로 난개발, 노후화,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이 있는 반면, 공장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지 추구(rent seeking)와 부동산투기, 지가상승 등

의 문제  한 상됨.

◦과 억제권역에서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지됨에 따라 도시형 산업, 략  육성산업을 수용하

기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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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선방향

◦ 략육성산업에 하여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투기  수요방지에 처하기 

하여 계획입지화를 유도하되, 개별 인 공장수요에 보다 부응하기 하여 획일 인 조성용지

의 공 보다는 원형지 공  등 탄력 인 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도시형 제조업 입지 활성화를 해 단지형, 복합형 아 트형공장을 활성화시킴.

◦개발제한구역에 하여 환경등 과 입지  여건을 평가하여 환경친화 인 임 용산업단지를 

공 하는 방안을 검토함.

◦계획입지에 해서는 기업  공 노동력이 선호하는 주거, 교통, 교육, 문화, 여가, 환경 등 도

시환경의 질  요소를 충분히 고려토록 함.

기능 우선 으로 고려하는 입지요인 비용에 한 민감성 선호입지 시

기업본사

∙국제 인 근성(공항, 국제 융 등)
∙고  호텔, 음식 , 문화
∙기업 간 상호작용의 용이성
∙ 문 인 서비스
∙양호한 기업용지의 이용가능성
∙다양한 문인력 기반
∙주거기회  정한 통근거리
∙교육기회(자녀, 종사자 등)

핵심 인 입지요건에 
비해 비용의 요도 
약함

도시의 도심, 부도심

연구개발

∙ 학, 연구기 과의 근성
∙고학력 노동력 기반 는 이러한 노동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메니티
∙물리 인 환경에 한 통제(소음, 보안 등)

문인력과 기타 요건
에 비해 비용의 요
도 약함

도시지역의 학에 가
까운 입지

Back Office

∙정보통신기반
∙ 렴한 주거비용
∙숙련된 기술을 가진 양질의 노동력
∙교육기회(자녀, 종사자 등)

부동산, 통신, 주거비
용, 세제 등 비용에 민
감

도시, 소도시

제조업  
물류

∙교통체계  근성
∙ 기, 용수, 폐기물, 가스 등 유틸리티시스템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력

주거비용, 세제, 유틸리
티 등 비용에 민감

주요 교통요지, 규모 시장 
는 공 자에 한 근성

자료：The Brookings Institution, 2000

<표 5-53> 기업입지의 주요 고려사항

3) 환경  자원보 에 한 규제의 합리화 

(1) 한강수계지역에 한 규제 합리화

◦ 역 인 지역에 하여 획일 이고 첩 으로 규제함에 따른 지역낙후, 주민들의 불이익과 반

발, 소규모 난개발 등 문제 이 심각

◦국토계획법, 환경 련법령 등 개별법령 심으로 규제

－한강상수원지역 등은 재에도 복규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 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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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수원지역, 역녹지축, 갯벌연안, 그린벨트 등에 해서는 국토계획법령, 환경 련법령 

등 개별법령 심으로 규제

－ 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 권역’의 공장, 학, 개발사업, 형건축물 등에 한 

규제는 필요성과 성을 평가하여 국토계획법령, 환경 련법령, 조세 련법령 등에 반

◦경제  보상체계 강화

－한강수계지역에 한 첩 인 규제를 합리 으로 개선하되, 규제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을 

한 시설의 설치, 토지의 공공매입, 개발권 매입ㆍ양도(PDR/TDR),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보

상(수도요  실화) 등 경제  보상체계를 강화

◦집단화 계획입지에 한 선별 인 개발 허용

－소규모 난개발을 집단화하고, 주민불만을 이기 해 입지  환경성 평가, 녹지축( )의 

계  등  분류 등 평가를 통해 보 의 강도를 조 하고, 환경훼손요건, 오염방지요건을 엄

격히 용하되 이를 충족하는 경우 집단화된 개발을 허용하고 ‘친환경도시’로 개발 유도

(2) 농지ㆍ산지에 한 규제 합리화

◦도시화에 따른 주거용지, 산업용지에 한 수요를 히 충족시키기 해서는 해당 용지가 

재 소에 공 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지, 산지 등의 용이 불가피하고, 이에 한 과도한 규

제는 도시용지의 부족에 따른 지가 상승과 과 을 래함.

◦ 2006년 재, 우리나라 지  공장용지의 비율은 3.2%이고, 농지  임야의 비율은 86.1%임. 

수도권의 경우, 2005년 재 지  공장용지의 비율은 7.2%, 농지  임야의 비율은 76.1%임.

구분 지 공장용지 ㆍ답ㆍ과수원 공원 임야 기타 계

면 (천m2) 2,574,540 643,964 21,125,608 90,039 64,730,574 10,513,396 99,678,121 

비율(%) 2.6 0.6 21.2 0.1 64.9 10.5 100.0 

<표 5-54> 국 지목별 토지이용 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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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공장용지 ㆍ답ㆍ과수원 공원 임야 기타 계

1995년

서울
210,568 

(34.8) 
4,172 
(0.7) 

41,635 
(6.9) 

6,886 
(1.1) 

159,632 
(26.4) 

182,885 
(30.2) 

605,778 
(100.0) 

경기
283,663 

(2.8) 
64,941 

(0.6) 
2,687,768 

(26.6) 
9,069 
(0.1) 

5,790,653 
(57.3) 

1,278,459 
(12.6) 

10,114,552 
(100.0) 

인천
61,606 

(6.5) 
19,005 

(2.0) 
302,598 

(31.7) 
1,923 
(0.2) 

425,135 
(44.5) 

144,735 
(15.2) 

955,002 
(100.0) 

계
555,837 

(4.8) 
88,117 

(0.8) 
3,032,001 

(26.0) 
17,877 

(0.2) 
6,375,419 

(54.6) 
1,606,079 

(13.8) 
11,675,331 

(100.0) 

2006년

서울
215,948 

(35.7) 
3,092 
(0.5) 

30,717  
(5.1) 

11,059  
(1.8) 

150,069 
(24.8) 

194,441 
(32.1) 

605,326 
(100.0) 

경기
420,618 

(4.2) 
138,938 

(1.4) 
2,494,764 

(24.6) 
27,336  

(0.3) 
5,576,796 

(55.0) 
1,473,234  

(14.5) 
10,131,686 

(100.0) 

인천
82,878 

(8.3) 
20,927 

(2.1) 
279,887 

(27.9) 
6,352 
(0.6) 

414,018  
(41.3) 

198,004 
(19.8) 

1,002,067 
(100.0) 

계
719,444 

(6.1) 
162,957 

(1.4) 
2,805,369

(23.9) 
44,747

(0.4) 
6,140,883 

(52.3) 
1,865,680  

(15.9) 
11,739,080  

(100.0) 

<표 5-55> 수도권 지목별 면  변화
(단 ：천m

2, %)

◦농지와 산지  도시용도로의 환은 환경  가치를 고려하여 산지보다는 농지에 우선순 를 두

되, 입지, 지형, 우량농지, 식생 등을 고려하도록 함.

4) 새로운 수도권 성장 리시스템의 제도화

(1) 행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체입법

① 폐지이유

◦ 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경쟁력 확보와 국가발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규제는 엄격하지만, 실성이 약하고 각종 특별법을 통해 이를 비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넓은 권역에 하여 미시 인 규제를 용함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가 어려움.

◦ 앙정부 주도의 하향 ㆍ경직  규제로 인해 수도권 지자체와의 마찰과 자율  조정역량이 약

화됨.

◦환경 련 새로운 규제제도들이 거 도입됨에 따라 필요성이 약화되고 첩규제가 심각함.

② 대체입법이 필요한 경우의 대안

◦ 제조건

－수도권 리를 한 체입법에서 지방육성에 한 규정을 포함할 경우( 재 ｢수도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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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방육성에 한 특별법｣안이 마련되어 논의 임), ‘수도권 對 지방’이라는 이분법 , 

립 인 구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단기 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함.

－ 체입법을 특별법 형태로 함으로써 재의 각종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개발사업(택지

개발, 산업단지개발 등)을 수도권 리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목 에 수도권의 성장 리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환경의 질,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목 으

로 하는 법률임을 명문화함.

－수도권 계획에 한 공동의 장으로서 수도권 역계획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심으로 한 계

획 리체제를 구축함(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합의에 기 한 계획 수

립).

구분 1안 2안 3안

법 체계
수도권성장 리법으로 체입법(특별
법)

도시권 역 리법으로 체입법
(특별법)

국토기본법ㆍ국토계획법 폭 개정
(일반법)

특징
수도권에 하여 특수성을 인정하되, 

역도시계획과 통합하여 계획  성
장 리체제로 환

수도권은 수많은 도시권의 하나로 
존재하며, 국가균형발 특별법, 
역도시계획 등을 통합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과 국토
계획법의 틀 속에서 역권 종합계
획 수립ㆍ시행

장
여타 도시권과 비교한 수도권의 특
수성 반  가능하며, 선진 인 도시
권 성장 리기법 용 용이

비수도권 도시권에도 용가능하
며, ‘수도권  비수도권’ 구도를 불
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

안정된 체계에서 용 가능성 높고, 
국 으로 용 가능하며, 도시-농
 성격의 지역에도 용 가능

단
행 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규제체

제를 불식하기 어려울 가능성

비수도권 도시권의 반발   수용
가능성 낮음

각종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통
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계획의지를 

철시키는데 한계

추천 비교  단기 인 안으로 합 장기 인 안으로 합 장기 인 안으로 합

자료：수도권 계획  리 공동연구단, 2007.12

<표 5-56> 수도권 계획 리를 한 체입법 추진을 한 안

◦새로운 수도권 공간계획의 내용

－ 수도권에 한 모든 정책 사안들을 끌어안으려는 “백화  나열식” 계획이 아니라, 수도권 성

장 리에 직 으로 련되는 핵심 이고 최소한의 계획요소(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역 인 요소)들을 담도록 함.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과 광역경제권 법령과의 관계정립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체입법과 역경제권 추진을 한 특별법과의 계와 련하여서는, 수도

권정비계획법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한 기본 인 추진

방향  고려사항은 <표 5-5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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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사항으로는 법령의 과다에 따른 복, 상호연계  부합성, 계획추진을 한 기구의 상

계, 체입법과 역경제권법령을 단일화하는 경우 계획기구의 비 화 문제 등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입법의 체계

(1안) 수도권성장 리법으로
체입법(특별법)하는 경우

(2안) 도시권 역 리법으로 
체입법(특별법)하는 경우

역경제권 법령의 
추진방향

∙비수도권과는 달리 수도권에는 수도권성장 리
법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역경제권 법령을 추
진하여 이원화

∙수도권 공간계획과 역경제권 계획의 상호연계
와 부합성을 유지하기 하여 상호 의  검토
조정체계 마련

∙모든 도시권에 도시권 역 리법이 존재하
므로 2가지 안이 가능

  －1안：별도의 역경제권 법령을 추진하여 이
원화

  －2안： 도시권 역 리법 는 역경제권특
별법으로 단일화

고려사항

∙이원화에 따른 복이 가능하며,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고려

∙수도권성장 리법의 공간계획과 역경제권 사
업계획의 상호연계와 부합성 리 요 

  －1안으로 추진할 경우, 좌측 사항과 동일한 문제
를 고려

  －2안으로 추진할 경우, 역경제권 계획의 비
화로 역지자체와의 상  계 설정 필요

<표 5-57>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입법을 고려한 역경제권 법령 추진방향과 고려사항

④ 수도권 공간계획체계와 광역경제권 전략사업 간의 연계 

◦ 역경제권에 의한 사업계획은 반드시 수도권 성장 리기구의 사 검토를 통해 수도권 공간계획

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

(2) 성과 심의 기반시설과 개발사업 연동 리체계 강화

◦개발수요가 상되는 지역에 해서는 사 에 기반시설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별 LOS 등 기반시설 성과기 (Performance Requirements)을 설정하여, 개발 도 리 는 

기반시설부담 을 책정

－성과기 에 미달한 지역에 해서는 성과기 을 달성하기 까지는 수요 리(demand 

management)와 더불어 개발행 를 동결(moratorium)하거나 교통시설 등에 한 투자재원을 

차등배분

－기반시설 설치를 한 투자재원을 성과달성도에 따라 국고지원, 규제 등을 차등화

－기존의 (點的) 는 면 (面的) 서비스수 (LOS) 지표를 일단의 지역에 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area-based)의 다수단(multi-modal) LOS 지표룰 개발 

◦성과 심의 성장 리체계를 지속 으로 감시ㆍ감독하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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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기반시설

서비스수준(LOS)

성과기준달성도

평가

기반시설투자재원
도시환경의질

지역별성과기준

수도권정책

재원배분

개발사업/행위관리

기반시설관리

광역계획기구에

의한투자우선순위

토지이용 기반시설

서비스수준(LOS)

성과기준달성도

평가

기반시설투자재원
도시환경의질

지역별성과기준

수도권정책

재원배분

개발사업/행위관리

기반시설관리

광역계획기구에

의한투자우선순위

<그림 5-30> 성과기반 개발 리체계

4) 경쟁력 강화를 한 도시환경의 질 개선 

(1) 규모 개발사업의 역  리와 자족 인 신도시 유도

①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정책논리에 따라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택지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계획  리를 

어렵게 하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을 무색화시킴.

