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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공기업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모색이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 간 공공갈

등관리는 정부나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일방향적 해결되어 왔

으나 시대가 변화하여 현재는 사업시행자와 대상지역주민의 대응한 방식

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변했다. 대상지역 주민들은 국책 사업의

사회적 편익 증대 등 대의명분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펼치지

못 해왔다. 하지만 민주화된 정부, 정보통신의 발달, 지방자치 시대 등

시대상황은 지역주민 일방의 희생이 강요되는 갈등관리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필요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공공갈등관리 방식이 협력적 거버

넌스 기구의 활용이다.

공기업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지구개발이라는 국책사업

의 수행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

험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최적 대안이다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시화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로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탄생시

킨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화지구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

등(공공갈등)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민관협의체로

출발하여 현재는 공식 거버넌스 기구가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4년도 민·관협의회체로

출범해서 약 10여년이 지났고, 그간 330여개의 시화지구개발사업의 갈등

330여개를 다뤘다. 정부의 공식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

회는 구성, 운영방식 및 문제해결 등에서 여러 측면에서 거버넌스 이론



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공갈등의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 지, 갈등해결의 성공사례,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최근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갈등관리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와 Ansell & Gash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작동 요인(변수)를 중심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갈등해결 사례를

살펴봤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갈등해결 사례 21개 사례 중에서

갈등해결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 두 사례(송산 토취장 갈등, 골프장 입

지선정)를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작동 변수 차원에서 비교분석했다. 갈

등해결의 결과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리요소를 크게 5가지 변

수에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Ansell & Gash 모델을 통해 도출된 5가

지 변수(절차적 정당성, 참여의 제도화, 학습과 조정, 경제적 보상 그리

고 실질적 참여)가 두 사례의 갈등해결만족도에 미친 영향이 이 연구의

주제이며, 방법론은 사례 비교 분석이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변수는 두 사례모두 법률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송산 토취장는 사업시행자입장의 일 방향

적인 정보가 사업대상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된 반면 골프장 입지선정 사례

는 사업관련 정보들이 양방향(지역주민/사업시행자)간의 공유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었다.

참여의 제도화변수는 두 사례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는 공통점과 시화지

속가능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송산토

취장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을 통해 지역이슈화 이후에, 골프장

입지갈등은 도시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건이



었다. 협의회 안건상정과정에서 두 사례는 차이점이 있다.

학습과 조정변수는 두 사례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사업관련 내

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과정의 방법 (타 기관 사례조사, 전문가의 용역

등)에서 다른 점이 나타 났을 뿐이다.

경제적 보상변수는 두 사례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골프장 규모와

입지는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및 보상과 관련이 없었다. 전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개별 지역주민들과는

이해관계가 적었던 것이다. 반면 토취장 갈등 의 경우 개별 토지소유자,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그리고 사업비를 관리해야하는

사업시행자 개별차원과 집단전체 모두에서 토취장의 위치, 규모, 보상방

법은 경제적 보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결과

물인 갈등해결의 만족도는 갈등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

으로 정리하느냐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참여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도 하에서 주민

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집단(지역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대변했

느냐의 차원에서 차이가 있었다. 송산 토취장 갈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 화성 시는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사이에서 조정자역할을 충실하게 수

행한 반면 골프장 입지갈등은 그 역할을 살펴볼 수 없었다.

많은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중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갈등해결사

례 중 두 사례를 비교분석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

지만 공공갈등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연구자

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요어 : 거버넌스, 공공갈등,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절차적 정당성

학 번 : 2014-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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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의 양상은 복잡다단해지고, 이해관계 조

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국책사업 추진 공공기관은 

사업관련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국책사업은  대규모 정부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주로 교통시

설투자, 항만, 수자원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사업을 말하며 일

반적으로 500억이상이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탕성1) 조사 대상이 되는 사

업을 뜻한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며, 국민생활에 적잖은 변화를 가

져오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되며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도로, 항만시설, 항공, 수자원(댐) 등 사회 인프라 시설(SOC)을 

가지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갈등관리및예방

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 제24429호: 2013.03.23) 등 법과 제도적인 정비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전 조정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2))는 공공갈등의 유발가능성이 농후한 대규모

1)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작업을 말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韓國水資源公社, 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

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1966년 8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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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댐건설 (영월 댐, 한탄강 댐 등), 산업단지건설(시화, 여천, 구

미 등) - 수행을 그 미션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설립이후  50여 년간 

K-water는 미션 수행과 함께 공공갈등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

한 사례를 축적해왔다. 영월 댐 건설 백지화, 법제화된 공식 거버넌스 

조직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사회와의 갈등해소에 사회적 비용

이 지불된 한탄강댐건설사업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 사례들은 국책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전형이며, 사례를 통해 얻게 된 경험과 

지식들은 사회적 비용 지불된 공공재이다.  

 지역사회/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완료이후 사업추진(댐건설 등)을 결정

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바뀌었고, 갈등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측면을 강조하도록 공공갈등관련 규정들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

회와의 소통 채널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이 정책집행인 

공기업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공공기관 갈등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국책사업 수행 공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

다.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갈등관리방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는 추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되었다.

  K-water가 현재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갈등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협

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공갈등관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의 갈등관리요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의거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이 제정되어 1967년 11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설

립되고, 1974년 2월 1일 산업기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 후, 1987년 한국수자원

공사법을 제정, 1988년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에 있고, 수자원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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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발전협의회”)의 

대표적인 갈등관리 사례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토취장 갈등 사례와  

골프장 규모와 입지 결정에 대한 갈등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시화발전협의회는 시화지구개발사업(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인 정부 구성한 공식적인 거버넌스 기구

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국책사업인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갈등과정에서 

정부(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사회의 합의로 만들어진 최선의 갈등해결 

방식이었고, 그간에 시화발전협의회는 시화지구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

는 갈등들을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런 역

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시화발전협의회는 운영방식 구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갈등관리를 구비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2004년 민관협의체로 출범한 시회발전협의회가 그 간 해결한 

21개 갈등관리사례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가 있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등이 갈등

사례에 대한 해결 만족도였다.

갈등해결 수준을 갈등의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라고 가정한다면, 이해관계

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받은 송산토취장 사례와 만족도가 낮은 골프

장 규모와 입지결정 사례는 갈등해결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갈등해결 수준 차이의 원인규명은 갈등관리요인을 찾아내는데 주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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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2015 지역개발학회 발표집)

   셋째,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 단계에서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인 시화지속협의회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규명하여 타 국책사업 갈등관리

를 위한 거버넌스 기구의 발전적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책(공공)사업 갈등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발전협의회의 갈등해결 사례 중 갈등해결수

준 높은 사례와 낮은 사례를 상호 비교하여 공공갈등관리요인 규명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공간적 범위는 시화지구 개발사업 중 송산그린시

티 개발사업 토취장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활동사항, 골프장 건설규모와 

입지에 관한 갈등해결과정이며, 시간적 범위는 두 사례 송산토취장 갈등

은 2008년 8월부터 토취장 합의 타결 및 사용방식으로 2009년10월까지

이며 골프장 건설관련 갈등은 논의 2004년 1월부터 합의가 성사된 2007

년 12월까지이다. 

제 3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공 갈등

관리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 사례 연구이다. 사례 연구는 어떤 결과(effect)를 중심으로 

왜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결과의 원인 (cause - of - effect)을 규명

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김 병 섭, 2010, p.362). 본 연구

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갈등을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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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사례를 선정하고 갈등해결수준(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둘째 이론연구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립 및 관련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학술문헌,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공갈등관리,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 국

내외의 학술논문과 단행본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파악하기 위

해 신문과 뉴스 보도 자료를, 갈등의 쟁점과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파악

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기록, 회의 자료, 토론회자료, 성명서, 송산토취

장 갈등백서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갈등 당사자(K-water) 면접과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에 필요한 갈등 관리요소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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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가 우리사회에 급속하게 영향을 주면서 효율

적인 국토개발, 지역이기주의, 종교적 신념, 환경문제 등 사회 각 부문에

서 다양한 갈등(가치갈등과 이해관계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 2007).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매몰비용3)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더 이상 과거의 일방적인 정책 결

정 및 집행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관리시스템마련을 

모색하게 이르렀다.

  우리사회의 최근에 갈등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첫째, 발생빈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으며, 둘째, 갈등이 장기화 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세 번째

로 공공갈등(Public dispute)이 사회갈등의 지배적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

으며  넷째, 지자체 갈등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다섯째, 같은 종류의 갈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섯

째, 다발하는 갈등에도 갈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없다. 마지막

으로 법에 의존하여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갈등 유형중 국책사업 추진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3)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에서 27개 

OECD회원국 중 한국이 4번째로 갈등이 심한 국가이며 1인당 GDP의 27%를 갈

등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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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공공갈등관리

1. 공공갈등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은 학자들의 연구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1 공공갈등에 대한 국내학자들의 개념 정의>

연구자 내  용

전주상

(2000)

·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을 둘러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과정

신창현

(200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당사자인 

갈등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법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또는 

공공기관 상호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하혜영

(200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대립과 분쟁

정규호

(2007)

· 정부의 정책행위는 물론 법규 제정 등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포괄적 문제와 관련된 갈등

공공갈등

관리규정

·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의 충돌

< 출처 장새미 2013 재인용>

   공공갈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종합해 보면 ① 정부,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갈등의 주요당사자 ② 공공정책의 전체과정에서 

발생하며 ③이해관계자간 상호 양립이 불가능한 가치, 목표, 수단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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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발생 ④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정부개입이나 관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공공갈등관리의 개념/중요성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정의는  아래 표와 같

다.

< 표 2 -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개념정의>

연구자 내  용

Bercovich (1984)

 갈등관리는 갈등이 악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리한 조건이나 

상황을 만드는 것

Ross

(1993)

 갈등 당사자들이나 갈등관리자인 제3자가 갈등을 

다루기 위해 거치는 단계

안평일

(1933)

 갈등이 역기능이나 파괴적인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순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포괄적 활동 

권영일

(2006)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거나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해결에관

한규정

  공공기관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

< 출처 장새미  2013 재인용>.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공갈등관리는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

을 최소화하는 등 갈등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갈등으로 부정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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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갈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공갈등은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상호간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해결에는 많은 시간/비용 그리고 자원이 필요로 한다. 여기에 당연

한 문제가 불확실성이 높거나 인식 상에 다양한 해결이 가능할 경우, 사

회적으로 더 큰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적시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정책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타이밍을 잊어버린 정책의 경우 그 자체가 쓸모없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공공갈등의 관리는 국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3. 공공갈등관리의 접근방식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접근방식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전통적인 접근방식

인 법적․  제도적 접근방식,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는 시장기제적 접근방

식, 참여제도를 활용한 민주적 접근방식 그리고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등

이 있다. 이 공공갈등관리 접근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적․제도적 접근

   갈등 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 법률을 통한 방법과 갈등관

련 제도적인 규정을 통한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방식에 의

한 갈등관리는 개인  간, 집단 간, 정부와 국민 간, 국가와 국가 간 갈등

에도 널리 사용된다. 명문화된 법률과 제도 외에도 관례, 조례 등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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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기제도 갈등관리에 적용되기도 한다. 갈등관리에서 비공식적 기제

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소송 등 법률적인 절차가 갈등관리방안으로 

적용되게 된다. 갈등해소를 위한 전통적인 법적 방식으로 행정심판과 행

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그 근거를 두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근거를 둔다.

  홍 준 형 (2002)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쟁송절차로서 그 주체는 행정

기관이며, 따라서 행정청의 자율적인 행정통제가 가능하게 하며 행정기

관 자체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소송 남발로 인한 

법원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였다. 반면 행정소송은 위법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판결하는 정식 소송절차

이다. 행정소송은 판결기관이 법원인 행정쟁송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으로 대별된다 (홍준형,2005).

② 시장기제적 접근 방식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수반한 공공갈등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달

곤,2005)으로 공공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

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Kriesberg(2003)는 갈등해결의 유인책으로 강제

적 유인책(coercive inducement),보상에 의한 유인책(rewards as 

inducement),설득 유인책(persuasive inducement)등  세 가지 유형의 유인

책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보상에 의한 유인책이 시장기제적 접근방

식의 유인책이다. 경제적 유인책 가운데 보상(Reward)은 비 선호 시설 

입지와 관련한 효율적인 갈등관리방안으로서 비 선호 시설 입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향후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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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보상, 리베이트 등과 같은 각종 경제적 유인을 갈등 당사자에게 제

공하여 반발을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이다 (하 혜 영, 2007).

③  참여제도를 활용한 민주적 접근

   공공갈등은 광의로 해석하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시민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김태홍 외(2005)

는 사회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은 거버넌스(governance)과정에서 시민간의 

관계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승종(2003)은 주민참여는 정부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있고,주민참여를 정부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한 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정책의 수립 집행할 경우 지역 주

민을 참여시키는 접근 방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에서의 시민참여의 유형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① 참여의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로 정

부가 주민 혹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방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는 단계 ② 참여수준이 중간단계는 정부가 시민들과 협의를 하는 

단계 ③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와의 의사소통도 쌍방향적인 관계를 맺게 된

다.

④ 대체적 분쟁해결 접근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받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이다. 이러한 방식은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

가 승리하는 win-win에 목표를 두고 있다(김경배,2005). 여기서 분쟁해결

방법은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협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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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나뉜다(하혜영, 2007).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협상(negotiation)이며, 절차는 제3자에게 위임하되 결과는 당

사자가 통제하는 것은 조정(mediation) 그리고 절차와 결과를 모두 제3자

에게 일임하는 것은 중재(arbitration)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장점으

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분야별 전문가의 활용 가능성, 

갈등 당사자들의 관계 개선,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등을 든다 

(하혜영, 2007). 하지만 대체적 분쟁해결은 시민단체보다 기업에 더 유리

할 수 있고 갈등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제 2 절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유형

  Rhodes는 거버넌스 개념을 “상호의존성, 자원교환, 게임의 규칙성, 국

가로부터의 자율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조직간 자발적 네트워크”로 의하

면서, 거버넌스가 1980년 초 영미권을 중심으로 서구 각 국에서 최소국

가(the minimal state), 기업적 거버넌스 (corporate governance), 새로운 

공공관리(the new public management),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사회적 사이버네틱 체계(socio - cybernetic systems), 자기조직화망

(self-organizing networks)과 같은 6가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거버넌스를 “국정운영

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또는 “발전을 위해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권력행사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캐나다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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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연구소 (Instituon Governance)의 정의를 보면, 거버넌스는 “권력

이 어떻게 행사되고, 시민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며, 또 공공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결정하는 전통, 제도 및 과정들”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김 정 렬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눠 높은 의

미에서는 거버넌스를“관리, 정책, 체계의 차원을 포괄하는 대안적 국정

관리 패턴”으로, 좁은 의미로는 거버넌스를 “정책 네트워크”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이 명 석은 거버넌스를 “조직, 사회체제 또는 국가 전

체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

념”으로 정의하고 좀더 넓은 차원에서는  정부와 관련된 공통 문제의 

해결기제로서 전술한 바 있는 캐나다 거버넌스 연구소의 정의와 같은 개

념으로서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참여

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개념을 정의했다. 이는 시민의 

역할을 단순히 “정부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에서 정부의 서비

스 공급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존재인 ‘주인’으로 인식하는 협의의 

정의로서 뉴 거버넌스와 차별화된다. 또한 Stoker 거버넌스를 “법적․공
식적인 통제권한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과 단위간의 갈등

을 해결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정의 가운데 협의의 거버넌스인 뉴 거버넌

스의 개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의 뉴 거버넌스의 개념에

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책 네트워크와 공공 서비스 공

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파트너십이 중요시되고 있다. 여

기서의 정책 파트너십은 기존의 ‘정부 주도형 파트너십’과는 구별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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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s는 거버넌스의 유형과 관련하여 “거버넌스를 정부가 행정행위

를 관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장 형 정부모형, 참여적 정

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脫규제적 정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

장 형 정부모형은 계층제적 전통 관료제에 대한 불신과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권화, 민간 또는 주민간 조

직의 활용을 통한 행정개혁을 추구한다. 둘째, 참여적 정부모형은 정부

의 활동에 시민의 의견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 지향적 행정

개혁을 모색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Peters는 참여적 정부모형의 또 다른 

대안으로 위임국가(empowerment state)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계층제적 

조직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를 수용하는 모형이다. 셋째, 신축적 

정부모형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생존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정부 조직의 구조적 개혁을 제

시하고 있다. 넷째, 脫규제적 정부모형은 정부의 내부관리 수준에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공공 관료제의 내부 문제인 계층제적 관료제의역기능에 

대한 조직의 내부규제를 중시한다.

  전통적인 정부의 기본적 개념에는 “공식적인 제도와 합법적인 폭력의 

독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제도 집행 절차로서 “집합적 행

동을 조장하고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정부의 위상과 수단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부의 배타적 통

치 행태를 탈피하고, 국정운영의 행위주체로서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

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

부가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해 온 공공서비스와 같은 공동체 유지활동을 

이제는 정부․기업․시민사회에서 서로 역할의 분담과 협력을 통해 제공하

도록 하는 국가 공동체 운영 양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시작된 것이다. 

즉, 기존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동체 운영체계로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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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통적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구현 수

단은 사회적 행위주체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에서 찾을 수 있다.

2. 거버넌스 형성과 구축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으로 

만들어 진환경의 변화와 전통적인 정부 정책결정방식은 충돌하게 된다. 

