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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정부나 공공기 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과 련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은 사업과 지역이 가지는 특성과 배경,사회구조 등으로 인하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개발에 따른 환

경 괴가 우려되는 국책사업의 시행과 련한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624건의 공공정책과 련한

갈등 개발과 보 련 갈등이 89건으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한 방법으로는 행정집행 등을 통한 강제종료가 그 비

이 가장 높고 조정과 재과정을 거친 갈등 조정은 아주 극소수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리의 실패로 인하여 정책실행이 무산된 공공정책의 표 사

례로는 1997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다가 2000년 6월 정부의 사업포

기로 무산된 월다목 건설사업을 들 수 있다.당시 월다목

건설과 련하여 다양한 참여 집단들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의 단 과 외

부 환경의 개입, 재자들의 극 인 재노력 미흡 등으로 합의 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갈등해소에 실패하고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와 조 으로 최근 이슈화된 공공갈등 하나인 ‘시화지구개발사

업’에서 거버 스 기제를 이용하여 공공갈등을 합리 으로 조정한 사례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 리 기제로서 시화지속 의회를 거버 스 제

도 인 에서 분석하고,이 기제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의 수용성과

지속성 등을 분석하여 거버 스 기제가 가지는 갈등기제로서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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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우선 공공갈등과 련한 이론 고찰과 참여와 의에 의

의사결정원칙이 용되는 거버 스에 한 기존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

론 인 고찰을 실시하 으며 이를 기 로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 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화지속 의회의 탄

생배경이자 최 의 합의사항인 시화MTV사업과 련한 갈등내용을 연

구분석하 으며,주요 정책이슈로 시화MTV의 정 개발규모와 련한

사항과 시화지역 환경오염 개선기 을 둘러싼 사례를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거버 스 제도 인 에서 시화지속 의회를 분석하 으며,시화

지속 의회를 통한 갈등해소 내용을 갈등해결의 평가기 인 수용성,지

속성, 계변화를 용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 을 도출하 다.

시화지속 의회는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시

민단체,학자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인사와 단체들을 포 하여 구성됨

으로써 시화MTV를 둘러싼 갈등 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학습,토

론하 으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 계

를 형성하 다. 한 만장일치라는 독특한 의사결정 형태를 용하므로

써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 인 안을 도출하도록 의회

를 운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시화지속 의회의 논의결과는 100%

공개하여 논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개하 다.그 결과 시화

지속 의회에서 도출된 합의내용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높은 수용성과 지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 으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논의구조가 공

고히 될 수 있도록 서로간의 계 형성에도 많은 향을 끼쳐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사례에서는 거버 스 기제가 갈등 리에 효율 으로 작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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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책에 한 찬반측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체계

인 상호작용 확보,합의내용의 수용성을 극 화할 수 있는 합의제도,모

든 정보의 공유를 통한 신뢰성 확보 등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진 거버 스

기제에서 생산된 합의내용은 수용성과 지속성이 매우 높으며 장기 으로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계를 개선하는 데도 크게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단일 갈등 사례에서 일반 인 갈등 리 기제의 이론 함

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다양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타

공공갈등에 시화지속 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요인들을 잘 결합한다

면 좋은 갈등 리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주제어 :공공갈등,갈등조정,거버 스 기제,시화지속가능발 의회,

시화MTV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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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과 목

1.연구의 배경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모 국책사업은 국토개발 경제발 이

라는 슬로건과 성숙하지 못한 국민의식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 희생과

환경문제 등을 당연시하며 표면 으로 드러나는 큰 갈등없이 진행되어

왔다.하지만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식수 향상과 교육수 ,생활수 등

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그 수 이 높아짐에 따라 공

공정책은 필연 으로 다양한 집단과 개인 간의 상충 이해 계가 존재

하며,이는 아주 높은 수 의 갈등을 유발한다. 한 사회의 민주주

의와 지방자체단체제도의 성숙과 발달은 정책수립과 수행과정에서의 보

다 진보한 차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과거보다 더욱 많고 다양한 이해

계자의 참여로 인하여 훨씬 복잡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특히,개발

에 따른 환경 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의 시행과 련한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국토개발 정책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배

제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일방 으로 정책을 주도하 기 때문에 정부

가 의도한 로 정책이 집행되었다.이러한 행태로 인한 환경 ,사회

피해들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과 강압에 의해 억 려지고 공익 인 목

을 해 피할 수 없는 희생으로 간주되어 왔다.그러나 1990년 이후에

는 민주화의 진 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정치․사회 여건 변화로 인

하여 더 이상 정부가 일방 으로 추진하는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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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의 개발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한다는 목 하에 수

행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주민,환경단체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연되

거나,사업자체가 백지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갈

등양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주민들의 안 을 하거나

생활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쓰 기매립장,원 련 시설,화장장 등과 같

은 오시설의 입지와 건설,도로건설,철도건설 등 SOC사업 반의

여러과정에서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근래에 들어서는 4 강사업 추

진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국토개발은 국가 지상과제 으나 최근 20년간 속도로 민주

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질과 더 체계

이고 검증된 차에 의한 친환경 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과거

의 차를 답습하고 있는 정부 등 사업시행자의 행 인 정책추진과 극

심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어 보면 갈등을 필연 으로 수반할 수 밖

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서 외(2010)1)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624건의 공공정

책과 련한 갈등이 발생하 는데,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보면 시설입

지 련 갈등이 119건,개발과 보 련 갈등이 89건으로 약 33%를 차지

하 으며,이러한 갈등을 조정한 방법으로는 행정집행 등을 통한 강제종

료가 그 비 이 가장 높은 반면 조정과 재과정을 거친 갈등 조정은 21

건(3.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갈등 리의 실패로 인하여 정책실행이 무산된 공공정책의

표 사례로는 1997년 부터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

공사가 시행하다가 2000년 6월 정부의 사업포기로 무산된 월다목

1)박형서 외(2010).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 리 해소방안(국토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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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을 들 수 있다.당시 월다목 건설과 련하여 건설교통부

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하여 충분한 보상,

내진설계,동강유역 환경보존 등 다양한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 으

나 다양한 참여 집단들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의 단 과 외부 환경의 극

인 개입, 재자들의 극 인 재노력 미흡 등으로 합의 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갈등해소에 실패하고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실패사례에 반해 자칫 사업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규모 국책사업의 갈등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많은 행 주체

가 참여하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학습과정을 거쳐 사업을 결

론을 도출하는 거버 스 기제를 이용하고 있는 ‘시화지구개발사업’과 같

은 형 국책사업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등 당

사자간의 신뢰,의사소통,상호작용 등을 하여 시화지구개발사업에서

도입한 거버 스 형태의 갈등 리 기제를 거버 스 근을 통하여 연

구,분석하고 이 기제가 시화지역에서 발생한 국책사업과 련한 갈등해

결에 어떠한 작용을 하 는지 고찰하여 갈등 리 기제로서 거버 스의

향후 용방향과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연구의 목

본 연구는 공공갈등을 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 가운데

거버 스 기제를 이용한 갈등 리 방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

은 무엇인가에 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시화지구개발사업의 사례에서 시화호 주변지역의 추가 개발과

련한 정부측과 반 측의 첨 한 갈등을 리한 기제로서 작용한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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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속가능발 의회’의 구성배경과 형태,역할 등을 분석하여 공공갈

등 해소에서 거버 스 기제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과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둘째,시화지구개발사업에 용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 의회’라는

거버 스 형태의 목 추구행 에 한 분석도구로서 거버 스 근이

라는 이론 틀을 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실제 목 추구행 로서

의 거버 스와 이를 분석하는 이론 틀로서 거버 스의 개념 혼동을 구

분하기 해 거버 스 근을 구성하는 몇 가지 핵심 인 구성요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Pierre& Peters,1998).우선 정책과정에서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 계자가 연 되어 있고 이들

은 상호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다(Kooiman,1993).그리고 거버 스

근은 정책당사자 는 연결망 사이의 토론,타 ,논쟁 등 정치

상호작용에 심의 이 있다(Rosenau,1995).마지막으로 거버 스

근은 정책 당사자들 사이의 권력 계에 심을 기울인다는 이다.권

주(2007)는 이와 같이 거버 스 근은 갈등 리 기제로서의 거버

스 내에서의 경쟁의 과정이 조화와 타 ,합리 숙의 과정에 보다 요

한 이론 심을 갖는다는 에서 거버 스 근의 잠재력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 다.

이에 시화지속 의회라는 거버 스 기제를 거버 스 인 틀에서 연구

분석하여 주요 정책의제와 정책당사자,상호작용,합의사항 등을 정리,

평가하고,이러한 합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되어 지

속 으로 유효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는지 분석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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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상과 방법

본 연구는 거버 스 기제를 이용한 공공갈등해소 사례 하나인 시화

지구개발사업의 ‘시화지구지속가능발 의회’성공 사례를 상으로 진

행한다.시기 으로는 1985년 정부의 시화지구 매립추진계획 수립시부터

2007년 8월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착공 시까지

의 일련의 과정에 하여 연구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공갈등 리과정에서 갈등해소를 한 기제 하

나의 형태인 거버 스 기제에 하여 련 선행연구 이론 배경검토

와 사례연구로 구성된다.

이론 논의는 거버 스 이론을 검토한다.거버 스 정의,거버 스 모

형들의 유형 분류,거버 스 근의 핵심구성요소를 심으로 검토한

다.이 이론 논의를 통해 사례분석을 한 분석틀을 구축한다.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례연구(casestudy)를 진행하 다.분

석 상은 시화지구개발사업에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 의회’라는 거버

스 기제를 이용한 갈등 리 사례이다.사례분석을 한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우선 시화지구개발사업에 한 기 자료와 ‘시화지역지속가능발

의회’ 련 자료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보하 다.연구

의 객 성과 자료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시화지속 의회 회의자료와

회의결과 등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6-

제 2장 이론 배경 분석틀

제 1 이론 검토

1.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갈등(Conflict)은 일이나 인간 계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

있는 풀기 어려운 상태나,인간 내면의 상충되는 사안으로 인해 고민

하는 심리 상태나,다른 개인이나 집단간의 립 상태를 나타낸다.갈

등은 다양하게 유형화하여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갈등의 당사자를 심

으로 개인의 내 갈등,개인간의 갈등,집단간의 갈등,국가간의 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갈등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해 계나 욕구

등의 충돌로 인한 이익갈등(interestconflict),가치체계나 이념의 충돌로

인한 가치갈등(valueconflict)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 갈등의 쟁

이 되는 역을 심으로 산업갈등,의료갈등,정치갈등,환경갈등,종

교갈등,이념갈등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한 갈등의 표출형태에 따

라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알고 있으나 외면 행 는 하지 않고 있는

잠재 갈등과 갈등 당사자들이 불만 등을 외부로 표 하여 행동하는 상

태인 재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권 규,2006).

공공갈등은 일반 으로 공공정책과 같이 다수의 에게 범 하게

향을 수 있는 쟁 에 한 갈등을 의미한다.(강 진,2000). 한 공

공갈등은 갈등의 당사자를 기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

국민 등이 갈등의 당사자인 것으로서 공공기 과 국민,공공기 상호의

이해 계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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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 방과 해결에 한 규정( 통령령,2008)’에서는 갈등(공공갈

등)을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계의 충돌로 정의하고 있

기도 하다.

2.공공갈등 리에 한 근방식

공공갈등 리에 한 근방식을 크게 나 어 보면 통 인 근방식

인 법 ․제도 근방식,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는 시장기제 근방

식,참여제도를 활용한 민주 근방식이 있다.이들 공공갈등 리 근

방식에 한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 ․제도 근

갈등 해결을 한 통 인 근방식으로 법률을 통한 방법과 갈등

련 제도 인 규정을 통한 방식 등이 있다.이러한 법 ․제도 방식에

의한 갈등 리는 개인간,집단간,정부와 국민간,국가와 국가간 갈등에

도 리 사용된다.명문화된 법률과 제도 외에도 례,조례 등 비공식

기제도 갈등 리에 용되기도 한다.갈등 리에서 비공식 기제가 효

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소송 등 법률 인 차가 갈등 리방안으로 용

되게 된다.

갈등해소를 한 통 인 법 방식으로 행정심 과 행정소송이 있는

데 행정심 은 행정심 법에 그 근거를 두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그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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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형(2002)은 행정심 은 행정청의 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국민

의 권리와 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한 쟁송 차로서 그 주체는 행정기

이며,따라서 행정청의 자율 인 행정통제가 가능하게 하며 행정기 자

체의 문 ,기술 지식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소송 남발로 인한 법원

에 가해지는 부담을 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도록 하

기 한 제도라고 하 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하는 정식 소송 차이다.행정소송은 결기

이 법원인 행정쟁송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별된다.(홍 형,

2005)

최근 정부의 정책 집행과 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상과

재 등 일차 인 갈등 리 기제 용이 실패하게 되면 사법 인 결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국토해양부의 4 강 살리기사업 취소

소송과 제주도 해군기지 취소 소송 등의 사례를 볼 때 사회 으로 큰 이

슈가 되는 공공사업 부분은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 해결에 실패하고

사업부의 단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결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소비 이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다는 ,둘째 소송 특성상 이해당사자간 호의 계 성립이 어렵다는

,셋째 즉시 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 합하다는 ,넷째 재 과

정에서 갈등 본질과 형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등이 있

다.(Susskind＆ Ozawas,1984;정회성,1997;하혜 2007:50재인

용)

2)시장기제 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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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해결을 한 다른 근방식은 시장경제 인 원리를 활용

한 근방식이다.이 방식은 경제 인 이해 계를 수반한 공공갈등에 효

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달곤,2005)으로 공공사업과 련한 각종 보조

과 인센티 등 경제 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Kriesberg(2003)는 갈등해결의 유인책으로 강제 유인책(coercive

inducement),보상에 의한 유인책(rewardsasinducement),설득 유인책

(persuasiveinducement)등 세가지 유형의 유인책을 제시하 는데 이

가운데 보상에 의한 유인책이 시장기제 근방식의 유인책이다.강제

유인책은 상징과 상 방에게 해를 끼치기 해 과 가해를 가하는

것을 포함하며 폭력 인 방법과 비폭력 인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 다.

살해와 집단살상 등은 폭력 방법의 최고 수 의 가 될 수 있으며,

보이콧과 경제 제재 등은 비폭력 방법의 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설득 유인책은 안에 한 정보,의사소통,상 방의 갈등인지에

한 동의 등을 통해 향을 주는 것이라 하 다.

그는 보상에 의한 유인책이 갈등발생시 강제 제재보다 더 효과 인

방법이지만 그동안 사회갈등 분석에서 상 으로 소홀해 왔다고 강조한

다.

경제 유인책 가운데 보상(Reward)은 비선호시설 입지와 련한 효

율 인 갈등 리방안으로서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정신 ,물질 피

해와 향후 측되거나 측할 수 없는 피해에 한 보상,Rebate

등과 같은 각종 경제 유인을 갈등 당사자에게 제공하므로써 반발을 최

소화하는 근 방식이다.(하혜 ,2007)

보상방법의 장 은 보상에 한 기 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사업시행자

간 입지논의를 진시킬 수 있으며,사회 편익이 사회 비용을 과할

경우에만 사업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능률성을 증 시키고,사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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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 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반 유인을 감소시킨

다는 등이 있다.(유해운 외,1997;하혜 ,2007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보상은 특정시설 입지에 따른 경제 비용과 편익의 정

확한 계량이 어렵고 이해당사자간의 보상유형과 액수에 한 서로 다른

견해로 보상 형태와 정도에 한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것은 보상이 가지

는 한계 이라 하겠다.(Bingham,1986)

즉,보상방식은 갈등 당사자들에게 등의 유인을 제공하여 비선호

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이 유인이

갈등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뇌물로 인식될 수 있으며,시설의 안정성이 담

보되어야 한다는 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유해운 외,

1997)

3)참여제도를 활용한 민주 근

공공갈등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이해당사

자인 시민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상 가운데 하나이다.김태홍 외

(2005)는 사회갈등 리시스템 구축은 거버 스(governance)과정에서 시

민간의 계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 으며,이승종(2003)은 주민참여

는 정부에 한 주민의 향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주민참여를 정부에

향을 미치기 한 주민의 행 라고 정의하 다.

