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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1세기 현 시대 지방화는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국가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속한다. 지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영

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공기업간 협력방안 모색이 더욱 중요

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개발 정책추진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선

거의 과정을 거쳐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

역주민의 욕구와 지역개발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선거에서의 유리한 작용을 위해 계획

성이 결여된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업이 표류되거나 실패하

는 정책실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레일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

약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치단체장 및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겪는 갈등이

어떻게 생겨나고 해소되었는지 밝히고, 실태분석 결과 국회의원의 정책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과 정책중개자 유형에 따라 갈등해소에

각기 다른 영향을 끼친 점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

다.

‘A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과 서울시가 합의를 통해 개발가이드라

인 마련 후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우선협상자와 협상 중에 있다. 이와

유사 사례인 ‘B역세권 개발사업’과 ‘C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코레

일과 지자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발가이드라인을 확정치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기 사례는 개발의 필요성, 이해관계자간 입장, 갈

등의 성격 및 주요쟁점 등이 상당 부분 닮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역세권 개발사업’은 원한만 합의를 거쳐 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추진을

협의 중에 있으나, 나머지 사업들은 두 차례나 사업자 공모가 무산되어

재공모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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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기업과 지자체간 개발가이드

라인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의 해결에 있어 왜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지,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건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있다.

사례별 차이점은 ‘A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또한 지역구 국회의

원의 관심 사업이었다. A지역구 국회의원은 민간사업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주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서울시, 코레일은 서로 윈-

윈(win-win)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B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A보다는 약했고, 개발가이드

마련 시 요구사항은 원리·원칙적으로 강경했으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코레일의 요구안은 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B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 이었으나, 개발방식을 폭넓게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C역세권 개발

사업’은 대전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원도심 개발에 대한 숙

원사업으로 코레일과 협약을 체결해 개발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C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으로 예산을 유치하는 등 대전시와

코레일에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나

타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요소와 해결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례별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지, 반대로 오

랜 기간 갈등은 어떤 요인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발주자인 공기업 간 협의

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양상의 정도 또한 바뀔 수 있음을 분석하고 밝혀내는 것은 공공갈등

사례 연구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공공사업의 유효성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공공갈등, 역세권개발, 정책중개자, 국회의원

학 번 : 2015-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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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을 통한 성장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개발이 진행되면 주민

과 정부, 기타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형성되어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참여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공공갈등이 증대되고 있

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장기적 표류와 상당한 사

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히 예방․관리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공공갈등의 적절한 예방과 관리는 상당이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사례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는 원인이 매우 복잡하

고, 갈등의 진행과정도 각기 다르며, 참여자가 활용하는 갈등해결기제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갈등의 주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공공갈등의 관리 전략 도출에 있어서 주요변수로 고려된다. 효과

적인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갈등 발생 사례의 참여자,

원인 및 과정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일반적인 공공갈등

관리 이론과 이들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 영향요인 등을 고찰하고

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공공갈등

사례 분석틀을 설정하고, 공공갈등 관리 전략 도출에 필요한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을 설정하였다. 공공갈등 사례 분석의 틀은 궁극적으로 효과

적인 공공갈등 관리 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 분석틀은

갈등 전개과정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쟁점 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설정하고자 한다. 즉 공공갈등 사례에 있어 누가 어떤 행태를 표출하

고 있으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갈등 발생 원인에

근거한 공공갈등 관리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레일의 역세권 개발사업 현황을 중심으

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기업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겪는 공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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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

적이 있다.

A역세권과 B역세권, C역세권 개발사례는 개발의 필요성, 이해관계자

별 입장, 갈등의 성격 및 주요 쟁점, 갈등사례의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등이 상당부분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역세권은 원만한 합

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협약 체결 준

비 중에 있고, B와 C역세권은 여전히 지속적인 갈등이 전개되어 사업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사례의 추진과정 상에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

변수가 무엇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 차이를

구분 짓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고 차이를

밝혀내는 것은 향후 공공사업 갈등사례 연구 뿐 아니라 향후 진행될 공

공사업의 유효성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기대한다.

먼저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인 ‘A역세

권 개발사업’은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단절된 A와 A 인근지역의 상호

연결을 통해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창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본 사업

은 2014년 5월 토지소유주인 코레일이 개발매각1)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

모를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15년 7월 재공모를 시행하여 12월 우

선협상자를 선정, 2016년 5월 협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협약체결 준비단

계에 있다.

다음으로 ‘B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2012년 10월, 2014년 9월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사업 참여자가 없었다. 2016년 5

월 현재 코레일은 재공모 시행을 위해 서울시, 노원구와 개발가이드라인

변경 및 사업방식을 협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C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2008년 8월, 2015년 11월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사업 참여자가 없었다. 공모

유찰 이후 코레일과 지자체는 개발 가이드라인,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등

의 협의를 통한 민간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상기 사례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A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

장의 공약사항으로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A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했

고,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으로 사업자를 유치하고자 민간사

1) 일반매각과 구분되는 것으로, 개발을 전제로 사업자공모 후 사업계획서를 평

가하여 부지를 매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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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발가이드라인 변경을 모색하는

등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컸다. 서울시, 코레일은 지역구 국

회의원의 중재 아래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

다. 이에 비해 ‘B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의 개발의지가 다소 약하였

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코레일의 요구사항은 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이기는 하였으나 사업자를 유치하고자 간담

회를 주선하거나 서울시와 코레일의 협상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국정감사를 통해 코레일과 서울시에

개발사업 추진을 재차 촉구하였다. 반면에 ‘C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으로 코레일과 협업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민간 사업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사업의 갈등에 관한 그간의 선행연구를 보면 소위 비선호시설에

의한 갈등, 즉 입지갈등의 문제로 규정하여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사례의 차이를 명쾌하게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주는 비슷한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으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정도 및

양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공

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해당사자들, 특히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인 공기업간 협의·소통하는 과정과 중재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그 정도에 따라 갈등양상의 정도 또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다양한 갈등사례 중에서 특정지역에서 발생

하는 갈등, 특히 코레일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 갈등사

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와 겪는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방안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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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이론적 검토 2단계 : 사례 분석 3단계 : 함의 도출

Ÿ 공공갈등 논의

Ÿ 정책중개자 논의

Ÿ 분석틀 설정

⇒

Ÿ 사업 개요

Ÿ 갈등전개과정 분석

Ÿ 갈등사례일지

Ÿ 이해관계자 분석

Ÿ 쟁점 분석

⇒

Ÿ 사례 종합분석

Ÿ 이해관계 인식차이

Ÿ 정책중개자 역할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사례를 갈등단계의 일반이론을 기반으

로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의 정책중개자

에 의해 어떻게 해소 되는지 비교·분석하여 정상추진 되고 있는 이유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의 차이를 파악한다. 시간적 범위는

코레일의 개발 방침일로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로 한다. 단, 본 연구는

종료된 사업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주된 연구방법은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연구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 의미에서 사례연구는 구체적인 현상이나 사례에 대해 상

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사례연구는 일반화의 문제가 한계점으로 지적되지만, 현상에 대한 구

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현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한 조사 방법으로 우선 코레일의 내부자료 및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기관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파악,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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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공갈등의 이론적 논의

1. 공공갈등 개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에 의하

면 공공갈등은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정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된다.