이에 전통적 정부는 비효율을 극복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

다. 새로운 틀은 기존의 대의제와 대리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 

민주제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공동체 운영 체제라 할 수 있다. 신 공동

체 운영 체제로의 진행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중간형태 중 하나로서 국

가 또는 정부, 시장 또는 기업, 시민사회(NGO)를 주체로 하는 삼자협력

(tri - angular partnership)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 

체제를 실질적으로 현실에 구현하려는 시도는 국가, 기업,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세 주

체간의 역할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갈등관리는 갈등 확대를 막고 갈등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도록 하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는 절차로서 갈등해소를 보장 수단이 아

닌 갈등해결을 용이하게 해주는 과정으로 본다 (하혜영,2007).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는 조직, 사회, 국가 간의 갈등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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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율하여 소모적인 분쟁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갈등의 무절제

한 표출을 방지하고 조직․사회․국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 혜 영,2007; 강 영진, 2001). 또한, 유해운 외(1997)는 갈등관리

를 갈등의 역기능 최소화, 갈등의 순기능과 건설적 측면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며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개선을 목표로 하

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즉, 갈등관리는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

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여 조직․사회․국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활동과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의 정부

와 국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관리 시스템은 거버넌스 과정에

서의 정부-시민간의 협력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 하 혜 영, 2007).

  공공갈등 관리 방식은 전통적방식과 대체적 방식, 참여적 방식으로 분

류된다. 전통적 방식은 주로 DAD방식에 의한 갈등관리를 말하여 대체적 

방식은 문제해결, 협상, 제 3자 개입과 같은 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은 

주로 협상, 중재,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 참여적 방식을 정책의 

대상이며 주요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전통적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갈등해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대사

회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 주 상, 2002 ; 하 혜 영, 2007;  

정 다 운,2006).

  공공갈등 관리과정에서 시민참여는 갈등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민과 정부와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갈등 증폭을 방지하고 표출을 억제하는 사전적 접근이 가능

하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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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등단계 이론

  갈등의 전개 과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많이 있어 왔다. 박 홍 

엽 외(2006)는 갈등단계를 갈등생성 및 잠복기(conflict generation and 

latency), 갈등 표면화기(conflict surfacing), 갈등확대기(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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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tlement)로 구분하였다. 갈등생성 및 잠복기(conflict generation and 

latency)는 갈등이 표면화되기 이전 단계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이나 결정은 내려졌지만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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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acing)는 드러나지 않던 갈등이 어떤 사건이나 정책발표로 드러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입법예고 등 공식적 발표 등 이

해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진다. 갈등확대기

(conflict escalation)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고조되며 

갈등의 규모와 강도가 증폭되는 단계를 말한다. 갈등 완화(조정)기 

(conflict mitigation)는 이해당사자가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

하는 단계로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한 이견 조정으로 갈등의 규모와 강도

가 완화된다. 갈등해소기(conflict settlement)는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접

촉, 양보, 타협 등으로 갈등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는 시기로 공식적

인 협약서, 합의문 등 구체화되고 실증적인 성과물이 생성되는 시기이

다. Rummel(1993)은 갈등전개 단계를 잠재된 갈등, 갈등의 촉발, 세력 균

형화, 세력 균형, 균형의 파괴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갈등 주

기별 적용 가능한 해결기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18 -

< 표 3-갈등단계 및 갈등 해결기제>

갈등주기 특징 갈등해결기제 갈등관리

갈등생성

및

잠복기

･갈등의 원인생성과

 인큐베이션

･이해당사자 간의 긴장

 관계 형성

･원인분석 통한 갈등

 진단과 해소노력

･갈등관리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갈등예방

･갈등영향

 분석

･참여적 

의사 결정

갈등

표면화기

･갈등유발계기가 관찰됨 

 (a triggering event)    

･임기응변식 대응 

아닌 갈등원인에의 

접근 필요

･이해관계자분석 통한 

핵 심 이 해 관 계자 

의 입장, 

이해관계파악 

･의사소통 통로 확보

･갈등해결

･갈등 조정

 회의

･협의체방식

･당사자간

 협상방식

갈등

고조기

･갈등이 증폭되어 

최정점

 에 이르는 시기

･물리력을 동원한 집단 

의견 표출행위가 

관찰됨

 ･사회적 비용이 최대

 화되는 시기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과 조정

･win-lose 방식 아닌

 win-win 방식으로

 의 접근 필요

･의사소통 통로 유지

갈등

완화기

･갈등에너지가 점차

 감소하는 단계

･이견조정의 가능성

 탐색 시기

･협의 또는 협상에

 의한 갈등 해결가능

 성 확대

･신뢰형성 및 유지

갈등

해결기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협상의 진행

･갈등의 소멸 또는 잠복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준수

･협상에 의한 의견차

 해소

･합의문 작성과 합의

 사항 이행 위한 

노력

< 출처 최세광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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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해결 평가 기준

 사례들의 갈등관리와 해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에 대한 이론

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갈등해결의 정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갈등 이해당사자별로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갈등 해결로 이루고자 하

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해결의 정도는 특정하기가 더욱 어려운 문

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Moore(1996)는 갈등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갈등 해결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탐구하고 정의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갈등해결의 성공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하 혜 영(2007)은 갈등해결의 성공여부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으로 형평성, 효율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형평성(equity)으로는 균등한 배

분이 해결의 기준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하였는데 형평성과 관련한 기준

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갈등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차이와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개입할 경우 제대로 된 적용이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효율성 (effciency)차원의 갈등해결 결과가 사회적인 부를 극

대화하였는가를 적용하였다. 이 효율성은 갈등해결의 과정과 결과 두 가

지 모두에서의 사회적인 부의 극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는 것으로 

적시하였다. 

  다음으로 갈등 연구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세부 평가기준에 대하여 고

찰하여 보고자 한다. 갈등 연구에서 제시하는 갈등해결에 관한 중요한 

평가기준은 수용성(acceptance), 지속성(duration), 변화된 선호관계

(changed relationship)등을 들고 있다. 수용성은 해결내용이 이해당사자

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해당사자들이 해결책을 수용하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해결책의 내용에 불만이 없을 경우이다

(Ross,1993). 지속성은 갈등 해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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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상호관계는 갈등해결 이후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는

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어(Moore)는 성공적인 갈등 해결 개념을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무어는 성공적 갈등해결을 판단하기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결과적 성공, 정치적 성공, 이해 관계적 성공, 책임적 성공, 

관계적 성공이 그것이다(Moore,1996).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

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대한 평가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일치도와 만족도 측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Gwartney etal, 

2002). 위의 갈등해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 단

기적으로는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 및 해결안 도출 여부와 이에 대한 이

해당사자의 수용성과 만족정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중기적으로는 이 합

의안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느냐 여부를 적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장기

적으로는 이러한 갈등해결 지속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는지 여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갈등해결에 대한 평가기준은 이해(갈등)당사자 간의 만

족도로 판단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인 두 사례 모두가 단기차원의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되었고,  이해관계자간의 갈등해결 전후의 관

계변화는 측정하기 곤란하다. 반면 갈등해결 결과에 대한 수용도 나 만

족도는 이해관계자 대상자간 만족도를 통해 측정가능하고, 두 사례가 만

족도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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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공갈등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1.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대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제

시되었다.(Emerson etal. , 2011).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

념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nsell & Gash(2007)는 참

여적 관리, 상호작용적 정책결정,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그리고 협력적 

관리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정의에 의하면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책 및 계획에 있어 

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consensus-oriented)이며, 집합적인 의사결정

(collective decision-making)과정에 공공기관, 비정부기관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직 혹은 체계"이다. Emerson etal.(2011)은 협력적 거버넌스

를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상ㆍ하위 정부, 공적, 사적, 

민간 영역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공공정책의 결정의 과정과 구조

로 그 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것"을 말한

다고 했다. Huxham (2000)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다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공동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행위자인 모든 형

태의 거버넌스"라고 규정하고, 구조의 복잡성, 다양성 차원에서 이를 논

의하였다. Henton et al.(2008)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협력과 거버넌스 

(governance)의 합성어라고 보았고 거버넌스가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조정이라면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공동의 목적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의미하며 이는 상호성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Henton etal.2008; 채 종 헌 외,201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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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son & Perry(2006)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자율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구조, 그리고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결

정하거나 활동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공식적ㆍ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Tang & Mazmanian(2008)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한 조직이나 공공부문만으로는 쉽게 다루어질 수 없는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여러 부분의 조직들이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 계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박해육,2011; 채종헌 외, 2012재인

용).

  서순탁·민보경(2005)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수준에서 중앙정부, 지방

정부,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각 행위주체들과 참여와 파트너십을 강조하

여, 그들 간의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상호협력에 바탕은 둔 

문제해결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배귀희(2006)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Peters(1996)의 참여 거버넌스 

(participatory governance) 모형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으며 모든 이해관

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 의사 결정 혹은 집단적 행동의 메커니즘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서 핵심 요소는 이해당사자들의 담론과 심의를 통해 집

합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여자들의 대화에 근거한 네

트워크라 할 수 있다 (채 종 헌·김재근, 2009).

  박재창(2008)은 기존의 단일 중심적 행정관료 의사결정은 속도가 느려 

정보사회의 도래로 사회의 변화 속도, 복잡성, 다양성 역동성이 커진 데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문제 해결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전환비용을 줄이도록 고안된 것을 협력적 거버넌스로 정의했다. (남 덕 

현, 201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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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 석(2010)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조직과 행위자 사이

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으로  계층제도, 네트워크 및 시장 등의 3가지 사

회적 조정방식의 최적의 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협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

계와 정책을 초월해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라고 보았다. 유재원・이승모(2008)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목적 

및 사회문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공식화된 조직구조와 권한

을 가지는 공동행위로 이해했다 (하동현,2011재인용).

  채 종 헌・김재근(2009)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자율성을 갖춘 행위자

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및 관리노력이 수단으로 합의추구를 

지향하는 숙의적인 의사결정체계"로 정의한다.

  은 재 호・오수길(2009)은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와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분했다. 참여적 거버넌스

에서는 당사자들이 공공문제에 참여하여 정책 형성에 기여하는데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순히 참여와 타협에 그치지 않고 높은 협력과 상호의존성

을 보이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뉴 거버넌스 문제

로 지적되고 있는 책임소재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

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경쟁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협력적인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을 의미한다(Roberts,1996).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시되

고 이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경쟁적인 전략보다는 win-win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Ansell & Gash(2007)역시 

같은 맥락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승자독식(winner-take-all)"형태의 이

익 중재가 아니고 "정합적인 거래(positive-sum bargaining)"와 협동적인 

연합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협력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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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신뢰와 규범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조직 간 관계

를 활성화시키며, 건전한 관리-복종(manager-subordinate)관계를 형성하

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거래비용을 줄이게 해준다 (Bae,2009).

  Fung(2002)은 협력적 거버넌스 특징을 '참여적 협력'으로 정의하고 여

기에  4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참여적 협력은 첫째, 공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둘째, 부분적으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셋째, 시민들

의 참여를 유도하며 넷째,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2. 갈등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대형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수단으로 제시된 연

구로 남 덕 현(2011)과 정 우 송(2010)의 연구가 있다. 남 덕 현(2011)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기구로 평가되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

의회가 갈등해결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사례를 Robbins의 ‘집단갈등 전개모형'에 기초해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시화지속협의회가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요인을 도출

해냈는데 ①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②의사결정의 민주성 ③이해관계자 참

여수준의 확대 ④제도적 기반확보였다. 본 연구는 시화지구 가능발전협

의회의 두 가지 갈등해결사례를 Ansell & Gash 모형의 5가지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여 갈등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찾아내는 연구

라 하겠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시화지속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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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시스템 적용,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시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 국책사업 시행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식전환

을 들었다. 

  정 우 송(2010)은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교하여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이 사업들이 어떻게 사회·정치적 갈

등 원인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갈등 최소화와 국책사업 

합리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로 제시되었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정

부안의 추진, 사업의 중지, 협력적 거버넌스 중에 협력적 거버넌스(안)은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정이

나 정책 불순응 정도가 낮고, 행정/정책의 민주성은 높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 win-win plus게임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가장 사회적 

갈등의 강도가 적으면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합리적 계획으로는 주민기피시설과 관련된 당사자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대안적 원리로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를 제시한 연구로 조영석(2003)의 연구가 있다. 주민 

기피시설 갈등사례(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를 중심으로 갈등 

조정기제로서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적실성을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는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결과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변화의 과정과 동기를 

분석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모형을 주민기피시설과 관련된 주체(이해당사자), 과정(사회적 

학습과정),맥락(제도), 상황(역사)의 분석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주민대표기구의 응집성과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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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한 관련법의 내실화가 시급하고, 이해당사자간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며,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밝혔다.

   Bae(2009)는 군포시의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을 둘러싼 이해집단의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효과적 작동 여부를 살펴보았다. 협력

적 거버넌스가 지역적인 반대를 줄이고 숙의와 열린 대화를 통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데 그것은 Habermas의 이상적 공론상황과 유사하다고 하였

다. 현실적인 대화의 상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입지선정과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유낙근・이원섭(2012)은 부산시가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부경남에 위치한 남강물을 사용하려 한 사례를 통해 지역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에서는 서부경남지역들의 피해의식과 불신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을 구상하였다. 갈등문제를 다루기 위한 틀로 갈등원인과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을 모색했

다. 갈등원인과 갈등 대응의 과정에서는 갈등의 발발, 전개, 대립된 주

장, 절차적 갈등의 성격을 분석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규범적 차원에서 

담론을 통해 갈등관리 방안과 광역적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신뢰를 구축

하였으며 법적이고 제도적 장치를 모색했다.

  임 순 미(2006)는 정부 간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협력적인 로컬 거버

넌스 구축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지역공동체들의 행위

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해결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협력적 로컬 거버

넌스가 정부 간 갈등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필요조건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주민참여 확대와 참여적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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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법 및 이해당사자간 합의형성 기제의 활용을 통한 과정의 참여 확

대, 정부 간 상호의존적 동반자 관계 구축, 정부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축, 정부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 정립,정부 간 

자기조직화와 자율적 문제해결, 문제해결과정에서 거버넌스 원리 적용을 

통해 갈등관리에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구 외(2006)의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국

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나아가 이

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인 거버넌스 모델

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군 국기무사사령부의 과천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과정, 

도시계획관련 법규정상의 거버넌스 측면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고 협력

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성공요인을 도출했다. 분석의 틀로 행위주체간

의 상호작용 (연합, 대립, 중립)과 리더십, 제도적 기반을 설정했다. 분석

의 결과로부터 갈등의 극복 요인으로 합리적인 명분을 바탕으로 한 협상

의 진행,과천시장 등 이해당사자들의 리더십, 다자간 협의체와 같은 공

식적인 협상기구의 활용이 제시되었다.

  박광무・이언용(2008)은 일반적인 광의 거버넌스와 구분하여 뉴 거버

넌스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협력적 거버넌스와 동의어로 이해

하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과정에서 일어난 국립아시아전

당 건립관련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의 해

소・조정 방법과 어떻게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의 협력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를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바라보았다. 이들 주체들은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와 정부기관 내부 관계자 회의, 

전당 공연장 관계자 회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안 설명회, 문화도시

조성 국제 컨퍼런스, 종합계획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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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했다.또한 '광주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

의',광주지역의 언론이  도하는 특집보도・토론회・전문가 인터뷰・취재

보도 등을 통해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통로도 열어 두었다. 이와 같은 상

호작용의 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할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수 있었다. 채종헌・김재근(2009)은 소각장 건설갈등 사례에서 협력

의 기제로 작용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이하 범폐추협)을 

협력적 거버넌스로 규정하여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했다. 갈등관리의 효

과성 변수로 협력을 통한 합의의 만족을, 결과변수로 과정적 효율성을 

설정했고 설명변수는 경제요인, 상호의존, 가용자원, 제도요인으로 구성

했다. 매개변수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분석 

결과,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은 제도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으며 효

과 변수인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제도요인과 경제요인의 영향을 받았고 

합의만족 수준은 제도요인과 협력적 거버넌스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철 주・장 명 준(2011)은 갈등해소의 대안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도출하고 도시 계획 및 지역개발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

과 갈등 완화의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크게 ①구조 ②제도적 규율 ③이해 

및 참여 관계 ④협력과정 ⑤결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제도적 규율과 

참여관계는 초기 협력과정을 조율하는 시작조건으로 보았다. 구조는 거

버넌스 작동을 전반적으로 한정하는 참여자들 간의 권력관계, 지식과 정

보 보유 수준,자원배분관계,사고방식,행태,의미체계와 관련된 문화, 참여

자들 간 또는 참여자들이 외부의 사람들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

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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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규율은 거버넌스 조직과 운영과정에 적용되는 룰(Rule)과 규

정을 말하고 이해 및 참여 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여와 

합의에 대한 의욕과 열정의 정도 그리고 거버넌스가 이를 지원하는 정도

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협력과정은 실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논의

와 담론의 과정으로 사회적 학습과 집단의 힘과 집단지성을 활용해 합의

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나인수 외(2009)는 기성시가지의 재생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적 계획을 

위한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①공공 민간 갈등해

소를 위한 공공과 민간 조직의 재구성 ②계획단위의 광역화에 따라 계획 

및 사업주체의 전문화/광역화 ③계획 및 사업의 전 단계를 제어할 수 있

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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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협력적 거버넌스 관리 갈등관리요인>

저자/연도 협력적 거버넌스 관리 갈등관리요인

김광구 ,문채 

,홍성우(2006)

· 행위주체간 상호작용

· 리더십

· 제도적 기반

박광무
·공식적 상호작용

·비공식적 상호작용

채종헌,김재근
·제도적 요인

·참여/협의 절차

남덕현 2011)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의사결정의 민주성

·참여수준의 확대

·제도적 기반 확보

조영석(2003)

·제도적 기반 마련(관련 법  내실화)

·이해당사자간 연계기제 마련

·이해당사자간 인식/태도변화

정우송(2010)

·사회적 불안정과 정책 불순응 정도

·정부정책의 신뢰도

·행정/정책의 민주성 

유낙근·이원섭

(2012)

·법과 제도의 마련

·신뢰구축

·담론 구조 형성

<출처 : 남덕현 2011 재인용>

3.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

   Ansell & Gash(2007)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기존문헌을 메타분석

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도출해냈다. 이는 크게 초기 조건

(starting conditions), 협력적 과정(collaborative process), 제도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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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design), 촉진적 리더십 (facilitative leadership) 그리고 결과

(outcome)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1 Ansell & Gash(2007)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 출처 장새미 2013 재인용>.