하혜 (2007)은 공공정책에서 이러한 주민참여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

분하 다.첫째,참여의 수 이 가장 낮은 단계로서 정부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방 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단계이다.둘째,참

여수 간단계는 정부와 주민들이 의하는 단계이며, 방향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셋째, 극 인 참여단계는 주민들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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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는데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정부와도 방향의 의사소통 계

를 맺는 단계이다.최근의 공공갈등 사례를 볼 때 정부의 사업 혹은 정

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배재함으로써 정부정책에 한 주민의 불신

이 가 되고 이러한 갈등 발생 이후 이를 리하려 할 경우 상과 의

는 매우 어렵게 된다.따라서 공공갈등을 사 에 방하기 해서는 민

주 인 차에 의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주민참여가 공공정책에서 가지는 장 을 살펴보면 첫째,사회

형평성 제고의 역할을 수행한다.(이승종 2003;이달곤,2005)

둘째,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정책에 한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도움을 주어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이달곤,2005)

한 어빈과 스텐스버리(Irvin& Stansbury)는 정부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상호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정보

를 교환하고 서로에 한 감을 이며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

다.그리고 주민 참여는 상호간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소송비용 등 부

비용을 이고 합법 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Irvin&

Stansbury,20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는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 이로 인한 단 한 존재한다.우선 주민참여 효과에 한 실

증 연구나 계량화가 쉽지 않다는 이다(이달곤,2005).오히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Irvin& Stansbury,2004).그리고 주민참여로

인하여 정책과정상의 효율성이 해될 수도 있다(이승종,2003).의사결

정에 참여하는 표가 개인 이거나 정치 인 목 달성에 을 두고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참여가 선동가의 무 가 되어 정치 인 안정

을 해칠 수도 있다(Irvin& Stansbury,2004).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정 인 면과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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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3.거버 스의 개념 논의

많은 행정학자들은 통 인 행정을 새로운 이론과 비교하기

해 거버 스(governance)를 행정이라는 용어에 한 체어로 사용하여

왔다. 한 정치나 행정에 해 George Fredrickson은 반 료

(antibureaucratic),반정부(antigovernment),반조세(antitax)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고비용,비효율,일방 인 행정에 한 비 인 시각을 견지하

다.이러한 정치,행정에 한 안 인 국가 운 방식으로 등장

한 것이 거버 스(governance)이다.즉 거버 스라는 용어처럼 행

정을 이해하고 표 하는데 있어 각종 문헌과 학술․연구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흔치 않다.

거버 스가 료제(bureaucracy)하의 행정이 가지는 미비 을 상당 부

분 보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 스는 정부라는 의미

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통치(governing)의 새로운 과정과 련되어 있

다.(R.A.W.Rhodes,1997,15)

한 거버 스는 국가,통치,네트워크 리,망치,공치(共治), 치(協

治), 국정 리,국정운 ,국가경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

고 있다.거버 스(governance)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kubernan(조종

pilot,steer)라고 하며 세라틴어 ‘gubernare’의 어원으로 이어졌으며,

‘정부’와 같은 뜻으로 쓰 다.

권 주(2007)는 거버 스를 다양한 정책 당사자가 정치 행 를 통해

형성하는 역동 계를 리하고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는 일련의 목

추구행 (Purposiveactions)로 설정하여 찰 가능한 상이라고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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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hodes(1996)는2)은 거버 스를 아래와 같이 크게 여섯 가지 의미로

분류하 다.

첫째 최소국가(MinimalState)로 공공개입의 범 와 형태를 재정의

하고,공공서비스 공 에 있어서 시장과 시장을 활용하려는 것이

다.(Rhodes,1996)이는 더 은 수의 이슈를 다루는 작은 정부일 것,국

제 인 시각과 융통성을 지닌 정부일 것,책임성이 있는 정부일 것,공정

한 정부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둘째 기업 거버 스로서 회사의 최고 리자들이 주주 기타 심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하여 책임성,감독,평가,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경우 거버 스의 역할은 회사의 사

업 운 이 아니라 기업의 방 인 운 방향을 제시하고 최고 리 활동

의 통제,기업의 범 를 넘어서는 이해 계자들에 한 책임성과 규제에

한 정단한 기 를 만족시키는 일 등에 한 ‘기업 거버 스’의 의미

로 사용된다.

셋째 신공공 리(new publicmanagement)로서 사부문의 경 방식

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리주의와 시장경쟁과 같은 유인체계를 공공

서비스에 도입하려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economics)이다.공

공과 사부문 양자의 유사성으로는 정치를 목표설정으로 보는 것과 두

이 공통 인 책임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차이 으로는 신공공

리가 조직이론이라면,거버 스는 국가와 사회간의 어떤 형태의 교환에

한 정치이론이다.

넷째 ‘좋은’거버 스로서 거버 스란 ‘나라 일’을 리하기 해 정치

2)UnderstandingGovernance:PolicyNetworks,Governance,Reflexivityand

Accountability(R.A.W.Rhodes,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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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좋은’거버 스가 되기 해서는 효율 인 공

무원단,독립 인 사법체계 계약 집행을 한 법률 구조,책임성 있는

공공기 리 등이 제되어야 한다고 본다.(신공공 리와 자유민주주

의를 결합)

다섯째 사회 인공지능 체계(socio-cyberneticsystems)로서 사회정

치 체계에서 하나의 모든 행 자들의 상호작용 노력의 공통 인 결과로

서 출 하는 유형 혹은 구조를 말한다. 앙정부는 더 이상 최고가 아니

며,정치체계는 차 분산화 된다.한마디로 우리는 ‘앙없는 사회

(centerlesssociety)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Rhodes,1996)

여섯째 자기조직화 연결망(self-organizingnetworks)으로서 거버 스

를 ‘자기조직화 연결망’혹은 ‘자기 조직 인 조직간 연결망’으로 정의하

며,연결망들에 의해 시장과 계층제의 권 에 의한 자원 배분이나 통

제․조정을 한 거버 스 구조를 보완한다.

Bell& hindmoor(2009)는 정부(government)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공

거버 스(PublicGovernance)를 집합 목 추구를 해 정부 혹은 여

타 조직들이 공동체,나라 체 혹은 나라들의 집합체를 지휘하는 시도

와 노력으로 정의하 다.

한 GeorgeFredrickson은 그의 서 “행정의 정신(TheSpiritof

PublicAdministration)"에서 거버 스를 여러 조직들간의 네트워크로서

의 거버 스,다원주의의 이해요소로서의 거버 스,새로운 리과정으로

서의 거버 스,창조 인 조직개념으로서의 거버 스로 의미를 부여하

다.

이에 재까지 거버 스에 하여 정의되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종

합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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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개념 정의

WorldBank

(1992,1997)

․국정운 을 한정치 권력행상

․ 발 을 해 한 국가의 경제․사회 자원들을 리하는

권력행사의방식

Koomin&

Viet

(1993)

․거버 스를복합조직 는네트워크로부름

․ 공식 권 없이도 다양한 행 자들이 자율 으로 호혜 인

상호의존성에기반하여 력하도록하는제도 조종형태

Wamsley&

Dudley

(1995)

․ 신공공 리(NPM :NewPublicManagement)에 입각한 거

버 스개념에반

․ 거버 스는 경 으로 축소시킬 수 없는 개념이며,경제 합

리성보다는구성 합리성에기 해야함

Rhodes

(1997)

․ 거버 스는 최소국가론의 논리를 반 하는 정부개입의 축소,

민간 부분의 리개념을 공공부문에 용,공공부문에 이윤

개념을 내재화,시장의 경쟁원리를 구 하는 새로운 공공

리를 통해 효율 인 정부를 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사이버네틱스 체계,공공․민간 자원 사 조직 간의 자기

조직화네트워크등을포함

Resell

(1997)
․하나의사회나조직이스스로조정 는키를잡아가는과정

Stocker

(1997)

․ Governance개념은 government의 변화된 의미로 정부 심

의공 조직과사 조직의경계가무 지면서나타나는상

호 력 인조정양식

․ 상호의존성,자원의 교환,게임의 규칙과 국가로부터의 상당

한자율성을특징으로하는자기조직 인조직간네트워크

Jessop

(1992,2001)

․ 국가가 시장기제와는 분명히 별되는 시민사회 역 내에

존재하는자발 이고,자율 이며,자기조직 인조정양식

․ 국가와 시장,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

작용과 력체계를구성하면서등장한조정양식

Pierre&

Peters

(2000)

․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주도의통제와 리에서 벗어나다양한

이해 계자가 주체 인 참여자로 의와 합의과정을 통하여

정책을결정하고집행해나가는사회 통치시스템

[표 2-1] 다양한 거버 스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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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개념 정의

Pierre

(2001)

․ 정책과정에서 과거처럼 료들에 의해 일방 이고 수직 으

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제도화된 정책커뮤니티

내의 이해 계자들(국가기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일반

시민,직능단체 등)을 정책결정과정에 실질 으로 참여시켜

서문제를해결하고책임지게하는공공의사결정의한형태

․ 공공의사결정이 다양한 수 (국가, 역,지역)에 있는 정책

네트워크내의여러행 주체들간의상호 계 속에서일어난

다는 을강조

Hooghes&

Marks

(2001)

․ 의사결정 역이 핵심 인 외기 의 범주를 넘어 민간부문

으로 확산되는 한편,공식 권한이 국가로부터 국가 인

기 에서부터국가하 단 정부로분산이심화되면서 나타

난새로운형태의통치체계

Rosenau

(2001)

․ 수요를창출하고,목표를 설정하며,정책을 추진하기 해 공

식․비공식조정기제를활용하는공공혹은민간집합체

OECD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을 해 민주 가치와 차,책

임성 있는 체계구축에 심,정부의 정당성과 책임성,인권

등과 같은 보편 이슈를 다루기 한 포 참여 는 권

한부여에 심

*출처 :이우종(2005:76)

4.거버 스 이론 모형

Peters& Pierre(2005,GoverningComplexSocieties)는 정부와 시민

과의 계를 심으로 다섯 가지 거버 스 모형을 제시하 다.정부와

시민과의 계에서 어느 쪽에 가 치가 있는지에 따라 국가통제모형,자

유민주주의모형,국가 심조합주의모형,사회 심조합주의모형,자기조정

네트워크모형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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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거버 스의 유형3)

Government Citizen

국가통제모형

자유민주주의

모형

국가 심

조합주의모형

사회 심

조합 심모형

자기조정

네트워크모형

열려있고

책임있는 정부

시민사회

의 그림 2-1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거버 스에서의 가 치에 따라

단계 으로 분류한 것으로 개개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

다.

첫째 국가통제모형은 정부가 모든 거버 스 측면에서 가장 요한 행

자이고,사회 행 자에 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 사회로부터의

향에서 자유로운 모형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모형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행 자들이 국가에 향

을 미치기 해 경쟁하지만 이들 최종 선택할 수 있는 정책 권리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형이다.

셋째 국가 심 조합주의모형은 국가가 정치과정의 심에 있지만,사

회 행 자들과 련되어 제도화되고 국가-사회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3)정용덕(2001). 국가와 행정학,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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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다.

넷째 사회 심 조합주의모형은 국정운 에 있어 다수의 사회 행

자들에 크게 의존하며.이에 따라 사회는 더 강력한 행 자가 되는 모형

이다.

다섯째 자기조정 네트워크모형은 순수 사회 심형 거버 스 모형으

로 개별 행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한 자기조정 거버 스를 창조하는

형태의 모형이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 의회’의 사례를 볼 때 설립 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정책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모형에 가깝게

출발하 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가 심 조합주의모형이나 사회

심조합주의모형에 가깝게 그 성격과 운 형태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 다.

[표 2-2]좋은 거버 스의 구성요소4)

구성요소 주 요 내 용

공 개 정책결정과정과 정부기 에 한 일반의 근성을
높이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것

참 여
참 여 정책과정의 사이클에 이해당사자들의
범 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기 에 한 신뢰
를 높일 것

책무성 책무성 정책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각 기 의 역할
을 명확히 규정할 것

효과성 효과성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가체계를 도입하
여 장의 수요에 부응할 것

일 성 일 성 정책내용과 집행내용 사이에 정합성이 있을 것

4)CommissionofEuropeanCommunities(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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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ler-Koch& Rittberger는 거버 스의 실천 ㆍ처방 성격을 강조

하며 거버 스 개념의 한 갈래로 ‘나쁜 거버 스’(badgovernance)의

척 에 있는 ‘좋은 거버 스’(goodgovernance)를 제시하 다.좋은 거버

스(goodgovernance)는 신공공 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국제연합(UN),국제통화기 (IMF)과 같은 기구에서 제3세계 국가의 정

부 신의 방향으로 선호한다.(Williams& Young,1994;Leftwich,1993)

의 표는 유럽연합의회에서 기 하고 있는 좋은 거버 스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한 세계은행(WorldBank)은 거버 스를 국가 내 권 (authority)가

행사되는 통(tradition)과 제도(institutions)로서 인정받기 해서는 첫

째,정부가 선출(selected), 찰(monitored),교체(replaced)되는 과정(the

process), 둘째, 질 높은 정책(sound policies)을 효과 으로 형성

(formulate)하고 집행(implement)하는 정부의 역량(thecapacity),셋째,

시민과 국가 간의 경제 ,사회 상호작용을 규정(govern)하는 제도에

한 시민(citizens)과 국가(thestate)의 존 (therespect)등 세 가지의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 다.

5.갈등 리와 거버 스

갈등 리는 갈등의 확 를 막고 갈등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으로서 갈등해소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갈등해결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본다(하혜 ,2007).

갈등 리(ConflictManagement)는 조직,사회,국가 간의 갈등을 효

과 으로 조율하여 소모 인 분쟁상황을 통제하고 리하며 갈등의 무

제한 표출을 방지하고 조직․사회․국가의 효율을 극 화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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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하혜 ,2007;강 진,2001).

한 유해운 외(1997)는 갈등 리를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갈

등의 순기능과 건설 측면을 진시키기 한 활동으로서 갈등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의도 ․계획 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

고 정의한다.

즉,갈등 리는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 화할 수

있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여 조직․사회․국가의 효율을 극 화하는 것

을 목 으로 하는 활동과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의 정부와 국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한 공공

리 시스템은 거버 스 과정에서의 정부-시민간의 력 계로 보아

야 한다.(하혜 ,2007)

공공갈등 리 방식은 통 방식과 체 방식,참여 방식으로 분

류된다. 통 방식은 주로 DAD방식5)에 의한 갈등 리를 말하여 체

방식은 문제해결, 상,제3자 개입과 같은 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은

주로 상, 재,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참여 방식을 정책의

상이며 주요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직 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통 방식의 문제 을 보완하고 갈등해소 수 을 높이기 해 사

회에서 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상,2002;하혜 ,2007;정다운,

2006).

공공갈등 리과정에서 시민참여는 갈등해소에 정 향을 수도

있지만 부정 향을 미칠 수도 있다.시민과 정부와의 지속 인 상호

작용을 통해 갈등 증폭을 방지하고 표출을 억제하는 사 근이 가능

하다는 정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

다는 에서 부정 향이 발생할 수 있다.

5)DAD방식 :일방 결정(Decide),발표(Announce),방어(Defence)



-21-

6.갈등 단계 이론

갈등의 개 과정에 한 이론 논의는 매우 많이 있어 왔다.