◦상 으로 땅값이 싼 수도권 외곽에서 획일 인 아 트단지로 개발되고, 직주원격화와 장거리 

통근, 기반시설부담, 녹지잠식 등 사회  비용이 증가함.

◦주택보 률이 100%(ʼ95년 재 수도권 체 95.1%, 경기 100.8%)에 임박함에 따라 규모 택지

개발 필요성이 약화되고 과잉개발 가능성이 높아짐.

② 개선방향

◦ 규모 택지는 장기 수 망을 토 로 계획 으로 개발하고, 공장용지에 한 리를 개선하

여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 조정함.

◦수도권 성장 리기구에 의한 규모 시설  개발사업의 심의ㆍ의결

－ 규모 개발 사업을 수도권 성장 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만 운 토록 역계획

기구에 의해 리함.

－ 규모 개발사업을 심의 시 수도권성장 리계획(기반시설  요시설 등 시설계획을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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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향과의 부합성, 지자체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자족성( 규모 택지조성사업, 도시개

발사업 등), 지속가능성 등에 한 검토를 강화함.

◦사 평가제도 도입

－수도권 성장 리기구에서 사 에 역 인 향과 성, 타당성을 평가함.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된 ｢사 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 ｢교통 향

분석ㆍ개선 책제도｣(도시교통정비 진법), ｢사 재해 향성검토 의제도｣(자연재해 책법), 도

시 리계획에 의한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등을 

규모 시설  개발사업의 사 평가제도로 단일 차만 거치도록 함.

◦ 규모 개발사업의 자족성 요건 강화

－ 규모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자족성 확보요건을 부가

하여 주거와 일자리의 균형 인 리를 도모하고 역기반시설에 한 부담, 장거리 통근 등 

사회  비용을 감시킴.

－ 행 ｢택지개발 진법｣은 명실상부한 자족 인 신도시를 개발하기 한 ｢신도시개발 진법｣

으로 개편하여 산업용지 확보비율을 상향 조정함.

◦다양하고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 

－우수한 기업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하여 다양하고 쾌 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유형, 디자인요건, ( 역)기반시설요건, 녹지요건 등을 강화함.

(2) ‘정책지구’를 통한 선별 이고 탄력 인 개발 진  규제

◦획일 이고 경직된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수도권내 지역 불균형 해소를 하여 재 추진 인 

‘정비발 지구’를 확  개편하여, 특별히 개발ㆍ정비할 지구나 특별히 규제할 지역에 하여 정

책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선별 으로 계획입지를 유도함.

－육성지역에 해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농지ㆍ산지 용, 건축규제 등), 세제부담 감면(소득세

ㆍ법인세, 취득세ㆍ등록세ㆍ제산세, 개발부담 , 농지ㆍ산지 용부담  등), 재정 지원 등을 하

고, 규제지역에 해서는 규제목 이 달성될 때까지 규제를 특별히 강화하거나 부담을 강화함.

◦동북아 거 으로서 략 으로 육성할 지구ㆍ특구에 해 우선 용함( ：경제자유구역, 마곡지

구, 여의도국제 융지구, 상암디지털미디어지구, 수원반도체단지, 고양국제 시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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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성시가지 기성시가지 외부

략  육성  지원

<유형 1> 도시재생 진
∙노후/침체지역 정비/지원
∙역세권 등 거 지역 정비(TOD 등)
∙산업고도화거  정비(업무, 산업, R&D 등)
∙이 지 정비 등

<유형 3> 략  개발 진
∙낙후지역/ 발 지역 활성화/지원
∙ 략  거 개발(업무, 산업, R&D 등)
∙해외자본유치 등

도  성장 리
<유형 2> 과 리
∙과 부담
∙ 도 리 등 

<유형 4> 난개발 리
∙소규모 난개발 규제/정비
∙신도시개발 주변지역 등 난개발 방지 

<표 5-58> 정책지구의 유형

※ 일본의 업무핵도시(業務核都 ) 제도

◦일본의 업무핵도시제도는 ｢다극분산형국토형성 진법｣에 의해 도쿄도의 일극집 을 시정하기 하

여 도심부 주변에 있어서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발달한 ‘핵(core)으로서의 도시형성이 필요하여 추

진함.

국가(국토교통성) 국가(국토교통성)도, 현, 정령시

기본방침 작성 기본구상 작성

기본구상 동의

업무핵도시 정비지원

'업무시설집적지구' 및

'중핵적 시설'을 위치시킴

- 세제상의 지원조치(폐지)

- 자금확보의 지원조치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출자·융자)

국가(국토교통성) 국가(국토교통성)도, 현, 정령시

기본방침 작성 기본구상 작성

기본구상 동의

업무핵도시 정비지원

'업무시설집적지구' 및

'중핵적 시설'을 위치시킴

- 세제상의 지원조치(폐지)

- 자금확보의 지원조치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출자·융자)

(3) 동북지역 등 직주불균형 심화지역의 산업ㆍ업무기능 강화

◦서울 경기 동북지역 등 주거에 비해 상 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job-deficient/housing-rich) 

상 으로 발 이 느리거나 침체된 지역에 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직주근 을 통한 교통문

제를 해소하기 해 업무  략육성산업을 유치하기 한 거 으로 육성함.

◦도심지역 등 일자리에 비해 주거가 상 으로 취약한(job-rich/housing-deficient) 지역에 헤서

는 도심주거수요  교통 의존도가 높은 독신가구, 신혼부부 등을 고려한 주거기회를 확 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수요 변화에 따라 도심지역의 교육시설, 이 지 등 미ㆍ 활

용 공공시설을 도심주거, 업무  도시형 략산업 유치를 해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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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수도권 교통의 역기반시설과 경쟁력 강화방안 

￭ 수도권 교통의 역기반시설  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 어젠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한 역 교통인 라 개선

－수도권의 역교통행정체계 개선

◦수도권 역교통의 주요 이슈

－수도권의 이동성 강화를 한 역교통 략은?

－동북아 허 를 한  국제  근성 강화를 한 역교통 략은?

－수도권의 산업 활성화를 한 물류 이동성 강화를 한 역교통 략은?

－수도권의 원활한 역교통행정을 한 체제구축은 ? 

1. 문제 제기

1) 수도권 출ㆍ퇴근 통행의 역화  혼잡비용 증가

(1) 외연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출근 통행

◦수도권의 생활권15)은 신도시의 외연  확산과 맞물려 40~50km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임.

  

<그림 5-31> 서울시 유입통근자 출발지 분포

15) 수도권의 권역구분과 련하여 서울을 심으로 한 역교통생활권과 수도권의 범 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연

구에서는 동일한 권역으로 보고 근함. 특히 인천공항과 평택항만 등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한 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역경제권 측면의 수도권 권역으로 경기,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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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지속 인 증가와 더불어 서울시로 유입되는 지역별 출근통행량을 살펴보면 1996

년 이후로 10년간 50.5% 증가함.

◦신규택지개발 증지역은 기타 인천  경기지역과 달리 167.3%의 높은 증가 추이를 보임.

지역구분 1996년 2002년 2006년 증감률

신규택지개발 증지역
(용인시, 김포시, 주시, 양주군, 남양주시)

72,329 116,826 193,367 167.3%

기타 인천  경기지역 557,264 668,377 754,314 35.4%

계 629,593 785,203 947,681 50.5%

자료：2006 수도권 가구통행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표 5-59>  지역별 서울유입 출근통행량
(단 ：통행/일, %)

<그림 5-32> 서울유입 출근 통행량  승용차 통행량

◦승용차 통행량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 이후로 10년간 53만 의 서울유입 통행량이 증가함.

◦ 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한 기반시설로서의 역철도망은 선진 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19~37% 수 임.16)

16) OECD 도시 교통시설 스톡비교 재인용,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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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가하는 혼잡비용 추이：2003년 11조 8천 억원→2005년 12조 8,515 억원

           

<그림 5-33>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수도권은 지속 인 인구유입과 택지개발  생활권의 역화로 역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혼잡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임.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12조 8,515억원으로 국가 체의 

55.4%를 차지함.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체 인구의 48.2%, 자동차 수가 체 자동차 수의 4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의 교통혼잡은 심각한 수 임.

◦ 와 같이 역교통 여건은 역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수도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선 수도권 역교통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쟁력 부족한 수도권의 역교통체계 실태17)

(1) 도로

◦교통 혼잡도의 경우 서울의 통행속도18)는 런던의 26.3km/h에 비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외 도시권에 비해 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임.

17) 동북아 심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 평가(2003), 그래  참고  재정리

18) 서울시의 통행속도는 2006년 기 . 측정시간은 09：00~22：00 이고 2007년 서울통계연보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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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세계주요 도시와의 교통혼잡도 비교(단 ：km/h)

(2) 철도

◦ OECD 선진국 도시 비 수도권의 교통시설 스톡을 비교해보면, 도로는 70%와 철은 54% 

수 이고, 런던과 비교 시 철, 지하철 포함 연장거리는 1/6 수 임.

◦수도권의 지하철 연장거리는 다른 비교 도시권과 비슷한 수 을 보임. 그러나 철연장은 도

쿄권과 런던권에 비해 20% 수 임. 따라서 역수도권의 장거리통행을 담당하여 경쟁력을 좌우

하는 역고속 철의 신속한 확충이 요구됨.

구      분 수도권 도쿄권 런던권 리권

지하철 연장거리 (km) 286 227 408 199

철 연장거리 (km) 250 1,843 3,000 1,040

수도권 비 비율 100 386 636 231

<표 5-60> 세계 주요 도시의 지하철 연장거리 비교 

                 

도쿄권수도권 런던권 리권

<그림 5-35> 세계 주요 도시의 철도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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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싱가포르

<그림 5-36>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선 승객수 비교

도쿄

<그림 5-37> 국제선 공항 화물 처리 규모 비교

(3) 공항

◦ 2005년 기  연간 국제선 승객수를 보면, 서울(김포+인천)은 26,996천명으로 38,300천명을 기록

한 1  홍콩의 71% 수 임.

            

            

◦서울(김포+인천)의 국제선 공항화물 처리 규모를 비교해 보면, 높은 화물 처리를 보이는 홍콩과 

도쿄에 비해 히 낮은 규모임.

◦ 2005년 기  홍콩은 3,100 천톤으로 서울의 1.5배 처리 규모를 가짐.

◦동북아 물류 허 를 구축하기 해서는 공항 화물 처리 규모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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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동경

<그림 5-38>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도시수 비교

상하이 동경

<그림 5-39> 주요도시행 항공편수 비교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도시수의 경우 서울(김포+인천)이 132개인 반면, 홍콩은 206개임.

◦이는 일본의 도쿄와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히 낮은 수 임.

             

◦북경의 주요 도시행 항공편 수는 491개로 비교 상도시  가장 높은 수 인 반면, 인천공항 기

으로 서울의 항공편수는 357개로 북경의 73% 수 으로 최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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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싱가포르

<그림 5-40> 도심에서 공항까지의 거리 비교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는 52km로 비교 도시권에 비해 공항으로의 근성이 많이 

떨어짐.

◦특히 공항과 도심과 강남지역 연결성 측면에서 볼 때, 공항리무진 600번의 노선을 기 으로 잠

실역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을 거쳐 최종목 지 인천국제공항까지의 근시간은 인천국제공항이 

김포공항보다 30분 정도 더 소요됨.

 

자료：600번 공항리무진 정보 제공 웹사이트

<그림 5-41> 도심과 공항 간 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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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의 시설활용률은 처리능력의 40%선에 그치고 있어 기능 재정립을 통한 활용률 

제고 방안이 요구됨.

◦서울의 역교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9호선과 고속철도의 연계구축을 통한 공항 근성 향

상 방안이 필요함.

    

<그림 5-42> 김포공항의 시설활용 실태

(4) 항만

◦ 2004년 기  수도권에 치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의 항만 컨테이  처리실 은 1,125천 

TEU로 비교 상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보다 히 낮은 수 임.

◦인천항과 평택항의 항만 컨테이  물동량 추이는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2년 6월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에 1단계 개장한 상하이의 양산항을 활용한 국의 물

류체계 변화는 동북아의 항만물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옴.

◦상하이 양산항은 2020년까지 50개 이상의 선석개발이 정되어 있어 체 처리용량이 2,500만 

TEU까지 올라갈 것으로 상됨.

◦따라서 양산항의 개장은 인천과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

라의 개선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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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항만 컨테이  처리실  비교

◦ 2005년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화물의 수도권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입컨테이  85.2%와 일

반화물 82.4%가 수도권에서 발생함.

         19)

<그림 5-44> 인천항의 수출입컨테이 화물 수도권 이동경로19)

◦ 2005년 평택ㆍ당진항에서 처리되는 화물의 수도권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입컨테이  66.6%

와 일반화물 66.4%가 수도권에서 발생함.