  먼저 초기조건은 ①힘/자원의 불균형과 ② 적대적 혹은 협조적인 과거 

역사 그리고 ③참여의 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힘/자원의 불균형이란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다른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조직, 지위 또는 자원을 결여 하고 있다면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러한 조

건을 잘 갖추고 있는 당사자들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불신이 발생하고 과정

에 충실히 참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은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기반이 없어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조건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과거 적대 혹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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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당사자들 간에 갈등의 역사가 있는 경우 

이들 사이의 신뢰의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과정에의 충실

도 역시 낮아지며 부정직한 소통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과거에 성공

적인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자본이 창출되며, 신뢰의 수준은 상

승하고 협력에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참여의 유인은 앞서 언급한 힘의 불균형과 당사자들 간 갈등 혹은 협

조의 역사에 영향을 받는다. 힘의 불균형을 지각한 당사자들은 협력의 

과정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되는데 특히 참여로 인해 구체적이고 효과적

인 정책성과가 예상될 때 그 유인이 증가한다고 한다.(Futrell,2003;Ansell 

& Gash,2007 재인용). 또한,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협조 여부가 그

들의 목표 실현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면 참여에 대한 유인이 증가한

다. 그런데 여기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역시 협력적인 

과정에의 유인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고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 이는 협력보다 단일한 방향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상호 

의존성이 낮은 경우라면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있어도 

협력이 막힐 수 있다.

  협력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촉진적 리더십과 제도적 설계

가 있다. 촉진적 리더십은 합의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어느 개인의 리더

십의 발휘가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력할 수 없을 때 중요하다. 또한 리더

십은 규칙을 제정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대화를 유도하고 상호 이익을 

탐색할 때 특히 필수적 요건이 된다.

협력적 과정에 대한 외재적인 요인의 하나로 제도적인 설계가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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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제도적인 설계는 협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 참여의 범위의 

확대, 공론장의 유일성,  과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특히 

참여 범위의 확대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정신을 반

영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들과 숙의(deliberate)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나타난 정책의 성과가 광범위한 동의에 근거하였다는 

정당화 근거를 마련해준다.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협력적 과정은 신뢰구축

(trust building), 과정에의 충실 (commitment to process), 공유된 이해

(shared understanding), 중간성과 (intermediate outcomes), 면대면 대화

(face-to-face dialogue)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 요소들은 병렬적

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신뢰가 형성되며 

그로 인해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성과 혹은 

작은 승리(small wins)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협력적 과정을 거치면

서 장기적으로는 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다.

4. 선행연구의 검토와 시사점

  선행연구들은 첫째, 주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참여요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제도적 기반의 경우,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를 협력적 거버넌스로 규정하고 그 운영과정을 분석하여 갈등관리 수단

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였다. 물론 협의기구

가 당사자들 간에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나친 의미를 부

여한다면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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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포함하여 참여의 제도화, 경제적 보상 등 보다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갈등관리요인들을 

Ansell & Gash  모형을 참고하여 5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입지 갈등사례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행한 연구 (조 

영 석, 2003)도 있었지만 연구 당시 갈등에 따른 결과(시설 설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 요인이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토대로 입

지갈등에서 그 기제들이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또 갈등문제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방법론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사업의 

비교와 시나리오 예측기법을 사용한 연구(정 우 송, 2010)와 계량적인 실

증연구를 시도한 연구(채 종 헌・김 재 근, 200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일사례를 분석한 질적인 연구였다. 사례의 연구는 문제를 깊이 있고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지만 하나의 사례를 다루다보면 어느 특정 

요인을 과소/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① 갈등

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요소(변수)들을 협의체나 기구에 한정

하여 해석하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ii) Ansell & 

Gash(2007) 통합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델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사

례를 비교분석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들이 갈등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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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된 변수들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연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갈등 사례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협력적 거

버넌스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두 사례를 비교해 보고 공공갈등해결 수

단으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의 활동이 갈등해결만족도(수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2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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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참고

하여 갈등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요인)

들을 살펴보려고 한다.모형의 구성요소 중 협력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인 개인적인 역량에 초점을 둔 리더십은 논의에서 제외하기

로 한다. 제도적 측면(참여의 제도화, 절차의투명성, 경제적 보상) 참여와 

관련이 있는 협력적 과정(학습과 조정, 실질적 참여 보장)으로 범주화하

여 주요 변수를 도출하겠다.

1. 갈등의 구조

① 갈등의 내용

   갈등사례의 분석으로 갈등관리 기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갈등 내용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 정황, 갈등 원인, 성격 ,쟁점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갈등 내용 분석 이유는 갈등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적합한 갈등관리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Deutsch,1991;Fisher,1994 

재인용). 따라서 해당 갈등사례에 적합한 갈등관리방안이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갈등 내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갈등의 당사자

  갈등 구조 파악에 필요한 요소는 갈등당사자와 이들 간의 관계이다. 

갈등당사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갈등관리에서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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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쟁점에 대한 가치, 목표, 이해를 반영한 것이고 여기서 충돌이 발

생할 경우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갈등 당사자의 다양한 특성은 갈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해당사자의 수, 참여 동기, 참여자원, 갈등 당사

자의 역할 분담 및 전문화 정도, 조직의 성격 등이 논의될 수 있다(주 

재 복ㆍ한 부 영,2006).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들의 역할과 관계를 중점적

으로 분석하겠다.

2.협력적 거버넌스의 갈등관리

  갈등관리 수단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갈

등관리요인들을 종합해보면 네트워크, 파트너십, 의사결정의 민주성 ,협

상기구, 실질적 참여의 확대, 공식ㆍ비공식적 상호작용, 제도적 기반 ,신

뢰 구축, 충분한 보상, 리더십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갈등관리요인을 ①절차의 투명성 ②참여의 제도화 ③경제적 보

상 ④실질적 참여의 보장 ⑤학습과 조정으로 분류했다.

① 절차의 투명성

  절차의 투명성이란 당사자들이 공적인 협상이 진실하다고 믿으며 협력

적 과정이 막후협상을 가리는 가리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Ansell & Gash,2007).과정의 투명성은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의 관점에

서 이해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선의에 의한 협상과 공동의 이익을 기대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협력적 과정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다. 특히, 이

들은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협력 과정이 조작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진다. (Ansell & Gash,2007).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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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각 주체들이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얻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협력 과정의 투명성은 

그 절차가 공정하고, 평등하며, 개방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준다 

(Murdock et al. 2005).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명확한 역할 설

정이다(Alexander et al.1998). 또한 과정의 투명성은 정보의 불균형과 관

련이 있다. 따라서 초점은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적 자

원들을 공유하며, 통합된 자원 등을 통해 정보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있

다. 정리하면,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절차에 대한 당사

자들의 신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한  힘

의 불균형 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 그리고 정보와 자원의 불균형 정도를 가지고 절차적 투

명성이 확보되었는지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

원공사가 사업수행 절차상 사업대상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신문공고, 주민 열람일정 공지 실시)의 준수여부로 정하도

록 하겠다.

② 참여의 제도화

  갈등관리에서 협력적 과정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즉, 설명회, 공청회와 관계자 회의, 참

여적 의사결정 등이 법이나 제도로 보장이 되어 있을 때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참여, 그리고 이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비 선호 시설 입지갈등과 같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

는 상황에서는 사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갈등의 관리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법이나 규칙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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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석, 2003; 유낙 근ㆍ이 원 섭,2012), 협의기구의 구성, 토론회의 개

최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

자원공사가 사업대상 지역주민들의 토지 수용을 위해 구성하는 보상협의

회의 설치여부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③경제적 보상

  보상의 적정 수준을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례에 일

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또한 피해자를 만족시킴과 동시

에 현실적으로 보상 가능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입지갈등의근본적인 원인은 해당시설에 대한 편

익과 비용이 불일치한다는 것인데(Sandman,1986) 편익은 지역이나 국가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는 반면, 이로 인한 비용은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의하면 개

인은 합리적 존재로서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이익이 손실을 초과할 때 

움직인다. (안 형 기 외,2000).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혹은 "충

분"한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

법 제23조 3항에서는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사인(私人) 재산권을 수용

(收用)ㆍ사용(使用) 또는 제한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는데 그 보상의 내용 혹은 정도는 "정당"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런

데 이것은 정부가 사인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

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정당한 것인지

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다.

  또한, 환경 또는 안전관련 유해한 비선호시설의 입지의 경우, 대부분 

금전적 보상만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없다.(이 만 동ㆍ김 동 찬, 1999) 

즉 경제적 보상은 다른 갈등관리의 요인들과 함께 쓰일 때 유효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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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충분한 보상의 정도에 대한 합의를 이

끌어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 보상책만으로는 갈등관리의 유

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인 보상이 충분한지 여부는 갈등

의 여러 정황과 성격,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여기서는 유형 피해는 물론 무형 피해도 고려해야 

하며(유 낙 근ㆍ이 원 섭,2012),현금 보상을 비롯한 지역개발을 연계하는 

방안, 보험 제도의 도입 등(정 창 수,2004)도 염두에 둘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액 산정 방식(토지 수용, 사용)

을 경제적 보상으로 정의하겠다.

④ 실질적 참여의 보장

   당사자들의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보다 많은 참여를 유

도하는 것이 갈등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Gray(1989)는 성공적인 협력은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며 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당사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참여의 

문제는 주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가 주어 졌는 

지와 관련이 있다. OECD가 제시하는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작용은 정보

제공(information),협의(consultation) 그리고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으로 구분되는데 정보제공은 정부가 정책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시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관계이다. 

협의는 정부가 정책형성에 대한 시민의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이

며, 제한된 쌍방향 관계를 의미한다. 적극적인 참여는 시민이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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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형성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발전된 쌍

방향관계를 의미한다 (하 혜 영,2007).

  그 밖에도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

로는 숙의와열린 대화(Bae,2009),의사결정의 민주성 (남 덕 현,2011),토론

회, 회의,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상호작용과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상호작용 (박광무ㆍ이언용,2008)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Ansell & Gash(2007)는 면대면 대화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갈등 당사자 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서 협력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모든 대화와 토론

이 곧 갈등의 해소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참여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그것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것

인지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 참여가 참여의 

범위(대상)와도 관계가 있음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참여 여부

는 주민들의 참여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대상

구역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나 기

구의 존재 여부를 실질적 참여의 보장으로 정의하겠다.

⑤ 학습과 조정

  공공갈등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발

생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력적 거버넌

스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런데 협력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Ring & VandeVen(1994)은 협력의 과정을 반복적(iterative)이고 순환

적(cyclical)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와   같은 협력의 속성은 학습과 조정

을 통해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Fisher(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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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리로 갈등의 분석  (conflict 

analysis), 갈등의 대면(conflict confrontation) 그리고 갈등의 해결       

(conflict resolution)을 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국면이 순차적으

로 전개되지 않고  겹치고, 나선형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넓

은 의미에서 갈등의 분석과 갈등의 대면은 갈등의 해결에 속한다고 했는

데 이는 학습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Wanna(2008)는 협력이 상호 

학습과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정부 부처들

은 사적 영역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쌍방에 이익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

게 되었다. 이처럼 협력을 통한 학습은 조직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자원

의 배분에 기여한다. 박 순 애ㆍ이지한(2005)은 위험시설의 입지정책에서 

정책집행과정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과거 정책실패로부터 학습(policy 

learning)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후보지 선정방

식, 보상제도, 정책홍보 전략 등을 개선하고 주민들은 언론과 단체들의 

영향을 받아 인식이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정책의 성패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책의 정당성 문제가 동태적 상황에서의 불확실

성과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김영평,1991) 동태적 여건 가운데서 불확실

성은 정책의 정당성을 미리 정할 수 없게 하는데 이 때문에 각 결정의 

단계 예컨대 규칙제정, 정책집행, 감시체계의 운영 등-에서 절차적 합리

성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정당성 

확보는 진화적 과정을 거친 시행착오를 통해 지식의 증가(학습)가 일어

나고, 이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는 것을 학습의 제도화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갈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등이 전개될지 불확

실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들 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갈등이 관리될 수 있

는 것이다. 여기서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 

토론이나 합의와 같은 절차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 43 -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이 조정되어 가는지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갈

등당사자자 들간 갈등내용에 대해 기존 입장을 변경시키는 과정 및 절차

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타 사례의 벤치

마킹 등을 통한 갈등관련 자료 수집 등이다.

3. 결과(갈등해결수준)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이 "분석적 접근을 통해 갈등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지속위원

회,2005),"문제의 해결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갈등의 문제를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 일치해 가는 과정이나 행위이며, 더 나아가 협력으로

까지 연결되는 것"(하 혜 영, 2007)을 의미한다면 이는 갈등의 결과 그 

자체보다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여기서"결과"는 갈등의 해결 여부에 있다기보다 갈등관리의 요인들이 갈

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문제의 방향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합의내용의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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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수용성(acceptance)이다. 수용성은 해결내

용이 이해당사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며 이해당사자가 합의된 결

론을 수용하는 경우는 합의절차의 공정성과 합의된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한다(Ross,1993).갈등해결을 판단할 수 있는 단기적인 평가

는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 및 해결안 도출 여부와 이에 대한이해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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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과 만족도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갈등에 대한 

합의가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갈

등해결에 대한 평가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일치도 등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Moore,1996)

② 합의내용의 지속성

  지속성(duration)은 갈등의 해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의안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느냐 여부가 갈등해결의 수준을 중기적

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합의내용이 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합의내용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심각하

게 훼손되거나 거부되어 파기되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다.

③ 이해당사자 관계변화

  이해당사자 관계변화는 갈등해결 이후 이해당사자간의 관계가 개선되

었는지를 의미한다. 갈등해결 이후 상호관계가 호전되었는지 아니면  악

화되었는지의 여부는 갈등해결이 이해당사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단기차

원 합의내용 수용성, 중기차원 합의내용 지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수용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갈등해결내용은 이해당사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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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소
변수내용

변수 하위변수

갈등

구조

갈등내용 지역내 시설(토취장, 골프장)입지 등

갈등의 당사자(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지자체

협력

적 

과

정

제도적

설계

절차의 투명성

사업구역내 지역주민 대상 토지 

편입여부 공지(주민 대상 열람)여부 

일간신문활용

참여의 제도화 사업대상 토지 보상협의회 존재 여부

경제적 보상 토지 보상 방법(수용, 사용 등)

협력적

과정

실질적 

참여보장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토론, 중재 

절차 진행 여부

학습과 조정
타 지역 벤치마킹, 전문가 토론회 

여부

결과 갈등해결

  수준

합의형성/수용 갈등해결 후 사업의 진행 여부

지속성 갈등 당사자 대상 만족도 결과

상호관계변화
갈등해결 후에 시화협의회 지속 

참여여부

< 표 5-주요 변수 설정>

제 3 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갈등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회의록, 사화지속가능협의회 활동 백서 등을, 절차의 투명성 준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간 지역 신문 공고내용 및 한국수자원공사 내부 

문건 등, 참여의 제도화는 사업대상구역 업무담당자들의 인터뷰,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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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토지보상방식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문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

수자원공사의 내부 검토문서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실질적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내용,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10주년 

성과평가 연구 상의 갈등해결 사례별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갈

등해결수준(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제 4 장 비교 사례 분석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시화지역개발사업 추진 중 지역사회와 사

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발생하는 갈등해결수단으로 탄생하였

고, 현재는 정부(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공식인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이

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의 협력적 거버넌스적 갈등해결사례 이해에 있

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생배경, 시화지역개발사업의 역사적 배경 

이해가 선행조건이고, 공공갈등관리의 본질,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관리

에 대한 시사점을 얻은데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화지역 그리고 주요 갈등 

당사자들의 이해는 필수적임을 추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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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사례선정 배경(시화지속가능 협의회)

  시화라는 지명은 시화방조제로 연결된 시흥과 화성에서 각각 첫 글자

를 따서 만들어진 시화지역은, 당시 경기도 시흥 군 군자면 (현 시흥 정

왕 동)과 화성군 서신 면, 옹진 면 (현 안산 시) 대부면, 안산 시 신길 동 

등 3개 군과 1개시가 속해 있는 자연취락지역이었다.  