박홍엽 외(2006)는 갈등단계를 갈등생성 잠복기(Conflictgeneration

and latency),갈등 표면화기(conflict surfacing),갈등확 기(conflict

escalation),갈등완화(조정)기(conflict mitigation),갈등해소기(conflict

settlement)로 구분하 다.갈등생성 잠복기(Conflictgenerationand

latency)는 갈등이 표면화되기 이 단계로 갈등을 래할 수 있는 정책

이나 결정은 내려졌지만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반

와 반발 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갈등 표면화기(conflict

surfacing)는 드러나지 않던 갈등이 어떤 사건이나 정책발표로 드러나는

단계이다.이 시기는 일반 으로 정부의 입법 고 등 공식 발표 등 이

해당사자에게 향을 수 있는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진다. 갈등확

기(conflictescalation)는 안사항에 하여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고조

되며 갈등의 규모와 강도가 증폭되는 단계를 말한다.갈등 완화(조정)기

(conflictmitigation)는 이해당사자가 갈등 해소를 해 극 으로 행동

하는 단계로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한 이견 조정으로 갈등의 규모와 강도

가 완화된다.갈등해소기(conflictsettlement)는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양보,타 등으로 갈등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는 시기로 공식

인 약서,합의문 등 구체화되고 실증 인 성과물이 생성되는 시기이다.

Rummel(1993)은 갈등 개 단계를 잠재된 갈등,갈등의 발,세력 균

형화,세력 균형,균형의 괴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 다.

한 갈등 주기별 용가능한 해결기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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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갈등주기별 해결기제

갈등주기 특 징 갈등해결기제 갈등 리

갈등생성

잠복기

･갈등의 원인생성과

인큐베이션

･이해당사자 간의 긴

장 계 형성

･원인분석 통한 갈등

원인의진단과해소노력

･갈등 리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갈등 방

･갈등 향분석

･참여 의사

결정

갈등

표면화기

･갈 등 유 발 계 기 (a

triggering event)가

찰됨

･이해당사자의 명분

과 에 지 축 노

력 경주

･임기응변식 응 아닌

갈등원인에의 근필요

･이해 계자분석 통한

핵심이해 계자의

입장,이해 계 악

･의사소통 통로 확보

･갈등해결

･갈등조정

회의

･ 의체 방식

･당사자간

상방식

갈등

고조기

･갈등이 증폭되어 최

정 에 이르는 시기

･물리력을 동원한 집

단의견 표출행 가

찰됨

･사회 비용이 최

화되는 시기

･ 립 인 제3자의

개입과 조정

･win-lose방식 아닌

win-win 방식으로

의 근 필요

･의사소통 통로 유지

갈등

완화기

･갈등에 지가 차

감소하는 단계

･이견조정의 가능성

탐색 시기

･ 의 는 상에

의한 갈등 해결가능

성 확

･신뢰형성 유지

갈등

해결기

･이해당사자간의

의 는 상의 진

행

･갈등의 소멸 는 잠

복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

･ 의체 구성 운

규칙의 수

･ 상에 의한 의견차

이 해소

･합의문 작성과 합의

사항 이행 한 노력



-23-

7.갈등해결의 평가 기

시화지역에서의 갈등 리와 해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 에 한

이론 고찰을 하고자 한다.우선 갈등해결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하여야 하나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갈등 이해당사자별

로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갈등 해결로 이루고자 하는 목 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해결의 정도는 특정하기가 더욱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Moore(1996)는 갈등에 한 수많은 연구들이 갈등 해결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탐구하고 정의하는 시도를 하 지만 갈등해결의 성공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하 다고 하 다.즉 성공 인 갈등해

결 수 의 정성 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능동

인 갈등에 한 처와 리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혜 (2007)은 갈등해결의 성공여부와 수 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으

로 형평성,효율성 개념을 제시하 다.형평성(equity)으로는 균등한 배

분이 해결의 기 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하 는데 형평성과 련한 기

을 제 로 용하기 해서는 실에서의 갈등 당사자들의 경제 능력

차이와 정치․사회 요인들이 개입할 경우 제 로 된 용이 어려움을

지 하 다.효율성(effciency)기 으로는 갈등해결의 결과가 사회 인

부를 극 화하 는가를 용하 다.이 효율성은 갈등해결의 과정과 결

과 두 가지 모두에서의 사회 인 부의 극 화가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는

것으로 인시하 다.

다음은 갈등 연구에서 사용하는 요한 세부 평가기 에 하여 고찰하

여 보고자 한다.

Deutsch(1973)와 Ury,etal.(1988)은 갈등 연구에서 제시하는 갈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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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한 요한 평가기 은 수용성(acceptance),지속성(duration),변

화된 상호 계(changedrelationship)등을 들고 있다. 수용성은 해결내

용이 이해당사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야기한다.이해당사자들이 해

결책을 수용하는 것은 차의 공정성과 해결책의 내용에 불만이 없을 경

우이다(Ross,1993).지속성은 갈등해결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

한다.변화된 상호 계는 갈등해결 이후 이해당사자들간의 계가 개선

되었는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어(Moore)는 성공 인 갈등 해결 개념을 실증연구를 바탕으

로하여 제시하 다.무어는 성공 갈등해결을 단하기 해 결과와 과

정 모두를 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섯 가지로 나 었는데 결과

성공,정치 성공,이해 계 성공,책임 성공, 계 성공이 그

것이다(Moore,1996).

갈등에 한 합의가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인지는 쉽게

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한 평가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일치도

와 만족도 측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Gwartneyetal,2002).

의 갈등해결 정도를 측정하기 한 이론 논의를 정리하면 단기

으로는 갈등해결을 한 합의 해결안 도출 여부와 이에 한 이해당

사자의 수용성과 만족성을 용할 수 있으며, 기 으로는 이 합의안이

안정 으로 지속되느냐 여부를 용할 수 있고,마지막으로 장기 으로

는 이러한 갈등해결 지속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들간의 계가 개선되었

는지 여부가 그 단의 기 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화지속 의회가 갈등해소에 정 인 기여를 하 는

지 단하기 하여 의 이론 논의에서 제시한 단기, 기,장기

의 단기 을 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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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행연구 검토

1.갈등 리 수단으로서 거버 스에 한 연구

갈등 리의 수단으로 거버 스에 한 연구는 거버 스 는 력의

개념과 연계하여 참여 거버 스에 한 연구이다.

임정빈(2005)은 천안-아산 쓰 기 소각장 설치와 청주-청원 쓰 기 매

립장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지방정부간 갈등과 갈등 리 기제로서 거버

스를 분석하 다.분석결과 참여 거버 스는 참여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 하고 새로운 문제 해결 기제로 유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한

참여 거버 스는 정부의 수혜 보상의 산물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와

지방정부의 필요성이 결합된 산물임을 밝 내었다.따라서 비선호시설과

같은 부(negative)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공공시설과 련된 정책에서

주민참여 거버 스를 통한 한 보상이 갈등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주장한다.

정규호(2007)는 한탄강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심으로 정책갈등의

해결에 있어 합의형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의 요성을 주장하고 있

다.한탄강 건설과정에서 활용된 체 분쟁해결제도의 실패는 제도

자체의 문제 보다는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분석하여 시민참여의 요성을 언 하 다.

김도희,정 (2006)은 울산지역의 로컬 거버 스 성과와 그 한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입지 갈등을 해결하

는 주요 기제로서 주민배심원제의 성과에 해 논하고 있다.특히 갈등

환기에서 시민참여를 심으로 한 로컬 거버 스의 요성에 해 논



-26-

학자 분석내용 분석결과

임정빈

(2005)

쓰 기 매립장 사례를 비

교, 분석하여 지방정부간

갈등과 갈등 리 기제로서

주민 참여 거버 스 분석

․참여 거버 스는 참여자의

이해와 요구 반 ,새로운

문제해결 기제로서 유용함

․참여 거버 스는 주민의 요

구와 지방정부의 필요성이

결합된 산물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공공시설과 련된 정책에서

주민참여 거버 스를 통한

한 보상이 갈등을 해결

하는 바람직한 방법

정규호

(2007)

한탄강 건설을 둘러싼 갈

등의 리수단으로서 체

분쟁해결과정 분석

․시민참여의 요성

하며,시민참여가 갈등 해소에 정 향을 미치므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요성을 언 하 다.

이재 외(2007)는 지역환경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

화를 한 방안을 역설하 다.문헌조사,인터뷰조사를 통해 국내의 지역

환경계획 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 황을 살펴보고,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단기․ 기․장기 추진방안을 계획수립․집행․평가

환류과정에서 도출하 다.분석을 통해 시민참여가 공동체의식 뿐만

아니라 지역 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경쟁력 확보를 한 요한

참여수단임을 언 하고 있다.

[표 2-4]갈등 리 수단으로서 참여 거버 스 연구



-27-

학자 분석내용 분석결과

김도희 외

(2006)

울산북구 음식물자원화 시

설의 입지갈등 해결 기제

분석

․갈등 환기에 시민참여를

심으로 한 로컬 거버 스

가 요

․시민참여 효과성 극 화를

한 참여 제도 실효성 확보

요

이재 외

(2007)

지역 환경계획 추진과정의

단기․ 기․장기 추진방

안을 계획 수립․집행․평

가 환류과정에서 도출

․시민참여는 공동체의식과 지

역 책임성,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한 수단

2.시화지역개발사업에 한 연구

시화지역은 시화호 수질오염이라는 사회 으로 큰 심을 끈 환경문제

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이 시화지역개발사업과 시화지역 지속가능발

의회(이하 ‘시화지속 의회’)와 련한 공공갈등 리 사례에 한 연구

를 활발하게 진행하 다.

원 연,김선경(2004)은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작용

과 계를 정책네트워크의 에서 분석하 다.그는 시화지구개발사업

의 경우 경제기획원,건설교통부,농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 의해 거의 일

방 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철 하게 배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화지구개발사업은 사업 착수 이후 닥쳐올 결과와 기에

한 사 측이나 토론없이 일방 으로 추진되었다고 분석하 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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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사업

완료기

갈등표출

심화기

새로운

개발정책도입기

정책환경

․물 시설공

주의 개발

․경제개발 우선

논리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지자체의 실시

․NGO활동의 활

성화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환황해축을 기반

으로 한 신산업

지 조성(제4차

국토종합계획)

주요정책

행 자

․건교부, 경제기

획원, 농어 진

흥공사, 산업기

지개발공사 등의

앙정부기 과

그 산하기

․건교부, 수자원

공사,환경부,농

어 진흥공사,

농림수산부, 해

양수산부 등의

앙정부기 ,

지역주민

NGO,정치인

․건교부,수자원공

사,환경부,농업

기반공사,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앙정부기 ,경

기도와 련 기

지자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지역주민 NGO

정책행 자간

상호작용 계
․ 체로 력 계 ․ 체로 갈등 계

․NGO 지역주

민을 제외하고

체로 약한 갈

등 계

정책행 자간

연계구조
․폐쇄 ,수직 ․폐쇄 ,수직 ․개방 ,수평

리하여 사업 착수 이후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최종 물막이가 완료된 후

지역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 력

문제해결 방식이 도입되지 않고 심각한 갈등상황을 래하게 되었으며

각 시기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비교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2-5] 시기별 정책 네트워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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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사업

완료기

갈등표출

심화기

새로운

개발정책도입기

정책결정과

변화

․정부기 의 원안

로 진행

․NGO 등의 입장

소극 반

․NGO 입장안과

각 기 의 입장

안이 의

그는 이 연구에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입하여 동태 이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시화지구 개발과정에서의 이해 계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여

하여 향력을 행사하면서 역할을 수행하 는가를 분석하 으며,그 결

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와 정책합의를 도출하 다.

첫째,갈등표출 심화기에서는 NGO가 지역주민에게 시화호 개발과

련된 정보를 극 제공하고 이를 지역외부의 찰자들에게 홍보함으로

써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사회 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앙정부

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하 으며 소극 이나마 정부기 외 이해 계

자들의 입장이 반 되어 시화호개발정책에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요

성이 일부 수용되었다.개방 ,수평 연계구조를 형성한 새로운 개발정

책 도입기에서는 앙정부 련 지방정부가 진지한 고민하에 NGO등의

참여속에 개발정책이 수정되도록 하는 새로운 주민참여형 개발정책 수립이

이루어졌다.이러한 사항에서 지역주민을 개발사업의 트 로 인정하고 자

발 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심각한 갈등양상을 피할 수 있었다는 에

서 형국책사업에의 주민참여방안에 한 시사 을 보이고 있다.

둘째,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결과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

정책행 자들의 참여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책 안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네트워크의 형성가능성을 보여주었다.이러한 정책네트워크

를 통하여 무조건 인 반 를 주장하던 세력을 정부의 상 트 로 참

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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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연결고리조직(linking-pin organization)'으로서 NGO가 지역의

개발정책의 형태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연결고리조직은 개

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립을 완화시키고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정의 민주성과 차 합리성,정책의 집행 가능성

을 증 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는 이러한 에서 공공정책에서 이해 계자가 정책 수립단계에서부

터 정책감시자 역할보다는 안제시,조정자 등의 극 역할 수행을

통해 참여하여 이해 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정책 향력을 제

고하고 정책의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경환 외(2007)는 시화지속 의회 사례연구를 통해 신도시 계획의 새

로운 근방식으로 력 계획의 요성을 언 하 다.시화신도시 계

획과정에서 시화지속 의회 도입 후의 갈등 개 과정을 비교하여 시화

지속 의회의 성공요인으로 동등한 정보공유,동등한 의사결정권한,상호

학습과정을 언 하 다.하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합의를 이끌

어내는 원칙과 차 미비,법 장치 미비 등의 문제를 언 하며 력

계획 모델의 한계를 지 하고 있다.

홍성만,이종원(2009)은 시화호 개발과정에서 운 된 시화지속 의회

를 일종의 숙의기제로 간주하고, 규모 국책사업에서 합의형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숙의거버 스(deliberativegovernance)모델을 탐색하고 효

과 인 제도 설계를 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연구를 하

다.그는 본 연구에서 개발과 보존의 이슈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간 첨

한 갈등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합의형성 기제를 제도화해 나갔다는

에서 시화호 개발갈등사례가 유사한 갈등을 경험하 으나 그러하지 못했

던 새만 사업이나 동강 개발사업의 경험과 차별되는 특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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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한 이 연구에서 숙의거버 스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민

과 이 함께 정책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가에

큰 그림을 제시하 고,향후 개발과 보존 논리가 부딪치는 풀기 어려운

갈등 문제(wickedproblem)에서 정책이해당사자들이 합의형성에 효과

으로 도달하기 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거버 스가 작동되어야 하는가

에 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시사 을 가진다.숙의거버

스는 거버 스의 특징에 숙의라는 것이 추가된 것이지만 정책 역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가능성을 보여주며,무엇보다도 이러한 숙의거버

스의 경험은 정책발 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 다.

박태순은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의 표 인 사례로 시화지속 의회의

구성 운 사례에 한 평가에서 시화지속 의회가 해결해야 하는

표 인 과제로 시민 표성 확보와 시화지속 의회의 법제화 필요성을 언

하 다.

양성모(2007)6)는 시화지속 의회 운 사례 분석을 통하여 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합리 해결방안을 연구하 다.

그는 합리 갈등 해결을 해서는 ① 의체 참여자의 표성 확보와

의견수렴,②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결방안 모색,③ 앙정부 차원의

력방안 도출,④ 실행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시기에도 지속 으로 시화지역의 개발과 련한 갈등이

진행 이었으므로 이 지역의 갈등이 완 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힘들었

고,시화지속 의회 단일 사례만으로는 갈등 리방안을 일반화하기 어렵

6)양성모(2007). 규모 개발사업의 갈등해결방안에 한 연구(시화지역 개발사

업을 심으로),안양 학교 석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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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한계도 보 다.

3.선행연구의 시사 과 한계

갈등 리의 제도 장치로서 참여거버 스,환경거버 스,로컬거버

스 등 거버 스에 을 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갈등 리 수단으로서 참여 거버 스에 한 연구는 공통 으로

시민참여제도의 당 성을 언 하고 있다.참여 거버 스는 참여자의 이

해와 요구를 반 하므로 새로운 문제 해결 기제로 유용하다는 결론을 도

출하 으며,참여 거버 스는 단순한 정부의 수혜 보상의 결과물이

아닌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방정부의 필요성이 결합된 산물임을 주장하 다.