이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는 공공갈등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당사자인 갈등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의를 토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은

공공갈등의 공통개념으로 ①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갈등의 주

요한 당사자로 ②공공정책의 전 과정에서 ③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양립

불가능한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④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정부의 개입이나 관여가 전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갈등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인 사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을 통한 국토 안보와 한미동맹의 유지와 발전’

과 ‘반환부지 활용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추진되지

만, 기지가 이전해 오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나 ‘토지

수용’ 등으로 사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 국가정책으로 인해 공익과

사익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여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

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이해의 충돌은 공공정책의 집행과정

이나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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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갈등 특성

공공갈등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정부와 정부사이에 혹은 정부와 민

간 사이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개인이나 사조직 간의 갈등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2)

첫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는 갈등 당사자가 다양하며 광범위하

다. 공공갈등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크고 다양할 뿐만 아니

라 여기에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당사자의 범위는

전체 국민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갈등 당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명확화 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갈등의 원인이 복잡하다. 공공갈등의 갈등이슈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갈등 이슈들

이 단일 이슈로 구성되기 보다는 다양한 하부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슈들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이익갈등이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갈등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한 기술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셋째, 공익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띠며,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가 발생

한다. 공공갈등은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주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 경우

가 대부분이다. 혐오시설 건설 문제, 댐이나 고속도로 건설 문제 역시 비

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속성을 지니는 공공재(public goods)이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하여 지역별, 당사자별 입장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갈등의 경우, 창출되는 공익의 크기와 침해받는 사익의 크

기 사이에 비교 기준을 잘 세워야 하며 침해받는 사익에 대한 적정한 보

상 문제가 항상 함께 대두된다.

넷째, 공공갈등은 갈등과정 중에 갈등 증폭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

다. 일반적으로 모든 갈등의 문제는 증폭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공

공갈등은 갈등증폭이 발생되면 갈등해결이 어렵게 되고, 해결되더라도

그 과정상에 비용과 시간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공공갈등

은 갈등 문제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증가로 인해 갑자기 위기로 인식될

2) 하혜영,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학위 논문, 2007, 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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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갈등이 급속히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 갈등은

처음에 소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다가, 시민이나 환경단체가 개입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확산되게 되는데, 이는 일부의 엘리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로 인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은 정부 정책의 특징에 기인한다.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며 장기간 소요되고, 다양한 사업주체 및 관련 이익집단이 관여하

여 사회적 파장이 크다. 사업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결

정과정에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3)

3. 공공갈등 유형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갈등을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

유형은 갈등 주체, 갈등 성격, 갈등 내용, 갈등 이슈, 갈등 발생 시기, 표

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 가능하다.

1) 갈등 주체에 따른 분류

공공갈등의 일반적 주체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로 대별된다. 구체적으

로는 정부 간 갈등, 정부-주민 간 갈등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상호 갈등을, 후자는 정부, 주민, NGO 사

이의 상호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이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가진 행위

주체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전개되는 공공영역에서 발생한다. 즉, 정

책 결정에 내재한 가치 배분적 측면과 그에 따른 각 집단들 간의 상호작

용으로 인하여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이의 희생과 배려가 다

른 계층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질 수 있는 것

이다. 비용과 편익의 배분문제는 사회적 계층, 지리적 분포, 향유자와 부

담자의 수 측면에서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포함하는 동시에 기존 정치·

경제·사회적 질서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4)

3) 나태준, 박재희, 갈등 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 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p.9이하



- 8 -

<표 2-1> 갈등 주체에 따른 갈등 유형

구분 주요내용

정부 간 갈등

수직적 갈등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수평적 갈등

중앙정부 부처 간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정부-주민 간

갈등

정부-주민 간 갈등

중앙정부-주민

광역자치단체-주민

기초자치단체-주민

정부-NGO 간 갈등

중앙정부-환경(시민단체)

광역자치단체-환경(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 -환경(시민단체)

자료: 행정자치부(1996: 16), 지방자치시대의 분쟁 사례집

2) 갈등 성격에 따른 분류

갈등은 갈등 성격에 따라 이익 갈등과 권한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익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지키거나 추구하기 위

하여 대립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이익 갈등은 대부분 토지이용, 시설입

지·관리에 있어 지역주민, 집단 간, 지역 간 비용과 편익 배분에 대한 이

해 대립으로 발생한다. 권한 갈등은 이해당사자 간 권한과 책임 귀속의

존부 내지 적합성에 관련된 갈등으로 정부 간 갈등유형에서 주로 발생한

다. 주로 각종 인·허가, 재산의 관리·처분이용에 따른 갈등이 이에 속한

다. 이러한 권한 갈등에는 권한과 책임의 귀속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와

비용부담에 관한 갈등이 포함된다. 이를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4) 박호숙,『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199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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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갈등 성격에 따른 갈등 유형

구분 주요내용

이익갈등 기피갈등·유치갈등, 피해유발·보상 갈등, 공익적 가치 추구 갈등

권한갈등 비용(분담) 갈등, 권한·관리 갈등, 협의부진 갈등

자료: 행정자치부(1996: 19), 지방자치시대의 분쟁 사례집

3) 갈등 내용에 따른 분류

갈등 내용에 따라 공공갈등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지방행정·

지방재정 분야 갈등과 지역개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3> 갈등 내용에 따른 갈등 유형

유형 주요내용

지방행정·

지방재정 분야

지방행정 행정구역, 인사, 조직 기능배분, 권한 등

지방재정 재정, 과세, 관리 등

지역개발 분야

하천 댐 건설 및 관리, 수질보전 등

광역시설
도로 개설, 철도 등 그 밖의 교통시설,

광역 상수 등

혐오시설
쓰레기처리시설, 하수·분뇨처리 시설

위험·기피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시설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시설

민간개발사업 시설

자료: 이용훈(2013),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4) 갈등 이슈에 따른 분류

갈등 이슈와 쟁점은 갈등 상황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간에 대립하고 있

는 문제와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슈는 개발 대 보전, 특정사업으로 인한

피해 대 보상 등을 의미하여, 쟁점은 이런 이슈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충돌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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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공갈등의 주요 쟁점

연구자 주요내용

Kriesberg(2003) 이익갈등, 가치갈등

Moore(2003) 이해갈등, 가치갈등, 관계적 갈등, 데이터 갈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 이해갈등, 가치갈등

김종호 외(2004)
이해관계 갈등, 가치관 갈등, 사회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

박형서(2005) 이해관계 불균형, 가치인식의 차이, 정책수립과정

하혜영 외(2007) 이해관계 갈등, 가치갈등

국무총리실(2010) 정책갈등, 이익갈등, 입지갈등, 노사갈등, 개발갈등

한국행정연구원(2010) 이해관계 갈등, 가치갈등, 복합갈등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0),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5) 갈등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

갈등의 진행과정에 따라 갈등 잠재기, 출현기, 심화기, 교착상태, 완화기,

해소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갈등이 어떤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갈등의

정도, 이해관계자의 심리상태, 문제해결의 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잠재기에는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 및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것이

곧바로 갈등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갈등이 출현하고 심화기에 접어들

면 갈등의 강도가 빠르게 증가한다.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갈등이 심화된 이후에는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갈등은 무한

히 지속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게 되고 갈

등의 강도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갈등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협

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해당사자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등해결책을 찾게 된다. 해소기는 활성화되어 있던 갈등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를 통해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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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갈등의 시기별 분포

4. 공공갈등 관리

1) 공공갈등의 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은 공공갈등의 원인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구조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요인으로 공공정책이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과정

에서 정치적 배경 및 요인에 의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민선 지방자

치단체장들은 선거과정에서 많은 정책공약과 시행사업 등을 구체적인 실

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다. 이런

경우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이 제시한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법

규와 관련된 행정절차와 사무규정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선거 공약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5)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 사회의 경제 제도 도입이나 경제적 상황이 공

공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IMF 경제위기나 2000년대 미국 발 금융위기

에 따라, 국내외 민간부분의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의 압박과

고용의 불안 등 경제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5) 하혜영, 앞의 논문,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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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개인파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등이 야기되었다.