◦인천항과 평택ㆍ당진항을 이용하는 서울의 컨테이 화물과 일반화물의 발생 비율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어 화물이동의 효율 인 리방안이 필요함.

19) ｢ 국의 부상에 따른 인천항의 략  포트얼라이언스 추진방안에 한 연구｣, 2006, 인천발 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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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평택ㆍ당진항의 수출입컨테이 화물 수도권 이동경로

3) 역화를 지원 못하는 역교통행정체계20)

(1) 수도권 역교통 행정체계 황

① 국토해양부 광역교통기획관

        

복
－ 역교통정책

－ 역도로

－ 역철도

－도시철도

역교통기획

교통정책

도시 역교통과

도로정책

역도시도로과

철도정책

역도시철도과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그림 5-46> 국토해양부 역교통 련 조직변화(2008)

◦ 련기능 부서

－생활교통본부(도시교통 , 교통 )：시계유출ㆍ입 버스노선 조정

－물류 신본부(종합교통기획 )：교통계획 간 상호 조정

20) 수도권교통조합 장기 기본계획(2006),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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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획 (철도정책 )：수도권 철도와 지역 간 철도 정책 조율

－기반시설본부(도로정책 )： 역도로와 국도와의 투자 계 조율

－주거복지본부(신도시기획 )：수도권 택지개발 소 업무 추진 등   

◦문제

－국토해양부 내 역교통 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다른 부서(교통정책실 등)

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어, 기능 복  분산이나 실질 인 역교통문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

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특히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한 재원 등 실질 인 수단이 역교통기획 에게는 부족함.

②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 의 교통정책 담당

－수도권 역교통계획  역철도 의

③ 경기도 건설교통국

◦ 역교통 기획단

－ 역교통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연구개발에 한 사항 담당

－기타 역교통개선 책과 련된 사항 담당

④ 인천광역시의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역교통시설부담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  부과에 한 사항 담당

－ 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

(2) 교통계획 체계상의 문제

◦수도권 역교통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 은 교통계획 체계상, 재원 확보, 교통 역시설 사업 

추진상의 문제 으로 진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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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수도권 역교통 행정체계 문제

① 계획 및 실행체계의 연계성

◦ 1961년 도로법 제정 이후 교통시설물 건설  운 ㆍ 리, 교통계획에 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 

 개정되어 오고 있음.

◦교통계획 련 법률 부분이 도시교통, 도시 역교통, 도로교통, 교통 등 특정분야에 

한 계획의 수립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계획 간 연계성에 한 명확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되는 우리나라 교통계획은 교통문제를 종합

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음.

◦교통 련계획의 주체  용범 가 달라, 수도권 교통망 계획의 실질  계획수립  조정기능

이 취약하고, 도로망  철도망체계의 기본골격상 차이가 발생함.

－수도권 도로망계획의 경우, 수도권 역교통망계획은 순환방사형, 경기도에서 수립한 수도권 

성장 리기본구상은 격자형의 수도권도로망체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는 남부지역은 격자

형, 북부지역은 방사형의 도로망체계를 제시함.

－수도권 철도망계획의 경우 서울외곽순환선은 수도권 역철도망 계획  경기도의 수도권 성

장 리기본구상에서는 제시하 으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는 단 되는 구간이 발생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7.25, 2007.1.19> <<시행일 

2007.4.20>>

1. “ 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역시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 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도시권의 역 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

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 역시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 역도로”라 한다)

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는 철도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도시철도 는 철도(이하 “ 역철도”라 한다)

<표 5-61> 역교통시설 정의： 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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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ㆍ4ㆍ12, 2006.3.29, 2007.4.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 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ㆍ 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권 역교통시행계획(이하 “ 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제4조 (광역철도)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는 철도”라 함

은 특별시ㆍ 역시 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간의 일상 인 교통수요를 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

기 한 도시철도 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 이나 특별시장ㆍ

역시장 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권 역교통 원회(이

하 ”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50킬로미터 이내의 구간의 도시철도 는 철도를 말

한다. <개정 99ㆍ6ㆍ16, 2006.3.29>

<본조제목개정 2007.4.20> 

<표 5-62> 법 시행령 3조, 4조

계획명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제2차 수도권 역
교통5개년계획

서울특별시
교통정비 기계획

인천 역시
교통정비계획

경기도 교통종합
기본계획

근거
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

도로법
도시권 역교통
리에 한특별법

도시교통
정비 진법

도시교통정비
진법

경기도
행정쇄신
원회결정

계획
주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

계획
시

2000~2019 1998~2011 2004~2008 1997~2011 1999~2016 1997~2011

용
범

국 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

주요
계획
내용

남북7개축, 동서9
개축 간선도로망 
구축, 기존도로 확
장을 통한 병목지

개선, 철도망 체
계 구상

남북7개축, 동서9
개축 격자형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도시권 통과교통 
분산시킬 수 있는 
순환형 외곽도로망 
구축

교통 심 체
계강화, 간선  

역 철망의 확
충, 간선도로 소
통능력 제고

  물류교통
체계망구축, 교통
수요 리  운
의 과학화

역교통체계구
축, 내부가로망  
도시철도망 정비, 

교통체계 정
비

역도로망정비, 
국도 체우회도
로 건설, 국가지
원지방도정비 , 
철도망개선

법
효력

법정계획 법정계획 법정계획 법정계획 법정계획 비법정계획

<표 5-63> 교통 련 계획의 주체  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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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주요내용 비 고

수도권 역 
교통망 계획

∙4×5축과 2개의 순환축으로 순환방사형 고속도로망 구축
∙수도권 내 국도, 국도 체 우회도로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병목 구간해소

순환방사형

수도권 
역도시계획

∙5×5축과 2개의 순환축으로 이루어진 역도로망 구축
∙ 도시 내의 순환도로망, 지역 심도시를 연결하는 연계도로망, 혼잡지역 우회 도

로, 입체교차로 등 건설로 병목 해소
순환격자형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 국을 포 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심으로 북부지역은 방사형, 남부지역은 격자형 노선 

망구축
∙의정부에서 포천까지의 방사형 노선을 제시

남부지역은 격자형,
북부지역은 방사형

<표 5-64> 수도권 련 교통계획의 도로망 특성 비교

계 획 주요내용 비 고

수도권 역 
교통망 계획

∙수도권의 동서  남북 간 주요거 을 연결하는 X자형의 간선 행 철망 구축
∙수도권 내 경 철 건설계획은 역 철망과 연계 추진

수도권순환 철도망 
연결(성남경유)

수도권 
역도시계획

∙경부고속철도 등의 고속ㆍ간선철도와 수도권순환선 등의 역철도망, 도시철도 간 
연계를 통해 역철도망을 구축

∙서울외곽과 거 도시 간 수도권간선철도망, 지선철도, 지하철, 경 철 간의 연계강화

수도권순환 철도망 
연결(용인경유)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남북철도망(경원선, 경의선, 강산선) 연결
∙ 도시권 역 철망 사업을 간선철도망 구축과 연계
∙수도권과 주요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수도권순환 철도망 
단

<표 5-65> 수도권 련 교통계획의 철도망 특성 비교   

구분 도 로 철 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도권 역
도시계획

수도권 역
교통망계획

<표 5-66> 수도권 련 교통계획의 도로ㆍ철도망 계획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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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기간의 불일치

◦교통계획들의 수립기간이 불일치하여 계획의 일 성  계획 간 연계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

가 있음.

◦도시  지방차원의 교통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 편의시

설증진기본계획은 5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1년, 교통기본계획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한,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과 도로정비사업법의 도로기본계획 등에

서 수립주기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정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 듯 수립주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주기가 상이하여 계획의 일 성을 유지하기

에 어려운 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구 분 계  획 시간  범

국가교통
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 교통기본계획
∙편의시설증진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년
규정없음

5년
5년
10년

지역  역교통계획
∙ 도시권 역교통계획
∙ 역차원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년
1년

도시  기타지역 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지방편의시설증진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지방)
∙지방 교통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농어 도로기본계획

20년
5년
1년
5년

필요시
5년

교통축 ∙도로정비기본계획 10년

주：육상교통 련 법정기본계획만 내용으로 하며, 기본계획을 토 로 한 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생략함.

<표 5-67> 교통계획  수립주기

(3) 재원 확보의 문제

① 광역교통 재원의 부족

◦ 20년간 수행할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년~2019년)에서 추산하고 있는 총 투자소요 액은 335

조원임.

◦한편, 제2차 수도권 역교통5개년계획(2004년~2008년) 기간  소요 산은 앙정부만 4조 6

천억원으로 추정되나 재의 통상 인 재원분담으로는 크게 부족한 상황임( 역교통문제의 완화

를 해 매년 폭 인 산증 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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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투자재원 규모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투자재원의 안정 이고 충분한 확

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

◦ 역교통시설에 한 투자재원은 교통세, 역교통시설부담  등이 부분으로, 보다 다양한 조

달 방안이 필요함.

◦제1차 수도권 역교통5개년계획  추진계획에서 계획한 역도로 정비사업의 총 18개 사업 

 11개 사업이 완공되고 7개 사업이 지연됨.

◦지연된 7개 사업의 사유로는 사업비 부족  추진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그  사업비 부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남.

구간 기간 지연사유

신내~퇴계원 ’00~’04 ∙폭원이 25m에서 35m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재설계

삼산동~ 동 로 ’01~’04 ∙2001년 추가지정 사업

사가정~암사 ’98~’07 ∙변경  공사비 3,177억원  2004년 12월 재 40억원 투입

고 ~월곶 ’99~’06 ∙총 공사비 1,977억원  2004년 12월 재 157억원 투입

계수 로 연결도로 ’97~’05 ∙총 공사비 1,228억원  2004년 12월 재 652억원 투입

인천~부천 ’96~’03 ∙토지 보상 계로 지연

하남~하일 ’00~’03 ∙시 사업비 확보 문제

자료：효율 인 역교통정책을 한 제도개선 연구(국토연구원, 2004년 12월)

<표 5-68> 역도로 지연사업  사유

② 재정지원의 비효율성

◦ 법시행령( 도시권 역교통 리에 한특별법시행령) 제13조( 역 철의 건설  개량에 한 

비용의 분담)는 기획 산처가 기존 한국철도공사 사업을 역 철 사업으로 지정을 유도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제13조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국가가 역 철의 건설 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업비의 75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25퍼센트를 부담한다. 

<표 5-69> 법 시행령 제13조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의 경우 국고로 100%를 지원하여야 하나, 역 철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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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국고 50% 지원과 지방비 50%의 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서울은 

외로 앙정부에서 40%를 지원함.

◦따라서 역교통계획의 실 을 해 검토ㆍ도입되었던 역교통시설은 실제 실 되지 않고 있으

며, 각종 역권 내 교통시설의 확충은 기존 철도, 도로정책, 도로건설 등 련부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사례) 구리~암사 간 지하철 8호선 연장의 역철도 지정문제

  －2001.12 수도권 역교통망계획에 포함되어 서울시에서는 역 철로 지정하여  것을 국토해양부

에 요청하 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철도사업으로 분류

  －구리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 으나, 수해자가 구리시민으로 국가 는 경

기도(구리시)에서 비용부담 시 추진 가능함을 제시

③ 교통관련 재원의 산재

◦ 행 교통 산 련 특별회계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 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이 있음.

◦이 같이 각 개별법에서 산재되어 있는 교통 련 특별회계는 교통계획과 투자 산의 연결성을 결

여시킬 수 있음.

명 칭 설치기 설치목 근거법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해양부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 인 

리와 운용을 함.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2006.12 폐지)

지방 역교통시설
특별회계

특별시, 역시, 도
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

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함.
도시권 역교통

리에 한 특별법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특별시, 역시, 도 도시교통정비 기본  기계획의 시행을 함. 도시교통정비 진법

주차장 특별회계 특별시, 역시, 시, 군, 구 주차장의 효율  설치  리, 운 을 함. 주차장법

<표 5-70> 교통 산  설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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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교통시설의 사업 추진상 문제

① 도로시설

◦수도권 시ㆍ군의 경계 연계도로에서 지역 간 차로수 불일치, 도로구간 미개설 등 자치단체 간 

경계 연계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문제를 보이고 있음.

－자치단체 간 투자우선순 , 노선선정, 산사정  재원분담 문제, 사업시기 이해상충 등으로 

경계구간 도로연계에 있어 미정비  미흡함이 발생함.

      

<그림 5-48> 수도권 시ㆍ도 간 연결도로 미정비 사례

           

② 철도시설 

◦ 역철도사업의 의애로에 따른 사업완공 지연

－ 부분의 사업들이 재원분담의 의가 늦어지거나 공사착공시기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완공이 

지연되고 있음.

③ 추진주체의 분산 및 지연 사례

◦도로사업 추진주체의 분산으로 경계구간 연계확충사업 애로：자치단체별 투자우선순 , 노선선

정, 산사정  재원분담 문제, 사업시기 이해상충 등으로 경계구간 도로연계사업의 애로사항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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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산 시공 유지 리

문제

시ㆍ  도 계획사업 발굴
↓

의견조정
↓

계획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산배정
↓

지자체 구속력 약함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추진시기의 시ㆍ도 간 
부조화

공사가 완공된 후 유지 리
는 각 지자체 소 으로 일
된 유지보수체계 미흡

비고
실질 인 역교통시설 총

은 앙부처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
아 앙부처 주로 시행함.