1. 시화지구 개발사업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일이었으나, 그 가능성

만 논의 되었을 뿐 실제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시

화지구 매립공사는 1975년 농어촌진흥공사의 서남해안 간척계획에 포함

되어 있었으며, 1977년 5월 대통령의 반월 신도시(현 안산 시) 건설 현장 

순시 때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1984년 8월 건설부 등 관

계부처와 농업목적의 간척사업 실시를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를 시

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건설부에서는 시화지구가 포함된 국토확장 사업 추진 방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84년 12월 27일부터 1986년 9월 2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시화지구 간척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은 대통령에게 시화지구 계발계획을 4

차례에 걸쳐 보고하였고, 1985년 8월 30일 경제기획원장관이 서남해안 

간척계획 중 시화지구 개발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본격적

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1986년 7월 최종 결정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시화지구 개발사업

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시화방조제 사업은 1

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건설부에서는 1986년 9월 27일 시화지구 개발을 위한 반월특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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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개발구역 변경과 기본계획을 고시(건설부 고시 제425호)하고, 1987년 

6월 10일에는 탄도, 대선, 불도 방조제와 시화1,2방조제 등 총 5개 구간

으로 나누어 시행 예정이였던 ‘시화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실시계

획’을 승인(건설부 고시 제220호), 1987년 6월 10일 본격적인 공사에 착

수하였다. 방조제 착공 이후 6년 6개월의 공사 끝에 1993년 12월 23일 

시화지구 1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다음해인 1994년 1월 

24일 시화지구 2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서 현재의 시화호가 

탄생하게 되었다.

①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목적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대단위 국토확정과 도시개발을 통하여 고용 증대

는 물론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수도권내 신규 공업용지 확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시흥 군, 화성군 및 웅진군의 해변과 그 주

변지역을 매립하는 것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시화지구가 수도권에 위치

하여 공업용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반월 및 인천남동 공단과 인접

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추가 부담이 비교적 적어 개발의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부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당시 근대화

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시대의 최우선 목표

는 국토개발을 통한 공업화와 선진국으로의 진입이었으며, 이러한  시대

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다를 매워 국토를 넓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로 여겨졌다. 이런 시대적 정서에 따라 시화지구 개발사업도 시작되었

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다시 얻기 어려운 광대

한 토지가 확보되어 산업단지와 택지 등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공될 수 

있었으며 인근 대부도 등 섬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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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화지구 개발 개요

  시화호 인근지역( 안산, 시흥 화성지역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은 정부

에 의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39조에 의거하여 반월특수지

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1998년 시화 호 및 주변간석지가 포함

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반월특수지역의 개발 계획은 크게 안산 신도시시 건설 1,2단계사업, 

시화방조제 건설사업 시화1단계사업, 시화멀티 테크노 밸리 (시화 호 북

측간석지 사업), 송산 그린시티 사업(시화 호 남측간석지), 시화조력발전

소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시화 호 남측 간석지중 1,100백만 

평은 농촌공사에서 대규모 농공단지 및 농업용지인 대송단지로 개발 중

에 있다. 이중 안산신도시건설 1,2단계사업과 시화방조제 건설사업 , 시

화1단계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화MTV사업과 송산 그린시티 

사업 등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반월 특수지역내의 사업구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크게 시화지역개발사업

과 안산신도시조성사업으로 나눌수 있으며 8개 소단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3. 반월특수지역내 사업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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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반월 특수지역 내 개발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 반월 특수지역 내 개발사업 개요>

가. 안산신도시 1,2단계 조성사업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서울의 폭발적인 성장

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설정,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시행, 국토이용관리

법 제정, 지방산업단지 건설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정책수단을 마련

하였다. 안산신도시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산재한 중소규모 공장이전과 수

도권 인구분산, 주택난 해소라는 복합적인 정책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안

산신도시 1단계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계획된 신도시

사업으로 1단계사업은 77년 착수되어 93년에 2단계사업은 92년에 착공되

어 09년에 준공되었다. 32년간에 걸쳐 시행된 안산신도시사업으로 현재 

약 75만 명 주민이 거주하고 약 5,064개의 공장이 입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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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화방조제건설사업, 시화공단과 배후주거지 건설사업

  시화방조제건설사업과 사화1단계사업은 86년부터 06년까지 중동건설장

비 활용, 고용증대와 경기부양, 국토확장 등 국내경기의 진작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시행되었다. 시화방조제는 172㎢(5,200만평)의 국토확장

과 대부도, 선감도, 타도 등 도서징겨 연결을 통한 육지화를 목적으로 5

개 방조제(사화1, 사회2, 대선, 불도, 탄도) 12㎞를 축조하여, 내측에 생성

되는 간석지는 농업 및 도시용지로 개발하고, 내측의 호수(시화 호)는 담

수화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시화방조제가 축조됨으로

서 대부도, 선감도, 불도, 형도, 어도, 음도 등 7개 도서가 육지와 연결되

었으며 해안선을 단축시킴으로서 도서주민들의 생활 및 교통편의를 제공

하고 서해 조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방조제 내측 단지개발비용을 최소

화하는 등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갯벌 훼손에 따른 

맨손어업 피해, 수산물 감소, 시화호소수의 정제에 따른 수질오염 등 부

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시화지역 갈등을 폭증하

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시화공단과 배후주거지 조성사업은 당초 

급증하는 수도권 산업용지 수요와 수도권 내 공장이전 등을 목적으로 공

업용지와 준 공업용지 로만 계획되었던 것을 89년 1월 정부의 수도권 인

구 미 산업유입 억제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準공업용지가 배후주거지로 

변경되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복합된 단지로 개발되었다. 이 배후주

거지는 향후 시화공단의 입주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여

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시화MTV사업의 주요한 갈등요인이었던 

시화지역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만든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52 -

다. 시화 MTV사업

  시화 호 북측 간석지에 시행중인 시화멀티 테크노 밸리 사업은 시화지

역 환경개선과 기존공단의 지원 기능 보완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첨단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시행면적은 약295만평이다. 

사업 목적은 첨단 벤처 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및 여가

기능이 조화된 첨단 복합단지 조성, 수도권 중소기업의 계획입지 공간 

제공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화 도모, 시화호

의 안정적인 수질확보로 환경자원 이용도 제고 등이 있다. 주요 유치업

종 IT산업, 첨단기계, 신소재, 벤처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이며, 사업비는 3

조 5,221억 원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5년간에 걸친 대

규모 국책사업이다. 사화 MTV사업은 최초 계획수립 당시 317만평 규모

로 시작되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장기

간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280만평의 사업규모에 찬반측이 합의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2011년 10월 시화폐기물매립장지역을 사업구

역에 반영하면서 현재의 295만평 사업규모를 이루게 된다. 주요 토지이

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6 시화 MTV 토지이용계획>

면적

(㎢,%)

주거 학술

연구

관광·레저용지

산업

용지

녹지

공원

공공

시설
유보지

마린

리조

트

골프

장

자동차

테마파크

스포츠

테마파크

국제

테마파크

실버

타운

55.82

(100)

5,848.

(10.48)

2.

(4.2)

0.58

(1.0)

2.69

(4.8)

1.46

(2.6)

0.23

(0.4)

4.35

(7.8)

0.09

(0.2)

0.50

(0.9)

27.31

(49.0)

5.37

(9.6)

3.79

(6.8)



- 53 -

라.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시화조력발전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실행하고 조력발

전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시화 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12월에 

시화 호 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되어 2004년부터 공사를 실시한 사업으로 

2011년 공사를 완료하여 2011년 9월 사업발전을 실시하였다. 총사업비는 

3,551억 원이며 시설용량은 수차 10기를 통해 254천㎾의 전기를 생산하

여 연간 발전량은 552백만㎾h로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 보다 현존 세

계 최대용량의 조력발전소로 건설되었다.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국

가 대체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시화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마. 송산그린시티사업

   송산그린시티사업은 15만 명이 거주하는 관광레저 휴양을 핵심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이며 이지역의 토지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7 송산 GC 토지이용계획>

총면적

(㎢,%)

주거

상업

학술

연구

관광·레저용지
산업

용지

녹지

공원

공공

시설

유보

지
마린

리조트
골프장

자동차

테마파크

스포츠

테마파크

국제

테마파크

실버

타운

55.82

(100)

7.11

(12.7)

2.34

(4.2)

0.58

(1.0)

2.69

(4.8)

1.46

(2.6)

0.23

(0.4)

4.35

(7.8)

0.09

(0.2)

0.50

(0.9)

27.31

(49.0)

5.37

(9.6)

3.79

(6.8)

  이 사업은 시화 호를 활용한 친수레저 공간 활용과 인천국제공항과 서

울에 인접한 이점을 활용하여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미래 지

향적인 관광레저 도시를 조성하고 생태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

써 내륙 형 도시와 차별화된 수상해양도시조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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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화지역개발사업 관련 갈등의 맥락

  2010년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약 13,500개의 공장이 입주하였고 

13,103개 가동 중에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대기 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

질을 배출하는 업체였다. 이들 업체는 주로 화학약품과 염색, 금속제조 

업체로서 업종의 특성상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하여 오염물질 저감 및 제

거장치에 대한 시설투자를 할수 없었다. 또한 이 업체들의 공단입주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기에 예

방하지 못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시화 호와 시화 호 주변의 수질 및 

대기오염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 1994년 시화방조제의 최종 끝막이가 이루어진 이후 시화호의 수질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1996년 4월 시화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

이 불가능한 COD 20ppm에 달할 정도에 이른다.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

오염문제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의 사례로 시화개발사업이 국민들에게 낙인됨에 따라 시화 호 수질개선

대책을 1996년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시화 호 수질 개선대책에는 시화

호로의 해수유통과 오폐수정화시설 증설 등 많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

으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불신으로 개발계획을 반대하며 정

부의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감사원

은 1999년 12월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

획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시화 호와 주변지

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시화지

구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 협의회는 국토연구원 등 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화

지구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발주하며 그 성과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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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의 발표를 위해 2003년 12월 주

민 공청회를 개최를 시도하게 된다. 기존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개발방안의 발표는 지역 내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화 호 연대회의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본격적인 갈등을 야기하기에 충분하였고 이러한 갈등 상황의 개요를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화 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시화호의 수질오염문제와 시화 반월공

단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

소하며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정부와 

K-water,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마

련하지 못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 등 단기적인 미봉책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이러한 주민불만을 처리하였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을 발표하자 

저부의 개발안이 시화 호와 주변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을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게 된다. 주민반발은 지역 언론 등을 통하

여 크게 부각되며  시화  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을 결속하

게 만든다.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존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개발을 거

부하고,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화 호 북측간석지의 추가개발을 추진하려던 정부 측과 시화 호

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던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간의 

시화 MTV사업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의 맥락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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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갈등 전 단계

  시화지역 갈등이 가시화된 것은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완

공이후이다. 물막이 이후 시화 호는 流水소통이 정지된 상태에서 안산, 

시흥, 화성 시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받아들이기만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화 호 수질은 급격하게 오염되었다. 시화 호 수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

가 되었을 때 정부는 우선 시화호의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

하였으며 96년 7월에는 시화 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기

에 이른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화 호에서는 물

고기 뗴 죽음을 당하는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97년 3월 시화호의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이 없고 신

뢰를 주지 못하는 정책 집행은 주변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에게 상당한 불

신을 주게 되었다.

② 갈등 상승기

  이러한 불신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가중되

고 있음에도 계속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이에 시화호의 

주변지역 3개시군의 시민사회단체는 93년 3월 희망의 시화 호 만들기 화

성·시흥·안산시민연대회의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시화 호와 

주변지역 개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시화호 예산낭비문제 

, 남북 측 간석지개발계획 반대캠페인 등 활발한 반대활동을 전개하며 

갈등의 정도를 높여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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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갈등의 위기 국면

  정부가 반월시화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듯이 보였지만 시화 호 연대회의는 시화지

구장기종합계획안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는 등 시화 호와 주변지역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표출하였다. 갈등이 점점 심

화됨에 따라 정부의 어떤 계획과 대책에도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하

여 신뢰를 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반발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시

회지구장기종합계획안을 주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취합하려고 

하였으나 시화 호 연대회의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④ 갈등 조정 기

  시화지역의 환경오염 개선과 정부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갈등은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화지역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라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하면서 서서히 해소될 수 있

었다.

   당초 정부는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을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의견

을 취합하려 하였으나 시화호연대회의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시민단체에게 공동으로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

기에 이른다. 이러한 정부의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추천하

는 전문가 참여 보장,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 등을 협의회 구성의 전제조

건으로 제시하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민관합의체가 발족하게 된다. 시화지속협의회는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오엽

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공해 및 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합

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의 공동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시화 호 북 

측 간석지 개발의타당성 조사용역과 적정 개발규모에 대한 검증 이후 개

발계획을 승인한다는 조건부로 시화MTV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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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갈등 해결 기

  시화지속협의회를 통한 시화 MTV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이후 06년 

6월 시화MTV 개발규모 검증용역에서 개발규모를 당초 317만평에서 280

만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시화지속협의회는 그 

결과를 수용하게 되며 이 합의를 통하여 시화 MTV 사업계획은 280만평

으로 최종 결정되기에 이른다. 이후 07년 8월 시화 MTV 사업은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이후 시화 호 남측 간석지에 대한 개발계획에도 합의하기

에 이른다. 시화지속협의회는 04년도부터 비공식민관협의체 형태로 운영

되어 오다가 08년 4월에는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과한 규정에 따

라 법정기구 화되어 현재까지 시화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숙의하고 학습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표 8 시화지구개발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출처 : 박태순 2007 시화활동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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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화지속가능발전 협의회

① 결성 배경

  1994년 방조제 공사이후 시화호의 오염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주민민원이 폭증하면서 정부는 시화 지구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은 시화호의 주

변지역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관광레저와 연구, 주거기능중심으

로 수립되어 시화 호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시화지구 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범정부 차원의 시화 호 

및 주변간석지의 종합적 활용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사

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시화지구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시화지구 종합계획

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03년 시화 호 종합이용계획안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시민사회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의 구성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었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

회는 2004년 1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사업

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초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

의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협의회에는 건설교통부 국장, 시민

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자체 9명, 정부 6명 시의회 (안산 

시, 시흥 시, 화성 시) 3명, 시민단체 14명, 유관기관 4명으로 구성하고, 

4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고문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이 기구의 논의와 의

결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회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데 정부와 지역사회가 합의하였

다. 이이 따라 2008년 시화지속협의회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훈령으로 임의기구에서 법적기구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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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004년 2008년
정책협의회 민관협의회 법적기구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시회지구정책협의회를 

통해 시화지구종합계획 

수립

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으로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

의회 탄생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에 

따라 임의기구에서 

법적 기구로 개편

편되었다. 이 시기의 시회지속협의회는 국토해양부 국장, 시민단체 대표

가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정부 7며 지자체 12명 시의회 (안산 

시, 시흥 시  화성 시) 9명 민간위원 15명 공공기관 8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인사 6명이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표 9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변화과정>

                         <출처 박태순 2007 시화활동 백서 가공>

4. 시회지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현황

  초기의 시화지속협의회는 중앙부서(건설교통부)의 1인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5년부터 정부와 시민단체의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되고 있으며 현재, 시화지속협의회는 도시계획분과, 환경개선분과 등 2

개 분과로 구성되며, 환경개선분과에는 대기개선소위원회와 수질생태소

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 참여 당사자 간에 주요 쟁점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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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될 경우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하고 시화지속협의회에서 

합의된 주요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다. 도시계획분과에는 시화 MTV 입주심사위원회, 시화 MTV 사후관리평

가단 등 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개선분과에는 대기개선기금 

운영위원회, 시화간선수로 수질개선전담반, 시화 호 퇴적토 모니터링반 

등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5.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

                                  <출처 박태순 2007 시화활동 백서>.

② 운영방법

  시화지속협의회는 시화지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주요쟁점을 논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

정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시화호의 대기 및 수질개선, 시화지구 개발 

규모와 개발 컨 셉 의 설정, 기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요구 사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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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방법>

                              <출처 박태순 2007 시화활동 백서>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전체회의 32회 , 도시 계획분과 128회 대기분

과 92회 수질생태분과회의 92회 등 총 34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특히 

시회지속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 이외에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숙의적인 형태로 논의하고 구체

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중토론 100회 TF팀 회의 250회를 포함하여 갈등현장 학습, 

주요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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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회의
분과회의

계
도시계획 대기 수질생태

2004년 12 8 9 10 39

2005년 6 17 11 10 44

2006년 4 15 7 11 37

2007년 2 16 11 5 34

2008년 1 15 10 7 33

2009년 1 13 11 12 37

2010년 3 13 10 12 38

2011년 1 10 9 15 35

2012년 1 10 10 7 28

2013년 1 11 4 3 19

계 32 128 92 92 344

<표 10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토의 안건>

                                <출처 :소진광 , 10주년 성과연구>.

③ 운영특성

  시회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가 갖춰야할 기본원칙

인 참여, 숙의 , 합의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가. 참여

  시화지속협의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 

시민 단체 등 이 참여하여 민관협의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보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을 공유하였으며 주요쟁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사간을 확보하고 운영되고 

있다.  참여원칙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정보접근성, 참여자의 대표성, 

조직의 자율성 확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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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접근성은 본회의 개최 전에 본회의에서 다룰 주제와 쟁점에 대해 

사전논의를 통해 상정될 안건의 내용, 범위 논의방식 등을 사전에 조율

하여 시민단체와 공공기관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미리 방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참여대표성은 운영초기단계부터 시화 호 주변을 잘 아는 

시민단체와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시화지구 개발

의 주요쟁점을 정책결정단계까지 연계토록 하고 있다. 조직의 자율성은 

시화 호 개발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한 협의회 

운영방식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지역현안에 대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확보되고 있다.

