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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재정정책
공기업 선진화
정부개혁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정책 평가와 시사점

2010. 12. 16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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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 현황
(1) 핵심 정책적 규제 개혁
1)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개혁
-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모의 상향조정: 2조원 → 5조원
- 지주회사 규제완화: 증손회사 지분율 100% → 20%, 40%

2) 금산분리 규제 개혁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 4% → 9%
- 금융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 소유 및 중간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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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 현황
(1) 핵심 정책적 규제 개혁
3) 수도권규제 개혁
-

산업단지 내 모든 공장입지 규제 폐지
과밀성장권역 기존공장 증설범위 대폭 확대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방식 전환: 입지규제 → 총량제 및 배출규제
공장건축면적에서 창고･사무실 제외

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혁
-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용인시, 춘천시, 포항시 등 8개
- 지방자치단체 개발요청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2008년 21,290만㎡(6,452만평) 해제, 24,120만㎡(7,409만평) 완화
- 2009년 1,281만㎡(388만평) 해제, 18.3만㎡(5.5만평)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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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 현황
(1) 핵심 정책적 규제 개혁
5) 방송･통신･미디어 관련 규제 개혁
- 방송산업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소유규제 완화
- 신문･방송, 신문･뉴스통신 겸영금지 및 복수신문 소유금지 규제 폐지
- 신문산업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폐지
-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의 신설
- 인터넷 언론 등 뉴 미디어 관련 규제의 신설 및 피해자 구제규정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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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 현황
(2)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체계의 변화
1) 이원적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지속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적 규제와 다 부처 관련 덩어리규제 개혁 담당
- 산하에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 규제개혁위원회
-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각 부처 추진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평가,
규제등록 등 각종 규제관리제도 운영
-사무보좌 조직으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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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 현황
(2)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체계의 변화
2)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체계
□ 중앙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 시 사전심사
-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적 자체정비계획 수립 및 집행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기구
-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 정비
- 조례･규칙 제･개정 시 사전심사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규제개혁
특별조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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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 현황
(2)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체계의 변화
3)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의 창설과 규제일몰제 확대
□ 한시적 규제유예(2009. 5)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투자 애로 해소와 영업활동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280개 과제를 선정하여 25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나머지 24개 과제에 대한 규제유예 조치 진행 중
□ 규제 일몰제의 확대
- 2009년 11월 경제적규제 2,184건 중 558건(25.5%)에 일몰제 적용
- 2010년 6월 총 4,692개 규제 중 1,044개 규제(22.3%)에 일몰제
추가적용: 사회적규제 2,281건 중 485건(21.3%), 행정적규제 1,759건 중
384건(21.8%), 경제적규제 652건 중 175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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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 현황
(2)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체계의 변화
4) 규제관리시스템의 보강
□ 미등록규제의 추가등록
- 중앙정부 33개 부처청 소관법령을 전수조사하여 2,298개 법령상 미등록
규제 발굴 및 등록 완료
- 미등록규제의 추가등록으로 중앙부처 규제총수는 2009년 초 5,186건에서
2009년 말 기준 6,740건으로 증가
□ 규제정보시스템(RIS)의 보강 및 개선
- 규제관련 정보의 전산화와 규제 등록･관리 및 규제심사 효율화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와 규제심사 업무 지원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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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평가
(1) 성과

1) 규제개혁의 국정 최고아젠다화를 통한 개혁 추진동력 확보
-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설치와 실질적인 가동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한 핵심 정책적규제 및 다 부처 관련한
덩어리규제 개혁 추진을 통한 정책적규제 개혁의 실질적 진전
- 정부 각 부처의 자체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의 모멘텀 제공

2) 핵심 정책적규제 및 덩어리 규제 개혁의 진전
-

출자총액제한규제 폐지를 포함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의 완화
은행소유지분제한 규제 완화와 산업의 금융소유 제한 규제 폐지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지규제 폐지를 포함한 수도권규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대적인 해제
방송, 신문, 미디어 진입 및 소유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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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평가
(1) 성과

3) 규제관리체계의 고도화와 강화
-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창안하여 도입함으로써 규제개혁을 경제위기
즉각대응 수단화하여 체감 규제개혁도를 제고
- 개혁효과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수단 확보
- 규제 일몰제의 확대로 기존 규제 재검토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존규제
적절성과 시의성에 대한 신속한 정비 가능성 확대
- 미등록규제의 총 조사와 등록을 통한 규제관리시스템의 미비점 개선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규제관리와 규제심사 효율성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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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평가
(2) 문제점
1) 임기 후반 국정목표 이동과 규제개혁의 퇴색 가능성
- ‘공정사회’, ‘친서민’ 등 국정목표의 변화로 규제개혁의 모멘텀 약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후변화협약 및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SSM 규제,
온실가스 배출제한 규제를 포함한 반시장적, 이데올로기적 신
정책적규제의 대거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 규제수준 강화 가능성

2) 대통령 지시에만 의존한 수동적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진전 미흡
- 정책적규제 및 덩어리규제 개혁은 오직 대통령 언급사항에 국한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를 제외한 여타 정책적규제 및 덩어리규제 완화는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분한 여건 조성에 미흡
- 기준, 목적 및 우선순위 등 규제개혁 방향에서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규제개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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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평가
(2) 문제점

3)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동력 분산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의 추진체계 이원화로
규제개혁을 위한 예산, 인력, 전문성 분산과 그 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 규제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보좌조직의 임의성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센티브 결여와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
규제심사와 규제정비 품질제고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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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평가
(2) 문제점

4) 각 부처 규제심사위원회의 거수기화와 다수의 품질불량
규제도입 가능성
- 각 부처가 신설･강화하는 규제의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를 담당하는
부처의 규제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부처가 만드는 규제의 고무스탬프 역할을 하여 역기능 노출
- 규제개혁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도 담당 공무원 인력의 부족과
위원들의 인센티브 결여로 실질적인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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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평가
(2) 문제점
5) 국회를 통한 우회적 불량규제 도입의 보편화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한계
- 국회가 제개정한 각종 법률에 근거한 규제의 경우 그 규제품질에 대한
사전 screening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불량규제의
도입을 막을 수 없음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제들은 불가피하게 도입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유명무실화

6) 규제관리체계의 답보상태 지속과 품질 불량 규제도입
억제성과 미흡
- 규제영향분석의 유명무실화 상태 지속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규제집행기관들의 형식적인 규제개혁 관련
교육훈련 지속
- 규제심사지침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부족
21

3. 규제개혁 진전을 위한 제언
(1) ‘자유시장, 민간주도, 작은정부’ 국정 최고아젠다의 회복
- 공정사회, 친서민, 대중소기업상생 등은 시장규제, 정부주도, 큰정부의
사실상 다른 표현으로 현 정부가 비판한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유사하여 실질적인 공정사회, 친서민, 대중소기업상생 실현 가능성 희박
- 자유시장, 민간주도, 작은정부는 현정부의 임기초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경제위기 극복,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 모멘템 회복, 경제적
역동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정치공학적 이해득실 계산에 의한 국정아젠다의 전환은 결국 집권 하반기
경제성과를 잠식하거나 답보상태로 만들어 새로운 정권 창출이라는
현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가능

22

3. 규제개혁 진전을 위한 제언
(2) 선제적, 광폭적, 실질적 규제개혁 방안의 마련과 실천
-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 장기적 잠재성장능력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미, 한EU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과 발맞춘 획기적인 정책적 규제개혁
시행
- 수도권규제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 목표의 폐지, 상호출자금지,
금융보험사의결권제한, 지주회사 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규제의
전면폐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실질적 규제자유지역화, 방송･통신･
미디어를 포함한 융복합산업 관련 규제의 네가티브 규제시스템 구축,
금융･의료부문의 산업화 진전을 위한 규제개혁과 감독체계의 품질개선,
창의성 및 경쟁성 제고를 위한 교육규제의 근본적인 개혁
- 민원해결성이 아닌 선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개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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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진전을 위한 제언
(3) 규제개혁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일원화와 정비
- 규제개혁 관련 인력, 예산,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필요
- 규제개혁추진단 포함 정부 내 규제개혁 종사 인력의 규제개혁실 중심
재편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보자조직화
-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제처 같은 독자적 정부조직화로
종사인력, 예산, 전문성을 강화하여 종사인력의 인센티브체계 개혁
-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대신 규제개혁위원회 내 규제개혁위원 이외의
부문별 전문가심사소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규제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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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진전을 위한 제언
(4) 규제 사진심사를 위한 국회 내 규제자문 보좌기구 설치
-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 제안 법률안의
규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하는 국회 내 규제자문 보좌기구 설치
- 규제자문 보좌기구는 현재 존재하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조직에
추가하거나 독자적인 조직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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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진전을 위한 제언
(5) 규제관리체계 도약을 위한 획기적 예산･조직･인력 지원

- 규제영향평가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와 전문기관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의 강화 --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규제심사지침 규제정보시스템 규제영향분석지침 등 규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지원
- 공무원 교육훈련 비용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와 공무원 교육과정의 개편
- 주기적 기존규제 심사를 통한 규제개혁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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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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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정책기
조로 바뀌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촛불시위, ‘부자감세 논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초기 정책이 지연되거나
굴절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정치적 포퓰리즘 유혹에 빠져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출이 다
시 증가하고 있음
□ 포퓰리즘에 치우친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정치적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정책기조의 변화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정의 악순환: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 → 국가신용도 하락 → 국
채금리 상승 → 자본이탈 →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 불가능 → 세금인상→
성장동력 약화 → 세입기반 약화 → 재정적자 확대
○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서민’ 정책기조
로의 변화는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조만간 노인층의 기초적
인 생계유지는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과 저축감소에 따른 낮
은 자본축적으로 성장잠재력 둔화를 초래
- 결국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막대한 재
정을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임
- 이러한 미래에 대비한 현재의 전략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와 감세 유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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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정건전성 평가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글로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던 국가채무가 2001년
과 2002년에 안정세를 유지
○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평균 20%씩 증가한 사회복지 지출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후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정체되었으나, 글로
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9년과 2010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
이 있으나,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정책기조
로 바뀌면서 국가채무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 (OECD 기준,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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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9

1.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

□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수준은 국제비교 상 양호한 수준이지만 빠른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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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말 308조원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2009년 말에는 366조원으로 증가하여 전
년 대비 18.7% 증가하였음
○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아직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임
- OECD 평균 비중은 2009년 91.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채무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00년 이후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국가채무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2001년 대비 2009년의 국가채무 비중은 OECD 평균 22.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17% 정도 확대되면서 유로지역 국가채무 비중
확대 폭인 8.7%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범위가 협소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통계로 적합하지 않음
○ 금융성 기금,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등은 정부의 법률적 보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정부의 채무로 간주해야함
○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정책
사업을 공기업이 대신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공기업의 총부채는 2004년 말 88조 7천억원에서 2009년 말 212조 8천억원으
로 연평균 20.8%씩 증가하였음
-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4년에 84.6%에서 점차 확대되어 2009년에는 152.9%
에 이르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도 2004년 31.3%에서 2009년에 44.4%로 증
가하였음
- 채무상환능력 지표로 사용되는 이자보상비율은 2004년 2.8배에서 2009년
0.63배로 크게 감소하였음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추정된 2008년 민간기업의 이자보상비율 4.54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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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하락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국책사업
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한 결과임
- 김성식(2009) 추정에 의하면 주요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120.3조원에
서 2008년 말 157조원으로 30.5% 증가하였음
- 주요 10대 공기업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2012년의 부채규모는 301.6
조원에 달할 전망임
- 주택공사는 2009년~2012년에 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96.5조원의 투자할 계획
- 토지공사도 같은 기간에 79.5조원을 인천검단도시 등의 신도시건설, 경제자
유구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
- 수자원공사의 경우 경인운화 2.1조원, 4대강사업 8조원을 포함하여 총 23.6조
원의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

□ 옥동석(2008)에 따르면 국제비교가 가능한 2007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75~130%에 달함
○ 국제비교 가능한 국가채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공기
업의 채무를 포함하여 비금융성 기금,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등을 국가채
무에 포함해야 함
○ 옥동석(2008) 추정에 따르면 2007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75%~130%로, 정
부의 공식발표인 30.7%에 비해 2.5배 ~ 4배에 달함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는 것임
○ 적자성 채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6.4%씩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총 국가채
무에서 45.6%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
음
- 2008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42.8%이었으나 2009년에 45.6%로 2.8%p 증가
하였음
- 또한 2010년의 적자성 채무 비중은 48.6%로 전망되고 있어 적자성채무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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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는 지속될 전망임
- 적자성 채무의 빠른 증가로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어 적자성 채
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 규모 축소가 시급한 실정임
<국가채무의 성질별 추이 (조원, %)>

3. 재정수지 평가와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기 시작한 2009년도 본예산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평가됨
○ 노무현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던 산업․중소기업․에너
지 분야와 SOC 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도 1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보건·복지에 대한 지출도 전년대비 10.2%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에 비해 증가율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음

□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2009년 추경예산부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35 -

○ 2009년 추경예산은 총 28.4조원 달하는데 이는 GDP의 3%로 1998년 외환위
기 당시 2.9%보다 높은 액수임
○ 추경예산 28.4조원 중 11.2조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쓰였고, 남은 17.2
조원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포함한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되었음
-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원, 중소․수
출기업 지원 4.2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0조원, 미래대비 투자에 2.5조원
이 지원되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에 대한 추경예산은 80.7조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09년 추경예산부터는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할 수 있음

<2009년 추경과 ’98년 IMF 추경 비교>
’09년 추경

’98년 2차 추경

지출확대규모
(세입감 포함)

17.2
(28.4)

6.7
(13.9)

GDP 대비 비중
(세입감 포함)

1.8%
(3.0%)
* ’09년 추정 GDP 953조원*

1.4%
(2.9%)
* ’98년 확정 GDP 484조원*

재정규모 대비
비중
(세입감 제외)

6.0%
(총지출 284.5조원)

6.3%
(예산 순계 106.5조원)

주요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4.2)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
중소․수출기업 지원(4.5)
지역경제 활성화(3.0)
미래대비 투자(2.5)








SOC 시설투자 확충(1.2)
수해복구 지원(0.9)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
(1.9)
사회안전망 구축(0.5)
공공근로사업(0.5)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7)

주: ’08년 추정 GDP (946.1조원)=’07년 확정 GDP (901.2조원) ×5.2%(명목성장률)
’09년 추정 GDP는 명목성장률 0.5% 가정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지만 2009년 추경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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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292.8조원으로 편성되었음
- 분야별로는 R&D,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분야의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4%, 11.4%, 10%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년
대비 8.8% 증가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절대액 측면에서 가장 높
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세출현황>
(단위: 조 원, %)
세출예산
2009년
2007년
본예산

2008년
본예산

산업·중소기
업·에너지

12.6

SOC

분야별 지출

2010년

2011년
‘09본예
산
대비
증가율

‘10본
예산
대비
증가율

본예
산

추경

예산안

본예산

12.6

16.2

20.8

14.4 ( 4.9)

15.1 ( 5.1)

-6.8

15.2(4.9)

0.4

18.4

19.6

24.7

25.4

24.8 (8.5)

25.1 ( 8.5)

1.6

24.3(7.8)

-3.2

농림·수산·식
품

15.9

16.0

16.9

17.3

17.2 ( 5.9)

17.3 ( 5.9)

2.4

17.7(5.7)

2.3

보건·복지

61.3

67.7

74.6

80.5

81.0 (27.8)

81.2 (27.7)

8.8

86.3(27.9)

6.2

교육

31.4

35.6

38.2

39.2

37.8 (12.9)

38.3 (13.0)

0.3

41.3(13.3)

8.0

문화·체육·관
광

2.9

3.3

3.5

3.6

3.7 (1.3)

3.9 ( 1.3)

11.4

4.1(1.3)

5.0

환경

4.0

4.5

5.1

5.7

5.4 (1.8)

5.4 ( 1.8)

5.9

5.7(1.8)

5.0

국방

23.9

26.6

28.5

29.0

29.6 (10.1)

29.6 (10.1)

3.9

31.3(10.1)

5.8

예산안

외교·통일

2.4

2.8

3.0

3.0

3.4 (1.2)

3.3 ( 1.1)

10.0

3.7(1.2)

9.0

공공질서·안
전

10.9

11.7

12.3

12.4

12.9 (4.4)

12.9 ( 4.3)

4.9

13.6(4.4)

5.3

일반공공행
정

43.0

45.9

48.6

51.7

49.5 (17.0)

48.7 (16.6)

0.2

53.2(17.2)

9.3

R&D

9.3

11.1

12.3

12.7

257.2

284.5

301.8

14.9(4.8)
309.6
(100.0)

8.6

238.4

13.7 ( 4.6)
292.81
(100.0)

11.4

총 지 출

13.6 ( 4.7)
291.8
(100.0)

2.9

5.7

주: 1) 2010년 총지출은 분야별지출의 합과 약간의 통계적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12.31)
자료: 2007년과 2008년 예산은 “2008년 예산안 분석”, “2009년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2011년 예산안은 “서민희망, 미래대비 211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9.28).

○ 2011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
된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책 기조는 강화될 전망임
- 2010년에 비해 총예산이 16.8조원 증가하는데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5.1
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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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다보니 정책목표가 너무 높고 선정 대상도 광
범위하고 지원기준이 불분명한 제도가 산재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정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
다는 목표로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무
상급식만큼이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만연하고 있음
- 제도마다 상이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복지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식
될 뿐임
- 이러한 친서민 정책기조는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에 있어 2013~2014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빗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는 향후 재정운용의 어
려움을 가중시킬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으로
GDP 대비 -5%에 달하고, 2010년 관리대상수지도 -30.1조원에 달할 전망임
- 이에 따른 국가채무도 2010년에는 407조 2천억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3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재정수지>
2008년 추경

2009년 추경

2010년 본예산

2011년 예산안

총수입(A)

274.2

279.8

290.8

314.6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
(C=A-B)
사회보장성수지(D)

262.8

301.8

292.8

309.6

11.4

-22.0

-2.0

5.0

28.0

29.0

28.1

30.3

관리대상수지(C-D)
(GDP 대비 %)

-16.6
(-1.3)

-51.0
(-5.0)

-30.1
(-2.7)

-25.3
(2.0)

국가채무
(GDP 대비 %)

308.3
(32.5)

366.0
(35.6)

407.2
(36.1)

436.8
(35.2)

주: 1) 통합재정수지는 IMF의 GFS 기준에 의해 작성되며 통합재정지출에서 통합재정수입을 차감하여 추정됨
2)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사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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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정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여 적자규모
를 연차별로 축소하여 2013년~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으나 과거의 경험상 목표달성에 대한 신뢰성은 낮음
○ 그 동안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해 볼 때 정부의 채무관리
계획이 실적과 큰 차이를 보여 왔음
○ 이와 같이 계획과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정부가 국가채무수준을 의
욕적으로 낮게 잡기 때문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저성장이 지속되고 세수입 감소가 예상될 뿐
만 아니라 복지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평
가됨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기조로의 복귀가 요구됨
○ 재정지출은 취약한 부분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고 효과
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누구나 재정지출 확대 유혹
에 빠지기 쉬움
-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회복이라는 명목으로 감
세정책을 유보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재정지출의 효과
가 빠르게 나타나고 정부가 선별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집단의
인기를 얻기가 쉽기 때문임

□ 재정지출구조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증가를 최대
한 억제해야 함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와 환경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확대는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됨
○ 보건․복지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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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단기간에 급증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 전달체계 개선 등이 시
급함
-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
가할 전망에 있어 현재부터 지출확대를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출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됨
○ 감세의 영향은 재정지출보다는 더디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국경이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에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잠재력 크게 저하시킬 것임

III. 감세정책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 감세” 라는 여당의 논리에 밀리면서 서민생
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 조세정
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음
○ 과거 정부는 부자와 가난한자, 강남권과 비강남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이
분법적인 시각에서 사회를 대립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
안으로 조세정책을 활용
○ 과거 조세만능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조세정책에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
의 초기의 조세정책 기조임
-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 인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녹색성
장 기반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개선, 상속증여세의
현실화 등이 추진되었음
○ 초기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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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라는 여당의 논리에 밀리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세율 인하를 유보하기로 결정
- 그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유보와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를 꼽을 수 있음

1. 소득세율 인하 유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으로 인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의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하였음
○ 2008년도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세율의 단계적 인하, 공제범위와 공제
액 한도 인상으로 요약됨
- 종합소득세율 인하는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하고 각 구간별로 2009년과 2010
년에 1%p씩 인하하여 총 2%p 인하
- 다만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2009년에 35%로 현행
과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2010년 2%를 인하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2009년 세제개편에서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의 최고세율 인
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

□ 소득세율 인하 유보는 ‘부자 감세 논리’에 밀리고 정치적 포퓰리즘에 빠져 오
히려 정부가 감세유보논리에 부응한 측면이 큼
○ 부자에게 감세를 해줘도 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부자 감세’ 논리의 핵심임
- ‘부자 감세’ 논리는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
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소비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감세의 목적이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있다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
성향이 낮더라도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저소득층에는 과세미달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누진적인 조세체계로 중저
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지라도 감세로 인한 중․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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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적기 때문에 소비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음
- 반면 고소득층은 소득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율인하로 인한 소득증대효과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진작을 위해 중서민계층의 세율을 인하하고 고소득층
의 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결정은 단지 포퓰리즘적인 정책 결정에 불과함
- 실제 소득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는 중서민 계층에 대한 세율을 인하
하고 고소득층의 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것은 중서민계층을 위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확보하고자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함
○ 고용증가, 내수활성화, 성장도모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실
질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필요함
- 조경엽(2006)에 따르면 소득세 1%p 인하 시 GDP는 약 0.24%, 고용은 0.14%,
소비는 0.53%, 투자는 0.17% 증가함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표양
성화를 도모해야 함
○ 우리나라의 소득세수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과표양성화율이 근로자의 경우
도 면세점이 높아 세부담이 중상위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임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세율은 낮게 유지하
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미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
으로 세제를 운용해야 함

2. 법인세율 인하유보와 최저한세 강화 평가와 개선방향
□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감세’ 논리에 밀려2009년
세제개편에서 2008년 세제개편에서 제시된 높은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를 유보
하고 최저한세율을 강화하였음
○ 2008년 세제개편에서 낮은 세율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 높은 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으로 확
대하고 세율을 22%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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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세제개편에서 최저한 세율은 감면 전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
면 1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08년과 2009년 귀속분에 14%로
2010년 귀속분에 13%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2009년 개편에서 높은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하
였으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다시 15%
로 인상하기로 하였음

□ 법인세율 인하가 유보되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다시 강화된 이유는 재정건
전성 확보라는 표면적 이유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임
○ 당시 제기된 부자 감세논리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 못하는 한정된 사고와 그
릇된 사고에서 기인하고 있음
-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다”
-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피해를 본
다”
-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가 법인세 인하가 성장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을 증명
해주고 있음
- 안종범 외 3(2009), 김학수(2009), 김유찬(2004), 김우철(2005), Lee and
Gordon(2005)
- 조경엽(2006)에 따르면 법인세가 1%p 인하되면 실질 GDP는 0.18%, 투자는
0.25%, 소비는 0.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 유보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인하가 요구됨
○ 개방화로 경제적 국경이 사라짐에 따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간 조세경
쟁이 심화되고 있음
- 2000년~2008년 기간 동안 독일은 법인세율을 20%p 이상 인하하였으며, 슬
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터키 등은 10%p 이상 인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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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2008년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5.4%p 인하된 반면 우
리나라는 3.3% 인하에 그치고 있음
- 이와 같이 법인세를 다투어 인하하는 이유는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
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중과세는 자본의 이탈을 촉진하고 유입을 억제하기
때문임

□ 최저한세의 존재가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납세협력비용을 증진시키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연계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
○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동 제도가 기업 간 형평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가와 조세감면 제도의 유효성을 감소시켰는지에 집중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기업관련 미시자료의 미비로 신뢰할 만한 결과
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김우철(2008)는 최저한세는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납세협력비용을 증진
시키기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중소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만이 최저한세를 도입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고 세제의 복잡
성을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의 폐지가 요구됨
- 미국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수입이 700만 달러 미만 기업에는 최저한세를 적
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기업의 5% 미만만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고 있음

IV. 결론 및 정책제언

□ 촛불시위와 ‘부자감세’ 논리에 밀리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인기에 영합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만연하고 있음
○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급급한 재정
정책이 만연하고 있음
-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늘어난 사회복지 지출은 재정건
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촛불시위와 같은 비이성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밀리고, ‘부자감세’ 논리에 적
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감세정책이 유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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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정책을 통한 작은 정부실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입기반 확대를 통
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
이 높음
○ 빠르게 진행되는 개방화와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성장잠재력과 세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사회에 직면할 전
망임
- 현재의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개방화를 고려한다면, 조만간 절
대적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한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 분명함
- 성장잠재력은 둔화되고 세입기반은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막대
한 지출이 요구되어 조만간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임
- 세입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금인상이 불가피 해지고, 세금인상은 다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것임
○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복지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됨
- 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다보니 정책목표가 너무 높고, 선정 대상도 광
범위하고 지원기준이 불분명한 제도가 산재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이러한 친서민 정책기조는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에 있어 2013~2014년에 균
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를 재정확대 정책으로 극복했다는 믿음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나야 함
- 재정지출은 취약한 부분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
고 있음
- 한계기업 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인위적 도시개발 등은 정치적 인기와 일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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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잠재성장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임
○ 반면 감세정책은 효과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감세정책을 통한 작은 정부실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입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재검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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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은 747로 대변된다. 연 7% 경제성장으로 10년 후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7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747공약이다. 747 공약
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감세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개혁, “큰 시장 작은 정
부”를 달성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개혁 등이 세부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도 747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이지만 대선 당시에도 실현 가
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지국가실현, 국토균형발전, 인위적인 부의 재분배와 같은 분
배와 형평을 지향하는 정책은 무한 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장 없이는 일자리창출과 복지실현이 불가능하며,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잘 사는 지역에서 못 사는 지역으로 부를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하향평준화만을 초래한다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을 겪으면
서 얻은 교훈이다. 이러한 교훈으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집권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되새겨 봐야 한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현 정책은 출범 당시의 정책기조와 사뭇 다
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불거진 촛불시위로 주요 정책이
지연되거나 굴절되었고, 정치적 포퓰리즘 유혹에 빠져 감세정책이 유보되고,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작은 정부실현이라는 초기의 공약은 무색해지
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정확대 정
책은 막대한 국가채무를 야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에서 보았듯이 국가채무가 감
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본이탈이 가속화된다. 국채금리 상승과 지본의 이탈이 지속된다면 결
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국채발행이 어려
워질수록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세금인상은 경제를 위축시켜 재정을 더욱 열악하
게 하는 악순환이 야기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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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정부보증채무 및 정부출연 신용 등 우발적 채무를 포함할 경우 안심할 수 있
는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다면 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
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1) 이와 같이 빠른 속도
로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
균수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 간의 유
대관계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층의 기초적인 생계유지는 심
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2)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노동투입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노동 절대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율의 급증은 불가피하게 저축의 감소 내지 저축증가율의 빠른
둔화를 가져오고, 이는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재정수요에 필요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
이며, 이는 자본이나 고급인력의 국외유출을 촉진시키고 외국자본 유입의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여 성장잠재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
락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막대한 재정을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비한 현재의 전략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
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며 작은 정부를 실
현하여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정책기조는 올바
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정책기조는 사라지고 부자
감세 논란에 밀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였으며 민생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등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만연하고 있다. 포퓰리즘적 정책
은 일시적인 인기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정책의 효율성이
1)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 영국 47년, 일본 24년에 달
한 것으로 조사되나 우리나라는 1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노년부양비율은 2000년에 10.1%에서 2010년에 15%, 2020년에 21.7%, 2050년에 72%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9.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7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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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면서 원하던 인기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구는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의 공과를 평가
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정건전성 평가
1. 개요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
나 외환위기 이후 성공적으로 재정수지를 관리함으로써 2002년까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평균 20%씩 증가한 사회복
지 지출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후로 GDP 대비 국가채
무 비중이 정체되다가 2009년 들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09년 이후에도 증
가세가 둔화되기는 하나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9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실현하
겠다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정책기조로 변하면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지출
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 (OECD 기준,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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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9

- 49 -

최근 들어 국가채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
두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최근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문제로 간주하기 어
렵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방법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반면, 세입측면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고 비과세감면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국
제간 이동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를 고려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
한 세금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낮은 세율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적자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세출규모를 축소하고 세출구조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야 한다. 특히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에 대
한 지출은 한번 증가하면 줄어들기 힘들기 때문에 양적 확대보다는 복지시스템의
내실화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제고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의 현황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재정지출 구조 등을 살펴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과 문제점
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말 308조원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
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2009년 말에는 366조원 수준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18.7%증가하였다. 2009년 말 경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5.6%로 2000년 대비
17.1%포인트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국가채무는 경
상 GDP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
고 있다.3)
3) 2000년 이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4.1%로 6% 미만의 경상GDP 증가율보다 약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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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아직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2>에서 보듯이 OECD 평균 비중은 2009년 91.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채무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국가채무 비중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경우 2009년 국가채무는 경상 GDP의 16.4% 수준으로 36% 수
준의 한국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
요 국가들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2001년 대비 2009년의 국가채무 비중은 OECD 평
균 22.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17% 정도 확
대되면서 유로지역 국가채무 비중 확대 폭인 8.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년

도

2009
본예산 추경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 가 채 무

111.4

122.1

133.6

165.7

203.1

248

282.8

298.9

308.3

352.8

366.0

증가율

19.0

9.6

9.4

24.0

22.6

22.1

14.0

5.7

3.1

14.4

18.7

18.5

18.7

18.5

21.6

24.6

28.7

31.1

30.7

30.1

34.3

35.6

19.3

19.5

19.3

22.5

25.6

29.9

32.4

32.0

31.4

36.0

37.3

GDP 대비
(2005년 기 준)
GDP 대비
(2000년 기 준)

주 : 2009년 경상 GDP 증가율은 0.5%로 가정(실질 GDP -1.5%, GDP 디플레이터 2% 증가를 가정한 결과)
자료: e-나라지표,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2> 주요 OECD 국가별 경상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2001(A)

22.5

82.7

49.8

64.3

59.7

2002

20.5

80.6

49.5

67.3

2003

19

76.6

51.3

2004

17.2

72.6

2005

16.9

2006

143.7

61.9

63.4

40.4

55.2

73.8

68.9

62.1

152.3

60.3

60.5

40.8

57.6

74.2

70.8

71.4

65.3

158

55.3

59.8

41.2

60.9

75.1

73

51.5

73.9

68.7

165.5

53.4

61.1

43.5

61.9

75.9

74.7

71

48.5

75.7

71.1

175.3

50.6

51.5

46.1

62.3

77

76.3

16.2

68

44.8

70.9

69.4

172.1

46.3

54.1

46

61.7

74.6

75

2007

15.3

64.2

41.5

69.9

65.5

167.1

42.2

48.4

46.9

62.9

71.2

73.5

2008

14.2

68.4

40.6

76.1

69

172.1

47.4

57

71.1

73.4

78.7

2009(B)

16.4

77.7

48.0

86.4

78.2

189.6

58.4

53.1

75.3

87.4

82.5

91.6

B-A

-6.1

-5.0

-1.8

45.9

-3.5

8.7

22.3

46.8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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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영국

34.9

미국

OECD
평균

스웨덴

18.5

일본

유로
지역

스페인

20.1

독일

32.2

<그림 2> 2000~2009년 중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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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9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주요국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에
서 보듯이 2009년 이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8.7%로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율 16.4%뿐만 아니라 유로지역의 평균 증가율 12.4%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추
이를 보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2006년 14%, 2007년 5.7% 증가했다.

<표 3> 최근 국가채무 증가율 국제비교
(단위: %)
유로

OECD

지역

평균

-1.0

-3.1

-1.7

2.0

1.9

-4.6

-2.0

3.1

21.5

13.0

3.1

7.1

18.7

32.1

22.9

12.4

16.4

구분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한국

영국

미국

2006

-4.1

-4.2

-7.6

-6.3

-2.4

-1.8

-8.5

14.0

-0.2

2007

-5.6

-5.6

-7.4

-1.4

-5.6

-2.9

-8.9

5.7

2008

-7.2

6.5

-2.2

8.9

5.3

3.0

10.9

2009

15.5

13.6

18.2

13.5

13.3

10.2

24.8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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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 국가채무 평가와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다
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채무의 구성과 이자부담 측면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고령화에 따
른 세입기반 약화, 사회복지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한다면 재정건전
성 유지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8년 말 외화표시 채무는 외평채 5.2조원, 해외
차입금 3.8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2조원 등 총 9.2조원으로 전체 채무의 3.1%에
그치고 있다. 이자비용은 2005년 9.9조원에서 2008년에 13.4조원으로 연평균 4% 증
가하여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 5.7%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채
무 듀레이션은 2008년에 영국 8.5년, 프랑스 7.1년, 독일 5.8년에 비해 아직 짧지만,
2004년에 3.3년, 2005년에 3.4년, 2006년에 3.6년, 2007년에 3.6년, 2008년 3.8년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4)
이와 같이 국제비교와 국가채무 구성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재
정건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기준보다 좁은 국가채무기준이 적용되어 우발성 채무 등
에 대한 위험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작성하고 있어 금융공기업과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의 채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는 공공 ․ 민간(개발은행 등)에 대한 정부보증채무, 정부출연 신용
및 융자보증 등과 같은 우발적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최근 발표에
서 보듯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국가채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정부의 정책사업을 공기
업이 대신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자산은 지난 5년간 60% 증가하였지만, 공
기업의 사업 확대의 대부분이 외부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에 비해 부채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2004년 말 82조 7천억원에서 2008년
말 175조 8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212.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하였다.
4)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평균 만기 개념으로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낮을수
록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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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기업 재무구조관련 주요 지표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부채

826,968

980,095

1,177,610

1,371,733

1,758,667

2,120,513

금융성부채

575,382

681,324

817,139

929,318

1,253,146

1,556,223

금융비용

21,343

23,315

26,315

30,709

35,733

43,832

부채비율

84.29

84.69

96.78

106.27

132.59

152.87

차입금의존도

31.25

31.36

33.66

34.50

40.23

44.37

이자보상배율(배)

2.80

2.00

2.11

1.83

0.48

0.63

자료: 공기업별 감사보고서(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인용

<그림 3> 공기업 재무구조관련 주요 지표 추이

자료: 공기업별 감사보고서(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이용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4년에 84.3%에서 2009년 152.9%로 악화되었으며, 차입금
의존도도 2004년 31.3%에서 2009년에 44.4%로 증가하였다. 채무상환능력 지표로 사
용되는 이자보상비율은 2004년 2.8에서 2009년에 0.63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상장회
사를 중심으로 추정된 2008년 민간기업의 이자보상비율 4.54와 비교할 때 공기업
의 효율성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같이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정부의 국책사업을 대행하
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했기 때문이다. 김성식(2009) 추정에 의하
면 주요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120.3조원에서 2008년 말 157조원으로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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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가하였다. 이중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의 부채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국책사업을 대행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요 10
대 공기업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2012년의 부채규모는 301.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2009년~2012년 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96.5조원의 투자할 계획이다. 토지공사도 같은 기간에 79.5조원을 인천검단도
시 등 신도시건설,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에
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경인운화 2.1조원, 4대강사업 8조원을 포함하여 총 23.6조
원의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주요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의 68.2%가 외
부차입에 의존할 계획에 있어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표 5> 주요 10대 공기업의 부채현황 및 전망 (조원, %)
2007

부채비율

2008

2012

부채비율

이자

2007년 대비
2012년 증가율

주택공사

39.9

357%

51.8

103.3

538%

12.9

63.4

토지공사

11.2

165%

14.7

56.8

538%

9.0

45.6

한국전력

21.6

49%

25.9

33.8

76%

5.5

12.2

도로공사

16.5

81%

19.2

25.0

171%

6.2

8.5

가스공사

8.7

228%

17.9

22.2

270%

3.0

13.5

철도시설공단

9.9

56%

11.9

17.7

63%

3.2

7.8

석유공사

3.7

64%

5.5

15.8

122%

1.4

12.1

1.6

16%

1.9

14.7

135%

1.5

13.1

철도공사

5.9

72%

6.8

9.4

79%

2.0

3.4

지역난방공사

1.3

178%

1.7

2.9

259%

0.5

1.6

합 계

120.3

-

157.3

301.6

-

45.2

181.2

수자원공사1)

주: 1) 4대강 관련 채권이자비용 7,100억원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가정
2) 이 표에서 다루는 부채는 금융성 부채에 한함
자료 : 김성식 의원 보도자료

이와 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옥
동석(2008)에 따르면 국제비교 가능한 국가채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국
책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채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동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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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공기업의 채무,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금융성기금 등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
라의 2007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75%~130%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공식발표인
30.7%에 비해 2.5배 ~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6>에서 보듯이 적자성채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6.4%씩 증가
하여 2009년 현재 총 국가채무에서 45.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8년에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42.8%이었으나 2009년에 45.6%로 2.8%p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의 적자성
채무 비중은 48.6%로 전망되고 있어 적자성채무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
성 채무는 외환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
전성에 덜 위협적이지만,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상환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적자성 채무의 빠른
증가로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어 적자성 채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
반회계 적자 규모 축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6> 성질별 국가채무
(단위: 조 원, %)

[단위:조원,%]

2001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01~’10연평
균증가율

국가채무

122.1

248.0

308.3

366.0

407.1

(GDP대비, %)

(18.7)

(28.7)

(30.1)

(35.6)

(36.9)

43.3
(35.5)

100.9
(40.7)

131.8
(42.8)

166.8
(45.6)

197.9
(48.6)

16.4

일반회계 적자국채

24.5

40.9

63.0

97.5

128.4

18.0

공적자금 국채전환

-

42.4

49.2

49.6

48.0

2.1

기타

18.8

17.6

19.6

19.7

21.5

1.4

78.8
(64.5)

147.1
(59.3)

176.4
(57.2)

199.2
(54.4)

209.2
(51.4)

10.3

외환시장 안정용

14.6

67.1

94.0

110.2

125.7

24.0

서민주거 안정용

31.7

39.7

45.2

49.1

50.3

4.7

기타

32.5

40.3

37.2

39.9

33.2

0.2

▣ 적자성 채무
(비중)

▣ 금융성 채무
(비중)

주: 1)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임
2) 금융성 채무는 외환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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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3. 재정수지 평가와 문제점

가. 세출예산 평가
2008년도 예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증가율 20%의 절반으로 하락한 수준이지만 여
전히 총지출 증가율 8%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R&D 분야에 대한 지출
이 2007년 9.3조원에서 11.1조원으로 19.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외교통일 16.7%, 교육 13.4%와 문화체육관광이 13.8% 순으로 높은 증가율
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기 시작한 2009년도 본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상대적으
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16.2조원으
로 2007년 대비 28.6% 증액되어 편성되었다. SOC 분야에 대한 지출도 전년대비
26% 증가한 24.7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도 1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경기회복과 성
장동력 확충을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SOC, R&D 분야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에 대한 지출도 전년대비
10.2%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동 분야의 총지출은 74.6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예산의 2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2009년 추경예산은 총 28.4조원 달하는
데 이는 GDP의 3%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9%보다 높은 액수이다. 추경예산
28.4조원 중 11.2조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쓰이고, 남은 17.2조원은 일자리 창
출과 민생안정을 포함한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되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
조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4.2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0조원, 미래대비 투자에 2.5조원이 지원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중소기
업․에너지 분야의 추경예산은 20.8조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20.8% 증가하였으
며, SOC는 25.7조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29.6% 증가하였다. 저소득층 생활 안
정과 고용유지 및 지원에 대한 지출 증가로 보건․복지에 대한 추경예산은 8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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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도 본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예산”으로 편성되었지만, 2009년 추경예산부터는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예산편성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건전성
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
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지만 2009년 추경대비 3.0% 감소한 292.8조원으로 편성되었다. 분야
별로는 R&D,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분야의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각
각 11.4%, 11.4%, 10%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년대비 8.8% 증가한 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절대액 측면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은 2009년 본예산에서 74.6조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81.2조원
으로 6.6조원이나 증가하였다.
2011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예
산이라 할 수 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 예산은 총 16.8조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5.1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분야
의 지출증가도 대부분 서민계층의 교육비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내년도 지출
증가의 절반이상이 친서민 생활지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건복지 분야
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불가능 한 분야에 속한다.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가 5개나 되고 기존의 제도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1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사회보건복지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5)
그 동안 기초수급자로부터 탈수급하면 수혜가 즉시 중단되어 탈수급 노력을 저해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탈수급 후에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지급하
기로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다보니 정책목표
가 너무 높고 선정 대상도 광범위하며 지원 기준이 불분명한 제도가 산재하고 있다.
정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천
명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하위 70%를 지원하겠
다고 선언하였다. 국민의 70%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상급식만큼이나 포퓰리
즘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5) 신규로 도입된 제도는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수급자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지급, 전문계 교육비 지원,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 전문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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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마다 상이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6) 보육료 지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월소득 450만원 이하이고, 맞
벌이 부부의 경우 600만원 이하이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자가양육수당
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73만원이다. 유아휴직수급, 전문계고고생 수급, 다문화가정
보육비의 경우는 소득에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문화바우처 지급대상은 차상위 계
층의 50%이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의 대상자는 차상위 이하
이고 재산이 1.35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전문계고고생 교육비 지원은 선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교
생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계고교생의 89.1%가 월평균 가계소
득이 333만원이고 일반계고교생의 51.5%가 333만원이기 때문에 전문계 고교생의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월평균가계소득의 기준이 왜 333
만원이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고교생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계고교생에게만 교육비를 전액지원하는 이유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
소라고 하지만 근거가 매우 취약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문계고교를 졸업하고 대
부부의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하면 졸업 후 중소기
업에 취업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취약한
논리라 할 수 있다.
친서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를 명확히 선정하고 지원대
상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에게 지속적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식될 뿐이다. 현
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할 때 일시적인 인기보다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한다. 친서민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증가는 타 분야의 지출감소 또는 세금인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결국 서민들이 더 고통 받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급격히 증가한 보건․복지분야

6) 강석훈, “실효성 있는 친서민 정책이 되려면”, 예산춘추 Vol. 20. 2010,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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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생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는 이
명박 정부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한번 증가하면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 즉 녹색성장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환경분야와 R&D 분
야에 대한 지출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증가로
SOC를 포함한 경제분야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기반의 약화는 세입기반의 약화를 초래
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서민 정
책”으로의 방향 전환은 단기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결국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세출현황
(단위: 조 원, %)
세출예산
2009년

2010년

2011년

분야별 지출

2007
년
본예
산

2008
년
본예
산

본예
산

추경

예산안

본예산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2.6

12.6

16.2

20.8

14.4 ( 4.9)

15.1 ( 5.1)

-6.8

15.2(4.9)

0.4

SOC

18.4

19.6

24.7

25.4

24.8 (8.5)

25.1 ( 8.5)

1.6

24.3(7.8)

-3.2

농림·수산·식품

15.9

16.0

16.9

17.3

17.2 ( 5.9)

17.3 ( 5.9)

2.4

17.7(5.7)

2.3

보건·복지

61.3

67.7

74.6

80.5

81.0 (27.8)

81.2 (27.7)

8.8

86.3(27.9)

6.2

교육

31.4

35.6

38.2

39.2

37.8 (12.9)

38.3 (13.0)

0.3

41.3(13.3)

8.0

문화·체육·관광

2.9

3.3

3.5

3.6

3.7 (1.3)

3.9 ( 1.3)

11.4

4.1(1.3)

5.0

환경

4.0

4.5

5.1

5.7

5.4 (1.8)

5.4 ( 1.8)

5.9

5.7(1.8)

5.0

국방

23.9

26.6

28.5

29.0

29.6 (10.1)

29.6 (10.1)

3.9

31.3(10.1)

5.8

외교·통일

2.4

2.8

3.0

3.0

3.4 (1.2)

3.3 ( 1.1)

10.0

3.7(1.2)

9.0

공공질서·안전

10.9

11.7

12.3

12.4

12.9 (4.4)

12.9 ( 4.3)

4.9

13.6(4.4)

5.3

일반공공행정

43.0

45.9

48.6

51.7

49.5 (17.0)

48.7 (16.6)

0.2

53.2(17.2)

9.3

R&D

9.3

11.1

12.3

12.7

13.6 ( 4.7)

13.7 ( 4.6)

11.4

14.9(4.8)

8.6

총 지 출

238.4

257.2

284.5

301.8

291.8
(100.0)

292.81
(100.0)

2.9

309.6
(100.0)

5.7

‘09본예
산
대비
증가율

예산안

주: 1) 2010년 총지출은 분야별지출의 합과 약간의 통계적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12.31)
자료: 2007년과 2008년 예산은 “2008년 예산안 분석”, “2009년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2011년 예산안은 “서민희망, 미래대비 211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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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본예
산
대비
증가율

<표 8> 2009년 추경과 ’98년 IMF 추경 비교
’09년 추경

’98년 2차 추경

지출확대규모

17.2

6.7

(세입감 포함)

(28.4)

(13.9)

1.8%

1.4%

(3.0%)

(2.9%)

* ’09년 추정 GDP 953조원*

* ’98년 확정 GDP 484조원*

6.0%

6.3%

(총지출 284.5조원)

(예산 순계 106.5조원)

GDP 대비 비중
(세입감 포함)
재정규모 대비
비중
(세입감 제외)

주요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4.2)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



중소․수출기업 지원(4.5)



지역경제 활성화(3.0)



미래대비 투자(2.5)



SOC 시설투자 확충(1.2)



수해복구 지원(0.9)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1.9)



사회안전망 구축(0.5)



공공근로사업(0.5)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7)

주: ’08년 추정 GDP (946.1조원)=’07년 확정 GDP (901.2조원) ×5.2%(명목성장률)
’09년 추정 GDP는 명목성장률 0.5% 가정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나. 재정수지 현황과 문제점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으로
GDP 대비 -5%에 달한다. 2010년도 세입 예산이 290.8조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
년 관리대상수지도 -30.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도 2010년에는
407조 2천억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3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여 적자규모를
연차별로 축소하여 2013년~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를 2013년에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
하겠다고 정부의 발표하였다.7)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목표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4년 후인 ’02년에 흑자로 전환)와 비슷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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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재정수지
2008년 추경

2009년 추경

2010년 본예산

2011년 예산안

총수입(A)

274.2

279.8

290.8

314.6

총지출(B)

262.8

301.8

292.8

309.6

통합재정수지
(C=A-B)

11.4

-22.0

-2.0

5.0

사회보장성수지
(D)

28.0

29.0

28.1

30.3

관리대상수지
(C-D)
(GDP 대비 %)

-16.6
(-1.3)

-51.0
(-5.0)

-30.1
(-2.7)

-25.3
(2.0)

국가채무
(GDP 대비 %)

308.3
(32.5)

366.0
(35.6)

407.2
(36.1)

436.8
(35.2)

주: 1) 통합재정수지는 IMF의 GFS 기준에 의해 작성되며 통합재정지출에서 통합재정수입을 차감하여 추정됨
2)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사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함

<그림 4> 주요국 균형재정 목표

G D P 대 비 ,%

2 .0

2 0 0 7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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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그 동안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해 볼 때 정부의 채무관리계획
이 실적과 큰 차이를 보여 왔다. 2009년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349.7조원에 달
하며 추경기준으로는 366조원에 달해 2007년 계획 333.5조원에 비해 16.2조원과
32.5조원 늘어났다. 본예산 기준 2010년의 국가채무는 407.1조원으로 2007년 계획보
다 53.8조원, 2008년 계획보다 52.6조원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계획과 실적이 큰 차
이를 보인 이유는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을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국가채무수준을 의욕적으로 낮게 잡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전망에 따르면 이는 2009년 계획에서도 지켜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저성장이 지속되
고 세수입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0> 2007~200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비교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NABO 전망1)

349.7 (366.0)2)

2009

333.5

2010

353.3

255.5

2011

369.1

380.2

446.7

454.4

407.3

474.7

492.5

493.4

525.6

2012

본예산
407.13)

2013

주: 1) 2009년 전망기준.
2) ( )은 2009년 추경기준
3)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자료: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재정지출은 취약한 부분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고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누구나 재정지출 확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정권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한다. 대신 세금을 올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회복이라는 명목으로 감세정책
을 유보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재정지출의 효과가 빠르게 나
타나고 정부가 선별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집단의 지지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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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보살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취약한 부분이란 효율적이 못
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계기업 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위적 도시개발 등은 정치적 인기와 일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잠재성장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다. 정부가 취약한 부
분을 찾아 선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일이 잦아질수록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기
쉽다.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면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편승하려는 경제주체들
이 늘어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키워 재정정책의 효과
는 반감되게 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재정지출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 재량적
(discretionary)인 것보다 준칙(rule)이 낫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재정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적인 재정정책은 명확한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재량적인 재
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미시적인 재정정책은 재정지출구조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나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미
래성장동력 확충과 녹색성장을 위한 R&D와 환경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재정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단기간에 급증
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내실
화, 전달체계 개선 등이 시급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향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에 있어 현재부터 지출확대를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출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
가된다. 감세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감세의 영향은 재정지출보다는 더디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동
력을 확충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정책으로 일목요연하게 컨트
롤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생산요소와 재화가 국경을 자유로이 이동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본과 고급인력은 세금부담
이 적은 나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잠재성장률
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지만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세
금을 인하하여 자본과 고급인력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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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감세정책 평가
1. 개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조세만능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시각에서
조세정책을 운용하였다. 이들 정부는 부자와 가난한자, 강남권과 비강남권, 수도권
과 비수도권 등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사회를 대립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
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
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부의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재산 및 양도소
득세 강화, 상속과제 강화 등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감세정책과 더불어 작은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감세정책 기조가 2008년도
세제개편에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세제개편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이를 추진하기 위
한 기본방향은 세부담 완화를 통한 소비기반 확충,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투
자환경 개선, R&D 투자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조세체계의 정상화․단순화를
통한 선진 조세체계확립이라는 4가지로 요약된다.
2008년에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중․서민 계
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개
편을 시도하였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투자로 성장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세제개
편을 단행하였다.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편으로는 R&D 시설투자 세
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학협력 지원, 해외 고급인력
유지지원 등이 도입되었다. 양도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주택자 양도세 과세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개선, 상속증여세의 현실화 등 조세원칙에 상충되고
담세능력을 초과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세제를 정상화하려는 세제개편을 추진하
였다.
초기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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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여당의 논리에 밀리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
로 세율 인하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 인하 유보와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명
박 정부의 감세정책 변화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5> 이명박 정부 초기의 감세정책 방향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소비

투자

R&D

조세체계

현재
▼
5년 후

10년간 2.8%
▼
6.0%

10년간 2.6%
▼
12.0%

’06년 GDP의 3.2%
▼
GDP의 5%

불합리․복잡
▼
선진 조세체계

세제개편
방향

세부담 완화

저세율
구조전환

민간 R&D
지원 확대

조세체계의
정상화․단순화

∙ 소득세율 인하

주요
개편
과제

∙ 법인세율 인하

∙ R&D 준비금제도

∙ 1주택자 양도세
과세제도 개선
∙ 양도세 세율 및

∙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확대
∙ 유가환급금 지급

∙ 중소기업 지원

도입
∙ R&D시설투자

∙ 기업과세제도의

세액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R&D

과표구간 조정
∙ 종합부동산세의

∙ 할당관세 시행

글로벌스탠더드화
∙ 서비스산업 활성화

비용세액공제 확대
∙ 산학협력 지원

단계적 개선
∙ 상속․증여세의

∙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원

∙ 해외 고급인력
유치 지원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현실화
∙ 3대 목적세 정비

2. 감세정책 유보와 평가

가. 소득세율 인하 유보 평가와 개선방향
2008년도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세율의 단계적 인하, 공제범위와 공제액
한도 인상으로 요약된다.8) 종합소득세율 인하는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하고 각 구간

8) 인적공제도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취학전 아
동․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교육비 공제한도와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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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2009년과 2010년에 1%p씩 인하하여 총 2%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2009년은 35%로 현행과 같은 세율
을 유지하고 2010년에 2%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의 여파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으로 인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의 최고세
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하였다.