셋째, 사회적 요인으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권익과 사회적 욕구가 표

출되면서 각종 사회운동이 빈번해지고 환경 및 각종 시민사회 운동이 등

장, 지역의 권익을 주장하고 증진시키려는 주민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속 갈등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

용과 이익의 불균형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속 갈등이 발생하

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 조합운영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개 확대, 안정적 사업추진, 제도 보완, 주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고 제시하였다6).

넷째, 구조적 요인으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의 불균형 등에 의해 공공갈등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으로 피해를 입

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며 저항이나 충돌을 야기한다.

2) 공공갈등 관리

공공갈등 관리는 조직이나 사회, 국가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

고 소모적인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접근방식이다.

갈등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갈등이 무절제하게 표출되는 것을 막고, 조

직, 사회,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공공갈등 관련 법률안에

서는 갈등관리를 ‘공공기관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

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85호, 시행 2009.1.1.]).

공공갈등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법규 제정 등 정책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상호간 혹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

호 양립 불가능한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사회․경

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은 정책추

진과정에 있어서 공공갈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

서도 정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관리가 필요하

6) 장성환,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집단 간 갈등 구조 분석 : 주택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0, p.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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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개의 경우 공공갈등은 하나의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

거나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그 해결

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그 부정적인 피해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갈등관리 방식7)

갈등관리 방식은 전통적 관리방식과 대체적 관리방식 크게 두 가지 방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적 방식으로는 독자적 관리방식과 사법적

판결방식이 있으며, 대체적 방식으로는 제3자 개입과 협상방식이 있다.

전통적 관리방식(conventional approaches for managing conflict)에서

첫째, 독자적 관리방식(self-management strategy)은 우월한 권력을 소

유하고 있는 일방의 갈등당사자가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

동을 의미한다. 독자적 관리방식은 일방적인 권력 행사, 회피, 지연, 무마

등이 있다.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unilateral power play)하는 경우, 일

반적인 정책 집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회피(avoidance)

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보류하거나, 갈등 당사자와 접촉

을 피하는 방식으로 영구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8) 독자적 접근방

식은 현실에서 정부가 갈등당사자들과의 협상에 실패하거나, 제3자 중재

로도 실패할 경우에 이른바 밀어붙이기 식의 집행으로 종결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사법적 판결을 사용하여 갈등해결에 이르는 경우이다. 법정을 사

용할 경우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법제화된 갈등해결은 이해

당사자들보다 상위의 권한을 갖고 독립적 기구에서 사전에 동의된 실재

적 규칙에 기반 하여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법적 기제에 참여하는 상호간

의무와 권리, 특정 행위의 적법성과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사법적 판결이 축적될수록 쌓이는 판결은 사건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의 역할을 한다.

7) 하혜영, 앞의 논문, p. 59-61.

8) 이재규, 기업조직에 있어서 갈등의 유형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1979, p.4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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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법적 판단은 실재적 규칙과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갈등을 해결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적 판단은 현재까지 갈등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갈등의 일부는 협상의 과정을 거침

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

한다. 갈등해결을 위해 사법적 판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당사

자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소송을 통한 갈등의

해결은 개인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 간, 정부와 개인 간, 국제 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 활용된다9).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와 반대로 부정

적인 결과로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경우이다. 법정을 사용해서 원만한

갈등해결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법정사용은 갈등과정 중에서 시간과 비

용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법정결과에 수용을 못해서 계속 상소하는

과정에서 갈등당사자간의 불신과 반목을 안겨줄 수 있다.

대체적 관리방식(alternative approaches for managing conflict)은 전

통적 방식에 대응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대체적(alternative)’은 공공적인 의미에

반대되는 사적(private)의미와 강제를 대신하는 자율적(voluntary)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대체적 관리방식은 사법제도에 비해 대립적인 요소보다

협력적인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여긴

다. 갈등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쌍방 모

두가 승리하는 승-승(win-win) 결과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에 대

체적 관리방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지속가능발

전위원회, 2005)

제3자 개입에 의한 관리방식과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한 해결방식이

있다. 첫째,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 방식으로, 조정(mediation)이나

중재(arbitration)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중재의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

과 같다. ①중앙정부가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하거나 상급기관을 결정 권

한을 가지고 중재하는 경우이다. ②상급단체의 조정에 의한 해결로써 기

초자치단체들 간의 갈등일 경우, 상급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화해를 촉진하는 경우이다. ③제3자로 공식적인 분쟁위원회가 개입하여

해결로 유도하는 사례로, 중앙 및 지방 분쟁위원회, 중앙 환경 분쟁위원

9) 문 돈, 국제 법제화 현상과 법제화된 분쟁해결기제: 그 원인과 효과에 대한

고찰.「국제정치논총」.43(2), 2003,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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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된 사례들이다. ⑤ 시민단

체가 제3자 역할을 하여 갈등해결을 유도하는 경우이다.10) 조정은 중재

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정은 사적인 절차로 주로 비공개로 진

행되며, 비밀이 유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당사자 간 협상(negotiation)에 의한 갈등관리 방식이다. 협상은

둘 이상의 집단이 사회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해상반을 해결

할 목적으로 토론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선호와 입장을 지닌 당사자들

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접촉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협상은

갈등 당사자가 절차에서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통제한다. 갈등 이슈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당사자가 해야 할 몫이다. 대부분 갈등

에서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시도하지만, 갈등이 심하여 소

통이 단절된 경우 협상은 어려워진다.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의 장점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

를 더 공정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소

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의 절약 외에도 분야별 전문가 활용 가능성이

증대하고 갈등 당사자들 간의 관계 개선, 당사자들이 회의방법 등의 절

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성 등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해결

방식 등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과거의 갈등상황의 해결은 승패가 나뉘

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대체적 갈등 관리방식은 모두 이익을 얻는 승-

승(win-win)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표 2-5> 갈등 관리 방식

전통적 관리방식 대체적 관리방식

독자적 방식 사법적 판결 제3자 개입 당사자간 협상

회피, 무시, 일방적

행동, 강제력 동원

등

지방, 고등, 대법원,

헌법소원 등 법원

판결

제3자개입하여

화해․촉진, 조정,

중재 등

당사자 협상,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공동해결방식,

각종 행정협의체

활용 등

자료: 하혜영(2007),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10) 울산북구청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민관 분쟁의 조정을 위해 시민

배심원제도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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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갈등관리 방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

다. 전통적 관리전략으로 재판과 대체적 관리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

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 <표 2-6>와 같다. 각 갈등관리방식마다

당사자 개입이 필수요건인지, 제3자의 역할과 최종결과에 대한 결정권,

결과의 구속력 등 특징을 비교하였다.

당사자 간 협상은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갈등관리방식으로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 중재, 재판과는 구별된다. 조정과 중재는 제3자가 개입하

고 당사자 간 협의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조정에서는 갈등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면 제3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촉진자로 역할만

한다. 중재를 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제3자가 의사결정

자 역할을 한다. 전통적 갈등관리방식인 재판은 입장 이해나 조정과는

달리 법리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의 구속력이 높다.