나. 숙의

  출석 위원들의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장일치에 의한 의결방식, 다면적 논의, 합의방식을 채택하여 분과회의

와 전체회의로 유기적으로 결합,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함께 추구

하여 왔으며, 논쟁이 많은 쟁점사안의 합의를 위해 공동학습과 집중토론 

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쟁점에 대해 충분한 설득을 통하여 생각이 합치되거나 어떠한 합의점

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설득하도록 토론하여 설득당하는 관계 속에서 

결정이나 결정주체의 정통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왔다. 특히 의견의 

합의가 어려운 의제는 참여주체들의 가치관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사실

관계 미확인 및 정보부족에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활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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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과정의 창의성 :  분과위원별로 의제와 쟁점을 선정하고 논의하고 

하위쟁점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하여 전체 회의에 최종합의를 도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논의 

진행과 문제해결에 있어서  핵심제 또는 전체 위원에게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필요한 주제 등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학습과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자원 순환 형 생태도시 계획/설계 지침, 시화반월 

공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방지 대책 등은 공동학습을 통해 사회적 합

의를 한 경우라 하겠다.

  ⑵ 대화의 민주성 : 참석한 모든 위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이 이뤄지고, 소소의견을 존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여 소수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운영된다.

다. 합의

  참여주체의 역할분담을 통해 합의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쟁

점에 대한 합의결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 기구를 설치 운영하

였으며 계획 실행 관리 피드백을 통해 합의의 책임성을 실현하고자 한

다.

  ⑴ 합의의 실천성 :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쟁정 및 논의사항의 

진척상황과 관계없이 참여주체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즉각적인 이행을 

하여 참여주체간에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상호신뢰성을 증진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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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업시행자의 선투자 약속으로 마련된 환경개선 대책비용을 활용

하여 도출된 실천과제를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 운영의 안

정성과 구성원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화 4 幹線水路 
수질개선대책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 실시 수질개선대책반 등이 사례들

이다.

  ⑵ 합의 지속성 : 수질과 대기개선 로드맵을 작성하고 개발규모 녹지

비율 산업단지 입지기준, 개발이익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지

속적으로 재검증하여 합의결과의 수용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결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평가단, 입주 심사위원회, 대기개선기금운영위원회, 시화호 간선수로 수

질감시단 등의 실행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⑶ 합의 책임성 : 계획 실천관리 피드백의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여 합

의의 책임성을 실현하였다. 운영과정의 쟁점을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참여주체들 간의 책임성을 하였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민관공동위

원장 체제로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 결정이후 사회적 책임을 공동 부담하

고 있다.

5. 협의회 갈등관리 성과

  시화발전협의회는 발족이후 약 10여 년간 의 시화지구개발과정에서 발

생한 환경갈등을 해결하고 시화지구 개발을 지역주민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시화지속협의회의 갈등관

리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는 없었다. 지금까지 시화지속협의회에 관한 연구

는 갈등해소, 협력적 거버넌스 등의 관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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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화지속협의회 갈등관리 결과>

분야 주요쟁점 합의 결과

도

시

계

획

시

화 

MT

V

개발내용의 

친환경성

개발면적합의(280만평)첨단 산업용지로 

친환경개발/공원녹지(27.3%)

친환경적 기업유치
지자체 시민단체중심으로 

입주기업심사위원회구성 운영

환경오염 

합의사항이행여부

주민참여 사후관리평가단 국내최초구성 

매년환경조사

교통체계의 

비효율성개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변경을 통한 

수변공간 확보/반월시화공단 경계도로 5차선 

확장

송

산

GC

개발컨셉의 

친환경성

계획인구(15만명)와 인구밀도(50인/ha)미만 

합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해안선을 보전하고 육상생태통로 확보 등 

셍태네트워크 구축후 도시계획수립

토취장 갈등해결

토취면적과 토취량 축소 주민 2/3이상 

동의를 통한 토지수용방식을 사용방식으로 

변경

원주민 정착방안 

작성

원주민 정착을 위한 법적보상이외 추가보상 

방안마련

골프장 도입여부 

및 규모

개발면적 축소(250만평->100만평)와 

친환경골프장 조성 및 관리방안 수립지침 

합의

특

별
생태문화재단 설립

지속가능한 시화호 통합적 관리방안을 위한 

기금(100억) 결정과 관리기구 설립합의

의 역할을 평가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성과평가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최근 지역개발학회에서를 중심으로 시화발전협의회의 갈등관리 성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화지속

협의회의 갈등관리 결과(성과)는 총 21건이며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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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개

선

전

체

체계적인 환경개선 

대책마련

대기 및 수질개선로드맵 작성과 사업예산 

규모 결정과 실행사업 추진

지역역량강화
교육홍보사업(시화호 환경학교, 

거점별환경교육 등)추진

수

질

개

선

시화호 수질개선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조력발전소 건설

자연형 하천조성
간선수로 저질토 준설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

시화호 퇴적토 

처리

자연정화방식, 준설 등 오염퇴적토 

처리방안을 합의하고 퇴적토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수질감시단체계마

련

수질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함

수질오염배출업체

관리

수질오염배출업체를 전수조하고 조사결과를 

DB화하여 지자체 지도 단속업무에 활용

대

기

개

선

소각장 공용화
진도 소각장 공용화를 합의하고 소각장 추가 

1개소 공용화

대기개선비용 조달

사업시행자가 대기개선기금(300억)을 

출연하고 기업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함

대기오염 감소

활성탄과 스크러버 공동처리와 염색단지 

대기오염을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센터 

설립합의

악취 감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기개선로드맵 작성과 

대기개선 예산 및 실행계획 수립

`  < 출처: 소진광 2015 재인용>.

6. 분석 대상 사례선정

  지역개발학회에서는 시화발전협의회가 시화지구 개발과 관련한 갈등관

리과정에서 도출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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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쟁점별 평균 전체 평균

도시계획
시화MTV 3.59

3.46송산그린시티 3.42
특별 3.18

환경개선
전체 3.51

3.69수질개선 3.76
대기개선 3.68

구분 도시계획분과 평균점수

상위

1위 친환경기업유치 3.72

2위 생태네트워크 구축 3.64

3위 토취장 갈등해결 3.62

하위

7위 원주민 정착방안마련 3.36

7위 골프장 도입여부 및 규모 3.36

9위 생태문화재단 설립 3.18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지역개발학

회).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화지속협의회가 도출한 시화지구 개발

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별적인 갈등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결과는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2 시화지속협의회 주요쟁점 분야 쟁점별 평균>

                                  <출처: 소진광 , 10주년 성과연구>.

  

  시화지속협의회 활동으로 인한 합의 결과의 쟁점 분야별 만족도는 도

시계획분과와 환경개선 분과로 분류되고, 시화 MTV(3.59)문제와 수질개

선(3.76)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되었고, 도시계획 분야

는 친환경기업유치와 생태환경네트워크 구축,토취장 갈등해결 문제가 비

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원주민 정착방안 골프장 도입 생태문화재단 

설립측면에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표 13 시화지속협의회 주요 쟁점 만족도>

 <출처: 소진광 , 10주년 성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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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소속기관

행정기관 시민단체
한국수자원공

사

기타 

민간

개발컨셉의 친환경성 2.85 3.89 2.9 3.6

생태네트워크 구축 3.38 4.33 3.6 3.8

토취장 갈등문제 해결 3.46 3.78 3.7 4.0

원주민 정착방안 3.35 3.56 3.0 3.8

골프장 도입 규모 2.96 3.44 3.0 3.6

도시계획분과 주요 쟁점 5개에 대한 소속기관별 만족도는 다음 표와 같

다.

<표 14 도시계획분과 주요쟁점 소속기관별 만족도>

  <출처 : 소진광 , 10주년 성과연구>.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 평가 기준으로 정의한 합의결과 만족도중 사

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송산토취장갈등해결사

례와 만족도가 제일 낮은 골프장 도입여부 및 규모 결정사례를 비교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용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송산토취장 입지 갈등 사례

  2004년 1월 12일 시화 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남측개발방안 합

의한 이후 2005년 7월 15일 송산그린시티 도시명칭 공모를 확정하였다. 

2005년 11월 18일 송산그린시티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시화지속

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6년 4월 12일 시화지구정책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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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송산그린시티를 관광․레저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

는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2007년 2월 9일 시화지속협의회

에서 송산그린시티 골프장 규모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2009년 1월에서 

5월까지 10회에 걸친 토취장 지정관련 시화지속협의회 T/F회의를 통해, 

5월 13일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사용할 토취장 지정방안에 합의하였다.

<표 15 :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추진일지>

일자 내   용

1998.11.14
  반월특수지역 확대 고시(건교부) - 시화호 및 남측간석지 포함(115.12km2)

    - 시화호(42.33km2), 남측간석지(60.73km2), 북측간석지(12.06km2)

2000. 2
  시화지구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지적(감사원)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활용 및 보전계획 수립(1,837만평)

2000. 9.19 시화지구 정책협의회 구성

2004. 1.16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004.11.1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남측개발방안 합의

2005. 2. 1 시화호 남측(화성)지역 생태신도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착수

2005. 7.15 송산그린시티 도시명칭 공모 확정(화성시)

2005. 7.26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착수

2005.11.18 송산그린시티 관련 주요사항 협의(시화지속협의회)

2006. 4.12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확정(시화지구 정책협의회)

2007. 7. 9 시화지속협의회 활동평가 토론회 개최

2007. 7.12 송산그린시티 육상동물 생태거점 및 이동통로 계획 합의

2007. 8.21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추진 기본 방안 합의(시화지속협의회)

2008. 2. 1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승인 방침(건교부)

2008. 2.12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고시 합의(시화지속협의회)

2008. 6.12 송산그린시티 보상 기본 계획 수립

                                    <출처 박태순 2010 송산 갈등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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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산 그린시티 토취장 갈등개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대한 확정으로 

토취장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8월 5일 지정고시 일

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요청을 하였다. 또한 토취장관련 내용

을 8월 20일~ 9월 3일까지 화성 시와 중부일보를 통해 주민공람을 실시

하였으며, 이러한 진행 과정 중에 2008년 9월 1일 토취장 사업관련 최초

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2008년 9월 18일 토취장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

에 의해 송산그린시티 보상설명회장이 점거되었다.  화성 시는 토취장 

관련 주민요구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한

국수자원공사)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자  지역시민단체와 한국수자원

공사는 2008년 12월 23일 토취장 관련 논의를 시화지속협의회에서 논의

하기로 정하고, 10회에 걸쳐 토취장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5월 

12일 소위원회에서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추진방안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주요 합의내용은 토취장 토량은 2,596만㎥이고 토취 방식은 수용 방

식을 원칙으로 하되, 토취장별 토지소유주 2/3이상 사용방식을 요청할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토취 후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토지 본래의 기

능에 맞게 복구하기로 하였다. 토취장 위치는 화성 시 남양 동, 지화 리 

일원 2개소이고, 제2토취장(두곡 리, 송정 리, 남양 동 일원)과 제3토취장 

(지화 리 일원)으로 우선 정하였다 이를 송산 그린시티 토취장 추진방안 

합의문을 작성하고 참여자간의 합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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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산 그린시티 토취장 갈등 구조

① 갈등 내용

  토취장 관련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신들의 방법으로 토취장 위치

와 토량을 선정하고, 토취 방법을 결정한 다음, 이를 주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속협의

회의 시민단체가 내용과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발생한 사안이다. 토취

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사업추진 절차의 정당성, 토취장의 위치선정의 

타당성, 토량의 산정의 적정성, 토취 방법의 주민 수용성 등 이었다. 그

러나 2008년 8월 토취장에 대한 공고․공람이 시작된 이래 주요 쟁점은 

사건의 전개와 시간에 따라 변해왔고, 주요 쟁점을 구성하는 하위 쟁점 

역시 사건의 전개와 시간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해왔다. 

가. 시간흐름에 따른 갈등 내용의 변화

   토취장  갈등의 주체 및 갈등의 성격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공고․공람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 및 수자원공사에 

대항하던 시기이다. 2단계는 지역 사회 거버넌스 조직으로 신뢰를 받아

온 시화지속협의회에서 토취장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지속협의회 논의 

틀로 흡수하여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조직 구성, 

논의 주제, 의사결정 방식, 논의 시기 등)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지속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기로, 토취

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논의되고 합의를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 74 -

<표 16 : 시기별 주요 갈등 내용 및 하위 쟁점>

주요 쟁점 주요 이해관계자

1단계:

(08.08-08.11)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기

절차적 정당성 
송산면 주민(주민대책위), 수자원 

공사,국토해양부, 화성시

위치선정의 타당성 송산면 주민(주민대책위), 수자원 공사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송산면 주민(주민대책위), 수자원 공사

토량 확보 방안 송산면 주민(주민대책위), 수자원 공사

2단계:

(08.10-08.12)

지속협의 

개입과 논의틀 

형성기

절차적 정당성

지속협의회 내부(시민단체 VS 

수자원공사), 송산면 주민(주민대책위), 

화성시
고시 시점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지속협의회 내부(시민단체 VS 

수자원공사), 송산면 주민(주민대책위), 

화성시

3단계:

(09.01-09.05)

소위원회 논의 

및 합의형성기 

필요토량 산정과 

확보 방안 

송산면 주민(주민대책위), 수자원공사, 

화성시

위치선정의 타당성
송산면 주민(주민대책위), 수자원공사, 

화성시

토취 방법
송산면 주민(주민대책위), 수자원공사, 

화성시

   < 출처 :박태순 2010 송산 갈등 백서>.

① 갈등 당사자

  토취장 갈등(이해)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

부, 사업시행구역 지자체인  화성 시, 토취장인근 지역주민, 그리고 시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라 하겠다.

가. 갈등(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 

  이해관계자간 관계는 2008년 8월 이후 시간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관계 변화의 주요 단계는 (1) 주민의 자발적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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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2008년 8-10월) (2) 지속협의회에서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소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의 단계(2008년 10-12월) (3)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된 시기(2009년 1-5월)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민의 자발적 반대운동 시기(2008년 8-10월) 

  이 시기 주요 이해관계자는 수자원공사와 송산지역주민이다. 공고 공

람을 통해 토취장 지정을 확정지으려는 수자원공사에 맞서 주민들이 대

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 정보공개 요구, 화성 시 방문, 집회 등 활동

을 활발히 전개한다. 처음 부재지주와 현지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부분적

으로 충돌하여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9월말 주민조직이 

통합되어 수자원공사에 맞서게 된다. 

   화성시는 처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거세

지고 지역 언론이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자, 주민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2) 지속협의회의 문제제기와 소위원회 구성(2008년 10-12월) 

   이 시기 기본적인 대립 관계는 여전히 지역주민과 수자원공사 사이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속협의회가 토취장 사안에 개입하면서 관계는 전

보다 훨씬 복잡하게 된다. 우선 주민과 지속협의회 사이에 긴장이 조성

된다. 주민들은 환경 친화적인 송산그린시티를 건설하겠다던 지속협의회

가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성토하면서 주민과 지속협의회 간

에 긴장이 고조된다. 한편 지속협의회 내에서는 시민단체와 수자원공사 

혹은 국토해양부 간에 이견이 표출되면서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화성시

의 경우, 주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지역 언론이 토취장 문제에 대해 관심

을 가지면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동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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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위원회 운영에서 합의도출 시기(2009년 1-5월) 

  소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수자원공사간의 기본적인 대립구

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두 집단 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시민단체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적 

중재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공식적인 채널뿐 아니라 비공식

적인 채널을 통하여 양쪽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화성시 역시 시민단체와 같이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하지 않았지

만, 비교적 양쪽 입장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

결과 합의도출에 기여하게 된다.