<표 11> 소득세법 개정
2008년 세제개편

2009년 세제개편
세율

과세표준

2009

2010

2012

6%

6%

6%

6%

16%

15%

16%

15%

15%

26%

25%

24%

25%

24%

24%

35%

35%

33%

35%

35%

33%

현행

2009

2010

1,200만원 이하

8%

6%

1,200~4,600만원

17%

4,600~8,800만원
8,800만원 초과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한 표면적인 이유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이 필요하며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 재
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소비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줘도 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글
로벌 경기침체로 가계살림이 어려워진 중서민 계층의 소득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부자 감세논리”에 밀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
기로 결정하였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감세가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근로의욕고취,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하
게 된다. 조경엽(2006)에 따르면 소득세 1%p 인하 시 GDP는 약 0.24%, 고용은
0.14%, 소비는 0.53%, 투자는 0.17% 증가한다.
감세의 목적이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있다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
이 낮더라도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소득세 인하로 인한 중서
민 계층의 소득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는 과세미달자가

- 67 -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누진적인 조세체계로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
로 크지 않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지라도 감세로 인한 중․
저소득계층의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적기 때문에 소비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반면 고소득층은 소득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율인하로 인한 소득증대효
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낮더라도 세율인하로 인
한 경제전체의 소비증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진작을
위해 중서민계층의 세율을 인하하고 고소득층의 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결정은 단지
포퓰리즘적인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소득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
는 중서민 계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고소득층의 세율 인하를 유보함으로써 중
서민계층을 위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확보하고자하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고용증가, 내수활성화, 성장도모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
로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인하하기 보다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수비중이 낮은 이유는 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과표양성화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고, 근로자의 경
우도 면세점이 높아 세부담이 중상위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자영업자의 과표양
성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미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해야 한다.

나. 법인세율 인하유보와 최저한세 강화 평가와 개선방향
2008년도 법인세법 관련 주요 개편은 법인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르면 낮은 세율 과표구간은 1억원에서 2
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되었다. 높은 세율 과표구간은
2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율은 22%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2009
년에 들어 높은 세율구간의 세율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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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법인세 개편>
2008년 세제개편

2009년 세제개편

현행

2008

2009

2010

2009

2010

2011

2012

1억원 이하

13

11

11

10

11

10

10

1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5

11

11

10

11

10

10

10

2억원 초과

25

11

22

20

22

22

22

20

2008년 세제개편에서 법인세율 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한 세율은 중소기업
에 적용되는 세율을 감면 전 10%에서 2008년과 2009년 귀속분은 8%로, 2010년 귀
속분부터는 7%로 인하하였다. 감면 전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한세율을 13%에서 2008년과 2009년 귀속분에는 11%로, 2010년 귀속분에는 10%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감면 전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면 1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08년과 2009년 귀속분에 14%로 2010년 귀속분에 13%로 인하하기
로 하였다. 그러나 2009년 개편에서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
저한세율을 다시 15%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과세표준이 100억원에서 1,000억원인
기업에게는 13%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표 13> 최저한세율
2009년

2008년 세제개편

일반기업

세제개편

2007

2008

2009

2010

2010

과표 1000억원초과

15

15

14

13

15

과표 100~1000억원

13

13

11

10

13

과표 100억원이하

13

13

11

10

10

10

8

8

7

7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가 유보되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다시 강화된 이유는 근로소득
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한 이유와 동일하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하나의 이유이며,
다른 하나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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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논리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다”, “대기업 세금을 깎
아주면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 “법인세 감세가 대기
업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문
제다“와 같이 개인과 법인을 구분 못하는 한정된 사고와 그릇된 사고에서 제기되었
다.9)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가 법인세 인하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
다.10) 특히 발전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일수록 법인세율 인하와 성장은 양의 관계
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1) 그러나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유찬(2004), 김우철(2005), 안
종범 외 3(2009)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경엽
(2006)에 따르면 법인세가 1%p 인하되면 실질 GDP는 0.18%, 투자는 0.25%, 소비는
0.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윤재․김경표(2004), 강병구․성효용
(2008)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의 불일치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
하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화로 경제적 국경이
사라짐에 따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
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14>에서 보듯이 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법인세율을
20%p 이상 인하하였으며,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터키 등은
10%p 이상 인하하였다.12) 2000~2008년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5.4%p 인하된 반면 우리나라는 3.3% 인하에 그치고 있다.

9) 안종범(2010) “ 이명박 정부 W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조세연구원.
10) Lee and Gordon(2005), 김학수(2009).
11) Lee et al(2008).
12)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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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화
법인세율 변화
인상

1981-2000(ⓑ-ⓐ)
이탈리아(2.0), 스페인(0.8)

2000-2008(ⓒ-ⓑ)
헝가리(2.0)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핀란

0-10% 인하

그리스, 멕시코, 벨기에, 독일, 덴
마크, 스위스, 캐나다

드, 한국, 프랑스, 스위스, 호주, 스
페인, 벨기에, 멕시코, 덴마크, 룩
셈부르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10-20% 인하

20-30% 인하
30% 이상 인하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
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
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
웨이, 스웨덴

독일

핀란드

자료: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이와 같이 법인세를 다투어 인하하는 이유는 자본의 국제간 이동성 자유롭기 때
문에 자본에 대한 중과세가 자본의 이탈을 촉진하고 유입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법인세의 경제적 비효율성은 다른 세목에 비해 크게 추정되고 있다. 김승래․
김우철(2006)은 우리나라의 세목별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였는데, 소비세의 한계초
과부담은 0.1553이며, 수입세는 0.0963, 노동과세는 0.2123, 자본과세는 0.299로 추정
하고 있다.13) 따라서 세금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은 자본에 대한 과세를 인
하할 때 가장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동 제도가 기업 간 형평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하는가와 조세감면 제도의 유효성을 감소시켰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최저한세 제도
는 각종 감면을 받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
서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저한세율
이 인상되면 조세감면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
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시자료의 가용성 문제로 유효세율에
13) 2004년 기준으로 추정된 한계초과부담을 의미한다. 2003년의 경우 일반소비세는 0.1551, 수입세는 0.962, 노동
과세는 0.2120, 자본과세는 0.337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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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14) 최저한세로 조세감
면제도의 유효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연구도 기업관련 미시자료의 미비로 신뢰
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15)
최저한세와 관련된 신뢰할 만한 연구들을 찾을 수 없지만, 김우철(2008)이 제기한
바와 같이 최저한세의 존재가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납세협력비용을 증진시키
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연계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김우철(2008)는 단기적으로는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와
미국만이 최저한세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수입이 700만 달러
미만 기업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기업의 5% 미만만이 최저한세
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최저한세가 실효성이 거의 없으면서 세제의 복
잡성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세제개편과 같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한다면 최저한세를 납부
하는 대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해질 수 있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서 언급하였듯이, 국제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조세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대기업에 대해 강화하
기로 한 최저한세율을 2008년 세제개편에서와 같이 다시 인하해야 한다. 그리고 장
기적으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연계하여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8.1%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꼽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14) 장호영(2003), 전병욱․최원욱(2007)은 최저한세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부담의 형
평성을 향상시켰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15) 최저한세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세수금액과 같은 미시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되어 공개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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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국가채무를 야기하면서 중장기
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실현이라는 이명박 정
부의 초기의 정책기조가 자취를 감추고 증세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
복지 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감세기조는 유보되고 있어 747 공약은 더욱 현실
성을 잃어가고 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개방화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은 점점 약화되
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절대적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가 조
만간 다가올 것이다. 또한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에 대한 과
세를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면 자본이탈은 가속화되고 자본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과 자본이 부족하면 자연히 성장잠재력은 둔화되
고 세입기반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비율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세입기반이 약한 상
황에서 급증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
피 해지고 세금인상은 다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이
로 인해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직면했던 부작용을 우리가 재현할 가능성은 점점 높
아지고 있다.
감세정책, 규제개혁, 작은 정부실현 등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정책기조는 우리가
직면할 미래의 위험성에 대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촛
불시위와 같은 비이성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밀리고,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
를 거치면서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대두되고, 단기적인 경기회복
에 급급한 재정정책이 만연하고 있다.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논리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고 오히려 영합하면서 감세정책이 유보되었다.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
로 늘어난 사회복지 지출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의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친서민을 강조하다보니 보육료 지원에서 보듯이 소득하위 70%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무상급식만큼이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제도마다 상

이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친서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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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를 명확히 선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
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
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재정확대 정책으로 극복했다는 믿음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재정지출은 취약한 부분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보살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취약한 부분이란 효율적이지 못
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계기업 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위적 도시개발 등은 정치적 인기와 일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잠재성장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다
반면 감세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담겨있
어 인기를 추구하는 정부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다. 특히 감세정책은 그 효과
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하기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
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정 정책으로
일목요연하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생산요소와 재화가 국
경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본과 고
급인력은 세금부담이 적은 나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재정건정성을 회복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방법은 국가마다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감세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험 했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부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 세
입기반이 약화되어 재정건정성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 분
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위험
성이 존재한다. 하루 빨리 감세유보 정책을 중단하고 성장을 중시하는 초기의 정책
기조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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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변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은 취임전 공약단계, 인수위 보고서, 취임사 그리
고 공기업 선진화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고 구체화되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
집에서는 ‘예산 20조원 절감과 균형재정’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상당인 20조원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개혁을 제시하였다.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존립근그를 국민에게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이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
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분
야는 민영화하고, 민영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병행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
업 개혁은 ‘섬기는 정부’라는 국정지표 중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주제
로 21대 전략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192개 국정과제 중 ‘섬기는
정부’에 포함된 36개 과제 중에서 다시 8개 핵심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취임사
에서는 작은 정부의 일환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필요시 공공부문에서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2. 이명박 정부 공기업 계획의 추진과 평가
(1)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내용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된 공기업 선진화계획으로 구
체화되었고 추진되어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이
중 하드웨어적인 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는 총 24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완
전 민영화대상이 19개, 일부 지분매각이 5개이다. 또한 131개 출자회사를 매각·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며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5개 기관을 폐지하기
로 하였다. 이밖에 2개 공기업의 사업영역에 경쟁을 도입하고 20개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며 129개 기관에 대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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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과다한 보수수준과 복지후생제도 재조정, 경영평가 간소
화, 경영공시제도 추진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 성과
민영화는 그 추진속도와 실적이 저조하다. 총 24개 기관 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안산도시개발과 농지개발이며 상장이 완료된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져, 한전기술, 지
역난방공사 등 3곳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
광개발(88CC) 등 3개 기관에 대한 매각공고를 추진 중이다. 물론 2010년 이후로 일
정이 잡힌 곳이 15개나 되어서 아직 추진속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르나 실제로
매각을 위해 노조문제, 기존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러 갈등 요인이 많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그 추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출자회사 정리도 그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정리대상인 총 131개 출자회사 중 정리가 완료된 것은 48개
에 달하나 아직 83개 출자회사가 남아 있다. 기능조정도 그다지 추진실적이 빠르지
않다. 민영화나 출자정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공기업의 기능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총 대상기관 20개 기관 중 기능조정이 완료된 것은 9개이며 아직 11개 기
관에서 기능조정이 추진 중이다. 경쟁도입도 천연가스의 도입·도매와 방송광고대행
의 두 부문인데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반면에 기관통합과 폐지 그리고 정원감
축 등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기관통합은 주공과 토공을 포함한 총 대상기관 36개
중 34개가 완료되었으며 폐지는 대상기관 5개가 그리고 정원감축은 대상기관 129개
가 모두 완료되었다.

(3)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평가

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부재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6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빠
진 매우 실망스러운 공기업 개혁방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향이 소극
적으로 진행되었던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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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철학으로 충분히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갖고 있는 목표설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공기업 선진화란 명칭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공
공부문을 왜 개혁하고 작은 정부를 무슨 이유에서 지향하는지 또 공기업은 왜 민영
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분명한 소신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장
기적으로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이며 공공기관의
개별적 성격과 관련된 산업에서의 역할에 대한 국정철학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개별 산업과 공기업의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심층분석이나 논의를 제기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단지, 민영화 몇 건, 통합과 폐지 그리고 기능조정
몇 건 등과 같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정책목표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나. 촛불시위에 위축된 장기적 공기업 개혁의 목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2008년 봄에 나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더욱이 2008년 하반
기 이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었으며 민영화와 같은 개혁적인 과제는 부차적인 이슈가 되어버렸다. 특
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민영화 문제로 번지면서 인터넷
상에 “수돗물 값이 100배 오른다”는 식의 민영화 괴담이 떠돌았고 이에 정부는
2008년 6월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선언하
였다. 이로써 발전회사, 가스공사,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과 지자체의 수도사업
이 모두 민영화 대상에서 빠져 나갔다. 금융부문에서 우리은행도 민영화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방송부문에서 KBS2 TV도 제외되었다. 통합·폐지·기능조정에서도 주공·
토공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공기업이 그 대상이며 4대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도 무산되었다. 또한 폐
지대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대표적인 부실공기업인 석탄공사에 대해서도 아무
런 논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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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다른 성과를 못 보이는 소프트웨어 개혁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성과
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부직에만 적용키로 하는 등 당초 성과연봉제 표
준모델의 취지와 크게 차이 난다. 임금피크제도 공공기관들의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 선진화의 소프트웨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이유는 지방자치제장 선거를 앞두고 공기업의 반발을 불러들이지 않기 위해 이
명박 정부가 소신 있는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연봉제나 임
금피크제 모두 정부가 미리미리 표준적인 모형을 제시하여 공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핵심적인 필수사항을 선점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
부가 공기업 소프트웨어 개혁의 시점을 실기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라. 공기업 부채의 급증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 이전의 노무현 정부 때 보다도 공기업 부채의 수준은
더욱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개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82.69조원(2004년) → 117.73조원(2006년) → 175.86조원(2008년) → 212.05조원(2009
년)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공기업의 매출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부채를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은 공기업 부
채는 정부기능과 무관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부산 및 인천항만 건설, 국민임대주
택의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
발 그리고 공공요금 억제 등으로 인하여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마. 공기업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
획재정부에서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이후 산업연구원은 새 단협안에
서 노조가 인사 및 경영권에 개입하는 장치를 집중적으로 손질했다. 코레일은 불합
리한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전체 170여개 조항 중 120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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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에 파업으로 저항하는 노조에 대하
여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 그 결과 코레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새로운 단
체협약을 맺었다. 한국가스공사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지 10개월만인 2010년 9
월6일 노사가 노조 전임자를 줄이고 유급휴가와 휴일을 일부 축소하며 노조대표의
인사위원회 참가를 참관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었다.

3.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
가.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 로드맵 마련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기에 큰 역할을 하였던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글로
벌 경쟁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정부부문
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공기업과 각종 공공기관들도 사실상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고 여전히 정부가 그 힘을 발휘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같은 공공
부문의 비대함은 민간과 시장의 기능이 커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이지 말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알맞은 정부와 공공부문
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전체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정부와 공공의 역할
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에 맡길 부분을 분류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공공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을 시점별로 정리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작은 정부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의 적극적 추진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
고 공격적인 민영화 목표를 세워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에너지 및 인프
라 부문에서 전력산업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의 발전자회사를 민영
화하고 송전과 배전 및 판매가 통합되어 있는 한전의 사업구조에서 판매사업을 분
리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이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스산업에서는 천연가
스의 도입과 인수·저장 부문을 분할하여 경쟁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전력부문의 발전설비 설계회사인 한국전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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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발전설비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KPS의 완전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코레일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일부 노선에 대
한 민간위탁을 통해 철도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하여야 한다. 상하수도사업도 전국의
수도사업을 3-4개로 광역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후 민영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우정사업은 크게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으로 분리하고 금융업은 민영화를 추진하
는 한편 우편사업은 공사화(corporatization)를 추진한 후 현재 우편사업이 갖고 있
는 보편적 서비스와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복지기능이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적절히 이관된 이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파 방송의 경우 KBS2와
MBC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현재의 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시청자의 선택에 많은
광고와 높은 광고비가 집중되도록 방송광고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금융 및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은행이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며 금융부문에서의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관치금융의 잔재를 없애는
계기를 삼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기업 운영의 자율화와 철저한 시장규율의 병행
우리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기업 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정
부부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낙하산 인사에 따른 폐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 그리고 조직
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각종 정책적 목적으로 공기
업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익성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
을 줄여야 하며 공공요금을 억제하여 적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기업 경영에 대해 자율성을 허락하는 것만큼 공기업은 그 운영의 결과에 대
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도 파
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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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변천
(1) 참여정부 공기업개혁의 문제점1)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비교할 때 민영화와 공기업개혁의
측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참여정
부에서는 오히려 이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공기업 구조개혁을 중단하였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기업 노조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공공부문
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권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개
혁에 있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정부는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참여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거의 추진하
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공공혁신만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소프
트웨어적인 혁신도 근본적인 공공부문의 기능재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
문에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경영평가와 소비자만족을 의식한 지표중심의 외적 포장
에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입안한 여러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
영화 계획을 약속대로 추진하지 않고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공기업개혁을 크게 후퇴
시켰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제동을 걸어서 남동발전
의 민영화와 배전부문의 분할을 중단시켰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입안된 천연가스산
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입법화하지 못하였다. 이밖에 철도
산업에 대한 경쟁도입과 민영화를 중단시켰으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한 통합
논의도 중단시켰다.
참여정부에서의 공기업의 확장주의적 성향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
기업이 장기전략계획을 작성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정도 이상의 야심찬 계획
과 성장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정체 및 경제성장의 안정화 등으로 인하
여 나타난 SOC 건설수요의 안정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 참여정
부에서 공기업들은 기존의 사업을 확장할 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1) 이 부분은 조성봉(2007a)을 참조하였음.
2) 기획예산처(2005),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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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였다. 특히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사업에 눈을 돌린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은 그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러 경우 민간의 사업영역과도
상충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기업끼리 해외시장 입찰에서 경쟁하는 등 다소 과열
된 모습도 보인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 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초기에 나타난 철도노조 파업에서 정부는 철도 민
영화 계획을 철회하여 공사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부
문 분할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켜 이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도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기업 노조는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참여정부 공기업 개혁과 방만한 공공부문의 문제점은 이후의 행정부가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과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방안의 변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은 취임전 공약단계, 인수위 보고서, 취임사 그리
고 공기업 선진화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고 구체화되었다. 2008년 5월에 있
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공기업 개혁의 취지와 목표를 크게 축소
시켰고 이에 따라 공기업 선진화계획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에 결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선거 이전 공약집3)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공기업 개혁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관점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다만, ‘예산 20조원 절감과 균형재정’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상당인 20조원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
업 개혁을 제시하였다. 공약집에는 “공기업 기능의 재검토를 통해 민간이 경영을
맡아야 할 공기업들은 민영화를 추진하며, 공기업에 대한 출자수요는 채권발행으로
전환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극히 원칙적인 내용이며 공공부문 개혁
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다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공기업에 대
한 출자수요가 나타나면 정부가 공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채권이
3) 한나라당(2007),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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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업의 부채증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기업 재원조달의 큰 테두리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
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공기업 개혁의 내용4)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
공기관의 존립근거를 국민에게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이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5)고 지적하
고 있다. 또한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분야는 민영화하고, 민영화에 따른 보완대책
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대통령실에 ‘공공
기관경영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하
기로 하였다.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분석결과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
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
기관 경영혁신 실천계획’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1차 민영화 대상기관의
범위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우선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공청회와 토
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을 통해 1차 민영화 대
상기관이 선정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1차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업으
로 보지 않고 시장상황과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민간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고, 공공성이 크지 않은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민영화 대상기관
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보도자료6)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활기찬 시장경
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를 통해 이
명박 정부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공기업 개혁은 ‘섬기는 정부’라
는 국정지표 중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주제로 21대 전략에 포함되어 있
다. 또한 192개 국정과제 중 ‘섬기는 정부’에 포함된 36개 과제 중에서 다시 8개의
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pp. 57-58.
5) 인수위 보고서에 나타난 이같은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필수적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전기, 가스, 수도, 도로, 철도 등 주요
SOC 시설을 정부가 운영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네트워크 설
비로써 정부의 규제를 받지만 많은 나라에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 보고서에 나타난 공기
업 민영화의 대상과 개념은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6)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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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안에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들어가 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취임사에서는 이같은 공약사항을 다소 구체화시켰다. 공
기업 개혁과 관련된 취임사의 문구로는 다음을 인용할 수 있다.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 잘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잘 하는 곳은 더 잘 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힘이 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
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
개혁과 관련되어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의 세 개이다. 첫째, 작은 정부의 일환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둘째 필요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고, 셋째, 공공부
문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 평가
(1)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내용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된 공기업 선진화계획으로 구
체화되었고 추진되었다. 공기업 선진화계획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차
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공기업 선진화계획은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공공기관 통폐
합 등 하드웨워적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수체계 합리화, 노사
관계 선진화 그리고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 경영개선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6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계획의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 중 먼저 민
영화는 총 24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완전 민영화대상이 19개, 일부 지분매각
이 5개이다. 또한 131개 출자회사를 매각·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며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5개 기관을 폐지한다. 이밖에 2개 공기업의 사업영역에 경
쟁을 도입하고 20개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며 129개 기관에 대해서 정원을 감축하
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의 대상기관은 <표 2>에 나타
나 있다.

- 90 -

<표 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
주요 내용

민영화

1차

통 합

기능 조정

민영화

세부 내용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기업은행,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49%)
․대우조선해양, 싸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
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KOTRA, 중진공, 전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1)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에너지(1)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기정책(1)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2차

통 합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 ․연구재단(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1)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방송통신(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콘 텐 츠(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정보사회(1)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 환경관리(1)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 환경기술(1)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 근로복지
공단(1)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저작권(1)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폐 지

⇨ ․청소년
진흥(1)

․정리금융공사,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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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조정

민영화

3차

통 합
폐 지
경쟁 도입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 조정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및 정원감축

4차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5),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의 세부 기능 적정성 분석, 기능 정비, 정원 19
천명 축소
․10조원수준의 재무건전성 확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연봉제 도입유도, 퇴출 프로그램 도입

조직 효율화

․방만 경영요인 지속 점검, 제거하여 효율성 제고

매각 등 정리

·
·
·
·
·
·
·
·
·
·
·
·
·

존치되는 출자회사에
대한관리강화

5차
제도개선을 통한
출자회사 관리강화

기능·정원 조정

6차

․기능 축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R&D관리기능 이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에너
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한주택보증(주)
․88관광개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지개량(주)
․한국기업데이타주식회사
․코레일전기(주) + 코레일트랙(주) +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주)코레일개발 + 코레일네트웍스
※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연말에 결정(2→1개)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운영시스템 개선

·
·
·
·
·

민간수행이 바람직-> 지분 매각(111개, 3조436억원)
설립목적 달성 및 경영 부실 누적-> 폐지·청산(17개, 742억원)
별도 존치 불필요 -> 모기업에 흡수, 통폐합(3개, 27억원)
해외에서의 사업수행 (64개, 1조346억원)
혁신형, 기술형 중소기업 육성(6개, 145억원)
분사, 한시적 운영회사 설립 (7개, 16억원)
민자 유치 (60개, 9,526억원)
투자 협약상 매각 및 사업철수 제한 (5개, 7,140억원)
출자회사 신설시 협의해야하는 대상 확대
기출자 회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억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출자회사 관리부분 평가 강화
경영공시 강화를 통한 외부감독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 수행 기능은 폐지·축소 또는 민간위
탁(29건, △517명)
업무량 줄어든 기능, 비핵심 기능의 폐지·축소(39건, △487명)
업무프로세스 개선, 유사·중복기능 조정(73건, △922명)
자산매각: 총 37건, 565억원
예산절감: 1,300억원 이상
연봉제·임금피크제·성과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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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공기관 선진화 주요 방안별 대상기관
구 분

▪민영화
(24개)

지분일부
매각(5개)

▪통 합
(36→16개)

기 관 명
ㅇ 금융공기업 (7개):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ㅇ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ㅇ 자회사(10개):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ㅇ 주공+토공
ㅇ R&D관리기관 : 9→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 지
(5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
두관리공사

▪경쟁도입(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20개)

ㅇ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
신국제협력진흥원
ㅇ 4대보험 징수통합: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ㅇ R&D관리 이관: 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
ㅇ 기타: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
원, 가스기술공사

▪정원감축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12.7%)

▪출자회사 정리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청산‧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 2. 24), p. 8.

소프트웨어적인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과다한 보수수준과 복지후생제도 재조정,
경영평가 간소화 및 경영공시제도 추진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
선 보수수준 및 복지후생제도 조정에는 기관장 및 감사의 기본연봉을 하향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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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졸초임을 인하하며, 금융공기업 직원에 대한 보수를 삭감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율을 하향조정하고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을 융자로 전환하는 한편, 주택대출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상하고 예산을 통한 경
조사비 지원 등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평가 간소화를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성과중심의 계량평가를 강화하도록 하
였다. 또한 경영공시 제도 개선에는 경영공시 주기 단축과 공시항목 확대 등이 포함
되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노사관계 항목을 외부공시하기로 하였고 노사관
계 선진화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
히 단체협약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장을 평가할 때 노사관계의 협력정
도, 단체협약의 합리성 여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 성과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의 추진 성과는 <표 3>에서 보듯이 분야
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민영화는 그 추진속도와 실적이 저
조하다. 총 24개 기관 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안산도시개발과 농지개발이며 상장이
완료된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져,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등 3곳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CC) 등 3개 기관에 대한 매
각공고를 추진 중이다. 물론 2010년 이후로 일정이 잡힌 곳이 15개나 되어서 아직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매각을 위해 노조문제,
기존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러 갈등 요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
영화는 그 추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출자회사 정리도 그 추진실적이 저조하
다. 정리대상인 총 131개 출자회사 중 정리가 완료된 것은 48개에 달하나 아직 83개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가 추진 중이다. 기능조정도 그다지 추진실적이 빠르지 않다.
민영화나 출자정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기능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총 대
상기관 20개 기관 중 기능조정이 완료된 것은 9개이며 아직 11개 기관에서 기능조
정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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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 현황
구 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
< 매각 >
ㅇ 3개 기관 완료: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량, 자산신탁
ㅇ 3개 기관 공고: 문화진흥, 88관광개발, 토지신탁

ㅇ 24개 기관
민영화 - 완전 민영화: 19개
- 일부지분매각: 5개

< 상장 >
ㅇ 3개 기관 완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10년 이후 추진예정: 15개>
ㅇ 여타 기관(8개) → 매각공고 등 절차 추진
ㅇ 산은‧기은 및 자회사(7개) → 시장상황에 따른
매각계획 준비

통합

ㅇ 36개(→16개) 기관
통합

ㅇ 34(→15)개 기관 통합 완료
ㅇ 2(→1)개* 기관 미완료: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폐지

ㅇ 5개 기관 폐지

ㅇ 모두 완료

경쟁
도입

ㅇ 2개 기관 경쟁도입

ㅇ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중

기능 ㅇ 20개 기관 기능조정
조정

ㅇ 9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기능 이관: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비핵심기능 중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ㅇ 11개 기관 추진중(’10～’12)

정원 ㅇ 129개 기관 2.2만명
감축
감축(△12.7%)
출자
회사
정리

ㅇ 131개 출자회사
매각․청산 등 정리

대졸
초임
인하

ㅇ 252개 대상

ㅇ 모두 완료
ㅇ 48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 (지분매각) 41개, (청산․폐지) 5개, (통폐합) 2개
ㅇ 83개 회사 정리 추진중
ㅇ 모두 완료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 2. 24), p.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 4. 14), p. 4.

반면에 기관통합과 폐지 그리고 정원감축 등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기관통합은
주공과 토공을 포함한 총 대상기관 36개 중 34개가 완료되었으며 폐지는 대상기관
5개가 그리고 정원감축은 대상기관 129개가 모두 완료되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난 정부시절부터 통합설이 나오자 두 기관이 경쟁적
으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벌여 최근 LH공사의 부채급증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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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어서 통합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경쟁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경쟁도입의 대상은 천연가스의 도입·도매와 방
송광고대행의 두 부문이다. 천연가스의 도입·도매는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발전용 물량을 시작으로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점차 산업용으로까지 그 경쟁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광고대행은 현재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
제로 전환하되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한
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적절한 시점에 이를 통과시켜 천연가스의 도입·도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서 2010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방송광고대행 시장에
서 경쟁체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늦어도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불합치 요소를 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을 1공영 1민
영으로 하느냐 또는 1공영 2민영으로 하느냐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여러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입장이 맞물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금년 중 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방송광고 대행시장에 경쟁
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3)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평가
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부재
참여정부가 보여준 공공부문 개혁의 부진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제한된 공기
업 개혁의 한계점과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문제점은 압도적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
선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기업 개혁의 기대를 크게 높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 공기업 개혁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1-6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내용은 실질
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빠진 매우 실망스러운 공기업 개혁방안이라고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향이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던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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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철학으로 충분히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의 밑그림이 그려진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이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
함으로써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시장경쟁 여
건이 성숙한 분야는 민영화하고 민영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
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적 기반시설은 전기·가스·수도·도로·철도 등과 같은
주요 SOC 시설인 바 이를 정부가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같은 핵심 SOC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및 일
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설비를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도 않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자
연독점적 성격을 갖는 네트워크 설비를 국민이 사용할 때 높은 요금을 물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독점적 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
부가 이를 운영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민간이 이를 건설하거나 운영하게 허락하면서
도 공익요금 규제나 유인규제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절한 요금수준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경험이다. 즉, 필수적인 기반시설
이라고 해서 이를 민영화 대상에서 꼭 제외하여야 할 어떤 이론적인 근거나 해외사
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인식은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국민에게 최고의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
기업 개혁이란 경쟁체제를 통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하
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과도기적인 적응기간과 준비작업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은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전제로 수행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단기적인
불편과 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이다. 더욱이 공기업 개혁은 공기업 경영진과 임직원
의 반대, 노조의 저항 그리고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첨
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아젠다이다. 따라서 작은 정부와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소
신과 철학이 동반되지 않고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가장 성공적인
공기업 개혁의 사례로 불려지는 영국의 대처행정부는 석탄노조를 비롯한 여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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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과 정권의 명운을 건 첨예한 정치적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20세기 후반 영
국병을 극복하고 영국경제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시켰다. 최선의 공공서비스란 실용
주의적 시각으로 공기업 개혁을 접근하면 실제로 극복하여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
과 난관으로 인하여 그 대상과 목표가 현저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
이 바로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갖고 있는 목표설정의 문
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공기업 선진화란 명칭에서 드러나고 있
듯이 공공부문을 왜 개혁하고 작은 정부를 무슨 이유에서 지향하는지 또 공기업은
왜 민영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분명한 소신이나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우리나라처럼 금융·에너지·SOC·부동산 등 경제 주요 산업부문에서 공기업이 주
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공기업은 ‘선진화’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영화와 개혁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공기업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그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실용’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장기적으로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이며 공공기관의 개별적 성격과 관련된 산업에서의 역할에 대한 국정철학을 제시
하지 않았다. 또한 개별 산업과 공기업의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심층분석이나
논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단지, 민영화 몇 건, 통합과 폐
지 그리고 기능조정이 몇 건 등과 같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정책목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나. 촛불시위에 위축된 장기적 공기업 개혁의 목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2008년 봄에 나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 촛불시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뿐 아니라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등의 주장도 함께 나타났다. 커다란 정
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집권초 이른바
‘전봇대 뽑기’와 같은 저돌적인 규제개혁으로 상징되던 정치적 추진력이 크게 약
화7)되었다. 더욱이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본격화
7) 조경엽·송원근·정연호·김필헌(2008)은 촛불시위에 따른 영향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어려
워진 것으로 판단하여 공공개혁의 중단을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당시 환경부에
서 추진한 ‘물산업지원법’도 6월 4일 입법예고하려던 계획이 취소되고 정부는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광우병 괴담’과 함께 ‘수돗물 괴담’이 확산되어 정부의 정책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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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었으며 민영화와
같은 개혁적인 과제는 부차적인 이슈가 되어버렸다.
당초 2008년 5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초안을 만든 공기업 구조개편 기본
방향에 따르면 총 50-60곳의 공기업이 민영화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공기업과 ‘혁
신도시’ 관련 지역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민영화 대상은 줄어들었다. 여기에 미
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민영화 문제로 번지면서 인터넷 상에
“수돗물 값이 100배 오른다”는 식의 민영화 괴담이 떠돌았고 정부는 2008년 6월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이로써
가스공사,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이 모두 민영화 대상에서 빠져 나갔다. 또한
당시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인사개편과 함께 각 소관부처별로 민영화 여부를 검
토한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부처의견 수렴과정에서 도로공사, 코레일, 부산항만공사
등 SOC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8)
촛불시위에 따른 영향으로 공기업 개혁의 대상은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력 면에서 중요성이 크게 떨어지는 공기업으로 한정되었다. 민영화의 대상도 우정
사업, 철도사업, 전력산업, 가스산업, 상하수도사업 등에 관련된 굵직한 대형 공기업
은 모두 제외되었다. 금융부문에서도 우리은행은 민영화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방
송부문에서 KBS 2TV도 제외되었다. 반면에 숫자를 채우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 작
은 규모의 공기업과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가 포함되었으며 지분의 일부매각도 ‘민
영화’로 분류되었다. 이미 민영화 계획이 잡혀 있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14곳
을 제외하면 민영화 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서울CC,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
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 크지 않은 5곳에 불과하
다. 이는 통합·폐지·기능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공기업이 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많이 논의되었던 신용보증
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도 무산되었다. 무엇보다도 4대보험 관련 기관을 통폐
합하여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업무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기능조정의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실질적인 공공기관 구조
조정의 효과를 최소화한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폐지하거나 정리하여야
할 공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실공기업인 석
탄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어렵게 되었다.
8) 한국경제신문, 2008년 8월 10일,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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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다른 성과를 못 보이는 소프트웨어 개혁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소프트웨어 개혁은 제4차 및 제6차 공기업 선진화계획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검토 대상 69개 기관 모두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실
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연봉제 표준모델을 제시하며 현재 69개 기관 중 18개 기
관만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대상기관이 도입하도록 하고 노동유연성 확보가 가
능하도록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별도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성과 부진자
퇴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경영계약제도를 임원에서 단위 부서장까지 확대하며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연봉제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기관이 형식적으로 이를
도입하였느냐에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기관이 실질적인 의미
에서 진정한 연봉제를 도입하였느냐를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호봉제와 다름없다. 성과급 차이도 대부분의 기관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
안’을 심의·의결9)하였다. 이 권고안은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에 따라 최고와 최저 등급간 차등폭이 2배 이상 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부직에만 적용키로 하여 당초 성과
연봉제 표준모델의 취지와는 크게 차이난다.
임금피크제도 정부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래의 순수한 의
미의 임금피크제를 넘어서서 공공기관들이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는 것이다. 일례로 한전은 2010년 2월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만 56세부터 임
금피크를 적용하여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임금피크제를 7월부터 도
입한다고 합의하였다. 임금피크제 기간인 4년 동안 임금을 평균 80% 수준으로 맞추
고 대상을 전 직원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한전의 임금피크제가 정
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한전의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의
사를 밝혔었다. 정부의 반대에 따라 한전은 이사회를 통해 네 가지 조건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도10)되었다. 이 네 가지 조건은 첫째, 임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 6. 30)
10) 이데일리, 2010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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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크제 시행을 통해 회사의 임금 총액을 늘리지 말아야 하고 둘째, 임금피크제 시
행시 직전 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셋째,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
장된 인원보다 새로 채용된 인원이 많아야 하고 넷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도 차
장·과장급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의 수
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총인건비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방침과 합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2월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바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
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에서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자치제장 선거를 앞두고 공기업의 반
발을 불러들이지 않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소신 있는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특히 연봉제나 임금피크제 모두 정부가 미리미리 표준적인 모형을 제
시하여 공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선점했어야 했는데 이런 점
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소프트웨어 개혁의 시점을 실기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라. 공기업 부채의 급증
이명박 정부는 취임사에서 밝힌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목표에 걸맞지 않게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등 공공부문의 크기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기
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SOC사업을 대행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부채수준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림 1>1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 이전의 노무현 정부 때 보다도 공기업부채의 수준은 더욱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그림 1>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조사표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여기서 공기업은 정부기업으로서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농림수산식품부), 우편사업특별회계(지식경제부), 조달특별회계 및 회전자금(조
달청),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을 포함하며 정부관리기업으로서 광주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
회(관리회계, 교육지원, 농업경제, 비료사업, 축산경제), 대구지하철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신문, 수협중앙회(일반사업, 경
제사업, 지도사업, 회원조합일반사업), 예금보험공사(공사계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메트로, 지방도시 도시
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
택공사, SH공사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조사표에서는 공기업 부채로 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및 정부융자를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인 공기업 부채와는 상이하며 공기업의 범위도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
보다 넓다. 그러나 연도별 비교를 통해 공기업 부채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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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기업 부채의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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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초기 2년 동안 공기업의 외형도 크게 증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으로 정한 22개 공기
업12)의 자산, 부채 및 자본규모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공약하였던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구호는 무의미해졌을 뿐 아
니라 오히려 공기업의 규모가 그 이전의 노무현 정부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기업 규모의 증가는 정부기능과 무관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2010)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22개 공기업의 자산증가는 차
입 확대, 사채 발행, 유상 증자 등을 통하여 대부분 조달하였고 영업활동 등 자체
수익을 통한 조달은 제한적이었다. 부채규모는 82.69조원(2004년) → 117.73조원
(2006년) → 175.86조원(2008년) → 212.05조원(2009년) 등으로 급증한다. <그림 1>과
마찬가지로 <그림 2>에서도 22개 공기업 부채가 이명박 정부에서 더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22개 공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
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
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
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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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기업 규모의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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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같이 자산확대 과정에서 자체수익을 통한 재원조달이 제한적이었던 이유
로서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 보고서에서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의 매출은 이명박 정부 들
어서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EBITDA 등 수익성을 나타나
는 지표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수익성 지표의 하락
은 2008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전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
나 매출액이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 것은 토지 및 주택
과 같은 부동산의 분양과 같이 경기에 민감하고 전망이 불확실한 상품의 공급에 공
기업이 지나치게 큰 역할을 담당13)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
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공기업은 투자와 운영을 위한 자금을 상
당부분 부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3) <그림 3>과 같은 추세는 동일기간 민간을 포함한 주요 기업의 수익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7년∼2009년 동안 <그림 1>에 나타난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55.22%로써 금융업을 제외한 외감법인 전
체의 부채 증가율 36.25%롤 크게 초과하는 수치여서 공기업의 부채가 주요 기업의 부채보다 두드러지게 빠르
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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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기업의 경영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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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영실적의 문제점은 국회예산정책처(2010)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2개 공기업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한14) 결과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공기업은
5개에 불과하며, 매각수익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기관이 3개에 이르는 반
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관이 14개에 이르렀다. 또한 금융성 부채가 없는 5개
기관을 제외하고 재무구조를 평가한15) 결과 개선된 공기업은 3개에 불과하고 14개
기관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기업 부채는 정부기능과 무관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2009년 인천
항만과 부산항만의 부채는 각각 206%와 130% 늘어났다. 항만시설을 건설하느라고
14)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
유공사 등 4개이며 자산매각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이고 악화되고 있는 기관은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재의료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0).
15)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3개 기관이고 대한석탄공사, 부
산항만공사, 한국산재의료원,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
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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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액수면에서는 23조원이 늘어난 LH공사의 부채증가가
가장 컸다. SOC 건설과 임대주택 및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등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급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통합이전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부채를 합하면
2004년 28조원, 2007년 67조원으로 늘었고 2010년말에는 118조원으로 증가하여 2년
마다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이 중에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83조
원에 이른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과도한 국책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각종 산업단
지와 택지개발 등이 집중되어서 2000년에 5조원 정도에 불과했던 연간사업비가
2006년에 30조원 내외로 늘어났던 것이며 그만큼 부채도 빠른 속도로 누적된 것16)
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급증하는 부채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토공과 주
공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면서 두 공기업이 통합 이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하
여 몸집을 불리기 위한 경쟁을 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부채가 급증한 면도 없지 않
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先 통합, 後 구조조정’의 수순보다는 ‘先 구조조정, 後 통
합’이 보다 적절한 통합절차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
대강사업도 수자원공사의 부채증가에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4대강 총공사비 22
조원 중 8조원을 수공이 떠맡아서 2009년에 1.1조원 수준이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는 2010년에 5.1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상당한 수준
으로 부채수준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2009년 한전의 부채가 3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원까지 증가되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부
담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동결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공기업을 통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SOC 사업을 벌이고 공공요금을
정도 이상으로 억제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
업 부채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감당하여야 하고 이는 국민이 세금으로 물어야 하
는 것이다. SOC 건설을 공기업 부채를 통해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감당하여
야 할 일을 공기업을 통해 대신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일이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정부부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분식회계라는 비
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요금의 인하도 국민부담을 완화하였다고 평가하
기에는 이르다. 결국은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16) 동아일보, 2010. 8. 5.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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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기업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
부의 공기업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은 특히 지금까지 공기업 노사관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경영개입과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이 되어왔던 단체협약을 정상화
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직장폐쇄 조처가
내려진 한국노동연구원도 2009년 2월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였다. 2009년
에만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 등 5개 발전회사와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예금보험
공사 그리고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
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동안 여러 공공기관들은 공개되지 않았던 단체협약과 이면합의에 따라 연봉을
높이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직원의 가족을 채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관행으로 언
론과 사회에서 물의를 빚었다. 이러한 관행이 누적되어 공공기관의 호화로운 급여
와 복지수준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공공기관 정
보사이트인 ‘알리오’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
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이 공개된 이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단체협약 조
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
측에 통보17)하는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작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산업연구원은 2009년 5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개되자 이를 개정한 첫 사례18)다. 개정된 새 단협안에서는 노조가 인사 및 경영
권에 개입하는 장치를 집중적으로 손질했다. 불가피한 정리해고 때 노조에 사전 통
보하고 대상 인원, 해고수당 등에 관해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또 노
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하는 조항도 삭제19)했다. 한국석유공사
는 2010년 2월 단체협약을 개선20)해 조합원 의사에 따라 노조탈퇴가 가능하도록 하
고 조합간부를 전보할 때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던 것을 없앴다.
코레일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전체 170여개 조항 중 120개 조항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상대
방에게 통보해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8) 중앙일보 2009년 6월 6일.
19) 이밖에 산업연구원은 노조 전임자가 상급단체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 연구원이 무조건 인정하도록 했던 조항
을 “연구원과 협의해 시행한다”로 바꾸었으며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월 209시간)보다 적은 월 184시간으
로 정해 놓고, 이를 넘겨 일하면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증 연장근로수단을 주던 규정도 삭제하였다.
20) 중앙일보, 2010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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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노조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
서 ‘법과 원칙’을 준수21)했다. 노조는 2009년 9월과 11월 단체협약 개정에 반대하고
조합원 고소고발과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코레일측
은 공기업 선진화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대체인력 투입,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법과 원칙’의 철저한 적
용이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2010년에도 단체협약 개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노조는 4월과 다시 5월 12일에도 파업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철도
공사 측은 파업 예고에 대해 철도공사 민영화 조기 추진을 발표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을 법에 따라 징계할 것임을 밝혔다. 결국 5월 12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새
로운 단체협약을 맺게 되었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노조간부 배치전환 시 협의
해야하는 대상을 1409명에서 189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한글날, 제헌절, 공사 및 노
조창립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였다. 이밖에 노조의 정치활동 참가를 보장하는 조
항이나 부당징계시 위로금 200% 지급,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조항 등이 삭제
되었다.
한국가스공사도 2009년 11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지 10개월만인 2010년 9월6
일 노사가 개정된 단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를 10명에서 8
명으로 줄이고 유급휴가와 휴일을 일부 축소하는 4월 30일의 단체협약 내용22)에 더
하여 노조대표의 인사위원회 참가를 참관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단체협약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불법적인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공공
기관 노조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3.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
가.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 로드맵 마련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기에 큰 역할을 하였던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글로
21) 이 부분은 변양규(2010) pp. 34-35를 참조하였다.
22) 한국가스공사 노사는 2010년 4월 30일 노사 대표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하였으나 사측이
“정부가 단협을 승인하지 않아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안 철회를 통보하고 이에 노조가 단협이 유
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0년 7월 26일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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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경쟁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정부부문
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공기업과 각종 공공기관들도 사실상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고 여전히 정부가 그 힘을 발휘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가 수행
하여야 할 각종 SOC사업이나 지역개발, 신도시 개발 또는 임대주택사업 등을 공기
업이 대행하기도 하며 공공요금 규제, 각종 요금제도에 대한 개입 등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한다.
이같은 공공부문의 비대함은 민간과 시장의 기능이 커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우선 공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많은 부문에서 민간기업이
자랄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원유의 개발 및 비축, 전력, 가스, 지역난방, 상하수
도, 철도 등 거대 네트워크 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항만, 공항 및 도로의 건설과 운
영, 토지의 개발 및 공급, 주택건설, 각종 수자원 관련 시설의 건설 및 보호 등과 같
은 에너지산업 및 SOC의 건설·운영을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주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금융 및 수출입금융, 중소기업 금융 및 여러 시중은행 지분에 대한
직접적 보유와 강력한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부문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 체육, 문화, 경마·경정·경륜·카지노 등 각종 사행산업 나아가서 연금과 건강보
험 등 많은 국가에서 민간이 담당하는 부분까지 정부가 도맡아 하고 있다. 민간기업
이 조금만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하면 정부와 공공부문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뻗어 나갈 곳이 없을 정도이다.
공공부문의 비대함은 특정 분야에서 민간의 경쟁력이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일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원배분을 주도하고 금융부문에서는 관치금융
과 같은 방식으로 자원배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이를 왜곡하였기 때문에 민간 금
융기업의 역할은 우리 경제의 역할에서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은 다양한
정보를 얻고 가공하며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찾아가는 과정
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유로운 금융부문의 발달은 지식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정부와 공공부문이
자원배분을 주도하고 금융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지식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
는 토양은 크지 않은 것이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를 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우리 정부와 공공부문
의 역할은 과거 경제개발기에 우리 경제를 부양시키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
요하면 정부와 공공부문은 본격적인 민간과 시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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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야 하며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이지 말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알맞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전체 공공부문의 역할
을 재검토하고 민간과 시장에 맡길 부분을 분류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검토하여야 한
다. 특히 공공기관이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때 많은 문제점을 보일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상업성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상업성
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공성과
상업성을 분리할 경우 공공성이 강한 영역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
요23)하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이 정부부처를 대행하여 추진
하여 왔던 정책 및 그 보조기능24)은 정부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그 역할을 분석하고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능 재조정 방
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각 기관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구상하는 것은 매우 방대
한 작업일 수 있다. 또한 기능 재조정 방향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천에 옮기
기 위해서 여러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분리하며 필요시 민영화하는 구상은 치밀한
분석과 절차 그리고 충분한 사전작업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을 시점별로 정리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이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되 부처 이기주의
와 기관의 이해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적인 이해에 따라 이같은 구상이 훼
손되지 않도록 그 추진절차와 방법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나. 작은 정부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의 적극적 추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촛불시위 이후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중
요성이 떨어지는 공기업 중심으로 입안되었고 인수위원회와 취임 초에 구상하였던
적극적인 공기업 개혁의 목표는 상실되었다.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 과제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격적인 민영화 목표를 세워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민영화 및 구조개편 대상으로는 김영삼 정부 이래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오고
23) 일례로 과거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분리할 때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는 공공성이 크므로 상업성
이 큰 송배전 및 판매를 맡는 한전과 발전부문으로부터 분리한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24) 대다수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은 관련 부처의 간접적인 요청과 지휘를 통해 부처의 사업을 지원하고 보조하
며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정부부처의 업무를 돕고 있다.