<표 2-6> 대체적 갈등해결 방식의 특징

구분 협상 조정 중재 재판

절차개시에서

당사자 합의
필수요건 필수요건/예외 필수요건/예외 불필요

제3자

개입 불개입 개입 개입 개입

범위 - 민간/공사기관 민간/공사기관 사법기관

선정 - 쌍방합의 쌍방합의 사법기관

역할 -
합의도출

(촉진자)

일방적 결정

(의사결정자)

재판

(판결)

절차의

진행내용

이해/입장

조정

이해/입장

조정

확인/이해

조정

확인/이해

조정

결정 정형성 없음 대개 없음 조금 있음 있음

결정 근거 쌍방 합의

제3자의 조언

을 바탕으로

쌍방협의

증거자료,

증인 등

증거자료,

증인 등

결정 구속력
쌍방 동의

필요

쌍방동의필요

(법정보고서

필요 없음)

구속적/예외

(법정보고서

필요)

구속적

해결책 윈-윈 모색 윈-윈 모색 옳고그름판단 옳고그름판단

자료: 하혜영(2007),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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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

1) 정책옹호연합모형과 정책중개자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은 서로 상이

한 신념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갈등하는 집단들이 각기 옹호연합을 형성

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립하고 타협하는 경우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

모형이다.11) ACF의 구성요소로는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외적요인으로 구성된 외적요인,

정책옹호연합들을 결속시키는 요인이 되는 신념체계(belief system), 정

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 및 정책신념과 전략을 정책에 투영

하고자 갈등하는 옹호연합을 중개하는 정책중개자(policy broker)가 있

다12). <그림 2-2>의 내용과 같이 정책하위체계에서의 행위자는 공통의

신념체계를 지닌 행위자들과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옹호연합은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 외적요인과 같은 외적변수로 인해

지원 또는 제약을 받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 속에서 그들만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을 지원할 자원들을 지니고 다른 정책옹호연합과 갈등과 경

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옹호연합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정책변동

을 유도하는데, 옹호연합의 중간에서 그들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정책중

개자가 담당한다. 정책옹호연합의 전략 외에도 정책변동을 유발하는 주

요한 요인으로는 정책 지향적 학습과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s) 등

이 있다.

<그림 2-2>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2007년의 모형으로 ‘주요 정책변동

에 필요한 합의정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내적·외적 충격 없이도 옹호연

합들이 협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협의를 도달하는

과정을 이끄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11) Sabatier and Jenkins-Smith, 1998; 김순양, 2009: 101.

12) Sabatier and Jenkins-Smith, 1998; 김순양, 201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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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정책옹호연합모형과 정책중개자13)

2) 정책옹호연합모형에 있어서 중개자에 대한 선행연구

정책옹호모형은 1980년대 말, 연립구조와 행태, 정책의 과학적이고 기

술적인 정보, 정책 지향적 학습, 그리고 논쟁적인 정책 하부조직에서의

신념과 정책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Paul Sabatier과 Hank Jankins-Smith

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들은 옹호연합을 “기본적인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13) Sabatier, Paul A.(2007),「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Boulder. Co.:

We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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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계속하여 정부조직의 역할과 예산

및 인원을 조종하고자 하는 모든 단위의 정부에서의 다양한 공공, 민간

단체의 행위자 단체” 라고 정의한다. 옹호연합은 또한 계속하여 중대한

정도의 조직화 활동에 참여한다. Sabatier과 Jenkins-Smith는 대부분의

하부조직에서 수많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옹호연합들이 꽤 축소될 것이라

고 인식한다.14)

ACF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옹호연합들 사이를 조정하는 정책조정

자이다. 그들은 선출된 공직자, 고위 공무원 및 규제기관 등으로 경쟁 옹

호 연합들 간의 화합을 추구한다. 그러나 ‘옹호’와 ‘조정자’의 차이는 연

속선상에 있으며, 고위공무원들은 조정자일 것이지만 특정 정책에 관해

서는 옹호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관료원은 원자력

반대 연합의 편을 드는 반면, 에너지부의 관료는 원자력 찬성 연합을 지

지할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조정자에 대한 연구로서 Karin Ingold와 Frederic

Varone은 “스위스 기후변화 정책 검토”에서 ACF는 (1)정책조정자의 적

은 존재감(정책조정자는 누구인가? 신념체계란 무엇인가?), (2)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행태(그들은 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 이해기반의 전략

적인 행동을 취하는가 아니면 정책 하부구조 내의 안정성에 집중하는

가), (3)상이한 정부 체계에서 그들의 정책결과에 대한 영향력(어떠한 제

도적 규칙 하에서 정책조정자들이 영향력을 갖는가?)라는 측면에서 결점

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들을 짚어나가기 위해서, Ingold와 Varone은 성공적으로

스위스 기후변화 정책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실험을 행했다.

첫 번째 가설은 정책조정자들은 객관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

의 물질적 자기이익을 추구하고 옹호연합들 간의 화합을 추구할 때 전략

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정책 조정자들이 옹호연합과

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제도적 규칙을 이용한다는 것이다.15)

14) Duane Bratt, PhD, “Clarifying the Policy Broker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Policy, Grenoble, France,

June 26-28, 2013.

15) Duane Bratt, PhD,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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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사례 모형: 캐나다 원자력 부문 찬성·반대 주장요소

옹호연합

체계의 요소
핵 찬성파 연합 핵 반대파 연합

행위자

· 핵 산업

· 핵 연합

· 핵 과학자들

· 에너지부의 공직자들

· 핵 반대 모임

· 환경단체들

· 환경부의 공직자들

정책 신념

· 원자력은 안전하며 경제적인

형태의 전기 원천이다.

·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

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 원자력은 일자리와 GDP를

통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한다.

· 원자력은 기술적 파생효과로

이어져 왔다.

· 원자력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핵폐기물 관련 이슈는 과장

되어 왔다. 잘 관리되고 있다.

· 재생가능 에너지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 원자로는 안전하지 않다.

· 전체적인 원료의 사이클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암을 발생시킨다.

· 원자로는 핵폐기물을 발생

시키는데 이것은 수백년,

수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 원자력은기후변화의해결책이

아니며자원은절약과재생가능

에너지분야에집중되어야한다.

· 민간 부분의 원자력과 군수용

원자력 폭탄 간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다.

· 원자력은 경제적이지 않으며

정부에 의해 높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상기 사례를 통해, 캐나다 핵 분야 문제에 대한 정책 조정자들은

Ingold와 Varone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하위 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의 전략적 이해를 사용하기 보다는 조용하게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이를 “옹호 연합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조정자들이 옹호 연합 간 타협을 끌어내려고 시도할 때와

두 연합 중 한 연합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 정책 조정자가 의사

결정자가 된다는 것이다.16)

16) Duane Bratt, PhD,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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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개자는 정책과 관련한 옹호연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그들의 갈등을 중개 또는 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17). Sabatier는 정책중개자가 정치적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한다고 보고, 많은 정

책중개자는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옹호자와 정책중개자

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책중개자는 제3집단의 행위자로,

상충되는 옹호연합들의 전략들을 중개하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18)은 정책중개자

가 갈등상황에 따라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중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김순양의 연구에서는 정책중개자는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옹

호자와 중개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정책중개자가 정

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Sabatier(1988)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19).

강은숙은 정책중개자는 각 옹호연합의 주장을 규범적으로 중개하며 옹

호연합 간 첨예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타협안을 제시하는 행위자

이므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책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

마지막으로 최은영·지현정은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들은 다양한 행동유

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중개자로서의 역할 또한 다양해 질 수 있

음을 밝히고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갈등의 정도에 따라 비난회피자, 정책

중개자, 정책옹호자, 정책혁신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21).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책중개자는 상충되는 정책옹호연합

들의 갈등을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여 중개하는

제3의 행위자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정책중개자는 갈등상황에 따라 그

역할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중립적 위치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옹호자 스펙트럼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

17) Weible. C. M et al. 2009: 132.