한,비선호시설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용되는 일반 인

분쟁해결제도의 실패는 제도 자체의 문제 보다는 시민참여 과정에서 참

여 차,정보공개,신뢰확보 등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 하

다.참여거버 스에 한 여러 가지 사례 연구와 이론 고찰이 진행되

어 왔지만 부분 갈등 리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성과 필요성을 연구

한 것이 부분으로 실증 인 갈등 리 거버 스 연구를 통해 지역의

안에 한 장기 이고 체계 으로 참여한 정책결정 주체로서의 거버 스

에 한 연구와 거버 스 기제가 갈등 리에 유효하게 용되기 한 요

인에 한 연구사례는 드물었으며,갈등 리 사례를 Deutsch(1973)와

Ury,etal.(1988)이 제시한 갈등해결에 한 요한 평가기 인 수용성

(acceptance),지속성(duration),변화된 상호 계(changed relationship)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사례 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시화지역개발사업과 시화지속 의회에 하여 연구한 사례를

검토하 으나 시화지속 의회에 한 사례연구는 시화지속 의회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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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갈등 리 기제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시화지속 의회의 성

공요인과 한계를 동시에 언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화지속 의회를 거버 스 에서 연구 분석한 사례는 홍

성만,이종원(2009)의 연구로서 이들은 시화지속 의회를 숙의 거버 스

로 보고 이 에서 시화지속 의회의 사례를 연구하 다.하지만 타

연구사례들에서는 부분 시화지속 의회를 단순한 갈등 리 의기구의

한 형태로 보고 분석,평가는 실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화지속 의회라는 갈등 리 기제의 거버 스

인 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당사자,상호작용,합의 안 등을 분

석하여 보고 갈등해결의 내용을 단기, 기,장기로 구분하여 합의내용의

수용성,지속성과 이해당사자의 계변화를 분석하여 시화지속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리 기제로서의 성패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시화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

을 리한 기제로 용된 시화지역지속가능발 의회의 사례를 분석하

기 하여 우선 이해당사자들간의 정치 상호작용과 이해당사자들간의

권력 계 등을 거버 스 제도 에서 악하고 시화지속 의회가 시

화지역의 갈등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 단기, 기,장기 인

에서 갈등해결 내용을 평가하여 거버 스가 갈등 리 기제로서 효율 으

로 작용하기 한 요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34-

1.거버 스 제도 측면

1)정책의제

참여 거버 스에 한 여러 가지 연구사례와 이론 고찰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분의 연구가 시민참여의 요성과 필요성에 한 것이었으며

시화지속 의회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한 안에 하여 장기 이고 체계

으로 참여한 정책결정 과정을 실증 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2001년 정부는 시화지역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제원 마련과 수도권

지역의 부족한 산업단지를 공 한다는 목 으로 시화호 북측간석지(시화

MTV)를 개발하고자 하 으며,정부의 발표 이후 2007년까지 약 6년간

장기간에 걸쳐 시화호를 둘러싼 당시의 시 환경,이해당사자의 입장

차 등에서 유발된 갈등은 단기 으로는 시화지속 의회의 기 구성단계

에서부터 장기 으로는 정책집행과 지속성 차원에서의 분석에 있어 요

한 고찰 상이 될 것이다.

2)정책 당사자

시화지역의 개발사업은 시화방조제와 시화1단계사업을 시행할 당시만

하여도 정부의 일방 인 정책집행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지역주

민과의 갈등은 사업시행에서 수반되는 보상문제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화방조제 끝막이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시화호 수질오염문제와

시화공단의 입주공장에서 배출된 기오염물질로 인한 악취문제 등 환경

문제가 사회 인 이슈가 되면서 시화지역의 추가 인 개발을 둘러싼 갈

등은 단순한 보상의 정성이 아닌 환경 인 문제가 주요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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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정책당사자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YMCA등 지

역의 시민단체,시흥시․안산시․화성시 등 자치단체 등으로 그 범 가

확 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당사자들은 정책 인 이슈가 발생하기 이

단계에서부터 정책집행이 되고 있는 최근까지 시화지속 의회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책에 반 하고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상호 작용

공공갈등 리에서 주민의 참여는 보다 성공 인 갈등해소에 일반 으

로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가 있어 왔다.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직․간 으로 정책에 반 되어야만 갈등해소가 용이하

기 때문이다.시화지속 의회는 이러한 주민의 의사를 의할 수 있는

여러 시민단체가 범 하게 참여하면서 안에 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거쳐 주민의사를 반 하게 된다.물론 정부,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

측도 극단 인 갈등의 양태를 벗어나 합리 인 논의의 장에서 정책을 논

의할 수 있다는 에서 시화지속 의의 구성과 운 에 호의 인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시화지속 의회 내에서 단기 으로는 정책을 심으로 한 립 인

계에서 기에는 숙의 형태의 학습과 끝장토론,정보공유 등 다양한 상

호작용은 극단 인 결국면으로 진 될 수 있었던 여러 갈등상황을 시

화지속 의회라는 제도 인 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 다는 에서

갈등 리의 성패에 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4)합의 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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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정부의 시화호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발표로 유발된 시화지역의

갈등은 단기 으로는 시화MTV사업의 구체 인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본격 으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었다.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시화

MTV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기 으로 시화지속 의회라는 거버 스

내에서 해결하면서 도출하여 낸 결론은 갈등 리의 결과를 분석하는 데

주요한 상이 될 것이다.

2.갈등해결의 내용 측면

1)합의내용의 수용성

Deutsch(1973)와 Ury,etal.(1998)이 갈등연구에서 제시한 갈등해결

을 평가하는 요한 기 하나는 수용성(acceptance)이다.수용성은

해결내용이 이해당사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며 이해당사자가 합

의된 결론을 수용하는 경우는 합의 차의 공정성과 합의된 내용에 불만

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한다(Ross,1993).갈등해결을 단할 수 있는 단

기 인 평가는 갈등해결을 한 합의 해결안 도출 여부와 이에 한

이해당사자의 수용성과 만족성을 통하여 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갈등에 한 합의가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인지 단

이 쉽지 않으므로 갈등해결에 한 평가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일치도 등

을 통하여 단할 수 있다(Moore,1996)

2)합의내용의 지속성

지속성(duration)은 갈등의 해결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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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합의안이 안정 으로 지속되느냐 여부가 갈등해결의 수 을 기

인 에서 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이것은 합의내용이 제

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아니면 합의내용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심각하

게 훼손되거나 거부되어 기되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이해당사자 계변화

이해당사자 계변화는 갈등해결 이후 이해당사자들간의 계가 개선

되었는지를 의미한다.갈등해결 이후 상호 계가 호 되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의 여부는 갈등해결이 이해당사자들에게 장기 으로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단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단기

인 합의내용 수용성, 기 인 합의내용 지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수용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갈등해결내용은 이해당사자의 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3.연구의 분석틀

이상에서 시화지속 의회의 시화지구개발사업과 련한 갈등 리의 거

버 스제도 인 분석과 갈등해결내용 분석을 통한 갈등해결을 한 안

을 도출하기 해 분석범주와 이론 논의를 구체화하 다.이러한 갈등

해결을 한 안을 보다 총체 으로 악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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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기 기 장기

거버 스

제도

분석

정책의제 ○ ○ ○

정책당사자 ○ ○ ○

상호작용 ○ ○

합의, 안 ○ ○

갈등해결 수 분석
합의, 안

수용성

합의안

지속성

정책당사자

계변화

[그림 2-2]연구의 분석틀

거

버

스

기

제

운

갈등 해결을 한 안

갈등 과정에서의 시화지속가능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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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시화지역 갈등사례 분석

제 1 시화지역개발사업 갈등 구조와 맥락

1.시화지역개발사업의 구조

시화지역(반월특수지역)이란 의 그림에서 보는 보와 같이 시화방조

제 축조로 형성된 시화호를 심으로 북쪽에 치한 안산시,시흥시와

동쪽과 남쪽에 치한 화성시 일 를 일컬으며,시흥과 화성의 앞 자

를 따서 시화지역이라 부르게 되었다.시화지역은 서울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에 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동고속도로가 인 하여

통과하며 수도권 철 등이 안산,시흥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인 라가 비

교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수도권내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 하는 것

을 주목 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서울시내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던 소규모 산업시설들을 수

도권 외곽으로 이 하고 집단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하여 1977년부터

시화지역에 반월공단,시화공단 등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정

부는 이러한 시화지역의 체계 인 개발을 하여 안산,시흥,화성 지역

을 포함하는 한 지역을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제39조에 의

거하여 ‘반월특수지역7)’으로 지정하여 리하여 왔는데 1998년에는 시화

7)특수지역이란 산업과 인구의 합리 배치 는 국가의 특별한 경제 ․사회

목 을 달성하기 해 포 계획에 따라 체계 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을 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산업입지 개발

에 한법률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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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변 간석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시화지구의 규모가 크게 확

되었다.따라서 시화지역의 공식 인 명칭은 ‘반월특수지역’이다.

[그림 3-1]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황도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은 크게 안산신도시건설 1,2단계사업,시화방조

제건설사업,시화1단계사업,시화멀티테크노밸리(Multi-Techno Valley,

MTV,시화호 북측간석지)사업,송산그린시티사업(SGC,시화호 남측간

석지),시화조력발 소사업 등으로 나 수 있다.그리고 시화호 남측간

석지 1,100백만평은 농어 공사에서 규모 농공단지 농업용지인

송단지로 개발 에 있다.이 안산신도시건설 1,2단계사업과 시화방조

제건설사업,시화1단계사업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시화MTV사

업과 송산그린시티사업 등은 재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이다.

반월특수지역 내의 사업구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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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크게 시화지역개발사업과 안산신도시조성사업으로 나 수

있으며,8개 소단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2] 반월특수지역내 개발사업 구성 황

안산 1단계 조성

안산신도시조성사업

안산 2단계 조성

시화방조제 건설

시화공단 조성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화공단배후주거지 조성

시화지역개발사업 시화 MTV조성

송산그린시티 조성

시화조력발 소 건설

반월특수지역 내 개발사업 안산신도시 1,2단계 조성사업, 시화방

조제 건설사업,시화공단 조성사업,배후주거지 조성사업, 시화조력발

소 건설사업은 성공 으로 마무리되고,시화MTV 조성사업과 송산그린

시티 조성사업은 재 건설공사가 진행 에 있으며,반월특수지역 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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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 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반월특수지역 내 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면 총 사업비 비고

안산신도시 조성사업

∘안산 1단계 ’77～ ’93 49.75㎢ 6,551억원 공

∘안산 2단계 ’92～ 09’ 9.47㎢ 16,939억원 공

시화지역개발사업

∘시화공단
’86～ ’10

16.46㎢
1조 4,579억원

공

∘배후주거지 8.06㎢ 공

∘시화호 방조제 ’87～ ’94 12.60㎞ 6,230억원 공

∘시화호 조력발 소 건설 ’03～ ’11 254㎿ 3,551억원 공

∘시화 MTV조성사업 ’02～ ’16 9.26㎢ 3조 5,221억원 추진

∘송산그린시티 조성 ’07～ ’22 55.82㎢ 9조 4,050억원 추진

가.안산신도시 1,2단계 조성사업

1960년 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서울은 폭발 인 성장

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 을 야기하 다.정부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하여 개발제한구역 설정,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시행,국토이용 리

법 제정,지방산업단지 건설 등 많은 책을 마련하 다.하지만 이러한

책이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 으며 보다 근본 인

책 마련이 시 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정책수단을

책으로 마련하 다.

이에 안산신도시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산재한 소규모 공장의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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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분산,주택난 해소라는 복합 인 정책목 으로 추진되었다.

안산신도시 1단계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 최 로 계획되고

건설된 신도시로서 1977년 3월 착수된 이후 1993년 11월 공되었으며,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은 1992년 8월에 착수되어 2009년말 공되었다.

안산신도시 건설사업은 197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2년간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재 약 75만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약 5,064개의 공장이

입주하고 있다.8)

나.시화방조제건설사업,시화공단과 배후주거지 건설사업

시화방조제건설사업과 시화1단계사업은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동건

설장비 활용,고용증 와 경기부양,국토확장 등 국내 경기의 진작과 수

도권 인구분산을 해 시행되었다.

시화방조제는 172㎢(5,200만평)의 국토확장과 부도,선감도,탄도 등

도서지역 연결을 통한 육지화를 목 으로 5개 방조제(시화1,시화2,

선,불도,탄도)12km를 축조하여,내측에 생성되는 간석지는 농업 도

시용지로 개발하고,내측의 호수(시화호)는 담수화하여 농업용수로 사용

하도록 계획하 다.시화방조제가 축조됨으로서 부도,선감도,불도,형

도,어도,음도 등 7개 도서가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해안선을 단축시킴으

로써 도서주민들의 생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해 조 의 향을 최

소화함으로서 방조제 내측 단지개발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많은 사회 ,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갯벌 훼손에 따른 맨손어업 피해,수산

물 감소,시화호소수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 등 부정 인 효과도 나타났

8) 한국산업단지공단(http://www.e-cluster.net/new_app/indust/condition/danji_

info_down.jsp)산업단지정보(2011)



-44-

다.이러한 부정 효과는 향후 시화지역의 갈등을 폭증하게 하는 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화공단과 배후주거지 조성사업은 당 증하는 수도권 산업용지 수

요와 수도권 내 공장이 등을 목 으로 공업용지와 공업용지로만 게

획되어 있던 것을 1989년 1월 정부의 수도권 인구 산업유입 억제정책

이 발표됨에 따라 공업용지가 배후주거지로 변경되어 산업단지와 주거

단지가 복합된 단지로 개발되었다.

이 배후주거지는 향후 시화공단의 입주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과 악취

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발생하여 시화MTV사업의 주요 갈등요

인이었던 시화지역 환경개선 책을 수립하게 만든 큰 요인으로 작용하

다.

다.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사업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시행 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 MTV)사업

은 시화지역 환경개선과 기존 공단의 지원기능 보완을 해 환경친화

인 첨단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재 사업 시행 면 은 295만

평이다.사업의 목 은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 기반산업을 심으로 지

원 여가기능이 조화된 첨단복합단지 조성,수도권 소기업의 계획입

지 공간 제공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 경제활성화

도모,시화호의 안정 인 수질확보로 환경자원 이용도 제고 등이 있다.

주요 유치업종은 IT산업,첨단기계,신소재,벤처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이

며,사업비는 3조 5,221억원,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걸쳐 수행되는 규모 국책사업이다.시화MTV사업은 최 계획 수립시

317만평 규모로 시작되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극심한 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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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280만평의 사업규모에 찬반측

이 합의하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2011년 10월 시화폐기물매립

장지역을 사업구역에 반 하면서 재의 295만평 사업규모를 이루게 된

다.주요 토지이용계획은 첨단산업용지 2.293㎢(23.5%),지원시설용지 0.4

㎢(4.1%),유통용지 0.337㎢(3.5%),학교용지 0.354(3.6%),상업시설용지

0.876㎢(9.0%),주거용지 0.137㎢(1.4%),공공용지 5.363㎢(54.9%)로 구성

되어 있다.

라.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

시화호 남측간석지에 조성되는 송산그린시티사업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

라 부족이 상되는 수도권의 ․ 공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면 은 55.82㎢(1,689만평)에 이른다.

시화호 남측간석지는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완공으로 생성된 간석지를

1998년 11월 반월특수지역으로 편입 고시하여 시화지역에 포함되었으며,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 시화호와 주변 간석지 등 시화지구에 한 장기

이고 종합 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지 되면서 2000년 9월 정부(국

토해양부)에서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

다.그러나 시화지속 의회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NGO는 시화호 남측간

석지의 환경보 과 친환경 개발방안을 논의한 결과 송산그린시티의 개

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되기에 이른다.이후 2009년 6월 개발

계획 고시와 2011년 10월 실시계획 고시 등을 거쳐 2011년 11월 공사를

착수하 다.