<표 5-71> 역교통시설의 사업추진과정상 문제

2.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한 교통인 라 개선사업

1) 인 라 개선 방향

◦수도권은 국제화시 의 국가경제 발  추진체의 기 차로서 그 역할이 두되고 있음.

◦수도권의 역화 추이에 맞는 여객교통체계의 근성 향상과 동북아 1일 비즈니스권 체계를 구

축하기 한 인천공항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고, 동북아 물류 허 를 육성하기 한 인천ㆍ평

택항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를 해 첫째, 수도권 방사순환형 교통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함. 그러나 수도권의 도시개

발이 방사형 교통축을 따라 진행되어 서울의 교통혼잡을 가 시키는 요인이 됨. 이에 따라 수도

권의 방사축을 심도 고속직행 철도망으로 구축하고, 순환축을 도시 고속도로망을 지속 으로 

확 하는 수도권 방사순환형 교통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서울 심으로 집 되는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함.

◦둘째, 동북아 1일 비즈니스권을 한 김포공항 기능 재정립과 근성 강화를 해야 함. 공항~도

심부 이동시간이 아시아 6 도시  5 로 공항 근성이 약한데다가 단거리 국제선 수요와 물류 

증가로 인해 1일 비즈니스권 활성화가 두됨. 따라서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공항으로 변경하

고 노선 확충을 하여 동북아 허 공항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함.

◦셋째, 동북아 물류허 를 한 수도권의 공항  항만의 물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동북아 지역의 

물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물류체계  실천방향이 미흡한 실정임. 물류 이

동성 강화를 해서 고속도로 활용방안과 한강주운시스템을 도입하는 수도권 물류체계 재정비를 

통해 경쟁력 창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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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정책과제

수도권 역교통 체계 개선
￭수도권 방사순환형 교통네트워크 구축
  ∙방사축→ 심도 고속직행 철도망 구축
  ∙순환축→도시 고속도로망 구축

수도권 공항체계 개선
￭김포공항 기능 재정립  근성 강화
  ∙공항명칭 변경：김포공항→서울공항
  ∙김포(서울)공항 동북아 허 공항으로 육성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동북아 물류허 를 한 물류체계 구축
  ∙물류 이동성 강화를 한 고속도로 활용방안
  ∙한강주운시스템 도입

<표 5-72> 교통인 라 개선정책 방향

2) 인 라 개선 사업

(1) 이동성 강화를 한 심도 고속철도망 구축

◦서울 심지와 수도권 역거   연계지역을 방사축으로 하여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재보다 2배 이상 빠른 심도(깊이 40m 이상) 고속직행 철도망을 구축함.

◦수도권 외곽 60km 범 에서 도심까지 30분 내에 주 하는 심도 고속 역철도를 운행함.

◦고속운행을 해 역간 장거리(5~10km)와 최소 곡선반경(1,000m 이상), 지하 40m 이상의 역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임.

◦ 4개 라인의 심도 고속철도망의 총연장은 155.3km이며, 총공사비는 92,089억원 정도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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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철도건설학회 발표자료, 삼보기술단, 2008.4.18.

<그림 5-49> 심도 고속철도망 사업개요

       
자료：한국철도건설학회 발표자료, 삼보기술단, 2008.4.18.

<그림 5-50> 심도 고속철도망 구축 시 개선 효과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소요시간이 구리~삼성 49분→ 9분, 부평~ 등포 30분→ 12분, 동탄~삼성 

70분→ 28분, 의정부~서울역 42분→ 1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추정됨.  사업추진 시 보상비가 

거의 들지 않고 집단 민원 감소에 따른 공기 단축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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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포공항 기능 재정립  근성 강화

① 김포(서울)공항의 기능 강화

◦동북아 1일 비즈니스권을 한 김포공항 기능을 재정립해야 함.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공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수도권 심부(서울)와의 높은 국제  인지도로 

인한 공항 활성화를 유도함.

       

<그림 5-51> 공항 운용 계획

◦김포공항의 국내 노선  국ㆍ일본 등 단거리 국제 노선의 확 를 통한 동북아 1일 비즈니스

권을 구축함.

        

<그림 5-52> 수도권 공항 운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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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9호선과 고속철도의 연계 구축

◦ 9호선은 국제 융 심의 여의도와 서울시 공간구조상 CBD( 심업무지구)  종사자수가 높은 

강남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경제축을 연결하는 노선임.

◦ 부분의 노선을 지하화한 수서~평택 간 제2 부고속철도 노선을 2015년까지 건설할 계획임. 이 

노선은 서울역에 몰려 있는 철도 교통량을 분산시키며 강남과 인근 지역의 고속철도 이용을 증

시키는 효과를 기 함.

◦따라서, 수도권 역  국의 공항 근성 향상을 한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계획 인 수서고

속철도역을 연계하고자 함.

◦ 행열차를 운용하는 9호선의 종합운동장역과 수서고속철도역의 연계노선으로 서울의 강남권과 

수도권 이용객에게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철도와의 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노선의 연장 길이는 약 3.6km로 추정되고 공사비는 약 3,600억원이 상됨.

자료： 앙일보,2008.3.27일자 사회면 

<그림 5-53> 9호선과 수서 고속철도역 연계 방안

◦수서 고속철도역에서 김포공항까지의 근 시간은 총 42분이며, 수도권  고속철도 이용객에게 

쉬운 근시설을 제공하게 됨.

◦이 근시간은 9호선 행운행계획 기 으로 김포공항~종합운동장 구간의 35분과 종합운동장~

수서역 구간의 7분을 합한 운행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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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 이동성 강화를 한 수도권 환상형 물류정책 구축

◦수도권 순환축을 도시 고속도로망으로 구축하여 물류 이동성을 강화시킴.

◦지역 도시 간 연계 강화를 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함.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여 기존 방사형 교통망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 심의 혼잡 문

제를 해결함.

◦수도권 시ㆍ도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물류정책의 효율화를 추구함.

◦서울시와 시ㆍ도 간의 다핵분산형 물류정책을 추진함.

             

<그림 5-54> 수도권 환상형 물류 도로망 계획

① 화물자동차 우선차로제 도입

◦인천항  평택항의 지속 으로 증가하는 화물수송과 화물자동차 통행은 서해안 고속도로상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물류비 상승을 가져옴.

◦이는 수도권 체에 범 한 경제  악 향을 미치는 요인임.

◦따라서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자동차와 승용차 통행을 분리시키는 화물자동차 우선차로제의 도입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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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물류흐름 측면에서 서해안 남부축이 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시흥)의 108.6km 공

사구간에 화물자동차 우선차로제의 도입을 추진함.

② 한강주운 시스템 도입21)

◦신규선착장을 확보하여 경인 운하 사업과 연계한 한강주운 시스템 도입으로 한강 본류의 주운기

능을 살릴 필요가 있음.

◦인천항 물동량의 약 5.04%가 서울로의 컨테이  물동량으로 인천항~서울 간 물동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인천항~서울 간 컨테이  물동량인 총 70,325 TEU  19.5%가 주운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3,714 TEU의 컨테이  물동량이 주운을 이용할 것으로 망됨.

◦도로와 연안해운의 TEU당 연료비와 13,714 TEU의 컨테이  물동량이 도로에서 주운으로 환

되었을 경우의 감효과는 연간 7.3억원 정도로 추정됨.

자료：조선일보 2008.4.11( )일자 사회면 기사

<그림 5-55> 한강주운 시스템과 경인운하

21)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  장기구상 수립방안(2007), 재정리



제5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193

3. 수도권 역교통행정체계 개선22)

1) 해외 역교통행정 사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안된 인 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

시의 각 자치 단 는 미흡하고, 국가 단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기엔 상이 낮은 한계성을 

보임.

◦따라서 역단 의 교통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수도권 역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5-56> 역교통사업 추진을 한 역교통행정체계 개선 방안

◦수도권 역교통사업의 다양한 업무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법, 업무, 조직, 재정 부문에

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교통행정체계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리는 일드 랑스 지역의 각 지자체의 조합 형태로 수도권 역교통행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STiF는 기본 으로 교통 련 사항만을 담당함.

◦런던은 지방분권 인 행정체제에서 런던시장의 할하에 교통과 련한 모든 행정업무를 TfL에

서 장하고 있어 정책의 일 성이나 효율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장 이 있음.

◦수도권 역교통행정체계에 한 시사 으로 런던 TfL이 국내 실정에 비추어 볼때 한 벤치

마킹 사례로 단됨.

22) 수도권교통조합 장기 기본계획(2006),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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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의 역교통행정기구 (TfL：Transport for London)

1) 설립배경

◦ 재의 TfL은 Great London Authority Act 1999｣에 근거하여 2000년 7월에 설립됨.

◦GLA가 수립되기 이 의 런던 지역의 교통은 London Transport가 할하 으며 이는 앙정부 할

로 되어 있었으며 TfL은 수도권의 교통을 통합 으로 리하기 해 기존의 London Transport(LT)

를 체하여 설립됨.

2) 조직 형태

◦TfL의 의사결정기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문가로 구성된 운 원회이며 원장은 런던시장(

재 Ken Livingston)이 맡고 있음.

◦운 원회는 재 13인의 원이 있으나 실질 으로는 국장(Commissioner, 2006년 1월 31일부로 

Peter Handy)와 임원(chief officers)들이 TfL의 일상 인 운 과 경 을 책임지고 있음.

3) 주요 업무 

◦런던의 장기 교통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교통 략(Mayor's Transport Strategy for 

London)을 수립함.

◦런던시의 교통 련 시설의 유지  리를 책임지고 있음. 

◦지하철, 버스 등 런던시에서 운행되는 모든 교통 수단의 운   리(런던 지하철의 경우 

앙정부 할에서 2003년 TfL 할로 변경됨)

◦교통 련 시설  제도 운

4) 재정 황

◦TfL은 기본 으로 정부의 보조 으로 표되는 공 인 자 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타 운 에서 

발생하는 수입(요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재정을 구성함.

사례) 랑스의 역교통행정기구(The Syndicat des Transports d'Ile-de-France)

1) 설립배경

◦1959년에 STP(the Syndicat des Transports Parisiens)가 창설되었으며 2001년 STiF(the 

Syndicate des Transports d'Ile-de-France)로 개편됨.

◦기존의 리시뿐만 아니라 리 수도권인 일드 랑스 지역까지를 포함한 역교통정책 수립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통정책의 수립  조정에 한 종합 인 권한을 가진 기구로 설립되었음.

2) 조직 형태

◦일드 랑스 지역과 리를 담당하고 있는 Prefet(정부가 임명하는 역권의 수장)에 의해 지휘를 

받음.

◦주요 결정사항은 운 원회(The Board of Directors)에서 결정되며 운 원회는 34명으로 구성

되어 있음.

3) 주요 업무

◦STiF는 일드 랑스 지역의 교통에 한 총  책임을 맡음.

◦조정 기능  

◦교통투자 기능

◦ 할수송 수단

4) 재원조달

◦STiF의 투자  운 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지자체 등 지원 으로 조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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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역교통행정 개선 방향

(1) 법  근거 강화

◦기존 법  근거 미비의 한계 을 극복하고 업무 역  재원을 확보하기 해 법  근거를 강화함.

◦수도권 교통문제는 앙정부와도 한 계가 있으므로 앙ㆍ지방이 공동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  지 확보를 추진함.

  ) London：GLA 1999 → STA(Seoul Transport Authority)

◦ 역경제권 특별법에 역사업 업무근거를 제시함(기존 역행정기구 통폐합).

  

(2) 업무 역 정립

◦업무는 규약에 제시된 사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사무이양이 미흡하여 해당 시ㆍ도와 업무

가 첩되어 조합의 업무 역에 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업무 역에 한 혼란을 극복하고 고유의 업무 역을 정립하기 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경

계를 넘는 업무 역의 명확화가 필요함.

  

(3) 문성 제고

◦각 지자체에서 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역교통기 (수도권교통조합)은 한계성이 

있음.

◦조직의 문성을 강화하여 수도권 역교통행정 업무에 한 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행정의 효율

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인사의 독립성을 해 내부 승진제도 강화, 모도시 순환보직 감축

 

(4) 안정  재정 확보

◦ 재 역교통기 (수도권교통조합)은 각 지자체의 분담 으로 산 수립  비용 지출을 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 구축이나 운  등 비용 소요 사업에 해서는 구체 인 산 용을 받지 못

하고 있음.

◦포 보조  형태로 운용하는 국가세 이양이 필요함.

◦ 역교통기 의 원활한 역교통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안정 인 재원 확보가 필수 임.

  ) 랑스 리권의 5명 이상 기업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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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수도권의 역환경 리체제 구축

￭ 수도권의 역환경체제 구축

◦주요 정책 어젠다

－양질의 상수 공 을 한 수도권의 한강수질 개선  수돗물 공 방안

－수도권의 역  비선호시설의 확보  조정

－수도권의 국발 기오염 처방안 

－수도권의 역  Green Network 연계구축

－에 지 감을 한 역  신재생에 지 공동사업

◦수도권 역환경의 주요 이슈

－수도권에서 역  조정이 실한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 역  환경문제는 왜 잘 되지 않는가?