18) Sabatier, 1988: 133. 박상원·박치성(2009)

19) 김순양, 2006: 48.

20) 강은숙, 2002: 107.
21) 최은영·지현정, 2008: 105.



- 22 -

3)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그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책중개자는 항상 동등한 수준의 중개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성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의 양상에 따라 최은영·지현정의 연구에서는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비난

회피자, 정책중개자, 정책옹호자, 정책혁신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하지만 갈등을 기준으로 한 정책중개자의 유형화는 정책중개자가 처

한 상황적 맥락만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중개자의 내적 속성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책중개자는 그 자신이 지닌 역량에 따

라 정책을 중개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또한 정책 대안도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서는 크게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먼저, 정책갈등의 정도에 따

른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정책중개자의 내적 요인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정책갈등의 정도에 따른 정책중개자의 유형

정책중개자는 갈등의 정도에 따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중개를 할 수

있다. 즉, 옹호연합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경우 합의를 이끌

어 내는 것이 갈등이 낮은 수준의 경우보다 어려울 것이므로 소극적인

중개를 하게 되며 그 반대의 상황, 즉 갈등의 수준이 낮은 경우 적극적

인 중개가 가능하다. 갈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정책중개자는 비난회피자

의 유형을, 갈등의 수준이 낮을 경우는 정책혁신가의 유형을 보이며 갈

등의 수준이 중간정도일 경우 정책중개자 또는 옹호자의 유형을 보인다.

① 비난회피자型 정책중개자(Blame avoider type)

비난회피자 역할유형의 정책중개자는 옹호연합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자신이 중개한 타협안이 받게 될 소지가 있는 비난을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책임전가를 하는 등 가장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중개자 유형이다.

정책중개자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

시하나, 각기 상충되는 신념과 전략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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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따라서 정책중개자는 충족시키지 못한 신념과 전략에 대해 정책

옹호연합으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난은 갈등의 정

도가 높아 정책옹호연합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② 정책중개자型 정책중개자(Policy broker type)

정책중개자型 정책중개자는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언급하는 정책중개

자의 기본적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적절한 수준의 갈등 속에서 정

책중개자는 정책옹호연합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여 절충을

유도한다. 정책중개자가 처한 갈등의 수준은 비난회피자가 처한 그것보

다는 약한 수준이므로 비난회피자보다 적극적으로 중개하는 성향을 보인다.

③ 옹호자型 정책중개자(Advocate type)

옹호자형 정책중개자는 정책중개자가 중립자의 입장에서 정책옹호연합

을 중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신념과 비슷한 특정 집단에게 유리

한 절충안을 마련한다. 즉, Sabatier(1998)가 정책중개자는 정책옹호자와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착안된 것으로, 정책중개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신의 정책신념과 맥을 공유하는 정책옹호연합의

전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며 정책중개자가 객관적이고 중

립적인 역할보다 적극적인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④ 정책혁신가型 정책중개자 (Policy entrepreneur type)

정책혁신가는 갈등이 낮은 수준에서 나타나며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주도적으로 정책변화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갈등의 정도가 낮을 경우 정책옹호연합 간 타협안의 도출이 유리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정책옹호연합의 전략과 신념이 정책중개자가 제

안하는 대안에 투영되는 비중이 커지고, 결국 갈등을 빚는 옹호연합 모

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중개자의 대안은 정책옹호연합으로부터 지지를 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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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갈등정도에 따른 유형의 강도

갈등의 정도 높음 낮음

정책중개자의 유형 비난 회피자 정책 중개자 옹호자 정책 혁신가

(2) 정책중개자의 내적 요인에 따른 유형

갈등에 따른 유형은 정책중개자가 처한 정책옹호연합 간의 갈등상황 하

에서의 유형화로 외부적 또는 환경적 속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

중개자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정책중개자는 중개의 적극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즉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책중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더욱 수

용가능하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으며 또한 적극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갈등에 따른 유형화에서 정책중개자와 옹호자 유형은 중

간 수준의 갈등이라는 동일한 외적 속성에서 나타나지만, 이는 정책중개

자의 역할이 단순히 외적 요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뜻하며 이에 따라 또 다른 유형화의 기준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준으로 정책중개자의 역량 즉, 내적요인이 될 수 있는 정당성과 전문

성을 제시할 수 있다.

김원섭·최용준의 연구에서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료가 지녀야

할 요소로 ‘전문성(expertise)’과 ‘정당성(legitimacy)’ 그리고 제도적 위치

(institutional positioning)를 언급하고 있다22). 여기서 언급하는 관료의

역할로 ‘조정(coordination)’이 강조되므로 정책중개자의 역할과 그 맥을

같이 하며, 공식적 권한을 지닌 고위관료들도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담당

하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정책중개자가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클수록 갈등적인 정책에 대한

중개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증대되며 갈등하는 정책옹호연합에게 더욱 합

리적인 중개 안을 제시하고 정책행위자들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다. 전문성은 정책문제에 대해 얼마만큼의 이해도를 지니고 있는가?,

정책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정책과 관련한

주요 논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정책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22) 김원섭·최용준, 2010: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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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정책문제와 관련된 잠재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 등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한편 정당성은 정치인과 대중들이 얼마나 정책중개자를 신뢰하고 정치

적 정당성을 주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정치인과 대중들이 정책중개

자를 신뢰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옹호연합 간의 갈등에 개입할 수 있

는 여지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중개자는 정책과

관련한 정책행위자 도는 옹호연합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유리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중개가 가능하다.

결국 정당성은 문제 개입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 국민들의 이해를 얻고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

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의사결정자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

는가? 등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정책문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다고 할지라도 정책중개자가 그 문제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옹호연합

들로부터 문제를 중개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정책중개자는

그 문제에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효

과적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정책중개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인 전문성(expertise)과 정당성(legitimacy)의 정도에 따라

정책중개자의 유형에 대해 이념형(ideal type)을 제시하면 <그림2-4>와

같다.

<그림 2-4> 정책중개자의 내적 속성에 따른 유형화23)

전문성

(Expertise)

정당성

(Legitimacy)

전문성 강함 전문성 약함

정당성 강함
1유형

(정책혁신가)

2유형

(옹호자)

정당성 약함
3유형

(중개자)

4유형

(비난회피자)

23) 박용성·최정우, “정책옹호연합모형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에

관한 연구”,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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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유형: 정책혁신가型 정책중개자

정책중개에 있어서 각 옹호연합들의 강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정책

문제에 대해 큰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중개자의 경우, 자신의 전문

성과 정책옹호연합들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

문에 중개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며 아울러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안 제시에 있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② 2유형: 옹호자型 정책중개자 (Advocate type)

정책중개자로서의 강한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개를

해야 할 정책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약한 정책중개자의 경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확보하여야 하므로 독자적

인 대안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정책중개자는 부족한 전문성을 확

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비슷한 신념을 가진 옹호집단에 동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옹호연합의 전략에 치우친 중개 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3유형: 중개자型 정책중개자 (Policy broker type)

정책과 관련한 강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나 정당성이 약할 경우에는

중개자형의 정책중개자가 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강한 전문성을 바탕

으로 갈등하는 정책옹호연합들에게 갈등에 대한 개입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유형의 중개자는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그 대안을 옹

호연합들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 일반대중 등으로부터의 정

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정책옹호연합들로부터 중개자로서의 정당

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으므로 언론 및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정당성을 먼

저 확보한 후, 옹호연합들로부터의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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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유형: 비난회피자型 정책중개자(Blame avoider type)

전문성과 정당성이 모두 약한 정책중개자는 비난회피자(Blame

avoider)의 성향을 보일 수 있다. 비난회피자 유형의 정책중개자는 문제

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부족하며 또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 또한 약하기 때문에 중개에 있어 다른 유

형의 정책중개자보다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박용성·최정우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옹호

연합모형에서 미진하게 다루었던 정책중개자를 내적요인을 기준으로 유

형화하여 정책중개자의 전문성과 정당성이라는 요인에 따라 정책형성 내

지는 정책 산출의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24).