② 갈등 내용의 합의 사항

  갈등(이해)의 쟁점들에 대한 이해(갈등)당사자 간의 합의 다음 표와 같

다

<표 17: 갈등관리 결과 합의사항 >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시민단체) 결론

토취장 

위치

토취 규모는 

논의할 수 

있으나,  

위치변경불가

 잘못된 

결정이며, 

위치선정지

표도 문제 

토취장 위치 

선정에 대한 

타당성 및 

평가 지표 

재논의 필요

시민단체의 제안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취장 위치선정의 

타당성 재검증하기로 

결정

토취장

운영방

식

토취장 인근

토지 수용

토지주 2/3 이상이고 

토지면적 1/2 이상이면 

사용방식 수용

수공의 양보에 의해 

주민대책위가 주장한 

토지주 2/3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으로 전환

필요토

량 산정 
5,270만 3,735만 약 2,596만

                                < 출처 :박태순 2010 송산 갈등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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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적 거버넌스의 갈등관리

① 참여의 제도화

  송산그린시티 토취장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규모와 

대상지역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그 용역에는 토취장 선정관련 여

러 법률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 검

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산림 관리법에 의한 산림

조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런 법률은 토취장개발 계획의 

기초적인 규제사항만을 적시하고 있고, 송산그린시티 도시개발계획은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 입 법)에 따라 실행된다. 따라서 토

취장 선정관련 기본 고시근거는 산입법이 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

원공사는 토취장 지정과 운영을 위해 제반 법령에 근거하여 송산 그린시

티 내에 적정한 토취장 후보지 선정했다. 이 후보지가 선정되면 산입법

제6조(토지이용계획수립 및 토지세목고시), 수용에 의한 토지취득 및 사

용가능(산입법 제22조), 산입법에 의한 행위제한(산입법제12조), 산지전용

협의 의제 산입법제21조, 산지관리법제14조에 근거하여 토취장 개발계획

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된 계획은 일간 신문 등을 통해 해당지역주민들

과 일반인들에게 고시 문 형태로 알렸다. 고시문에 포함된 토지 세목조

서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에 따른 절차이행을 통

해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사업수행에 토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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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 토취장 개발관련 법률조항 >

 구분 관련 법률 주요 내용

토지 

취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2조(행위제한)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발 

사항

의제

산지관리법 제14조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송산면 지역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발생 단계는 토취장 후보

지에 대한 고시가 지역신문을 통해 발표된 시점이다. 이는 토취장의 규

모와 대상지역을 확정시키는 최초단계이기에 토지 소유권의 변동, 변동

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일반적으

로도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발생 소지가 높다.  토지소유자는 산 입 

법에 따른 고시절차, 공익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회, 토지의 협의 

취득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활동 중에 토지의 가격에 대한 다른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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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집행 절차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 기본계획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보상착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토지분할측량


기본실태조사 ◀ - 현지물건조사 (토지, 지장물, 작물 등)


토지․물건조서 작성



◀

- 전국보급 일간신문에 공고

 ․소유자 개별통지

 ․사업지역 시․군․구에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보상계획 공고․열람


보상액 산정 ◀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평가(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

-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
보상협의 → 토지수용 → 

이의재결․소송


계약체결 또는 보상비 지급 (공탁) ◀

- 계약체결 및 이전 등기 수속

- 등기와 동시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국유재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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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절차의 투명성

   송산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

MTV 사업 등 여러 사업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수용 

또는 협의절차를 진행해온 곳이다. 사업시행자는 그간 사업경험을 통해

서 지역 주민들이 송산지역개발을 위한 토취장설치에 따른 토지 보상절

차에 대한 이해는 다른 공공사업 수행지역보다 높다는 가정 하에서 사업

고시를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고시이후 발생할 보상투기 발생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고시이후 토취장 운영방식(수용 또는 사용)변

경은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고시이후에는 토지보상

법절차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과정을 거쳐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필요한 토석물량, 운반 방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은 부족했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변동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다. 또한 고시이후 보상 절차 진행 중에는 지역주민들의 주장(보

상 가격 증가 등) 이 사업시행 중 반영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 경험

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최초 고시시점부터 지역주민들이 실제 행동(집

회, 대책협의회 구성 등)하게 된 것은 이 사실을 방증한다.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지역주민, 화성 시 지자체 등)들이 부족한 정보는 사업에 필

요한 정확한 토석물량과 조달방법에 관한 것들이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주민들에게 토취장 위치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은 것은 국책사업관련 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댐건설 사업의 경우, 기본고시이후 댐 예정 사업구역 내 보상투기를 노

리는 외부 인이 몰리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사업비용

은 증가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했고, 국책사업추진에 따

른 보상투기를 억제하고자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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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적 보상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당초계획대로 토취장 선정되면,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절차에 따라 대상 토지에 대상에 실태조

사, 감정평가 등을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

고, 일정기간동안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 중앙토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수용절차를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토지 소유주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과거 국책사업 (한

탄강 댐 등)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고시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외부 지역주민들이 매입(투기)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구

역 투기예방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

원공사가 지역주민들에게 토취장 선정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

한 원인에는 보상 투기로 인해 경험이 작용했다고 하겠다. 

<표 20 투기방지를 위한 법률조항>

 목 적 관련 법률 주요 내용

투기방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5조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송산 지역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은 토취장 운

영방식에서 비롯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대로 토취장 

운영을 수용방식으로 진행시키는 경우 토취장 소유권은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로 넘어간다. 보상 협의 가격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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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장 토지의 현실지목인 산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송산 그린시티 안

의 다른 토지에 비해 싼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이 사업시

행자에게 있으므로 토석반출량에 대한 추가 대가는 없고, 사업 완료후 

사업 추진 전 형태로 복귀시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토취장 

운영을 사용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토지소유권에는 사업시행과 무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취장의 토석 량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점에는 토석 반출전과 동일한 토지상태로 복구해야 하

는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다. 또한 사업시행 전에 토취장 토지는 

산지였으나 사업이후에는 택지로 바뀌게 된다. 도시개발진행으로 토취장 

주변은 개발될 것이고 이로 인해 토취장 토지의 감정가격의 상승은 명약

관화하다. 토취장 운영방식에 따른 이해(갈등)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 : 토취장 운영방식에 따른  이해관계>

구분 토지 수용(취득)방식 사용 방식
법적

성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민법상 당사자간의 사계약

방법

사업시행자가 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받아토석

채취및 복구 완료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주는 방식

토지

반환

토지반환 안됨

* 사업(예정)기간

2010 하반기 2022.12

토석채취 → 복구완료후 반환

반환기간 : 사업기간 종료시

(단, 토취/복구완료되는 대로 조기반환 

가능)

손실

보상

방법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공익사업법 제70조, 소유권이전)

협의 양도인에게 감정가격으로

택지 공급

사업자 의견 : 토석무상 양여

(토석값 지급시 이중특혜 문제 발생,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행위

제한

시기

- 개발계획 고시일 ~ 토지 반환일

복구

방식
개발사업과 연계된 복구방식 현재 지목 및 용도지역으로 복구

기타

사항

토취로 인한 형상변경(배수로, 경사지, 

암석노출 등) 및 맹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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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질적 참여의 보장

가. 송산 토취장 갈등관리의 특수성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토취장 선

정갈등에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참여기구가 있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은 공청회, 보상설명회 등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

로 실시하는 단일 방향적 의사소통방식으로 주민참여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송산토취장 갈등사례역시 송산지역주민들의 집단 행동발생하지 않

았고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의 태도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동

일했다면 공공사업의 일반적인 주민참여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 절차 중에 발생하는 갈등은 지역신문을 필두로 하는 언론기관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을 것이다. 일반절차(지역주민 공청회, 보상설명회 

등)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채널기

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의견수렴, 사업시행자 입장이나 상황

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전체과정에 대해서 주요 이해당사자의 상시적

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송산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송산토취장 사례

를 협의회의 공식 안건화 했으며,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한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아냈다.

나. 협의회를 통한 갈등 조정과정

    송산토취장 갈등이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 단체의 문제제기로 시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안건으로 산정되고 총 10차례의 소위원회 토론을 

걸쳐 사업시행자와 송산 면 주민대책협의회간의 합의가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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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협의회를 통한 갈등관리 과정>
구분 쟁점사항 회의 내용

1차 2008.1.12
· 소위원회 운영방안(위원구성, 회의일정, 의사결정방식 등),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필요토량(사업시행자)

2차 2008.1.30
· 여성토량 논의 및 필요토량 결정, 형도, 우음도 절취방안, 

토양개량제 사용가능여부(토취물량 조정 대안 검토)

3차 2008.2.10
· 건축 사토활용방안, 사토적치장(사토) 뱅크 운영방법

· 토취장 선정지표선정 방안

4차 2009.2.24
· 여성토량에 대한 토질조사

· 토취장 선정지표 문제점 및 대안 검토

5차 2009.3.10
·에듀타운 등유보지에 대한 토취량 제거

·사토장에 대한 지자체(화성시)입장 반영

6차 2009.3.24
· 토질조사결과 공유(1공구 28공)

· 실제 필요 토량 재산정

7차 2009.4.7 ·외부사토 반입물량 및 필요토량 재산정

8차 2009.4.21
 ·기 공람․공고(’08.8.20 9.3)된 현행안대로 토취장 구역을 

지정 고시(토지세목 제외) 등 변경고시 진행

9차 2009.5.6 · 토취장에서 확보할 토량을 2,596만㎥로 잠정합의

10차 2009.5.12
· 토취 방식(수용),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시 사용변경

· 토취물량 2,596만㎥로 합의

                   

⑤ 학습과 조정

  송산토취장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 송산면 지역주민들은 도시건설에 

필요한 토석물량에 대한 관심이나 의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송

산그린시티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타 사업 (구미, 안산, 창원 

등)시공 경험한 공기업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초기의 토취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은 지역주민들은 적극

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변화가 이뤄진다. 먼저 지역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취장 산정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고 산정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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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박과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도시개발 사례조사와 

전문용역시행 등을 통해 도시개발에 발표한 토취 물량을 산정한다. 주민

대책위의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송산토취장 92만평을 수

용, 개발할 경우 보상(1조1천500억 원)및 공사(1조3천400억 원)비용으로 

약 2조4천900억 원의 지출이 예상돼 토취장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

상되는 토양개량제 사용(624억 원)과 준설비용(100억 원) 등 공사비용을 

감안하면 적어도 2조4천억 원 가량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또한 인천 송도신도시(1610만평)와 청라지구 (660만평) 토취장 수용 

없이 준설만으로 개발한 내용과 토취장 지정 없이도 건설시 파낸 흙

(4268만㎥)과 형도(1000만㎥), 화성 시 반 입 토(1000만㎥), 외부  반입 토

(1700만㎥), 준설(1500만㎥) 등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토량 5710

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 수자원공사는 당초 계획된 토취 물량과 주민대책위

원회 대안을 놓고 시화지속협의회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진행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 입장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입

장을 시민단체, 화성 시 지자체간 조율하면서 두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인 상호작용을 유도했다고 하겠다.

<표 23 협의회를 통한 토취 물량 변화>

구분 당초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필요

토취량( )
5,270 3022 2794 2596

                                  <박태순, 2010 송산 갈등 백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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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골프장 건설 입지 갈등 사례

1. 갈등 개요

   골프장 건설갈등은 시화 호 남측 개발계획 중 송산그린시티 도시건설

의 역사적 맥락과 절차에서 발생한다. 송산토취장 갈등과 비슷한 시기에 

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주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시화 호 남측 간석지(송산 그린시티)내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골프장 조

성 필요성, 친환경적인 골프장 운영관리 방안, 골프장 건설규모와 위치

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시민단체간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논쟁이 있었다. 이 갈등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친환

경골프장 운영규정 제정, 생태환경네트워크를 고려한 골프장 입지 선정 

등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2. 갈등 구조

① 갈등 내용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는 시화 남측간석지에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오

랫동안 견해 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계속해왔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논쟁의 주제는 첫째, 남측 간석지 개발에 골프장 조성

이 불가피한가, 둘째,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가, 셋째, 

골프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개발할 것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2003년 12월 발표된 '시화지구 장기 종합계획 (공청회안)'을 기준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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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남측간석지에 각종 레져 시설과 함께 완충녹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골

프장 등 레저용지를 250만평 개발하고 골프장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었

다.  이에 반하여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제시한 시민들의 계획

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골프장 조성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대신 바이오

단지로 조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민단

체를 필두로 한 지역사회단체간의 주장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의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루어 졌다.

 ② 갈등 당사자 및 주요 쟁점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개발 종합계획의 내용인 골프장 건

설 규모와 위치에 따라 총 250만평 규모 10개를 건설하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골프장 조성은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도시 컨 셉에 맞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단지를 대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친

환경골프장 건설규모 확정의 갈등 당사자는 크게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

원공사와 국토교통부와 시민사회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이해당사

간의 갈등 쟁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 골프장 건설관련 주요 갈등 쟁점>

한국수자원공사 지역시민단체 비고

친환경골프장건설

가능유무

친환경 골프장은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단지로 조성

송산그린시티내

골프장 규모

10개

250만평

전체 개발면적의 

14%

전체 개발면적의

7% 이내

해당지자체(화성시)

전체 개발면적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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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절차적 투명성확보를 위한 협의회 회의>

구분 날짜 주요내용

1 04.2.13  남측간석지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 추진

2 04. 7.30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방안 설명 (전체회의)

3 04.10.08 시화호 남측간석지 토지이용구상 설명 (개발계획분과, 수질생태분과)

4 04.11.12 친환경 골프장 도입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5 04.12.17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방안 토론 및 해안변 친환경 골프장 사례조사 

6 05.1.14 국내외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례 검토

7 05.4.29 제주도 골프장 현지답사 추진 

8 05.5.13 해안변 골프장 운영 및 관리실태 현지조사(안) 검토 

9 05.11.18 송산그린시티에 친환경적 골프장 도입결정 (집중토론)

10 05.12.07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관리지침 설명 (개발계획분과)

11 06.1.18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관리지침 배포 및 의견수렴 (개발계획분과)

12 06.3.17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관리지침관련 시민단체 의견제시

13 06.4.28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관리지침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검토 

14 05.5.19 친환경적 골프장관련 논의경과 보고 및 쟁점사항 검토(수질생태)

15 06.7.20 친환경적 골프장 논의경과 보고 

16 07.4.29 천등산 주변지역 골프장 입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필요성 확인

17 07.4.25 천등산 인근 골프장 입지 찬성입장 확인

3. 협력적 거버넌스의 갈등관리

① 절차의 투명성 

   송산그린시티의 토지이용구상의 주요내용인 골프장 건설 규모와 위치

에 대해서는 04년도 출범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친환경 골프장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를 통해 시화 

호 남측간석지 개발방안에 포함된 골프장 건설 내용 등 총 40여회에 걸

쳐 갈등합의과정의 절차적 투명성확보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국내

외 친환경 골프장 건설 운영 사례조사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하였고, 이를 친환경골프장 운영규칙

으로 제정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짓게 되

는데 이는 갈등해결의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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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참여 제도화 차원의 협의회 회의>

구분 날짜 주요내용

1 04. 1.30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세칙 확정

2 05.10.07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관리방안 수립지침 중간보고 

3 05.11.18 송산그린시티에 친환경적 골프장 도입결정 (집중토론)

4 06.09.15  수질생태분과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수질생태분과)

5 09.09.25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운영지침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 

6 09.10.10 수질생태분과 소위원회의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운영지침 보완사항 보고

7 06.10.27 골프장관련 수질생태분과 논의결과 설명 (개발계획분과)

8 06.11.13 골프장 도입계획 제시

9 06.12.04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 및 운영지침 이행방안 논의

10 07.01.29 골프장 운영관리방안 및 조성규모 논의 

11 07.02.09 송산그린시티 골프장 도입규모 가이드라인 확정

12 07.03.26 골프장 대안별 생태네트워크 계획 검토

  골프장 위치와 규모을 위한 이해(갈등)당사자의 총 40회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 17회(42.5%)가 절차의 투명성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갈등

의 초기단계에는 송산 그린시티 내 골프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

이 있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남측개발구상 중 

골프장 건설 필요성을 지역사회단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

이 주로 있었다.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지역사회단

체와 형성된 이후에는 친환경 골프장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

역사회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절차의 투명

성확보를 위해 회의에 외부전문가들도 참여시키게 된다.

    ② 참여의 제도화 

  2004년에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세칙 확정을 확정

이후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협의회내부에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수질개선, 

도시계획)를 통해 친환경골프장 사례 조사 등 총 12여회의 토론과정을 

거쳐 골프장 위치와 규모를 확정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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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세칙이 확정되고, 이에 따

른 송산그린시티의 도시계획관련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골프장 규

모와 위치가 확정된다. 총 40회의 회의 중 12회 (30%)를 차지하고 있는 

참여의 제도화 안건들은 최종 결정단계 (친환경 골프장 운영지침, 송산

그린시티 골프장 도입규모 가이드라인 확정 등)의 회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③ 경제적 보상 

  골프장 건설 위치나 규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

은 측정할 수없다. 친환경적인 대중 골프장 건설로 인해 지역사회의 지

명도가 높아지고 골프 레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기 활성화 정도

가 골프장 입지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라고 하겠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집회 등)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지고, 관할 지자

체(화성 시 등) 담당 공무원들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중심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과 같은 대의명분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④ 실질적 참여의 보상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위치나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은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토론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하다. 건설예

정인 천등산 주변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이를 방

증한다. 골프장 규모와 위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확정된 회의 내용

을 분석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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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실질적 참여(의사결정)를 위한 협의회 회의>

구분 주요 안건
회의 참석자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지역단체

1 골프장 관리 및 규모논의  8개 6개
 개발면적의

7% 규모

2 도입규모 가이드라인 확정
골프장 활용

생태네트워크구축

 환경보전 

(신천리제외)

봉우재와

천등산 활용

(지역주민)

3 대안별 생태네트워크 계획 동식물 서식지규모  완충지 설정  도시화 문제

지역시민단체와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은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 송산그

린시티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견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친환경 골프장 건설 운영을 통해 송산그린시

티 개발 컨셉인 친환경 레저 도시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반면 지자체는 친환경 골프장 운영지침이 실현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 많았다. 반면 지역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천등산과 봉

우재가 골프장 건설로 훼손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악 영향을 주는 것

을 우려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하면

서도 과학적으로 제시된 근거에 대한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다.