－ 역  환경문제의 응을 한 략사업과 추진 략은 

1. 환경분야의 문제 진단

1) 역상수원의 오염과 불신받는 수돗물

(1) 낮은 수돗물의 직  음용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받아 바로 마시는 서울시민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80% 이상은 끓여

서 마시거나 정수기로 처리 후 마시며 그 비율은 매해 증가함(<표 5-73>).

◦샘물을 사 마시거나 약수, 지하수를 마시는 경우는 20% 이내의 수 이나 2007년에 처음으로 국

내생수 매량(연 3,500억원 이상)이 탄산음료시장을 추월하여 이 시장의 성장이 상됨.

◦수돗물을 직  마시는 시민이 은 것은 정수과정에 투입된 소독약품 냄새, 노후 을 지나면서 

래된 녹냄새 등 때문임.

◦이러한 수돗물에 한 불신은 상수도분야의 서비스만족도에 한 시민평가에도 반 되어 <그림 

5-57>과 같이 상수도분야의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낮음.

내 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1.1 0.6 0.4 0.5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42.8 38.6 40.7 40.4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13.8 12.2 11.8 12.9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35.5 42.2 40.8 41.3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6.6 6.2 6.0 4.8

출처：서울특별시(2007.2)

<표 5-73> 서울시민의 음용수 확보방법 설문조사 결과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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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특별시, 2005.1

<그림 5-57> 2004 서울시 공공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2) 바이러스로부터 받는 수돗물원수

◦ 2008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병한 장염(532명 감염)은 노로바이러스(Norovirus)와 명성천이라는 

오염된 식수원이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원수를 확보하도록 역상수도를 채택하자는 

주장이 제기됨(강원일보, 2008.3.17). 이는 바이러스로부터도 안 한 수돗물을 원하는 국내의 실

제 인 사례  하나임.

◦한강의 팔당 과 잠실수 보 구간에는 <그림 5-58>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도 구리, 하남, 성남, 

일산 등의 수돗물 원수를 얻는 취수장 12개소가 집되어 있고 취수용량은 1일 616만톤에 달함. 

2003년의 경우 하루 337만톤을 취수함.

◦이들 취수장  서울시 수돗물의 72%, 인천시의 40만톤/일, 경기도 성남시의 26만톤/일, 일산시

의 16만톤/일, 구리시 3천톤/일의 수돗물 원수(8개 취수장)는 경기도 남양주시를 통하는 왕숙

천 합류지 의 하류에서 취수함. 2002년부터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구의, 자양, 암사, 풍납 취

수장에서 136~245 MPN/100L( 국 평균 16, 미국 평균 3)라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검출됨. 

이들  폴리오바이러스와 콕사키바이러스는 소아마비, 에코바이러스는 수막염이나 뇌염, 유아의 

설사증이나 발진성 열성질환 등을 일으킨다고 함(국립환경과학원, 2007.3).

◦이러한 상은 상수원수 5 수(BOD 10mg/L) 수 인 왕숙천의 하천수가 취수원 상류에 유입함

에 의해 유발됨(<그림 5-59>). 이는 수돗물에 한 불신을 키우면서 동시에 취수원으로 인하여 

개발행 가 제한받아온 남양주시로 하여  취수원들이 상류로 이 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음(워터 , 2007).



198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에 한 연구

       

<그림 5-58> 팔당 과 잠실수 보 구간의 수돗물 취수장 분포

 

자료：워터 , 2007

<그림 5-59> 한강 취수장(좌)  왕숙천 바닥(우) 모습

2) 국으로부터 향받는 수도권 기질

(1) 원활한 처가 어려운 국발 기오염물질

◦서울의 기질(<표 5-74>)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는 외국 도시보다 공기질이 나쁜 것이 실

임.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 격차를 이고자 ｢수도권 기질 개선에 한 특별법｣을 2003년에 제

정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 내 24개 시를 상으로 “ 기오염총량 리제도”를 도입하여 공동 응

에 나섬.

◦그러나 수도권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런던, 리, 뉴욕과 같은 미세먼지 수 (20~28㎍/㎥)은 고사

하고 일본 도쿄(40㎍/㎥)의 수 에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음. 그 근본원인은 국으로부터 오염

물질의 유입 때문임. 1998년 우리나라에 침 된 황산화물의 20%가 국에서 왔음은 국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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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바 있음(국립환경과학원, 1998).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간 주풍향이 북서풍(<그림 5-60>이고, 국으로부터 기오염물질이 

넘어오는 길목인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30㎍/㎥(2008년 4월 19일 기상청 발표 결과)이라는 

사실은 수도권에서 기질 개선을 해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수  이상으로는 개선할 수 없다

는 회의  추측을 가능하게 함.

구분 서울(2005) 런던(2001) 리(2001) 도쿄(2000) 뉴욕(1997)

미세먼지(PM10, ㎍/㎥) 58 20 20 40 28

이산화질소(ppb) 34 25 22 29 30

출처：서울특별시(2006.11), 서울특별시(2006.2)

<표 5-74> 세계 도시와 서울의 기질 비교

<그림 5-60> 서울의 연간 풍향

(2) 잦아지는 황사피해

◦ 국의 황토고원, 고비사막 등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계 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몰려오는데(<그

림 5-61>), 1980년  연평균 3.9일, 1990년  7.7일, 2000년  12.8일과 같이 연평균 황사발생일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2000년 에 들어와서는 매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5-62>).

◦황사는 휴교, 외출자제, 항공기 결항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래할 뿐만 아니라 황사에 포함

된 미세먼지 농도가 공기 1㎥당 100㎍씩 높아질 때마다 사망자가 2~3% 증가함. 실제로 2002년

의 황사 피해액은 5조5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피해액이 11만7천원(삼성경제연구소, 2003)이었으

며, 한해 최  181만7천여명 병원치료, 165명 사망, 유ㆍ무형 피해 최  7조3천억여원(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2003.12)과 같은 막 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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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 국의 황사바람 발원지와 이동모습

            

<그림 5-62> 우리나라 황사발생 일수

3) 수도권의 개발압력과 잠식되는 녹지 

◦녹지는 배출된 기오염물질을 고정시키고 표 인 지구온난화 물질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동식물에게 안 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간에게는 휴식과 안과 열섬완화기능(<그

림 5-63>)을 주는 소 한 존재임. 그러나 도시의 확장, 각종 시설물 설치, 건물 등의 건설과정에

서 녹지는 훼손되거나 그 연결이 단 되는 상이 래되고 있음.

녹지의 환경  효과 

－양버즘나무 한그루는 1일 4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3kg의 산소를 배출하고, 공기 1리터 의 먼

지량이 수목지역에서 10분의 1로 감소함(서울신문, 콘크리트도시에 자연을 세워라, 2007.8.13).

－폭 10m 비 30m인 수림 는 7㏈의 소음을 이는 등 소음차단효과가 큼( 구일보, 도시기온 하 

등 탁월－가로수 심는다, 2006.8.9).

－청계천의 복원으로 복원  98종, 복원 원년인 2006년 421종, 복원 1년 후인 2007년에 573종 등 복

원 이후에 생물종이 속하게 증가함(수질환경뉴스, 청계천 서식 동식물 증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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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도시용지를 3천㎢를 늘리고 향후 10년간 임 용산업단지를 33㎢를 공 하고 수도

권에 연 30만호의 주택을 공 하는 등의 정부계획(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2008.3)과 2020년까

지 신도시 37곳을 조성하고 산업용지 48㎢를 공 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경기도, 2007.12)을 

볼 때 수도권의 녹지는 지속 으로 감소할 망임(<그림 5-64>).

(1) (2)

녹지공간 G1：녹지 21.1℃ 인공구조물 A1：건물군 26.0℃

주：A－건물과 불투성 포장(아스팔트, 보도 블록 등)의 인공 구조물 범 , G－녹지 공간과 수변 공간의 자연 범  

<그림 5-63> 열화상 측정에 의한 종묘 주변의 온도분포

    
자료：최 국 등, 2006

<그림 5-64>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녹지모습

4) 심화되는 수도권의 비선호시설 입지난

(1) 세울 곳 없는 신규 화장장

◦매해 여의도 크기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상황을 타계하는 장사방법이 바로 화장임. 1970년

에 11%에 불과하던 화장비율은 2006년에는 57%로 상승하고 특히 수도권지역이 높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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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경기 64.0%, 인천 72.4%). 2030년에는 국 화장비율이 84.4%(서울 92.9%, 경기 90.1%, 

인천 93.9)에 이를 망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재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4개소의 화장장(<그림 5-65>), 58기의 화장로를 구비

하고 외지인에게는 최고 20배의 화장요 (건당 지역민 5만원, 외지인 100만원)을 받고 있음. 그

러나 이나마 화장로의 수가 부족하여 서울, 인천, 수원시설을 이용할 때는 3일장을 치르기 

어려운 실정이고 상조회사와 같은 장례서비스업자들이 미리 약해두고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약권을 넘겨주는 등 사회  비리도 양산되고 있음(<표 5-75>).

◦서울시가 추진한 원지동의 추모공원은 7년째 서울시, 서 구, 주민 간의 갈등과 지루한 법정 싸

움으로 이어지고 있음.  경기도 하남시장과 3명의 시의원은 “경기도의 역화장장을 유치하고 

그 지원  2천억을 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던 계획을 추진하다 국 최 로 주민소환투표의 

상이 되는 등 신규 화장장의 설치는 성과는 없고 갈등만 양산하는 상황임.

              

<그림 5-65> 수도권의 화장장 분포

지 역 명 칭
화장요 (만원)

이용 여건
지역민 외지인

서울시 벽제승화원 9 30 3일장 불가능(만원)

인천시 인천시립승화원 6 30 외지인 3일장 곤란(외지인 약 제한)

경기도
수원시연화장 7.5 30 3일장 불가능(만원)

성남 생 리사업소 5 100 3일장 가능(요  인상후 약 반 감소)

출처：한겨 (2008.1.17)

<표 5-75> 수도권 화장장의 요   이용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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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매립지도 일단 소진되면 화장장과 동일한 상황 직면 불가피

◦ 1988년부터 조성을 시작하고 1992년부터 쓰 기의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인천시의 9개 시군구, 경기도 24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 매립지임.

◦당  2015년까지 사용을 계획하 으나 음식물쓰 기의 반입 지, 소각시설의 건설 등에 힘입어 

2044년까지 사용기간의 연장이 상됨. 4개의 매립장  1곳은 이미 사용하 고 재 2매립장에 

쓰 기를 매립 임(<그림 5-66>).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도 매립할 쓰 기는 소량이나마 발생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일단 소진되면 

추후 매립지는 사실상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 경우 화장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인데도, <그림 5-67>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보다 건설폐기물이 오히려 더 많이 

반입(2006년의 경우 체의 52%)되는 등 사용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책을 구사하지 않고 

있음.

      

<그림 5-66> 수도권매립지 공간구조

                  자료：서울시 환경국, 2007.7

<그림 5-67>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쓰 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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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추진으로는 비효율 인 신재생에 지사업

(1) 더워지는 지구와 도시들의 응노력

◦ 2000년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 확 와 산림훼손으로  세계 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10

년간 매해 1.9 ppm씩 집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홍수와 한 , 빙하와 빙산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등 지구환경이 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림 5-68>와 같이 평균기온이 지속

으로 상승 임.

◦온난화 상을 완화하기 해 유럽연합(EU)은 청정에 지의 비 을 2020년에 20%(2004년 

6.4%)까지 확 하고, 국의 런던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2000년 기 )까지 감축

하며, 일본 도쿄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 지를 총사용에 지의 20%까지 생산하는 등 온실가스

를 이기 한 목표를 공표하고 실행사업들을 시행 임.

◦서울시도 2007년 4월 2일 ｢서울시 친환경에 지 선언｣을 통해 <표 5-76>와 같이 2020년까지 

에 지이용량을 15% 이고, 신재생에 지 이용률을 10%까지 확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는 등의 목표 아래 에 지 약, 태양 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그림 5-68>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변화

구 분 2010년 2020년 비 고

에 지이용량 감축 12% 15% 2000년 기

신재생에 지 이용률 2% 10% 2005년 0.8%

온실가스 배출량 감 20% 25% 19990년 기

<표 5-76> 서울시 친환경에 지 선언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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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으로 다른 추진여건과 의지

◦도시는 량, 집 인 에 지 소비처로 소비 약과 효율향상 통해 에 지를 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에는 유리함. 그러나 1kw 기생산에 10㎡의 패 이 필요하고 750kw의 기생산

에 풍력발 기당 200m의 공간(높이는 약 70m)이 있어야 하는 등 넓은 부지를 요구하는 신재생

에 지의 생산에는 유리하지 못함.

◦반면 농  는 교외지역은 시설설치를 한 충분한 부지가 있으나 재정  여건과 신재생에 지

사업에 한 의지  동인 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소극 임.