송산그린시티사업의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이며,

주요 도입기능은 ․ 져․휴양을 핵심으로 하여 산업고도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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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교육 기능,의무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15

만명이다. 한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5,848㎢(10.48%),상업․업무용

지 1.261㎢(2.26%),학술연구용지 2.3361㎢(4.19%),산업용지 0.501㎢

(0.9%), ․ 용지 9.401㎢(16.84%),공공용지 36.469㎢(65.33%)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 으로 건 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즉

시화호를 하고 있는 잇 을 활용한 친수 공간을 계획하고 인천국제

공항과 서울에 인 하여 있다는 지리 잇 을 활용하여 세계 인 테마

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입지하여 이를 심으로 한 미래 지향 인

․ 도시를 조성하고,생태환경을 최우선 으로 고려함으로써 사

계 언제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내륙

형 도시와 차별화되는 수상해양도시 조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9)

마.시화조력발 소 건설사업

시화조력발 소는 정부의 신재생에 지 확 정책 기조를 실행하고 조

력발 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기 해 2002년 12월

에 시화호 종합 리계획에 반 되어 2004년부터 공사를 실시한 사업으로

2011년 공사를 완료하여 2011년 9월 상업발 을 실시하 다.총 사업비

는 3,551억원이며,시설용량은 수차 10기를 통해 254천kw의 기를 생산

하며 연간 발 량은 552백만kwh로 랑스의 랑스 조력발 소보다 큰

존 세계 최 용량의 조력발 소로 건설되었다.시화조력발 소 건설사업

은 국가 체에 지 공 뿐만 아니라 시화지역의 새로운 볼거리로서 자

리매김하여 지역의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다.

9)한국수자원공사,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계획 변경(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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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화지역개발사업 련 갈등의 맥락

2010년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약 13,500개10)의 공장이 입주하여

13,103개가 가동 에 있으며 이 상당수가 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

질을 배출하는 업체이다.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주로 화학약품과 염색,

속제조 업체로서 업종의 특성상 세한 사업규모로 인하여 오염물질

감 제거장치에 한 시설투자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 업

체들의 공단 입주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물

질의 배출을 기에 방하지 못하 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시화호와 시

화호 주변의 수질 기오염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

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1994년 시화방조제의 최종 끝막이가 이루어진

이후 시화호의 수질은 격하게 악화되었으며 1996년 4월의 시화호는 농

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한 수질인 COD 20ppm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

각한 수 으로 수질 오염상태가 심화되었다.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오염

문제가 언론에 서특필되며 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표

인 사례로 낙인됨에 따라 시화호의 수질오염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

기 해 ‘시화호 수질개선 책’을 1996년 세우게 된다.

정부의 시화호 수질개선 책에는 시화호로의 해수유통과 오폐수정화시설

증설 등 많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계획에 한

불신으로 개발계획을 반 하며 정부의 계획을 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

으로 표명하 다.

이에 감사원은 1999년 12월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종합 이고

10)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정보서비스에서 발췌(2010.9월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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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인 계획을 사 에 수립할 것을 요구하 으며,건설교통부는 시화

호와 주변지역에 하여 종합 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하여 범정부차

원의 시화지구정책 의회11)를 구성하게 된다.이 의회는 국토연구원

등 6개 정부 출연 연구기 으로 하여 시화지구의 종합 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발주하며 그 성과물인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

을 작성하여 이의 발표를 해 2003년 12월 주민공청회 개최를 시도하게

된다.

기존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제 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개발방안의 발표는 지역 내의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화호연

회의12)’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본격 인 갈등을 야기하기

에 충분하 다.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시화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시화호의 수질오염문제와 시화․반월공

단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기오염 물질로 인한 육체 ,정신 고통을

호소하며 이러한 문제 의 개선을 간 하게 호소하고 있었다.정부와 수

자원공사,지자체는 이러한 문제 에 한 근본 인 책이나 안을 마

련하지 못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 등 단기 인 미 책을 수립하는

11)정부는 2000년 9월 19일 시화호 주변 간석지에 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인 활용방향을 수립하기 해 건설교통부,농림부,산업자원부,해양

수산부,환경부,문화재청,경기도,안산시,화성시,시흥시,수자원공사,농업

기반공사 등 12개 정부기 과 지자체로 구성된 '시화지구 정책 의회'를 구

성한다.

12)‘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 회의’,1999년 3월

출범,시흥․안산․화성지역 환경운동연합과 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

성되어 출범하 으며,시화호를 둘러싼 안에 한 시민운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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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서 이러한 주민불만을 처리하 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

데 정부가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안)’을 발표하자 정부의 개발안이 시화호와 주변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

하지 않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개발안’이라고 규정하여 강력하게 반

발하게 된다.이러한 지역주민의 반발은 지역의 언론 등을 통하여 크게

부각되며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도 제 로 수렴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 으며,추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오염은 더욱 악화될 것이

라며 시화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반 하는 세력을 결속하게 만드는 주요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추가개발 반 여론과 환경오염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에 힘입어 지역 환경운동연합,YMCA,YWCA,경실련 등 여러 시

민단체는 시화호연 회의를 통하여 2003년 12월 15일 국회 환경경제연

구회와 공동으로 주 한 시화호 정책토론회에서 문가 지역주민의

문제제기를 청취하고 2003년 12월 12일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한 ‘시화지

구 장기종합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최 안으

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 다.그리고 기존의 시화호와 주변지역에

서 추진하고 있던 환경오염개선 책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환경개선이 이

루어진 후 추가 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

이 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존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에

한 책 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추가 인 개발을 거

부하 으며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한 종합 책 재원을

마련하기 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 다.

이러한 시화호 북측간석지(시화MTV사업)의 추가개발을 추진하려던

정부측과 시화호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지역주

민,시민환경단체간의 시화MTV사업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의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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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단계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갈등 단계

시화지역 갈등이 가시화된 것은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물막이공사 완

공 이후이다.물막이 이후 시화호는 유수소통이 정지된 상태에서 안산,

시흥,화성시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받아들이기만 하 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화호 수질은 격하게 오염되었다.이러한 시화호

수질문제가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고 사회 으로 큰 이슈가 되었

을 때 정부는 우선 시화호의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하 으며

1996년 7월에는 ‘시화호 수질개선종합 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기에 이른

다.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화호에서는 물고기

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

작하 고 정부는 1997년 3월 시화호의 농업용수 이용을 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시키기에 이른다.이러한 정부의 일 성 없고 신뢰

성을 주지 못하는 정책 집행은 주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에게 상당한

불신을 주게 된다.

갈등의 상승기

이러한 불신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가 되

고 있음에도 계속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간다.이에 시화호의

주변지역 3개 시군의 시민사회단체는 1999년 3월 ‘희망의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 회의’를 만들어 체계 이고 조직 으로 시화

호와 주변지역 개발 반 운동을 개하기 시작하 으며 시화호 산낭비

문제,남북측간석지( 재 시화MTV사업과 송산그린시티사업)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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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캠페인 등 활발한 반 활동을 개하며 갈등의 정도를 높여나가게

된다.

갈등의 기국면

정부가 반월․시화지역의 기오염을 이기 한 용역결과를 발표하

는 등 장기 인 책을 수립하는 듯이 보 지만 시화호연 회의는 시화

지구장기종합계획(안)에 해 극렬하게 반 하는 등 시화호와 주변지역

과 련한 정부의 정책에 한 불신과 반발을 표출하 다.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어떤 계획과 책에도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에

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고 집단 인 반발을 표출하 다.그 결과 정부가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안)을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취합하려

고 하 으나 시화호연 회의의 반 로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갈등 조정기

시화지역의 환경오염 개선과 정부의 개발계획과 련한 갈등은 정부,

지자체,시민단체,지역 표 등으로 구성된 ‘시화지역지속가능발 의회’

라는 의기구를 구성하여 쟁 사항을 논의하면서 서서히 해소될 수 있

었다.

당 정부는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안)을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의

견을 취합하려고 하 으나 시화호연 회의의 반 로 공청회가 무산되었

으며,이에 정부는 시민단체에게 공동으로 상설 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른다.이러한 정부의 제안에 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문가 참여 보장,만장일치에 의한 합의 등을 의회 구성의

제조건으로 제시하 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시화지속가능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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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하 시화지속 의회)’라는 민 의체가 발족하게 된다.

시화지속 의회가 발족된 후 시화지속 의회는 반월․시화공단의 기

오염을 개선하기 한 안을 제시하고 공해 오염 배출업체에 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의 공동노력을 경주하 으며,시화호 북

측간석지(시화 MTV)개발의 타당성 조사용역과 정 개발규모에 한

검증 이후 개발계획을 승인한다는 조건부로 시화 MTV 련 환경 향

평가에 동의하 다.

갈등 해결기

시화지속 의회를 통하여 시화MTV사업 환경 항평가 동의 이후

2006년 6월 시화 MTV 개발규모 검증용역에서 개발규모를 당 317만

평에서 280만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시화지속

의회는 그 결과를 수용하게 되며 이 합의를 통하여 시화 MTV사업계

획은 280만평으로 최종 결정되기에 이른다.이후 2007년 8월 시화 MTV

사업은 공사를 착수하 으며 이후 시화호 남측 간석지(송산그린시티)에

한 개발계획에도 합의하기에 이른다.

시화지속 의회는 2004년부터 비공식 민 의체 형태로 운 되어 오

다가 2008년 4월에는 「공공기 의 갈등 방과 해결에 한 규정」에 따

라 법정기구화되었으며 재까지 시화지역내 토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안문제에 하여 지속 으로 숙의하고 학습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제2 .시화 MTV사업 련 갈등사례 분석

1.시화지역 지속가능발 의회 구성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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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 구성

시화지역의 개발과 환경보 을 둘러싼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정

부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즉 양측 모두 극단 인 립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갈등해소의 단 가 마련되었다.시화지

역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오염 감 등을 한 책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 하 지만 정부 책에 한 지역주민들의 불신

으로 번번이 사업계획 수립이 무산되자 지 까지의 사업 수행 방식으로

는 더 이상 사업 진척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지역 주민들

한 정부의 개발사업을 근거나 논리없이 극단 으로 반 만 해서는 갈등

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환경 으로나

재산상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서서히 인

식하게 되었다.이러한 서로의 입장에 한 이해와 변화로 정부와 지역

주민 양측은 시화지속 의회 구성에 합의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앞서 언

한 시화지속 의회 구성의 몇 가지 제조건을 제시하 고 정부도 이

를 극 수용하면서 시화지속 의회 발족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주민들은 첫째,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문가를 수용할 것,둘째,의사

결정을 다수결이 아닌 충분한 토론을 통해 원합의 형식으로 도출할

것,셋째,논의된 사항과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하 고 정부측은 이를 극 수용하 다.

이러한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합의 후 정부는 지역의 자치단체,시민단

체, 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 의회를 2004년 1월

16일 구성하 고 이를 운 할 운 세칙을 마련하는데 합의하 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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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 합의 결과에 따라 시화지속 의회 제2차 회의는 2004년 1월 30

일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최되었으며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산업자

원부,경인지방환경청 등 앙정부 부처와 경기도,화성시,안산시,시흥

시 등 지방자치단체 표와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표 등 20명이 참석하

여 시화지속 의회 운 세칙을 마련하게 되는데 운 세칙에는 시화지속

의회의 설립목 과 원임명방식, 원장 선출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

으며 상지역을 시화호 주변지역으로 국한하고 운 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규정하게 된다.그리고 개발계획분과,수질생태

분과, 기분과 3개 분과의 분과 원장과 간사를 확정하게 된다.

이 회의를 통해 이 규정되어 있으며 설립 기의 원장은 정부측 표

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하지만 2005년 3월부터는 정

부와 민간에서 각각 1인씩의 표를 추천하여 공동 원장을 맡도록 하

으며 회의 주 한 민간측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시화지속 의회는 설립시부터 2008년까지 개발계획분과, 기분과,수

질생태분과 등 3개 문분과로 나 어 사안을 논의하 으며,각 분과

원장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문가가 분과 원장을 맡았고 정부측 인사

가 간사를 맡아 의회를 운 하 다.즉 시민단체 인사들이 단순히 구

색을 맞추기 한 참여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최정 에서 의사결정의 모

든 과정을 조정하며 정책결정과 수행에 참여하 던 것이다.

정부는 약 4년간 운 되어 온 시화지속 의회를 2008년 4월 국토해양

부 훈령(제2008-43호)에 근거하여 공식기구로 재발족을 시키게 된다.

원장은 과 같이 공동 원장을 두지만 하부 분과는 도시계획분과,환경

개선분과(수질․생태소 , 기개선소 ),특별 원회의 3개 분과로 변경

하여 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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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시화지속 의회 조직도

2)시화지속 의회의 특징

시화지속 의회의 발족과 운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시민참여 사례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첫째,시화지속 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 계자가 범 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이다.즉 소

수의 제한된 이해 계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참여희망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다만 국 인 앙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지

역외의 시민단체가 아닌 지역내의 시민단체가 심이 되어 의회가 구

성되었는데 이 한 안문제들이 정치 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합

리 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요인 의 하나로 단된다.둘째,시화지속

의회가 그때그때 발생하는 안만을 해결하는 임시 인 기구가 아닌

장기 으로 상설화되었으며 결국 법정기구화 되었다는 이다.셋째,

체 원장 분과 원장 등 의사결정의 최정 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치하고 있다는 이다.시화지속 의회 기13)에는 정부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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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단독으로 원장직을 수행하 으나 2005년 1월 민 공동 원장 체

제로 환되었다.타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이는 시화지속 의회의 장

기 존립과 합의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 요인으로 보인다.넷째,충분

한 토론과 학습을 통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제로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합의가 장기화되거나 보다 문 인 지식이 필요할 때 시민단체

에서 추천하는 외부 문기 을 통하여 용역을 수행하 다는 이다.보

통 외부용역은 정부측에 우호 인 국책연구기 등이 수행하는 것이

례 으나 이러한 방식을 용하면서 안사항에 한 결론을 보다 객

이고 신뢰성있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던 것이다.

2.거버 스 제도 분석

2-1.정책 의제

시화지속 의회를 통해 다룬 시화호를 둘러싼 정책의제는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수없이 많은 수가 논의되었다.하지만 시화지속 의회를 구성․

운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시화지속 의회 활동을 통하여 가장 장기간

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되고 합의를 통하여 결정된 표 인 정책의제는

시화방조제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시화호 북측의 간석지(시화MTV)를 개

발할 것인지,아니면 그 로 보 하면서 환경을 지킬 것인지 하는 것이

었다.시민단체 등 개발을 반 하는 측은 방조제 공사로 형성된 북측간

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발계획이 오히려 시화지역의 환경생태

13)시화지속 의회는 2004년 1월 출범 당시에는 출범에 주도 인 역할을 담당

했던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이 단독으로 원장을 맡아 2005년 1월 공

동 원장 체제 수립시까지 단독 원장직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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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괴하고 오염을 더욱 가 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개발계획의 면

인 재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하며 갈등을 발시켰다.이러한 과정에서

시화지역의 갈등의 의제 첫째는 시화호 주변지역의 수질오염과 악취

를 개선하기 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개발행 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시화MTV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이후 추가 인 행정행 를

진행할 수 없었다.개발을 반 하는 측은 선 환경개선 후 개발을 주장하

며 개발계획의 면 지를 요구하 고 정부는 환경개선과 개발의 병행

추진 입장을 고수하 다.

둘째 의제는 시화호 북측간석지(시화MTV사업)개발의 사업규모 다.

2001년 정부의 최 개발계획은 체 면 317만평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하 으나 시민단체는 개발면 의 과도함으로 인한 갯벌 조류서식지

괴,시화호 수질오염 가 등 환경 괴를 주장하며 계획수립의 정성

에 한 검증을 한 사업 단을 요구하 다.이러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결국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고 북측간석지 개발계

획을 재검증하는 용역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 정부는 바닷

물이 드나들던 지역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바닷물을 빼내고 담수화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사 에 설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화호 수질은

속도로 악화되었다.즉 개발에만 을 맞추다 보니 생활하수,공장폐

수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시화호

오염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지역주민들은 죽어가는 시화호를 보며 분

노하 고 공단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로 인한 악취 등에 하여도

고통을 호소하 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 로 된 근본 인 책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후속 개발을 한 계획 수립에만 열을 올리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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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에 격렬하게 항하기에 이른다. 한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를

한 항구 인 책을 세우기보다는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고 깨끗

한 바닷물을 받아들여 호수를 정화하는 방식의 단기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책을 강구하 으나14)오히려 방조제 외부의 갯벌이 방류된 오염

물질로 인하여 오염되는 역효과를 래하기도 하 다.