- 109 -

있는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의 주요 공기업을 들 수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 한전의
100%의 자회사인 발전부문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25)한 5개의 발전자회사를 민
영화하고 송전과 배전 및 판매가 통합되어 있는 한전의 사업구조에서 판매사업을
분리하여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스산업에서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부문에서의 경쟁도입이란 제한된 경쟁도입 방안을 수
정하여 보다 큰 폭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재 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도입과 인수·저장 부문을 분할하여 경쟁
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전력부문
의 발전설비 설계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및 발전설비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KPS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코레일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으로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일부 노선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코레일과
간접적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철도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하수도사업도 전국의 수도사업을 3-4개로 광역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
보한 후 민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우정사업, 방송, 방송광고 및 금융부문에서도 적극적인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우정사업은 크게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으로 구분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고 금융업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편사업은 우선
공사화(corporatization)를 추진 한 후 현재 우편사업이 수행하는 보편적 서비스와
복지기능을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적절히 이관한 이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공중파 방송의 경우 KBS, KBS2, MBC, EBS 등 4개의 방송국이 공영이며 민영은
SBS만 존재하여 공중파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음을 고려
하여 KBS2와 MBC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디어랩 등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경쟁도입 방안은 현재의 방송광고공사를 폐
지하고 시청자의 선택에 많은 광고와 높은 광고비가 집중26)되도록 방송광고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금융 및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민간 투자은행이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며 금융부문에
서의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관치금융의 잔재를 없애는 계기를 삼도록 하여야 한다.
25)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규제 그리고 최근 진전된 원자력발전설비 수출을 고려할 때 한국수력원자력의 민영화
는 신중하게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설비와 관련된 플랜트 건설을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이나 발전설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요국의 원자력발전설
비와 관련된 플랜트 수출은 모두 원자로와 발전기의 제작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26) 일부 종교방송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수입의 일정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
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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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업 운영의 자율화와 철저한 시장규율의 병행
우리 정부는 공기업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여서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같은 문제점은 「공공기관 운
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제1조(목적)에서 공
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제체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임원, 예산회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이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주무부처와 감사
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그리고 기존의 경영평가 및 사장평가 외에도 고객만족
도·청렴도·혁신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사장의 임기가 3년이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어서 공기업 경영의 자
율성과 연속성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 공기업 사장은 사실상 연임이 거의 불가능하
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공기업 사장이 사표를 내고 새로 낙하산 식
으로 내려온 인사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관행이다. 우리나라 공기업 사장의 임
기는 사실상 매우 짧은 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공기업이 SOC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중장기적인 투자와 건설 등을 통하여 그
경영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3년 정도의 임기로 사장의 경영성과를 평가하
고 1년을 단위로 연임을 결정한다는 것은 공기업 조직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장기
적으로 공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재의 공기업 운영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기업 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고 낙하산 인사에 따른 폐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와 함께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감사기준을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가 각종 정책적 목적으로 공기업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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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담당하여야 할 주요 사업을 공기업에게 떠맡기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익성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줄여야 하며
공공요금을 억제하여 적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공
기업이 관련 사업분야에서 각종 교차보조를 시행하도록 강요하고 공기업의 수익성
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요금 구조를 정상화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
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기업 경영에 대해 자율성을 허락하는 것만큼 공기업은 그 경영의 결과에 대해
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지원금과 채무보장 등을 최소
화하고 정부는 주주로서의 역할만 성실하게 추구하는 북구형 공기업 운영방식을 참
고할 만하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시장규율은 매우 느슨하다27)고 할 수 있다. 상품시
장에서는 대부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제약되어 있
다. 금융시장에서도 정부가 사실상 채무를 보증하는 셈이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은행의 규율이 느슨한 편이다. 자본시장에서도 상장된 공기업은 한전과
가스공사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나마도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갖고 있어서 다른 주
주의 규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운영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problem)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기
업이 파산의 걱정이 없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부가 나중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이 예산제약에 심각한 두려움 없이
공기업을 운영하여 큰 비효율성과 무책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차피 공
기업이 잘못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채권자와 주주도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임직원도 주인의식 없이 일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공기업 부채의 급증은 이러한 연
성예산제약에 따른 모럴해저드가 구조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철
저한 시장규율을 병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도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전적
으로 일정한 지분만 투자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공식적이거나 암묵적인
일체의 채무보증도 하지 않아야 한다. 공기업이 가진 경쟁력만큼 시장에서 평가받
을 수 있도록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조성봉(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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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은 취임 전부터 논의되어 인수위보고서, 취임사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화되고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공기업
선진화계획으로 확정된 공기업 개혁에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제
외되었고 숫자를 채우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공기업과 자회사만 포
함되었다. 지분의 일부매각도 ‘민영화’로 포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기업 개혁에 대
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은 크게 후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발전회사, 가스공사, 한전
KPS 등 에너지공기업과 수도사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방송부문에서
KBS2 TV도 제외되었다. 통합·폐지·기능조정에서도 주공·토공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공기업이 대상이 되었으며 4대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도 무산되었다. 또한 폐지대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실공기업인 석탄공사도 제외되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이유는 2008년 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어
나타난 2008년 하반기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공기업 개혁은 부차적인 이슈
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
하면서 위기극복이나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여 국민경제의 DNA를
바꿀 수 있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특
히 공기업 개혁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
하였고 무엇보다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철학으로 제대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6차례
에 걸쳐 발표되었다. 민영화 대상은 총 24개 기관인데 이중 5개는 일부 지분매각이
다. 또한 131개 출자회사를 매각·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며 36개 기관을 16개 기
관으로 통합하고 5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2개 공기업의 사업영역에
경쟁을 도입하고 20개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129개 기관에 대해 정원을 감축하
기로 하였다. 이밖에 과다한 보수수준과 복지후생제도를 재조정하며, 경영평가를
간소화하고, 경영공시제도를 추진하며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경영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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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공기업 선진화계획의 성과 진도는 분야에 따라 다
르다.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및 경쟁도입은 그 추진속도와 실적이 저조
한 반면 기관통합과 폐지 그리고 정원감축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반면 연봉제와 임
금피크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방
자치제장 선거 등 민감한 시기가 겹쳐서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혁의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간부직에만 적용키로 하는 등 당초 추진취지에 크
게 차이가 나며 임금피크제도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의
수준은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정부
가 할 일을 공기업이 대행하고 공공요금 억제와 같이 정부의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
한 것이 공기업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공개하도록 한 이후 여러 공
공기관의 단체협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단체협약 개
정에 파업으로 저항한 코레일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노조에 대해 보여준
가장 원칙있는 대응이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돌아보면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다
음과 같이 조망하여 본다. 첫째,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을 위한 로드맵을 마
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차지하엿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알맞은 역할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 공공기
관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검토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을 시점별로 정리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 정부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상하수도 등 에너지 및 네트워크 부문의 민영화와 함께 우정사업,
공중파 TV방송, 방송광고 등에 시장기능과 민간참여를 강화하고 금융부문에서의
공격적인 민영화로 관치금융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 셋째, 공기업 운영을 자율화하
되 철저하게 시장규율을 통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지나치게 공기업 경영의 자율
성을 해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공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북구형의 공기업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 동시에 공기업이 그 경영의 결과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공기업에
대한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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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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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구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행
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
국, 능동적 복지, 성숙된 세계국가 등 5개 국정지표로 구성된 신 발전 체제를 제시
하였다. 국정개혁은 5대 국정지표를 토대로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
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2008년 10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국정 전
반의 개혁을 추진했다.
정부개혁은 섬기는 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
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구현 등을 마련하였다. 정부개혁
의 추진 조직은 과제추진의 총괄 조정기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08
년 하반기부터 ’12 상반기까지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등 개별
정부부처가 주관하여 각각의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개혁에 대한 중간평가는 총 9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기능과 조직개
편 및 국세행정선진화, 정부위원회 정비, U-정부 구현, 공공부문 성과 개선, 내실 있
는 감사,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지방행정체제개편,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
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등이 평가대상으로 선
정한 9개 과제이다.
과제별 평가결과 정부기능의 경우 청사진 부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일
부 부처의 통제가 강화된 문제가 발견되었다.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부처수를 줄여
정부조직을 슬림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공감대 형성 미흡, 상시적이 아
닌 일회성 조직개편, 통합이나 폐지되는 조직에 대한 후속 보완 장치 마련 미흡 등
의 문제가 있다. 국세행정선진화의 경우 인사개혁, 세무행정개혁, 납세자를 위한 사
법해석 사전도입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
지만 납세자 정보보호와 국세청 감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위원회 정비의 경우 위원회가 감축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숫자가 여전히 많으며,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집행까지 관여함
에 따라 해당 부처의 업무 수행 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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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피 등의 목적으로 정부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U-정부 구현의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하드웨어 측면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개
인 정보보호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전자정부를 단순 정보화 수준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업무재설계(BPR)를 통한 후선 조직(Back Office)의 기
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구조적 차원, 일하는 방식과 같은 행태적 차원 등의 개혁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평가는 총리실 주관으로 개별법에 난립한 각종 평가 제도를 정비하
는 등 피 평가기관의 평가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복평가의 근
원적인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평가준비 등으로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내실 있는 감사의 경우 각급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를 도입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외부 전문인력 영입 등 적극적인 감사역
량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미흡하
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인사의 기관 자율성을 높이고, 외교관 인사에서 외
부수혈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선발에서 퇴출에 이르기까지 공
무원 인사의 전반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
르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
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명확한 목표 부재, 추진전략 및 세부적인 실행방안 부재,
추진과정에서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부재 등은 문제점으
로 지적할 수 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는 지방분권의 기초자료인 사무 총
조사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추진체계의
업그레이드, 지방이양 사무건수 급증 등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양 확정된 사무들은 현재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며, 전략산업 및 대형 인 허가권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
서는 미흡하다. 또한 중앙권한을 이양할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권
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과제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의 경우 투명성 제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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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체계 수립, 반부패 국민운동 추진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부패
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상태이며 부패척결도 아직 사후 처벌 중심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개혁 관련 9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개혁초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부분적으로 있었
지만 개혁을 과제별로 접근하였고, 추진조직도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혁성과가 정부조직 개편 및 국세행정선진화, 감사 개혁,
부패척결 등 일부 주요과제에서 구현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체를 조망하는
시대사적 방향타 없이 개별과제 위주의 핵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실용
적 추진방식이 갖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개혁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급속히 추진한 결과 현 시점
에서 다시 개혁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
고, 실제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정부개혁은 정치적 소명에 급급하여 목표한 성과를 기대한
만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개혁과제들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성실
히 추진하였지만 변화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기대대비 성과
가 미흡하였다. 개혁은 시대상황에 맞는 방향설정은 물론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
대 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작은 정부의 구호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외부 환경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시대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개혁
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년~20년 후 한국정부의 모습을 포함해야 하며,
개혁방향, 추진전략, 세부과제와 그 우선순위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정권을 초
월하여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원칙에 의한 과제기획과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지향적 시각에서 개혁
을 조망하여, 특히 하드웨어 개혁의 방향성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존립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일회성 조직개편만으로는 시대의 소명을 다할 수 없
으므로 상시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개편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
도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제때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급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과거 통제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의 기능은 자율성 위주
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활성화 원리는 행정서비스 현장의 자율경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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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사회에 자율성을 보강하면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을 성과중심으로 재구성하
여 시대변화의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인사와 예산의 자율권을
부처에 주는 경우 그 성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권위 위주
로 운영되었던 경우는 책임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성과관리나 절차
와 형식에 의거한 제도들도 마찬가지다. 연공서열위주 방식의 인사제도나 중앙의
권한집중 현상에 대한 개혁 등 공직문화의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해야 한다.
전자정부도 부분개선을 벗어나 공직문화 전반의 전환과 구조개혁에 활용성을 높
여야 한다. 현행의 분할된 성과평가 또한 종합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치료위주
의 부패관리도 예방을 포함한 전체적 시각을 추가해야 한다. 집권 후반기에는 전체
를 조망할 수 있도록 개혁의 시각범위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자면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조직(Control Tower)에서 개혁
을 통합관리하고, 전담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실행조직에 추진경험과 추진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인재들로 구성해야 통합적 개혁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사람중심에서 시스템중심으로 전환하고, 보다 종합적인 개혁추진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 집권 후반기의 개혁시스템은 추진방향성, 조직, 인력, 프로세스
등의 기본을 골고루 갖추도록 해야 한다. 기획 및 집행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체계적
인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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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명박 정부는 심화되는 세계화, 가속화되는 정보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삶의
패러다임 변화,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의 한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 국
제정치․군사질서의 재편, 신뢰의 숙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요망 등
시대사적 변화 속에서 기존 국가발전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을 계획하였다. 기존 국가발전패러다임의 한계, 즉 선진경제로의 진입정
체, 미래대비의 지체, 삶의 질 불안정화와 양극화, 사회적 자본 및 국가 거버넌스의
후진성, 국격의 상대적 저위 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체제의 구축에 개
혁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구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행동규
범으로서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능동적 복지, 성숙된 세계국가 등 5개 국정지표로 구성된 신 발전 체제를 제시하였
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5대 국정지표를 토대로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2008년 10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국
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지표별로 각각 4개씩의 국정전략과 각 전략별 5대 국
정과제를 배치하고 있다. 그 중 정부개혁은 섬기는 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
성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구현
등을 마련하였다. 각 전략 속에는 5개씩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개혁의
추진 조직은 과제추진의 총괄 조정기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08년
하반기부터 ’12 상반기까지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등 개별 정
부부처가 주관하여 각각의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이 100대 국정과제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 평가는 과
제별 평가를 근간으로 하며, 그 결과를 총괄하여 종합평가를 한다. 과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평가대상인 9개 과제는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 대통령 후보
의 정책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자료, 인
수위 백서, 100대 국정과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정부개혁 관련 9개 과제에 대해 100대 국정과제 추진현황, 정부부처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추진실적을 정리하고, 과제별 평가는 각종 자료와 과제의 핵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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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2. 추진계획, 실적, 평가
선정된 9개 국정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속에서 첫 번째 국정지표
인 섬기는 정부 속에 전략1(‘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전략2(‘지방분
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략3('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에 해당된다. 9개 선정 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100대 국정과제 속에서의 9개 선정과제
과제명
작지만 일하는 정부 구현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과제

주관기관

(1)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및 행안부,
국세행정선진화
국세청
(2) 정부위원회 정비

행안부

(3) U-정부 구현

행안부

(4) 공공부문 성과 개선

총리실

(5) 내실 있는 감사

감사원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행안부

(7) 지방행정체제개편

행안부

(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
행안부
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 사회 구현

총리실, 법무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부,
권익위,
투명성제고
행안부

(1) 추진계획
1) 정부기능과 정부조직개편

① 정부기능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에 정부의 역할, 국정운영방식, 제도와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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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방향, 개혁전략 등에 관한 정부기능의 개편을 명시적으로 다룬 부분은 찾기 어
렵다.

② 정부조직개편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부처 수 및 공무원 수를 ’08년 상반기까지 축소하는
계획은 다음<표-2>와 같다. 조직개편의 계획규모는 선거공약이후 정부안이 제시될
때 까지 점차 축소되었으며, 그 실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였다.

<표 2>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공약

부처 수

• 현행 56개의 중앙
행정조직 개편

공무원 수

• 현 수준에서 동결

개편 내용

• 대 부처 대국 체제로
개편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
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인수위안

정부안

• 56개 중앙행정기관
→ 43개로 축소
(△13기관)
• 18부 4처 →
13부 2처로 개편
(△5부처)

• 56개 중앙행정기관 →
45개로 축소
(△11기관)
• 18부 4처 →
15부 2처로 개편
(△3부처)
• 하부조직(실․국․과․
팀)도
재설계하여 166개 축소

• 6,951명 감축

• 3,427명 감축

•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 통일부 존치
과학기술부 등 5개 부 • 여성가족부도 명칭과
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폐지
존치됨

③ 국세행정 선진화
국세청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을 실
현하고 기업 친화적 세정운영과 탈세방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행정 선진화
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운영시스템 개혁, 세무 조사 부담 완화,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 및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및 고소득 자영
업자 세무관리 방침 강화 등을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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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위원회 정비

이명박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참여정부 시절 설립된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포함
한 31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는 유관 부처로 이전하고 향후
국책과제위원회는 5~6개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투자 유치, 공공부문 혁신, 규제개혁, 한
반도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ㆍ에너지대책,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국한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08년 4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종전의 서면실태조사 방식
에서 벗어나 법령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신설, 누락되었던 위원회를 발굴하고
573개 위원회 중 273개는 통폐합, 32개는 운영개선을 하는 등 305개를 정비하겠다
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3) 전자정부(U 정부)

행정안전부는 ’08년 하반기부터 ’12년 하반기까지 통합서비스 정보화 전략계획 수
립, 분야별 전자적 서비스 통합,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
선, 개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U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4) 공공부문 성과개선

총리실 주관 하에 ’08년 상반기까지 평가의 기획․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자
체 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같은 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09년 상반기까지 주요 현안의 정책 분
석을 강화하고 ’09년 하반기까지 중복 평가를 정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성과를 관
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5) 내실 있는 감사

감사원 주관 하에 ’09년 상반기까지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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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 및 공장설립, 금융, 서비스 등 규제 분
야별 특별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지적 규제사례」의 유형을 분석하여 부처 규제혁
파 근거 자료로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09년 상반기까지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는 상
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목표
를 세웠다.
그리고 정권 말인 ’12년 하반기까지 고위공직자 감찰을 강화하여 ‘윗물효과’를 전
파하고 과다․중복 감사해소 및 감사기구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자율적 감사체
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08년 상반기까지 평가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평가자
가 부하 직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을 평가자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성과평가결과를 전보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와 보
상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08년 하반기에 부처의 인사 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09년 상반
기까지 부처배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09년 행정고시부터 단계적으로 부처수요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2년 하반기까지 성과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성과중심의 경쟁원리
를 공직사회에 전파함과 더불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처별
관대화 경향지수를 측정공표하고, 기관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제시하였다.
또한 코칭, 성과면담 스킬 등 성과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12년 하반기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계층구조
를 단순화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능을 재배
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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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08년 하반기까지 지방이양 추진기구 및 시스템을 정비한
후 ’12년 하반기까지 지방이양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이양절차를 신속하
게 진행함으로써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12년
하반기까지 기존 위임사무를 정비함과 더불어 새로운 사무체계 마련 및 법령 정비
를 통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중심개편을 위해 ’08년 상반기까지 정비대상기관
의 선정원칙과 정비방향을 설정한 후 우선 정비대상 기관선정 및 정비방안을 마련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09년 상반기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중심 개편 관
련 법령을 준비한다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총리실, 법무부, 권익위, 행정안전부 등 4개 정부부처가 총동원되어 ’08년 하반기
부터 ’12년 하반기까지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총리실에 「특별감찰단」 구성
- 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 확립
- 부패가 구조화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및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엄단
- 지역토착비리 집중 단속
- 효율적 비리수사를 위한 선진적 사법제도 도입
- 행정절차법령 개정
- 행정의 특혜소지 및 권익침해 개선
- 행정절차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
- 국가청렴도의 전략적 관리
-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시스템 정비
-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 촉진․지원
- 부패추방 사회분위기 조성(건전한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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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1) 정부기능과 정부조직개편

① 정부기능
추진계획에도 특별한 것이 없었으며, 추진실적도 특이사항이 없다. 다만 녹색성장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새로운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② 정부조직개편
집권 이후 2008년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을 56개에서 46개로 축소하
였으며, 그 결과 정원 3,427명(정무직 16, 고위 62, 3․4급 이하 3,349) 이 감축되었
다. 또한 하부조직(실․국․과․팀)도 2,232개에서 2,084개로 감축시키는 성과를 보
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결과 지방공무원 수가 9,727명(253,000명→243,273명)이 감
축되었으며, ’09년 말 총 공무원 수도 ’08년 968,684명에서 ’09년에는 967,903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이 축소되었다.

③ 국세행정 선진화
국세청은 2009년 9월 본청 국장 직위의 30%인 핵심 직위(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업무수행의 투명성․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선진기술을 국세행정에 접목하는 등 세정운영시스템을 개혁하였다. 이와 더
불어 본청의 인력을 10% 감축하는 동시에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현장에 이양하는 등 지역별․수요자별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현장밀
착형 세정운영의 구현에 노력하였다.
또한 세무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09년 9월 대기업은 4
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등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이
와 함께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조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를
실시하고 모든 세금문제를 One-Stop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개설 및
국민의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결해주는 「국세청 단일 대표 전화」를 설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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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만족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체계도 구축하였다.
한편, 탈세방지를 위해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
성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하고 2010년 1월 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 세로」를 개통하였다. 나아가 「e 세로」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 혜택 중심
의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결과 납세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도 ｢심리분석전담팀｣을 설치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기업자
금 불법유출 기업,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세방지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10년 2월에는 의료기･의약품 도･소매업체 등의 유통과정 30건의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전문직･의료업･학원 등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30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50%)를 부과하였다. 또한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를
위한 5년간 소득금액과 재산증가ㆍ소비지출금액 등을 비교․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개발하였으며 ’10년 3월에는 자금출처 조기검증제도를 도입해 고액재
산 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10년 1월에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 등
주요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확대를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행위 차
단에도 노력하고 있다.

2) 정부위원회 정비

2009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직속위원회는 집권 초기의 목표와는 달리 24개에
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소속 정부위원회 전체를 살펴보면 정비대상 305개 중 관
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63개를 포함한 299개(98.1%)가 축소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를 통해 ’10년 말까지 지방정부의 경우
시․도는 15%, 시․군․구는 10%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령상 유사․중복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정부위원회는 ’08년 5월의 573개에서
’09.12월 기준 441개로 132개가 감축되는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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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정부(U 정부)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등을 통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
스의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08.12.3에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가지는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단순 링
크 위주의 전자정부대표포털을 전면 개편한 국가대표포털(www.korea.go.kr) 을 구
축함으로써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주제별로 서비스 흐름에 따라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화면의 구성과 검색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여러 사이트에서 흩어져서 제공되던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대표포털 구축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 1
월 2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주제별 전문정보 서비스는 우선 부동산 매매, 여
성, 노인 취업 등 5개 주제부터 시작하였으며, 2010년 말까지 추진될 2단계 사업이
끝나면 30개의 주제,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2011년까지는 50개 주제에 대한 서비스
를 각각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포털간 통합인증 시스템은 1단계 사업에서는 시범적으로 온라인민원포털
(g4c.go.kr), 주민서비스(oklife.go.kr),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onnara.go.kr) 등 9개
포털에 우선 적용되고, 향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자정부포털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절차가 간소화되고, 신규 창업
원이 발굴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창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비용도 44만
원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창업기간도 ’08년의 17일에서 ’09년에는 14일로
단축되었다. 그 결과 세계은행 발표 창업환경 순위도 ’08년의 126위에서 ’09년에는
53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개인 맞춤형 구매서비스 제공을 통해 IT 및 전문용역 분야로의 서비스 제공도 확
대되고 있다.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요기관에 다양한 물품 선택권을 보
장하고, 조달업체의 판로개척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종합쇼핑몰 등록 품목 수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 실적을 보면 맞춤형 건수가 2009년 818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협상계약 건수도 2,401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종합쇼핑몰 등록도
2008년 대비 33.6%가 증가한 31.8만 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종합만족도도 2008년
대비 5.4%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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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 성과개선

국무총리실은 부처의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의 부담 경감 및 효율적 평가수행을
위해 현행 12개 평가부문을 6개 부문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부문과 지표를 핵심위주
로 간소화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평가의 항목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포
함된 6개 분야의 법적의무·권장사항과 정책홍보관리 등 2개 부문을 폐지하였다. 또
한 인사·조직·정보화 수준․변화관리․정보공개․재정운용 등 6개 부문은 기관역량
으로, R&D․정보화․HRD사업은 재정사업에 통합하였다.
주요정책, 기관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또한 축소하였다. 기존 10개 평가
지표를 전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2개의 공통지표만 선정하고 나머지
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개선되었다. 그리고 자체평가의 자율성이 제고되
고 기관서열화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중복 운영되
던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08년 5월에 ｢’08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시행하였으며 ’08년 7월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수시평가를 강화하고, 과제별 평가결
과를 각 부처에서 이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09년 4월에는 중복평가를 정비하여 자체평가 중 주요정책 부문과 기관역량 부문
평가지표를 단순화하고, 기관역량 부문의 경우 재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09년 9월에는 성과관리 수준진단과 자체평가 실태점검과의 지표가 중복되는 문제
를 해결하였다.
’09년 12월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 계획에 '개
별 평가의 지속적인 통합․정비' 항목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향후 정부업무평가로
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중복 운영되는 평가를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평가를 도입할 경우에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무분
별한 평가제도 도입을 억제하여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5) 내실 있는 감사

2009년 상반기에 창업 및 공장설립, 금융, 서비스 등 규제분야별 특별감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정책집행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문제점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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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현장중심 감사체제｣를 확립하였다. ｢현장중심 감사체제｣의
일환으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과 불합리
한 규제를 현장에서 신속히 접수하고 해결하였다.
’08년 12월에는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전환
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관용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15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 8개 광역자
치단체, 2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조기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8개 기관을
모범 사례로 선정함으로써 ‘무사안일․복지부동’을 불식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
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감사중복 방지를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하였다. 우선 각
급 감사기구협의체인 ｢감사활동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감사원과 정부의 감사활
동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감사중복을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각급 감사기구의 역할과 활동의 조정을 규정한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
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감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사 사전예고제
도입, 감사 유사활동의 조정 등도 시행하였다.
2009년 말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감찰정보기획관', '감찰정보과', '기동감찰과' 등
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공직기강확립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고위직 비리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정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위직 기동감찰반'을 상
시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2009년 12월 29일「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소속장관이 기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성
과평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결
과가 성과보상, 역량개발 등 인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5급 이하 공무원의 평가시기를 자율화하여 현
재의 연 2회 (6월말, 12월말) 원칙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후 다시 성과연봉을 평가하여 성과평가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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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중복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하였다. 그 결과 성과연봉평가 절차가 폐지되고 성
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평가자의 성과기록물 작성․관리의무를 완화하는 동시에 평가결과의 본
인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부처수요 중심의 채용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10년 8월 12일 민간전문가들이 고위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도
록 1961년부터 50년간 지속해온 공무원 채용방식을 개선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
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연말까지 관
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11년부터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외부 전문가를 5급 공무
원으로 선발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한다. 우선 5급 선발 정원의 30%를
뽑고,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
의 필기시험으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선발한다. 외부전문가로 선발된 인
원은 필기시험 선발자와 동일한 일반직으로 근무하게 되며 '행정고시'라는 명칭도
내년부터 7, 9급과 마찬가지로 '5급 공채 시험'으로 바뀐다.
7급 공무원 채용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대학의 추천과 1년간의 수습 근무
를 통해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이 확대된다.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은 ’09년 50명, ’10년 60명에서 ’12년에는 100명으로 늘어난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

’09년 8월 자치단체 간 통합촉진을 위해 7개 부처 공동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
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생활개
선을 위한 21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 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동력을 확보코자 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 건의를 접수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등을 거쳐 창원․마산․진해/성남․하남․광주/청주․청원/
수원․오산․화성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창원․마산․진해시 한 곳
이 지역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시․군 통합이라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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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통합및지원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합 자
치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0년 상반기에는 국회 지방행정체
제개편 특위의 「(가칭)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제정을 지원하였다. ’10년 하반기
에는 개편 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개편 대
안을 구체화하고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다.
시․군․구 광역화,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개편, 읍․면․동 등의 준 자치단체
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과 관련된 과제는 ’14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였다.

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08년은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해였다. ’08년
2월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08년 12월에는 기존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총괄․조정․심의
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어 ’09년 2월에는 지방분권 종합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09년에는 주민편의 등을 위해 우선 697개 사무 이양을 결정하였는데 ’09년의 697
건은 과거 5년간 이양실적 902건의 77.3%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4,038개 법령
상 국가지방사무 42,320건 전수조사 및 사무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8년에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할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칭 법정수임 사무도 도입하였다. 또한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여를 제한하는 동시에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였다. ’09년
에는 사무구분체계 개선 관련 법률 일괄개정계획(안)을 마련하여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07년 이전 결정사항은 ’10년까지 추진하고 ’08~’09년 결정사항은 ’11
년까지 추진하는 등 이양 결정 사무의 조기 이양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연계 지원도 검토하였다.
’10년 상반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지방 이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도하천분야 : 국도건설․관리(25.4%), 7개 하천 공사․관리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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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항만분야 : 15개 무역항 개발․운영, 공유수면관리 등
• 식의약품 분야 : 식품․의약품 등의 지도․단속, 식의약품 시험 분석 등
상기 3개 분야의 지방 이관을 위한 법령개정, 인력이관, 재원이관도 추진되었다.
먼저 법령개정을 살펴보면 ’09년에 11개 법령 중 9개(계류 2), 16개 시행령 중 13개
가 각각 개정완료 되었다. ’10년 상반기에는 국회 계류 중인 2개 법률 등 법령정비
및 기능이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력이관을 위해서 중앙부처 직제개
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는 개정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관
은 식의약품분야의 경우 ’10년부터, 국도하천․해양항만분야는 ’11년부터 각각 재원
이 이관된다.
’10년 하반기에는 노동, 보훈, 산림, 중기, 환경 등 나머지 5개 분야의 정비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환경, 산림분야의 경우에는 기구․인력 효율화 및 규제합리화 조
치가 우선 이루어질 것이다. ’10년 상반기에 상기 3개 분야의 지방 이관이 완료된
후 ’10년 하반기에 나머지 5개 분야 정비방안 마련 및 인력․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총리실에 「특별감찰단」을 구성․운영하고,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행정절
차 관련 1,395개 법령을 분석하여 229개 법령 516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금품･향응
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외에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
을 병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시행하였다.
청렴문제가 개인차원을 넘어 조직차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부서별 부패방지 활
동 실적을 점수화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부서별 청렴점수관리제도」도 도입
하였다. 나아가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에도 부서청렴도 등을 종합･반영하는
「청렴인사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도별로 활동 중인 명예시민
감사관 150여명을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청
렴신문고」제도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고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하였다.
한편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토착비리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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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9월에는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 단속’을 지시하여 ’09년 9월~11월까지 253
명을 단속(101명 구속)하였으며 ’10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09
년에 공기업 임직원 180명을 입건하고 51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해외 무기 구매, 방
산물자 납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군사기밀 유출, 납품 단가 조작 등 구조적 비리
척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방 예산의 누수를 차단하였다.
효율적 비리 수사를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였으며 범정부
적 반부패 활동의 추진을 위한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금융위 등 유관기관 간 실질
적 공조․협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10년 대전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 부산고검에
자금추적ㆍ범죄수익환수팀, 광주고검에 디지털분석팀 등을 설치하였으며 ’12년까지
는 5대 고검 및 주요 검찰청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감독업무 소관 부처
와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기
업 관련 비리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였다.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을 통합·관리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국민이 직접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바른 행정’의 정착을 추진하였으며 부패추방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반부패 국민운동도 추진하였다. 특히 ’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정
치, 경제, 공공,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9개 부문 총 23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투
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국민․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
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평가
1) 정부기능과 정부조직개편

① 정부기능
정부 기능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합당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걸맞는 기
능조정이 함께 이루어 져야 마땅하나 이에 대한 개혁 청사진과 과제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발견되었다. 또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
정안전부의 조직관리 기능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의 경우 자율권이 확대되는 방
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통제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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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안전부가 제도개선보다 운영 중심의 업무에 치중한다거나 기획재정부가 재
정시스템의 개선이나 재정전략 수립 등의 업무보다 예산편성에 치중하는 등 정부기
능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② 정부조직개편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부처 수를 줄여 정부조직을 슬림화한 것은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수위 안과 정부 안을 비교해 볼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개혁자체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인수위안 13개 축
소에서 정부안은 11개 축소로 후퇴하였다. 부처수도 인수위안 5부처 축소가 정부안
에서는 3부처로, 또한 공무원 수도 인수위안 6,951명 축소에서 정부안은 3,429명 축
소로 각각 후퇴하였다.
조직개편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 통합된 부처의 경우 물리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지
만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조직 내부의 갈등 요인이 잔재해 있었
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해체는 IT 산업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혼선 등의 문제
점을 노출하고 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
램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관련 기관에 이양한다고 공표한 것
과는 달리 과학기술부를 흡수 통합하여 오히려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부정적인 평가
도 받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의 결과 총 공무원 수는 968,684명(’08년)에서 967,903명(’09년)
으로 감소되었지만 중앙공무원 수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만 4,714명에서
2009년 8월말 현재 60만 8,990명으로 오히려 4,276명이 증가하였다. 중앙공무원 수
가 확대된 것은 공무원 수 축소라는 집권 초기의 개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부처 수를 줄여 정부조직을 슬림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만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역할을 갖추는데 충분한 공감대
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조직개편이 일회성으로 성사되지 않는다는 개혁
의 공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신설될 기능과 폐지되어야 할 기능
에 대한 검토를 통한 상시적인 기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1회성 개편에 그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통합이나 폐지되는 조직에 대해 후속 보완 장치를 마련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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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세행정 선진화
국체청의 경우 외부 출신의 인사를 수장으로 임명하고 세무행정을 가시적으로 개
혁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특히 본청 국장 직위의 30%에 해당하는 자리를 외부에서
영입한 인력을 배치한 인사개혁과 국세행정위원회를 외부출신 위원장이 운영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에 민간기법을 접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법해석사전도입제를 도입한 것 또
한 납세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세무조사 선정대상원칙과
기준을 공개하여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여 유통거
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 순환조사제를 도입하여 과거 5년 마다 실시하던
세무조사 방식 보다 오히려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전자세금
계산서도 송부기간이 다음 달 15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짧고, 부가가치세 세금계
산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의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민감한 기업정보나 개인정보의 일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로 도입한 「e 세로」시스템의 정보보안 문제로 개인
의 일부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으며, 국세청 감사 시스템이 미흡
하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인사개혁, 세무행정개혁, 납세자를 위한 사법해석 사전도입 및 탈
세방지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납세자 정보보호
와 국세청 감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2) 정부위원회 정비
노무현 정부에서 31개로 운영되던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24개로 축소하는 등 정부
위원회를 감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발표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폐지 및 일부 유관 부처로의 이전 등으로 직속 위원회를 5~6개 정도
로 축소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에는 집행과 관련한 업무까지 관여함에 따라 해당 부처의 업무
수행 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위원회의 전체적인 숫자 측면에서는 다수 감축되었으나, 공무원들의 책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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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계속 신설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
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자정부(U 정부)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2009년도의 UN 192개국 평가에서 발전ㆍ참여지수 세계
1위, 그리고 일본 총무성이 2010년 정보통신 백서를 통해 발표한 정보통신국가경쟁
력 평가에서 한국이 25개 대상국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신장되었
다. 정보통신 인프라 순위는 정보화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소폭 하락하여 13위를 기
록한 반면,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2008년 6위에서 1위로, 온라인 참여지수는 2위에서
1위로 각각 상승하였다. 서비스 편의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과 국민의 정책참여
용이성을 측정하는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 세계 1위를 견인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전자정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스템은 잘 구축했으나 2009년 세
계경제포럼(WEF) 정보보호평가에서는 15위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 훈령 제164호로 전자정부 정보보
호 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1)을 제정하였으나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정보공유시스템도 2000년도부터 기획·구축하였으나 아직도 정부기관들이 보
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들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어 국민은 민원서류를 떼어다가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선진적 전자정부의 구성에 필요한 업무절차 재설계, 일하
는 방식 등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개혁 역시 매우 미흡하다.
종합해 보면 전자정부의 하드웨어 측면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개인 정보보호, 행
정정보공유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전자정부를 단순 정보화 수준
에 그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업무재설계(BPR)를 통한 후선 조직(Back
Office)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구조적 차원, 일하는 방식과 같은 행태적 차원 등
의 개혁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전자정부 사업은 매우 부진한 상
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최근 행정안전부는 2010년 6월 7일 행정안전부 훈령 178호로 이 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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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 성과개선

유사중복평가의 통폐합 및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다. 공공기관의 경우도 2009년부터 기관장 평가, 기관평가, 감사 등의 구분 운영을
통해 중복 평가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 지역발전위원회의 세부사업단위의 재정사업 평가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기관들은 평가목적,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을
각각 다르게 구성했다고는 하지만 피 평가기관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유사하지만 평가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
어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평가보고서 작
성 등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평가지표의 추상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
는 데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허비되고 있으며 평가지표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문
제제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극단적으로는 평가보고서를 잘 쓰는 기관이 1등을 한다
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총리실 주관으로 개별법에 난립한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는 등 피평가기
관의 평가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복평가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평가준비 등으로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
되는 문제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5) 내실 있는 감사

각급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을 제정
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감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긍
정적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각급 감사기구의 감사직위를 기관장이 임명함으로써
기관장의 눈치를 보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이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각급 감사 담당자가 개방형으로 임명
되며 임기도 보장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지 못했던 감사담당자의 직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감사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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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감사를 받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실수에 대해
서는 관용을 베푸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도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
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감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과거 미시적인 개별감사 위주에서 정책 및 사업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책사업만 담당하는 내부 조직을 신설
하고 이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시절에 소홀했던 회계감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사시스템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역량의 한계 등으로 법, 규정, 절차, 관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기존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감사를 추진하기 위
해 필요한 보다 적극적인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각급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외부 전문인력 영입, 내부 인력의 감사역
량 제고 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통합적으로 운
영한 점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의 성
과평가를 더욱 발전시키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인사관리에 대한 통제를 완화
시켜 자율성에 기초한 인사운영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처 수요중심의 채용시스템을
추진하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5급 공무원의 절반을 행정고시가 아닌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으로 충원하고 7급 공무원 채용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지역인재추천채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조직에 경쟁과 혁신 분위기가 조성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교관에 대한 인사의 경우도 주변 4대 강국(미, 일, 중, 러)의 대사를 직업 외교관
이 아닌 인물을 임명하는 등 공무원 조직에 외부수혈이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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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제를 근본적으로 개
혁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평가와 역량평가가 각각 이루어지면, 그 평가결과를 승진
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성과평가와 역량평가가 각각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반영비율도 낮은 상태이다. 또한 경력평정점수는 승진자격요소로만 작용하여야
하나, 승진을 심사할 때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지
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강한 계급
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순환보직 중심의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형 임용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인사의 기관 자율성을 높이고, 5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 그리고 외
교관 인사에서 외부수혈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선발에서 퇴출
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인사의 전반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부분
적인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공무원 조직으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지방의 언
론인 등으로 구성된 자율통합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의 명확한 목표 부재와 추진과정에서 핵심이해관계자인 지
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방해 등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통합 자치단체는 마산, 창원,
진해 1곳에 불과하였다.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겠다고 나섰지만 주
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정략과 이기주의로 인해
실제로 통합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창원시 1곳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주었
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질적 문제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에 대한 명
확한 정부 방침이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보다 대폭 분권화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율통합을, 국회에서는 전면통합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분
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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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
정적으로 평가되나 명확한 목표 부재, 추진전략 및 세부적인 실행방안 부재, 추진과
정에서의 핵심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부재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
할 수 있다.