◦결국 에 지를 약하고 신재생에 지를 생산하기 해서는 도시와 농 의 력 는 역할분담

이 요구됨.

2. 수도권 환경경쟁력 확보를 한 략사업  추진방안

1) 역 하수정화사업  포장수돗물 생산

(1) 략사업

사업1. 팔당하류 상수원수 수질개선을 한 하수정화사업 추진

사업2. 포장수돗물 공동생산  공

◦취수원의 팔당  상류로의 이 은 상류지역 하천유지용수의 부족을 래함(서울특별시 상수도사

업본부, 1993.6). 한 취수원의 팔당  상류로의 이 은 팔당  이하 한강본류의 수질 리를 소

홀하게 하여 한강본류의 각종 수상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재의 취수원들의 치

를 유지하면서 한강수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을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극 활용하기 해 수도권 각 지자체가 배출하는 하수를 더 높은 수 으로 정화해야 함.

◦시민들이 수돗물을 기피하는 1차 인 원인은 송ㆍ배 수 과정에서 오염을 억제하기 해 투입한 

염소의 냄새와 망에서 유래하는 특유의 냄새 때문임. 재 수 망의 정비사업을 추진 이

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생수  정수기 시장이 확 되어 시민들의 부담을 가 시키기 때문

에, 우선 염소를 투입하지 않는 수돗물을 별도포장으로 공 (1.8리터 생수 1천5백원 비 포장수

돗물 5백원 상)하여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 특히 상수소비량  2~3%만이 음용수인 

을 감안하면 지자체별 포장수돗물의 생산은 비효율 이므로 수도권 공동생산  공 체계가 필

요함(<그림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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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교토 등에서는 지진과 같은 비상상황에 비, 증류수를 포장하여 공공수도사업의 일환으로 매하고 있으
며, 라남도 주시도 행사용으로 수돗물의 포장출시를 비 임.

           

<그림 5-69> 수돗물 포장공  모식도

(2) 추진방안

￭ 사업 담당 조직：수도권 역행정조직

￭ 산 확보：물이용부담 의 일부  상ㆍ하수도요 (수도권의 상ㆍ하수도 재원통합)

◦ 재 앙정부는 지방유역청을 통하여 팔당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심으로 수질을 리 

이나 팔당  하류의 경우 구리시, 용인시 등의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상수원  지천 

그리고 한강본류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재와 같은 역  리방식으로는 팔당  하류의 상수

원  그 이하 본류의 수질 보 이 곤란함.

◦선진국들의 를 볼 때에도 미국을 제외하고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해당됨(<표 

5-77>).

◦ 산은 물이용부담 의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수도요 에 부가시켜 확보함. 단, 상수도와 하

수도의 재정통합이 필요한데, 첫째, 서울 는 인천의 도움 없이 경기도만의 힘으로 하수도시설

의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둘째, 하수도 수수료의 인상만으로 하수정화에 소요

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요원한 문제 이 있음. 실제로 요 인상도 하수도보다는 상수도분야가 수

월한 경향이 있음(<표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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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국 랑스 네델란드/벨기에 일본 국

수도시설 소유권 연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민간

수도시설 운 권
지방정부
(일부민간)

공공 25%,
민간 75%

공사 지방정부 민간

운 조직의 형태 지방정부
민간 70%,
공공 30%

수도공사 지방정부 민간회사(22개)

할
기

앙정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후생노동성 환경부

지방정부 주정부 지방환경청
지역수자원 (지역
환경부)

지방정부 소비자자문 원회

역할
분담

앙정부 허가와 감독 정책마련, 재정지원 정책마련, 행정규제 정책마련, 행정규제 환경, 수도요  규제

지방정부 시설 건설  운

지방청－수계별 감
시감독
지자체－시설의 건
설운

건설, 요 조정 시설 건설  운
기업 향(소비자
원회)

문기업 － 시설 탁운 수도공사 담 － 시설 소유  운

장
공공성 확보
수도요  낮게 유지

운  유연성
운 효율성 제고

사업 문화
비용 안정 물공

공공성 확보
수도요  낮게 유지

국민 납세 경감
소비자 혜택

단
경 수지 자
낮은 경  효율성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 규제 리 필요

과다 이윤추구 시 
통제 곤란

경 수지 자
낮은 경  효율성

민간기업의 독 발생

<표 5-77> 외국의 상수도사업 체계

상수도
산

(백만원)

세입(%) 세출(%)

자본수입 보조수입 기채수입 공사비 유지비 원리상환 이월

서울 898,718 100 - - 21 40 15 24

인천 248,646  97 - 3 23 64  9  4

경기 1,474,381  94 5.8 0.2 18 37  5 39

계 2,621,745  96 3.5 0.5 20 41  9 30

하수도 산
세입(%) 세출(%)

국고 지방비 사용료 원인자부담 처리장 하수 거 유수지 기타

서울 579,799 - 41 55  4 46 31 13 11

인천 76,940 17 83 - - 53 46  1 -

경기 1,345,671 29 39 14  8 53 39  2  6

계 2,002,410 20 41 17 13 52 37  4  7

출처：환경부, 2006 상수도통계, 2007；환경부, 2006 하수도통계, 2007

<표 5-78> 수도권의 상ㆍ하수도사업 규모  세입세출 구조(2006년)

2) 국발 기오염물질 감

(1) 략사업

사업1. 국 산업공단의 에 지 변경사업 참여

사업2. 사막화 방지를 한 조림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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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권지역의 기환경을 개선하기 해 발생원  해 정도를 조사하고, 수도권 기

환경 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도권 기환경청을 설치함. 이를 통해 수도권 기환경 리 원회 

운 , 사업장 총량 리제  배출권거래제 실시, 공해자동차 보 , 운행차 배출가스 감 책,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소형소각시설 리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 임.

◦ 국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을 감하기 해 정부는 한ㆍ ㆍ일로 구성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

터링 네트워크(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동북아 장거리이동 

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한ㆍ  황사 공동 측망 구축사업(SDS-Net,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 

Joint Monitoring Network of Sand/Dust Storms)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 부분이 

모니터링체계 구축  이동 상의 규명에 치 되어 있음. 그러나 이마 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

족해 계속 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며, 오염물질의 발생을 근본 으로 막는 사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추장민 등, 2005).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황사,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감하기 해서는 국의 공단에서 사용하는 연

료의 환과 황사를 발생시키는 사막화 지역들에 한 조림사업에의 참여가 필요함(<그림 5-70>).

         

<그림 5-70> 국발 기오염물질 책 모식도

(2) 추진방안

￭ 사업 담당 조직： 앙정부

￭ 산 확보：국고를 심으로 하고 일부를 지방으로부터 지원받음.

◦ 앙정부의 책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이동 상의 확인 수 에 그치고 있는 것은 재원부족과 

국정부의 심 부족 때문이며, 지방정부는 더더욱 국과의 국제  응능력도 갖추어지지 못

한 실정임.

◦따라서 이 문제는 앙정부가 장하여야 하며, 부족한 재원에 해서 서울시 등의 수도권 지역

의 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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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울시 등 3개 역지방정부와 하의 지방자치단체는 기 리와 련된 책무가 있는 만큼 

앙정부의 사업을 기환경을 개선하기 한 시책 수립에 반 할 필요가 있음.

3) 수도권 역녹지축 조성

(1) 략사업

사업1. 기간녹지축 설정  리

사업2. 기간녹지축 연결  복원사업 추진

◦지속되는 수도권의 개발압력으로부터 우수(빗물) 장  우수의 토양침투, 온실가스 흡수, 오염

물질 정화, 심리  안정감 부여 등과 같은 숲의 기능을 지속 으로 유지시키고자 수도권에 기간

녹지축을 설정하고 리함.

◦개발로 단 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기능이 약화된 숲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함.

◦수도권의 기간녹지축은 정부가 설정하는 생태네트워크(생태 ㆍ경 으로 요한 국가자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서식처와 녹지지역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 임. 따라서 국가  

차원의 근이 바람직)와 연계하면서 수도권의 녹지마스터 랜 는 녹지계획으로 활용하도록 

그 계를 확보함(환경부, 2007.12；<그림 5-71>).

       

자료：환경부, 2007.12

<그림 5-71> 국가가 구상 인 수도권의 생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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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안

￭ 사업 담당 조직：수도권 역행정조직

￭ 산 확보：확 된 생태계보 력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

◦국가가 국가생태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녹지축을 설정 리하여야 함. 

단 개발의 향후의 개발압력이 경기도에 집 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3개 시ㆍ도를 뛰어넘는 역

인 근이 필요함.

◦기간녹지축의 설정, 보 ,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든 녹지 는 비오톱(도시 소생물 서식공

간)의 훼손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함.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  이

고, 국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최 국 등, 2006；김원주, 2006). 우리나

라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 생태계보 력

(자연환경보 법) 등이 유사한 목 을 지니고 있음(<그림 5-72>).

◦그 지만 생태계보 력 (자연환경보 법)은 단 면 당 기  부과액(1㎡당 250원)이 낮고, 그 

용범 가 제한되며, 징수상한액( 재 5억이내)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

보할 필요가 있음(<표 5-79>).

  

<그림 5-72> 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훼손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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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징수 상 사업규모 용근거

가. 도시의 개발

  (1)도시개발사업 면  7만5천㎡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2)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면  9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3)도시계획사업 

     (가)운하 체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나)유통업무설비 면  1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다)주차장 면  1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라)시장 면  7만5천㎡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4) 지조성 면  9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5)택지개발 는 임 주택단지 조성 면  9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6)유통단지개발사업 면  1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7)여객자동차터미  설치공사 면  1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8)화물터미  설치공사 면  1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9)학교 설치공사 면  3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10)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처리능력 10만㎥/일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11)농 생활환경정비사업 면  2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12)건축물의 건축 연면  10만㎡ 이상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나. 산업입지  산업단지

  (1)산업입지  개발사업 면  7만5천㎡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2)단지조성사업 면  7만5천㎡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3)자유무역지정 지역 면  1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4)공장설립(산업직 활성화 공장설립) 면  1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5)공업용지조성 면  7만5천㎡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6)산업기술단지 면  7만5천㎡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7)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면  1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다. 에 지 개발

  (2) 업  에 지개발 채 면  3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3) 원개발

     (가)발 소 용량 1만kW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라)회처리장 면  3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마) 탄장 면  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4) 기설비

     (라)회처리장 면  3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마) 탄장 면  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표 5-79> 생태계보 력  징수 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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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징수 상 사업규모 용근거

  (5)송유 시설  유시설 장용량 5만kL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6) 유시설 석유비축시설 장용량 5만kL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라. 항만건설

  (1)어항시설 

     (다)기타 어항시설 면  1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2)항만시설 

     (다)기타 어항시설 면  1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4)신항만건설

     (다)기타 항만시설 면  1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마.도로건설

  (1)도로신설 2km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2)도로확장 5km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3)신설과 확장 (신설구간/4km+확장구간/10km)≥1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사. 철도의 건설

  (1)철도건설 길이 4km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2)도시철도 길이 4km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3)삭도궤도 1km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4)고속철도 길이 4km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아. 공항의 건설

    (다)공항개발사업 면  2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차. 매립 개간  

  (2)간척 는 개간사업 면  10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카. 단지

  (1) 사업 면  1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타. 산지개발

  (1)(다)산지 용 수반사업 용면  1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 특정지역 개발

  (1)특정지역 개발 모두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2)복합단지 조성사업 면  2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하. 체육시설

  (1)체육시설 설치공사 면  12만5천㎡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서울시환경교통재해 향평가조례

  (2)경륜 경정 설치공사 면  2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3)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공사 면  3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4)경마장 설치공사 면  2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거. 폐기물 분뇨 처리시설

  (1)매립시설 면  3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더. 토석 등 채취

  (1)하천연안구역에서 채취 면  2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2)산지에서 채취 면  10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5)골재 채취 채취면  25만㎡ 이상 환경교통재해등에 한 향평가법

<표 계속> 생태계보 력  징수 상사업의 



제5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213

4) 수도권이 공동이용하는 비선호시설 확보

(1) 략사업

사업1. 역화장장 추가확보(2008년 화장로수 58기 ⇒ 2030년 205기)

사업2. 생활폐기물용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재 상 2044년 ⇒ 반 구)

◦수도권의 인구, 사망률, 화장률을 감안하여 2030년에 필요한 화장로의 수를 상하면 205기임

(<표 5-80>, <그림 5-73>). 재 가동 인 화장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장로가 58기이므로 147

기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며, 가장 많은 화장로를 갖추고 있는 서울의 벽제승화원(23기)의 규모

로 건설한다 하여도 추가로 7개의 시설은 신규건설이 필요함. 그러나 비선호시설은 규모에 계

없이 일단 입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시설주변의 주민과 마찰을 빚는 것이 일반 인 상임. 