한 시화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정부정책에 한 주민들의 불신

을 더욱 키운 원인이 되었다.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개발정책을 수립하

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폐쇄

이며 일방 으로 어붙인 결과 시화호의 환경재앙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시화호 주변 간석지 개발에 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제기하 다.이러한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시화지속 의회가

발족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보장되게 되었다.그동안 개발계획 수립과정

에서 개발사업에 한 타당성에 한 모든 정보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

으며 주민들에게는 계획수립이 완료된 이후 일방 으로 설명하거나 통보

하는 형식 인 차도 주민들의 불신을 가 시킨 하나의 큰 요인이었던

것이다.

갈등을 효율 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는 도 갈등을 심화

시킨 주요 요인이었다.정부가 갈등 발생 기나 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하 다면 주민들의 반 로 인하여 지연된

사업기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을 일 수 있었을 것이며 정부와 주

민들간의 불신 한 그 게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갈등이 발생한

14)정부는 ‘98년 12월 31일 시화2단계 지역의 간척농지 조성을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허가하면서 용수를 시화호가 아닌 탄도호 우정호의 물을 이

용할 계획을 발표하 고,2000년 12월 30일 환경부의 “시화호 수질개선

책’을 통하여 시화호의 해수화를 공식 으로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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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갈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를 가능한 포 으로 참여시키고 갈등을

해결해 수 있는 제도 인 장치가 갈등의 단계부터 해소될 때까지

의 과정에서 필요하며,특히 법률에 근거한 제도 장치의 필요성은 나

날이 높아지고 있다.

2-2.정책 당사자

시화MTV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둘러싼 정책당사자는 갈등의 기부

터 약 10년이 지난 재까지 정책의제의 논의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

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 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경기도,시흥시,안

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환경부 등 앙부처,그리고 시화지

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다.

시화MTV 사업 시행을 반 하는 입장은 안산YMCA,시흥YMCA,시

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안산경제정의실천연합회,안산녹색소

비자연 ,시화호연 회의,시흥시발 원회 등 수많은 지역 시민사회단

체를 심으로 표출되었으며,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의 당사자인 건설교통

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시화MTV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흥시와 안산시 등 지자체와 자치단체 의회는 MTV사업의 시

행 여부에는 다소 립 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 과거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감 등 사후 책임문제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 다.이들

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가 시화신도시와 안산신도시를 잘못 조성하여 지

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갈등을 일으킨 원인제공자라는 만을 강조

하며 수자원공사에게 갈등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수자

원공사의 후속 책만을 주장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한 이와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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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과 역상수도의 건설과 운 리를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 인 목 과 함께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목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공기 (공기업)으로,과거에 개발사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업에

한 지역주민들의 반 를 갈등 기에는 사업 기에 발생하는 의례 인

반 정도로 생각하 으나 이러한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 상했

던 것보다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늘어나는 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

게 되었고 사업수행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을 조속하게 해소하여

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시화MTV사업은 시화호 남측간석지(송산그린시티)의 개발을

한 교두보로서 이 사업의 착수 여부에 따라 송산그린시티사업의 착수 가

능성을 결정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의 환경문제와 추가개발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과 시화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사업계획의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득하도록 되어 있는

등을 감안할 때 건설교통부의 입장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

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정부측 부처 개발을 극 추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

었던 반면 환경부는 사업개시 환경 향평가를 주 하는 부서로서 지

역의 환경문제와 개발계획이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 양상에서 상당히

립 인 입장을 보 다.환경부가 정부 부처이지만 환경문제가 주요이슈

인 갈등에서 일방 으로 정부의 입장을 변하기는 어려웠으며,정부 부

처로서 정부의 계획에 반 만을 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던 환경부로서는 어 보면 당연한 입장이었을 것이다.이러한 입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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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사자 입 장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 조속하게 시화MTV사업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착공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화지역 환경개선 책

추진할 것을 주장

-지역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고유 책

임이지만 환경부의 의의견에 따라 기환경개

선비용은 출연,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환

경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환경부

-사업시행자 주 의 환경개선 책 수립과 환경

향평가 의내용에 반 할 것을 주장하며 환경

향평가 의를 지연시킴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지역주민의 여론에 편승하여 정부와 수자원공사

의 시화호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한 책임

문제를 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와 수자원공

사에서 이를 으로 해결하도록 요구

시민환경단체

-시화지역의 환경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개

발 불가하며 개선비용은 액 수공에서 부담

-환경개선비용을 고려하더라도 MTV사업 면 에

하여는 검증이 필요

로 인해 환경부는 20202년 1월부터 시작된 환경 향평가 의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2005년 6월에 가서야 마무리하게 된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시화MTV사업과 련한 주요 정책 당사자와

이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 시화MTV사업과 련한 정책당사자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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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시화호지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집단이 서로 자기의 입장

을 고수하면서 시화MTV사업은 개발계획 고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

연되게 되며,이러한 기국면을 타개하기 한 방안으로 정부측에서 시

화지속 의회의 구성을 제안하게 된다.

시화지속 의회의 태생을 한 기 논의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표하

여 논의에 참여한 시흥환경운동연합 표는 향후 시화지속 의회의 구

성,운 과 여러 가지 안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 인 역할과 비 을 차

지하며 시화지속 의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시화지속 의회라는 민 합동 거버 스의 정책당사자 가운데에서

주목하여야 할 한가지 특징은 시화지역에서의 정부 주도 정책집행에 반

입장을 가지고 있던 한국해양연구원의 련분야 박사,안산환경운동

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YMCA 등을 참여시켰다는 이다.이들은

정부의 시화지역 개발정책에 가장 극렬하게 항하며 활동하던 단체와

문가로서 이들을 의회 일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정부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험을 감안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시화지속 의회의 민간측 정책당사자가 가진 하나의 특징은 지역

주민을 표하는 인사가 국구 조직의 표가 아닌 지역을 심으로 하

는 단체의 표들로 구성되었다는 이다.시화지구개발사업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정책을 집행하는 국책사업의 성격

을 가지고 있고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 인 심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을 볼 때 민간측 앙단체가

개입할 조건과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하지만 시화지역이 시흥,

안산,화성시라는 3개 시에 국한되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되고 있고

1977년부터 25년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등 단편 인 사실만

으로 근하기에는 무나 많은 역사 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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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잘 변할 수 있는 인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표라는 을 요시하 다.이는 앙에서 활

동하는 시민단체가 지역의 안사항에 여하면 지역의 안을 깊이있고

실 으로 다루기 어렵고 지역 안 해결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 목

등 다른 이해 계를 목 으로 할 수 있다는 에 한 공감 에서 기인

한 것으로 단된다.그리고 시화지역에서의 환경운동은 과거 사패산터

공사. 월 건설공사,새만 간척사업,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과거부터 3개 지역의 시민단체가 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도 이러한 지역 심의 민간측 정책참여자를 지정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거버 스 기제 상호작용

2001년 8월 29일 시화MTV사업 개발계획이 고시 이후 지역 환경단체

와 지자체 등 개발 반 측은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환경문제에 한 인 책임을 지고 환경개선사업비 액을 부담하고

개발을 제로 하지 않는 환경개선 책 선시행을 요구하며 사업시행을

반 하고,정부는 추가 개발은 허용하되 지역의 환경문제는 범정부 차원

에서 앙정부인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주 이 되어 해결하자는 입장

을 지속 으로 주장하 다.

이러한 입장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공

사지연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각종 생산지연에 따른 국가 자치단체

의 간 인 경제 손실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측 입장을 변하고

있던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은 갈등상황 해소를 한 방안으로 지역

과 시민단체에 시화지역개발사업과 련된 모든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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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회 구성을 제안하 으며,이에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시흥

환경운동연합 공동 표를 심으로 한 주민 표들은 앞서 언 한 첫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문가를 수용할 것,둘째,의사결정을 다수결이 아

닌 충분한 토론을 통해 원합의 형식으로 도출할 것,셋째,논의된 사항

과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 등 3가지 사안을 정부측에서

수용할 것을 요구하 고 정부측은 이를 극 수용하면서 시화지속 의회

의 발족을 한 논의는 물살을 타기 시작하 다.

2004년 1월 16일 발족한 시화지속 의회는 기 1년간은 단독 원장체

제로 운 되었다. 원장직은 건설교통부의 신도시기획단장이 수행하

으며 매월 1회 의회와 분과 원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시화지속 의회의 체 인 구성과 운 원칙이 정해진 후 시화지속 의

회에서는 시화지구의 개발과 보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안들

이 논의되었다.

이 게 시화지속 의회가 발족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2004년 4월 23

일부터 24일까지에 걸쳐 이루어진 장기 집 토론에서 시화MTV사업의

개발방향에 한 어느 정도의 공감 가 형성되었다.이틀간의 집 토론

에서 시화MTV를 개발하기 해서는 시화지역의 기 수질개선에

한 보다 확실한 책수립과 비 제시가 제되어야 한다는 과 시화

지역에서의 산업, 용지에 한 추가 인 수요가 있으므로 시화

MTV의 개발 필요성에도 동의가 이루어졌다.그리고 시화지역 환경개선

책과 련하여 이미 조성되어 가동되고 있던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의

기오염유발업체에 한 수조사를 시행하고 공단 내에 치한 산업폐

기물소각시설을 매입,시흥시에 기부채납하여 공 화하며 기오염물질

배출공장의 시설개선을 한 지원,오수 로 오 합 시정 등 이미 확정

되어 있던 시화호 수질개선 책 이외에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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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그리고 2004년 5월 10일에는 정부측이 시화MTV사업 개발규모에

한 안을 제시하고 시민환경단체는 이에 한 검토 후 의견을 개진하기

로 합의를 이루게 된다.

2004년 6월 11일에는 시화MTV사업 개발방안에 하여 시민환경단체

의 내부의견을 차기분과회의까지 제시하도록 하고 시화반월공단의 환경

개선 책에 한 세부 검토 한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이후 2004년 11월 12일에는 시화MTV사업 개발규모를 수자원공사는

280만평,시민환경단체는 220만평으로 제시하게 된다.

이 게 2004년 1월부터의 논의를 통하여 시화지속 의회는 시화지구의

반 인 개발계획 방향과 세부 안에 한 공감 를 형성하게 되었

다.시화지속 의회를 통하여 논의된 시화MTV와 련한 주요 안을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로 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시화지역의 수질

기환경개선 책 수립 문제이며 두 번째는 시화MTV사업의 정 개발규

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 다.

이 문제들에 한 토론과 논의를 해서 시화지속 의회는 2004년 1월

16일 최 회의 이후부터 시화MTV사업 개발계획에 한 합의가 이루

어진 2007년 1월까지 3년간 21회의 체회의와 72회의 분과회의 등 총

93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 다.그리고 쟁 이 되는 사안에 하여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게 하 다.

쟁 사안에 해서는 시간 인 제약을 가하지 않고 충분한 학습과 연

수 등을 통해 련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문가 빙 세미나,강

연,선진지 견학 연수 등을 통하여 집 인 숙의과정을 거쳤다.이견

을 좁히기 어려운 문제를 논의할 때는 보다 집 인 토론을 하여 1박

2일간의 끝장토론 형식의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도출을 시도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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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

토의안건 정리

자유토론

논제 쟁 정리

분과모임

분과모임1 분과모임2 분과모임3

논의 논의 논의

결과정리 체회의 결과정리

아이디어회의

안창출

안선택성공 안선택실패

합의 미합의

회의내용 정리

회의 종료

끝장토론을 하여 원들은 안에 한 깊이있는 논의를 해 사 에

충분한 자료 등을 비하고 검하므로써 안에 한 보다 생산 이고

깊이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토론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이러한 박태순 외(2007)는 이

러한 집 토론 차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 는데 시화지속 의

회에서는 토의안건의 정리 후 분과별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 다시 체회

의에서 논의 후 안을 도출,합의 과정을 거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림 3-4] 시화지속 의회 집 토론 차15)

15)박태순 외(2007), 립과 갈등을 넘어 시화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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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찬반측 원 모두에게 생소한 문제에 해서는 공동학습을 극

으로 실시하 는데 주로 외부 문가를 통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이 공동학습을 통하여 찬반측 원들은

안을 보다 객 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

며 맹목 인 찬성과 반 만으로 립하던 갈등의 양상을 토론을 통한 합

리 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환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하게 되

었다.

시화지속 의회의 체회의와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모두 기록

으로 유지되고 녹취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하 다.모든 기록들은 원

회의 간사기 (수자원공사)에서 기록하여 원장과 각 원들에게 공람

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공개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해서는 이의제기와 정정요구가 가능하도록 하 다.이러한 기록의 유지

와 공개는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에 한 합리 이고 객 인

근거에 의한 의사 표 을 하도록 하는 순기능을 하 다.

장기간의 논의에도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에 해서는 련 분야의

문가 의견을 갈등을 조정하는데 이용하 다.그동안 타 갈등사례에서 보

면 찬반 양측 진 은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문가

를 추천하여 그들로 하여 찬반측의 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써 논의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시화지속 의회에

서는 정부측의 추천에 의한 문가 빙을 배제하고 시민단체 원들이

선호하는 문가를 선정하여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문가의 의견에

한 시민단체측의 합의안 수용도를 크게 높 다.

한 시화지속 의회의 논의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합의형태를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 방식으로 채택하 다는 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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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결 방식은 효율 이고 민주 인 의사 결정 방식이지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하여 소수가 이를 수

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 많은 단 과 맹

을 지닌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된다.이러한 사유로 시화지속 의회는

다수결 방식의 단 을 극복하고 합의사항의 수용성과 만족성,지속성을

극 화하기 하여 의사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학습과 숙의를

통하여 논의 참여자 원이 합의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라는 의사결정 방

식을 수용하게 된다.

이상의 시화지속 의회 내의 상호작용은 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한

논의에 기 하여 안을 심층 으로 토의하 으며, 요 안이나 이견이

큰 안에 한 숙의과정,끝장토론,기록유지 결과공개, 련 문가

활용,만장일치 형식의 합의제 등의 상호작용은 논의의 객 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4.합의 안

시화MTV사업의 개발규모에 한 합의는 2006년 6월 19일 개최된 시

화지속 의회 체회의에서 이루어졌다.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당 317

만평으로 계획되었던 개발 규모는 환경단체와 계 문가 의견,환경

향평가 의 결과 등을 반 하여 280만평으로 축소하기로 하 으며,당

입지 계획하 던 일반제조업종은 면 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공해배

출이 상 으로 은 첨단산업제조공장만을 입주시키기로 합의하 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도 27.5%16)로 기 비 2배 이상 확보하

16)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의

기 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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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개발에 의한 환경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하 다.시

화MTV사업 개발방향에 해서도 단순 산업단지가 아닌 첨단산업,연구

개발,지원,국제업무, ,상업기능을 골고루 갖춘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데도 합의하 다.

시화MTV의 개발규모에 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화지속

의회는 찬반측의 끈질긴 화와 논의를 통하여 정부측이 제시한 시화

MTV사업 규모 280만평의 정성을 검증하기 하여 민간측이 지정한

문기 을 통하여 용역17)을 실시하여 이를 수용하 고,시화호 수질개

선사업의 지속 인 추진과 시화․반월공단 기환경개선을 한 지원기

능 확보를 하여 친환경 인 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계획에 잠정 합의하

기에 이른다.시화지속 의회 내의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2007년

1월에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사 에 수렴하는 조건을 제로 하여 사업

계획을 확정,합의하게 되었으며,최 317만평으로 계획되었던 시화

MTV사업은 280만평으로 개발 규모가 조정되었고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계획 한 친환경복합도시건설을 목 으로 변경 고시되어 환경 향평가

의와 실시계획 고시 등을 거쳐 2007년 6월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1년 최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여론의 반 에 따라 좌 기에 놓여 있던 시화MTV사업은 약 6년간

의 긴 논의 과정 끝에 정상궤도에 올라서게 된다.