전문성과 정당성이 약한 정책중개자 유형은 정책중개에 있어 많은 어

려움을 지니며 이는 곧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중개를 달성하게 될 수 있

으며 반면 전문성과 정당성이 강한 유형의 정책중개자는 자신의 전문성

을 바탕으로 한 수용가능한 대안의 설정이 유리할 것이고 또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옹호연합들의 지지를 얻고 설득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므로 정책

변동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심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정책중개자의 전문성과 정당성이 높은 수준으로 확보된다면 정

책중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 2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공공갈등이 야기된 특정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

기 위해 갈등단계의 일반이론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가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의 정책중개자(Policy Broker)에 의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기업과 지자체 간 갈등사례로서 A, B, C역세권 개발사

업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갈등의 표출기, 심화기, 완화기,

해소기의 갈등 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중개자(Policy Broker)의 역할을 통해 어떤 협의

24) 박용성·최정우, “정책옹호연합모형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에

관한 연구”,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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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구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정책중개자의 역할 유형을 살펴보고, 공식적 권한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책중개자(Policy Broker)로서 어떻게 서로 다

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익 추구를 위한 공

공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며, 갈등이 야기되는

공공사업 및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는 많은 집단이나 단체들이 자신들

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본 연구는 갈등의 당사자가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갈등, 지방정부 간 수평갈등, 정부와 주민

간 공공갈등의 일반적 갈등사례가 아니라,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해

야하는 공기업과 공익성을 더욱 강조하는 지자체간의 특수한 갈등사례임

을 강조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연구의 분석틀

사례 분석

ž 갈등 전개과정

ž 이해관계자 분석

ž 쟁점 분석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지자체 VS 코레일 분석결과 종합

ž 갈등해소 요인

ž 시사점 도출정책중개자의 역할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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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 분석

제 1 절 A역세권 개발사업

1. 사업개요

A역세권 개발사업은 A와 A 인근지역 간 균형발전과 서북권 핵심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코레일은 2014년 A역세권 개

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 A역세권

총 4개구역(20만7000㎡) 중 15%인 A-1구역(3만5000㎡)을 선도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구역(17만2000㎡)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

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역세권에는 복합역사

가 들어서고 철도로 단절된 A와 A 인근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도로가

설치된다. 디지털미디어산업의 중심지이자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만드

는 것이 목표다. 코레일은 2015년 말 A-1구역에 대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 우선협상자로 롯데를 선정하고 2016년 5월 현재 사업협약 체결을 추

진 중에 있다. 사업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A역세권 개발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목적
서북부 관문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레일 경영개선

소 재 지 서울시 XX구 XX동 38-2 일원

용도지역
(변경 전) 자연녹지

(변경 후) 준주거, 일반상업

부지면적 323,013㎡ (코레일 164,384㎡, 국공유지 146,447㎡, 사유지 12,182㎡)

도입시설 상업, 문화, 업무, 숙박

사업방식 (선상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상부지) 도시개발사업

(자료출처: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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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 전개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4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이해당

사자간 갈등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1) 갈등의 표출기

2012년부터 코레일, 서울시, 자치구는 “A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 수립

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차례 정책 T/F25) 협의, 7차례

실무 T/F26) 협의과정을 거쳐 2014년 2월 서울시는 A역세권 개발가이드

라인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코레일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었다. 사업자 공모가 유찰됨에 따라, 공모 유찰 원

인에 대한 공방이 팽배해지면서 코레일과 지자체간 갈등이 표출되었다.

<표 3-2> A역세권 개발사업 T/F 협의 내용

일 자 구 분 주 요 내 용

2012년 12월 1차 실무T/F 회의
계획방향(광역 복합환승센터), 계획범위(A역 포함)

토지이용(지역 부족기능), 교통처리(지하도로)

2012년 12월 2차 실무T/F 회의 사업구역 설정, 단계별 시행방안

2013년 3월 1차 정책T/F 회의 구역계 설정

2013년 4월 3차 실무T/F 회의 구역계 설정, 사업방식

2013년 5월 4차 실무T/F 회의 4가지 개발기본 원칙 제시, 도입용도

2013년 6월 5차 실무T/F 회의 토지이용(지역간 단절극복), 데크 설치 최소화

2013년 9월 6차 실무T/F 회의
토지이용계획(주거기능 지양)

A-1지역 상징축 연계, 자치구 간 균형 개발

2013년 10월 2차 정책T/F 회의 개발의 기본방향 및 원칙 합의

2014년 1월 7차 실무T/F 회의 공공기여

25) 정책 T/F 구성: 서울시, 자치구, 코레일, 시의원

26) 실무 T/F 구성: 서울시, 자치구, 코레일, 협조기관(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 31 -

2) 갈등의 심화기

코레일과 지자체간 민간 사업자 공모 유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두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증폭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

였다. 서울시는 높은 토지가 때문에 공모가 유찰되었다고 판단,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래 개발가치가 미 반영된 토지가 적용 등 공모지침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부채감축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미래

개발가치가 최대한 반영된 토지가로 매각하려고 했으며, 오히려 서울시

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공모가 유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갈등의 완화기

서울시와 코레일의 이해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구 국회의

원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 자치구,

코레일이 한자리에 모여 협상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5년 7월 A역세권 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협력을

위한 서울시-코레일 간 MOU가 체결되었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체결한

협약에는 ‘A역세권 개발 구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선도

사업은 A-1구역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선도사업 부지 외의 구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시와

철도공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에는 공동 용역을 실시하는 등

개발계획을 협의해 나가기로 확약하였다.

4) 갈등의 해소기

코레일은 서울시와 합의한 바와 같이, 통합개발에서 단계개발로 변경

하고 개발 대상지 및 공공기여 축소 등 공모조건을 개선하여 2015년 7월

A-1구역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

고 2016년 5월 현재 우선협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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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사례일지

2012년 시의원의 서울시 시정 질의 및 국토부, 서울시 국정감사 시정

요구로 서울시와 코레일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 협의를 통해 2014

년 개발가이드라인을 발표, 그 해 5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참여

자가 없었다.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의 주도로 개발가이드라인 변경 등

관계기관 합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2015년 7월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

상자를 선정하였다.

<표 3-3> A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개요

일 자 내 용

2012년 4월 시의원, 서울시 시정 질의(공공기여 완화,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2012년 7월 서울시, A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2012년 10월
국토부 및 서울시 국정감사

(협의체 구성 등 개발 본격추진 및 적극지원 요청)

2012년 11월
A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근거 : 서울시 공공개발센터-1863호(‘12.11.30)

2013년 2월

시의원,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는 조치 요구

서울시장, A현장 방문

서울시장 방문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2013년 3월
코레일, 「A역세권 종합개발 수립 용역」 발주

(서울시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계획수립 및 개발가이드라인 협의)

2014년 2월 서울시, 「A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 발표

2014년 5월 코레일, 민간사업자 공모(유찰)

2014년 9월

~2015년 7월

개발가이드라인 변경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 자치구, 코레일)

2015년 7월 A역세권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5년 7월 코레일, A-1구역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2015년 12월 코레일, 우선협상자 선정

2016년 5월 코레일, 협약서(안) 마련을 위한 우선협상자 협상

(자료출처: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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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 분석

A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 이해당사자는 토지소유주인 코레일

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자치구 등의 직접이해관계자로 한정한다.