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이명박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효과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을 대체
한 지방분권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지방분권의 기초자료인 사무 총 조사를 실
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구현한 것은 나
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
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체계를 기능적으로 업
그레이드하고 지방이양 사무건수를 크게 증가시킨 것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양 확정된 사무들은 현재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며, 전략산업 및 대형 인허가권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중앙권한을 이양할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 파견 근무 시 별도 정원 인정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는데
7급 이하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운용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임 가능한 광역자치단체
의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공무원 공금횡령에 대해 환수만 하면 되는 과거의 온정주의를 벗어나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투명성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도 「국고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개정 등으로 환수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형사
처벌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부패문제가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의원 행
동강령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점과 부패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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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한 반부패 국민운동을 추진
하고 있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민간단체인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
한 정책협의회’와 함께 부패추방 운동을 전개하고 직능단체들과 청렴 서약을 통한
부패 추방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과거보다 진일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부패 관련 부처인 귄익위,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강력한 부패 근절대책을 세
우고 있지만 지방토착 비리와 교육 분야의 비리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청렴성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 개선추세를 보이
는 것은 사실이나, 분야별로 살펴보면 부패문제와 불신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
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2009년 11월 17일 발표한 국가별
반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부패청산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순위는 뉴질랜드(1위),
싱가포르(3위), 독일(14위), 일본(17위), 미국(19위), 프랑스(24위), 대만(37위), 대한민
국(39위)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반부패지수가 지난해보다 0.1점 떨어졌지만, 순위는 지난해 40위에서 한 단계 상
승하였다. 이는 홍콩, 일본, 대만보다는 낮고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보다는 높은
순위이다. 점수 면에서는 5.5점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국의 평균인 7.04점보다는 1.54점이나 낮은 점수이다. 권익위가 ’09년 9
월에 조사한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56.6%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국민 과반수가 우리나라 공무원들
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법체계 수립, 반부패 국민운동 추진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부패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상태이며 부패척결도
아직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4) 종합평가
1) 긍정적 평가

① 일부 과제의 가시적 개혁성과
정부조직 개편과 국세행정선진화, 감사 개혁, 부패척결 등 일부 과제들에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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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세행정선진화의 경우 본청 국장 직위의 30%인 핵심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인사제도의 개혁을 추진한 것과, 정부조직개편의
경우도 부처수를 줄여 정부조직을 슬림화한 것 등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감사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제정을 통해 감사시스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과 부패문제를 국정의 기본과제로 판단하고 국민․기업․시민사
회가 참여하는 반부패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기관의 정부의 효율성 향상 평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효율성 순위가 작년 36위에서 26위로 10단계 상승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역시 전체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23위
로 전년보다 4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효율성은 제도적 여건(’09년
40위→’10년 23위)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기업 관련법(’09년 48위→’10년 44위),
사회적여건(’09년 51위→’10년 49위), 재정정책(’09년 14위→’10년 13위) 등도 전년도
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부정적 평가
① 철학과 청사진 부재, 집행 인력의 동기 부여 결여 및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과거 10년간 노력한 시스템 차원의 개혁방식을 버리고 사람 중심의 실용적 차원
에서 정부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철학과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개혁은 단순히 과제들을 정열적으로 추진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방향성과 청사진을 준비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종합예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빠진 것이 많고 집행 인력의 적극적 동기부여가 미흡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개혁추진 방식도 실용적 방식을 선택하여 공감대 형성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기획 및 결정과정
에서 배제하고 집행업무에 치중케 한 결과 그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됨으로써
정부개혁 성과제고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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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혁과제 관련조직의 각개약진으로 인한 목표달성과의 괴리
방향타 없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위원회 등이 기관별로 관련 과제
를 추진한 것이 개혁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다수가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③ 치밀한 기획 부재, 과정관리의 준비부족 및 체계적 평가 결여
청사진과 치밀한 계획 없이 소수인력의 밀어붙이기식 단기추진방식과 집행단계
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절차의 생략 등으로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절
차를 중시하는 의사결정 방식, 로드맵 마련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 등과 같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코자 한 것이 또 다른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평가 자체에 비중을 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예 체계적인 평가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
다. 그 결과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는 소수의 주요 과제만 챙기게 되는 한계를 보이
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경우에도 일회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행이
후 지속관리가 중요하나 개혁 과정의 변화관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어 개혁이 중단되거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종합평가

개혁초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개혁의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지만 과제별로 접근하였고, 추진조직도 분
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부실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성과가 일부 주요과제에서 구현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체를 조망하는
시대사적 방향타 없이 개별과제 위주의 핵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실용
적 추진방식이 갖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개혁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급속히 추진한 결과 현 시점
에서 다시 개혁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고, 실
제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개혁의 전체적인 성과를 과거 정부와 상대평가를 해 본다면 김대중 정부 보
다는 미흡하지만 노무현 정부 보다는 나은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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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개선방안
(1) 개선방안 종합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 과제는 집권 초기에 천명한 대로 정부가 새로운 시대 국
가경영의 선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활성화하
는데 있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정부개혁은 과거 정부와 큰 차이 없이 정치적 소명
에 급급하여 성과를 기대한 만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 관계자들이 노
력을 한 것은 인정되나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집권 후반기의 과제는 그
원인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개혁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10년 만에 정권을 창
출한 이번 정부도 과거와 같이 개혁과제들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성실히 추진하
였지만 과거의 개혁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조건 하에서 개혁을 추진했
기 때문에 기대대비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① 정권 초월형 청사진 구축과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개혁의 성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시대상황에 맞는 방향설정은 물론 성공적
추진에 영향력이 큰 환경인자인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
방향설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통상 개혁의 청사진에 제시된다. 정부개혁이란 본래
일회성의 과업이 아니라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연속적
과제이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는 개혁과제와 함께 상세한 시간표를 그
청사진 속에 제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글로벌 스탠더드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작은 정부의
구호에 초점을 두기보다 외부 환경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시대상황
(Korean Standard)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상황에 걸 맞는 정부
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한 가운데 정부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년~ 20년 후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재설정하는 것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개혁방향, 추진전략, 세부과제와 그 우선순위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
다. 특히 개혁의 청사진은 정권을 초월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정파를 초월하여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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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② 선진적 개혁 원리에 의거한 개혁추진 과제의 재구성
전반기의 개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이유 중 하나는 개혁의 추진원리에 입각하
여 원칙에 의한 과제기획과 추진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을 하드웨어 개
혁과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개혁이 국민지향
적 수요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공급자 위주로 계획되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개혁이 여전히 중앙의 통제위주로 추진되었다. 소프트웨어 개혁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권위와 절차, 위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
다. 더욱이 시스템 전체를 관망하며 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증처방 방식의 부분
개혁을 선택한 것이어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변화의 특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개혁의 원리들은 대부분 국가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지되었었지만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 실제 개혁추진과정에 구체화 되지 못하였었다. 그 이유들은
개혁의 정치적 시급성, 관료층의 보수성, 개혁 경험의 미흡과 전문적 추진인력의 미
비 등이었다. 국민 지향적 시각에서 개혁을 조망한다면 특히 하드웨어 개혁의 방향
성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뿐 아니라 과거
정부들에서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정부의 존립환경 자
체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일회성 조직개편만으로는 시대의 소명을 다할 수 없다.
더욱이 조직개편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패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편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러한
개혁 관리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준은 국민의 필요가 된다.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
의 욕구가 변하게 되고, 그에 맞춘 개혁만이 실패를 제대로 수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욕구는 과거와 달리 즉시적이고 즉각적이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의
활용성은 과거 공급위주의 시각만으로 국민의 변화욕구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제때에 연결
시키려면 지금의 공급위주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야 한다. 국세행정의 선진화 또
한 국민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과거의 실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통제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의 기능은 자율성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
다. 집권하반기 공직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리는 행정서비스 현장의 자율경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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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한다. 집권초기에 성실성 훈련이 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자율성을 보강한
다면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을 시대변화에 적합하도록 성과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인사와 예산의 자율권을 부처에 주는 경우 그 성과는 폭발적일 수 있다. 예
를 들어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중앙집중 인재공급 방식인 채용제도를 철폐하고 개
별 부처에 인재등용권을 주고 주어진 예산 하에 책임 자율경영을 하게 한다면 정부
의 역량강화, 성과개선, 인사제도 개선, 공직부정부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권위 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위원회의 운영도 책임 위주로 재
편할 필요가 있다. 부처의 역량을 훼손하고 있는 일부 대통령직속 위원회들의 불필
요한 권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성과관리나 절차와 형식에 의거한 감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 연공서열위주 방식의 인사제도나 중앙의
권한집중 현상도 마찬가지다. 즉,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혁은 공직문화의 전반에 대
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의 경우도 대국민서비스를 부분적으로 개선했지만 전자정부를 통
해 구현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의 범주가 공직문화
전반의 전환과 구조개혁에 까지 이르게 될 때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현행의 분할된 성과평가 또한 부분관리의 취약점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 치료
위주의 부패관리도 예방을 포함한 전체적 시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부분
적 개혁 시각은 정부의 기능자체를 선진화 시키는 데에 근본적인 취약점이 되고 있
다. 이제 집권 후반기의 관리는 부분중점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의 범위
를 수정해 가야할 것이다.
③ 통합개혁 시스템 구축과 개혁의 상시성 확보가 관건
원리에 근거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힘을
갖는 조직(Control Tower)에서 정부개혁을 통합관리하며, 전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집권 초기에 개혁추진조직을 몇 개의 부처가 나누어 추진하는 시도는 이미 실효성
이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하반기의 정부개혁을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방향과 과제를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개혁의 원리를 개혁의 구조, 프로세스, 문화 전반에 반영시켜 과제를 선정하
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일에는 강력한 집중력이 꼭 필요하다. 개혁의 성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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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할관리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집중관리로 더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통합개혁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실행조에 추진경
험과 추진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인재들로 구성해야 그 성과가 보장된다. 실제로 공
직 내부의 인재들만으로는 그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 인재들을 충분히
보강하여 개혁의 핵심 실무인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개혁추진시스템은 현행
사람중심에서 시스템중심으로 전환하고, 보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개혁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시스템은 추진방향성, 조직, 인력, 프로세스와 평가체계를 골고루 갖추는 것
이 기본이다. 그 때 평가체계는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표 3> 집권 하반기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안)
과제

개선방안

1.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①정부기능

◦ 통제보다는 조직, 예산운영에 대한 부처자율권을 확대,
채용제도 개편도 추진
◦ 시대변화에 합당한 정부의 역할 정립 및 기능 조정

②정부조직개편

◦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조직개편 시스템 구축
◦ 개혁 이후의 부작용 해소 및 신속한 보완조치 제도 마련

③국세행정선진화

◦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국민지향적 제도 보완
◦ 대국민 및 기업 서비스를 강화하는 문화 구축

2. 정부위원회 정비

◦ 기획 및 평가관리 위주로 기능 재조정
◦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 운영시스템 구축

3. 전자정부(U 정부)

◦ 단순시스템 개혁을 넘는 대국민 욕구에 적합한 종합과제
차원의 청사진 마련 및 추진
◦ 정부조직 개편 등 구조 개혁에도 적극 활용

4. 공공부문 성과개선

◦ 평가기능의 일원화 등 평가의 중복문제 및 불만해소

5. 내실 있는 감사

◦ 외부 전문가영입 및 내부 교육훈련 등 감사역량 강화
◦ 실질적인 정책감사 가능한 시스템 구축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 민간전문가 영입 등 상시 경쟁 및 퇴출 시스템 구축
◦ 공무원 인사전반의 개혁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7. 지방행정체제 개편

◦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청사진 마련
◦ 통합 기본법 제정 등 전체적 체계적인 통합 추진

8.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9. 공직자 부정부패 및
투명성 제고

◦ 사후적 통제기능과 사전적 예방기능 포괄 종합관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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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별 개선방안
1) 정부기능과 정부조직개편
① 정부기능
책임성과제를 기반으로 예산, 인사 등 부처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기능변화를 도
모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관리
와 예산기능 등에 대한 부처 자율권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을 전환할 필
요가 있다. 이는 통제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과제를 주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기능을 재조정하고 상시 점검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정부역할의 정립을 위해 추가 또는 폐지할 기능을 상
시적으로 분석하고, 부처 간 역할분담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능점검을 넘어 광범위한 개혁사항을 상시점검 할 수 있도록 추진조
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 개편을 일회성이 아닌 필요 및 감축분야를 상시 재점검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충원방식과 일하는 방식 등 정부조직의 질
적 개선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개편이 단순히 양적 감축에
치중하기보다 전반적인 문제대응 역량을 고려한 질적인 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수 감축 등의 방향이 바람직하며 그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지나치게
수적 감소에 치중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무원 수를 줄이면 오히
려 공공기관 인원수와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정부의 기능을 공공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무원 수 보다 더 많은 인력
이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비효율 문제가 초래될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
부문 전체적인 시각에서 기능과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
조직개편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위기관리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미
래의 정부 역할을 검토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개편 후
의 부작용 해소 및 신속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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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세행정 선진화
납세자 편익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과 개인 정보의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제가 너무 많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경영에 편익을 주는 세법해석 사전도입제, 세무조사 순환주기 연장, 전자세금
계산서 송부기한 연장 등도 지속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법해석 사전도입제는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
영해 나가고 기업들의 세무조사 순환주기를 지금 보다 더 연장하여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비즈니스 프랜드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송부기간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세
금합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장치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행보를 지속하고 국세행정의 감독 장
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 및 규제기관으로 자칫 투명성 시비나 국민신뢰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며 대 국민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
히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규제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등 권한의 축소방안
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 국민편의 행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정부위원회 정비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다수 부처가 관련되며 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할 사안을 다룰 때 유용하지만 위원회가 집행까지 관여할 경우 부처가 수동적
인 업무 자세를 가지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 및 평가관리 위
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속위원회는 위
원회 본연의 기획 및 평가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 후 조직을 축소
조정하여 수립한 계획의 추진여부를 평가하는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대통령직속위원회는 방향만 제시하고 수행은 부처에게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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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으로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설립을 예방하고, 일몰제와 같은 장치를 마련
하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는 장
치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면 자
동적으로 해체되는 일몰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당초
최소한의 위원회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특히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
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원회 설립 요건, 위원 선정기준, 운영방안, 논의 과정 및
결과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전자정부(U 정부)

전자정부 사업은 최신 기술 도입에 비용을 투자하는 방식 보다 정부 내 업무 프
로세스 개선, 정보의 공동 활용 등에 중점을 두어 국민에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편의 위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시스
템을 바꾸어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부처 기능 중심의 행정조직체
계를 국민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의 사업 추진은 범정부차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이 총괄토록 하여 부
처를 넘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정 부처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않는 개혁총괄 조직이 기획, 부처 간 역할 배분, 예산, 인력 등을 조율하
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변화관리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전자화를 통
한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닌 정부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전자정부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
다. 보안기능이 아직 취약하므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처별, 시스템별 정보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보안상황의 정기적인 점검, 보안담당
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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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 성과개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평가 틀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 평가기관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의 중복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 중복평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기능의 일원화가 최선이나 해당 조직의 저항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창구 또한 단일화하여 유사한 내용
으로 중복서류 작성 및 제출 등과 같은 피평가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금 공공부문은 일하는 사람보다 평가나 감사 등 일을 챙기는 사람이 더 많은 기
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5) 내실 있는 감사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 보다는 국가의 거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
는 사업이나 정책의 감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감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 등
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등 체계적인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
책감사에 부적합한 인력 등은 일선 기관의 감사 담당관으로 내려 보내는 등 범정부
차원의 변화관리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감사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
이드하여 실질적인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근무성적 평정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정부개혁 방향에 필요한 공무원 육성계
발계획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사 평가제도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와 역량평
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제를 개선해야 한다. 성과평가의 개선 방
안으로는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연봉에 직접 연계시키고 4
급이하 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와 역량평가 결과를 호봉승급에 반영하여 차등호봉
승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육성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하되, 다면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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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등 공
무원의 중장기적인 육성계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최근 발표한 5급 민간전문가 특별 채용의 경우 전문성의 검증, 특채 공무원의 공
직사회 적응을 위한 관리방안, 특채 공무원과 고시출신 공무원의 승진 시 공정한 평
가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전문가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투
명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무엇 보다 공무원 조직의 상시적 경쟁 및 퇴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실효성 있는 민간전문가 영입 활성화 방안 수립, 공무원 조직에 경쟁과
혁신 분위기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과장급과 국장급에서 퇴
출과 외부수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사에 대한 기관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선발에서 퇴출에 이르기
까지 공무원 인사의 전반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역할분담에 청사진을 설계하고,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정부의 방침 내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비현실적인 법, 제도 등도 정비하고 자율통합을 실
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2)체계 또한 조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국
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지방분권 목표를 달성하고, 자
치경찰제의 도입을 임기 내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정
보 공개 시스템, 평가 및 감사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의
2)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지원법인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은 2010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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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스템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단체의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현장에서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의 전시행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촉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역
량을 제고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사후적 통제기능보다 사전적 예방기능 중심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고 부패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
보공개 및 부패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행동강령 제작 등 자율규제도 필요하다.
최근 빈번하고 있는 교육 및 지역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시
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지역 토착비리 등은 국민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
다 근원적이며 사전 예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스
폰서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 평가와 실천적 윤리강령을
강화시켜야 한다. 공천헌금과 같은 문제도 해묵은 숙제이므로 각 정당의 공천심사
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의 제도화, 공천 심사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
구해야 한다.
교육 분야도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중앙에 강점이 없는 분야는 시․도교육청과 같
은 전문기관에 적극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납품, 급식 등 학교
재정 관련 업무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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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의의
―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집약됨.
― 이 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부결로 정치적으로는 일단락된 사안이지만 그
정책적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은 여전히 고민되어야 할 과제임.
― 세종시와 행정수도안의 배경이 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론이 여전히 정치권과
국민 다수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
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원칙을 제시함.

2. 기획된 지역주의와 현 정부의 정치적 대응평가
□ 정치적 행보 평가
― 세종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패키지로 묶은 정치적 기획도시이며 그 본질
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중앙 대 지방정부라는 지역주의 정치의 틀을 짠 것임.
― 현 정부의 패착은 여당인 한나라당 스스로가 신행정수도법 처리 당시부터 지
역주의의 게임에 동참하였다는 것임.
― 스스로 한 공약의 번복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이
를 정식으로 사과하는 정공법을 선택함.
― 참여정부 시절의 왜곡된 정책에 동조한 전력,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라는 점에
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행보에 A 플러스를 주기는 어려움.
― 그러나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인식한 채 정략적 이해에 안주하는 길을 택하
지 않고 가능한 선에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선의 길을 택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음.
□ 세종시 발전방안의 전략적 측면
― 세종시의 이념적 지지물인 국토균형발전전략은 비충청권에 대해서는 세종시
의 쌍둥이 동생격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정치적 협상카드를 제시함.
―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대체전략 수립이 어려운 이유는 이 전략이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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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조정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로섬 게임으로 대결구도 자체를 왜
곡시키기 때문임.
― 세종시 수정안의 정치전략적 패착은 세종시 원안이 기업·혁신도시 패키지와
함께 비수도권의 정치적 연대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 따름.
― 현 정부의 세종시 대책 또한 기업·혁신 도시의 추진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염두에 두어야만 했음.
― 세종시 발전방안이 제시한 교육과학기업도시안은 혁신·기업도시의 기능과 중
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의 투자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세종시로의 민간투
자유치 계획은 결국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비충청권도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
를 초래함.

3.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정책적 평가
□ 종합평가
― 세종시 원안의 주요 문제점은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국가적 비효율, 자립도시
로서의 발전 가능성 희박 등을 들 수 있음.
― 세종시 수정안은 지방분권과 경쟁이라는 선진적 도시정책의 기본원칙에는 여
전히 위배되지만 원안의 두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을 담고 있음.
□ 행정 비효율의 문제
―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재 정체(政體) 하에서 15부 가운데 9부
의 세종시 이전은 막대한 행정비효율을 야기할 것임.
― 과천소재 A 장관은 2009년 상반기 25주 가운데 1주일에 평균 3일 이상을 국회
와 청와대 방문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국토해양부 5급 이상 직원의 국
회 출장건수는 연간 5,345회로 총 7,397건 가운데 72.3%에 달함.
― 정부의 손과 발이 정책결정권자가 있는 서울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됨으로써
시간이나 출장비 등 측량 가능한 비효율 외에도 정부정책의 품질저하에 따른
비효율이 예상됨.
― 정책품질의 저하는 국정운영의 통일성 상실, 위기대처능력의 저하, 정책수요에
대한 감응도 저하, 언론과의 정보교류 문제, 의사 결정의 지연, 업무 협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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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관리체계의 부실화 등에 따른 결과임.

□ 도시의 자생·자립 가능성
― 행정도시의 경우 이전지출로 운영될 뿐 경제적으로 극히 제한적인 기반서비스
를 제외하고는 전후방 파급효과를 갖지 않음.
― 행정기능을 기반으로 50만 인구의 자족적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원안의 발
전방안은 현실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과천이나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행정중심 정책도시는 지방
의 중소 관청소재도시 이상의 위상을 획득하지 못함.
― 세종시 수정안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결과 짧은 기간에 과학벨트를 포
함, 민간투자 10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둠.
― 수정안이 성사되었다면 세종시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포항·울산·거제·광
양·파주와 같은 경제도시로 발전하거나, 보다 이상적으로는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미국 실리콘 밸리의 발전경로를 따를 수도 있었을 것임.

4. 선진화 대책
□ 세종시 처리방안
― 행정비효율 및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문제, 통일 이후 행정기능 재조정에 따
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 문제는 원안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세종시 원안 폐기가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면,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입법 및 행정기구 전체가 함께 이전하는 편이 행정기능을 분산한 현안보다 국
가경쟁력 차원에서 유리할 것임.

□ 지역정책 선진화의 원칙: 지방분권
― 지역정책이 균형발전론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의 균등
이 아닌 기회의 공정성, 지역안배가 아닌 지역간 경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 이러한 원칙이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립이 요구되며, 지방분권
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주요 정책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및 지방재정 자립도 증
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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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집약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
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이미 실패로 기록되었다. 세
종시 대책 자체는 정치적으로 일단락된 사안이지만 세종시 원안 추진이 향후 초래
할 국가적 비효율과 부작용을 감안할 때 그 정책적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은 여전히
고민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세종시를 필두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정치
적 기획도시를 만들어 낸 참여정부의 균형발전론이 여전히 정치권과 국민 다수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비판적으로 분
석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세종시 문제의 정치적 측면에 주목하고 세종시 원안의 본질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중앙 대 지방정부라는 지역주의 정치의 틀로 해석하였다. 현 정부의
패착은 여당인 한나라당 스스로가 신행정수도법 처리 당시부터 지역주의의 게임에
동참하였다는 데서 발견된다. 3절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기능적 측면들을 비교
하였다. 세종시 원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국가적 비효율, 자립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희박 등을 제기하였다. 세종시 수정안은 선진적 도시정책
의 기본원칙에는 여전히 위배되지만 원안의 두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부작용을 최
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4절 선진화 대책으로는 세종시 문제 자체의 처리방안
과 이후 지역정책의 기본 철학을 제시하였다. 예산의 4분의 1 가량이 이미 집행되
었다고는 하지만 국가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행정부처의 분산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또한 균형발전론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이 결과의 균등이 아닌 기회의 공정성에, 지역간 안
배가 아닌 경쟁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경쟁의 원칙이 지방
정부와 지역민에 의해 수용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주요 정책
권한의 이양 및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의 문제를 제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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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시 문제의 개관
(1) 입법 경과
세종시가 정치적 의제로 떠오른 것은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통해서이며 그 대선 공약을 법제화한 것이 ｢신행정수도건설
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다. ｢신행정수도법｣의 제정목적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또는 세종시 원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후, 세종시 수정안) 등 참여정부와 현 정부에 의해
대안적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이 법들의 제정목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표 1>
참조). ｢신행정수도법｣은 2003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정상 처리되었다. 이는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겨냥한 정략적 투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법｣과 함께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
법｣은 이른바 균형발전 3대 특별법으로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세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4년 3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만들어진 역풍 정국 하에
서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함에 따라 여당은 정국의 주
도권을 쥐게 되었다. 그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법이 무효
화되었으나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여당은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대안으로
세종시 원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 원안은 그 기본철학과 접근방식에 있어 ｢신행정
수도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중앙행정부의 주요
기능을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헌 요인을 회피하고자 한 점에서 차이
가 날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방향은 논란이 거듭된 끝에 임기가 1년 반이 지난
2009년 9월에 이르러서야 최종화되었다. 세종시 총리라고도 불린 정운찬 총리의 입
각과 함께 정책도시로서 세종시의 건설방향은 행정도시에서 교육경제도시로 선회
하였다. 2010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수정안은 이후 여권 내 계파별 갈등국면
과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참패를 겪는 과정에서 세(勢)를 소진하였으며 결국 국
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정치적 명운을 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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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종시 관련법률(안) 입법 및 주요사건
법
안

법제화 과정
2003.12.29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제7062호]

신
행
정
수
도
건
설
특
별
조
치
법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특
별
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
법 국회본회의 가결
(재적 272/투 표
1 94 /찬성1 67 /반
대13/기권14)
2004.04.17
신행정수도특별조
치법시행

제안배경: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
작용 발생
- 지방의 낙후
-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
정책내용: 신행정수도 건설
최종목적: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
(이상 상기법의 제1장제1조(목적)에 따름)
핵심전략: 일극집중형에서 다극분산형으로
전환하는 지역균형발전(국가기록원)

주 요 사 건
2002.09.30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 수도권 집중억제
-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
2004
03.12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
국회가결(찬성193/반대2)
04.15 17대 총선
(열린우리당152/한나라당121/민주당
9)
05.14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기각
2004
01.16 지방분권특별법
[법률 제8865호]시행
04.0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7061호]시행

2004.10.21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재위헌결정
(7대2)

다수의견(7인)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
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
제된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
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국
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

2004
07.21 신행정수도이전대상 73개 확정

2005.03.02
행정수도후속대책
을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
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법률 제7391호)

제정이유:
-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는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
-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

2005.05.0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법률 제7310호]

국회통과
(재적 297/재 석
1 77 /찬성1 58 /반
대13/기권13)

주요내용: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
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
시를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 제외)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 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공공
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
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 발전
시책을 병행하여 추진 (제4조)

2010.03.23
'세종시수정안'국회
제출

세
종
시
수
정
안

추 진 배 경

2010.06.29
국회본회의 세종시
수정안부결
(재적
299/재석
275/찬성105/반대
164/기권6)

제안이유:
- 자족기능 부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만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에 한계
- 행정비효율: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
국정비효율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위기관리능력의 저하로 국가경쟁력
약화의 우려
- 통일 대비의 문제
수정방향: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첨단산업, 녹색환경,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과학중심 경
제도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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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신행정수도 건설입지 확정

2005
06.15 행복도시법 헌법소원 제기
11.24 헌법재판소 행복도시 특별법위헌 소송
각하 (7대 2)
2006
07.31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12.21 행정도시 명칭 '세종시'로 확정
2007.01.11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관한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공공기
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름
2009
09.29 정운찬총리 입각
11.04 정운찬총리 세종시 로드맵 제안
2010.01.11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
2010.06.02
제5대 지방선거 실시

(2)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행보 평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 초기의 입장은 원안의 지속 추진이었
다는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약속 파기이고 정책적 선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행복도시 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이전 이외에
‘복합’의 기능을 담당할 다른 부문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견되지 않음을 지적
하고 있다(인수위, 2008). 세종시 발전방안이 원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한 도시
의 자족기능 부족 문제는 인수위 시기부터 인지되었던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참
여정부의 세종시 원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분할에 대한 이
명박 정부 핵심인사들의 사견(私見)이 원안의 폐기였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당시 입장표명이나 청와대 수뇌부 인사들이 2005
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폐지를 발의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1) 또한 행정복합
도시안은 인수위가 내놓은 지역정책 구상인 ‘5+2 창조적 광역발전전략’과도 모순된
다. 참여정부 하에서 지역정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해 주도된 것에 비해 광
역경제권 방안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주체인데 이는 지역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균형논리에서 경쟁력논리로 중심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국토 및 지역정책에 대한 현정부의 패러다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걸맞
는 세종시 정책에 대한 최종입장이 결정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배경과 정부가
핵심 국정사안에 대해 국회의 과반수를 점한 여당의원을 움직이지 못한 배경에는
크고 작은 원인들이 작동하였다. 그 중요한 배경으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의 정치적 원죄, 즉 균형발전 3대법안과 행복도시특별법 제정에 한나라당이 공조하
였다는 점과 대권후보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이행을 공약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공청회와 국회 본회의 토론, 언론보도 등
에서 정책의 대국민 신뢰성 문제와 대선공약의 이행문제가 수정안에 대한 주요 반
대논거로 제시되었다.2)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
책적 대결을 펼치기보다는 약속의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정쟁이 진행된 것은 분명
현 정부와 여당에 의해 그 빌미가 제공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정치적 경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책 검증을 위한 수단임을 고려한다면 세종시 문제가 정
1)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세종시 원안에 대해 선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재 청와대 핵
심인사인 박재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은 행복도시법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의원, 맹형규 청와대 정무특보, 주호영 특임장관 등이 위헌 발의에 동참하였다.
2) ｢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개정방향｣ 공청회 개최결과 및 제291회 국회 본회의 제8차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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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검증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재점화하지도 않은 채 극단적 정치대결 하에서
종결된 점은 국가적 불행이다. 나아가 자족기능이 결여된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른
부작용은 퍼주기식 지역정책을 연장시킴으로써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것이
다.
자신이 스스로 한 공약을 뒤집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정식으로 사과하는 정공법을 선택하였다.3) 정치인으로서의 최선은 국가
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하는 것이다. 최악은 잘못된 정책인줄 알면서도 정치적 계산으로 정도(正道)에서 벗
어나고 정략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참주선동하는 행위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왜곡
된 정책에 동조한 전력,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행보에 A 플러스를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인식한 채 정략적 이해에 안주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가능한 선에서 이에 대한 개
선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선의 길을 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세종시와 지역주의 정치의 덫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에 대한 근본적 평가는,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지역균
형발전전략으로부터 얼마나 차별화된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가에 의해 평
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은 지역이기주의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국토 및 지역정책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
과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지역정책은 처음부터 국가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신행정수도법의 제정부터 세종
시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패러다임에
입각한 세종시 해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스스로 손과 발을 묶은 겪이 되었다. 신행
정수도와 세종시에 관한 한 참여정부가 틀을 짜고 한나라당이 그 게임에 참가함으
로써 공범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구상은 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지방분
3) “원안 건설을 철회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이 문제로 혼란과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 죄송스럽
게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충청도에 가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로 저를 뽑아주신 것은 잘못
된 일을 바로잡으라는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해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게 됐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
화’, 200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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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특별법)이라는 두 축에 의해 법적․이념적․정치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명분상으
로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
(균형발전법 제1조)하겠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그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
정책수단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았으
며 실질적으로 지역정책을 이끈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토(지역)균형발전전략이었다.
국토균형발전전략은 수도이전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이름의 정치적 협상카드를 함께 제공하였다. 신행정수도법의 제정 당
시 함께 입안된 균형발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수도권에 선사함으로써 비
수도권 지역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법에 따라 15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현재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행정수도법
의 위헌 판결 이후에는 혁신도시에 더해 기업도시 개발안을 내놓음으로써 국토 파
헤치기식 정책도시 건설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기업도시안은 애초에 민간주도
형 도시개발 모델로 전경련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중앙정부에 의해 분
배되는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시켰다.
연기․공주 지역으로의 행정도시 이전, 비수도권 전역에 ‘균등하게’ 할당된 10개
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라는 중앙정부의 선물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정
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지역주의적 야합 게임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표 2>와 <그림
1>의 17개 정책도시의 분포를 보면 이들 도시가 기회의 공정성과 경쟁이 아닌 결과
의 균등을 목표로 안배되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정책도시가 지방의 자립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
기업도시는 철저하게 지역의 표를 계산한 결과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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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책도시의 지역분포

혁신도시
기업도시
계
면적(평)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1

5

2

1

1

3

1

2
5

5

2

1

935만

1,901만6000

2,966만

266만

345만

2만9071

5만6000

5000

1조4178억

미정

7만7200

사업비(원)

2조880억

9만1002
부산미정
4조9382억

7조1243억

부산미정

전북미정

<그림 1>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현황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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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3

인구(명)

계

16
1,902만0512
25만8273
부산미정
13조7,683억
부산,전북미정

17개에 달하는 무분별한 정책도시가 국민경제에 미칠 비효율과 부작용은 국가경
쟁력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으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대체전략의 수립이 어려운 이유는 이 전략이 지방정부 간의 경쟁게임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로섬 게임으로 대결구도 자체를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수 십 년간 호남 대 영남의 대결
과 갈등구도로 인해 국가의 중대사를 그르치는 우를 범해왔다. 지역주의 타파와 지
방분권과 같은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
는 인위적 지역 대립구도를 형성시켰다. 지역균형발전전략의 방법론은 한마디로 지
방에 대한 중앙 행정부의 지원을 볼모로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 이기주의적 방식의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표 3> 세종시 수정안 표결의 정당별·지역별 분포현황
한나라

민주

민주노동

자유선진

기타

찬성

반대

기권

반대

반대

반대

찬성

반대

기권

총 합

104

49

5

82

5

15

1

13

1

비례대표

18

2

14

3

3

7

1

지역구 의원 합

86

47

68

2

12

서울/경기/
인천

55

충 청
영 남

17

기타

2

1
29

28

호 남
강원/제주/

5

6

27
7

3

1

3

12

1

2

2

28
2

1

3

1

3

문제는 현 정부가 이 정책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언된 나눠
먹기 정책이 특정한 이권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는 데 있다. 파이 나누기 정책에 연루된 이해집단은 모두 원하는 바를 얻게 되고 부
작용의 비용은 불특정의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된다. 중앙정부의 관료집단은 재원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지 않은 채 자원 배분의 권한을 고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비수도권의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안배로 할당받은 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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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혁신도시를 자신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된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
에 기초한 진정한 지방분권 하에서 지방정부는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되지만
동시에 타지역과의 경쟁에서의 실패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모두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균형발전전략에 기대는 지역정치인들에게 있어 경쟁과 분권화를 통
한 자립보다는 중앙정부에 기댄 평등주의적 지역정책이 보다 안전하고 쉬운 길일
것이다. 이에 더해 정책도시가 만들어질 지역의 주민들은 세대 쪼개기 등으로 보상
금 규모를 증가시키는 등 이 정책의 주요한 이해집단으로 형성된다. 국가로부터 녹
을 받는 공직자들이 정도(正道)가 아닌 사욕을 선택한 마당에 국가의 정책 결정에
의해 생활 및 경제활동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반 지역주민들
이 경제적 동기에 따라 편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비난만 하기도 어려운 실정
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지역대결의 구도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고착시
키고 특정의 이해그룹을 형성한다. 이명박 정부가 가진 딜레마가 발견되는 것은 바
로 이 지점에서이다. 한나라당이 지금껏 행정수도와 관련해 보여준 지역에서의 인
기만을 겨냥한 파벌주의적 투표행태로 짐작컨대, 지역정치인들의 소신에 따른 정책
적 투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 결과는 이를 방증한다.
전체 표결은 재석 275인 중 찬성 105인, 반대 164인으로 부결되었다. 여당인 한나라
당 지역구 의원은 전체 150인 가운데 찬성 86인, 반대 46인, 기권 5인, 투표불참 12
인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의 투표 결과(22인 중 찬성 18인, 반대 2인, 불참 2인)와는
판이한 투표행태를 보였다(<표 3> 참조). 이들은 신행정수도법과 행복도시법에서
그러했듯이 세종시 방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수정안을 부결시키는
데 동참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분 나누기에 편승하였다.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세종시 발전방안의 패착은 세종시 원안이 기업도시 및 혁
신도시와 함께 정치적으로 완성되었음을 간과하였다는 데 있다. 이 세 종류의 정책
도시는 수도권에 대립하여 비수도권의 정치적 연대를 목표로 설계된 패키지 정책이
다. 따라서 현정부의 세종시 대책 또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향방에 대한 해당 지
역주민의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만 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고 대기업의 세종시 투자계획이 속속 발표되면서
기존의 기업·혁신도시 유치지역 의원들은 기능중복과 역차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
였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다른 정책도시에 부정적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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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민간의 투자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세종시로의 민간투자유
치 계획은 결국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충청 이외의 지역도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세종시 처리를 위한 정치적 일정에도 무리가 있었다. 세종
시 문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8년간 정치적
이슈의 핵을 이룬 사안이다. 정운찬 총리는 입각 이후 4개월이 채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세종시 수정안을 공표하였다. 8년 동안 얽혀 있던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
를 해소하기에는 4개월 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한 감이 있다. 또한 세종시 수
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시기(6. 29) 역시 문제였다. 이 시기에는 제5대 지방
선거(6.2)와 미니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7. 28) 등 주요 선거일정이 잡
혀 있어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천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국익을 위한 정책 대결을 위해서는
무리하게 표결을 서두르기보다 정치적 일정을 피해가는 것이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
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해법인 ‘세종시 발전방안’이 미진한
점이 있으며 그 자체가 타협적 성격을 갖는다. 정책으로서의 완성도에 관한 한 이
대안이 지역주의의 덫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고육지책이자 그 자체로 타
협을 위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종시 발전방안이 정책
적 최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타협
책을 내놓고도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은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력과 전략의 부재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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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시 수정안 평가
(1) 수정안 주요 내용
<표 4>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 주요내용
분류

개요

토지
이용

인구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사업기간

’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년까지 집중개발

목표인구

50만

50만(예정지역40만+주변지역10만)

주요용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

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

자족용지 비율

6.7%

총고용(일자리)

8.4만명

거점고용
유발고용

2.9만명
5.5만명

20.7%
24.6만명
(원안의 약3배)
8.8만명
15.8만명

총 인구

17만명

50만명

인 센 티 브

부지 저가공급 및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결여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면적 (고용인구)

258만㎡(16,770명)
* 대학(원)생 3,165명 별도

투 자 규모

▸국고 8.5조원 한도

▸부지공급 : 인근산단과 유사
․(원형지) 36～40만원/3.3㎡
․(조성지) 50～100만원/3.3㎡
․(연구소) 100～230만원/3.3㎡
▸세제지원 : 기업도시 수준
▸규제완화 : 과학벨트법 근거
901만㎡(36,244명)
* 대학(원)생 7,100명 별도
▸국고 8.5조원 한도 + 과학벨트 3.5
조원
▸민간투자 4.5조원

자료: ｢세종시 발전방안｣(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2010. 1. 11)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과 달라지는 핵심내용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행정기능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요인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본연의 자족기능을 강화한
다는 목표를 갖는다. 세종시 원안은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신
행정수도법에서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청와대, 국회, 안보 관련 일부 부처를
제외한 전체 15부 가운데 9부 2처 2청4)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거점고
용 규모는 2.9만명이며 유발고용은 5.5만명으로 추정되었다. ‘복합’의 기능으로는 16
4) 참여정부 당시에는 총 18부 가운데 12부 4처 2청과 산하기관 49개, 공무원 1만여명 정도의 규모로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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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국책연구기관이 2,300명 규모로, 고려대와 카이스트를 합해 1천여 명 규모가 이
전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목표로 한다. 국책연구기관
의 대부분은 이전대상인 행정부처의 부속기관이다. 이들을 제외한다면 세종시 원안
에서 복합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1천여명 규모의 교육기관이 전부이다.

<표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유치시설 비교
원 안
구 분

대상

총 계
중앙행정
공공업무
국책연구

9부2처2청

시청,소방
서 등
16개기관

발전방안

면적(  )

고용(명)

258만

16,770

41만

10,400

45만

3,000

12만

2,300

면적(  )

고용(명)

투자액 (억 원)

901만

36,244

10,674

-

-

시청,소방서 등

45만

3,000

16개 기관

10만

2,300

330만

3,800

35,487

대상

-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벨트

-

-

-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대학

고려대

131만

600

고려대

100만

2,350

6,012

KAIST

29만

470

KAIST

100만

1,300

7,700

삼성

165만

15,800

20,500

한화

60만

3,044

13,270

웅진

66만

2,650

9,000

첨단
녹색

-

-

-

글로벌투자

-

-

-

SSF(오스트리아)

기타

-

-

-

정부전산 백업센터

산업

롯데

6.6만

1,000

1,000

16.5만

500

1,380

1.7만

500

1,972

자료: ｢세종시 발전방안｣(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2010. 1. 11)에서 재작성

이에 비해 수정안은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제거하고 기업▪교육▪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
한 인센티브가 미흡했던 원안에 비해 수정안은 부지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에
있어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2010
년 1월 현재 투자의사를 보인 주요 기업과 지원시설의 총 고용규모는 원안보다 2만
명 가량이 많은 3만 6천명 수준이다.( <표 5>) 단계적 개발에서 집중개발로 개발방
식을 바꿈으로써 목표년도를 원안보다 10년 단축한 2020년까지로 앞당겼다. 세종시
건설에 소요되는 8.5조에 더해 민간투자 4.5조, 과학벨트투자 3.5조가 더해져 총 투
자규모는 원안의 2배에 해당하는 16.5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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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비용 평가

가. 원안으로 인한 행정비효율의 비용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부작용
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세종시
원안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할 기관은 전체 15부 가운데 9부 2처 2청이다. 이에 따른
행정비효율은 측량 가능한 직접비용(협의의 비효율)과 정부정책의 품질저하에 따른
비용(광의의 비효율)으로 나누어진다.5)

<그림 2> 정부부처 관련기관 출장 현황 (국토해양부)

출처: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2009)

직접비용은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에 따른 시간과 이동경비 등을 포함한다. 과천
5) 이 절에서 사용된 구체적 비용 추정과 사례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2009)
의 연구결과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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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A 장관의 업무분석 결과는 직접비용의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2009년 상반기
25주 가운데 1주일에 평균 3일 이상을 국회와 청와대 방문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재 B 청장의 경우에도 서울과 과천으로의 출장으로 주 3일
이상을 소요하였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국회 국토해양위 소관 법안이 594건(2009년
기준)에 달해 5급 이상 직원의 국회 출장건수가 연간 5,345회로 총 7,397건 가운데
72.3%에 달하였다.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국회와 청와대로의 출장건수가 연간 4,877건에 이른다. 이밖에 행정수요자들의 청
사방문 비용 증가도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직접적 순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한국행
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출장비·서울사무소 설치비·
방문자 경비를 합했을 때 순비용이 1,2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의의 비효율은 정책품질의 저하 및 집행의 비효율과 관계된다. 정부부처는 정
책의 최종 결정권을 쥔 청와대와 국회,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 등과 정보
를 소통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한다. 국회와 청와대로부터 2시
간의 거리에서는 업무협조의 긴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의 통일성 상
실, 위기대처능력의 저하, 정책수요에 대한 감응도 저하, 언론과의 정보교류 문제
등이 전반적 국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관의
경우 5일에 3일 이상을 청와대와 국회 등 서울소재 기관으로 출장을 가야 하며 국
장급 이상의 간부들 역시 업무 협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부처 내
부적으로는 의사 결정의 지연과 업무 협의 및 조직 관리체계의 부실화가 예견된다.
이에 따라 정책품질 및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발생할 광의의 비용은 연간 약 3~5조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광의의 비효율에 따른 비용의 경우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구체적 비용 추정이 얼마이든 국가중추기능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리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진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충분
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보완책으로는 대통령과 총리간 분권
적 국정운영, 세종시에 대통령 단기집무실 설치, 공무원의 국회출석 최소화, 화상회
의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분권적 국정운영은 대통령 중심제 국정시스템 전체를 바꾸어야만 가능하며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문제는 대통령의 잦은 이동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킨
다. 국회에 공무원이 출석하는 것은 업무협의와 정보교류 차원에서 정책품질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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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지 공무원의 시간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화상회의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에서조차 활용도가 극히 낮았
다.6) 이는 화상회의로는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기 어렵거니와 보안 등의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이다.7)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행정기관 분산의 불합리함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김영봉,
2009a).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해양수산부의 이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을 뿐
만 아니라 행복도시 기공식 등의 자리에서도 정부부처의 공간적 분리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다.8) 원래의 소신인 수도이전이 좌초되고 행정복합도시의 기능적 문제점
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인 것은 훗날 편법적 방식으로 이전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9)

나. 해외사례
해외에서 수도기능을 분산한 사례는 극히 일부이지만 이들은 모두 막대한 행정비
효율과 비용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조차 행정기능의 분산은 독일, 남
아공과 같이 분단된 국가의 통합이라는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상황에서 출현하였다.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유럽연합 역시 다국가연합체인 특수성으로 인해 유럽의회의
기능을 분산시킨 예외적 사례에 속한다. 미국, 호주, 브라질 등 행정기능이 여러 도
시로 분산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국가는 적지 않게 발
견된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모두 국토면적이 광활하고 지방분권이 확립된 연방제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서독의 임시수도 본에서 분단 이전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수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본에 잔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행정기능이 분산되었다. 독
6) 2003~2009년 9월까지 710회에 달하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서 화상회의가 진행된 경우는 단 12차례에 불과하
였다.(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2009)
7)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당시 “화상회의는 충분한 대면회의를 가진 후 사실확인이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한 회의 때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동아일보, 2005. 3. 6,,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
정학회, 2009에서 재인용)
8) “장관취임 후 30일 만에 39차례 출장을 갔는데 그중 3분의 2가 국회, 정당, 국무회의, 청와대 등과 관련됐다.
해양부가 부산으로 옮긴다면 서울에 따로 사무실을 둬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이다.”(2000. 9,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요청에 대한 답변), “중앙기관이 다 함께 가는 것이 순리다” (2007. 2. 27, 취임 4주년
회합에서). “청와대와 정부, 정부부처 일부의 공간적 분리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다”(2007. 7. 20. 행복도시 기공
식에서) (이상 김영봉, 2009a에서 인용) “정부부처가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중앙관청가를 만드는 것” (김영봉, 2009b).
9) “일단 12층 규모의 건물을 짓지만 기초를 튼튼히 해 나중에 16층으로 올릴 수 있다”(2005. 2. 열린우리당 노영
민 의원 발언) (김영봉,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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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경우 행정부처 이전에만 약 16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전경련, 2009).
게다가 행정부처의 분산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은 약 390억원에 달하며, 본-베
를린간 출장을 위한 교통비로만 약 14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되었다(전국경제
인연합회, 2009). 여기에 더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베를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에 잔류한 기관의 행정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그나마 정책의 최
종결정권자인 의회와 수상이 있는 베를린에 다수인 10개의 기관이 소재해 있고 본
소재 기관은 6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종시는 대다수의 행정부처가 이전하기 때문
에 청와대와 국회로의 출장건수는 독일에 비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U 역시 의회의 기능이 스트라스부르(본부), 룩셈부르크(사무국), 브뤼셀(의회전
문위원회)의 세 도시로 분산 배치된 사례에 속한다. 브뤼셀 근무직원들은 의사결정
이 수행되는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출장횟수는 월 평균 약 2,800건에 달하며 1회 출
장시 개인적 출장경비로만 평균 150만원 가량이 사용되는 실정이다(김은경, 2010).
EU의회의 분산은 유럽연합의 결성을 위해 주요 회원국들이 협의와 힘겨루기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과
EU의회의 기능 분산은 정책적 시행착오에 따른 비용을 톡톡히 치루고 있기는 하지
만 그나마 그 과정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
만히 있는 정부 기능을 6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수도이자 정책결정권이 있는 청와
대·국회가 소재한 서울로부터 떼어내어 균형발전과 같은 논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할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3) 정책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 평가
세종시 원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도시 육성의 방법론에 있다. 수정안은 원안
이 내세운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이 자립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을 지적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업을 연계한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으로
전면 재편하려 하였다. 참여정부가 수도 이전 또는 행정도시 건설의 명분으로 내세
운 것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경제의 낙후, 국가의 불균형한 발전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였다(<표 1> 참조). 세종시의 취지를 공표된 그대로 해석하자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자족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의 전범(典範)을 세우고
이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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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 발상이 갖는 근본적 문제점으로는 개발연대기도 아닌 고도성장이 마무리
된 시점에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인위적 도시전략의 실효성을 들 수 있다. 수정안
역시 이를 전면 폐기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세종시 수정안을 진두지휘
한 정운찬 총리 역시 정부주도형 정책도시안의 성공 가능성을 낙관적으로만 본 것
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2절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대책이 참여
정부의 유제(遺題)인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한계 내에서 만들어진 고육지책임은 감
안되어야 한다.
세종시 원천무효화라는 제1안을 논외로 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평가하자면
정책도시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는 민간의 자발성과 자립에 기반한 개발인
가 하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개발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중앙정
부 주도에서 중앙정부 주도 하의 지자체 주도, 기반시설 확충에서 발전역량 배양,
분야별 추진에서 종합적(패키지) 지원, 기존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화를 내걸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사후적인 ｢결과의 균등｣ 보다는 사전적인 ｢기회
의 균등｣으로 전환하고 지방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건설교통부, 『국토업무편람 2007』). 적어도 원칙상으로
이 패러다임은 지역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를 위시해
이를 지원 사격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추진내용은 이러한 기
본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종시 대책의 경우 지난 정부의 매듭을 해결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사안만
으로 지역정책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 인수위가 지역정책으로 내세운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안과 이후
의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현 정부 역시 지방분권을 슬로건으로 사용할 뿐 그에 깔려
있는 철학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지방분권은 세종시 및 지역발전
문제의 선진화방안과 관련되므로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세종시의 지속 추진이라는 대안을 전제로 평가하면, 수정안은 도시의 자족기능과
자생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원안에 비해 훨씬 실효성이 높다. 행정도시의 경우 이
전지출로 운영될 뿐 경제적으로 극히 제한적인 기반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후방 파
급효과를 갖지 않는다. 행정기능을 기반으로 50만 인구의 자족적 도시로 성장할 것
이라는 원안의 발전방안은 현실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과천 등 우리나라의 행
정중심도시의 사례나 해외의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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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종시 이주대상 공무원의 이주계획 설문

자료: 서울신문(2010. 8. 4)

서울신문의 이전대상 부처 공무원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73명
의 52.7%가 세종시로 혼자 이주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이주할 계획이
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34.8%에 불과하였다.10) 현재 대전에 소재해 있는 특허청
의 경우, 특허청 업무와 관련된 변리사 4천명 가운데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는
10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영봉, 2009b).
도시발전사를 훑어보아도, 우리나라의 과천이나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
아 등 행정중심 정책도시는 지방의 중소 관청소재도시 이상의 위상을 획득하지 못
하였다. 예외의 사례는, 연방정치 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청가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
의 워싱턴 D.C.가 유일하다. 참여정부가 목표로 내건 다핵분산형 지역균형발전을
진정성 있게 추구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부산, 광주, 대구 등 전통적 지역거점이나
울산, 광양, 아산 등 부상하는 경제도시 등에 중앙정부가 독점한 경제·지역 정책의
권한을 양도하여 지역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내세운 교육과학기업도시 방안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의 부작용
을 최소화하고 그나마 자립적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맹아를 담고 있다. 충청도민
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결과 발전방안이 추진된 지 오래
지 않아 과학벨트를 포함한 민간의 총투자규모만 10조에 달하였다. 민간투자의 경
우 정부부문과 달리 도시의 성장과 함께 증대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
라 포항·울산·거제·광양·파주와 같은 경제도시로 발전하거나, 보다 이상적으로는 교
육·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미국 실리콘 밸리의 발전경로를 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충청도민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교육경제도시의 길을 외면하고 공동(空
10) 건설교통부의 2006년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유사하였다. 세종시 이주대상인 과천공무원 41.7%가 본인만
세종시로 이주할 계획이며, 17.6%는 가족 중 일부만 이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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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화가 예측되는 행정도시안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이는 민간의
투자는 언제라도 철회될 위험을 안고 있는 반면, 정부의 이전지출 행위는 세종시 방
안 자체가 그러했듯이 전략적 투표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보장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결국은 권한만큼 책임이 따르는 자립과 분권, 경쟁을 통한 발전
의 길은 포기되고 발전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한 정치적 보상의 길이 선택된 것이다.