 ⑤  학습과 조정

  지역사회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간의 골프장시각차는 현

지조사와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좁혀진다. 해안가 골프장이 친

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는 해안주변 골프장 운영관리실태 조사(제

주지역)를 통해서, 친환경 골프장 설계사례 공유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

을 통해 송산 그린시티 골프장에 대한 의견이 수렴된다.  갈등(이해)관계

자들은 실제 운영 중인 골프장 (무안, 오크밸리 등)을 직접방문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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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 학습과 조정을 위한 협의회 회의>

구분 날짜 주요내용

1 05.6.12  제주지역 해안 변 골프장 현지조사

2 05.7.1 제주지역 해안변 골프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

3 05.8.26 제주지역 해안변 골프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

4 05.9.2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관리방안 수립계획 검토 (개발계획분과)

5 06.8.2 무안 CC 방문 및 지역주민 면담

6 06.8.28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관련 쟁점사항 토의 및 무안 CC 방문결과 보고

7 06.8.30 오크밸리 골프장 1차 방문

8 06.9.1 수질생태분과 소위원회 회의 및 오크밸리 골프장 2차 방문

9 06.9.12 골프장 잔디 및 농약관리 세미나 

10 07.3.7  천등산 주변 골프장 입지관련 논의 

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송산 그린 시티  골프장에 대

한 의견이나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제 4 절 사례 비교 분석

1. 갈등관리의 결과

 국책사업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라는 신도시건설과정에 지역 사

회와 벌어진 여러 갈등 중 송산 토취장 입지(위치, 규모, 활용방식)사례

와 골프장 건설 사례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를 통해 관리되고 해결되었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관리된 것이다. 공공갈등관리의 목적인 국책사업의 

추진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차원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송산토취장 입지에 대한 합의, 골프장 입지에 대한 합의는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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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갈등해결의 결과인 해결수준차원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단기적인 갈등해결 결과는 갈등당사자들이 합의여부이다. 송산 토취장 

갈등 당사자인 송산지역주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화성 

시 등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갈등내용에 대한 합의(토취 물량, 

사용방식, 위치 등)사항을 문서화했다. 또한 송산지역에 골프장 입지(규

모, 운영방식, 위치)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이 합의를 이뤘

다.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는 시화발전협의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

고 있다.  

   갈등해결의 또 다른 차원인 갈등해결이전과 이후의 당사자 간 관계개

선여부는 시화지속발전협의회를 소속기관별 시화지속협의회 활동과 갈등

당사간의의 관계개선(신뢰도)기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2015 지역개발학회).

<표 29 :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참여와 신뢰도 개선>

구분
신뢰도 개선

예 아니오(모름)

행정기관 46.2% 15.4%(38.5%)

시민단체 100% 0%

한국수자원공사 60% 40%

기타민간전문가 80% 0%(20%)

                                    <출처 :소진광 , 10주년 성과연구>.

   송산토취장 입지갈등 사례와 골프장 건설 입지 갈등 관리가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신뢰도 형성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애기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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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의사항 만족도

송산 토취장 갈등 사례 골프장 도입(입지 등) 갈등

만족도 평균 3.62 3.36

  두 갈등사례 해결수준(결과) 차이는 갈등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에 대

한 만족도에서 나타난다. 특히, 시화지속협의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21개 사항 중 송산 토취장 사례는 갈등 당사자들로부터 합의사항에 대한 

최고의 만족도, 골프장 건설(입지) 갈등은 가장 낮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

다.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의 작동과정이 참여자들

의 합의사항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을 가능하도록 한다.   

<표 30 : 갈등해결(합의사항)에 대한 만족도 >

                                        <출처 : 소진광 , 10주년 성과연구>.

2. 참여의 제도화

  협력적 과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즉, 설

명회, 공청회와 관계자 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등이 법이나 제도로 보장

이 되어 있을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송산 토취장 갈등사례 및 골프장 건설 사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보상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지역주민들과 보상설명회, 보상협의회 그

리고 공청회 등이 실시될 계획되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

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국민들의 재산(토지)를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협의절차 또는 수

용을 통해 공익사업에 편입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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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보상절차는 토

취장 입지(규모, 위치 등), 골프장 입지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한 

협력적 과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었다. 송산 토취장 갈등과

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반대 집회, 주민설명회 반대 등은 이런 사

실을 반증하고 있다.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참여제도는 갈등 사례의 

핵심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형식

적인 절차에 대한 제도적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절차의 투명성

 절차의 투명성은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 그리고 정보와 자원의 

불균형 정도차이로 정의된다. 두 갈등 사례 모두 정부와 지역사회의 갈

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으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본격화된다. 시화지구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갈등해결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협의회 

구성시기 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정부, 한국수

자원공사),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단체 그리그 지방자치단체까지 상호 신

뢰구축을 위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갈등해결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송산 토취장 입지갈등 초기(2008년 8월 ~ 10월)에는 송산 지역주민들

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이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발전협의회

에 상정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송산

토취장 위치와 규모산정 용역결과를 통한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였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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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토취장 위치 명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상투기의 방지라는 명분

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토지수용을 위한 중부일보 공람자

료를 통해 토취장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송산토취장 갈등 초기에

는 지역주민들은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오래된 피해의식과 토취장 

운영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절차

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고 하겠다. 이후 화성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로 인해 송산토취장 갈등이 협의회 소위원회를 통한 논의시점

에는 사업시행자의 과학적 근거들이 지역주민들을 통핵 검증되고 조정되

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은 송산토취장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막

연한 불안감과 피해의식을 상쇄시켜 사업 시행자간의 신뢰와 정보 불균

형을 해소시킨다. 

  골프장 입지갈등은 초기에는 시화남측지구(송산) 개발내용에 포함된 

골프장 친환경적인 운영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

로부터 제기된 후 친환경 골프장 운영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친환경골프장운영지침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 이는 갈등당사자 간

의 초기 신뢰형성에 기여하였고, 정보나 자원의 불균형을 시정시키는 역

할을 하게 된다. 이후로 진행된 골프장 규모나 위치선정 갈등이 원만하

게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갈등 사례의 초기에는 갈등 당사자 간의 신뢰, 정보과 자원의 불

균형차원에서 차이점이 있다. 송산 토취장은 갈등내용에 대한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심한 반면에 골프장 입지선정갈등은 당사자 간의 신뢰

형성 및 정보나 자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안건상정이후 시점부터는 

절차의 투명성 차원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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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질적 참여보장

  실질적 참여가 참여의 범위(대상)와도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

적 참여의 초점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여부로 볼 수 

있다. 송산 토취장 갈등초기에는 송산 토취장 예정 지역주민들은 정보제

공 차원의 참여가 이뤄진다. 지역주민들은 일간 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열람공고를 통해 토취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사업 시행자의 

일 방향적 정보 공지 후 지역주민의 재산권(토지소유)변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또한 토취장 입지라는 핵심적인 의

사결정과정에는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 이루어 졌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이 10회에 걸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위원회 회의에 

지역주민 대표 참석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보장이 이뤄진다. 골프장 건설 

입지의 경우는 규모나 위치 선정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

의 피해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

해 지속적인 논의과정이 있었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입지 갈등 사례는 

초장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었다고 하겠다. 

5. 학습과 조정

  학습과 조정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 토론

이나 합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어떻게 의견이 합리적 조정 여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송산 토취장 갈등은 토취장 선정과정, 규모 , 운영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상태에서 일반적인 토지수용 소식을 접하게 된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터전에 토취장이 건설되고 이로 인해 생

계 불안 문제 등의 불확실한 상황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일

방적인 통보로 벌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역 언론과 해당지역 지방

자치단체가 불확실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확산시킨다. 지난 시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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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된 피해의식과 일방적인 정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고, 이는 다시 지역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확산

되게 된다. 지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송산 토취장 건설 갈등은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발전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상

정된 이슈의 검토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송산 토취장 건설을 

위해 실시한 용역결과와 지역 주민 주장이 사업시행자와 송산지역 주민

들의 토론과 합의 절차를 통해 정리되어 지게 된다. 이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토취 물량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수

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5,270만㎥의 토취량은 10회의 토론과정, 지역 

주민들과의 현장조사, 토양 개량제 사용, 외부 사토 활용 방안 등 다양

한 상호 학습과 조정과정을 거쳐 2,596만㎥로 변경된다. 상호 합의된 방

법과 물량은 갈등관리의 학습과 조정과정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골프장 입지선정 갈등은 시화지구 남측(송산 그린시티) 개발사업 계

획에 골프장을 포함시킬지 여부, 적정한 규모, 그리고 위치에 대한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상충으로 발생한 것이다. 시화 지구 

개발사업 초기부터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발전협의회 안건이었던 

골프장 입지 문제는 친환경 골프장의 운영관리문제는 친환경골프장 운영

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골프장 잔디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약사용 문제 

등은 골프장 견학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갈등 당사자 간의 이견의 

폭을 좁혔다. 또한 골프장 위치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도시 컨셉에 맞

도록 동식물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도시설계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들이 수용하면서 의견의 합치를 보게 된다. 두 갈등 사례 모두 갈등 당

사자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지지해 주는 주장과 정보를 상대방에게 강

요하는 상황에서 갈등은 증폭되다가 갈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의 

실체에 대한 학습과정(견학,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상호

간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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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적 보상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이익과 손실을 

비교한 후에 이익이 손실보다 크면 행동 즉 선택을 하게 된다. 갈등 당

사자의 이익과 손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한 합

리적이지 못한 경우 갈등이 증폭되고 확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송산 토취장 갈등 사례는 토취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간의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한다. 사업시행자는 안정적인 사업 진

행을 위해 토지 수용방식을 선호한 반면 지역 주민들은 사용방식이 자신

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토취장 

수용방식은 토지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

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

지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사용방식은 민법상의 당사자 즉 사

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 소유자간의 사적인 계약이며 토지 소

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 받아 토석 채취 후 복구하여 토지 반환

해 주는 방식이다. 사업구역 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탈취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는 송산토취장 갈등의 

주요 원인이 토취장 사용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이해관

계의 충돌임을 추론하게 한다.

  시화 남측지구(송산 그린 시티)를 친환경 도시 건설 컨셉 구현 차원에

서는 토취장 건설 갈등 보다 골프장의 친환경적 운영관리, 입지 그리고 

건설 규모산정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 측면

에서 골프장은 건설 위치가 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관광객의 유입 등 비

정형화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뿐 토지 보상 가격 등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과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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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종합

   송산 그린시티 라는 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

역사회와의 갈등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통해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의 주요 변수

(절차의 투명성, 참여의 제도화, 경제적 보상, 실질적 참여, 학습과 조정)

차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표 31 : 변수차원의 갈등 사례비교>

변 수 송산토취장 갈등 골프장 규모결정

절차의 투명성

先 결정고시, 後 논의

일방적인 통보후 논의

개시

계획단계부터 논의시작

참여의 제도화 집단 민원이후 토론
계획 초기부터 지속적

논의

경제적 보상
토취장 운영방식에 따른

이해관계자 유불리

지역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 적음

실질적 참여보장 시화지속협의회 토론 시화지속협의회 토론

학습과 조정
현장조사, 전문가 토론

등
사업시행자의 연구 결과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생겨난 간석지에 송산그린시티라는 신도시 건

설사업(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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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갈등을 발생시킨다. 시화방조제 건설, 그리고 공단지역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사회와 사업시행자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된다. 이

런 상황 속에서 마련된 정부 시화 호 수질종합대책은 시화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봉합하기 보다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 (정

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시민단체들은 시화지역개발갈등의 해결책으

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화 호 개발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공

공갈등해결방식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하던 방식에서 거버넌스 방식

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시화호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사회의 협의체는 시화방조제건설로 생겨

난 남측 간석지와 북측 간석지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지에 대한 문제

를 논의하는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그 기능을 변화 시킨다.  시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공갈등해결을 거버넌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

는 사업시행자와 지역사회간의 협력의 상징이다. 이런 배경을 가진 시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구성, 운영방식, 협의 결과의 이행 등은 전형적

인 거버넌스 기구의 요소들을 두루 갖췄다.  공공갈등의 바람직한 해결

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 방식이 실제 갈등사례를 어떻게 해결하

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있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결한 지난 10여

년의 21개 사례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21개 갈등해결사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연

구는 있었으나 그 간 해결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없었다. 갈등 해

결 사례 평가는 갈등해결 결과에 대한 갈등 당사자들의 만족도라고 하겠

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갈등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사업시행

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지역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의과정

을 통해 도출한 해결책에 대해서 만족하는 수준이 갈등해결의 평가결과

라 할 수 있다. 21개 갈등해결 사례 이해관계자별 만족도를 살펴보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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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는 것은 공공갈등 해결 방식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다른 국책사업 갈등해결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는 갈등해결의 

만족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 두 사례를 5가지 변수 차원에서 비교하

게 되었다. 

    첫째,  절차적 투명성차원이다. 신도시 개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제반 규정들이 시

화간석지에 건설되는 신도시의 토지개발계획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사

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

여 사업을 추진해야 되며,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자체

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비교 사례로 선정된 송산그린시티 토

취장 선정갈등과 골프장 입지선정 갈등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했

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사례 모두 형식적 차원의 절차적 투명성은 확보되었다. 송산토취

장 갈등사례의 경우, 변경고시이전 지역주민들에게 토취장 수용에 대한 

열람공고가 있었으며 이는 국책사업 수행의 일반적인 절차였다. 토취장

이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 진정한 의미의 절차적 투명성은 아닌 것이다. 송산면 지

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나아가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불

만의 표시였다. 반면 골프장 건설 규모산정 갈등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

닌 골프장이 친환경적인 건설운영관리가 가능한지, 적정규모와 위치, 친

환경골프장 운영지침의 실행방안까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단체가 골프장

건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이는 국책사업의 갈등

관리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은 사업구역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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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 째, 참여의 제도화 차원이다. 공공사업 추진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는 구비되어 있다.  공공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

할 있는 정보공개법, 갈등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국가권익위원

회의 구제 절차 등은 그 대표적인 제도이다. 특히 시화지구개발사업 추

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수한 기구가 구비되어 있다. 비교 사례 분석대상인 송산토취장 

갈등과 골프장 입지갈등의 갈등 조정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취장 갈등 경우 송산면 지역 주

민들의 집단행동(민원제기, 집회, 지역 국회의원  압박 등)전에 갈등조정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사업시행자

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고, 보상투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에 대한 우

려가 있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토취장관련 정보를 개인별로 인지하였

고, 토취장 규모와 위치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초

기상황은 토취장 운영방식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유리와 불리(수

용보다는 사용)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게 된다. 여기에 토취장 운영관

련해서 사업지구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가 사업초기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입장에서 송산면 지역주민들 입장으로 선회하고, 지역사회 단체가 

송산토취장갈등을 해결하고자 나서면서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

속가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게 된다.  송산그린시티라는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중 골프장 규모, 입지 갈등의 논의는 시화지구개발사업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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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안건이었으며, 주요 이해당사자인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사회 및 지역시민단체 

등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갈등해결기구를 통해 논의되어 왔다. 

두 사례는 일반적인 참여 제도화 차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협력

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참여의 제도화 측면

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갈등 표출 행위 집단민원, 

집회 등의 구체적인 의사표시 행위들을 통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건 상정과 신도시의 개발계획 일부로 포함되어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차이가 있다

고 하겠다.  갈등해결과정의 중재자인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역시 두 사례

에서 차이를 보인다.  

  송산 토취장 갈등 사례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중재자인 지자체(화성시)가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토취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고시가 지역신문을 통

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지역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 되자, 

화성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기간 동안 가져왔던 우호

적인 태도를 버리고 비 타협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지역주민과 사

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서 어느 때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

하고 어느 때는 사업시행자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송산 

토취장 갈등을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고, 갈등조정기구인 시

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건상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골프

장 입지갈등의 경우 개발계획의 논의과정에서 화성 시는 시종일관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한다. 공공갈등해결과정

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도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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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세 번째는 경제적 보상 차원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

적 보상차원에서 두 사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생활터전이 토취장 

건설로 인해 붕괴된다는 명분으로 송산면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런 명분 뒤에는 토취장 운영방식이 사업시행자의 당초 

계획대로 수용방식으로 결정되면, 토취장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으로 불

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토취장이 수용방식으로 운영되면 현재의 지목

인 산지로 가격이 평가되고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로 넘어가 도시 건

설사업이후 주변지가가 상승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송산면 

지역주민들을 집단행동 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

업구역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을 의사를 무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자

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구를 통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반면 골프장 건설 규모와 위치 결정은 지역주민들

의 경제적 유 불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개발로 인한 지역 인근 

산이 골프장으로 없어지거나, 골프장 운영 시 발생하는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등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보상차원의 문제일 뿐이다. 두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 문제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해결 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네 번째는 실질적 참여차원이다. 송산토취장 갈등해결과정에서 시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시민사회와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의 역할이 두

드러진다. 공식적인 절차인 시화지속발전협의회 회의이후에 송산면 지역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간의 비공식적 회의를 중

재하고, 이들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지

역주민대책협의회의 先 고시 철회요구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시민단체가 고시는 유지하되 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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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서만을 제외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역할이다. 반면에 

골프장 입지 갈등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

자원공사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는 공공문제에 

있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학습과 조정차원이다. 두 갈등 사례는  갈등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간의 사업정보의 비대칭을 제 

3자를 통한 용역, 사례조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줄여가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사업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

다는 점이다. 반면  사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해결 노력이 골프장 입

지갈등은 갈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토취장 갈등은 갈등 

증폭된 이후에 정보 비대칭에 관한 활동 등이 시도되었다는 차이점을 가

지고 있다. 이는 갈등해결과정에서 학습과 조정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갈등해결만족도 영향요인이 될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제 2 절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시화지역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결과 04년에 구성

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를 위

한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이다.  이 기구는 10여 년 동안 21개 갈등을 해

결해왔다. 그 가운데 송산그린시티의 토취장 갈등관리 사례는 갈등당사

자간 합의결과 만족도가 제일 높다. 반면 골프장 건설규모의 확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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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의결과 만족도가 제일 낮다.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공공갈

등해결 결과 만족도를 높게 하려면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의 운영 시 어

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갈등 해결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사업시행자가 장시간 시행착오를 

통한 만들어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거버넌스 제반 이론에서 제시

하는 작동 기제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사례를 체계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nsell & Gash 모델에서 제시한 5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했으며, 5가지 차원중에서 갈등해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두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지

역주민의 경제적 보상 관련된 갈등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집중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집단행동에 따른 사회

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인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의 작동

시점은 국책사업 초기시점인 것이다.