1) 코레일 입장

코레일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토지를 매각, 수익을 창출하여 공기

업 경영구조 개선에 목적이 있다. 내부지침27)상 개발사업을 통한 자산

매각 시, 개발 미래가치를 반영한 토지감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자산 가치를 평가절하 시 감사 지적대상이 될 수 있다.

2) 서울시 입장

A역세권개발은 2014년 6.4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약사항28)으로서, 철도

부지의 노후된 이미지 개선 및 인근지역에 비해 슬럼화 된 A지역 개발

이 필요한 입장이다. 그러나 코레일의 공공기여 축소 요구에는 특혜소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시계획을 고려해 판단, 공공기여요율 조정은 불가하

나, 공공기여대상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 자치구 입장

철도로 단절된 A와 A-1지역 간 연계 및 업무·상업·숙박시설 등 도입

으로 부족한 도시 기능을 확충·회복하고 서울 서북부 랜드마크 제2의 타

임스퀘어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공약이었다. ‘은평구 발전 3대

축 조성으로 미래도시 건설’이라는 은평구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이기

도 하다.

27)「개발사업 공모 표준지침」제24조(토지대 제시) 토지대(예정제시가격)은 미

래가치 반영 및 필요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상향 등)을 전제한 감정평

가액으로 제시한다.

28)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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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A역세권개발사업 이해관계자 분석

구분 입장 실익 비고

코레일 적극적 부채감축, 경영구조 개선 토지 소유자

서울시 적극적 상위 도시계획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인허가권자

자치구 적극적 주요 업무계획 실현, 도시기능 회복

시장, 구청장 적극적 공약사항 실현

5. 쟁점분석

A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싼 쟁점은 사업자 공모 유찰원인에 대한 서

로 다른 분석이었다. 서울시는 코레일의 용도지역 상향 등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토지를 감정평가 한 것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판단하

여, 미래가치가 미 반영된 토지가를 적용하는 등 코레일의 공모지침 개

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코레일 입장에서는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지가를 높게 하여 매각해야 했고, 규정대로 감정평가를 받은 금

액으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가를 낮출 수는 없었다. 반면

에 코레일이 해석한 유찰원인은 서울시의 높은 공공기여율이었다. 토지

가의 35%라는 높은 공공기여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레일의 공공기여 축소요구에 특

혜소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기여 요율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표 3-5> A역세권개발사업 관련 쟁점분석

서울시 쟁 점 코레일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사익보

다 공익을 추구해야하므로 지가

를 낮춰 매각하기를 요구

토지가

규정과 지침대로 미래 개발가

치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해야 함

지침대로 할 수 밖에 없으며 특

혜 의혹 있음
공공기여

민간사업자는 높은 공공기여율

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하여 공모 참여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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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B역세권 개발사업

1. 사업개요

B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B역 물류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

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부채감축을 위해 토지 개발매각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울 동북권에 위치한 B역세권은 도시철도 6·7호선, 경원선, 경춘선의

교차부에 입지하고 북부·동부간선도로가 주변을 통과하는 등 교통접근성

이 탁원할 곳이다. 14만9065㎡의 물류시설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코

레일은 서울시와 개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2년, 2014년 두 차례 민

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참여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코레일은 현재 사전협상제도 사업방식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개발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에 있다. 개발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사업자를 재공모할 예정이다. 사업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B역세권 개발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목적
B역 물류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결 및

복합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코레일 경영개선

소 재 지 서울시 XX구 XX동 85-7 일원

용도지역
(변경 전) 일반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 후) 일반상업지역

부지면적 149,065㎡ (코레일 109,475㎡, 국유지 35,031㎡, 사유지 4,559㎡)

도입시설 공동주택, 업무 및 판매, 상업시설

사업방식
(변경 전) 사전협상제도

(변경 후) 도시개발사업

(자료출처: 코레일)



- 36 -

2. 갈등 전개과정 분석

1) 갈등의 표출기

2009년 6월 서울시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에 따른 ‘조건부 협상’

29)대상지로 선정되어 서울시, 자치구, 코레일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을 수립, 공동용역(2009년 12월~2011년 3

월)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2년 10월 민간사업

자 공모 시 참여자가 없었으며, 2011년 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개발가이드라인을 협의하여 2014년 9월 민간사

업자 재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었다. 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모두 유찰됨에 따라, 유찰원인에 대한 공방이 팽배해지면서 서울시와 코

레일 간 갈등이 표출되었다.

2) 갈등의 심화기

서울시는 사업대상지의 높은 지가 때문에 유찰이 되었다고 판단, 코레

일이 지가를 낮춰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코레

일은 규정대로 미래 개발가치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해야하기 때

문에 임의로 지가를 낮출 수 없는 입장이다.

반면에 코레일이 분석한 유찰원인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의 과도한 공공기여율과 상업시설 미분양 우려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

여 민간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기존 사전협상제도30)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코레일과 서울시의 개발가이드라인

변경 등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뚜

29)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안자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협상할 수 있음. 협상조건은 전제조건(반드

시 만족), 권고사항(자문위원 권고), 협상쟁점(중점 논의) 등 세 가지로 나뉜다.

30) 서울시는 잠재력이 높은 대규모 미개발 부지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 용도지

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도시계획 수립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도시계획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2009년 도시계획 변경을 위

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였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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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한 성과가 없었다.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

식 변경 시 공공용지 제공방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

구는 도시개발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공공용지 확보방안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을 제안하여 협상이 지연되었다.

3) 갈등의 완화기

관련업계에서 기존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도시

개발사업 추진 시 구역지정 등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업방식 변

경 시 공모참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전협상제도

로 실시한 사업자 공모가 2회 유찰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은 도시개

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 코레일은

사업방식을 기존 사전협상제도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키로

최종 협의하였다.

4) 갈등의 해소기

코레일, 서울시, 자치구는 협의를 통해 용도지역도 민간의 의견을 수렴

하여 기존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준주거로 변경하는 등 수요에

맞게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공공기여 및 상업시설 비율이 축소되었다.

2016년 5월 현재 서울시와 코레일은 개발가이드 마련 중에 있으며 추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 3-7> 관계기관 협의내용

구분 사업방식 용도지역 공공기여 공공용지 주거:상업

변경 전 사전협상제도 일방상업지역 35% 유상제공 7 :3

변경 후 도시개발사업
일반상업지역

준주거
25% 무상제공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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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사례일지

2012년 코레일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유찰되어,

2014년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와 4차례 정책 T/F 회의 및 2차례 실무

T/F 회의를 통해 공모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9월 재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와 코레일은 사업방식 변경 등을 최종

협의하고 개발가이드라인 마련 중에 있다.