따라서 가능하면 시설의 수를 여 역시설로 확보함이 갈등의 총량 인 감축에 유리함. 재 

화장장 건설을 추진 인 경기도 부천, 경기도 용인, 서울 원지동을 포함하여 역시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

구 분 2010년 2020년 2030년

인구수(천명)

서울특별시 10,039 9,896 9,415

인천 역시 2,661 2,783 2,853

경기도 11,637 13,107 14,048

계 24,337 25,786 26,316

화장건수

조사망률(명/천명) 4.40 6.20 8.35

화장률(%) 80.4 91.7 92.9

화장건수(건/년) 86,095 146,604 204,147

화장로 수요

화장로수요(기) 87 147 205

화장로수(2008년) 58 58 58

과부족 -29 -89 -147

<표 5-80> 2030년 수도권 화장장 수요 측

            

<그림 5-73> 수도권 화장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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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이후의 매립지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므로, 2044년으

로 상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 한 연장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 반입

단계에서 폐기물의 반입량을 이고, 반입된 폐기물은 간처리를 통하여 양과 비 생 인 요인

을 이며, 소각재와 같은 안정화물은 복토재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활용과 강력한 추진

력이 필요함.

 

반입단계 간처리 매립단계

•반입량 억제
  －건설폐기물 성상 강화
  －소각재와 일반쓰 기에 한 

반입수수료 차등 용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자가처

리 유도

➡

• 간처리시설 설치로 매립량 
 복토재 소요 최소화

  －가연성폐기물의 RDF 생산 
매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에 의한 
에 지 회수

  －재활용가능품의 분리
  －부패성 폐기물 안정화

➡

•소각재의 복토재 활용
•순환 매립 구상

(2) 추진방안

￭ 사업 담당 조직：수도권 역행정조직

￭ 산 확보：건설비는 국고  지방비, 운 비용은 이용자의 수수료로 충당

◦ 앙정부는 폐기물에 해서는 지정폐기물 리  처리여건 조성, 시ㆍ도  기 자치단체 기

술 ㆍ재정  지원, 시ㆍ도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한 조정 등의 역할을 함.  화장장에 

해서는 화장 확산을 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ㆍ도 ㆍ장기계획을 기 로 장사시설 수 조정, 

공동설치, 지역 간 갈등조정 등 필요한 사항 등에 하여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

함. 방사능폐기물처리장(경북 경주시로 확정)을 제외하고 앙정부가 폐기물매립지, 소각

장, 화장장 등을 건설하여 운 한 사례는 없지만, 수도권매립지, 역상수도사업과 같이 앙정

부의 통제를 받는 공사조직을 통해 사업에 여하는 사례는 있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

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리공사가 바로 앙정부(환경부) 산하의 리조직임. 

그러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로부터 운 재원의 100%를 충당하고 있는 재정의존성 때문에 매립

지 사용기간을 최 한 늘리는 즉, 반입량을 최 한 이는 략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음. 역 

화장장의 경우도 국가가 나서서 확보하고 운 하기에는 수도권과 같이 지역 으로 토지이용이 

집된 곳을 제외하고는 그 수요가 높지 않고 주민설득을 포함하여 효과 으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은 없음.

◦ 2007년에 장사등에 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인천 역시장, 경기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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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만의 책무이던 역화장장의 확보가 기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사

실상 공공화장장의 확보는 기 단체장의 의무가 됨. 기 자치단체 모두가 할구역안에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당 2~3개의 화장로를 갖춘 소형시설들이 다수 확보

되어야 하며, 수도권으로 확 하면 80여개소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비선호시설은 그 자체가 비선

호의 상이기 때문에 소형시설의 분산은 시설입지를 부정하는 항지 의 비례 인 증가를 의

미함을 지 까지의 설치경험에서 이 확인한 바 있음. 결국 최근의 법개정은 역정부의 입

장을 변하 을 뿐 합리 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움.

◦ 역화장장이든 폐기물처리시설이든 재에도 이용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설을 운 하고 있

기 때문에 향후 추가확보에서도 건설비용은 국고 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운 비용은 이용자의 

수수료로부터 확보함.

5) 신재생에 지 생산을 한 수도권의 공동사업 추진

(1) 략사업

사업1. 태양 , 풍력 등 신재생에 지 생산시설 설치

사업2. 농 지역 가축분뇨와 도시 음식물쓰 기 공동처리로 메탄가스 회수

◦ 도시지역은 에 지 약사업, 소도시  농어 지역은 신재생에 지 회수사업을 극 추진

하는 등 지역유형에 맞게 역할을 분담함.  온난화에 더 많이 기여하는 도시지역이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해야 함.

◦신재생에 지 회수사업은 서울시 친환경에 지선언의 2020년 목표인 10%를 회수할 수 있는 기

반구축에 필요함.

◦도시지역의 건물이 에 지 사용을 일 수 있는 사업에 치 함. 이를 해 건물에 지이용합리

화사업,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을 활용하고, 도시지역의 공공건축물과 공공기반시설(하수처리

장, 정수장, 규모 운동장, 학교 등) 등 비교  넓은 공간에 태양 패 의 설치가 가능한 곳에

는 태양 발 설비를 설치함.

◦교외지역이나 바닷가의 공터에는 태양 패 이나 풍력발 기를 설치하여 체에 지를 회수함. 

특히 축산농가가 집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와 음식폐기물의 공동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의 회

수사업도 극 추진함(<그림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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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사용량 10% 체용 시설 면 >

1. 태양 발  패

  －단  소요면 ：10㎡ / Kw *일평균 14.6% 회수율

  －수도권 기 사용량：140,527 × 106 Kwh

  －10% 체를 한 패  면 ：110㎢  *서울시 주거용 지면 의 79%

140,527 × 10% ÷ (1,277.5Kwh/연/㎡) × 10 = 110㎢ 

2. 풍력발 기

  －1 당 발 량：750Kw *일평균 25% 회수율

  －1 당 제원：rotor 직경 60m, herb 높이 68m

  －발 기당 이격거리：200m

  －서울시 주거용 력생산 요구 수：8,556

12,391 × 106 Kwh ÷ (750Kw × 24시간 × 25% × 365일) = 8,556   

  －10% 체를 한 패  면 ：110㎢  *서울시 주거용 지면 의 240%

<(7,5451/2 －1) × 0.2km>2 = 335㎢

    

<그림 5-74> 가축분뇨와 음식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에 지회수 능력(1일 200톤)

(2) 추진방안

￭ 사업 담당 조직：수도권 역행정조직

￭ 산 확보：건설비용은 국비  도시정부의 지원으로, 운 비는 체에 지 매수입  이용자 수수

료로부터 확보

◦ 앙정부는 에 지에 하여 에 지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개인의 련사업에 한 재

정지원, 제도정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숲의 리에서도 련계획 수립 등 유사한 역할을 담당



제5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217

함.  태양 발 설비, 풍력발 시설, 가축ㆍ음식물쓰 기 메탄가스 회수시설 등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한 사용  건설 등에 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앙정부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으로 에 지 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 지 생산사업을 벌이는 주체임.  

그러나 도시는 에 지를 약하는 사업의 추진이 쉽고 재정능력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 지 

생산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음. 도시 주변지역은 시설의 설치는 용이하나 재원이나 심이 부

족한 경우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에 지경제신문, 2007.12.28).

◦결국 서울시, 경기도, 인천의 경계를 넘는 통합 인 토지활용의 에서 지구온난화에 응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신재생에 지시설의 설치에는 정부지원 과 재정 으로 여유있는 도

시정부의 지원 으로 확보하고, 운 비용은 에 지 매비용과 시설이용자의 이용수수료로부터 

충당함.

제6  수도권 역경제권 추진방향에 한 정책제언  향후 연구과제

1. 역경제권 논의의 활성화를 해 정 공간범  설정에 한 심층연구 필요

< 재 5+2 역경제권 도입 시 상 문제 >

◦수도권의 경제규모  단핵구조 심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상당한 항 상

◦경제규모, 실질 인 산업연계, 역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한 공간범 로서 논거 미흡

<정책 안>

1) 기존의 5+2 역경제권 체제로 추진

◦수도권의 경제규모  성장으로 인한 이익 재분배 논리에 한 응 략 마련 필요

◦수도권성장으로 인한 경제 효과의 분석과 다른 권역 간 략  산업과 연계방안 제시 필요

2) 2+1 역경제권 체제로 추진

(논거：한국은행, 지역산업연 표(2003))

◦장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반 한 권역설정으로 규모경제  략사업의 효율성 제고  

◦단 ：역사와 지역정서 미반 , 부통령 의 추진체제로 권력구조의 근본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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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개 역경제권역 체제로 추진

(논거：인구규모 1,000만명 + 1인당 GRDP；신도철 교수 제안) 

(1) 서인주(1,228만명 +, 1,820만원/1명)：서울, 인천 +부천, 명 등 인근지역 

(2) 경강주(1,180만명 +-, 1,570만원/1명)：경기도 일부, 강원도 

(3) 충 주(1,031만명 +-, 1,770만원/1명)： , 주, 충남ㆍ북, 남ㆍ북, 제주도 

(4) 경상주(1,260 만명 +- 1,780만원/1명)：부산, 구, 울산, 경남ㆍ북지역

◦장 ：비교  형평성 있는 공간  경쟁규모로서 역형 분권화정책의 추진이 비교  용이  

◦단 ：수도권을 분할할 경우 국제경쟁력 확보 불투명；경기도의 강한 반발 우려

4) 기존 제도를 활용한 7  지방 역개발권 체제로 추진

(논거：1994년 “지역균형개발  소기업육성을 한 법률)

◦ 도시 심형 (부산－경남 역권, 구－포항 역권, －청주 역권, 주－목포 역권)

◦산업지 심형 (아산만 역권, 군산－장항 역권, 양만권)

◦장 ：수도권과의 경쟁을 한 성장거  심의 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함.

◦단 ：수도권지역 제외 등 국가  지원이 배제되는 지역이 상당수 나타남. 

** 아이디어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책논리 및 타당성은 별도의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

2. 수도권의 정책기조 환을 한 제도  정비와 비수도권과 공동발 사업 개발

◦수도권은 여타 권역과는 달리 동북아허 를 한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동시에 수도권 과 혼잡

의 문제에 응할 수 있는 두 축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함.

◦ 역경제권 정책은 역행정서비스의 원활한 공 을 한 략사업의 효율 인 추진과 함께 

역행정체제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실질 인 지방분권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함.

◦ 역경제권 단 의 략사업은 수도권연합체 심의 성장 리체제의 틀 안에서 정합성을 유지하

며 추진을 한 련 법제도  정비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비수도권과의 공동발 체제 구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제5장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 략  219

3.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조기 가시화를 한 10  략사업 우선시행 실천방안 마련

◦동북아 략거  육성을 한 정책지구 지정  통합지원체제 구축

◦수도권 투자활성화를 한 산업입지규제 합리화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체입법 추진

◦동북아 1일 비즈니스권 확보를 한 김포공항기능 재정립  9호선과 연계 구축

◦수도권 내 물류차량 우선차로제 실시와 환상형 물류체계 구축

◦한강 주운시스템 조기 구축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한 상ㆍ하수정화 공동사업 추진

◦수도권 역Green Network축 조성을 한 공동사업 추진 

◦ 역비선호시설 확보를 한 수도권 공동사업 추진 

◦신재생에 지사업 추진을 한 공동 약 체결 추진

4. 자율형 역행정체제 구축을 한 논의의 장 활성화  실천방안 마련

◦ 역경제권 논의는 실질 인 지방분권화를 한 략  수단으로 활성화 

◦우리 실을 감안한 단계  권한이양과 자율  재원확보를 한 세부 실천방안을 모색

◦ 역경제권 논의의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 으로는 역 분권형 국가운 체제를 지향

◦정부의 역행정서비스 권한의 단계별 이양방안의 타당성 검토와 세부 실천방안 마련

1단계：정부 내 역행정에 한 권한 이양을 유도

2단계：정부 내 분산된 역 행ㆍ재정 권한을 역연합체로 단계  이양

3단계：국민선출방식으로 역권단 의 분권형 국가운 체제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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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irection and Guidelines for the Integrated Regional Economic 

Zone(IREZ) of the Capital Region

Hee Yun Jung ․ Cyeng Chul Kim ․ Chan Dong Kim ․ Hee Seok Park ․ Sang Young Shin ․

Kee Young Yoo ․ Tae Young Lee ․ Jung Tae Kim

I. Introduction

1.  Background of the study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propos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Roh’s administration’, and then 

proposed the new policy keynote called ‘5+2 Integrated Regional Economic Zone (IREZ)’. 

Accordingly, the present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kick it into gear with more detailed policies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presents appropriate policy proposals and strategies for the IREZ of 

the Capital Region. 

 

2.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the policy guideline to the strategic position of the Capital Region, 

composed of Seoul, In-cheon, and Gyung-gi Province, to envision IREZ of the Capital Region with 

both policy tasks and the strategies.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f the Capital Region and the suggestion of pragmatic policy 

agendas

－Establishment of both key policy agendas and strategies for IREZ of the Capital Region

－Publication of key issues of IREZ of the Capital Region with collecting professionals’ opinions 

in various academic fields.