한 합의 내용의 이면에서 가장 인 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사업을 수행한 결과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개발이익 액을 시화지역의 수질과 기환경개선과 지역의

발 을 해 재투자하도록 한 합의 사항이다.당시에 산정한 상 개발

이익 은 약 4천 5백억원으로 시화지속 의회는 이 이익 을 시화지역의

17)“시화MTV개발규모 정성 검토용역”(2006), 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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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 기환경을 개선하는 기 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이 환경개선기 은 시화MTV를 개발하고자 하는 측

에게는 개발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명분을 제공하 고,개발을 반 하

는 측에게는 개발에 따른 지역의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을 제공받는 다는 에서 한 합의에 이르게 된 크나큰 명

분이 되었다.

이러한 에서 시화지역 환경개선기 조성에 한 사업시행자와 시민

단체간의 합의는 시화MTV사업 개발계획과 련한 여러 가지 합의(개발

규모,토지이용계획 등)를 이끌어 내는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갈등해결의 수

3-1.합의내용의 수용성

시화지속 의회의 운 형태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 하나는 시화지

속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정함에 있어 정부 혹은 시민단체 등

어느 한 측이 일방 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이다.정부 측과

시민단체 측이 사 논의를 거친 후 합의된 안건만을 회의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논의가 일방의 목 에 의해서 편향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

지하 다.이러한 사 에 안건에 한 합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측은

안건에 하여 사 학습과 자료 비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토론에 임할

수 있었으며 이는 논의를 보다 집 이고 심층 으로 하게 함으로써 회

의진행을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 다.그리고 이러한 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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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정부측 주도로 일방 안건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반 측이

의회 운 의 공정성에 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회의 안건에 해서는 분과 원회별로 보

다 문성있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공동학습,숙의와 이들을 통한 상

호학습, 문가 자문 등 복합 인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보다 건설 인

안들을 마련할 수 있었고,이 게 생성된 안에 하여 형성된 합의

는 참여 이해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수용성을 발휘할 수 밖에 없었다.

한 시화지속 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할 때 주목하여야 할 큰 특징

하나는 최 의 시화지속 의회 결성 당시의 조건 하나 던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결이 아닌 최 한 합의( 원합의)방식이었다는 이다.이

는 의회에 참여한 원들의 찬반 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해

계자들 모두의 동의18)가 있어야만 합의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합의내용 수용성은 장기간의 논의와 학습을 통하여 가능

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건설교통

부는 지나친 토론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때로는 일정진행에 장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만장일치 제도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 사업을 지

연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인식하여 이에 한 안 방안으로 다수결 방

식을 주문19)하기도 하 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 인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화지속 의회

18)시화지속 의회는 최 한 합의도출 방식을 용하 지만 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 되었다.이해 계자 가운데 의견을 달

리하지만 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나 의견을 달리하고 반 의사를

표시하지만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은 조건부 동의로 간주하여 이견이 있

었던 부분은 부기하여 향후 논의하도록 하 다.

19)박태순 외(2007)는 시화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보고서를 통해 시화지속

의회 활동과 운 에 한 평가를 해 참여 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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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합의된 안건에 한 이해

당사자들의 수용성은 자연스럽게 아주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시화지속 의회에서 합의된 시화MTV사업과 련한 두가지

안인 시화MTV사업 규모,시화지구 환경개선기 의 조성 집행 황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시화MTV사업 규모는 2001년 최 317만평에서 2007년 280만평으로

축소 조정되었다.2004년 1월부터 시작된 시화지속 의회를 통한 사업규

모 검증은 개발 반 자들의 극심한 반 와 논의과정을 통해 간석지의 합

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후에야 가능할 수 있었으며, 정

한 개발규모와 어떤 개념의 토지이용이 정한지에 한 논의가 그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사업시행자 측은 317만평(10.36㎢)규모의 개발면 과

일반제조시설의 입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시민단체 등 반 측은 간

석지 개발의 필요성은 인식하 지만 개발규모의 과다와 일반제조시설 입

지를 반 하 다.이러한 갈등 해소를 하여 시화지속 의회는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2년의 기간동안 체회의 8회와 개발계획분

과회의 25회,TF 회의 5회 등을 통한 논의를 시행하 으며,‘지속가능

한 발 측면에서의 시화MTV사업 개발 검증 용역’20)을 시행하 다.이

용역에서 시화MTV의 정 개발규모는 280만평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

으나 용역결과에 따라 지속 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사

업을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소의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이번 결과

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었으나 환경개선 책비 확보와 친환경 개발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의 경우는 280만평이라는 개발규모를 쉽게 수용할 수

없었다. 기야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부 시민단체21)는 2006

20)지속가능한 발 측면에서의 시화MTV사업 개발 검증용역,2005.9.12～

2006.2.18, 한국토도시계획학회(사)

21)안산YWCA,안산환경운동연합,시화호생명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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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안산시,안산시의회와 함께 시화지속 의회를 탈퇴하 다.2006년

6월에는 시화지속 의회에서 시화MTV 개발규모가 280만평으로 잠정합

의되면서 이러한 반 측 내부의 갈등은 심화되었다.그 결과 2006년 7월

안산환경운동연합과 11개 시민단체와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한 ‘시화

MTV 개발사업 반 시민 책 원회’를 구성하며 MTV개발 반 운동을

개하게 된다.하지만 안산시는 2006년 5월 신임시장이 선출되면서 몇

가지 조건22)을 제시하며 시화지속 의회 복귀를 추진하 으며 2006년

10월 시화지속 의회 탈퇴를 철회하고 재가입을 선언하게 된다.이후 안

산시의회도 2007년 2월 시화지속 의회에 복귀하 으나 안산YWCA와

안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시화지속 의회 복귀를 거부하며 반 활동을

개하 다.반면 안산지역의 시민단체 안산YMCA,안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안산녹색소비자연맹 등 단체는 지속 으로 시화지속 의회에

서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 다.

결국 시화MTV사업의 사업규모에 해서는 표면 으로는 참여자의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 으로는 최종논의

결과에 한 다수결의 원칙이 용되었다 할 수 있다.즉 외형 으로는

합의에 한 수용성이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MTV사업 개발규

모에 한 합의안에 불복하여 지속 를 탈퇴한 단체들은 합의안에 반

표를 던진 것과 같음을 감안한다면 실질 인 합의안 수용성은 다소 낮아

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3월 시화MTV사업의 개발계획23)이 수정 고시되고

22)안산시는 2006년 5월 신임시장 선출과 함께 원포공원 재조성,신도시지역과

염색단지 경계지역 인공언덕 설치 등의 조건을 시화지속 의회 복귀 조건

으로 제시하 다.

2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90호(2007.3.20),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시화멀티

테크노밸리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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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실시계획24)이 승인 고시되면서 개발은 반 하던 단체들의

주장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시화MTV사업의 개발규모는 이러한 논의와 진통을 겪고 시화지속

의회에서 최종 으로 합의를 이루었다.비록 시화지속 의회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 와 탈퇴로 인하여 그 의미가 다소 퇴색하 으나

규모 국책사업의 시행에 있어 민 합동 거버 스를 통한 합의에 의한

사업규모를 결정하 다는 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시화지구 환경개선기 조성은 시화MTV사업의 개발과 연계하여 2004

년 8월부터 본격 인 논의가 이루어졌다.환경개선기 은 수질개선로드

맵과 기개선로드맵으로 나 어져 세부 인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비

용의 확보문제는 개발계획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환경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근원 악취 감,공단환경개선,

오염원 지도단속, 기환경 모니터링 연구사업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총 7,138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상되었다.이 비용은 경

기도,시흥시,안산시,수자원공사가 분담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의 부담

분25)은 시화MTV사업 시행으로 상되는 이익 으로 충당하도록 합의

되었다. 기분과는 로드맵 작성을 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에게 각 기

별 소요 산을 포함한 기환경개선 책을 제출 하 으며 시민단체

는 기환경 모니터링계획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기개선목표

치를 제시하도록 하 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논의된 로드맵은 참여자로

하여 스스로 자기의 역할에 한 고민을 하게 하고 실행을 한 산

확보에 한 고민까지 하게 한 후 도출된 합의결과이므로 합의내용에

24)서울지방국토 리청 고시 제2007-154호(2007.8.16),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시화멀티테크노밸리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5)수자원공사의 기환경개선부담 은 약 3,551억원으로 소각시설 공 화,악

취배출업체 시설개선 등의 분야를 담당하도록 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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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 가 표명되지 않았다.

수질개선 로드맵은 수질생태분과에서 논의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간

선수로 수질개선,주요하천 생태하천 조성,오염 질토 개선 등으로 수자

원공사에서 사업비 액인 9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는 시화호의 직 인 수질오염 원인자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한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에 하여

있었지만 시화MTV사업 수행을 해서는 수질개선 사업비 부담의 수용

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당시 수자원공사에게 시화MTV사

업은 시화호 남측간석지를 상으로 한 송산그린시티사업 시행을 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지속 인 사업수행을 한 가장

요한 사업 하나 다.이러한 사유로 수자원공사는 시화MTV사업

수행으로 발생이 이익 으로 사업비 920억원을 부담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른다.

시화지속 의회에서 합의된 시화지구 환경개선기 은 이 게 기와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로 구분되어 내용과 비용부담 주체가 결정되었으며

체사업비 8,058억원 가운데 약 55%에 해당하는 4,471억원을 사업시행

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한 합의안은 시화지속 의회 참여자

의 반 없이 수용되기에 이른다.

시화지구 환경개선기 에 한 합의는 곧바로 시화MTV사업의 시행

필요성에 한 공감 로 이어지는데 기존의 시화호와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기 해서는 시화MTV사업 시행이 반드

시 필요하다는 을 개발 찬성측은 극 으로 부각시켰으며 반 측은

이를 서서히 인식하면서 개발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결론

으로 시화지구 환경개선기 시화MTV사업 시행을 반 하던 측을 설득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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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책
사업비(억원)

계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수공 기타 

총 계 7,138.2 948.5 919.3 1,083.9 3,551.0 635.5

1.근원 인 악취 감 책 4,662.9 376.0 135.3 711.1 3,270.0 170.5

1-1.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 화 2,520.0 2,520.0

1-2.악취 배출업체 시설개선 1,750.0 250.0 125.0 625.0 750.0

1-3.악취 배출업체 기술지원 3.1 1.5 0.1 1.5

1-4.악취 배출 공공시설 개선 389.8 124.5 10.3 86.0 169.0

1-5.반월공단 배출업체 입주제한

2.공단환경 개선방안 2,347.2 507.6 774.3 350.3 250.0 465.0

2-1.자동차 배출가스 감 책 149.2 41.1 12.8 28.3 67.0

2-2.지속 인 공단 녹화사업 확 1,551.0 466.5 761.5 322.0 1.0

2-3.시화지구 완충녹지 기오염 

감기능보완
250.0 250.0

2-4.해안,철도변 녹지축 구축 17.0 17.0

2-5.안산․시흥 녹지 수림  조성 380.0 380.0

3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15.5 8.8 3.2 3.5

3-1.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12.4 7.3 2.4 2.7

3-2민간환경감시단 효율  운 3.1 1.5 0.8 0.8

4. 기환경 모니터링  연구사업 100.6 56.1 2.5 15.0 27.0

4-1. 기배출업체 수조사  DB

구축
15.0 15.0

4-2.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77.6 53.1 12.5 12.0

4-3지역주민 임상검사

4-4악취 감 연구용역사업 추진 8.0 3.0 2.5 2.5

5. 기개선 책 로드맵 운 체계 

구축
12.0 4.0 4.0 4.0

아래의 표는 시화지속 의회를 통하여 합의된 기환경개선 책 로드

맵과 수질환경개선 책 로드맵의 세부 인 내용과 비용부담 주체를 보여 다.

[표 3-3] 기환경 개선 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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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수질환경 개선 책 로드맵

개선 책(안)
추정사업비(억원)

소계 경기도 지자체 수공

계 920 - - 920

1.간선수로 수질개선 책 추진 120 - - 120

-4간선수로 개선 책 우선 추진

(오 로 보수,배출감시장치 부착 등)

(20) (20)

-임시 차집 로 용량 증 (40) (40)

-간선수로(1～3)수질개선 책 추진

☞ 수조사 결과후 시행

(60) (60)

2.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수조사 20 - - 20

- 수조사  수질맵 작성

-정 조사  원인별 책수립

3.공단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설치 60 - - 60

-기본조사  설치계획 수립

- 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4.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200 - - 200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6) (6)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194) (194)

5.오염 질토 개선 500 - - 500

- 질토 처리방안수립(용역)

-간선수로,신길천 퇴 물 처리

-시화호내 질토 처리 책 시행

6.인공습지 기능강화  시설개선 20 - - 20

-수처리 효과 연구  실험 (5) (5)

-습지내 시설물 보완 시행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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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합의내용의 지속성

시화지속 의회에서 합의된 시화MTV사업의 규모는 280만평으로 당

317만평에 비하여 약 37만평이 개발면 에서 제외되었고 토지이용계

획도 당 의 계획과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토지이용계획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1은 2001년 시화MTV사

업의 최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일반생산시설용지 등의 비율이 상당히 높

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일반생산시설은 환경오염 부하를 상 으로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과 당시 시화지역의 환경오염이 상당한 수

으로 심각한 단계에 있었다는 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 하여 추가

개발에 반 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 다.

[그림 3-5] 2001년 당 (317만평)시화MTV사업 토지이용계획도26)

26)한국수자원공사 시화멀티테크노벨리조성사업 실시계획요청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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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화지속 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7년 합의하여 결정된 개발

계획에서는 그림2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일반산업시설용지는 입지할 수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이 조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리고 공원과 녹지의 비율이 2001년의 토지이용계획에 비

하여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에 시화지속 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 로 시화MTV사업을 재설계하 으며 2010년에는 그림3과 같은 토지

이용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시화지속 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

에 이른다.

[그림 3-6] 2007년 변경 시화MTV사업 토지이용계획도27)

27)한국수자원공사 시화멀티테크노벨리조성사업 실시계획요청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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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010년 변경 시화MTV사업 토지이용계획도28)

2010년 수립된 시화MTV 토지이용계획은 2004년부터 시작된 시화지

속 의회에서의 논의사항을 충분히 반 하여 2007년 만장일치에 의하여

결정된 합의사항의 최종 인 결과물로서 2012년 재까지 지속 으로 유

지되면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시화지속 의회 논의를 거쳐 합의된 두 번째 안인 시화지구

환경개선기 의 집행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시화지속 의

회에서 결정된 기환경개선 책과 시화호수질오염개선 책을 2011년말

까지 각 시행주체별 역할에 따라 꾸 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8)한국수자원공사 시화멀티테크노벨리조성사업 실시계획요청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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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수질환경 개선 책 로드맵 집행실

개 선  책
사업비

(억원)

집행

비 고

소계 ~‘10 ‘11

총   계 920 356.7 257.9 98.8

◦간선수로 수질개선 책 추진 120 15.1 12.0 3.1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수조사 20 14.2 12.6 1.6

◦공단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설치 60 12.5 - 12.5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200 170.0 95.8 74.2

◦오염 질토 개선 500 98.4 91.0 7.4

◦인공습지 기능강화  시설개선 20 46.5 46.5 -

[표 3-6] 기환경 개선 책 로드맵 집행실            

개 선  책 사업비
집행실

비 고
소계 ~‘10 ‘11

총   계 3,551 785 782 3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 화 2,520 443 442 1

-㈜진도소각로 공 화 520 440 440 -

-6개 소각시설 공 화 2,000 3 2 1

◦ 기배출업체 개선기  지원 300 300 300 -

◦소규모 세업체 개선 책 450 10 8 2

◦시화지구 완충녹지 기능 보완 250 6 6 -

◦ 기배출업체 수조사 15 15 15 -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12 10 10 -

◦로드맵 운 체계 구축 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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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이해당사자의 계변화

시화MTV사업과 련한 이해당사자는 정부,수자원공사,지자체,시민

단체,지역주민,학자,연구단체 등 굉장히 많은 수가 있지만 크게 별

하여 보면 개발을 찬성하는 측(정부,수자원공사)과 개발을 반 하는 측

(지자체,시민단체,지역주민,학자,연구단체)으로 나 수 있다.실제로

이러한 결구도는 갈등상황의 반에 걸쳐 일반 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측과 반 측의 계변화를 갈등의 단계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갈등 단계

시화MTV사업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던 시기에 시화호의 수질오염과

시화지역의 기오염의 가 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정부

의 정책에 상당한 불신을 쌓아가고 있었으며 1997년 시화호의 담수화 포

기와 해수유통으로 인하여 불신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당시 시화호

주변지역의 추가 인 개발계획과 련한 정부의 구체 인 정책수립 사실

과 내용이 정부 내부에서만 논의되었고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상

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수자원공사 등과 지역주민,시민단체들 간의 외형

인 갈등을 연출할만한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갈등 상승기

이러한 불신이 쌓여가던 정부의 시화호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서서

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이에 시화호의 주변지역 3개 시군(안산,시

흥,화성)의 시민사회단체는 1999년 3월 ‘희망의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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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안산 시민연 회의’를 만들어 체계 이고 조직 으로 시화호와 주변

지역 개발 반 운동을 개하기 시작한다.시화MTV사업과 송산그린시

티사업 개발계획 반 운동과 시화호 개발로 인한 산낭비 문제 제기 등

조직 인 반 운동을 개해 나가며 정부와의 반목을 높여나갔다.