4. 선진화방안
세종시 대책의 향로는 지난 6월, 수정안 부결-원안 집행으로 매듭지어졌다. 따라
서 구체적 대책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이전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 문제로 인해 세종시에 대한 국가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언제, 어느 정부 하에서 이 문제가 정책 일정
에 오르게 될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단 원칙을 재천명하고 합당한 대안
을 모색하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한 과제이다.

(1) 세종시 해법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해법은 이를 폐기하고 지역발전을 경쟁과 분권의 원리
하에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전체 22조 5천억 가운데 4분의 1 가량의 사
업비가 이미 집행되었다고는 하지만 행정비효율과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고려하고 통일 후 행정기능 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따져본다면 지금이라는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풀고 문제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 원안 폐기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즉 행정부처의 유치가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이라면 차라리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입법 및 행정기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부처 일부가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보다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방안은 정부내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품질저하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는 원안에 비해 선호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4년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이
므로 이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 의해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졸속의 행정기구 이전은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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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정책의 원칙: 지방분권과 경쟁
세종시는 참여정부가 지역불균형, 수도권 과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론인 국토균형발전전략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다. 세종시에 대한 대안전략을
전체 국토정책의 맥락에서 보다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여론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는 균형발전론에 대한 비판에 머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포지티브한 지역발전전략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전략의 원칙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초한 지역간
경쟁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원칙 하에서라야지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도시와 혁신
도시에 대한 합리적 해법도 마련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경우 결과가 아닌 기회의 균등,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의 주도권 이
양 등 주요한 원칙에 있어서는 올바른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국토업무편람 200
7』). 그러나 핵심정책인 균형발전론은 기회가 아닌 결과의 평등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에 시혜성 정책을 배분하는데 집중하였다.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에서 실권을 행
사한 기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며 각종 지역정책은 지방분권을 배제한 채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집행되었다. 균발위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중앙집권적 권한 체계
하에서 행사되는 나눠주기 행정으로 재정자립과 권한이양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분
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기업도시나 혁시도시 등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모
든 정책도시의 도시계획권은 지방의 발전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장
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역정책은 창조적 5+2 광역경제권과 지방분권 전략으로 구
성된다(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현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 등은 고
유한 지역정책의 철학에서 나온 포지티브 전략이 아닌 지난 정부의 폐해를 수습하
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정책에 있어 현 정부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지역정책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다. 지방자치분야에 대한 전문가 50인 설문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2년간의 국
정수행에서 지방정책 분야는 100점 만점에 48.4점에 그쳤다(최영출, 2010).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그룹의 세종시 입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가 지방자치나 지방
분권에 대한 뚜렷한 상을 그리지 못한 때문으로도 보인다.
인수위가 내세운 광역경제권 구상은 지역정책이 경계 구획에 기초한 지역 이기주
의로 왜곡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광역 지자체는 중앙
집권 시스템 하에서 관료를 파견하던 근대적 행정구역에 기초를 둔다. 교통·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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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에 들어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행정구역의 경계와 경제적
활동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정책의 단위(행정구역)와 행위의 단위(경제권
역)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의 광역 지자체 단위로는 경제활동을 효율화하고
지역간 경쟁정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역경제권의 범위는
5+2가 될 수도, 아니면 지방의 핵심적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
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지역정책의 단위가 경제정책의 범위와 가능한
합치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단위를 경제적 활동 범위에 맞춰 조율한다는 광역경제권 발상은 지방
재정이나 지역개발정책 등 중앙정부의 주요한 경제적 권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이 없다면 인수위가 내세운 광역경제권 구상은 사실상 유명무
실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 광역경제권과 지방분권
을 지역정책의 축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추진의
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09년
에만 697건의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 확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이양건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양사무들의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단순한 사무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이상 최영출, 2010). 지자체가 대형사업
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 승인권 등이 없이 단순행정사무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림 3>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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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추이(<그림 3>)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방자치의 정신은 분명 지방이 재정이나 권한의 측면에서 중
앙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에 이르는 동안 지방정부, 특
히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추세적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크게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분권의 원칙은, 현안인 세종시·기업도시·혁신도시의 정책적 오류를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또한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발전이라는 수 십
년 간 되풀이되어 온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실마리를
제공한다. 현 정부가 지역정책에 관한 한 참여정부의 전략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인해 포지티브 정책을 제시하
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 중앙집중적 시스템 하에서 지자체 간의 경쟁
이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경쟁이다. 재정수입의 80%(비수도권
의 경우)를 중앙정부에 기대야 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의 입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권한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시계획권과 기업유치 인센티브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 권한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창의성·자발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지역간 경
쟁의 개념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혹자는 지방분권에 대한 반론으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나 무책임한 예산집행 등
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인과관계를 뒤집어 놓은 설명이다. 지방정부의 문
제는 태생이 아닌 왜곡된 유인구조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잘 설명된다. 개
인이든 정부조직이든 특정사업을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 하에서 관리·추진하는 과정
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다. 또한 타 지자체와 기업이든 인재
이든 우수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 역량은 더욱 함양될 것이다. 지역사
회의 자구노력과 지역간 경쟁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중앙 대 지방정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 제로
섬 게임을 전제한 대결구도도 함께 불식되어 가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나눠주기 정책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구기보
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행위에 몰두하게끔 유도하였다. 세종시·기업도시·혁신도
시 등 중앙정부 의존형 정책도시는 모두 정치적 안배의 원칙에 의해 양산된 것이다.
지방분권은 이처럼 왜곡된 지역정책을 기회의 공정성과 경쟁을 기초로 바로잡기 위
한 선행조건 또는 동반과제인 것이다.

- 191 -

참 고 문 헌
17代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8),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 백서 1.
건설교통부(2007), 『국토업무편람』.
국무총리실(2010), 「세종시 발전방안」, 2010. 1. 11.
김영봉(2009a),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의 본질과 대책」, 『CEO
REPORT』,2009. 6., 경기개발연구원.
김영봉(2009b), 「기로에 선 세종市-‘충청人’이 바라본 세종시 문제」, 『월간 조
선』, 2009년 1월호.
김은경(2010),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과 EU사례」,
『CEO REPORT』,경기개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2009), 「호주･일본･독일 행정수도 건설(이전)사례 출장보고서」,
규제개혁팀.
최영출(2010), 「이명박정부의 지방자치분야 주요정책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현정부 2년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 대통령직속 미래기
획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2009),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분석」,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 자료 .

- 192 -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와 선진화 과제
- 4대강살리기 사업-

강성원 (한국경제연구원)

<목

<요

차>

약> ················································································································ 197

1. 서론 ························································································································ 204

2. 4대강 사업 개관 ·································································································· 205
(1) 사업소개 ··········································································································· 206
(2) 참여정부의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 ··············································· 214
(3) 4대강 사업과 과거정부의 정책 비교 ························································· 218
(4) 4대강 사업 관련 논쟁 ··················································································· 221

3. 사업평가 ················································································································ 233
(1)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 233
(2) 경기부양 ··········································································································· 235
(3) 재정건전성 ······································································································· 236
(4) 소결 ··················································································································· 238

4. 선진화 과제 ·········································································································· 238
(1)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 239
(2) 재정건전성 회복 ····························································································· 241

참 고 문 헌 ··············································································································· 244

<요

약>

1. 서론
□ 이 글에서는 4대강 사업을 (1)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으로서의 실효성 (2)
경기부양 대책으로서의 실효성 (3)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3가지 기준
으로 평가하여 논쟁을 정리하고 선진화 과제를 도출
― 중간평가의 성격이므로 2012년까지 마무리되는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의 대
상인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서술

2. 4대강 사업1) 개관
(1) 사업소개

□ 4대강 사업 중 예산 및 시간이 우선적으로 배분된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은 수
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
― 연계사업은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 결과 조성되는 수변지역 활용에 중점

□ 4대강 사업은 퇴적토를 준설하여 홍수기 하천 범람의 가능성을 낮추고, 하천에
보(洑)를 설치하여 갈수기 대비 수량을 확보하되, 수질 악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질오염 중점관리유역을 설치
― 최근 10년간 오염도가 상승했거나 주변지역보다 오염도가 높고 대규모 상수
원이 있는 34개 중권역을 수질오염 중점관리유역으로 설정하고 배출규제의
강화, 환경기초시설을 증축 및 개선 등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

1) 사업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술의 편이를 위해 ‘4대강 사업’으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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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대강 사업 구분
명칭

내역

시기

비용

본사업

홍수조절⦁물 확보를 위해 4대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사업

2011년
완료

16.9
조 원

직접연계사업

섬진강 및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 확충

2012년
완료

5.3
조 원

연계사업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 인프라 활용 사업
- 국토해양부: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
- 농림수산식품부: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등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 행정안전부: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
-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생산, IT 접목

관계부
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미정

□ 4대강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정책시차를 단축하
고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저
해하는 선례를 제공
―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부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 경과 시일을 단축하고, 수자
원 공사 재원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2008~09년간 1.8조 원 투입
― 반면 비용-편익 평가 없이 재정이 투입되고 수자원공사 투자가 전용되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 손실

(2) 참여정부의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
□ 참여정부는 하천의 보존을 우선시하는 생태주의적 견해를 고수하여 하천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 확보 및 홍수 피해 방지를 시도
― 수자원 부족에 대응해서 물 수요를 절감하고, 광역·지역 상수도망의 연계체계
를 구축하여 수자원을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재배분 시도
― 홍수 대책은 침수를 허용하는 선택적 방어로 전환하여 하천 유역 내 침수 방
어지역과 침수 허용지역을 배분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 참여정부는 수질 개선과 더불어 수생태계의 복원을 함께 추진하여 수질오염총
량제를 실시하고 생태하천 및 수변생태벨트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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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강 사업과 과거정부의 정책 비교

□ 4대강 사업은 수자원관리를 위해서 하천환경의 변화를 감수하는 실용주의적 입
장을, 과거 정부는 하천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관리를 도모
하는 생태주의적 입장을 견지
― 홍수의 피해에 대비하여 과거정부는 제방 축조를 억제하고 침수를 허용하는
‘선택적 방어’를 통해 하천의 변형을 최소화 한 반면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준
설을 통해서 홍수위를 낮추는 근원적인 대응책을 모색
― 수자원 부족에 대응하여 과거정부는 하천에 변화를 주지 않고 물 수요를 억제
하고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4대강 사업은 준설을 통해서 하천의 단
면적을 확대하고 여기에 보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
― 수질개선은 가용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수자원관리 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수
생태계 복원 정책의 기초이므로 4대강 사업과 과거 정책의 정책수단이 유사
<표 2> 과거정책과 4대강 사업의 비교
과거정책

4대강 사업

홍수대비

선택적 방어

대규모 준설을 통한 홍수위 조절

수자원
확보

물 수요 관리
기존 수자원 이용 효율화

보를 설치하여 신규 수자원을 개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배출규제 강화
환경기초시설 증설
비점오염대책 강화

34개 중점관리유역 신설
배출규제 강화
환경기초시설 증설
비점오염대책 강화

자연하천 복원
수변습지 조성: 수변생태벨트 설치

생태하천 복원
수변습지 조성: 수변생태벨트 설치

수질개선

( 수생태계
보호)

□ 과거 10년간의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은 성과가 저조
― 단위 면적당 홍수 피해액은 200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전반보다 오히려 증가
하여 선택적 방어가 실패했으며, 1인당 연간 수돗물 사용량은 2001년 266L에
서 2008년 275L로 증가하여 물수요 관리도 실패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 개선 실적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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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강 사업 관련 논쟁

□ 4대강 사업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생태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단체
와 정치권의 연합(생태주의 진영)이 반대 의견을 개진
―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4대강 사업은 주
운(舟運) 개통을 위한 선박 엘리베이터, 선박터널 등 보조 구조물과 무관하므
로 대운화사업과 연관성은 근거가 희박
― 실효성 영역에서 4대강 사업은 지류에 집중되어 있는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물 부족에 대한 과잉 대응이며, 수질개선보다는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
― 절차적 정당성 영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수자원공사의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손상시
켰다는 비판이 제기

□ 실효성 논쟁은 최근 4대강 사업 지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절차적 정당성 영
역에서는 생태주의 진영이 유리
―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사전적 평가제도들을 우회하였으나, 제도의 도입 취지
는 훼손하였으며, 수자원공사 투자를 동원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해침

<표 3> 4대강 사업 찬반 논쟁
구
분

실
효
성

논점

반대입장

찬성입장

홍수대책

홍수는 지류에서 발생

본류 홍수 가능성도 있으며
본류는 발생하면 피해가 큼

수자원확보

수요 억제, 수자원 재배분으로
달성 가능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대형 가뭄에
대비 필요

수질개선

유속이 하락하여 수질 저화

오염물질을 차단하면 수질 보전

일자리 창출

단기 일자리 뿐

단기 일자리인 것이 장점

정 재 정 / 환 경 예비타당성조사 우회
환경영향평가 졸속
당 영향 평가
성 재정부담
재정지출의 1~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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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는 적법한 절차 준수
환경영향 평가는 시간 단축 가능
지역 SOC, 복지예산 감축의 주범

3. 사업평가
(1)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 4대강 사업은 미래의 대규모 홍수를 대비하기에는 적절한 사업이지만, 지류 근
처에서 자주 발생하는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완책 필요
― 4대강 본류2)의 하천개수율도 불완전개수를 제외하면 75.6%에 지나지 않아 본
류 홍수방지도 필요하나, 4대강 사업지역 내에서도 지류의 개수율은 71.3%로
4대강 본류보다 낮아 지류 홍수방지 역시 필요

□ 4대강 사업은 미래의 수자원 부족에 대비하는 적절한 정책이나 도서, 해양, 산간
에 위치한 상습 가뭄지역으로의 수자원 배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
― 1995~2006년간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를 시행한 62개 기초자치단체3) 중 4대
강 주변 기초자치단체 72개4)에 포함되는 단체는 17개에 그치며, 나머지 45개
단체중 35개가 해안, 도서, 산간지역에 위치

□ 4대강 사업은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는
있으나 수질 유지를 위해서 연계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수변지구에 다양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연계사업은 오염물질을 증대시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수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2) 경기부양
□ 4대강사업이 시작된 2009년 1분기~2분기에는 총수요 항목 중 정부소비 및 정부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양(+)의 성장을 유지하여 경기 하락 저지

2) 섬진강 포함
3)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 p 62
4)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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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건전성

□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단기적 경기부양정책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재
정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선례를 제공
― 2009~12년간 연평균 5.6조 원을 소요하는데, 2004~08년 평균 조세지출이 연
22.1조 원이므로 비과세 감면을 25% 축소하면 4대강 사업 재원 확보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
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정치적 남용을 차단할 필요가 존재
― 수자원공사 투자 동원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지출을 공기업에게 전가하
여 의회의 예산감시를 회피하는 선례를 제공

4. 선진화 과제
(1)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 지류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연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
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직접연계사업으로 격상

□ 국지적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산강 지구에 타 수계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광
역상수도망을 확대하고, 해안·도서·산간 지역에는 지방상수도망을 확장하고 배
관 보수 사업을 강화하며 대체수자원을 확보

□ 수질관리를 위해서 4대강 사업 중 수변지구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연계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고 수도요금을 자율화 하여 노후관
배수를 위한 이윤동기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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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건전성 회복

□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현
재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 PAYGO 원칙을 도입
□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 투자로 분류된 사업은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자
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재정지출을 감추는 회계적 조작을 근원
적으로 차단

□ 4대강 사업 중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사업 심층평가’를 수행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논란을 종식하고 차후 지속적인 사후 평가의 벤치마
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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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대강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1월 녹색뉴딜사업에 포괄되었다.
2009년 2월 이후 국토해양부 내에 창설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총괄하고 있
으며, 2009년 6월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확정 이후 진척이 지속되어 2010년 9월
현재 공정의 25.1%가 완료되었다.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① 홍수 및 가뭄피해를 근본적으
로 해결 ②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③ 국민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④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견인 ⑤ 물 관리 글로벌리
더로서 국가경쟁력 제고의 5대 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중 홍수-가뭄 대
비는 수자원관리5) 정책,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은 수질개선정책,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은 산업 육성정책, 녹색뉴딜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
책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이고, 산
업진흥정책이며 동시에 경기부양 정책이라는 특성을 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의 유사성
으로 인해 격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논쟁의 영역은 크게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 부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4대강의 주된
정책인 하상준설 및 보(洑)의 설치가 수자원확보 및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사회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했다. 또한 경기부양 정책으로서 일자리 창출 효
과에 대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재정운
용과 관련해서는 재정부실을 주도하고 수자원공사를 통한 우회지출을 도모하여 수
자원공사 부채를 급증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4대강 사업을 (1)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으로서의 실효성 (2)
경기부양 대책으로서의 실효성 (3)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3가지 기준으
로 평가하여 4대강 사업 관련 논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관련 사업 및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재정운용과 관련된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은 지난 정부의 정책적 정체상태를 해소

5) 전통적으로 홍수관리는 치수(治水)정책, 가뭄 대비 수자원 확보는 이수(利水)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문
에서는 이 둘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수자원관리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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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래의 홍수에 대비하고 수자원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임을 제시한다. 경
기부양과 관련해서는 2009년 1분기~2분기에 걸쳐서 4대강 사업을 통한 공공 건설
투자가 시장의 회복을 주도하였음을 적시한다.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인 4대강사업이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 투자의 창구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선례를 제시했음을 적시한다.
이하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4대강 사업을 소개하고, 지난 정권의
유사 사업들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수자
원관리, 경기회복 효과,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3가지 영역에서 평가한다. 4절에서
는 3절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수자원 관리 및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운영과 관련
된 선진화 과제를 제시한다. 중간평가를 수행하는 글의 성격상 2012년까지 마무리
될 예정인 4대강 사업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그 외 연계사
업은 서술상 필요한 경우에 언급하기로 한다.

2. 4대강 사업 개관
본 장에서는 4대강 사업을 소개하고, 지난 정권의 유사 정책과 비교하여 그 특징
을 파악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찬반 양쪽의 입장을 소개한다. 4대강 사
업은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
의 성과를 기초로 수변환경 조성과 관련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다.
동시에 4대강 사업은 녹색뉴딜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경
기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부양 사업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해
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각각
2006년에 완성하여 실행하였으나 생태주의의 경도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그
성과가 부족하였다. 이에 비해 4대강 사업은 실용주의6)적인 접근을 통해 홍수위를
낮추고 수량을 확보하되, 생태주의적인 요구를 가능한 한 포괄하는 접근을 채택하
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쟁은 생태주의적인 관점과 실용주의적 관점
의 차이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초기에는 생태주의적 관점이 우세하였으나 점차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여기서 실용주의란 인수위 백서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의미한다. 인수위 백서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5가지 중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실적합성’을 거론한다. 4대강 사업은 이 두 가지 성격을 체화한 수자
원 개발 및 수질개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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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개

가.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사업7)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수자원관리, 수질개선, 수변개
발, 지역개발, 물관리 선진화 5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시행
지역과 사업 내용에 따라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본
사업은 4대강 본류,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13개 국가하천에서 진행되며 수자원
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이 주종을 이룬다. 연계사업은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
하천 및 소하천8), 그리고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의 결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에서
진행되며 수변개발, 지역개발, 물관리 선진화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2>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말까지 총 22.2조 원을 투입
하여 완료할 예정이며 2010년 9월 2일 현재 공정률은 25.1%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간 계획과 예산 산정이 구체적인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이 4대강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4대강 사업은 수자원관리 및 수질
개선사업이다. 이하에서는 4대강 사업의 핵심과제인 수자원 및 수질의 현황과 그에
대한 4대강 사업의 대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표 1> 4대강 사업의 5대 과제
과제

과제 성격

관련사업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자원관리사업

본사업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보존

수질개선사업

직접연계사업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수변개발사업

연계사업

지역개발

연계사업

물관리 선진화

연계사업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견인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

7) 본 절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2009.7) 에서 인용
8)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
천’ 이고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이다. (하천법 제7조) 그리고 소하천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
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으로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하천을 의미한다. (소하천정비법 제3조)

- 206 -

<표 2> 4대강 사업 구분
명칭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내역

시기

비용

홍수조절·물 확보를 위해 4대강 본류에서

2011년

16.9

시행하는 사업

완료

조 원

섬진강 및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2012년

5.3

하수처리시설 등 확충

완료

조 원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 인프라 활용
사업

연계사업

- 국토해양부: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

관계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계획에

상류유역 산림정비 등

따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연차별

- 행정안전부: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

시행

미정

-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생산, IT 접목

첫째, 홍수 및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 피해가 점차 심화되면서 홍수기에는
수위를 조절하여 하천의 범람을 억제하고 갈수기에는 수자원을 확보하는 수자원 관
리사업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홍수의 피해는 2000년 이후 급격
하게 심화되었다. 1980~90년대 연간 4,600억 원 수준9) 이던 홍수 피해액은
2000~09년 연평균 1.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단위면적 당 피해액은 2000~04년 연평
균 1 정보 당 4,592만 원에서 2005~09년 연평균 5,168만원으로 증가하였다10). 또한
지난 1990년대 이후 1995년, 2001년, 2008년 3차에 걸쳐 전국 30개 이상 시. 군에 제
한급수가 실시된 가뭄을 경험11)하였고, 향후 지난 30년간 최대가뭄과 같은 수준의
3
3
가뭄이 닥칠 경우 수요 전망에 따라서 수자원이 연 1.8억m ~10.2억m 부족할 전망이

다. 이는 연평균 수자원 공급량의 0.5%~2.8%에 해당한다.12) 따라서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갈수기 대비 수량을 확보하는 수자원 관리사업 필요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홍수 대책의 근간은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의 통수능력을 증대하
여 홍수기 하천 범람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홍수위 조절에 필요한
다양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홍수조절능력을 강화한다. 통수능력 증대를 위해서는 4
9)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2009.7)
10)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0)
11)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2009.7)
12) 지역 간 수자원 공유가 완성된 상황의 수자원 부족량, 지역 간 수자원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대가
뭄 시에는 공급량의 1.7%~4.1%정도 수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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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본류의 퇴적토를 5.7억 m3 준설하여 홍수위를 구간별로 0.4m~3.9m 낮출 계획
이다. 홍수조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연장 620Km에 달하는 노후한 제방을 정
비하여 범람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낙동강 하굿둑 및 영산강 하굿둑의 배수문을 증
설하여 홍수지 하류의 수위를 0.3m~1.1m 낮출 계획이다. 그리고 하천 범람 시에 일
시적으로 저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홍수조절지 2개소(담양, 화순)와 강변저류
3
지 3개소(여주, 영월, 나주)를 설치하여 홍수조절 용량을 0.5억m 확보할 계획이다.

가뭄 대책의 근간은 준설을 통해 확대된 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중소규모 댐을 추가 건설하고, 기
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한다. 구체적으로 4대강 본류에 16개의 다기능 보를 설치
하여 준설 이후에도 현재의 갈수위 이상의 수위를 유지한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에
영주댐(경북 영주), 보현댐(경북 영천)을 건설하고 안동댐과 임하댐(경북안동)을 연
결하여 생활용수 및 본류의 하천유지용수13)를 공급한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
3
해 농업용저수지 96개를 증고한다. 보의 설치로 8.0억m , 중소규모 댐 건설로 2.5억
3
3
3
m ,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2.5억m , 총 13.0억m 의 수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1989년 수돗물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수질개선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낙동강 및 영산강의 수질개선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의 수질은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기
준으로는 1990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정
체 혹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현재 BOD를 기준으로 영산강수계
는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약간 나쁜(IV)’ 수질을 유지하
고 있으며, COD를 기준으로는 영산강수계는 ‘약간 나쁨(IV)’, 낙동강수계는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통(III)’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인(T-P)을 기준으로 보아도 영산강수계는 특
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나쁨(V)', 낙동강 수계는 ’보통
(III)'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물학적 자정작용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오염
물질 측정기준인 COD와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인(T-P) 기준으로 수질 개
선이 미진하거나 악화되고 있어서, BOD 중심의 기존 수질관리체계14)가 한계가 있
13)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하천유지
유량이라 하며 (하천법 제51조)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자원을 하천유지용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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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자원확보를 위해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하게 되면
하천의 자정작용을 제약하여 수질관리에 부담이 된다.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하게
되면 하천의 유량은 풍부해 지지만 유속은 줄어들게 된다.15) 유량이 풍부해 지면
오염물질의 침전, 희석, 확산 등 물리적 자정작용을 통해서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속이 감소하면 하천수의 산소량(용존산소량: Dissolved Oxygen)
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호기성 박테리아나 원생동물16)등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감퇴된다. 그런데 하천의 자정작용은 주로 생물학적 자정작용
에 의존한다.17) 따라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유속을 낮추는 4대강 사업은 수질유
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기존 수질개선사업의 한계 및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한 수질관리 부
담 을 인정하고18) 이에 대비해서 오염원이 하천에 유입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대책
을 강화한다. 우선 4대강 유역의 66개 중권역 중 34개를 선정하여 수질오염 중점관
리유역으로 설정한다. 이들 34개 유역은 최근 10년간 오염도가 상승했거나 주변지
역보다 오염도가 높고 대규모 상수원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들 34개 지역을 중
심으로 수질오염의 물질의 유입을 억제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배출규제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량한다. 구체적으로 4대강 유역을 상수원 관리지역, 상수원 관리지역을 제외한 34
개 중점관리유역, 그 외의 4대강 유역으로 나누고 상수원 관리지역과 34개 중점관
리유역의 배출기준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그리고 34개 중점관리유역 내
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환
경기초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한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
하천의 둔치에 산재한 경작지, 비닐하우스, 무허가 시설물을 대거 철거하고, 국가하

14) 2010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전 이전까지는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은 하천수의 수질기준으로 사용되
지 않았다. 그림 1~3의 수질기준은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부표 1에 따른다.
15) 유량이 확보되면 유속이 가속될 수 있으나 준설로 인해서 유적(하천수가 흐르는 면적)이 증가하여 그 효과를
상쇄한다. 그리고 보가 설치되어 유량을 확보하면 유속은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낙
동강 체류시간은 20일에서 59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ttp://www.4rivers.go.kr)
16) 호기성 박테리아 및 원생동물을 의미한다. 산소량이 부족할 경우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부패와 같은 무기
적 분해 작용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17) 김가현(2009); 나규환 외 (2007)
18)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은 34개 중점관리유역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보 설치 상류유역 조류발생 예
방을 위한 수질개선대책 필요’를 적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2009.7,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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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생태하천으로 재정비한다. 또한 습지의 오염물질 자연
정화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천인근 수변토지를 매입하여 813만m2에 달하는 생
태림을 조성하고 수변생태벨트로 활용한다.
정리하자면 4대강 사업은 수자원 개발을 위해서 4대강 본류를 준설하여 수위를
낮추어서 홍수에 대비하고, 준설한 강에 보를 설치하여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
에 대비한다. 동시에 4대강사업은 4대강 유역에 34개 중점관리유역을 설정하여 배
출규제를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며,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수변생태벨트
를 설치하여 수질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그림 1> 4대강 수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추이 (1994~2010)19)

19) Ia~V는 생활환경 기준으로 수질을 나타내는 등급 Ia 이하는 ‘매우 좋음’, Ib 이하는 ‘좋음’, II 이하는 ‘약간좋
음’, Ⅲ 이하는 ‘보통’, IV 이하는 ‘약간나쁨’, V이하는 ‘나쁨’ V이상은 ‘매우 나쁨’을 의미한다. ‘보통’까지는 정
수처리 이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나쁨‘ 까지는 정수처리 이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매우나쁨‘
이상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수질을 의미한다. 수질 변화 측정 지점의 선택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
의 선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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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대강 수계 화학적 산소요구량 추이 (1994~2010)

<그림 3> 4대강 수계 총인 (T-P) 추이 (1994~2010)

자료: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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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부양정책
4대강 사업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을 확
대하는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 신속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이
었기 때문에 투입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은 2009년 정부부문 건축투자를 증대시켜 총수요 증진에 공헌하였
으나,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에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4대강 사업은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을 구체화한 ‘녹색뉴딜사업’의 주력사업으로서 녹색뉴딜
사업20) 재정의 28.9%, 일자리 창출 효과의 20.9%를 차지한다. 녹색뉴딜사업 중 단
일 사업으로서는 재원 소요 및 일자리 창출 효과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다21).
긴급한 투입을 요구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책 시차22)(policy lag) 중 시행 시차
(implementation lag)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재정사업에 대한 사
전평가 기간이 단축되었고, 가능한 모든 재원이 활용되었다. 정책시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되었고,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 안에 완
성되었으며, 일반재정을 이용하고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병행하여 재원 투입을 극대
화 하였다. 첫째, 4대강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다. 예비
타당성조사의 목적은 4대강 사업과 같이 장기에 걸쳐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소요되
는 사업으로 인한 재정 지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시행한 제도이
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요하는 사업은 그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경우 예산 투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동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23)에 대해 실시하되, 정책상 우선순
위가 높은 사업, 시급한 시행이 요구되는 사업, 그리고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20) 기획재정부 외 (2009.1.6)
21) 4대강사업을 제외하고는 재정 소요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20%를 상회하는 사업이 없음(기획재정부 외,
2009.1.6)
22) 정책시차는 정책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의 시차를 의미
한다. 정책시차는 다시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내부시차와 시행 이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외부시차로 나눌 수 있다. 내부시차는 다시 인식 시차(Recognition lag), 결정시차(Decision
lag), 시행시차(implementation lag)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정책입안자가 인식하기까
지, 인식 이후에 구사할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정책결정부터 시행까지의 시차를 의미한다. 4대강 사
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급속하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인식시차는 별로 없었고, 집권당이 원내 다
수 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결정시차도 짧았다. 그러나 시행 시차를 단축하는 문제는 남아 있었다.
23)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으로 대상이 국한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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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한다.24) 4대강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조
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였다.
둘째,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4
대강사업과 같은 수자원 개발 사업을 비롯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대
상으로 실시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제거 혹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5). 2000~08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하천개발 사업
은 협의기간26)이 평균 217일, 수자원개발 사업은 평균 212일 소요되었기 때문에 4
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27) 그러나 4대
강 사업은 불필요한 평가 항목을 축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환경지리
정보시스템 등 환경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보를 압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1단
계 62개 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2009년 11월까지, 2단계 21개 공구는 2010년
6월까지 완료하였다.
셋째, 4대강 사업은 주어진 시간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동원하였다. 4대
강 사업은 수입이 따로 확보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조세수입 및 국채판매 수익 전체를 재원으로 활용하였
고, 수자원공사의 투자도 유도하였다. 2009~12년간 4대강 사업에 22.2 조원이 투자
되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7.9조원을 분담28)할 예정이다.
넷째, 확보한 재원을 사업이 시행되는 전 구간에 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전체 사
업 구역을 267개 공구로 분할하고 각 공구를 개별 발주하였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준설, 보 등 대규모 공사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댐·저수지·하굿둑 등 시
설물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동시에 발주에 참여하여 많은 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기간 재정 투입을 극대화 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2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예산안이 수정되면서 재정지출을

2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의 2
25) 환경영향평가법 제 2조의 1, 제4조
26) 사업자기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한 이후 승인기관과 사업에 관계된 협의기관(환경부, 행안부, 건교부, 지자
체)들이 평가서 검토를 거치고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데 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7) 협의기간이 120일 (4개월)을 넘는 사업도 하천정비사업의 22%, 수자원개발 사업의 22%에 달하였다.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 http://eiass.go.kr>)
28) 수자원공사 2009년 경영공시 (<http://www.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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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29) 증액하였고 2009년 4월에는 28.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재정지출을 다시 17.7조 원 증액30)하였다. 두 번에 걸친 증액 과정에서 4대강 사
업에 배정된 재원은 1.8조 원으로31) 총 증액분 27.7조 원의 6.4%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09년도 4분기 정부 부문 건설투자는 2008년 4분기 보다 1.1조원 증가하여
동기간 건설투자 증대 1.2조원의 93%를, 경상 GDP 증대 24.3조원의 5%를 차지하
였다32). 4대강 사업이 이에 일조했음은 분명하다.
반면, 급격한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4대강 사업은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에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평가가 결과적으로 생략되
어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투입되었고,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동원되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운용의 선진
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선례였다.

(2) 참여정부의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

본 소절에서는 4대강 사업과 참여정부의 수자원관리 정책인 ‘수자원관리 종합계
획’과 수질관리 정책인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의 차이를 살펴본다. 구체적인 대안을
상당부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수자원대책은 4대강 사업과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인다. 참여정부는 수자원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천의 보존을 우선시
하는 생태주의적 견해를 고수한 반면, 4대강 사업은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천의 변형을 감수하는 실용주의적 견해에 기초한다.
참여정부는 기존의 하천을 유지하여 수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수자원 활용을 극
대화하고, 홍수기에는 일부 침수를 허용하는 선택적 방어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
고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관리 총량제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수변구역제도를 도입하여 하천배후 습지의 자연정화 능력 강화를 도모하
였다. 이에 비해서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천
에도 변형을 가하되 그 부작용을 억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아래

29)
30)
31)
32)

기획재정부 (2008.11)
기획재정부 (2009.3.23).
국회 예산정책처 (2009.11). p.277 표 6
www. 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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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참여정부의 수자원관리 정책이 구체화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5~1015)’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4대강 사업과의
차이점을 검토해 본다.

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33)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민의 정부에서 수립한 2001~2020년 수자원종
합계획을 그 모태로 하며, 2001~2020년 계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생태주의적인 경
향을 보다 뚜렷이 반영한다. 기존의 자연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
원 확보 및 홍수 피해 방지를 시도하고 있으며, 하천환경을 보존 및 복원하는데 정
책의 목표를 맞추고 있다.
첫째, 수자원 부족에 대응해서 신규 수자원을 개발하기 보다는 물 수요를 억제하
고 기존 수자원을 지역적으로 재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절수기기의 보급을 통
해서 생활용수를 절감하고, 공업용수의 재활용을 촉진하며, 자동 물관리 시스템을
3
3
도입해서 2016년까지 물 수요 16.5억m ~17.8억m 절감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지적

인 수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댐의 용량을 재배분하고 광역·지역 상수도망
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자원을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배분한다. 또
한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해수의 담수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지하수의 개발 등
하천 이외의 대체 수자원을 개발한다.
둘째, 홍수 대책은 침수를 제방으로 억제하는 제방 중심 대책에서 부분적으로 침
수를 허용하는 선택적 방어로 전환한다. 예측치 이내의 홍수량에 대비하는 하도정
비·제방축조 등 제방 중심 대책을 추진하지만, 예측치를 초과하는 홍수량에 대해서
는 선택적 방어를 통해 침수를 허용하되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
를 위해서는 유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등 하천 주위에 침수된 유량을 일시
저수했다가 하천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완충지역을 설치한다. 이러한 침수 방어지
역 및 침수 허용지역을 배분하는 하천 유역 단위 홍수 피해 대책인 ‘유역종합치수
계획’을 2007년까지 13개 대하천 유역에 대해 수립한다.
3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1991년에 시작되었다. 1991년 최초로 수립된 1991~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
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며, 1996년 개정을 통해 1997~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개
편되면서 ‘친환경적 수자원개발’을 새로운 기조로 채택한다. 국민의 정부에 수립된 2001~2020년 수자원장기종
합계획은 물 수요 억제, 수자원의 지역 간 재배분, 하천생태계의 보존 등 생태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20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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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 구현을 목적으로 하천의 환경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하천환경의 보존 및 복원을 수자원확보 및 홍수대비와 같은
비중을 갖는 목표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하천의 수변구역을 보존ㆍ확대하여 하천
주변의 생태계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등 자연친화적 하
천정비사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이상 세 가지 정책 방향은 생태주의적인 성향을 뚜렷이 드러낸다. 물 수요를 억제
하고 기존 수자원 활용을 제고하는 정책은 댐의 축조나 보의 설치와 같은 공급 중
심 정책보다는 기존 하천의 수생태계에 주는 변화가 적다. 부분적 침수를 허용하는
홍수 대책도 제방 중심의 기존 대책보다는 수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제방은 강
을 직강화하여 하천의 흐름을 왜곡하고, 이는 수생태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
이다. 또한 제방을 축조하면 토사물질이 범람되지 않고 강바닥에 축적되면서 정기
적인 준설 작업이 불가피해지는데, 준설 때마다 기존의 수생태계는 급격하게 재편
된다.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수변구역 보존 역시 기존 수생태계의 유
지 및 복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계획(‘06~’15)34)
참여정부의 수질관리 정책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는 국
민의 정부시기에 추진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98~ ‘05)을 계승, 확대한 계획이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표로 설정하
여 음용수의 수질개선을 추진하였고,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물고기가 뛰놀고 아
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수생태계 회복과 수질개
선을 함께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확충하였으며, 비점오염
관리 규제35)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하천 주변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우선 생태계
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자연하천 및
하천 주변 수변습지를 보전 및 복원하고자 하였다. 각 대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34) 환경부 (2006.9)
35)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non point source)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불분명한 오
염발생 시설 혹은 장소로서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중소도시, 마을, 농경지, 도로, 건축공사장, 목장 등
을 포괄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점오염원(點汚染源, point source) 은 오염물질이 배수구와 같은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발생 시설 혹은 장소로서 공장, 산업단지, 대도시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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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4대강 수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전 수계로 확대 실시
할 것을 추진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오
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수
반하는 산출물의 생산 자체를 제한해야 하므로 농도규제 보다 더 강력한 규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총량제 적용지
역은 2004년 3개 시36)에서 2005년 29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12월 현재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37).
둘째,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지속하되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진한 농어촌 하수도
투자 및 하수관거 투자를 강화하였다. 농어촌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강화하여 시지
역(85%)과 군지역(31.9%)의 하수도 보급률(2004년) 격차 축소를 추진하였고, 하수관
거 중 총연장의 33%에 달하는 2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관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2004~07년간 특별·광역시의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7.6%에서 98.7%로 1.1%p 증가
하는 동안 도의 평균하수도 보급률은 79.7%에서 86.0%로 6.3%p 증가하여 보급률
격차가 5.2%p 하락하였다38).
셋째,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비점오염저감 시설 시범설
치 사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일부 및 대지면적
2
10,000m 이상 제철, 화학산업 신규 사업장에 부여하던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의

무를 2007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전 사업 및 대지면적
2
10,000m 이상 제철·섬유염색 사업장과 그 외 14개 산업 사업장에게 부여하였다39).

그리고 2009년까지 4대강 유역에 총 525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물
질 저감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성과를 시험한 후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
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 현재 4대강 유역에 43개 시설이 설치되었다40).
넷째,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배출규제 대상을 인간에게 위해를 미치는 물질 뿐
아니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우선 기
존에 규제의 대상인 특성유해물질41)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수역의 생태계
36) 경기도 광주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의미한다. 한강수계에서는 1999년부터 임의제도로 실시되었고 2007
년 의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37)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38) 통계청 KOSIS DB
3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의 2, 제 53조의 3
40) 한국환경공단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2009.10)
41) 중금속, 화학적 혼합물(벤젠, 사염화탄소 등)등은 미량으로도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현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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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폐수 및 광산유출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기
로 하였다.
다섯째, 수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연계하고 이를 확대하여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시에 수변 습지 및 저류지의 생태적 가치42)를 감안하여 기존의 수변 습지를 유지하
고, 수변 습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토지를 매입하여 습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5년까지 현재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매수된 상수원 주변지역 토
2
지 19,177천m 의 30%를 자연하천과 수변습지가 결합된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하기로
2
하였다. 2006년 5월 현재 한강수변 매수토지 583,876m 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이 추

진 중이다.
이들 대책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외한 대책들은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사업
에 다수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하천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계획은 ‘생태하
천 및 수변생태벨트’ 계획으로 확대 개편되어 4대강 사업에 반영되었고, 환경기초시
설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는 수질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반영되어 있다. 단, 수질
오염총랑제는 4대강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3) 4대강 사업과 과거정부의 정책 비교
4대강 사업과 과거정부의 수자원 개발-수질개선 정책간의 차이는 실용주의적 견
해와 생태주의적 견해의 차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확보와
홍수 대응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현재 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단, 확보된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질 악화는 방지한다. 반면 과거정부의 수자원 개발 정책은 수생태계의 보
전을 수자원 개발과 동등한 목표로 설정한다. 따라서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대응을
기존의 수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한다. 수질 개선 역시 인간과
수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질 개선을 추구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대응 사업은 과거정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수질 개선에
있어서는 과거 정책과 유사하다.
첫째, 홍수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정부는 제방 축조라는 전통적인 대응
개 특수유해물질을 지정하여 이 물질이 검출되면 음용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42) 홍수조절, 저류, 동식물 서식지 제공, 오염물질 자연정화능력 등 생태적 가치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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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측 가능한 강우량에 의한 홍수피해 대책으로 한정하고, 그 이상의 강우량에 대
해서는 일부 침수를 허용하는 ‘선택적 방어’의 개념을 도입한다. 반면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준설을 통해서 홍수위를 낮추어 강우량이 예측을 초과할 경우에도 침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근원적인 대응책을 모색한다. 과거정부의 방식은 제방의 축조에
따르는 하천의 변형을 방지하고 하천을 원형대로 유지하면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라면,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천에 대한
인위적인 변환을 감수하는 정책이다.
둘째, 수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정부는 물 수요관리 및 기존 수자원 활
용을 추구하는 반면, 4대강 사업은 가용 수자원을 늘리는 방식을 택한다. 대규모 준
설을 통해서 하천의 단면적을 확대하고 여기에 보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한다. 과
거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하천을 유지하면서 수자원 부족을 타개하는 방식이라면, 4
대강은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을 변형시키는 방식이다.
수질개선 정책은 4대강 정책과 과거정책의 유사성이 두드러진 정책이다. 우선 수
질개선은 수자원 확보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다. 보의 설치
를 통해 수량을 확보해도 수질이 유지되지 않으면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질개선 정책은 수자원 확보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다. 동시에 수질
개선은 오염물질로 인한 수생태계의 손실을 억제하는 필수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용주의적 견해와 생태주의적 견해 모두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며, 그 정책
적인 수단도 매우 유사하다. 과거정책과 4대강 사업 모두 배출규제 강화, 환경기초
시설확충, 비점오염원 대책 강화, 자연하천 정비, 수변습지 확충을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배출규제에 있어서 과거정부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창안한 반면, 4대강 사업은 34개 중점관리유역을 선정하고 기존의 배출농도
규제를 강화한다는데 있다. 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오염물
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거시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반면, 34개 유역 중점관
리는 4대강 본류 준설 및 보 설치에 따른 수질악화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국
지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리하자면,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억제에 수생태계 보존보다 높
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반면, 과거정부의 정책은 수생태계 보존에 수자원 확보 및
홍수피해 억제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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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홍수피해 억제를 위해 기존 수생태계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는 반면, 과거정부의
정책은 기존 수생태계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 확보와 홍수 억제를 추진한
다. 수질 개선은 수자원 확보 및 수생태계 보존에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 과거 정책이 공유하는 목표이며, 그 대응책도 유사하다. 4대강 사업과 과거
정책과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과거정책과 4대강 사업의 비교
과거정책

4대강 사업

홍수대비

선택적 방어

대규모 준설을 통한 홍수위 조절

수자원
확보

물 수요 관리
기존 수자원 이용 효율화

보를 설치하여 신규 수자원을 개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배출규제 강화
환경기초시설 증설
비점오염대책 강화

34개 중점 관리구역 신설
배출규제 강화
환경기초시설 증설
비점오염대책 강화

자연하천 복원
수변습지 조성: 수변생태벨트 설치

생태하천 복원
수변습지 조성: 수변생태벨트 설치

수질개선

(수생태계
보호)

과거 10년간의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은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생태주의적 실험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홍수 대책인
유역 내 침수량 배분 정책은 지역 간에 침수 피해를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러나 한국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짧아서 아직까지 이익의 배분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자원확보 대책인 물수요 관리정책은 수도요금이 하수처리
비용을 반영하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거나43) 일반 수요자들이 생태주의적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
어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정책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 내 오염
배출 시설에 오염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수질 달성을 위한 적
절한 할당량을 계산하는 기술적인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수행이 가능한 정책이나,
이를 위한 기초 데이터 및 인력 확보가 부족한 상황44)이다.
실제로 과거 10년간의 생태주의적 접근이 거둔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전술한 바
43) 2000~08년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5.2%~89.3%로서 하수처리 비용은 물론 생산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2009)
44) 홍욱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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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단위 면적당 홍수 피해액은 200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증
가해서 유역 내 침수량 배분이 홍수의 피해를 저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구 1인
당 연간 수돗물 사용량은 2001년 266L에서 2008년 275L로 증가했으므로, 물 수요
관리의 효과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의욕적으로
접근한 수질개선 정책도 전술한 바와 같이 그 효과가 좋지 못하다.