 

3. Nature of the study

This study is a foreground for further research on the strategic policy proposals prior to shaping 

the strategies of IREZ because current government herself is still working on this policy framework.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study, it suggests the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the IREZ of the 

Capital Region rather than thorough analysis. Additionally, it offers the key policy agendas and the 

best strategies for IREZ if realizing the regional policy formulation for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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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Different from the general policy studies, this paper excludes examination of the relevant theories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1) the government has already presented the key logic behind the 

policy transition and made the case that the transition is necessary and 2) it suggested the IREZ as 

an alternative for a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model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Hence, this study brings the appropriate 

policy proposals into focus given that the policy materializes thoroughly in the framework of the 

policy fundamental scheme. Considering there are many general researches on the integrated 

economic regions, this study provides a pragmatic and concrete basis for drawing the key policy 

proposals of respective relevant fields by analyzing case studies. Additionally, the strategies of each 

field delineate big pictures of the policy proposals rather than suggesting detailed action plans to 

realize the policy purpose. The advisory committee, made up of professionals drawn from respective 

relevant fields, examined the policy proposals and strategies.

II. Policy Recommendations

1. New role and new policy direction of the Capital Region

1) An initiative is to reshape the role of the Capital Region and to change the policy goal  

to a hub of Northeast Asia from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Up to now, the policies of the Capital Region focus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to decentralize the population and control densely populated areas 

by restraining the growth of the Capital Region.

－The policy goal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s summarized in one slogan: local area 

developments first, deregulation issues of the Capital  Region later!

￭ Future role and the policy goal of the Capital Region as Korea’s growth engines are 

needed to reestablish to envision a hub of Northeast Asia through increa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tting up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

－In the keen global competition, the competitors of the Capital Region are not 

provincial areas anymore but big cities with a similar size to the Capital Region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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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ing Policy New Policy

Policy Goal 

& Direction

Growth control of the Capital Region

  －Decentralization of Population & Control 

of Densely populated are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motion

Fostering the Capital Region as a hub of 

Northeast Asia

－Building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

－Improving global competitiveness

Major actor Central Government Integrated Metropolitan Gov’t Union

Major Competitors the Capital Region vs. other provincial regions
the Capital Region vs. metropolitan regions 

with similar size in other countries

Policy Measures

－Standardized & rigid regulations of facility 

location

－Regulating economic activities

－Improving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rationalizing regulations

－Building a planned urban growth 

management system

Relation with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curbing 

the Capital Region -centered development

Competition system based on the IREZ 

unit

Table 1. A comparison between the current policy and the new policy after reshaping the role of the

Capital Region

 

￭ The policy goal for the Capital Region is followed by two main rationales: 1) fostering 

the Capital Region to become the hub of Northeast Asia by increas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by means of the regulation rationalization and 2) building the planned 

urban growth management system for controlling haphazard developments and guiding 

the urban development systematically.

Figure 1. Key Strategies for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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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jor tasks and Strategies for IREZ of the Capital Region

1) Policy guideline and strategies for city-region governance system building

￭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ity-region governance system

－In the case of the Metro-Transportation Union of the Capital Region, inadequate 

legislative base for implementation, overlapping the same works with local  

government, limitations of autonomous budget, and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have been found.

 

 Characteristics Strength Weakness Note

Consignment

－Consigning a part of 

operations to local 

administration entities(Local

Government Act, Section 

141)

－Fast and simple 

management of 

cooperation among 

local administration 

entities

－Lack of experience 

under this system

－Lack of negotiation 

skills traditionally in the 

Korean culture 

 

Regional

Administration

Council

－Sharing a part of the relevant 

operations with more than   

2 local gov’t entities(Local 

Government Act, Section 

142)

－Sharing the operations of the 

area-wide businesses 

  ex.) Regional Administration 

Council of five provincial 

areas, General 

Administration Council of 

50 local gov’t entities), 

Metro Transportation 

Union(founded in 1998, 

Seoul, Incheon, Gyunggi, 

Gangwon, and 

Chungbuk)

－Loosened

Cooperation

－Initial stage of the 

full-scale ooperation

－corporation body 

without legal base

－No powers to settle 

conflicts, no 

authorities, and no 

taxation power

－Temporarily operating 

entity

－No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uncil

－No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uncil

Local   

Government 

Union

－Founded by local government 

unions to handle the 

area-wide business

－Corporation body(Local 

Government Act, Section 

149)

  ex.) Metro-Transportation 

Union of the Capital 

Region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entities

－Authority powers to 

handle the 

implementation 

issues

－Approval needed to 

revise regulations from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o effective operations

  ex.) Disorganizing  

Management 

Union of Waste 

Landfill due to   

the poor operation

－Inactive   due 

to the lack of 

the 

independence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Union at 

National level

－cooperative union to 

encourage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officers and 

chairmen

－Able to submit 

opinions to the 

contact team in the 

central government

－Governments have no 

duty to response

Table 2. Problems of the existing integrated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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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Strength Weakness Note

Cooperation   

Agreement

－Mutual agreement among 

local administration entities

－Able to negotiate 

like private 

contracts without 

legal base

－Avoid to transfer the 

operations authority to 

other bodies

－Inactive

 

(Table 2. continued)

 

￭ Three Principles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gional Administration Council: 

Decentralization, Independence, Responsibility

－Decentralization: transferring pow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IREZ to 

maximize efficiency for the integrated regional services without any expansion of the 

existing organization horizontally and vertically;

－Independence: forming a decision-making body comprised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s from the individual regions for programs in IREZ;

－Responsibility: setting up a new minister’s office for the transfer of national tax 

revenues; participation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s for local revenues and revenue 

sharing.

￭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Regional Administration Council

Three premises: 1) setting up a contact office in the central government for both the 

power transfer and interests’ coordination, and 2) building an integrated regional union 

to pursue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nd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3) setting up an implementation organization functioning as an 

operating organization for IREZ

① Short-term Strategy

－Improving the status of the organization, tentatively named ‘Regional Development 

Council’, to manage the entire programs in IREZ;

∙Prevent ‘Regional Development Support Team’ in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from operating programs exclusively.

－Develop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Regional Development 

Council;

∙Granting Authorization for Planning Coordination and Budget Distribution.

－Creating a professional evaluation agency for the respective IREZs;

∙Making independent development plans for each IREZ by organizing ‘Korea 

Institute of Regional Industry Promotion’; Performing the objective evaluation, 

management, and monitoring for assessment; Providing a platform for the 

decentr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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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System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of IREZs;

∙Making an organization and a detailed guideline for cooperation based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or the implementation plan.

② Long-term Strategy

－Transferring the entire authorities, budget, and organization from related agencies 

in the central government by establishing a Government Office for Regional 

Affairs; 

－In the initial step, the organization, tentatively named ‘Government Office for 

Regional Affairs’, under deputy prime minister will take charge of the integrated 

regional administration affairs and services without being controlled by any 

relevant agencies in the central government;

－Simultaneously,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regional administration union with 

independent authorities such as planning, coordination, and budget distribution at 

the level of the regional government;

－In the short-run, an independent metropolitan planning research institute will be 

responsible for operating support works such as integrated regional planning,  

administration, and services;

－In the second step, authorities, budget, organization will be transferred from 

‘Government Office for Regional Affairs’ in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integrated regional government union gradually;

－In the third step, the integrated regional government assembly will be formed by 

election while ‘Government Office for Regional Affairs’ will be dissolved to build 

up the integrated-regional government union. 

 

2) Building super-regional industrial cluster for vitalizing the IREZ

￭ Obstacles in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Capital Region: rigid regulations of industrial 

location and dispersed support system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Capital Region-related industrial regulation: decreas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regulations such as curbing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large companies and 

the industrial park;

－Inefficiency of overlapping the target industries among Knowledge-based industries 

selected by individual regions; dispersed support systems (five ministries, one office, 

fourteen relevant laws); lack of R&D cooperation among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or public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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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tegy of the integrated regional industrial cluster in the Capital Region

－Providing priority to the target industries with comparative advantages in each region;

－Inducing industrial agglomeration by focusing on the leading business sector;

－Switching the industrial support system from the sector-based approach to the place-based 

approach;

－The reformation of legal system and the creation of policy coordination agency; 

－Taking measures to mitigate disparities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other  

undeveloped regions.

Industry Scheme of the target industrial clustering

Finance/Business

－Attracting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s in Seoul(Yeoui-do)/Incheon Free-Trade Economic 

Zone(Cheongna) 

－Inducing Asia headquarters of Multinational companies

Distribution
－Building a Northeast Asia Total Distribution System in Gimpo/Incheon airport Distribution Cluster 

connecting to Incheon Harbor/Pyeongtaek Harbor

Semicondutor/IT
－Encouraging IT Clustering in SangAm DMC, Gyunggi IT-LCD Complex & systematic support

－Improving institutional base such as selective deregulation by designating ‘Policy Priority District’

Bio
－Building a Competitive Bio Clustering by linking between research institutes in 

Seoul/Incheon/Gyeong-gi and manufacturings firms 

Table 3. Scheme for the target industrial clustering of the Capital Region

 

3) Rationalizing of Regulation System & Building an Urban Growth Management System

￭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for industrial location in the Capital Region

－Flexible management suitable for each area and industry by rationalizing  rigid 

regulations applying to manufactures and big companies;

－Pursuing the planned location to prevent environment pollution, haphazard development, 

increasing land prices, and speculation;

① Short-Term: rational adjustment of economic activities regulations; applying first for 

special “Policy Priority Zones” such as free trade economic zone and industrial 

clusters in the current system;

② Long-term: transition to the systematic urban growth management system operated by 

the regional cooperative committee from rigid regulation system controlled by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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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s Strategies

Cap on factory 

permit System

－Repealing   to relieve uncertainty of companies’ activities and 

encourage starting business

－hard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 difficult to attract the 

global companies

－Substitute to performance 

management such as Total Mass 

Emission Management and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Factory 

Location 

Regulation

－Flexible regulation in terms of factory size and technical 

efficiency of respective industries

－Deregulation on the industrial park in the controlled 

overpopulated area

－Encouragement of high-rise modern type factory 

－Planned industrial park to 

redeeming the development 

revenue and to curb the 

speculation and haphazard 

development

Location 

Regulation of

Big Companies

－hard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due to the change of 

economic structure &  trend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and education facilities favorably located in the urban 

areas because of manpower

－Big firms are mostly located in the big cities due to the 

capital-intensive, highly educated manpower

－Planned industrial park to 

redeeming the development 

revenue and to curb the 

speculation and haphazard 

development

－Vitalizing rentable industrial park

Discriminating 

Tax & Fee

Systems

－Reducing location preferential Income tax/corporation tax, 

relieving gradually heavy acquisition tax/registration 

tax/property tax, development fee/agricultural land diversion 

fee/mountainous land diversion fee in the Capital Region

－Short-Term: applying for Free 

apply to the “Policy Priority Zone”

such as free trade Economic 

Zones, Strategic development 

zones in advance

Fee for densely 

populated zone

－Transition to the performance-based fee collection system 

based on the objective evaluation

－Collected fee need to be used the high density of the areas

－Short-Term: Reformation current 

fee operating system 

－Long-Term: Repealing

Table 4. Regulation rationalization of the industrial activities in the Capital Region

 

 Built-up areas Suburban areas 

Strategic Promotion 

and Support zones

Type1. Urban Regeneration area

－Renewal of deteriorated area

－Improving   

Type3. Promoting strategic development zone

－Vitalizing deteriorated/undeveloped areas

－Developing Strategic development areas(industries, 

and R&D etc.)

Density & Growth

Management

Type2. Density   Management

－Fee for densely populated area

－Density Management

Type4. Haphazard Development Management

－Small haphazard development control

－Control to development around New towns

Table 5. Strategies of Selected Regulation Rationalization through designating a “Policy Priority Zones”

 

4) Policy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Metro-Transportation System in the Capital Region

￭ Problems of existing metro-transportation system 

－The increase in congestion cost due to the conurbation of the urban transport, lack of 

global accessibility, and inadequate metro-wide transport administration system to support 

the conurbation.

￭ Strategy of increasing competitiveness of the Metro- wide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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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Metro-wide transport network to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adjustment the major functions of Gimpo airport; Linkage between subway line 9 and 

high-speed railroad; enforcing a ring-shaped distribution system (hot lane for distribution 

transport); early implementation of the ferry and Han River canal system; developing the 

underground railway system, improvement of metro-wide urban transport administration 

system

Figure 2. Five major Program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Metro-wide Transportation System

 

5) Policy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the Capital 

Region

￭ Problems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ater pollution and low mark given to tap water; Air quality influenced by China dust 

pollution, decreasing the green space due to the large sized urban development; social 

disputes in unfavorable facilities location; inefficient new and renewable energy programs.

￭ Four Major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① Sewage Purification Program and bottled tap water co-production: sewage purification 

projects for the good water quality; co-production and supply expansion of the bottled 

tap water;

② Creating the green corridor network system: creating and managing the green corridor; 

the green corridor network creation program; 

③ Securing and Efficient use of unfavorable facility resources: expanding the funeral 

facilities; extending the life cycle of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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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artnership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joint installation for producing 

solar energy and wind power; co-treatment of food waste disposed from the cities and 

animal excretions from the rural areas to collect m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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