갈등의 기국면

정부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 가 극심해지자 반월․시화지역의

기오염을 이기 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장기 인 책을 수립하는

듯 하 지만 기본 으로 정부의 일방 인 정책추진을 신뢰하지 않았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시민연 회의를 통하여 집단 인 반 활동을 하

으며, 기야 정부의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안)에 한 주민공청회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무산시키는 등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된다.이 시기까지 시화MTV사업 등 시화호 주변지역의 추

가 인 개발은 요원한 일로서 갈등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시화MTV사업

자체가 좌 될 기에 처한다.

갈등 조정기

정부측과 지역주민간의 불신이 극에 다다랐을 때 정부의 제안으로 정

부,지자체,시민단체,지역 표,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시화지속 의

회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시화호와 련하여 정부가 수립

하여 놓았던 여러 가지 정책을 원 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된다.즉 정책수립의 단계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이 은 개발을 반 하던 측에 정부측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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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정보가 공개되고 그 정보 검토 학습하면서 반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하 다.그 결과 반 측은 무조건 인 개발

반 만이 자신들의 궁극 인 목 인 시화지역의 환경개선에는 도움이 되

지 않음을 인지하게 되고 체계 이고 친환경 인 추가개발이 지역의 발

과 함께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한 정부 등 추가개발을 추진하려던 측도 반 측이 왜 그러한 반 를

할 수 밖에 없는지 반 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

으며 시화MTV사업 개발계획을 면 으로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동

안의 일방 이고 주 인 시각에서 객 이고 방향 인 사고와 시각

으로 갈등상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게 된다.이러한 서로의 입장변화와

서로에 한 인정은 시화지속 의회를 통한 학습과 논의를 거치면서 상

에 한 신뢰 계로 발 하게 된다.

갈등 해결기

서로간의 신뢰와 상생 계를 형성하여 가던 정부측과 시민단체 등 반

측은 시화지속 의회를 통하여 2006년 6월 시화 MTV 개발규모 검증

용역에서 개발규모를 당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한 합의를 하게 된다.이 합의는 용역 결과의 내용 인 합리성

에도 기인하지만 그동안 시화지속 의회 내에서 양측이 쌓아온 신뢰 계

를 통하여 충분히 숙의하고 학습,조정한 내용이 용역결과에 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시화MTV사업의

개발규모가 합의될 시기에는 양측의 신뢰 계는 상당한 수 에 도달하여

있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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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갈등의 단계별로 양측의 계를 논하여 보았는데 체 인 맥

락에서 볼 때 기 극단 인 불신의 계에서 갈등의 해결기에 신뢰 계

로 변화될 수 있었던 몇가지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우선 많은 정보가

공유됨으로 인하여 상 방의 주장이 나름 그 근거가 있음을 서로 인정하

게 되었다는 이다.그리고 일반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

화지속 의회의 논의 구조가 자유로운 토론과 학습을 유도하 다는 도

그 요인이라 할 수 있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양측은 보다 합리

인 안에 근할 수 있었고 그 결과물은 양측이 공동으로 생산한 것이

므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보다 용이하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화지속 의회 내에서의 형성된 방간의 신뢰 계는 시화지

속 의회에서 활동한 한 시민단체 회원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는 삭발을 하고 허울뿐인 공청회장을 거하러 들어가고,신도시

기획단장님은 제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해 몸싸움을 벌인 것이 어제

같은데,지 은 이 게 서로 마주보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29)

이 인터뷰 내용은 시화지속 의회 생성 이 의 계와 생성 이후의 상

호 계의 변화를 단 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9)박태순외(2007). 립과 갈등을 넘어 시화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보고서.

시민단체 회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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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연구의 정책 함의

제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

본 연구에서는 반월특수지역 시화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공개발사업인 시화MTV사업과 련한 공공갈등을

리하고 있는 기제로서 시화지속 의회의 구성과 운 에 하여 거버

스 제도 에서 분석하고 갈등해소 결과를 분석하여 시화지속 의회

가 가지는 거버 스 기제로서의 특성을 규명하고 시화지속 의회에서 이

루어진 합의사항에 한 수용성,지속성, 계 변화 등을 분석하여 과연

시화지속 의회라는 거버 스 기제가 시화지역의 공공갈등에 효율 으

로 작용하 는지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

공갈등을 거버 스 기제가 효율 으로 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 확

인하여 보고 시사 을 모색하고자 하 다.

먼 시화지속 의회를 거버 스 제도 인 에서 분석한 결과 확인

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시화지속 의회의 정책의제는 시화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개선

과 시화MTV사업 우선순 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와 시화MTV

사업의 정한 개발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로서 시화MTV사업

이라는 공공사업으로부터 시발된 공공갈등이지만 방사성폐기물매립장 등

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갈등과는 다른 정책 안을 지니고 있다.

둘째,시화MTV를 둘러싼 갈등의 정책당사자가 정부,사업시행자(한국

수자원공사),지자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지역주민,학자 등 무나 다

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과,시화지속 의회가 시화MTV사업에 극렬

하게 반 하는 세력 등 정책당사자를 범 하게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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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시민단체가 아닌 지역 시민단체를 심으로 참여하 다는 을

고려할 때 시화지속 의회는 로컬 거버 스에 가까운 거버 스 갈등

리 기제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시화지속 의회 내의 상호작용은 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한

논의에 기 하여 안을 심층 으로 토의하는 구조로서 요 안이나 이

견이 큰 안에 한 공동학습과 연수 등 숙의과정,1박2일간의 집 토

론 등 끝장토론을 통한 합의도출,기록유지 회의결과 등 정보공개,

련 문가 활용,만장일치 형식의 합의제 등의 상호작용은 시화지속 의

회의 갈등해소를 한 논의의 객 성과 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 다.

넷째, 시화지속 의회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안은 시화MTV사업

의 개발규모와 시화지역 환경개선비용 확보방안에 한 합의로서 시화

MTV의 개발규모에 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화지속 의회는

찬반측의 끈질긴 화와 논의를 통하여 정부측이 제시한 시화MTV사업

규모 280만평의 정성을 검증하기 하여 민간측이 지정한 문기 30)

을 통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용하고,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인 추진과 시화․반월공단 기환경개선을 한 재원을 시화

MTV사업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 다.이러한 합의는 당

개발의 찬성과 반 라는 정 반 의 입장을 가진 집단이 하나의 거버 스

제도하에서 방간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입장을 바꾼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시화지속 의회의 갈등 리 거버 스 기제로서의 효과를 엿볼

수 있다.물론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시화MTV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4,500억원이 시화지역의 환경개선기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이 있으며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는 경제 인 보상도 공공갈

30)사단법인 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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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다음은 시화지속 의회에서 시화MTV사업과 련한 공공갈등을 해소

한 내용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합의내용의 수용성에 있어서 시화지속 의회의 합의결과에 한

수용성은 시화지속 의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운 형태상 특성으로 인

하여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시화지속 의회가 가지는 논의과정상 특

성으로 사 합의에 의한 안건상정,분과 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숙의와

논의,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다 건설 안이 도출되었고 그 결과에 하여는 사 에 찬

반측이 충분히 정보를 인지하고 고민하 으므로 합의결과에 한 수용성

이 낮게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물론 이러한 복

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차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등 정부 입장에서는 다

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 으나 이러한 내부 인 불만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시화지속 의회의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합의된 안건에 한 정책당사자들의 시화지역 환경개선 기 마련

과 시화MTV사업 개발규모에 한 합의 수용성은 매우 높았다.

둘째,시화지속 의회를 통하여 합의된 시화MTV사업 개발규모 280만

평은 2007년 정부의 개발계획 변경시 합의내용에 따라 승인 고시되어

2012년 재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그리고

시화지역 환경개선 기 4,500억원 시화호 수질개선비용 357억원,

기환경개선비용 785억원 등이 2011년말까지 집행되고 있으므로 합의내

용이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거버 스 기제를 통한 합의

내용이 그 지속성도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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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시화MTV사업과 련한 이해당사자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개발

을 찬성하는 측(정부,수자원공사)과 개발을 반 하는 측(지자체,시민단

체,지역주민,학자,연구단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이해당사자별

계를 분석하기보다는 찬성측과 반 측의 계변화를 갈등의 단계별로

분석하여 보면 시화지속 의회가 구성되기 이 인 갈등 단계와 갈등

상승기,갈등의 기국면까지는 찬반측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불신

이 깊어짐에 따라 사업이 좌 할 기에 처하는 지경에 이르 으며,시

화지속 의회가 찬반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이후부터는 양측의 입

장과 계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갈등의 해소기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입장

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로까지 발 하 다.이러한 상호신뢰

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던 시화MTV를 둘러싼 갈등국면

은 보다 발 인 안을 도출함으로써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시화지속 의회에 한 연구결과에서 시화지속 의회는 정책

안이 공공사업에서 비롯된 공공갈등이라는 ,정책당사자가 정부,지자

체,지역주민,시민단체 등 매우 복잡다양하다는 ,상호작용이 매우 활

발하게 지속 으로 이루어졌으며 체계 인 제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

의회 내에서 발 인 안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을 통해서 공

공갈등을 리하고 해소한 거버 스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 다는 을

알 수 있었으며,이러한 거버 스 기제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정책

당사자들이 합의내용을 더 잘 수용하고 지속 으로 이행하며,이와 더불

어 계변화를 꾀하는데도 효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시화지속 의회가 시화지역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효율 으로 리한 거버 스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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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버 스 기제를 통한 합의내용은 수용성과 지속성도 높이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한 본 연구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공갈등 해결을 한 안 가

운데 거버 스 기제가 갈등 리에 효율 으로 작용하기 해서는 정책에

한 찬반측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체계 인 상호작용 확

보,합의내용의 수용성을 극 화할 수 있는 합의제도,모든 정보의 공유

를 통한 신뢰성 확보 등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진 거버 스 기제에서 생산된 합의내용은

수용성과 지속성이 매우 높으며 장기 으로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계를

개선하는 데도 크게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시화지속 의회와 같은 거버 스 기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 상의 조정에 일반 으로 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

화지속 의회에서 도출한 여러 가지 제도 인 특성과 운 형태 등을 참

고하여 각 지역이 가지는 고유의 사회,지리,역사 배경 등 특성을 반

한 거버 스 기제를 운 할 경우 시화지속 의회와 같이 합리 인 갈

등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제 2 연구의 한계

공공갈등의 특성상 다양한 역사 배경과 사업의 특성과 규모,지역의

수요,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모두 다 반 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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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속 의회가 공공갈등 리를 한 거버 스 기제로서 구성되

어 재까지 다양한 지역의 안을 논의하고 안을 마련하는 장으로 활

용되어져 오고 있지만 시화MTV사업이라는 단일사업과 련한 갈등사

례의 분석만으로 일반 인 규모개발사업의 갈등 리방안을 모색하고

이론 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시화지역

의 개발사업은 시화MTV사업 뿐만 아니라 송산그린시티사업 등 다양하

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 진행될 정이다.

시화지속 의회는 반월특수지역의 개발이 모두 종료되는 시 까지 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화지속 의회에 한 단과 평가는 사업의

만료시 에 보다 구체 이고 종합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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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ConflictMamagementbyGovernanceMechanism

-BasedonSihwaareadevelopmentproject-

ChoiSeKwang

TheGraduateSchool

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e conflicts of stakeholders related to public 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by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because of characters, background and social system of region and 

business. Particularly, conflicts related to conduct of national projects which 

have concerns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according to exploitation are 

getting worse. 

From 1990 to 2008, among conflicts related to 624 domestic public 

policies, there are 89 conflicts related to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nd 

it takes about 33%. Among methods to meditate those conflicts, the most 

proportion was cancellation by force through administrable conduction. 

Conflict meditation through meditation and operation took very minor part.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of public policy that was foundered 

due to false of managing conflicts is YoungWol multipurpose dam 

construction project which conducted in 1997 by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and cancelled in June 2000, because of renunciation of 

government. At that time related to YoungWol multipurpose dame 

construction, many participation groups couldn't find a middle point because 

of lack of communication, intervention of outer environment, and lack of 

active meditating efforts of meditators so conflict resolution was failed and 

business was abandoned. 

Contrary to this, among public conflicts which are now 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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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wa area development project' is a case that meditated public conflicts 

reasonably, with Governance Mechanism.

In current study, Sihwa new town development meeting is analyzed 

from the governance systemic view as a public conflict managing 

mechanism and through this, meaning as a conflict mechanism of this 

governance mechanism is analyzed by unpacking the acceptance and 

durability of the base compound.

For this, theoretical consideration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previous study results about governance which applied the decision-making 

principle of theoretical consideration,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of public 

conflicts for the beginning and based on this, analysis frame of study was 

composed. 

Based on this analysis frame of study, conflict contents related to 

Sihwa MTV project which is the birth background of Sihwa newtown 

meeting and first agreement were researched and analyzed, points of proper 

development size of Sihwa MTV and cases around Sihwa regional 

environment destruction repair fund were analyzed as main political issues. 

Through this, Sihwa newtown development meeting was analyzed from 

governance systemic view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conflict resolution 

through Sihwa newtown development meeting by applying the evaluation 

criteria, which are consisted of acceptance, durability, and relationship 

alteration. After, implications were drawn.   

Sihwa newtown meeting was consisted of not only government, 

business conductor, local government, but also including various people and 

organizations such as local residents, civil organizations, and scholars. So, 

conflicts points around Sihwa MTV were analyzed, learnt, and discussed at 

various sights so confidential relationships among members were formed. 

Also by applying a unique decision-making form which follows unanimity, 

meeting was managed to deduct a reasonable alternative which all 

participants can be satisfied. Also, discussion result of Sihwa new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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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result was 100% revealed in order to assure the clarity of 

discussion. As a result, agreement content which was drawn from Sihwa 

newtown development meeting could make possible to get high acceptance 

and durability for stakeholders themselves, and it affect a lot of formating 

their relationships, to make discussion system strongly, which is based on 

mutual trust.

In current study, to effectively apply governance mechanism to 

conflict management, a conclusion that 4 factors should be equipped is 

made. 4 factors are as follows: the systemic device that all pro and cons 

toward a policy can participate, securing systemic communication, agreement 

system which can maximize the acceptance of agreement, securing reliability 

through sharing all informations. The agreement which was produced under 

the governance mechanism which equipped all these factors has very high 

acceptance and durability, and a conclusion was drawn that in long terms, it 

can repair mutual relationship of stakeholders. 

Of course there is lack of drawing theoretical implication of 

common conflict management from this single conflict case, but it is judged 

to be utilized as a good conflict managing mechanism if special factors 

which Sihwa newtown development meeting have and other public conflicts 

which have various specialities are combined w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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