(4) 4대강 사업 관련 논쟁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쟁의 연원은 2007년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대표공약 중 하
나였던 한반도대운하에 관한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내륙주운 개발을 목
적으로 추진된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생태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연합 세력(이하 생태주의 진영)의 강력한 반발45)에 직면하였고, 이들 생태주의 진영
이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여 결국 2008년 6월 대통령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
른다. 그 직후인 2008년 8월에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 패러
다임으로 제시되었고, 2008년 12월 녹색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됨
은 전술한 바와 같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쟁은 현재는 폐기된 한반도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쟁에서 출발한다. 생태주의 진영은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준설은 대운하를 통해
추구하려던 주운(舟運)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운을 활용
하기 위해서는 4대강을 연결하는 산간지역에 배를 운항할 수 있는 보조적인 구조물
(선박 엘리베이터, 선박 터널 등)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이들 보조 구조물의 설치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약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46). 그런데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보조적 구조물 건설 계획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4대강 사업
이 진행된다고 해도 주운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주운의 개통이 주된 목적
인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현재 4대강 사업에 관련된 논쟁은 크게 2가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4대강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는

45) 구체적으로는 ‘한반도대운하건설에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운하반대국민운동’ 등 학계와 시민단체가 반
대여론을 주도했으며 한때 반대여론이 80%를 차지하는 등 여론을 주도하여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폐기되기에
이른다. (김창수, 2010).
46) 홍성태(2010,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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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본류 보다는 지류에 집중되어 있는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13억m3의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해야 할 만큼 물 부족이 심각한 것도 아니며, 수질개선보다는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
째 영역은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다. 구체적으로 재정 및 환경
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
지 않아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재원 투입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재
원을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손상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의 논쟁은 2010년 상반기 까지는 생태주의 진영의 견해에 대한 지지
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부터 4대강 사업에 지지가 점차 강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영
산강 및 금강 수계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조건부 찬성의사47)를 밝
혔고, 2010년 8월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앞서는 여론조
사48) 결과가 최초로 발표되는 등 점차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역의 논쟁에 있어서는 아직도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은 법규적인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적 평가제도들을 우회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제도들이 도입된
취지를 실현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투자를 동원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해친 행위는 정당성
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는 긴급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상황논리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이 완연
한 현 시점에서는 그나마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하에서는 4대강 관련 논쟁의 5가
지 쟁점에 대해 찬반 양쪽의 견해를 정리한다.

쟁점 1.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한가?
① 홍수 예방
생태주의 진영49)은 홍수의 피해가 4대강 본류 지역보다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
47)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사업 중 중앙정부가 위탁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
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질의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2010.7.30)’, ‘한강살리기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조회(2010.8.4)’)에 대해 사업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국토해양부, 2010.8.4)
48) 리얼미터(주) (2010.8.10)
49) 여기서 반대진영의 논리는 주로 최병성(2010)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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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국가하천은 하천개수율(제방으로 보호되는 구간의 비
중)이 2008년 현재 95.1%50)에 달하기 때문에 홍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4대강 본류의 홍수위를 낮추어도 홍수 피해를 줄이기는
어렵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방재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국가하천은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
해가 우려되며, 본류의 홍수위가 저하되면 지류의 홍수위가 동반 하락하므로 지류
피해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하천의 하천개수율은 제방이 불완
전한 구간도 제방이 설치된 구간으로 간주하고 계산한 값이며, 불완전한 제방을 제
외한 하천개수율은 2008년 현재 74.5%51)에 지나지 않아 홍수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고 주장한다.
2000년 이후 홍수 피해에 대한 통계는 홍수가 지류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
음을 보여준다. 1999~2003년 홍수 피해액의 3.6%만이 국가하천에서 발생했으며,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에도 전체 침수 건 중 국가하
천에서 월류(overflow)가 일어난 경우는 각각 0.7%와 0.9%에 불과했다.52) 하천개수
율 역시 2008년 현재 국가하천은 95.1%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79.0%53)에 불과하여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이 제방을 이용한 홍수 방어 대책이 충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미증유의 규모의 홍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고려하면 4대강 본류의 방재시설도 완전하
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량의 격차를 고려한다면 국가하천에서 발생하는 홍
수 피해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서 4대강 본류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로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최대 강수량이

150mm 이상이었던 해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홍수 피해가 점차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50)
51)
52)
53)

국토해양부·한강홍수통제소(2009), p.27
국토해양부·한강홍수통제소(2009), p.27
최병성(2010), p.92
국토해양부·한강홍수통제소(2009),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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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과거 5년간 최대 일 강수량이 150mm 이상인 해의 비중

자료: 기상청 홈페이지. 기후자료 극값 <www.kma.go.kr>

따라서 과거의 홍수 기록을 보면 지류의 정비가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미래
의 홍수까지 고려하면 본류의 정비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홍수 대비는 본류
와 지류의 정비를 병행하여야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며, 양 진영의 견해차는 우선순
위 설정에 대한 견해 차이이다. 그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생태주의 진영은 ‘지금
까지 알려진’ 홍수 피해에 주목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4대강 사업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홍수 피해를 고려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생태주의
진영의 입장은 현재의 수생태계에 큰 부담을 주는 대규모 준설보다는, 기존 하천을
유지하고 일부 보수하는 소하천 개보수를 선호하는 생태주의적 견해를 반영한다.
반면 4대강 사업은 홍수 대비를 위해서는 하천생태계의 일부 부담을 감수하는 실용
주의적 견해를 반영한다.
② 수자원 확보
생태주의 진영은 현재의 수자원 수급 상황은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30년간의 최대 가뭄
을 기준으로 해도 수요를 적절히 조정하고 지역 간 수자원의 불균등을 해소하면 수
자원 부족 극복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세계
적인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수자원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주의 진영의 논리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한다. 동 계획은 지난 30년
간의 평균적인 수자원 공급이 유지된다면 지역 간 수자원 배분을 통해서 물 부족을

- 224 -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54)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가장 심각한 가뭄이 닥칠
경우에도 물 수요를 관리하고 지역 간 수자원을 배분하면 예상 공급량의 0.5%에 해
당하는 1.8억m3만 확보해도 물 부족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태주의
3
진영은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13억m 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하천에 큰 변화를 가

져오는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태주의 진영 역시 가뭄 피해의 심
각함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 상수도망의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수자원 재배분과 수도 시설이 부족한 면 단위 이하 지역에 대한 상수도망
의 확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체가 수자원
부족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
서 극단적인 가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역시 영산강 지역은 지형적인 원인으로
댐 건설 등 직접적인 수자원 공급이 어려우므로 타 지역의 수자원을 이용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현재 특별-광역시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7%로 수자원 공급이
원활한 반면, 도의 평균보급률은 86.0%에 그치고 있어서55) 비도시 지역의 수자원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또한 영산강 지역은 수자원장기종합
계획에서도 지난 30년간 최대 가뭄이 닥칠 경우에는 공급량의 4.2%~10.1%에 해당
하는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물 부족이 공급량의 2% 이내일
것으로 예측되는 타 지역 보다는 수자원 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국적
인 물 수급과는 별도로 비도시지역 및 영산강 수계의 물 부족을 타개할 대책은 필
요하다. 반면, 1990년 이후 3차에 걸친 전국적인 가뭄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인
가뭄 위험성도 상존한다.56) 따라서 과거 30년간 최대 가뭄을 기준으로 물 수급에 대
해 전망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예측은 향후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에는 지나

54)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 수급에 대한 12가지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수요관리 여부에 따라 ‘고수
요’, ‘기준수요’, ‘저수요’ 상황을 나누고, 지역 간 수자원 재배분 여부에 따라 ‘지역’과 ‘전국’을 나누어 6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이 6가지 상황에서 각각 지난 30년간 최대가뭄에 해당하는 가뭄이 닥쳤을 경우와 평균적인
강우량이 유지되었을 경우 2가지 경우를 가정한 총 12개의 시나리오를 비교한다. 평균적인 강우량이 유지되
었을 경우, 지역 간 수자원이 재배분된 ‘전국’ 시나리오에서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상황 모두 물 부
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지난 30년간 최대가뭄이 닥친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다소간의
물 부족이 발생하나 물 수요 관리가 잘 되고 지역 간 수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저수요’- ‘전국’ 상황에서는 물
부족이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55) 통계청 KOSIS DB
5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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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은 타당한 지적이다.
수자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생태주의 진영은 향후 수자원 부족의 문제를 보수
적으로 평가하고, 수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국지적인 수자원 과부족
을 해결하자는 생태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반면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수자원 부
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하천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찬성진영 및 생태주의 진
영 모두 영산강 수계의 물 부족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
의 수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쟁점 2. 4대강 사업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
생태주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반대 근거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 가능
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하면 유량은 확보되지만 유속이 느
려짐에 따라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약화되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생태
주의 진영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하여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종합적으로는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에서 설치하는 보는 하천의 흐름을 유지하
는 가동보이기 때문에 유속의 감소는 제한적이고, 퇴적된 오염물질은 홍수기에 보
를 개방하여 하류로 흘려보낼 수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배출규제
완화·환경기초시설 증설·생태하천 정비·수변생태벨트 개발 등- 이 병행되면 수질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태주의 진영의 논리는 4대강 사업은 하천의 자정작용을 저해하며, 인공적인 조
치들은 하천의 자정작용 훼손을 보완할 수 없다는 생태주의적인 견해에 입각해 있
다. 반면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논리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유속의 감소를
일부 감내해야 하며, 34개 중점관리유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수질개선 조치를 취하
면 종합적으로는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견해에 입각해 있다.
사실 생태주의 진영도 현재의 4대강 본류의 수질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
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수질개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4대강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 유입 억제 대책을 제시하고 있
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영산강 유역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양 진영 모두 수질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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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수질개선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
고 있다. 다만 준설과 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오염물질 차단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실증적인 결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해소 가능한 문제임을 지지
하고 있다. 준설 및 보 설치와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한강 및 태
화강 개발 사업의 사례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논리를 뒷받침 해 주고 있고, 국
립환경과학원의 모의실험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고
예측하고 있다57). 생태주의 진영의 논리는 준설과 보의 설치가 가져올 수질오염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증적 증거들로 미루어보아 사업 폐기
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58).

쟁점 3. 4대강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생태주의 진영에서는 4대강 사업은 토목ㆍ건설업이고 그 중에서도 취업 유발효과
가 작은 토목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고 주장한다.
또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대졸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
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건 분야 재원 투입을 요구한다. 반면 4대강살리기 마스
터플랜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총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200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토목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5.9로 78개 중
분류 산업 중 30위로 상위권에 속하며, 평균값인 14.7을 상회한다. 농수산업 및 서비
스업 보다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일부 경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보다는 높다. 따라서 절대적인 수준에서 취업유발효과가 적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한 임시-일용직 비중은 49%로 높은 것이 사실이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
는 교육(30%), 복지, 보건 분야(27%) 역시 제조업 (22%)에 비해서는 임시-일용직 비
중이 높다59).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은 경기부양 정책으로서의 기능임을 감안할 필
57) 4대강 살리기 사업 홈페이지 (http://www.4rivers.go.kr/)
58) 생태주의 진영 역시 한강 및 태화강 개발 사업이 수질오염 피해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사례를 ‘준설’로는 수질을 확보할 수 없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병성. 2010)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준설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다.
59) 통계청,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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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시장의 기능이 둔화되
는 단기에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화 될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을 둔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재정 투입은 경기 회복이 시작될 경우 탄력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에 민간 투자 비중이 높았던 산업에의
진입은 가능한 한 축소하여 경기 회복 시 민간 기업 투자 확대의 여력을 확보하여
야 하며, 탄력적인 고용을 창출하여 경기가 회복되면 민간 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용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토목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토목산업은
2005년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78개 중분류 산업 중 정부 지출60) 대한 생산유발의
존도가 0.56으로 공공행정 및 국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평균값인 0.13의 4배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 투자의 확대에 따른 민간 투자 여력 위축이 상대적으로 적다.
동시에 창출된 고용도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아서 경기 회복 시 타 산업으로 탄력
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생태주의 진영의 비판은 경기부양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간
과하고 있다.

쟁점 4. 재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검토했는가?
생태주의 진영은 4대강 사업이 재정 및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은 재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생략했으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
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4대강 사업은 여러 부
분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복합사업이며 개별적인 사업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다고 주장한다.’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받은 사업은 법규상 면제 사유가 인정되는 일부에 불과하며, 환경영향평가
는 개별 사업 단위로는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4대강살리기 추진
본부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의 2에 의거해서
준설 및 보의 설치는 ‘재해예방ㆍ방지’ 사업이고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법령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외의 사업인
60) 정부 소비와 정부 고정자본 형성을 더한 값 (한국은행 (2008). “2005년 산업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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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생태하천 정비 등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
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297개의 공구 중 10km 이상 하천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 1단계 62개 공구는 2009
년 11월, 2단계 21개 공구는 2010년 6월에 협의를 완료했다고 해명한다.
생태주의 진영에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의 2가 4대강 사업이 구체화 된
2009년 1월 이후인 2009년 3월에 개정되어서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2009년 7월 4대강
마스터플랜이 완성된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서 지나치게 시간 투입이 짧았다고
주장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의 개정일자가 4대강 사업 이
후라는 시간순서가 생태주의 진영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태주의 진영의 주장
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생태주의 진영의 주장
인 ‘4개월 완료’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4대강 사업 중 일부 사업은 2008년 말에
이미 시작되어 2009년 11월까지는 근 1년 가까운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또한 환
경영향 평가는 일단 평가서 본안이 확정61)되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된 이후에는 수
정.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45~60일 이내에 협의를 마치도록 법제화62)되어 평가서
작성 기간을 단축하면 평가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0~08년간 하천개발사
업 및 수자원개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 총 13건인데 그 중 보완작
업으로 인해 협의기간이 100일 이상 소요된 사업은 총 4건에 그쳤다63).
생태주의 진영에서는 통상 1년 이상 걸리는64) 평가서 작성에 투입된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불필
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환경평가단’을 구성하고 항목 조정, 자료 협조 등 시간
단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통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졸속 여부를 단
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65)’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61) 본안 확정은 초안작성-의견수렴(20일)-본안 작성의 과정을 거친다. 4대강 사업은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업이다.
6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25조
6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 http://eiass.go.kr>
64) 생태주의 진영은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4계절에 걸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1년간은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창근, 2009.11.16) 그러나 이는 법규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아
니다. 추후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4계절 환경영향에 대한 현
장 검증(field test)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65)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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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재정건전성에 영향은 어느 정도 심각한가?
4대강 사업 지지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그리 크지 않으며, 홍수
방지 효과나 골재 채취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생태주의
진영에서는 4대강 사업 재원 부담으로 여타 SOC 사업 및 교육ㆍ복지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수자원공사 지출을 유도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2009년 총 예산 지출 301.8조 원 중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1.8조 원으로
0.6%에 불과하다. 또한 2010~2012년에 투입될 예정인 20.4조원은 2009~2013 국가재
정운용계획 상 같은 기간 재정지출 예측치의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9년에는
SOC

지출의

7.0%를

차지하였으며

2010~2012년

SOC

지출의

10.8%(2012

년)~36.2%(2011년)에 이를 정도로 SOC 투자에 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
서 재정 지출 전체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재원이 큰 부담이라고 하기
는 어려우나, SOC 투자 내부에서는 다른 정부 투자 사업의 재원을 흡수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생태주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복지예산의 삭감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
기 어렵다. 2010년 예산은 2009년 추경예산보다 보건 및 복지 지출을 81.3조원에서
81.0 조원으로 삭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예산 74.6조 원보다 6.4조원이 증가한
값이다. 2010년 예산 지출 291.8조원은 2009년 본예산 284.5조 원보다 7.3조 원 증가
했으므로 복지예산의 증대가 87.6%를 차지하여 사실상 지출 확대를 견인했다. 따라
서 추경예산 대비 복지예산 감소는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복지지출
이 정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재정건전성 관련 논쟁의 핵심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이다. 생태주의 진영
에서는 생태주의에 입각하여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지출 확대에 따른 여타 지출 삭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4대강 사업 지지
세력은 홍수 대비와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타 지출에 대한 삭
감을 용인하는 것이다.
단,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동원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수자원공사는 4
대강사업으로 인해서 2004~08년간 연 지출이 2.2~2.5조원에 머무르다가 2009년 3.2
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이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자는 사전에 협의된 평가항목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를 행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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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2010년 7.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순수자체수입은 2004년 1.3조
원에서 2010년 1.7조원으로, 정부지원은 0.4조원에서 0.7조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
다. 그 결과 차입금이 2004~08년 0.2조원~0.3조원66)에서 2009년 1.1조 원, 2010년 5.1
조원으로 급증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적자는 단기적으
로는 재정으로 파악되지는 않으나, 수자원공사의 주주인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4대강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행위
는 결국은 재정 부담과 국가채무 부담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게 하는 회계적인 조
작(creative accounting)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표 4> 4대강 사업 찬반 논쟁
구
분

실
효
성

정
당
성

논점

반대입장

찬성입장
본류 홍수 가능성도 있으며
본류는 발생하면 피해가 큼

홍수대책

홍수는 지류에서 발생

수자원확보

수요 억제, 수자원 재배분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대형 가뭄에
달성 가능
대비 필요

수질개선

유속이 하락하여 수질 저화

오염물질을 차단하면 수질 보전

일자리 창출

단기 일자리 뿐

단기 일자리인 것이 장점

재 정 / 환 경 예비타당성조사 우회
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졸속

예타 면제는 적법한 절차 준수
환경영향 평가는 시간 단축 가능

재정부담

지역 SOC, 복지예산 감축의 주범

재정지출의 1~2% 이내

정리하자면, 4대강 사업 논쟁은 실효성과 정당성 2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진행되
고 있다. 실효성 영역에서 생태주의 진영의 문제제기는 생태주의적 입장에 기반하
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추진하는 홍수 대비,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은 모두 하천환경
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들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생태주의 진영의 기
본적인 논리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은 홍수를 막지는 못하고, 수질 개
선은 장담하지 못하며, 수량만 확보하면서 수생태계는 파괴하는 ‘성과는 불확실하
고 비용은 큰’ 사업이다. 반면, 찬성진영에서는 생태주의적 가치를 다소 훼손하더라
도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면 홍수 방어 및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증유의 대형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며, 수질 및
66) 2007년 무차입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www.http://www.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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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 대한 부작용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
이 홍수 및 가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그로 인한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는 보완책을 통해 억제하는 ‘성과가 크며 비용은 억제 가능한’ 사업이다.
정당성 영역에서는 찬성진영이 수세적인 입장이다. 찬성진영은 각종 타당성 평가
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타당성 평가가 제정된 목
적을 달성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의 2를 2009년 이후에 개정하고,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동원한 행위는 편의 주
의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8월 10일자로 여론조사기관인 (주)리얼
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43.3%)이 반대(42.7%)를 앞섰고, 한길리서치의 조사결과
에서도 2010년 10월 까지는 ‘적극반대’와 ‘다소반대’의 합인 반대의견이 ‘다소찬성’
과 ‘적극찬성’의 합인 찬성의견을 앞섰으나 11월에 들어서 찬성의견이 47.3%로 반
대의견 46.1%를 앞섰다. 그러나 찬성의 경우 절대찬성이 14.7%에 그친 반면 적극반
대는 24.2%에 달하여 반대의견이 보다 적극적인 선호를 표명하였다67).
4대강 사업 논쟁에서 생태주의 진영이 꾸준한 지지를 얻어 온 원인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현재의 하천 환경
을 변화시켜서 미래의 홍수 피해 및 수자원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현재
의 하천환경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 이 사업의 편익은 미래에 대규모의 홍수 및 가
뭄이 발생할 경우에 완전히 현실화 되는 반면, 사업의 비용인 현재 하천환경의 변화
는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비용을 부각시키게 되면 4대강사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워진다.
비용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논점이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이다. 4대강 사업의 핵
심인 ‘준설 및 보 설치’ 만으로는 획기적인 수질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유속의
감소로 인한 자정작용 약화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를 생태
주의 진영은 ‘4대강 사업=준설 및 보 설치=수생태계 파괴=수질악화’라는 단순한 등
식으로 유포시켰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는 수질에 대한 불안감68)을 자극하였고, 이
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오염이라는 현
실적인 비용을 치르는 사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생태주의
67) (주)한길리서치 홈페이지 (http://www.hgr1993.com/)
68)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전략의 유효성은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에서 증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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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재정건
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생태주의 진영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생태주의 진영 내에서 생태주의 세
력과 정치권 간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는 4대강 영산강
수계 사업에 전반적인 찬성 의사69)를 밝히고 있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중앙정
부가 위탁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7월 30일자
질의70) 에 대해 사업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 역시 4대강 수계
중 수량 부족 및 수질 악화가 가장 심각한 영산강 수계는 일부 준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방71)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3. 사업평가
본 절에서는 4대강 사업의 중간 평가를 1)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사업 예상 효과
2)경기부양 효과 3) 재정건전성에의 영향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2010년 9월 현
재 4대강사업은 25.1% 완공되었기 때문에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으로서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으로서의
중간 평가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기준으로 수행한
다. 반면 4대강 사업이 경기 부양 및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 사업 진행 결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관리 및 수질사업으로
서 그 목적하는 바인 홍수 대비, 수자원 확보, 그리고 수질개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예측하여 중간 평가를 대신한다. 그리고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경기부양 정책으로서의 성과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건
전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1)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4대강 사업은 미래의 대규모 홍수를 대비하기에는 적절한 사업이지만, 지류 근처
69) 시사저널 (2010.8.11). “4대강 사업, 막힌 물줄기 트이나”.(제 1086호)
70)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2010.7.30)’, ‘한강살리기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2010.8.4)’ (국토해양부, 2010.8.4)
71) 민주당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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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주 발생하는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 강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홍수 피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본류의 방재 체제를 현상
유지할 경우 미증유의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4대
강 본류72)의 하천개수율도 불완전개수를 제외하면 75.6%에 지나지 않으며, 영산강
은 69.9%, 섬진강은 51.6%, 금강은 40.8%에 불과하다73). 따라서 4대강 본류의 하천
바닥을 준설하여 홍수위를 낮추는 정책은 유효한 접근이다.
그러나 지류의 하천개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사업인 본류 및 지방
하천 정비는 홍수대응으로는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 대
상인 4대강 본류와 섬진강 및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74)만 비교해 보아도 지류는
불완전개수를 제외하면 개수율이 71.3%이며, 불완전개수를 포함해도 91.2%로 본류
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4대강과 섬진강 수계 중 4대강 사업 지역이 아닌 하천의
개수율은 국가 및 지방하천의 개수율은 불완전 개수를 포함해도 78.6%이며, 불완전
개수를 제외하면 62.0%에 그친다75). 따라서 4대강 수계 내에서도 4대강 사업 지역
외부 지역이, 사업 지역 내에서도 본류 보다는 지류가 홍수의 잠재적 위험이 더 높
은 것이 현실이다.
수자원 확보에 있어서 4대강 사업은 역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타당한 사업이
다. 기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과거의 자료에 기초한 수자원 수급 계획이며, 성
과가 불확실한 물 수요 억제에 의존한다. 2001~08년간 물 사용량(유수수량)이 연
1.1%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만으로는 장래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조물을 이용한 수자원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4대강
3
사업은 13억m 의 추가 수자원 공급을 확보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미흡함을 보

완할 뿐만 아니라 예측을 벗어난 대 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실제로 가뭄이 심한 지역은 4대강 주변 이외에도 다수 분포하는 것을 감안
하면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지역 간 배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1995~2006년

간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를 2회 이상 시행한 62개 기초자치단체76) 중 4대강 주변
기초자치단체 72개77)에 포함되는 단체는 17개에 그친다. 나머지 45개단체중 35개가
72) 섬진강 포함
73) 국토해양부·한강홍수통제소. “한국하천일람: 2008.12.31 기준” <http://www.river.go.kr>
74) 북한강, 섬강(한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낙동강), 미호천, 갑천, 유등천(금강), 황룡강, 함평
천(영산강), 섬진강은 본류에 포함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7)
75) 국토해양부·한강홍수통제소. “한국하천일람: 2008.12.31 기준” <http://www.river.go.kr>
7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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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과 거리가 먼 해안 및 도서에 위치하고 있거나, 지형적인 원인으로 급수가
어려운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습 가뭄 지역의 가뭄에 대비하려면 수
자원의 지역 간 배분 계획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수질개선은 4대강 사업의 최대 약점이지만, 현재의 계획은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우선 한국의 하천은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
에 오염물질을 희석하는 물리적 자정작용이 약화되어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
향이 있으므로, 4대강 사업을 통한 유량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는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감소되면서 생물학적 자정작
용78)이 저해되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4대강 사
업 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4대강 유역에 34개 중점 관리지
구를 지정하여 수질의 악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변 공간 개발사업과
연계사업79)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양한 구조물이 설치되고, 그 이용인구가 증가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수질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수변지구 개발
및 일부 연계사업은 하천 정비가 완성된 후 수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4대강 사업은 생태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하천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
하여 미래의 홍수 피해와 수자원 부족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유속의 하락을 가져와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4대강사업은 이에 대
한 다양한 보완책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홍수 대비를 위한 지류 정비 사업 및 상
습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수자원 배분 사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질유지
를 위해서 수변지구 개발사업과 일부 연계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경기부양
전술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은 경기침체를 저지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
77)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2009.7)
78)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물리적 자정작용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실제로 하천에 유입되는 하수가 너무 농도
가 낮을 경우에는 생물학적 자정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분뇨를 첨가하는 활성오니법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김창수, 2006)
79)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수변공간을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pp.206~240),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금수강촌’ 만들기(pp.250~252),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pp.246~249)은 모두 강변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수질에 대한 영향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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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정을 투입하는 경로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재정정책이 정책시차를 극복하고
적기에 실행되어 경기 침체를 저지할 수 있었다. 또한 건설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
여 고용의 급감을 저지하였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림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년 4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하여 정부소비를
제외한 총수요의 전 부문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시작된 2009
년 1분기~2분기에는 건설투자가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양(+)의 성장으로 전환하
여 경기 하락을 저지하고 이후의 회복을 견인하였다.
<그림 5>의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2009년 1분기 이후 건설투자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정부 투자의 증가였다. 결국 정부소비와 정부 건설투자가 2008년 4분
기~2009년 2분기의 경기침체를 저지한 유일한 동력이었고, 4대강 사업은 그러한 정
부 건설투자를 견인한 사업이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2010년 5월 13일 현재 1일 평균
투입인력이 1만 명을 넘어서서80) 논란이 되었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 4대강 사업 사업의 경기부양 효과

자료: 한국은행 ECOS DB (www.bok.or.kr)

(3) 재정건전성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자체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재정운용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는 문제
80) 국토해양부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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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근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사업
시행 이전에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따라서 단기적인 경
기부양 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인데도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으로 사용되면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
는 선례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은 사전적인 비용-편익 분석인 예비타당성 평가를 생략하
여, 편익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허용하였다. 그
리고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게 부담을 전가하여 수자원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
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이 되풀이 될 경우 재정건전성 유지는 어려워 질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2009~12년간 22.2조 원을 소요하는데 이는 2009~1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SOC 사업 지출로 2009~12년에 배정한 100.7조원81)의 22.0%에 해당하므로
작은 규모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5.6조 원인데,
2004~08년 평균 조세지출이 연 22.1조 원이므로 비과세 감면조항을 25% 축소하면 4
대강 사업의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연평균 5.6조 원인 간접세 조세지출과 유
사한 규모이다82).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장기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향후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선례가 남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예
비타당성 조사를 우회한 행위는 향후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운용을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활용한 행위는 향후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
시킬 수 있다.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입이 정당화 되
는 사업의 경우에만 투입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기
적인 정치적 편익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차기 정부에 전가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어렵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려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정책 시
차를 감수하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투입을 결정하고,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정책시차가 짧은 자동안정화조치나 이미 시작된 공공투자 사업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83) 4대강 사업은 이러한 기조를 거스르는 선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부가 공기업을 남용하면 공기업 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

81) 기획재정부(2009.9.28).
82) 국세청 (2009.12)
83) IMF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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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 이는 향후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지출을 공기업
에게 전가하여 의회의 예산감시를 회피하는 선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
자는 공기업의 경영환경과는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기
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된다. 정부의 이러한 부담 전가가 누적되면 결
국 공기업 부채가 누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4
대강 사업은 이처럼 부작용이 많은 정부의 공기업 투자 강제를 허용하는 선례를 제
공하였다.

(4) 소결
4대강 사업은 미래의 홍수 및 가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자원정책으로 평가
된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한 보완책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
지류의 방재작업과 산지 및 도서지역의 수자원 보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연계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하여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경기부양 대책
으로서의 4대강 사업은 2009년 1분기~2009년 2분기 총수요를 견인하여 경기침체를
억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전적인 비용-편익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으며,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동원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기부
양책으로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사용하다보니 예비타당성 평가를 우회하고 수자원
공사 재원을 동원하는 무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재정
건전성의 위협할 수 있다.

4. 선진화 과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선진화 과제는 수자원 관리 및 재정건전성 유지 두 가지 범
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진화된 수자원 관리 체계는 홍수 대비 및 수자원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선진화된 수자원 관리 체계
를 수립하는 시발점으로 활용 가능하나, 몇 가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홍수 피해 방지 및 수자원 공급 정책은 확대하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부 연계사업
은 신중하게 추진하는 우선순위 조정이 요구된다.
반면, 4대강 사업의 재정운용에서 나타난 사례들은 아직까지 선진적 재정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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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적 재정운용은 필요 없
는 지출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단 지출이 결정된 재정 사업은 그 단위 당 편익을 극
대화하는 재정운용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국
면에서 탈출하여 하반기를 맞게 되므로, 지출의 확대 보다는 지출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
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사업 사후평가제도를 활용하여 비용 대비
편익을 극대화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1)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가. 홍수 대비: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직접연계사업화
선진적인 홍수 대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홍수 위협과 국지적인 홍수 피
해에 입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는 본류와 지류의 우선순위
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며, 당연히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연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직접연계사
업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본류의 대규모 홍수를 저지하는 데에
는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한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지적인 홍수에 대한 대책은 보완이 필요하다. 본류의 개수율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류는 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행정안전부
가 주관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하천 정
비 사업은 이미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84)이 완성되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우선은 4대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하천개수율 측면에서는 4대강 유역 이외의 지역도 보수가 시
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전국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으로 확대하
고, 직접연계사업으로 격상하여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졸속 진행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4대강 사업에 반영해
야 할 것이다.
84) 국토해양부 (2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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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자원 확보: 상수도망 확충 사업 보강
선진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는 수량의 확보와 동시에 확보된 수량을 전달하는
전달망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4대강 사업은 수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탁월한 성
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국지적인 가뭄 현상에 대처하기는 미흡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산강 지구의 수급 대책을 강화하고, 도서 및 산간지역의
상습가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대강 수계 중 가장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이 영산강 수계로서 2020년에는 평균적인 강우량이 유지될 경우에도
1.8억m3 부족85)할 것으로 예측되나 4대강 사업 본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량
은 0.4억m3로 4대강 수계 중 가장 적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산강 지역은 댐 개발이 어렵고 하천 규모가 작은 지형적인 제약86)으로 구조
물 설치를 통한 수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타 수계의 상수도를 공유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도서·해안 및 산간 지역은 인근의 지하수 혹은 지표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87)
에 수자원을 의존하여 수급이 불안정하고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상존한다. 따라
서 우선은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망을 확대88)하여 간
이상수도를 대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2008년 현재 광역 및 지방상수도망의

22.1%를 차지하는 개설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관에89) 대한 보수를 적극적으로 진행
하여 수자원의 유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형적인 요인으로 지방상수도망 확대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해수의 담수화, 빗물의 이용 등 대체수자원의 개발에 주력할 필
요가 있다.

다. 수질 관리: 일부 연계사업 연기 및 상수도 사업 민영화
4대강 사업의 성패는 수질관리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현재 유권자들이 수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수질이 악화됨이 확인되면 4대강에 대한 지
85) 기준수요 Scenario에서 권역 내 수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수급 부족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
86) 4대강살리기 사업 홈페이지 (www.4rivers.go.kr)
87)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인근 지역의 지하수나 하천수를 이용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로 촌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88) 2008년 현재 면 지역의 인구의 52.6%는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2009)
89) 환경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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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견은 급속하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2010년 현재 4대강 사업의 수량확보 정
책과 수질유지 정책의 효과를 함께 반영한 연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결과가 유일하며, 종합적으로는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중 강변 복합공간 창조 사업, 농림수산부
주도의 ‘금수강촌’사업, 문화관광부 주도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은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이 완료된 후 수질에 미
칠 영향을 점검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사업은 강변에 각
종 구조물을 설치하여 강변을 레저-관광-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의 결과 확보되는 수변구역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으나, 수질관리에 불가피하게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수질에 관한 영향을 검증한 후에 영향이 적은 사업부
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물질의 유입 억제와 더불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급 과정에서의 수질
악화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 있는 노후한 상수도 배관의 개보수
가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10년간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관 보수 문제가 만성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아서 배급
인프라를 확충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고 가
격을 자율화하면 배급 인프라를 확충할 이윤 동기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배
분 인프라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90). 실제로 1990년대에 상수도 사업에 민영화를 도
입한 국가들은 배관 보수가 개선되어 수도 공급 시간이 연장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 된다91).

(2) 재정건전성 회복

가. 재정규율의 강화: PAYGO 원칙 도입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현
재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 PAYGO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90) Segerfeldt(2005.8.25)
91) Mar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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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GO 원칙은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재정사업은 사전에 세수 확보 혹은 지출 감면
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원칙이다. PAYGO
원칙이 도입되면 법안을 통해 제출된 사업은 법안 내부에,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사
업은 사업계획 내부에 재원조달 계획을 명기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87조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5개년 지출전망
과 재원조달계획을 입법예고 이전에 제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측의 오차가 커서 실효성이 취약하다. 이를 적용하는 대상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으로 축소하되, 예측의 오차로 인해 발
생하는 손실은 주무부서의 여타 지출을 축소하여 조달하도록 하여 사후적으로도
PAYGO 원칙이 관철이 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재정규율의 강화: 수자원공사 투자 예산 편입 및 민영화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 투자로 분류된 사업은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
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수적 재정운용의 기
조를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서 재확인 되었듯이 공기업이 존재하는 한 정부가 공공사업
의 지출을 공기업 투자로 편성하여 재정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회계적
조작을 막기 어렵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
기업들을 민영화해야 한다.
특히 수자원공사를 성공적으로 민영화 할 경우에는 수돗물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물 수요 관리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자원의 공급은 전통
적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일부 국가에서 민자 유치 혹은 민간
위탁 경영 형태로 민영화가 점차 확대되었다. 개도국의 경우 민간 상수도원에 의존
하는 인구가 2000년 9천 4백만 명에서 2007년 1억 6천만 명 증가했고, 1990년에 민
간에 수자원 공급을 위탁한 위탁 계약 260건 중 84%가 2007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민간 공급자들은 노동생산성과 누수억제 등 경영 효율성에서 우월하고, 약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상수원 가격 및 상수원 공급에서도 공공 공급자들과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92).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이 1989년부터 물 공급을 민영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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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급이 확대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93).

다. 지출 가치의 극대화: 예산사업 심층평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재정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필요하다. 현재 4대강 사업은 다수의 하위 사업으로 분할되어있고,
예비타당성 평가를 각 사업별로 적용 혹은 면제하고 있어서 사업 전체를 평가할 만
한 벤치마크가 모호하다. 따라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
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4대강 사업 중 본 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
다94). ‘예산사업 심층평가’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이 설
정한 목적을 실제로 달성했는지 여부와 성공 및 실패의 요인들을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평가이다. 따라서 평가의 과정
에서 목적과 수단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연계 관계까지 검증 될 수 있다95).
현 시점의 예산사업 심층평가 결과는 차후 지속적인 사후 평가의 벤치마크로 작
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의회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고, 동시에 민간에서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주체들에게도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동기 부여를 강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예비타당성 평가의 우회 때문에 약화되었던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
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므
로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예산사업 심층평가’에 투여하여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
다. 또한 그 결과를 공개하여 민간에게 재검의 기회를 허락하면 평가의 공신력을 더
욱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간의 신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96).
92) Marin (2009).
93) Von den Berg (1997).
94) 예산사업 심층평가 실시 대상 요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3. 향후 지
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혹은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95) 고영선. 김정호(2007).
96) 반면 환경영향평가 부족으로 인한 신뢰의 상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성실하게 이
행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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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평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산형성 촉진과 주거복
지를 정책이념으로 하여 규제완화와 수요중심적 주택공급을 정책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이 완화되었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 내지 철폐되었다. 보금
자리주택 건설을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내세워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권 출범시부터 내재되어 있던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분야의 공약사항은 일부 내용의 수정은 있었으나 비교
적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저금리기조의
유지, 건설부문의 유동성지원, 각종 규제완화 및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을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
융위기를 벗어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중·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저해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민간 주택건설
이 위축되는 등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8․29대책을 통하여 주택자금대출 규제가 일부 한시적으로 완
화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민간부문 참여 영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선진화 과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포함하여 부동산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 자산
형성 촉진 주거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
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체
계를 확충하고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이동을 도
모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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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하고 주택자금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8.29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시적인
방향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취·등록세를 통합하는 등 과세체계를 바꾸어 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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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는 총자산 중 76.8%
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 수치는 일본(61.7%)보다
높고 미국(36%)의 두 배 이상으로 그 만큼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선
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가구가 부동산시장의 동향, 부동
산정책의 기조 및 세부 정책방향, 정책 효과 등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음을 간접
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해
당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부동산정책만큼 정부의 정
책 이념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큰 분야도 없다. 집권기간 중 발생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단기적으로 정책방향이 수정, 변경되는 경우가 있
었으나 상당부분 집권 초기의 정책방향을 견지하였다.
주택관련 조세 및 주택자금 대출규제 등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을 부동산정책의 기
본방향으로 설정하였던 참여정부와 달리 지난 2년 반 동안 현 정부는 자율과 경쟁
을 강조하면서 자산형성 촉진 주거복지를 정책이념으로 하여 규제완화와 수요중심
적 주택공급을 정책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종
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다양
한 규제가 완화 내지 철폐되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내세
워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권 출범시부터 내
재되어 있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공과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현 정부 출범시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그
리고 2년 반 동안의 부동산시장 추이와 이에 대응한 제반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 정부 부동
산정책을 공약사항 이행 측면, 위기대응 측면, 시장친화 측면, 주거안정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한 다음 마지막으로 선진화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1)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자산에 포함시키면 총 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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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
(1)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
참여정부만큼 집권기간 동안 부동산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억제에 매달렸던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참여정부의 정
책 이념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상대적으로 우선시했고 분배의 중심에 부동산이 있다
는 본질적인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기간 중의 주택건설 및 공급의 부족, 저금리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참여정부 출범시기인 2003년에 이미 주택가격
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다는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참여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전방위적 주요 부동산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 시행하였다.2)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에
치중하였으며 수도권에서는 서울 외곽 신도시 개발 중심의 주택공급을 추진하였다.
둘째, 보유세 및 양도세 등 주택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LTV 및 DTI를 통한 주택자
금대출 규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주택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었던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가 분양가 원가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의
형식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넷째,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실거
래가 신고제 및 등기부 기재를 시행하여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부
동산정보를 통합하는 부동산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건
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였다.

(2)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
<그림 1>은 2003년 1월을 100으로 한 참여정부 기간(2003.1~2007.12) 동안의 주
2) 주요 부동산대책으로는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2003),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2005), 3․30 서민 주
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2006),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2006),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2007), 1․3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2007)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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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적으로 24%, 수도권은 40%, 서울은 41.5%, 서울 강남지역은 51.5% 상승하였다. 한
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33.2%, 수도권은 50.5%, 서울은

55.5%, 서울 강남지역은 67.5% 상승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정
부 기간 동안 많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
의 상승 추이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참여정부의 첫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알려진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3)의 효과가 2005년 1월까지 지속되
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여러 차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
책은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2003.1~2007.12)

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2003년 1월을 100으로 환산하여 재구성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수요, 공급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2003년
이후의 시기는 외환위기를 넘어서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양질의 주
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시기였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주택
자금대출시장의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존재하였던 시기이기
3)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참여정부의 첫 범정부적 대책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철(200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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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
울 강남지역과 같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전제되지 않은 지나친 수요억제정
책의 영향은 풍선효과를 통해 서울 기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파급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보유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양도세 강화 등의 주택관련 조세 강화, 그리고
주택자금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
건축 연한 요건 연장, 재건축 단지내 임대주택 의무 공급, 재건축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다양한 재건축 규제 결과 강남지역의 주택공급이 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택가격을 상승시켰으며 풍선효과에 따라 주택수요가 강
북지역과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하였다.4) 정부는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개발을 통하여 확산된 주택수요를 충족
시키고자 하였으나 수년 이상 소요되는 신도시 개발기간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시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가
능하였다고 판단된다.5)
그러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고 국민임대주
택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
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성을 둘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물론 국민의 정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발
표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노력하였고 소득계층별 주거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정책운용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만연하였던 불
법, 탈법 부동산거래 관행을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함으로
써 주택실거래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도
모하였다는 점과 산재된 부동산 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정보망
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토균형발전과 대규모 지역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감소하여 주택가격을 상승시켰고 여러
차례의 고강도 정책발표는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정책불신으로 이어져 주기적인 가격상승을 유발하였다는 주
장에 대해서는 이태교 외(2009)를 참조할 것.
5) 2기 신도시(화성 동탄, 성남 판교, 김포, 파주 운정, 수원 광교)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이후 송파․거여
(현재 위례신도시), 양주 옥정,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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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 기조
현 집권여당의 2007년 대선정책공약집인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서
는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일류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비전으로 하
여 ‘경험적 실용주의’, ‘따뜻한 시장경제주의’, ‘민주적 실천주의’, ‘창조적 개방주의’
등을 대통령 후보의 국가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자율과 경쟁의 원칙’,‘배려
와 관용의 원칙’,‘법의 지배의 원칙’,‘감세와 절약의 원칙’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
시하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서민 주거권을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보호함과 동시
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연 12만호 공급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적인 주택공
급을 통해 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다양한 규제적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많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야기시켰다는 회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확대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
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을 더욱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대선정책공약집에서 제시
한 부동산 분야의 세부적 정책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각 세부 내용들은 인수
위활동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민 주거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책의
우선 순위를 주택공급에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기
조는 ‘자산형성 촉진 복지이념’에 근거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소극적인 ‘주거안정’에서 ‘주거안정과 동시에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화 유도’
라는 적극적인 주거복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가 제도적
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해 중산층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국민성공시대
를 실현해 나가는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참여정부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율과 경쟁을 통하여 시장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통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를 개선하여 민간 택지와 주택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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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며, 넷째, 주택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에 대한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을 통해 다세
대․다가구 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과거 정부의 과도한 조세강화를 통한 수요억제정책을 지양하고 가구의 부담능력
에 맞도록 주택관련 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표 1> 현 정부 부동산분야 대선정책공약
목표

방향

세부 내용

서민주거권 보호

․ 1가구 1주택 공급에 노력
․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출산
장려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공급

국민주택공급

․ 80m2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차원에
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

주택공급 확대

․ 용적률 상향조정, 도심재개발 등을
통해 매년 50만호 이상 주택을 계획
적으로 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 공영개발택지 조성시 자유경쟁입찰
제를 실시하여 토지조성비 인하
․ 기성에 따른 공사비 지급과 용적률
상향 조정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 주택수요에 따른 공급 확대
․ 주택청약예금제도 개편으로 맞춤형
주택공급제도 확립
․ 과세제도 및 투기지역지정제도 탄력
적 운용을 통한 지방미분양주택문제
해결
․ 토지보상금 채권지급으로 부동산투
기 근절

서민주거권 보호

부동산가격 안정

구도심 및 역세권 중심 주
택공급

․ 광역 대도시 구도심 재정비
․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
설을 통하여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
대상 가구의 임대아파트 및 저평형
아파트 일정비율 이상 공급
․ 역세권 재개발을 통해 고밀주상복합
건물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

근로자와 서민의 세부담

1가구 1주택 보호와 재산세

경감

제 개편

․ 부동산 장기보유년수에 따라 양도
소득세 누진적 인하
․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
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 취득세, 등록세 통합
․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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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요 부동산정책

가. 정권출범 초기의 주요 부동산정책
정권 출범 초기 정부는 대선공약 및 인수위원회에서 설정한 부동산정책 방향에
따라 제반 정책개선을 추진하였다. 2008년 1월 지방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를 모두 해제하였으며, 3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폭 확대를
발표하였다.
한편 참여정부 기간부터 증가하여 왔던 미분양 아파트가 2008년 3월 현재 13만 2
천여호로 증가하고 2008년 1월에서 3월까지 2만호가 증가하는 등 아파트 미분양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6월
에는 지방 미분양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설업계의 침체가 지역경제 부담으로 작용하며, 건설업체 대부분이 PF를 통하여 사
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융 증가로 지방 주택공급에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융권 전반의 부동산 PF대출 부실가능성에 대
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였다는 판단이었으며 금융규제 및 조세부담 완화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금융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 중 일정 조건을 만족시
키는 주택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LTV)을 향상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뿐 아니라 중대형 주택에 대하여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담보인정비율 초
과 조건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였다. 조세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지방 비투기지역 미
분양 주택을 향후 1년 이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1세대 2주택 중
복 보유 허용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단축시키고 면적 요건을 완화하였다.

2008년 8월에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2008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과거 5년 평균 대비 32.4% 감소하는 등 주택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따라서 신규주택에 대한 투자 위축이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을 발생시켜 가격상승
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공급
기반 확대와 수요 촉진을 위한 제반 대안들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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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에서는 공급규제의 합리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공공택지 확보 병행을
주요 방향으로, 수요측면에서는 과도하게 설정된 인위적 수요억제 장치의 선별적
완화 및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택구입 여력 확충을 주요 방향으
로 설정하여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정책을 통하여 주택공급과 관련된 규제들이 상당 부분 폐지 내지는 완화되었
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및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조합원 지위양도 금
지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재건축에 대한 층수 제한이 완화되었다. 또한 주상복합건
물 건축시 추가되는 가산비나 민간택지 구입시 추가되는 가산비가 분양가에 추가되
도록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되었으며, 민간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 선택시 공공택지
를 우선 분양하는 방식에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우선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
로 변경하였다.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 및 주택수요 확대를 위하여 30년 장기 주택
담보대출시 대출이자비용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고 수도권 신규분양 주
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였다.