    둘 째,  갈등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을수록 갈등관리 결과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 송산토취장 갈등 이해당사자는 송산면 지역주민, 해당 지

자체(화성시),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등이다. 갈등 중재

자로서 지자체, 지역시민 사회단체가 있었다. 토취장 지역 언론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간접적인 갈등이해당사자들이다. 이들은 각자 입장에 따

라 어떤 때는 사업시행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어떤 때는 송산면 지역주

민대책위원회의 이해를 대변한다. 하지만 약 1년에 걸친 갈등관리 과정

을 통해 상호간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한다. 골프장 건설규모나 

위치선정 갈등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시민사회단체만이 

갈등의 이해당사자이고,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이나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갈등관리결과 만족도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깊은 논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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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인 경우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세 번째 ,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중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 두 갈등 사례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를 통해 갈등해결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논

의 대상으로 상정되는 과정은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화

성시)가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의 입장 이해와 갈등 중재자 역할수행이 

두 갈등해결 사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지를 공식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결한 갈등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왔다. 이는 향후 공공갈등을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업시행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

구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갈등이 해결되는 차원을 넘어서 

갈등해결만족도를 살펴봄으로서 어떤 요소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고 하겠다. 공공갈등해결은 갈등 당사자 간 

합의를 해결수준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 합의의 지속성, 합의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공공갈등 해결의 척도로 보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갈등

해결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갈등해결만족도를 갈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넘어서 갈등해결 만족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반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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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시화지속발전협의회의 갈등관리 사례 중 두 가지만을 선별하

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사례선정은 

합의결과 만족도 설문조사를 근거로 했으나, 설문조사 성격상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갈등관리 사례 선정 시 갈등결과의 여러 측면 중에서 합의결과의 

이해관계자 만족도를 선택했다. 갈등해결수준은 합의 도출 유무, 합의 

결과의 수용성, 갈등발생 전후 관계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합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

족도에 차이가 큰 두 사례를 선정했다. 따라서  갈등해결 수준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 다른 사례가 선정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두 가지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이며, 갈등관리

방안에 합의한 이해당사자들의 결과 번복에 의해서 항시 변경될 수 있다

는 점이다. 갈등관리방안에 대한 합의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셋째 Ansell & Gash 모델 중에서 촉진적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제외

했다. 리더십의 정치적 성향과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갈

등해결 수준에 미치는 여러 요인(참여의 제도화, 협력적 과정 등)이 어떤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리더십에 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의 해결방식이 협력적 거버넌스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지구개발사업의 갈등 중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을 통해 해결된 사례와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해결사례를 비교 분석

은 공공갈등해결에 대한 좀 더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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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관리 지침 주요 내용

계
획
단
계

1. 골프장이 생태 네트워크의 일부로 이용되도록 생태적 가치를 부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생태 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양한 생물의 공존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설
계
단
계

1. 생태 연결녹지축을 보존하며, 이용공간을 최소화한다.

2. 골프장 면적(18홀 기준)은 23~30만평으로 하여야 한다.

3. 골프장 설계시 성토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러프(Rough)는 주변 식생을 그대로 이용한다.

5. 페어웨이(Fairway)는 최소폭을 유지하며 부분단절 형태로 조성한다.

6. 티(Teeing ground)는 현지 지형을 이용해 부정형으로 조성한다.

7. 그린(Green)은 현지 지형 및 주변경관을 이용하여 조성한다.

8. 벙커(Bunker)는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조성한다.

9. 골프장에 도입되는 건물은 최소규모로 조성, 자연소재를 이용한다.

10. 도로포장은 투수가 가능하며, 자연소재의 재료를 이용한다.

11. 페어웨이(Fairway)는 들잔디 등의 자생초종 초지로 조성한다.

12. 골프장에 도입되는 저류지는 자연생태 호안을조성하여 영양화 방지및 수질정화가 가능
토록 한다.

13. 골프장 물순환 체계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조성한다.

14. 초기우수 저류지와 재활용 저류지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그린(Green), 티(Tee), 페어웨이(Fairway) 하부에유공관을설치하여초기우수를차집하여야한다.

16. 농약성분이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토양 흡착과 투수를
차단하도록 한다.

관
리
단
계

물
이
용
및
관
리

1. 골프장에서 발생된 생활오수는 친환경적 정화시설을 설치․이용하여야 하며, 방류수 수질
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준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화수는 충분한 공간의 수질정화 녹지대를 거쳐서 저류지로 배출한다.

2. 하류수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 및 평가한다.

비
료
사
용
및
관
리

1. 농약 및 비료는 잔디용으로 등록된 품목만을 사용한다.

2. 미생물 농약제제의 사용으로 제초제 등의 사용을 억제한다.

3. 생물학적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4. 예초물을 제때 제거 및 재활용한다.

5.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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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1차 개정(‘05.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화지역에 대한 대기 및 수질문제와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

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자

의 합의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기능)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

음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화지역의 정부정책에 반

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시화 호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화 호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상의 수질․생태 및 대기 등 환경대책

에 관한 사항

  3. 시화 호 및 주변지역과 관련하여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원

의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화지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정부 측 위원장과 민간 측 위원장 각 1인(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복합도시기획단장이 되고, 민간 측 위

원장은 협의회 참여 민간위원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건설교통부 담당과장

      나. 환경부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담당과장

      다. 해양수산부 담당과장

      라. 산업 자원부 담당과장



- 114 -

   2.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및 환경보전과장

   3. 안산 시․시흥 시, 화성 시의 지역․도시계획 담당국장 및 환경담당국장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 처장

   5.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 지사장

   6. 화성 시 및 안산 시․시흥 시에 소재하는 시민환경단체(이하 시화 

호 주변지역 시민환경단체이라 한다.) 회원으로서 도시계획․수질․
생태, 대기 등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시화 호 주변지역 시민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8. 안산시의회․시흥시의회․화성시의회 소속 의회의원

  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내에 개발계획분과, 수질․생태분

과, 대기분과 등 3개 분과를 두되, 분과위별 소속은 각 위원의 전문

성, 관심분야로 구분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 

측 위원장은 정부 측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하고, 민간 측 위원장은 협의회 참여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이 경우 직무 대행 순서는 개발계획분과, 대기분과, 수질생태 

분과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간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서면

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 및 분과회의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협의회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며, 분과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협의회 논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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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협의회 및 분과회의 서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①협의회와 협의회 내 구성된 분과위는 매월 1회 실시

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

에게 미리 통보 또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

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 ①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회의일정 안내 

등을 위해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은 간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한국수자

원공사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기간) 협의회는 2008.12.31까지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협의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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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추진 방안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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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역개발학회  
[시화지속협 활동백서 작성 

연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시화지속협의회』는 시화호 및 주변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조정을 위해 2004
년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로 탄생 한 이후 2008년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에 의해 법적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화지속협』은 35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시화지구 개발계획 수립과 실행과정의 주요쟁점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오
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시화지속협 운영 10주년 활동백서』 작성의 일환으로 『시화지속협』의 성과/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직접 
기입하여 주세요 

01) 귀하의 소속하고 있는 기관은 ? (      )
① 중앙정부      ② 경기도청  ③ 시청  
④ 시의회        ⑤ 민간단체/NGO 
⑥ 한국수자원공사 ⑦ 대학/연구기관 ⑧ 기타  

02)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인가요 ? (      )
① 시흥시  
② 안산시  
③ 화성시  
④ 경기도(시흥, 안산, 화성 제외)  
⑤ 기타 

03) 귀하의 성별은 ?  (      )

① 남 ② 여

04) 귀하의 연령은 ?  (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60대 이상

05) 귀하의 『시화지속협』의 운영목적과 활동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  (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  
④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06) 귀하는 『시화지속협』의 위원으로 참여 경험이 있
나요 ? (      )

① 예 ② 아니오 
☞ 06번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질문-07에 

답해주세요

07) 귀하가 『시화지속협』에서 활동한 기간은 ? (    
  )

① 0년-2년 ② 2년-4년  
③ 4년-6년 ④ 6년-8년 
⑤ 8년-10년

08) 귀하는 『시화지속협』의 활동이 행정비용(각종 영향
평가 재시도, 소송 등)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였
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09) 귀하는 『시화지속협』의 활동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회적비용(이해당사자 집회 등)을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10) 귀하는 『시화지속협』이 주요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갈등관리 절차를 만족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1) 귀하는 『시화지속협』의 활동이 주요 이해당사자간 
관계(신뢰도) 개선에 기여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12) 귀하는 『시화지속협』의 활동이 우리사회의 일반국
민/지역/이념/세대 통합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
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음  ② 적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
음

13) 귀하는 『시화지속협』의 활동이 주요 이해당사자들
의 갈등해결 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음  ② 적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
음

14) 귀하는 『시화지속협』의 활동이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시화
지구 개발정책에 대한 학습과 관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적음  ② 적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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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시화지속협의회｣가 운영 10년
간 주요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한 결과입니다. 해당하는 숫자를 만족
도에 직접 기입하여 주세요 

만족도

분야
번
호

주요 쟁점 합의결과
만족
도

도
시
계
획

시화
M
T
V

1 개발내용의 친환경성
- 개발면적 합의(280만평)/첨단산업단지로 친환경 개

발/공원녹지 확대(27.3%)

2 친환경적기업 유치
-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중심의 

입주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기업에 
환경기준 반영

3 환경오염 합의사항 
이행여부

- 주민이 참여하는 사후관리평가단을 우리나라 최초
로 구성하고 매년 환경조사와 평가 실시

4 교통체계의 비효율성 
개선

- 제2외곽순환고속화도로 노선 변경을 통한 수변공간 
확보/반월시화공단 경계도로 5차선 확장

송산
그린
시티

5 개발컨셉의 친환경성
- 계획인구(15만명)와 인구밀도(50인/ha) 미만)를 합의

합

6 생태네트워크 구축 - 해안선을 보전하고 육상생태통로 확보하는 등 생태
네트워크 구축 후 도시계획 수립을 합의함 

7 토취장 갈등문제 해결 - 토취면적과 토취량 축소. 주민 2/3이상 동의를 통한 
토지수용방식을 사용방식으로 변경함 

8 원주민 정착 방안 
작성

- 원주민 정착을 위한 법적보상이외의 추가 보상방안 
마련함

9 골프장 도입여부 및 
규모

- 개발면적 축소(250만평→100만평)와 친환경골프장 
조성 및 관리방안 수립지침 기준 합의 

특별 10 생태문화재단 설립 - 지속가능한 시화호 통합적 관리방안을 위한 기금
(100억) 결정과 관리기구 설립 합의

환
경
개
선

전체

11 체계적인 환경개선 
대책마련

- 대기 및 수질개선로드맵 작성과 사업예산(4,500억) 
규모결정과 실행사업 추진

12 지역역량 강화 - 교육홍보사업(시화호 환경학교, 거점별 환경교육 등) 
추진

수질
개선

13 시화호 수질과 생태계 
개선 -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조력발전소 건설

14 자연형 하천 조성 - 간선수로 저질토를 준설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

15 시화호 퇴적토 처리 - 자연정화 방식, 준설 등 오염퇴적토 처리방안을 합
의하고 퇴적토의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

16 수질감시단체계 마련 - 수질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시적 감시체제를 구축함

17 수질오염배출업체 
관리

- 수질오염 배출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조사결과를 DB
화하여 지자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

대기
개선

18 소각장 공용화 - 진도소각장 공용화를 합의하고 소각장 추가 1개 시
설의 공용화를 추진 

19 대기개선비용 조달 - 사업시행자가 대기개선기금(300억)을 출연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함

20 대기오염 감소 - 활성탄과 스크러버 공동처리와 염색단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립합의

21 악취감소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기개선로드맵 작성과 
대기개선 예산 및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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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08. 4. 29 (화) / 총 4매

담당
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과장최원규, 사무관이금영
∙☎ (02)2110-6188, lky01@mltm.go.kr

보 도 일 시  4월 30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 체제의 모범적 성공사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공식기구로 출범 

□ 시화지구의 환경개선과 친환경개발방안 등을 논의해온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이하 ‘시화지속협의회’)가 공식기구로 새롭게 태어났다.

 ㅇ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시화호 환경개선, 시화지구의 친환경적 개발 등에 

따른 사회 갈등을 협의·조정해온 ‘시화지속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는 이를 공식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ㅇ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하는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3호, 

’08.4.8)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위촉 절차를 거쳐 ’08.4.30일 공

식기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 ‘시화지속협의회’는 시화지구의 환경문제와 시화호 간석지개발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 ’04년 1월 구성된 민·관협의체로서,

 ㅇ 시민·환경단체와 정부가 시화지구 개발과 환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

점에서 검토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며,

 ㅇ 지금까지 4년 동안 16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꾸준히 논의한 결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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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재원으로 약 680억원을 

선투자하여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 주민, 시민·환경단체 및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공단에 입주한 약 2천

개 업체를 전수조사하여 대기질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

  -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환경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시화MTV 및 송산그린시티 사업에 대하여도 협의·조정을 통하여 정상적으

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친환경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 시화공단 하천 수질개선 : COD '04년 1,970ppm → '06년 17ppm

   * 대기개선기금출연(200억원) : 주요 악취배출업체 시설개선

   * 북측간석지(9.26㎢)에 첨단산업단지인 시화MTV 착공(’07.8)

   * 남측간석지(54.69㎢)에 관광·생태 복합도시인 송산그린시티 개발합의(’07.8) 

□ 국토해양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시화지속협의회가 기존의 사회적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

션은 물론 이해관계자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시화지속협의회의 위원장은 민간측과 정부측에서 공동으로 맡기로 하였고,

  - 민간 측 위원으로는 시화지구에서 활동중인 시민·환경단체와 시민·환

경단체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며,

  - 정부 측 위원으로는 농수산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시흥 시, 안산 시, 화성 시 등 지자체, 그리고 시화지구 사업시

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다.

 ㅇ 조직은 전체회의, 조정위원회, 전문분과(도시계획, 환경개선)로 구성하

여 논의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민의견수렴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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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시화지속협의회’가 공식기구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ㅇ ‘종전보다 논의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로부터 더 

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화지구를 보

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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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aborative governance Research as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Means

Lee hyoung jo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discussion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in the course 

of state-own enterprise`s performing a national project Public conflict 

inevitably occur.  I  wish this study research can make us know the way to 

resolve the public conflict reasonably. In the past, public conflicts have been 

resol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Currently conflict 

will be resolv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sidents and 

concessionaire parties.

Due to the cause, such as increasing social benefits of the national projects 

Target residents have not fan the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but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municipal era 

need to find a new way to resolve public conflict. Typical public conflict 

management approach is the us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echanisms.

  State-own enterprise 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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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experiencing a lot of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without number of national projects of District 

Development Shiwha. Through that experience Collaborative governance  

leads to the conclusion the best alternative.

Government and 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will give 

birth to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to develop cooperative 

governance mechanisms Shiwha business district.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has been discussed the conflict (public conflict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process constantly in Sihwa area.Today it becomes the 

official governance mechanisms.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is equipped with a configuration, 

operations and troubleshooting elements presented in governance theory in 

many aspects, etc. but reseach on how it  contributed to the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successes, failures are rare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of the conflict resolution 

practices in conflict resolution both cases showed the difference satisfaction 

among 21 cases analyzed (Songshan  conflict, golf course site selection) in 

comparison collaborative governance mechanisms operating variable 

dimensions. Two examples are the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conflict 

resolution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methodology is a comparative case 

analysis.

  Procedural legitimacy variables both cas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In the institutionalized participation Variables two examples have in 

commom  Sihwa sustainible development foundation council, which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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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ed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has been established

  Songs han case at issue after the local residents of the area through 

collective action, a golf course located in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of the conflict was the urban development agenda from the planning 

stage. Council agenda on the assumed cour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ses.

  Learning and adjustment variables did not fi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ses. Economic compensation variable seems stark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ses

  Golf Course size and location conflict were not locals rewards associated 

with a direct interest. but In the case of Songshan conflict  individual land 

owners, residents who use the land to farming need to manage the expenses 

of the concessionaire location conflict in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whole 

dimension, scale, compensation methods. It wa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economic rewards

  Many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of 

the Organization for Shiwha, this study compared the two cases are examples 

of conflict resolution is bound to have limitations. However, the public 

conflict and hope the little help other researchers to be solved through a 

cooperative governance

key word : governance , Public conflict management.,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Procedural legitimacy, Learning and 

adjustment state-own enterprise

student number : 2014-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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