나. 부동산 조세체계 개편
2008년 9월 부동산관련 조세 체계가 개편되었다. 조세체계 개편은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 확립을 목표로 중․저소득층 민
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및 중복된 목적세체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 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이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되었으며 고가주택 기준이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 공제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공제로
확대되었다. 또한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합리화되었다. 지방 소재

1세대 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억
원 이하에서 지방광역시에서는 3억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또한 중과대상에서 제외
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요건에 대하여 임대호수, 임대주택 면적,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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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
한선을 전년도 보유세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이용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였으며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비과세
기간이 연장되었다.
한편 2008년 9월 하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개편방안은 위에
서 언급한 세부담 완화 대책에 추가된 것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과세
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구간별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었
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과세기준금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인상하였다. 나대지 등 종합
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인하가 이루어졌으며 과세기준금액이 3
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에서 공정시장가
액(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20%p를 탄력적으로 운용) 개념을 도입하여 과세표
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
제적 과세원칙에 따라 단일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재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 주택공급 확대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
2008년 9월에는 현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공약인 주택공급 확대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이 발표되었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두 가지로 설정되었다. 첫째, 주택수급
및 가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장기능 정상화와 도심공급 확대를 통해 향
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위적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외곽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 도시근교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달성한
다는 것이다.
둘째,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향후 10년간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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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분양주택의 경우 무주택 서민 및 신혼부부의 자가보유를 높이기 위해 기본
분양가 대비 15% 저렴한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선
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전세형 임대, 지분형 임대 등으로 다양화하
는 한편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방식
을 통해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
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표 2>는 정부의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을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보여준다. 지
역별로는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 지방에 연평균 20만호를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분양 41만호, 임대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규모별로는 중소형 30만호, 중대
형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표 2>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2009~2018)
구 분

연평균 공급량
18만호

지역

유형

규모

수도권

비 고
도심(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

4만호

도시근교(GB조정가능지, 산지, 구릉지)

8만호

도시외곽 택지개발(2기 신도시)

지방
분양
임대

20만호
41만호
9만호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용지, GB조정가능지

중소형

30만호

공공 15만호(보금자리주택), 민간 5만호(기
금, 택지지원) 민간 10만호(다세대주택 규제
개선)

중대형

20만호

민간 20만호(재건축, 재개발 규제 개선)

<표 3>은 현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주택정책의 목표와 소득계층
별 공급주택의 유형 및 공급 주체, 지원수단을 보여준다. <표 3>의 특징은 소득계
층별로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공급될 중소형 주택

(300만호)의 50%인 150만호를 공공부문에서 직접 건설하여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표 3>의 음영부분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공
공임대주택은 지분형 임대주택과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구성되는데 지분형 임대주
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형식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10~20년 임대되는 주택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심위주로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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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주택으로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1980년대 말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이후
최저소득계층을 위하여 다시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10년 임대주택의 한 가지 형태인 지분형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보유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에서 인수위 활동 기간 중 제안된
내용이 일부 변화되어 도입되었다. 공공이 주택을 건설․임대하고, 입주자가 입주
후 단계적으로 지분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일정한
초기자산이 있으나 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곤란한 저소득층에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무주택 서민층의 수요
가 높은 반면 주택구입의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 소형(60㎡) 주택규모에 대한 시범공급
후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 3>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목표

주거안전망 구축

소득
계층

1
분위

2
분위

수요
특징

임대료 부담
능력 취약계층

내집마련 촉진

3
분위

4
분위

자가구입
능력
취약계층

5
분위

6
분위

정부지원시
자가구입가능 계층

주택가격 안정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 계층,
교체수요 계층
중대형 민간분양 (200만)
(규제개선 등)

다세대․단독주택 (100만)

분양
주택

중소형민간(40만)
(택지,기금지원 등)
공공분양 (70만)
공공임대 (30만)
(지분형, 전세형)

임대
주택

민간임대
(10만)

국민임대 (40만)
영구
임대
(10만)

공급
주체

공공부문 주도

공공부문 + 민간부문

민간부문 주도

공공
지원

재정, 주택기금, 택지

주택기금, 택지

규제개선

주택
규모

전용 60㎡ 이하

전용 60～85㎡

전용 85㎡ 초과

주: 음영 부분이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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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금자리주택 유형과 내용

임대
주택

유 형

호 수

분양주택

70만

․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공공 임대
(10년 임대)

20만

․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지분형 주택’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
소유를 촉진 (능동적 복지 구현)

장기 전세
(10~20년 임대)

10만

․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도심위주로 공급)

50만

․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재정지
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장기 임대
(30년 이상)

프로그램 내용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요 부동산정책
2007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
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2008년 하반기 리만브라더스 파산에 따라 금융위기의 충격
이 전세계로 전이되었다. 금융위기로 발생한 미국 및 유럽에서의 자산디플레이션으
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로 파급되어
전세계적으로 실물경기가 위축되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다. 전반적인 경기위축으
로 소득증가가 크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되어 주
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하였다. 정부의 그간의 미분양주택 해소 노력
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이 16만호를 넘어서 1993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택경기의 침체에 따라 건설부문의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미분양에 따른
미수금 증가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PF대출이 어려워졌으며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지면서 신규자금 조달여건이 악화되었다.
정부는 2008년 10월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과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하였다. 가계의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처분/축소 조건부 대출 이행 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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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또한 수
도권내 지정 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기로 하
였으며, 대출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원활
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다.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하여 이를 기초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
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까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게 함으로써 민간 부동산펀
드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건설회사가 투지지역 내에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주단협약 등을 활용하여 PF대
출과 ABCP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단기
유동성에 대한 애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에서 일정 조건이 만족되는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
해 주기로 하였으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미 분양받아 보유한 공공택지를 제3자에
게 전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해 토지공
사가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 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방식을 적용하
여 최저가로 매입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 건설회사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중 10% 이상을 중소 건설회사에게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 다음 달인 11월 경기부양책인 경기경제난국 종합대책에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도심내 주
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지역실정
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
용하였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를 위해 주택․토지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대폭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수도권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
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조건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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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리와 환율을 상승시키는 등 우리
나라 거시경제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가져왔다.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서울, 수도권에 관계없이 2008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최
대 하락률을 보였다. 2008년 12월 서울은 전월 대비 1.2%(강남지역은 1.5%) 하락하
였으며, 수도권은 1.0%, 전국적으로는 0.7%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4월부터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
다.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은 2010년 9월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주택매매가
격이 가장 높았던 2008년 9월 주택매매가격을 다시 회복하였다 (<그림 2> 참조).
주택시장의 회복에는 정부의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
는데 저금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여겨진다.글로
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6%대 후반이었으
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8년 10월 대출금리는 7.58%까지 상승하였다. 그
러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2009년 1월부터는 5%
대로 하락, 유지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금리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출금리가 5%대로 하락한 시점인 2009년 1월부터 전월 대비 잔액 증가분
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3> 참조).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주택담보
대출 잔액의 증가는 2009년 4월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았다.
<그림 2> 전월 대비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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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두 가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2009년 7월 주택매매가격 상승 추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
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전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였
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도권 전지역에서 LTV비율을 기존의 60%이내에
서 50%로 강화하였는데 만기 10년 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 및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60%였던 LTV 비율을 50%로 차등 적용하고 만기 3년 이하 아
파트에 대해서도 60%에서 50%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LTV규제에 따른 주
택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09년 9월 <표 6> 내용과 같이 은행권의 총부채
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표 5> 은행권 LTV 규제 적용 내용
만기

10년
초과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포함)

주 택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3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50%이내

3년초과~10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이내

좌동

60%이내

좌동

70%이내

좌동

70%이내

좌동

10년 이상 분할상환*

*는 1년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기간 1년이내, 총
부채상환비율 40%이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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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은행권 DTI 규제 적용 내용
구 분
현행
담보가치

대출금액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5천만원초과

40%

5천만원이하

-

1억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0%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경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초과
국민주택
규모이내

투기지역

50%
40%
50%
40%
50%
50%
-

DTI 기본 비율
확대적용
서울
인천․경기
(투기지역제외)
50%
60%
-

-

50%

60%

-

-

50%

60%

-

-

50%

60%

50%
-

60%
-

이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대출금액, 지역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
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동일한 조건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되었다.

2009년 7월에 발표된 LTV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DTI규제가 추가적으로 강화되
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여력이 감소하였다. 한편 2009년 10월에는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LTV와 DTI규제가 확대 적
용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은 2009년 9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2009년 9월 전월 동월 대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0.7%, 서울은 1.1%(강남지역 1.3%), 수도권은 0.8%이었으나 2009년 12월 주택매매가
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0.1%, 서울은 0.02%, 수도권은 -0.05%를 기록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9년 8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및 공급체
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2008년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의 보
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주택매매가격 상
승에 대한 공급측면에서의 대응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개편방안에서 정부는 당초에 GB해제 등을 통해 도시근교에 30만호의 보금자
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던 계획을 앞당기고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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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수도권에 2018년까지 40만호 공급하
기로 하였던 계획도 앞당기고 공급물량도 확대하여 2012년까지 60만호를 공급하기
로 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의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를 우선시함으로써 사회초년생 등
단기 가입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
약제도를 신설하여 청약저축가입 기간, 근로 여부, 소득수준 등의 조건하에서 전체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20%를 특별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정소득수준 이하 생
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융
자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의 저렴한 분양가격
으로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
라 수도권 GB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미만인 경우 10년)하고 이와 함께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2010년에 접어들면서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서울 및 수
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가격이 대세하락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림 2> 참조). 주택거래
량도 2009년 9월 이후 주택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감소하였다. 서울과 강남 3
구 지역의 거래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던 2008년 하반
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서울 및 강남 3구의 주거용 건축물 거래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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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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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은 수요 부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주택자금대출 규
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양한 혜
택으로 인해 대기수요가 증가하여 민간부문의 재고주택시장 및 신규분양시장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민간부문 주택에 대한 수요 부진은 공급부문으로 전이되었
다. 정부의 다양한 미분양해소 노력으로 미분양주택 재고는 2008년 12월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체 자급 압박의 주된 요인인 준공 후 미분양 주
택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8년 1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비율은 총 미
분양 재고의 약 18%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2월 30%를
넘어섰고, 2009년 10월에는 40%를 넘어섰으며 2010년 3월에는 45%에 달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미분양 주택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감소는
매우 미미하여 총 미분양 주택 재고에서 수도권 미분양 주택 재고가 차지하는 비율
이 증가하였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재고 비율은 2008년 6월 12%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10년 3월 23%를 차지하였다 (<그림 5> 참조).

<그림 5> 미분양주택 재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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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해양부

정부는 2010년 4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
의 주된 골자는 미분양 주택 재고를 장기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으로 약 4만
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표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을 활용하여 준공전 미분양 주택 2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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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펀드나 리츠를 설립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호를
해소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미분양 주택 P-CBO에 대한 신용보강을 확대하
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호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등록세 및 양
도세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업체 자구노력을 통하여 1만호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표 7> 수단별 미분양 주택 감축 물량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

리츠․펀드
활성화

P-CBO 활성화

세제지원 및
자구노력

계

2만호(준공전)

5천호(준공후)

5천호(준공후)

1만호

4만호

(4)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주요 부동산정책
2010년 상반기 이후의 부동산시장은 외부적 충격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보기 힘든
침체현상이 지속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하락을 포함하여 특히 주택거래가 지속적으
로 위축되었다. 2010년 6~7월의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예년 대비 50%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2010년 3월 이후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주택 시장뿐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발생하여 청약경쟁률이 저조하였고 분양물량도 감소하였다.
주택거래의 위축은 소비자뿐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거래가 원
활하지 않게 되면 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게 되
므로 다양한 형태로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분양주택으로의
입주가 지연되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은 기존주택시장과 신규분양주택시장에서 악순환적인 고리를 만들게 된다.
정부는 2010년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방향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
입과 관련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주요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DTI규제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
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1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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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자금조달에 대한 여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였
다. 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2011년 3월말까지 국
민주택기금을 통하여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세제
측면에서는 2010년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건을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간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해서 당
초 계획을 추진하되 주택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
전예약시기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민영주
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과도한 시장개입 및 수요억제
정책으로 요약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조세체계 개편을 통해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호황기였던 주택경기가 2007년부터 안
정화되고 주택수요가 둔화되면서 정권 초기부터 주택미분양 문제가 우선적 해결과
제로 등장하였으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 주도 주택공급의 여파로 과거 2년 반 동안 주택미분양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
처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정책의 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대상, 평가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같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정책의 경우 부동산을 바
라보는 이념적 시각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대선에
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인수위 활동을 통하여 정리된 정책공약사항이 얼마나 이행되
었는지(공약사항 이행 측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하였는지(위기대응 측면), 그동안 발표, 추진된 제반 대책들이 얼마나 시장
친화적이었는지(시장친화 측면), 그리고 부동산정책의 기본 목표인 국민 주거안정
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주거안정 측면)로 나누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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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약사항 이행 측면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적 공약은 서민 주거권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주택 연

50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연 12만호 공급이었다. 참여정부의 수
요억제정책에서 공급중심정책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된 것이며 공급확대를 통한 주
거수준 개선과 시장안정이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는 판단이었다. 공급확대와 이에
대한 수요촉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시절 도입되었던 다양한 규제의 철폐내지는 완
화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지고 있는 주거입지로서의 한계, 필요 택지의 고갈 등을 고려할 때 도시근교나 도
시내 주택공급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GB해제나 도심 및 역세권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였다.
한편 ‘세금폭탄’으로 불리워졌던 참여정부 기간의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시
키는 것이 정책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사실상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정책은 조세의 전가와 귀착, 동결효
과 등으로 인하여 참여정부 기간의 주택가격 변화가 말해주듯이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완화는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편이라는 명분
으로 이루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안정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 <표 8>은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관련 조세, 재개발․재건축, 미분양 해소
및 건설사 유동성 공급, 기타로 나누어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을 정리한 <표 1>과 그간 추진된 정책 내용인 <표

8>을 비교해 볼 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정책의 대부분은 공약사항 및 인수
위 활동에서 도출된 과제를 비교적 충실하게 실행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주택공급 측면에서 현 정부는 연 평균 50만호 주택공급, 보금자리주택 12만호 공
급을 핵심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2008년 주택공급 확대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2009년 GB 해제를 통한 도시근교 보금자리 주
택 및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일정이 앞당겨지고 계획 물량이 확대되
었다. 사실 주택건설물량(사업승인 기준)은 2008년 37만여호, 2009년 38만여호로
정부가 계획한 연평균 공급물량 50만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
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연간 50만호 주택공급은 무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14만 6천호를 공급하여

- 273 -

목표치인 14만호를 초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민간부문 주택건설이 감
소하였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6)
주택관련 조세나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은 정부 출범시 약속한 내용들을 구체
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판단된다. 현 정부는 근로자와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
가구 1주택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을 약속하였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1세대 1주택 가구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
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강화한7) 반면 양도소득세가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
세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는 한편 전년 대
비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
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적절한 세율로 과세하
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방향과 일치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취․등록세 통합 및 인하에 대해서는 뚜렷
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장친화적 측면의 평가에서 다루기로 한다.
7) 거주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이후 당․정협의에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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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요 성과
구분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조세

내용정도
- 연평균 50만호 주택공급
- 보금자리주택 2018년까지 150만호 공급
․ 2012년으로 개발 일정 단축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 역세권개발 등 도심내 고밀복합개발
- 단지형 다세대 제도 도입 및 1~2인 가구용 대체주택 추진
․ 2018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12만호 공급
-

전세자금지원 확대 : 서민근로자 전세자금대출 확대 / 민간전세대출 보증 한도 확대 등
도시형생활주택 저리 국민주택기금 지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제도 신설 및 자금지원 확대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담보대출 LTV 강화/ DTI 규제 강화

- 양도세 합리화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및 보유기간 조정/고가주택기준 상향 조정/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확대
․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합리화
- 종부세 완화
․ 과세기준 금액 상향 조정/과표적용률 동결/전년대비 세부담 상한선 하향 조정/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제도 신설
․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을 통한 과표산정/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

재개발․재
건축제도
-

재건축 사업자 안전진단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제 폐지
후분양제도 규정 폐지
층고제한완화
소형주택의무 비율 완화
용적률 제한기준 상향조정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

- LTV 비율 상향 조정
- 건설사 유동성 공급
․ 지방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미분양 주택자산 담보부 유동화 채권 발행 및 부
동산 펀드 조성 /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허용 / PF대출, ABCP 만기연장유도
미분양 해
- 양도세 완화
소 및 건설
․ 1세대 2주택 중복 허용 기간 연장 및 적용 지역 확대/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감면/
사 유동성
지방미분양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 연장
공급
- 취득등록세 완화
․ 미분양아파트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미분양 펀드․리츠 취등록세 면제
- 종부세 감면
․ 미분양 주택 펀드 종부세․ 법인세 면제 / 종부세 미분양 비과세 기간 확대

기타

-

전매제한 완화
기반시설부담금폐지
초고층,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주상복합 공급 확대
분양가상한제 개선

한편 재개발․재건축 제도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
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분석되었던 용적률 제한기준,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 내지 폐지됨으로써 사업성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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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85m2 이하의 비율을

60%로만 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용적률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
도록 함으로써 정비계획상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건설 의무가 제거되었
다. 그러나 재건축 부담금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 위기대응 측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국가의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우리나라도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국가
에 비해 매우 빠른 시기에 정상화되었으며 오히려 시장과열을 우려할만큼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림 6>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한 금융위기 이후
의 주택매매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침체가 시작되었다. 전국, 서울, 수도권을 막론하고 주택매매가격이 하락
하기 시작하였다. 주택매매가격 하락세는 2009년 3월까지 6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9년 3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서울에서는 2009년 9월, 전국
적으로는 2009년 11월에 금융위기 이전 가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
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은 불과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주택시장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주된 이유는 우
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이 외부충격에 비교적 건실하게 버텨내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LTV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던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주택금융의 건전성이 확보되었고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으로써 주택자금대
출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기간동
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9년 4월을 제외하면 과거 평균 수준과 유사하거나 오히
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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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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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2008년 9월을 100으로 환산하여 재구성

한편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분양 주택재고는 2008년 6월 이후 높
은 수준이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았다. 2008년 11월
과 12월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 4월부터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대
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2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발표되었으며 3
월에는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대책에는 다양
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어 어떤 정책수단이 유효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결
과적으로 현 정부의 고질적 문제로 표현할 수 있는 주택미분양 문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 동안 확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8) 그러나 미분양 주택 중 준공 후 미
분양 주택의 비율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그 증가 추세가 다소 상승하였다.

8)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미분양 주택 해소에 기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김덕례(2009)를 참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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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분양주택 재고 및 월별 증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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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친화 측면
현 정부는 시장경제주의를 국가경영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국정운영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주의는 시장의 조절기능을 중시한다. 수
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될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을 믿는다. 부동산
시장은 외부효과와 같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제
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 이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정부
의 주택공급체계 및 계획(<표 3> 참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 도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측면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다양한 규제적 요인을 완화 내지 철폐하여 공급조건을 개선한 점과 양도소득
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수요 여력을 증대시킨 점
은 시장원리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여력을 감소시키
는 것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다. 사실 2008년 민간부문 주택건설 실적은 2007
년에 비해 42.3%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은 10.1% 감소). 또한 2009년에도 공공부문
주택건설은 2008년 대비 19.2%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7.2% 감소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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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산재한 미분양 주택,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압박 등 공급측면의 장애
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수요가 민간부문 주택수
요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은 대부분 서울
근교의 GB 해제지역으로 접근성 등 입지적 조건이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싼 분양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가시화되고 주택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던 2009년 9월 이후 주택거래는 크게 위축되었다.
물론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민간
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수요계층과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야 하는 수요계층
은 소득수준별로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양호한 택
지를 독점하여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주택건설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시장친화적이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는 참
여정부 시절 높은 분양가가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다시 분
양가가 상승하는 가격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인식하에서 분양원가공개와 더
불어 도입되었던 가격규제이다. 그러나 분양가격이 기존주택의 매매가격을 상승시
킨다는 실증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기존주택 매매가격이 분양가격을 상승
시킨다는 연구가 다수이다.9) 무엇보다도 분양가 규제의 폐해는 소수의 운좋게 분양
받은 사람들만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을 감소시켜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자금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도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다. 대출규제 강화는
명목적으로 금융기관 부채의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택구입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던 주택매매가격 안정에 목적
을 두고 있다. 주택자금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은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향권에 편입
된 한계계층에 집중된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은 계층은 주택자금 대
출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소형주택을 구입하려는 중․저소득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10) 자가소유를 증대시키기 위해 한편으로는 정부가 직접 소
9) 신규주택 분양가격과 기존주택 매매가격의 상호연관성을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
으나 그랜져 인과관계란 어떤 시계열의 과거값이 다른 시계열의 현재값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일 뿐 순수한 이론적 의미에서의 인과관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내용임. 그랜져 인과관계를 통해
분양가격과 기존주택 매매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윤승봉․정봉규․정창무(2004), 장성수(2004를 참
조할 것.
10) 이소영․정의철(2010)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가 주택소유확률을 약 4% 감소시키고 그 영향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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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분양 보금자리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자금대출 규제를 통하
여 소형주택 구입수요를 억제하는 상반된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증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하여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자금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공
급을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
고 민간부문에서 전용면적 85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거안정 측면
<그림 8>은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
한 실질 주택매매가격 및 실질 주택전세가격을 2008년 1월 100으로 하여 표시한 것
이다. 2010년 4월까지 전기간을 대상으로 하면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
였으며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서울에서만 소폭 상승하였고 전국적으로는 하락하였
다. 서울의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2008년 1월 대비 2010년 4월 1.5% 상승하였으며
전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동기간 동안 2.8% 하락하였다. 서울의 실질 주택매매
가격은 2008년 8월까지 2.9% 상승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락, 상승을
거듭하여 2010년 4월까지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대략 ±2.5%사이에서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울 실질 주택전세가격의 하락,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참
여정부 시절의 주택매매가격 변화 추이를 고려해 볼 때 현 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주택시장을 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8월 이후 실질전세가
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층 및 소형주택 소비가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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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질주택가격지수 및 실질전세가격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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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2008년 1월을 100으로 환
산하여 재구성

5. 선진화 과제
위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공약사항 이행 측면, 위기대응 측면, 시장친화
측면, 그리고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전반
적으로 공약사항의 이행정도는 충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글로
벌 금융위기속에서도 부동산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공공주도의 보금자리 주택공급에 따른 민간 주택건설 감소, 분양가 상한
제의 지속적 유지, 주택자금 대출 규제를 통한 중간층 주택수요 억제 및 이 계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공급과 같은 정책의 양면성 등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아래에서
는 지금까지 분석, 검토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선진화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산형성 촉진 주거복지정책 이념의 실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정책에서 참여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와 차별성으
로 내세운 정책이념은 ‘자산형성 촉진 복지정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이었다.11) 즉,
주거안정과 동시에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적극적인 개념으
11) 자산기반복지로서의 주택소유의 의미와 우리나라 자가소유촉진정책이 평가에 대해서는 남원석(2009)을 참조할
것. 자가소유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Dietz and Haurin(200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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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분형 임대주택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개인의 노력만큼 주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
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과거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보
금자리주택을 포함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다. 굳이
차별성을 찾자면 과거 정부에 비해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분양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하겠다는 점이다. 물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
택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주택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의 공급이
지속되어야 하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가구에게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소수의 운좋은 청약자들에게 주변시세에 비
하여 30~50%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자산형성 촉진 주거복지정책의 본질
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산형성 촉진 주거복지정책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노력이 뒤따른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택에 개인의 노력이 체
화되어야 그 주택을 소유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필
요가 있다. 주변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자본이득이 크면 클수록 경쟁이 높아지고 이를 배분하는 복잡한 메카니
즘을 만들어야 하는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며 자원배분 메카니즘이 반드시 효율적으
로 운용되기도 어렵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매기간이 존재한다고 하여 자본이
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금융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자본이득을 회수할 수 있
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자산형성 촉진 복지정책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층의 상향이동을 가능하
게 하며 장기적으로 한정된 정부 재원을 계속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금
자리주택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지분형 임대주택
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자산형성 촉진 복지정책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12)

12)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실현가능성 검토에 대해서는 이용만(2009)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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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부문 역할 강화
부동산정책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문제가 매우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명분이 사안
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입의 범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명분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과 복지적 고려에 있다.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그 특성상 시장의 실패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
로 알려져 있으며 주택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기도 하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은 없
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저해되고 오히려 시장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수준까지는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살펴보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대량 공급으로 여러 가지 민간부문 주택건설활동이
위축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주택의 건설은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택지확보를 전
제로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현실적으로 가장 양호한 입지에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 해당 입지에서의 민간부문 주택건설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2년 동안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감소해 왔으며 이러한 구축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민간부문의 생산기반은 계속 약화될 것이고 공공부문 주택공급의 지속성이 보
장되지 않은 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다. 공공부문이 무한정
민간부문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민간주택 건설 물량
을 전체 물량의 25%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주택 건설은 모
두 중형(85m2)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형 미만 주택건설은 원천적으로 차단되
어 있다.
민간부문이 중형 미만 주택건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다
만 보금자리주택이 모두 중형 미만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형 이상은
민간, 중형 미만은 공공과 같은 이분법적 접근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보다 바람직한 형태는 민간부문도 중형 미만 주택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여 공공부문은 가격측면에서, 민간부문은 품질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소비자의 몫이며 소비자의 결정은 주택건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 환경은 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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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공공, 민간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에 민간 활력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임대주택건설 사업
에 일정 규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직접 주택공급을 하지 않고 민간 개발자에게 개발사업에 대해 일정한
규모의 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많은 양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공제 프로그램(LIHTC: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을 이용하여 과거 10년간 약 167만여호의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였으며 이렇게 공급된 임대주택은 동기간 동안 착공된 공동주택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LIHTC 프로그램은 저소득 임대주택 개발사업 참
여자들에게 상호이익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구
조로 설계되어 있다. 장경석백성준(2009)의 미국의 LIHTC 프로그램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에 연동하여 세액공
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보조금은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보조금과 유사한 규모로 계산되므로 추가적인 공공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기존의 공공주도의 임대주
택공급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을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
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정부의 과도한 보호는 민간건
설업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분양주택 문제는 지난 2년 6개월 동
안 계속 정부의 발목을 잡았으며 아직도 전국적으로 11만여호의 미분양주택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체 미분양 주택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대책을 발표해 왔으며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주는 등 가능한 수단
들이 거의 동원되었다. 사실 미분양주택 문제는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유산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주택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주택건설과 호
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장래 위험에 대한 준비 부족 등 주택건설업체의
안이한 수요 예측과 위험관리전략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미분양 주택 해결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려워지면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도덕적 해이는 품질 개선
이나 원가절감, 과학적 수요예측 능력 제고, 체계적인 위험관리전략 수립 등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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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절실한 노력을 감퇴시키고 단지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연명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향후 지원은 반드시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 정도와 연동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주택공급 로드맵 설정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은 세금이라는 한정된 자원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계층에
게 필요한 규모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즉, 보금자리주택이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왜 공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갖추어야 정
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과연 필요
한 것인지, 왜 분양주택은 70만호이고 임대주택은 80만호인지 등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문은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 100
만호 공급 계획에서도 동일하게 던져졌었다.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계층에 대한 정
책 소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규모별, 지역별, 주택유형별 배분물량을
결정하고 정부의 재원 부담과 정책 집행 속도의 적정성에 의거하여 연차별 공급 계
획이 설정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로드맵의 작
성은 택지 확보나 공사기간 등 주택건설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
이다.
한편 2기 신도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기 신
도시 건설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보금
자리주택 건설이 서울 외곽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2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적인 측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기 신도시에 대한 수요는 보금자리주택 공
급이 지속되는 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등 재정
적 여건을 감안할 때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2기 신도시 건설사이에 정책집행의 우선
순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저소득층 주거지원체계 확충
정부 지원없이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소득 5분위 이하) 임차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8.3%인 약 292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무주택 저소득 임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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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주수준은 주택점유형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거주주택의 경과년수, 3인 이
상 단칸방 거주 가구 비율 등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3) 또
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 가구의 21.1%(332.4만 가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29.8%로 중소득층(16.9%), 고소득층 (10.8%)보다 높다. 따라서 저
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불안 문제가 상존하며 이로 인해
근로의욕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감소가 유발되고 결과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해 주거상향 이동이 불가능한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계획한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건
설물량을 고려해 보면 계획된 물량이 모두 공급된다 하더라도 약 142만 가구 규모
의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남게 되며 이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에 살게 되는 가구가 있고 열악한 민간 전․월세 주택에 살
게 되는 가구가 생기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재원문제, 관리문제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포기하고 임대료보조와 같은 수요자지원
정책을 정책방향을 선회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의 규모나 입지 등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임대료보조는 수혜자가 원하는 주택규모와 입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에 수혜자 관점에서 임대료보조제도가 더 우월한 정책대안을 알려져 있다. 사실 공
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고려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많은 가구
에게 임대료보조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보조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와 같은 운영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을 활용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것인지 임대료보조를 받을 것인지는 결과적으로 수혜자
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혜자가 합리적이라면 그 선택의 결과는 사회후
생을 더 높일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보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혜자의 선택을 폭
을 넓혀 줌과 동시에 보다 많은 가구가 정부지원을 받아 주거수준을 개선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정책대상 계
층의 선정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13) 자세한 내용은 문형표(편)(2009), 『휴먼뉴딜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
구원, pp. 191~19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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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산형성 촉진 주거복지정책의 관점에서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정부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
을 위한 체계 구축에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DA는 저소득층을 대
상으로 하여 주택구입이나 고등교육, 소규모 창업 등을 위한 소득 증대와 자산증식
목적으로 저소득층의 저축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IDA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1:1 또는 2:1 또는 그보다 높은 비율로 매칭펀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참여자의 저축
유인을 증대시킨다.14) IDA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높이고 이를 주거복지정책과 연
결시키기 위해서는 저축금액의 규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
나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5) 규제완화/세제 개선
마지막으로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철폐하
거나 완화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래의 도입목적도 정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정책 효과 또한 검증되지 못한 제도이다. 주택공급의 감소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
가 유지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있는 상황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자금 대출규제는 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었던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이 평균 0.6%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택자금 대출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층이 소형주택을 수요
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이며 정부의 자가보유촉진 정책의 주된 정책대상계
층이라는 점에서 그 명분이 크지 않다. 최소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나 1세대 1주택으로 주거이전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와 같이
14) 이러한 대응자금은 정부재원이나 금융기관, 민간재단, 후원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1,000개
의 IDA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5만 가구가 가입하고 있고 공공지원을 통한 IDA프로그램이 40개 주에
서 시행되고 있다 (Grinstein-Weiss 외, 2008). IDA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 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저소득가구 패널을 분석한 Grinstein-Weiss 외(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
임차가구였던 가구 중 IDA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18개월 후 기존 빚을 다 갚은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
며, 2년 후에는 주택을 마련한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IDA와 유사한 희망플러스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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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지난 8․29대책을 통해 일부 보완되었으
나 201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은 대출규제 완화를 주택시장 정
상화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향후 시장 추이를 고려하여 자가보유촉진
정책의 방향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조세측면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본적으로 지
방세 성격에 부합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서 밝
힌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되어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
이 타당하다. 또한 취․등록세는 대선정책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취․등록세는 조세의 성격이 아니며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정액기준으로 과세체계를 바꾸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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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이하여 MB정부가 출발하면서부
터 내건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이 그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금강산 사건, 북한 핵실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의 급변상황 속에서 대
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
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대북정책 면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

MB정부 대북정책의 적실성을 높이는데 있다.

2. MB대북정책의 설정목표와 북한의 반응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2008.2)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 생산적인 남북관계, 상호
존중, 대화의 문호 개방 입장 등의 대북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목표와 함께 취
임 초기부터 역점을 둔 것은 지난 정부처럼 남북관계를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차별
화였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MB대북정책의 대명사로 불리웠으나, '비
핵·개방·3000'은 목표가 아니라 대북정책의 과정(process)임을 강조하는 해석이 새
롭게 덧붙여지면서, '상생과 공영'이라는 이름이 MB대북정책 공식적 명칭으로 등장
한다.

MB정부 출범 이후 약 한 달 정도를 지켜보던 북한 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
비방·중상하는 적대적 자세를 내보이면서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새 정부
의 대북정책을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대남 강경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2008년 3월말부터는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4월부
터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명하여 비난하는 행동이 본격화됐는데, 악화일로의 남북관
계는 같은 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그리고 급기야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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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B대북정책의 추진내용
5년 임기의 반이 지나는 동안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취
임사에서 천명한 기조와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해 왔는가. 정책의 원칙과 시
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추진해 왔는
지를 정리한 후 평가하고자 한다.

MB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해 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 아래 이뤄낸 중점 과제별 추진성과를 5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추진
이다. 두 번째 성과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정착 노력을 들고 있다. MB정부는 북
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안정, 남북교류협력도 한계가 있다
고 판단하고,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왔다. 북핵 문제 해
결을 위해 200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을 발표하고,
북핵 문제 일괄타결 방안인「그랜드 바겐」(Grand Gargain)을 제안(2009.9)했다.
세 번째 성과로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MB정부는 지
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남북교류 방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단행했고, 교류협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했다. 넷째, 인도적 문제의 우선
적 해결 노력을 MB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원칙을 지키
면서 제대로 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던 MB정부는 대북원칙을 앞세우면
서도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에는 각별한 심혈을 기울였다. 또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MB정부는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
력해 왔다.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적인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4. MB대북정책의 중간평가
MB대북정책 가운데 잘 한 점과 잘 못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
인가.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에 보완해서 실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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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대북정책에서 잘 한 점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원칙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지켜
왔다는 점이다. 남북 사이에 대화와 교류만 증가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고 생각
하던 기존의 지배적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한 점과 남북관계에서 북한에게 끌려 다
니지 말고 주도권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을 MB대북정책의 특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MB정부는 남북관계 양상을 양적 지표로 평가하던 지난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평가 잣대를 계승하지 않았다. 양적 지표의 증가가 남북관계의 순탄과 안정
을 의미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MB정부의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내세우며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한 것에 대한 점수도 높다. "MB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지난 10여 년간 '햇볕정책' 하에서 조성된 북한에 끌려 다니던 입장을 역전시킨 것"
이라며,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내세운 원칙과 조바심을 내지 않고 대북정책
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 그 자체가 큰 성과"라는 평가에서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MB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관계가 지난 10여 년 내 최근 가장 안정적이라는 점수
를 주었다.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MB대북정책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었다. 대북정
책의 외곽 정책을 공고히 한 점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의 큰 차이점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와 함께 MB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화가 컸던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
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가 무너지고
남북 사이의 불안정이 조성되었다는 주장, 즉 이명박 책임론이 부정적 시각의 요지
이다.

MB정부 대북정책의 아쉬운 점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다
는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
딪치고 말았다.
또한 남북관계를 예전처럼 하지는 않되, 남북관계를 불안정으로 몰거나 파탄내지
는 말라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이를 해결해 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
남북관계의 상대편인 북한이 호응을 해 주지 않는 한 새롭게 설정한 원칙과 이를
운영하는 유연성은 별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대북정책이 국내 정치 시장의 인
질이 되면서, 대북정책의 원칙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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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대북정책 구상의 구현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통과 통합에 좀
더 관심을 쏟고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한 점이다.
또한 천안함 피침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드러난 위기대응체제 마련도 임기
후반기에 보완·개선해야 할 과제다. MB대북정책의 초점은 북핵문제에 맞춰져 있었
기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줄곧 북핵문제만 해결한다면, 북핵만 포기 또는 폐기한다
면, 이런 저런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대선 공약도 이런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북핵 폐기할 경우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했을
뿐,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논의 그리고 안보를 관
리하면서 평화체제를 논구하는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했다.

5. 향후 선진화 실천과제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원래 세웠던 대북정책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과제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보통 안보라고 하면 대결과 대치 상태만 생각하는데 근
본적으로 통일에 염두에 준 안보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북정책의 실천이 필요한가.

(1) 생존과 공존의 현명한 선택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주었다. 생존<공존의 생각을 실현
하기엔 아직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이 약하고,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에 의미 있는 변
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생존과 공존의 가치를 둘 다 동시에
실현하기에는 아직 남북관계의 신뢰와 소통 구조가 취약하다. 안보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생존을 확보한 다음 공존이 있다는 정책실행의 분명한 철학과 목표가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뚜렷하게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2) 똑똑한 대북정책 수립·실행
생존>공존의 기조 아래 똑똑한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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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힘(power)이 반드시 필요하다. 힘이 없
는 정책은 하등 필요가 없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역대 정
권을 다 포함시켜보아도 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제대로 실현한 예는 찾아보기 힘
들다.
우리가 바라는 대북정책 명칭만 앞세우는데 익숙했을 뿐 정책의 상대편 반응을
고려하면서 세련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는 지난 두 정부와 현재 MB정부
모두 매우 서툴렀다.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앞세운 대북정책의 출발도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
이 많다. 정책의 상대편인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만 모아서 정책의 명칭을 조작
화한 것은 명칭의 적실성과 정책의 세련됨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똑똑한 대북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특성과 약점을 전략적으로 활
용하는 '관여'(engagement)가 필요하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제일 싫어하는가를 간파, 여기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포
기·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3)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에서 출발
북한 실체의 정확한 전달과 이미지 정립은 대북정책 실천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
는다. 북한에 대한 허상과 잘못된 이미지가 불식되면, 남남갈등의 원인이 해소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남남갈등은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오해에서 시작된다.
북한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북한 대남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대북정책은 대국민 심리정보활동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쳐나
가는데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점을 소홀히 하여 안보의 근간과 대
북정책의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

(4) 통일이 아닌 '통이'(通異)정책 실행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습관처럼 얘기하던 '통일'(統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통할 수 있는 '통이'(通異)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와 북한주민
이 함께 사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도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향후 통일교육도 이런 중장기적 미래구상과 남북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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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과 모색을 시도해야 한다.

6. 결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과 비핵·개방·3000구상에서
출발했다. 이 점은 제17대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에도 비중을 두고 출발
했다.
정부 출범 당시의 목표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은 아
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상황에 있고, 비핵·개방·3000구상도 북한의 강한 반
대에 부딪쳐 아직 실현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또 남북 사이의 인도적 문제
의 해결도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대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는 현재 제도화 준비를 거쳐 이미 실행
중이다.
한편 취임 초부터 강조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노력은 원칙 준수와 유연성의 조화
라는 일관된 정책기조 속에서 진행 중에 있다. 북한에 줄곧 끌려 다니던 양상은 이
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관계
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반발과 위협은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정국과 북한 반응이 오히려 MB대북정책의 기조와 일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임기 전반기의 대북정책 기조와 추진 과정을 고려할 때, 돈독한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바른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펼침으로써 대북정
책의 토대와 지렛대를 단단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바로 대국
민정책이란 차원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그리고 북한 대남전
략으로 인해 대북정책의 전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대국민 속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또한 원칙과 명분을 지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plan B에 대한 대비책과 대응시스템이 취약했다. 그리고 남북관
계의 안정성 확보와 유연성 지속을 위한 세부 사안별 차별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도 허용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양보와 관용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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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원하고 있다.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라는 대북정책의 기준과 일관성 유지는 MB정부 임기 후반
기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MB정부의 대북정책을 중간 평가해 보면,
잘 한 점도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를 계기로 일관성만 있고
대북정책의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변화를 가져와 임기 말 평가에서 '일관성'
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로 바뀔 가능성을 기대하
면서, MB정부 전반기 대북정책 평가를 마친다.
위기 조성 후 대남 대화제의라는 것이 기존의 북한 대남전략 패턴이다. MB정부
의 원칙과 명분의 후퇴를 강요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양동작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초래된 남남
갈등 국면을 활용하여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제기했듯이 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갑
작스런 유화 제스처 및 대화 제의를 통해 MB정부의 대북 원칙론을 압박할 가능성
이 높다.
한편 중국이 향후 MB정부 대북정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천안
함 피격사건과 연계된 안보리 의장성명 도출과정과 연평도 포격 이후의 중국의 대
응과정을 통해 새삼 확인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 MB정부 후반기 대북정책에는 한·
중관계의 전략적 활용과 북·중관계의 분석에 비중이 실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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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긴장 국면 속에서 6.15 10주년과 6.25 60주년이라
는 상반된 역사적 상징이 맞부딪치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적
실성 논의도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이하여 MB정부가 출발하면서부
터 내건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이 그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금강산 사건, 북한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의 급변상황 속에서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북정책 면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

MB정부 대북정책의 적실성을 높이는데 있다.

2. MB대북정책의 설정목표와 북한의 반응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MB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의 핵심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의 핵포기, 생산적인 남북관계, 상호존중, 대화의 문
호 개방 입장 등이 정부취임 당시부터 설정한 대북정책 목표였다. 취임사 내용 가운
데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임사('08.2.25) 주요 내용
▶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
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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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표와 함께 MB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역점을 둔 것은 지난 정부처럼 남북
관계를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었다. '비핵·개방·3000'은 애초 대선 과정
에서 부각된 MB후보자의 대북정책 공약이며 프로파겐다였는데, 취임 직후부터

MB대북정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북한체제의 개방을 지향하며, 북한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드는 노력을 아
끼지 않겠다는 것이 MB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으로 부각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불러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핵·개방·3000'이 MB대북정책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의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의 여부가 제기되고, 비핵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질
문이 제기되면서, '비핵·개방·3000'은 목표가 아니라 대북정책의 과정(process)임을
강조하는 해석이 새롭게 덧붙게 된다. 그리고 '비핵·개방·3000구상'을 전반 정책의
부분으로 품는 '상생과 공영'이라는 이름이 MB대북정책 공식적 명칭으로 등장하게
된다.

'상생과 공영'을 대북정책의 비전과 방향으로 정립한 이후, MB정부 대북정책은
1)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2)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3)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목표
를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역점을 둔다. 또한 MB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
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MB정부 출범 이후 약 한 달 정도를 지켜보던 북한 당국은 이명박 대통령
을 지칭, 비방·중상하는 적대적 자세를 내보이면서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
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대남
강경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2008년 3월말부터는 당국간 대화가 중단
되고, 4월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명하여 비난하는 행동이 본격화됐는데, 악화일
로의 남북관계는 같은 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인해 절정에 다다
르게 된다. 이후 남북관계의 파국은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11월), 육로통행 제한(12
월) 등으로 이어진다.

2009년 전면대결태세 진입(1월), 군통신선, 육로통행 차단(3월), 장거리 로켓 발사
(4월), 2차 핵실험(5월)으로 이어지던 대남 강경자세는 김대중 대통령 국장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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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특사 조문단을 파견(8.21-23)함으로써 2009년 하반기부터 유화적인 국면으
로 접어들게 된다. 이후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조치,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등
북한 당국이 취했던 일방적 조치들이 철회(8월)되었으며, 남북적십자 회담(8.26-28)
을 시작으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10월)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
봉행사(9.26-10.1),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12.12-22) 등 남북 당국간 모처럼의 대화
와 협력이 진행되었다.

2010년 초 북한 당국은 대남 유화적 태도와 대남 압박을 병행하는 강·온 양면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남북 대화 제의 등 유화적 태도와 함께 대남 위협과 도발
적 언사와 행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대남전략을 구사하던 중, 3월 26일 천안함을 군
사적으로 공격하고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전격적 행동을 선택했다.
대남 유화적 태도는 2010년 신년공동사설(1.1)에서 "올해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민족 화해·협력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데 잘 나타
나 있다. 이후 북한 당국은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실무접촉 제의(1.14), 남북공동시
찰 평가회의(1.19-21), '3통'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1.22),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
담(2.1), 금강산·개선관광 관련 실무회담(2.8), 옥수수 1만톤 지원 수용(1.15) 등 다양
한 접촉 제의와 만남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극우보수단체 즉시 해산, 주범 엄벌에 처할 것"을 담은
군사실무회담 대표 명의 삐라살포 비난 통지문(1.13), "남조선 당국 본거지에 대한
거족적 보복성전 개시"를 명시한 급변 대비 계획 언론보도 관련 국방위 대변인 성
명(1.15),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시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천명한 선제타
격론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24)에 이어 서해 NLL 인근 수역 해안포
사격(1.27-29)의 행동을 감행했다. 그리고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란 내용
의 사회주의 체제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책동 관련 인민보안성·국가보위부 연합
성명(2.8)으로 이어지다가 3월 26일 밤 천안함을 피격하고 급기야는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과감한 대남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1)
이런 유화와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
하게 대처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북한의 위협과 비방중상에 의연하게 대처
하여 소모적 논쟁을 자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교류 및 인도적 지원은 지
1) 북한 당국은 금년 1월 중순, 문화일보의 '부흥계획' 보도와 통일연구원의 '통일대강' 보도가 MB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파악, 이명박 정부가 체제전복 및 흡수통일의 기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위원회 대변
인 성명(1.15)으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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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추진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재검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던 MB정부에게, 이제는 북한 당국과 아무 것
도 함께 하기 힘들다는 결심을 굳히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했다. '단호한 조치'
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총괄적으로 재검한다는 MB정부의 결연
한 의지는 대북정책 신축성의 폭을 확연하게 줄이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의 관성과 동력이 발붙이지 못하고 MB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의 새로
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3. MB대북정책의 추진내용
5년 임기의 반이 지나는 동안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취
임사에서 천명한 기조와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해 왔는가. 정책의 원칙과 시
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추진해 왔는
지를 정리한 후 평가하고자 한다. 천안함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MB정부는 임기 2
년을 마쳤다. 이를 계기로 MB정부는『대북정책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에 이어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를 발간했다.2)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왔다
고 자평하고 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해 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 아래 이뤄낸 중점 과제별 추진성과를 5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추진
이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남북대화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주력, 진정성 있는 대
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했으며,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비중을 두었음을 강
조하고 있다. 그 예로서 남북 간 상설 대화기구 설치 제의(2008.4.17, 2010.1.4)를 들
수 있다. 남북 대화는 일방적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정신
에서 제의한 것이다. 그리고 MB정부는 남북한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
서든, 어떤 의제이든,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비롯하여 정치·군
사·경제·인도적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것을 제의해 왔다.3)
2)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북정책 설명 자료로서『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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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북한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사회 일부에
서는 분명한 원칙을 너무 앞세워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
을 제기했지만, MB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호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개성공단 발전 3원칙,4)
이산가족문제 해결 3원칙,5)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우선 해결 조건,6) 임
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 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7)
등이 그 대표적 예다. 그리고 현안 문제를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
다. 그 예가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실시(2009.12.12-22) 이후 개최된 제4차 개성공
단 실무회담(2010.2.1)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숙소 문제 논의, 3통 문
제 해결 추진이다. 또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2009.10.14)에서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와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을 촉구하고 방류시에는 사전 통보하기로 합
의한 예를 들 수 있다. 남북적십자회담(2009.8.26-28) 및 실무접촉(10.16)에서 이산
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촉구 등도 들 수 있
다. 이런 노력으로 이산가족 상봉(2009.9.26-10.1)에서 국군포로 1명, 납북자 2명의
가족 상봉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두 번째 성과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정착 노력을 들고 있다. MB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안정, 남북교류협력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왔다.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을 발표, 아래 표와 같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비전과 해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0년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서
도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3) 2009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4) ① 규범확립: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② 경제원리 추구: 정치·군사적 상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 추구 ③ 미래지향적 발전: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
적 관점과 의지
5) ① 인도주의 정신 존중: 이산가족 교류는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 ② 근본적 해결: 전면적 생사확인 등 근본
적 문제 해결 ③ 상호 협력: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 상호 협력
6) ① 진상 규명 ② 재발방지 대책 ③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7) 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남북공유하천을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용 ② 상호협력의 원칙:
남북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 ③ 신뢰의 원칙: 남북이 합의한 사항과 그 정신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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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09.8.15) 주요 내용
① 북한의 핵무기 포기
② 북한의 핵포기 결심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③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의 설치
④ 대북 5대(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분야) 프로젝트 추진
⑤ 남북간 재래식 군비 감축

8.15 경축사를 통한「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에 이어 북핵 문제 일괄타결 방안
인「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9월 21일에 제안했다.8)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로서 6자회담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그랜드 바겐」의 추진방안을 협의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
상의 이행을 구체화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세 번째 성과로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MB정부는 남
북관계에도 국제관계의 일반적 원칙을 강조, 상호성, 투명성, 보편성에 비중을 두었
다.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남북교류 방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전면
적인 재조정을 단행했고, 교류협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했다. 남북협력기금의 포
괄적 지원용도를 세분화했으며, 사용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과정을 강화, 2단
계에서 4단계로 늘렸으며, 기금 백서 발간(2008.11)을 통한 평가와 환류를 강화했
다. 또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했다.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9)에도 역점을 두어 대북 물자 반출·입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통일부 반출입 승인정보와 관세청 통관정보를 연계시킴으
로써 남북 사이의 물자 반출·입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원칙 준수와 새로운 제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의 교역은 경
제원리에 입각하여 지속되었다. 2008-2009년 교역액은 약 34억99백만 달러로 전년
8)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북핵 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
해 왔다. 이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한다.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
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가 위해 5자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
법이 나와야 한다.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시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언
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
9) 2009년 8월 착수, 2010년 2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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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대비 약 11% 증가세를 보였다. 남북 사이의 민간교류도 체육, 종교, 교
육, 학술, 문화 등 순수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되었다.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2009.8.17-29), 금강산 신계사 낙성 2주년 남북공동법회(2009.10.13), 안중근 의
사 의거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2009.11.3),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등이 그
실례이다.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2008.3.16-24),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2008.4.24-28), 남아공월드컵 남북축구 경기(2008.6.19-23, 20093.29-4.1) 등의 방남
행사도 개최되었다.10)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 속에서도 남북 사이의 군통신 선로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2009년 12월 26일부터 정상 운영했다. 이는 남북 사이의 통신장애로 인한 우
리 국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필요한 기자
재 모두를 우리 정부가 제공했다. 개성공단 지속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인 기
반조성을 위한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지속했다. 제1차 아파트형 공장 준공

(2008.12), 종합지원센터 준공(2009.12), 탁아소 건설(2009.12), 소방서 건립 착수
(2009.12) 등 지원시설을 확충했으며, 협력사업 승인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
고, 개성공단 운영준칙 제·개정(공원, 녹지준칙, 행정절차운영준칙 등 9건 제정) 등
제도적 정비도 완료했다. 이외에 남북은 중국의 청도, 소주, 심천공단과 베트남의
옌퐁공단 등 해외공단의 투자환경, 공단관리 및 운영시스템, 출입·체류 등에 대해
공동시찰(2009.12.12-22)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기
회를 마련했다.11)
넷째,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 노력을 MB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
다. 남북관계의 원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던 MB정
부는 대북원칙을 앞세우면서도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에는 각별한 심혈을 기울
였다. 북한의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행하는 인도적 지원이 아닌 순수한 인도적 지원
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 예로서 신종플루가 북한 지역에 확산되는 상
황에서 당시의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조건 없이 통 179억 원에 달하는 신
10)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일환으로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북한 당국에
여러 차례 제의했으나, 북한 당국이 산림녹화의 대가를 요구하고 남쪽 인력이 북한 땅에 들어와 녹화사업 하
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11)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남북관계 특수성 속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형
성된 남북긴장 국면에서도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먼저 섣불리 취하지 않음으로
써, 남북관계 특성을 상징하는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뉴욕 타임스(NYT)는 7월 7일 '북한에 있
는 자본주의의 섬이 정치적 폭풍을 헤쳐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제목의 르포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수년 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남북한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개성공단을 가동시키고
있음"을 지적해 이런 의미를 재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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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플루 치료제 50만 명분과 손세정제 지원을 결행했다. 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2009.10.16)에서 북한이 요청한 옥수수 1만 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북한 영유
등 취약계층 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총 270억 원을 지원했으며, 취임 이후부터 현재
까지 WHO,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총 3,411만 달러를 지원했다.

MB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2009
년 추석을 계기로 오랜만에 재개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5박 6일)를 돕기 위
해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로 인
해 이산가족 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가 이루어지고,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이산가족 교류 관련 물자 및 경비의 대북 지원, 대
북 민간단체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상정하고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해 왔다. 남북 적십자회담 등에서 북한 당국에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
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의거, 2008년 5월부터
피해위로금을 지급했으며,「전시납북자법」의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MB정부는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
력해 왔다.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2008.3)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제10차 UN인권이사회

(2009.3)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개선 촉구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
안에 찬성했으며, 제6회 북한자유주간행사(2009.4.26-5.2, 워싱턴)에 인권대사가 참
석, 대북인권 정책방향과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제63·64차 유엔총
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12) 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UPR(정례적 인권 검토)에 참석(2009.12),13) 북한 당국의 시
민적·정치적 자유 제한과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을 지적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하
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MB정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원 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적인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으며, 경제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해 취업지원에 중점을 두었다.「사
회적 기업」의 설립 및 지원이 그 대표적 예다. 또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운영
12)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찬성, 2008년, 2009년은 공
동제안국 참여 및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데 반해, 2005년과 2007년은 기권했다.
13)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UN 인권이사회가 192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
는 제도로서 2008년 4월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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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나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밀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안정
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했으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2010년 들어서는 신년 국정연설(1.4)을 통해 향후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에 역점
을 두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특히

MB정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우리가 바라는 선진민주통일
국가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그런 상황에서 3월 26
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재성찰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4. MB대북정책의 중간평가
MB대북정책 가운데 잘 한 점과 잘 못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
인가.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에 보완해서 실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MB대북정책에서 잘 한 점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원칙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지켜
왔다는 점이다. 남북 사이에 대화와 교류만 증가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고 생각
하던 기존의 지배적 인식을 확 바꿔버린 점, MB대북정책의 특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햇볕정책' 구도 아래 북한에 끌려 다니던 입장을
역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성과 만들기 위한 조바심에 쫓기지 않고
대북정책 수행의 원칙 강조에 비중을 두고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의미 있는 성과다.14)

MB정부 2년 반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때,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아오려고
노력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 내세
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세로 인해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내몰아 오히려 후

14)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부 2년 성적표를 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100명에게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과를 물
은 결과, 남북관계 관련해서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을 공으로
꼽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짠' 점수를 준 전문가들도 대북정책의 일관성에는 공감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인식을 북한에 줬다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2010년 2월 24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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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시켰다는 공격을 북한 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일부로부터 받았다.
또 MB정부는 남북관계 양상을 양적 지표로 평가하던 지난 DJ정부와 노무현 정
부의 평가 잣대를 계승하지 않았다. 양적 지표의 증가가 남북관계의 순탄과 안정을
의미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아
무리 남북관계가 좋게 진행되더라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NLL에
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게 되면, 그리고 핵실험을 감행하는 상황이 초래되면 그동
안 노력해서 쌓아놓은 남북관계의 양적 누적치가 한 순간에 의미를 상실하는 과정
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MB정부는 남북 사이의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
나 도움이 되느냐, 북한의 시장화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북한의 대남태도에 의미 있
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남북 사이의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있느냐 등에 초점을
두고 남북관계 운용의 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만 하고, 핵문제
나 전략적·정치적 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MB정부는 남북한
이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비롯하여 정치·군사·경제·인도적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의해 왔다. 기존의 남북관계에
길들여진 북한 당국으로서는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남북관계 운용 기준
이었다.
아울러 양적 지표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 있는 남북관계 개선 증거로 설명하고 홍
보해 왔던 지난 정부 인사들이나 대북관련 단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남북관
계를 진행시킬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남북관계의 경색을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으
로 몰아붙였다. 1년에 각종 남북대화가 몇 건, 경협 건수와 대북지원 액수, 금강산
관광객 증가 추세, 민간단체 북한 방문자 수, 개성공단 입주 기업 숫자, 남북 공공행
사 개최 등의 양적 지표로 남북관계를 평가해 오던 기존인식에서는 MB정부 방식이
남북관계의 후퇴와 긴장을 불러온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아래 그림에
서 보다시피 '북한은 적대-경계대상이다'는 반응이 56%나 나오게 되었고,15) 이는 4
년새 25%나 높아진 수치라고 비난하며 몰아붙였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MB대북
정책의 성공이냐고 물고 늘어졌다.
15) '국민여론 조사' 방식을 통해 이명박 정부 2년 성과를 평가한 통일연구원 조사결과(2010.2.22) 참조. 동아일보
2010년 2월 22일 3면. 북한을 부정적(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은 통일연구원의 1998년
조사 때 54.4%에서 2003년 41.4%, 2005년 31.1%로 계속 낮아지다가 이번 조사에서 크게 늘어났다. 반면, 북한
을 긍정적(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998년 37.2%, 2003년 54.4%, 205년 64.9%로 늘어나다가
올해 크게 감소했다. 북한의 핵무장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도 69.9%로 나타나 2005년의 54.9%보다 15% 증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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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MB정부의 대북정책을 찬성한다 58%, 그랜드 바
겐을 지지한다 84%, 북한은 적대 경계 대상이다 56%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53%로 절반이 넘었
다.16) 천안함 피격 사건 이전까지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놓고 나온 반응이지만,

MB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그룹의 의견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반응을 나타
냈다. 북한을 보는 인식에 의미 있는 전환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응
의 배경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금강산 관광객 사살, 서해 NLL 도발 등 대
남 강경태도에 기인한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북
한 변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도와준 결과가 핵실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과 논리적
귀결에 많은 국민들이 후회하고 실망한 결과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센터
소장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햇볕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북한의 대남 비방과 협박,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북한 체
제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17)

MB정부의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내세우며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한 것에 대한 점수도 높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MB정
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지난 10여 년간 '햇볕정책' 하에서 조성된 북한에
끌려 다니던 입장을 역전시킨 것"이라며,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내세운 원
16) 최진욱,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평가: 국민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 통일연구원 주최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학술회의(2010.2.22) 발표논문 참조.
17)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2010년 2월 22일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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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조바심을 내지 않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18) 이와 함께 MB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관계가 지난 10여 년 내 최근
가장 안정적이라는 점수를 주었다. 한미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노무현 정부 당
시 19%에서 현 정부 50%로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19)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불편'에서 '돈독'으로 완전히 역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
에게 중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7년 72% 이후 2008년 85%, 2009 86%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평
가에 대해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도 대부분 동의한다.20) 한미관계가 안정적인 이유
는 한미 양측이 지향하는 동맹의 방향성이 대체로 일치하고, 특별한 갈등현황은 이
미 대부분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란 평가다.21)
한미관계의 안정적 유지는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복원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은

MB대북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한미관계가 돈독해 짐으로써 북
한 당국의 '통미봉남'전술을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오바마 취임 이후 급격히 사라
진 한국사회의 반미감정 또한 북한의 대남 분열의 중요한 지렛대를 무력화시켰다.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뀌면서 한국 사회의 반미 정서는 급격히 사그라졌다. 촛불 시
위 때 강하게 분출되었던 반미 성향은 흑인 대통령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약화되
었다. 한국 사회 내부의 반미 성향 감소는 남조선 공산혁명을 추구하던 북한 당국에
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대남 혁명전략의 핵심 지렛대를 상실을 의미했기 때문이
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 이후 회복되고 공고화된 한미관계는 대북정책 실행능력을
배가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 출범이란 변수가 한국사회의 반미 정서를 약화시킴으
로써 MB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힘을 실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긍정적 평가와 함께 MB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
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화가 컸던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가 무너
지고 남북 사이의 불안정이 조성되었다는 주장, 즉 이명박 책임론이 부정적 시각의
요지이다.
18) 이상현, "이명박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과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한국정치학회·한국경제
학회·한국행정학회 공동주최「현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2010.4.26)발표논문 참조.
19) 조선일보 2010년 2월 9일 참조.
20) "미·중관계, 한·미동맹만큼 결코 가까워질 수는 없어", 중앙일보 2010년 1월 7일 참조.
21) 2008년 이명박-주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했고,
2009년 6월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한 것을 바탕으로, MB정부가 한미동맹
에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한, MB 임기 동안에 한미동맹에 큰 위협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현,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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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따진다면,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북한 당국이 자초한 결과다. 이명박 정
부 출범 이후 나타난 남북관계 악화를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
릴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의 핵실험 감행과 미사일 발사 등
의 대남 강공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냉전시대의 적대적 관계로 되돌아갔다. 그리
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원했던 북미관계 개선 또는 정상화도 수포로 돌아
갔다.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와 통행로 차단 등의 조치 또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여론
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앞
에서 제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
부에서 합의하고 약속한 대북지원과 협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강공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 또한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의 주장이다. 북
한 당국도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당국과 합의한 지난 정부의 10.4선언을 지키지 않
고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
었다고 강변한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2년 반을 통일부는 '분명한 원칙 아래 정책을 실행함
으로써 남북관계의 초석을 마련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22) 자국 국민의 신변 안
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인적 교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MB정부의 분명한 시각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한 MB정부의 입장은 남북관
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또는 담보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적 교류와 접촉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대 아산이라는 민간기업과 북한 당국이 맺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정부가 합의하고 약속한 새로운 관계협정이 필요
하며, 신변안전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란 최고지도자가 약속한 것은 북한으로선 최고의 결정
이므로 새롭게 약속을 할 필요도 없고, 이명박 정부는 반북 반통일 세력이므로 새로
운 협약의 당사자로서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이런 상반된 시각과 주장 속에서 당국 사이의 대화 채널이 거의 닫혀가는 상황에
서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중단되었다. 남북경협의 동력원
이던 현대 아산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으로 인해 사업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지경
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 현실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실용적인 대북정책
22) 통일부,『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서울, 201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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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했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의도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실용성이
인상 깊게 발휘되지는 못 했다. 원칙과 유연성 속에서 실행된 실용적 대북정책이 어
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를 뚜렷하게 증명하지 못했다. 시간도 짧지만 원칙을 내
세우면서 실용적 대북정책을 과연 실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MB
정부가 내건 원칙을 그 상대편인 북한 당국이 허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대북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 한다.
말만 그럴 듯하게 실용을 내세웠을 뿐, 남북관계에 실용성이 먹히고 통할 여지는 거
의 없었다. 서로 대립각을 세운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용 영역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이 국내 정치 시장의 인질이 됨으로써 MB정부의 대북정책은 국
가전략의 위상을 차지하는데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북한에 대한 침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지지와
믿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뚜렷해야 했다.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로 나뉜 분
열상, 대북정책 핵심 개념과 철학에 대한 홍보 미흡, 여권 내부로부터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MB정부의 대북정책은 힘을 받기 어려웠다. '햇볕정책'을 지
지하고 홍보하는 지식인 그룹의 호응과 열정도 MB정부 측근들은 보여주지 못했다.

MB정부 대북정책의 요체와 목표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그룹조차 명확하
게 보이지 않았다. 나만 지지 또는 찬성하면 됐지, 구태여 앞장서서 총대를 멜 필요
는 없다는 태도가 MB정부 지지자들 또는 지식인 그룹의 성향이었다. 그러는 사이

'비핵·개방·3000 구상'의 비현실성 논의가 MB 측근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
다. 일명 '비개삼'이란 비아냥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비핵·개방·3000'이 안 되
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책이란 평가도 함께 확산되면서 공세를 취하자, MB대북
정책의 논리를 개발했던 측근들은 '비핵·개방·3000'은 미래를 향해 가는 과정에 성취
해야 할 목표를 언급한 것이지, 남북관계 진전의 조건이 아님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사실 '비핵·개방·3000'의 '3천 구상'은 북한 주민들에게 빠르게 먹혀들었다. MB
취임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 흠집 내기에 몰두하던 북한 당국은 "누구의 국민소득
을 3천으로 만드는가, 제 집이나 잘 챙겨라." "외자 동냥 바가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주제에 누구의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어준다고 하는가!" 등의 비난이 담긴 강
연 자료를 배포했다. 2008년 11 초부터 북한 당국은 갑자기 남조선 정부의 3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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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비판 교육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3천 구상을 비
난하는 교양을 받던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다르게 심상치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월급을 암시장 시세로 환산하면 1달러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연 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일종의 '복음의 소리'였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사회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MB정부의 '3천 구상'은 북
한 땅에서 더 설득력을 갖추고 파고들었던 것이다. 더 역설적인 사실은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MB정부 관계자가 일찍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MB정부 대북정책의 아쉬운 점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이전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주장과 공약에 많은 유권자들이 공감하고 지
지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마음은 남북관
계를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 것이지,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는 새 대통
령의 뜻에 공감하고 동의한 것이지,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거나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데 동의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MB정부는 북한 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
겠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그리고는 원칙을 내세운 채 기존의 남북대화와 관계를 단
절시키거나 축소시켜 나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런 요구에 동의하거나 끌려올
리 만무했다. 오히려 경제 안정이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 건일 것으로 판단한 북한
당국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거나 전쟁으로 가겠다는 것이냐는 등의 거친 '
말폭탄'을 쏟아냈다.
북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이 심화되면, 북한 당국이 결국에
는 손들고 나올 것이란 계산 아래, MB정부는 대북 압박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그
동안 대남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비료와 식량, 농약과 자재 등의 지원이 중단
되면 북한체제가 입을 타격이 상당할 것이며, 특히 관광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끊기
면 북한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MB정부는 명확한 원칙
을 내세운 채 북한 당국이 핵문제 포기를 비롯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
정성을 갖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견지했다. 대북 강경책을 그만 두라는 반
대 여론의 공세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았다.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끊으면 안 된다는
호소와 설득에 MB정부는 북한의 영유아,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은 경색 국면 상황에서도 지속한다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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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출구의 상징으로, 남북관계를 돌파하는 카
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소
하는 길은 정상회담 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
에서 김대중 대통령 특사조문단을 파견,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 이후
남과 북 사이에는 의미 있는 타진과 접촉이 진행되었다는 얘기가 여러 번 회자되었
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조건 없는 만남, 진정성 있는 만남, 모든 한
반도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만남 등이 전제조건이 되면서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흐르던 단계에서 3월 26일 북한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켰다.

MB정부를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해선 대화와 접촉으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북
한 당국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대청해전에 대한 복수가 직접적 원인이라면,

MB정부에 이대로 끌려들어갈 수 없다는 북한 당국의 판단과 선택이 만든 군사적
공격이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MB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절
호의 기회라고 판단, 대북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군사적 대응조치를 비롯한
경제 제재, 외교전까지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안보를
흥정 삼는 북한 당국의 행동을 다시 반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해 놓겠다는 것이다. 이
에 반해 북한 당국은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판단 아래 강공 일변도로 맞받아치
고 있다. 특히 남남분열의 심화를 통해 남조선 내부 균열을 노리는 대남 심리전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결국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예상치 못한 암
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천안함 사건 이후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쟁이
냐 평화냐의 중대한 선택"을 앞세우고 천안함 정국 정면돌파에 나섰고,23) 북한 당
국은 6.2 지방선거가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
며, 리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독재의 표"라는 대남 심리전에
열을 올렸다.24) 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조
치로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대한 거부감도 일기 시작하면서 진보적 성향의 젊
은 층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진보진영의 더 강한 세 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
23)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이명박 정부에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되물으며, 평화를 위한 적극적 노
력을 촉구했고,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도 어머니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 평화와 안보
지키기의 전면에 서겠다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강조했다. 경향신문 5월 26일 참조.
2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의 내용. 조선중앙통신 2010
년 5월 29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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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당은 역풍을 맞게 되었다.25) 특히 "전쟁은 싫다'는 젊은 세대의 심리와 전쟁
보다는 안정을 택하겠다는 휴전선 인접 유권자들의 심리가 작용하여, 접경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가 대거 낙선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26) 한마디로 천안함 사건의 파
장이 부메랑이 되어 MB정부 지지 후보들을 낙선시켰다.27) 북풍 변수 이외에 이명
박 정부 심판론과 견제론이 작용한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남북관계 변수가
어디로 튈 지 예상하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
원칙을 지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선점하려
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였고, 남북관계가 파탄 나서 전쟁 가능성이 고
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즉, 남북관계를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명분과 원칙론에는 공감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심리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런 국민들의 심리와 유권자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읽고 이를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데는 실패했다.
남북관계의 상대편인 북한이 호응을 해 주지 않는 한 새롭게 설정한 원칙을 실행
하고 이 속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욱이 대북정책이 선거를
계기로 국내 정치 시장의 인질이 되면서, 대북정책의 원칙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
운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를 전술적으
로 역이용하는 북한 당국의 대남 심리전으로 인해 대북정책의 국민적 통합을 이끌
어내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MB정부 대북정책 구상의 구현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통과 통합에
좀 더 관심을 쏟고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한 점
이다. 물론 충분히 이견을 경청했다고 자평하겠지만, 이전 정부를 경험했던 전문가

25) <6.2 결과 분석> ①승패요인, 연합뉴스 2010년 6월 3일 참조.
26)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가 발표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부모에게 전화해서 울먹인 현역 사병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북한에 계속 퍼주면 되지 왜 전쟁을 하느냐"는 말도 들렸다고 한다. 권순택, "전쟁
과 평화" 동아일보 2010년 6월 28일 참조.
27) 한나라당이 참패한 6.2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천안함 사태로 비롯된 북풍이 오히려 여당에 부메랑 효과를 낳
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른바 북풍이 통한 지역들도 있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와 강원 북부, 인천
지역 광역단체장 득표상황을 보면 남부에 비해 여당 후보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개표 결과 대표적 접경지역
인 고성, 인제, 화천, 양구 , 철원 등 5개 시·군에서는 여당 후보가 53.10∼57.71%의 높은 득표율로 야당 후보
를 5∼15% 앞섰으며, 인천에서는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는 강화군과 백령도, 대청도 등이 속한 옹진군은 전체
10개 구·군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여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유권자 수가 적고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 불안 심리가 작용하여 이들 지역의 북풍 효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2010년 6월 3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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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단체 간사들의 공통된 지적은 그렇지 않다. MB정부 사람들은 자기편이 아
니면 아예 얘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의 지적이다. 다른 정책 분야에
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북 관련 문제에 국한해서는 좀처럼 이견 경청이나
조화와 융합을 모색하는 자세가 없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운 상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양상인지도 모른다. 그러
는 바람에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적'을 임기 초반부터 양산하는 양상을 낳았다. '통일
부 폐지를 반대했던 학자들은 모두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낳은 바람직하지
않은 초기 오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과 아를 구분하는 시각에 융통성이 생긴 것
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적과 아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흡인력은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많이 미흡하다.
또한 천안함 피침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들어난 위기대응체제 마련도 임기
후반기에 보완·개선해야 할 과제다. MB대북정책의 초점은 북핵문제에 맞춰져 있었
기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줄곧 북핵문제만 해결한다면, 북핵만 포기 또는 폐기한다
면, 이런 저런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대선 공약도 이런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북핵 폐기할 경우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했을
뿐,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논의 그리고 안보를 관
리하면서 평화체제를 논구하는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예상치 않
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는 대북정책은 '원칙의 강조'밖에 달리 내놓을 게
없었다.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초동 단계의 미숙함과 지연이 국가안보 전반의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대통령 리더쉽과 통치 기반에 충격을 주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했다. 즉각 대응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값진 교훈을 얻
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원칙의 강조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
엇인지, G20를 앞두고 대남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평화와 안정을 되
찾는 방안은 무엇인지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천안함 사건 이후 정상회담을 출구 전략으로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MB 측
근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천안함 사건 해결의 종료로서 진상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
벌, 재발방지 약속을 정부가 공식 천명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북핵문제 해결
을 아젠다로 하는 정상회담의 유용성을 들고 나오는 내부 소리 분출 양상은 MB정
부 내부의 결집력과 정책에 대한 공속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천안함 사
건은 사건 발생 시작부터 처리 과정 내내, 대북정책과 국방정책, 그리고 통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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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의 조율과 정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
보리 의장 성명 이후 제기된 천안함 출구 전략 카드는 북한이 선수를 치고 나옴으
로써 한국과 미국 등 한반도 관련 국가들의 또 다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의 긴밀한 조율을 거치면서 북한의 버티기와 시간 벌기 전술에 말려들지 않는 판단
과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다. 북핵문제 우선 해결 분위기로 인
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묻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천안함·연평도
사건 해결 우선 입장으로 인해 북핵문제 논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

MB정부의 정책구상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
한지,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과 상상력이 필요한지, 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의 미래를 생각하고 안보
를 지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가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 국
제정세 속에서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외교전략과 안보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
체화된 그림과 비전이 필요하다.
임기 후반기 대북정책은 이런 변수와 목표를 담을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대북정
책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차별화'에 함몰되어 현실 속에서의 실용성
을 확보하는데 미흡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대북정책 설명 자료로
발간한『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에는 임기 반 동안 해온 것을 모두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관점
에서 남북관계의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을 역동적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단기
적 성과와 자기충족감에 빠져 자화자찬하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무엇이 지금 시
점에서 더 필요하고 보완해야 하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담아내고 사회적 신뢰를 보다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실천
과제가 필요한지 더 고민해야 한다.

5. 향후 선진화 실천과제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원래 세웠던 대북정책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과제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 특히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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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공격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보통 안보라고 하면 대결과 대치 상태만 생각
하는데 근본적으로 통일에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 할 것"28)이라고 언급한 내용
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북정책의 실천이 필요한가.

(1) 생존과 공존의 현명한 선택
DJ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생존보다 우리민족끼리의 공존에 비중을 둔 대북
정책이었다. 북한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 변화를 목표로 도와
주면 북한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류와 협력에 기조를 둔
대북정책을 실천해 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스스로의 변화보다는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체제의 방어 및 공격능력을 높여왔고,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대남전략을 강도 높게 실행해 왔다. 2006년 10
월 9일의 북한 핵실험은 북한 대남정책 및 대외전략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
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분단의 유산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한민족은 생존과 공존이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공존이 중요하다고 생존을 포기할 수 없
고, 생존이 우선이라고 공존을 내버릴 수 없다. 통일을 앞둔 한민족에게 둘 다 포기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핵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민족의 공존을 생존보
다 우선시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생존이 급박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넘어 핵실험을 감행
하고 스스로 핵보유국가임을 자인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민족의 공존만 앞세운
대북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생존이 절체절명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MB정부는 우리의 생존에 비중을 둔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 남북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민족의 공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주
장을 강도 높게 펼치고, 북한 당국이 이런 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
서는 생존>공존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 생존>공존의 틀을 기반으로 하되, 북한의
영유야 및 소외계층을 상대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살려나가는 생존≥공존의 틀을 탄
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8)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6.2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 운영방안 중에서. 연합뉴스 2010년 6월 1
일 11: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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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주었다. 생존<공존의 생각을 실현
하기엔 아직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이 약하고,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에 의미 있는 변
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생존과 공존의 가치를 둘 다 동시에
실현하기에는 아직 남북관계의 신뢰와 소통 구조가 취약하다. 안보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생존을 확보한 다음 공존이 있다는 정책실행의 분명한 철학과 목표가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뚜렷하게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2) 똑똑한 대북정책 수립·실행
생존>공존의 기조 아래 똑똑한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똑똑한' 대
북정책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이성에 기반한 차분한 정책을 의
미한다. 영어로 smart와 cool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는 우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힘(power)이 반드시 필요하다. 힘이 없는 정책은 하
등 필요가 없다. 힘이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상대편이 하도록 하는 것이며, 내
가 바라지 않는 바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역대 정권을 다 포함시켜보아도 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제대로 실현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상대편을 설득하고 억제하는 힘도 없이 정책을 펼친다는 자
체가 수사에 불과하다.
우리가 바라는 대북정책 명칭만 앞세우는데 익숙했을 뿐 정책의 상대편 반응을
고려하면서 세련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는 지난 두 정부와 현재 MB정부
모두 매우 서툴렀다.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DJ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솝우화를 비
유하면서부터 북한의 강한 반발과 비난에 직면했다. 누구의 옷을 벗기려드느냐는
북한의 비난과 함께 대북유화책이 아니냐는 당시 야당의 비난에 직면했다. 초대 국
가정보원장 이종찬은 제기되는 야당 공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알고 보면 겁나는 정
책"이라고 했다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누구에게 독을 바른 사탕을 먹이려 드느냐"
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결국 첫 단추를 잘못 꿴 햇볕정책은 '대북포용정책'에서

'민족화해협력정책'으로의 명칭 변경을 강요당하는 길을 걷게 된다.29) 처음부터 얼
어붙은 남북관계를 햇볕으로 녹인다는 철학과 시각에서 출발했으면, 명칭변경의 압
력에 시달리지도 않고 현재까지 통찰력 있는 명칭으로 살아남았을 것으로 예상한
29) 대북포용정책은 당시 보수 세력과 야당으로부터 '대북포옹정책'이란 비판에 직면, 결국 DJ 임기 말에 '민족화
해협력정책'이란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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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햇볕으로 인해 얼어붙은 고체상태의 남북관계가 액체상태로 변하면서 남북 사
이에 사람과 물자가 오갈 수 있게 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도 변함없는
설득력을 지닌 명칭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앞세운 대북정책의 출발도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
이 많다. 정책의 상대편인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만 모아서 정책의 명칭을 조작
화한 것은 명칭의 적실성과 정책의 세련됨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비핵은 우
리가 원한다고 쉽게 성취되는 목표가 아닐 뿐 아니라, 개방은 북한체제를 흔드는 남
조선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음모라고 규정짓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우리중
심적 표현이다. 북한이 한국이 계획한대로 협력하면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발상은 적대적 의존관계의 남북관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우
리중심적 발상이다. 결국 MB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을 하나의 하위 목
표로 삼는 '상생·공영정책'으로 감싸 안는 수정·보완을 시도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
평화와 번영정책'과의 차별성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
임 초기에 MB정부의 대북정책은 다른 명칭 필요 없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가장 적절한 요구이며 판단이었다.
이제 명칭보다는 정책의 구현이 우선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원래 목표를 성공
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기 반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똑똑하게 생
각해내야 한다.
똑똑한 대북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특성과 약점을 전략적으로 활
용하는 '관여'(engagement)가 필요하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제일 싫어하는가를 간파, 여기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포
기·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김정일 체제유지와 권위
의 안정적 이양(후계체제 구축), 그리고 폐쇄체제 유지가 북한체제의 당면과제이며
목표다. 북한이 시급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싫어하는 것을 파고드는 것이 MB
대북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MB대북정책의 근간은 '전략적 관여'(strategic engagement)에 있
다. 이는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MB정부의 기조와 원칙에서 출발한다. 생산적이고
열린 남북관계 지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포괄적 해결), 북
핵 폐기상황에 맞는 지원 병행추진, 북한정권이 바라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한주
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남북관계 지향, 우리를 완전한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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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북대화가 가능하다는 등의 MB대북정책의 기조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 특성에 기초한 대북전략의 구체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MB정부의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6자회담 등의 다자간 국제공조 틀을 활용하면
서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전략을 집권 후반기 대북전략으로 운용해야 한
다. 국제제재 공조 틀을 활용, 북핵문제 해결의 고삐를 조이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북한 민주화 프로그램을 적극 가
동하여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탈북자를 전략적으로 활
용하는 방안을 적극 구사해야 하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조선족 정책을 보강하여
대한민국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내부에 새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적극 실천하는 대북 민주화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지원해야 한다. 이로써 통일을 염두에 둔 대북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3)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에서 출발
대북정책의 성과를 방해한 근본 원인은 국민의 지지와 호응이 적은 데 있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익숙한 국민들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치는 MB차별화에 기대
를 걸었지만, 남북관계가 안정국면에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 남북긴장이 전쟁
가능성으로 비화되는 국면을 내심 바라지 않았다.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바
로 이 점을 정확하게 표출했다.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남북관계 원칙 고수가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야당의 논리와 설득에 많은 유권자들이 표를 던져주었다.

6.2지방선거는 대북정책의 방향이 북한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
었다. 대북정책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대국민심리정보정책과 활
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 대
한 이미지가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많이 다르다. 북한이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
래도 우리와 많이 비슷한 사회일 것이란 잘못된 상상이 사회에 만연돼 있다. 못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겠냐는 상상이 확산돼 있다. 비합리적으로 생
각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겠냐는 평가도 공존한
다. 2만 여명에 가까운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어도 그들을 통해 전해 듣는
북한 실상이 이제는 전혀 새롭지 않다는 인식도 정착돼 있다. TV나 언론매체에서는
김정일 중심의 보도가 주를 이루고, 북한 당국이 선전을 위해 만든 영상을 편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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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전해주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평양 중심의 북한이 북한 전체인양 잘못 인지하고 있다. 북한 홍
보영상을 통한 이미지를 북한 이미지로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전략전
술에 그대로 노출되어 남남갈등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북정책을 북한을 상대로만 실행해 온 당연한 결과다. 항상 초당적
협력관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실현이라고 외쳐대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지도 이미 오래다. 우리 사회구조상 대북정책 관련 초당적
협력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
책 실현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프로파겐다인지를 잘 안다.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
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 대통령과 보수반동세력들이 북한 선수단에게 독
극물을 먹여 남한에게 1:0을 분패했다는 월드컵 예선상황을 전달하는 북한 저녁 8
시 뉴스를 있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30) 천안함 사건 이후 북
한 방송 전체가 남조선 군부호전깡패들을 짓부셔야 한다는 비난으로 채워지고 있다
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방송 전달을 통해 국민들이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이제껏 해온 편집 방식은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면서, 전체를 있는 그대
로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실체의 정확한 전달과 이미지 정립은 대북정책 실천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
는다. 북한에 대한 허상과 잘못된 이미지가 불식되면, 남남갈등의 원인이 해소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남남갈등은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오해에서 시작된다.
북한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북한 대남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대북정책은 대국민 심리정보활동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쳐나
가는데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점을 소홀히 하여 안보의 근간과 대
북정책의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는 남남갈등의 해소와 남북관계의 미래상을 그리는
중요한 관점이자 출발이다. 임기 후반기 대북정책은 이 점에 비중을 두고 정책 실현
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30) 2009년 4월 1일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예선전에서 우리 선수단이 북한 선수단에게 1:0으로
이진 적이 있다. 이 결과를 북한 당국은 4월 5일 저녁 8시 정규뉴스 시간을 통해 북한 전역에 우리 대통령과
보수반동세력들이 북한 선수단에게 독극물을 먹여, 정대세 선수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골키퍼인 문지기는 눈
이 보이지 않아 아깝게 1:0으로 분패했다고 방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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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이 아닌 '통이'(通異)정책 실행
분단 60년이 훌쩍 지나면서 '이질성 극복,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기에는 서로 다
른 점이 너무 많다. 60여 년 이전에 같은 민족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사고방식과 생
활양식이 너무도 다르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다보니 음식 맛도 서로 공유하기 어
려울 정도로 이질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기에는 한 쪽이 어
느 한 쪽을 닮아가야만 하는 강요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고, 이질성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인내하면서 참아가는 참을성
과 관용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서로 달라 지금은 불편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통일'과 '마음의 통일'을 내다보
아야 한다. '땅의 통일', '제도의 통일'과 함께 사회구성원이 통일되는 그런 상황을
내다보고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습관처럼 얘기하던 '통일'(統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통할 수 있는 '통이'(通異)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와 북한
주민이 함께 사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도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31) 향후 통일교육도 이런 중장기적 미래구상과
남북분단 현실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과 모색을 시도해야 한다. 통일교
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무관심을 방치한 채 진행하는 형식적 통일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통일교육이란 명칭 대신 '통일연습'이란 표현의 신선함이 주
는 매력도 감안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오는 일방통행식 교육 이미지보다는 통일
연습을 통한 자기실천 노력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발상도 필요하다. 통일의 미래상
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자극과 발상도 필요하다. 통일하게 되면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구태의연한 평가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양
산하게 만든다. 독일 통일의 교훈과 시사점을 다시 재성찰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땅의 통일'과 함께 '사람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통
일연습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탈북동포를 위한 정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들
31)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40년 전에
남북통일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 다수가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이 합해 7천만 명이 넘는 인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010년 6월 11일 17: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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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 북한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는 미래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통일전략이 필요하다. 통일준비를 얼마큼 꾸준히 했는
가에 따라 통일과정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관리할 수 있다. 바라는 미래를 위해 현
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과정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DJ정부,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상상력과 기대를 높이는 데
는 소홀했다.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함몰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도의 정책인
것처럼 따로 놀았다.
무엇 때문에 현재 이런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통일을 위해 현재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통일
연습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공교육 시스템과 사회교육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일된 미래와 연계되지 않은 대북정책은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 실종되고
망각된 통일문제를 활성화하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영역 개척이 필요하다.

6. 결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과 비핵·개방·3000구상에서
출발했다. 이 점은 제17대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에도 비중을 두고 출발
했다.
정부 출범 당시의 목표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은 아
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상황에 있고, 비핵·개방·3000구상도 북한의 강한 반
대에 부딪쳐 아직 실현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또 남북 사이의 인도적 문제
의 해결도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대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는 현재 제도화 준비를 거쳐 이미 실행
중이다.
한편 취임 초부터 강조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노력은 원칙 준수와 유연성의 조화
라는 일관된 정책기조 속에서 진행 중에 있다. 북한에 줄곧 끌려 다니던 양상은 이
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관계

- 327 -

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반발과 위협은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예전과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MB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선 말폭탄의 강도를 높이
고 군사 행동의 위협을 강화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북한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
대북 강경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반MB 성향의 그룹은 6.15
와 10.4의 정신과 합의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6.15와

10.4 합의는 북한에 유리한 것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바로 MB정부
의 대북 철학이자 기조다. 이전 정부와 같이는 남북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더라도 이것은 절대 양보하거
나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북한 당국이 북핵문제 및 한반도
현안을 놓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한다면, 전폭적인 지원과 국제협력을 약속한
다는 것이 MB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이다. 여기서 그랜드 바겐 제안이 나오게 됐다.
천안함 사건으로 MB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안보리 성명이 나온
직후부터 여권 내부를 비롯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
께 천안함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도 남조선과 미제국주의자들이 벌인 모
략극, 자작극을 그만두고 6자회담 재개로 나서야 한다는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세와 북한 반응을 계기로 오히려 MB대북정책의 기조와 일관성이
예전에 비해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정책은 북한문제에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안보를 총괄적으로 점검하면서,
북한주민들과 하나가 되는 미래와 연계시켜 보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대북정책을 통일문제와 연계하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즉,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북정책은 이제
외교, 안보, 국방의 문제와 연계되는 모처럼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올 경
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나온 결과다. 따라서 천안
함 사건을 계기로 외교·안보·국방·통일정책의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은 더 강한 추진력과 통합관리능력을 요청받게 되었다. 그리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집중력과 신속한 판단의 제고를 요청받게 되었다.
임기 전반기의 대북정책 기조와 추진 과정을 고려할 때, 돈독한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바른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펼침으로써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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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토대와 지렛대를 단단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바로 대국
민정책이란 차원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그리고 북한 대남전
략으로 인해 대북정책의 전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대국민 속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또한 원칙과 명분을 지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
은 plan B에 대한 대비책과 대응시스템이 취약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성 확
보와 유연성 지속을 위한 세부 사안별 차별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도 허용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양보와 관용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라는 대북정책의 기준과 일관성 유지는 MB정부 임기 후반
기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MB정부의 대북정책을 중간 평가해 보면,
잘 한 점도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를 계기로 일관성만 있고
대북정책의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변화를 가져와 임기 말 평가에서 '일관성'
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로 바뀔 가능성을 기대하
면서, MB정부 전반기 대북정책 평가를 마친다.

MB정부 대북정책의 상대인 북한 당국은 대북정책의 걸림돌이다. 그것도 '간단치
않은' 상대이다. 내세우고 있는 목표가 뚜렷할 뿐 아니라 자기 체제의 유지에만 관
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대화 공간과 계기 마련이 쉽지 않다. 특히 북
한 주민의 삶보다는 정권 유지에 주력하는 통치기조로 인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쉽지 않다. 더욱이 한국 정부의 제의와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속셈을
읽어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하기가 늘 어렵다.
위기 조성 후 대남 대화제의라는 것이 기존의 북한 대남전략 패턴이다. MB정부
의 원칙과 명분의 후퇴를 강요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동작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초래된 남남갈등 국
면을 활용, 이산가족 상봉 카드와 같은 갑작스런 유화 제스처 및 대화 제의를 통해

MB정부의 대북 원칙론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이 향후 MB정부 대북정
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천안함 피격사건과 안보리 의장성명 도
출과정에서 새삼 확인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MB 후반기 대북정책에는 한·중
관계의 전략적 활용과 북·중관계의 실태 파악에 비중이 실리기를 기대한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많이 출렁거릴 것이다. 특히 천안함 사
건과 연평도 기습 공격을 경험한 한국사회의 대북 경계심과 적대감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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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농축우라늄 개발을 통한 핵무기 획득을 공공연하게 천명
함으로써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됨
으로써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 양상은 예전 양상을 답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택한 대남 강수 전략으로 당분간 전쟁, 테러, 핵공격, 서울 불바다, 미사일
공격, 화생방무기, 선제공격, 흡수통일 등의 표현이 동원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
는 일이 적지 않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통일, 화합, 민족화해, 교류
와 협력, 상생과 공영 등과 같은 표현도 남북관계를 설명하는데 자주 쓰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제로섬 게임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 동시에 윈-윈의 성격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와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준비
와 실천이 필요한지.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 남과 북 사
이의 장애요인을 완화하여 둘로 나뉜 민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우리와 전혀 다른 미래상을 도모하는 북한 당국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또 우리와 전혀 다른 생
활양식과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 온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접근을 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남북한 주
민의 공존공영을 성취해 간다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 공존 제도화를 다지고 남북연
합을 거쳐 단일민족국가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
령이 제시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도 이런
구상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역대 정부의 통일 구상에는 첫째,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둘째,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 셋째,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남
북연합에 이르고, 통일국가 수립을 성취해 간다는 경로를 상정한다. 넷째, 민족공동
체 형성을 지향하면서 경제, 사회, 정치공동체를 서서히 만들어가면서 제도적 통일
을 이뤄간다는 기본 구상이 담겨 있다. 그리고 통일 추진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통합
의 완성을 이뤄내는 '사람의 통일'과 '마음의 통일'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제도의 통일, 땅의 통일, 화폐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통일 즉
내적 통합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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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
력을 전개해야 하는가. 어떤 실천에 비중을 두어야 남북관계를 우리가 바라는 통일
로 유도해낼 수 있을까.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 내부 정세를 새롭게 반영하여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존과 공존의 현
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기습공격은 중요한 교훈을 일
깨워주었다. 우리의 생존보다 남북의 공존에 비중을 두고 통일준비를 하기에는 아
직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이 약하고,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에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
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즉, 생존과 공존의 가치를 둘 다 동시에 실현
하기에는 아직 남북관계의 신뢰와 소통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우
리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에 바탕을 둔 다음 공존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동시에 통일을 추진해 나
가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분단의 유산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우리 민족은 생존과 공존이란 과제를 동
시에 풀어내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공존이 중요하다고 생존을 포기할 수
없고, 생존이 우선이라고 공존을 내버릴 수 없다. 통일을 앞둔 우리 민족에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핵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민족의 공존을 생
존보다 우선시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생존이 급박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넘어 핵실험을
감행하고 스스로 핵보유국가임을 자인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민족의 공존만 앞세
운 대북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생존이 절체절명의 가치이
기 때문이다.
2010년과 같은 북한의 대남 강경 압박 전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생존에 비중
을 둔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 남북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민족의 공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주장을 강도 높게 펼치고, 북한 당국이 이런 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생존>공존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 생존>공존
의 틀을 기반으로 하되, 북한의 영유야 및 소외계층을 상대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살
려나가는 생존≥공존의 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정책 수행 능력에 기초한 대북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를 주
도하고,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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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는 대북정책 명칭만 앞세우는데 익숙했을
뿐 정책의 상대편 반응을 고려하면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는 모두 서툴렀
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북한체제의 특성과 약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요소가 보
완되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제일 싫어하는가를 간파한
후 여기에 대북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포기·양보할 수 없는 것
은 무엇인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셋째,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 실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작업은 대북
정책 실천과 통일준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허상과 잘못된 이미지
가 불식되면 남남갈등의 원인이 해소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남남갈등
은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오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북한이 펼치는 대남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남북관계 특성과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대북정책은 대국민 심리정보활
동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데서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점을 소홀히 하여 안보의 근간과 대북정책의 지
지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많이 다르다. 북한이 많이 다르다고 하지
만, 그래도 우리와 많이 비슷한 사회일 것이란 잘못된 상상이 사회에 만연돼 있다.
못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겠냐는 상상이 확산돼 있다. 비합리적
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겠냐는 평가도
공존한다. 2만 여명이 넘는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어도 그들을 통해 전해
듣는 북한 실상이 이제는 전혀 새롭지 않다는 인식도 정착돼 있다. TV나 언론매체
에서는 김정일·김정은 중심의 보도가 주를 이루고, 북한 당국이 선전을 위해 만든
영상을 편집해 전해주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실체를 있
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평양 중심의 북한이 북한 전체인양 잘못 인지하고 있
다. 북한 홍보영상을 통한 이미지를 북한 이미지로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그대로 노출되어 남남갈등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는 남남갈등의 해소와 남북관계의 미래상을 그리는
중요한 관점이자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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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통일(統一)이 아닌 '통이'(通異)의 관점에서 통일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습관
처럼 얘기하던 '통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통할 수 있는 '통이'의 관점에서 통
일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인내하면서 참아가는 참을성과
관용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서로 달라 지금은 불편하지만, 살아가
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통일'과 '마음의 통일'을 내다보아야 한
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얘기하던 '통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통할 수 있는 '통
이'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향후 통일교육도 이런 중장기적 미래구상
과 남북분단 현실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과 모색을 시도해야 한다.
통일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자극과 발상도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통일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지,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통일이 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지 등 평범한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주제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통일 미래상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관심을 가
질 수 있는 창의적인 준비와 예지가 필요하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통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호기심과 지적 자극을 유도하는 특별한 준비와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통일하게 되면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구태의연한 평가는 통일
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양산하게 만든다. 독일 통일의 교훈과 시사점을 다시 재성찰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바
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통일전
략이 필요하다. 통일준비를 얼마큼 꾸준히 했는가에 따라 통일과정을 우리가 원하
는 만큼 관리할 수 있다. 바라는 미래를 위해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과정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통일외교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를 유도하고 통일한국
을 이루어내기 위해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
행해야 한다.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하지 않고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통일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변
국들에게 심어 줄 수 있는 통일외교가 한국외교의 중심과제가 될 수 있도록 통일외
교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역점을 두는 인식의 전환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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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준비와 접근을 실천해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고, 통일
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을 지속시켜나가야 한다. 서로 다른 바를 추구하는 남
과 북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
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은 가히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한 채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한 굳은 신념과
의지를 키워내야 한다. 남북관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
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당면과제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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