<표 3-8> B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개요

일 자 내 용

2001년 6월
물류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제기

(사일로의 비산먼지와 소음이 주거환경을 저해)

2002년 10월 코레일, 물류기지 이전 방침

2007년 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사업자공모 협의

2008년 9월 코레일, 성북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2009년 6월
서울시,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에 따른 ‘조건부협상’ 대상지 선정

(B역사 및 B 물류시설을 포함하는 통합개발계획 마련)

2009년 9월 신경제거점 조성추진 협약 체결

2011년 2월

코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일반상업지역 유통업무시설 폐지, 용적률 600%, 용도용적제

비주거 최소 30%, 주거·업무·판매시설)

2012년 10월 코레일, 민간사업자 공모(유찰)

2014년 3월 2011년 협의안으로 개발가이드라인 협의 추진

2014년 4월
사업자 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기반·공공시설 확보방안, 공공기여 35%, 비주거 30%)

2014년 7월
지역발전 당면과제 해소를 위한 현안회의

(공공기여부지 확보방안)

2014년 9월 코레일, 민간사업자 공모(유찰)

2015년 1월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여건 개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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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2015년 4월 개발가이드라인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방식 협의

2015년 7월
사업추진방식 검토 공동용역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방식별 사업성분석 및 타당성 검토)

2016년 3월
자치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제안

(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지원금 활용 가능)

2016년 4월 공공용지 제공 방안 관련 협의

2016년 5월
재공모를 위한 개발가이드 마련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25%, 비주거 20%)

4. 이해관계자 분석

B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의 이해당사자는 토지소유자인 코레

일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자치구 등 직접 이해관계자로 한정한다.

1) 서울시 입장

2009년 6월 서울시는 B역세권개발사업 대상지를 신 도시계획 운영체

계 시행에 따른 ‘조건부 협상’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상위도시

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을 해야 하므로, 용도지역 하향, 공공기여 축소 및

상업비율 축소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고, 코레일에서 요구하는 주

거비율 확대에 대해 난색을 표하였다. 서울시는 과도한 주거시설은 지양

하고 일자리 창출 등 생산기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자치구 입장

B역세권개발은 구청장의 공약사항31)으로서, 신경제거점 조성 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종합계획 선도사업인 역세권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도모를 꾀하고 있다. 자치구는 일자

31)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로운 B지역 신경제거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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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창출을 위한 벤처센터 등을 조성하여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을 촉진한

다는 이해관계가 있어 2009년부터 코레일, 서울시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협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사

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키로 협의한 가운데, 자치구는 공공용지 제공방

식 변경 부담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장기간 소요되기도 하였다. 사전협상제도로 사업자공모 시 공공

용지가 무상 제공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시 공공용지 제공방식이

유상으로 변경되므로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기존

사업방식인 사전협상제도 추진으로 공공기여 확보가 가능하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른 개별법으로 지원금32)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코레일 입장

코레일은 부채감축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여

토지 개발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와 사전협상제도로 사업자 공모

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사전협상제도로 추진 시 조

속 추진이 가능하며, 자체 투자비가 없고 토지매각 대금 즉시 회수 등

최상의 사업추진방식이기는 하나, 민간업체에서는 초기투자 과다 및 상

업시설 미분양 우려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33) 이에 민

간업체 의향 및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용도지역 하향, 공공기여 축

소 및 비주거비율 조정 등을 요구하였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협상제도 사업방식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코레일이 부담해야 하므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32) 도시경제기반형: 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33) 기존 사전협상제도로 추진 시 대규모 단일사업 일시개발에 따른 분양 리스

크 및 약 6,000억원의 초기사업비 과다로 부담 입장을 표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협상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인허가 부담으로 공모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요분석결과 주거수요는 충분하나, 상업·업무시설은 수요가 부족한데 상

업시설 30%는 과잉공급으로 미분양을 우려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시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인허가 리스크가 감소되므로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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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B역세권개발사업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입장 실익 비고

코레일 적극적 토지 매각으로 부채감축 기여 토지 소유자

서울시 소극적 조건부 협상 대상지 인허가권자

자치구 적극적 지역경제 활성화

구청장 적극적 공약사항 실현

5. 쟁점분석

B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싼 쟁점은 사업자 공모 유찰원인에 대한 지

자체와 코레일의 서로 다른 분석이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업대상지

의 지가가 너무 높아서 유찰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코레일 입장에서는

부채감축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지가를 높게 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

하고, 지침 상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가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코레일이 해석한 유찰원인은 서울시의

높은 공공기여율이었다. 과도한 공공기여와 상업비율 때문에 민간사업자

가 공모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도시계획 변경 관련, 서울시는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 유리하다고 판단한 반면에, 코레일은 용적률이

높으면 공실이 발생하는 미분양 리스크 및 토지가 상승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표 3-10> B역세권개발사업 관련 쟁점분석

서울시 쟁 점 코레일

코레일은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

해야하므로 지가를 낮춰 매각

하기를 요구

토지가

부채감축을 위해 지가를 낮출

수는 없으며, 규정대로 감정

평가 금액으로 매각

지침대로 할 수 밖에 없으며

특혜 의혹 있음
공공기여

민간사업자는 높은 공공기여율

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하여 부정적 입장

상위계획과 불일치(변경수반)

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부정적
용도지역

주거 수요가 충분하므로 준주

거지역으로 하향 요구

상업지역으로 주거비율 증대 불가 주거비율 주거비율 증대, 상업시설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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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역세권 개발사업

1. 사업개요

C역세권 개발사업은 낙후된 원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철도경영 개선을 위해 코레일이 개발사업을 전제로 토지 임대를 추진하

고 있는 사업이다. 코레일은 대전시와 협업하여 사업지 구역분할 및 기

반시설 축소 등 C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여건 개선 후

2015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었다. 2016

년 5월 현재 사업구역을 3곳으로 세분화하고 토지 대부분을 코레일이 소

유하고 있는 2구역을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선도개발 추진 중에

있다. 사업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1> C역세권 개발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목적 낙후된 원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철도경영 개선

소 재 지 대전시 XX구 XX동 C역 일원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

부지면적 2구역 106,742㎡ (코레일 56,049㎡, 국공유지 37,291㎡, 사유지 13,402㎡)

도입시설 판매, 업무, 문화, 숙박 등 복합시설

재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 첫째, 구역면적을 축소하고, 기존 통합개

발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분할하였다. 둘째, 공공기여율 및 기반시

설부담 면적을 축소하였다.

<표 3-1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

구 분 2009년도(기존) 2015년도(변경)

개발방식 통합개발 구역분할(3개)

공모면적 224,710㎡ 32,444㎡(2-1구역 우선공모)

도시계획 코레일 의견 미반영 코레일 의견 반영

기타개선 공공기여 과다 공공기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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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 전개과정 분석

1) 갈등의 표출기

2006년 대전시가 C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2008년 코레일

이 C역세권개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참여기업이 없었다.

2014년 대전시는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해 C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 용역을 착수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주재로 C명

품역사 건설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시행하여, 코레일이 선로부지와

광장부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 대전시가 용역결과를 재정

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2015년 6월 코레일, 대전시, 자치구는 협약을 체결하여 C역세권 개발

과 철도문화 메카 조성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하고 협약기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인허가 이

행에 적극 협조키로 하고, 코레일은 기반시설부담으로 복합환승센터 부

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토록 공모를 추진키로 하였다.

2015년 11월 2차 공모 시 코레일과 대전시가 협업하여 구역을 분할하

고 기반시설 부담 축소 등 C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여

건을 개선하였지만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참여업체가 없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양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공모 원인에 대

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2) 갈등의 심화기

대전시와 코레일 간 공모유찰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고조되었다. 대

전시는 코레일이 철도시설 이전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케 하여 사업성

부족 결과를 낳았다는 입장이었다. 코레일은 자치구에서 C역세권 주변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요구하였지만 지역상생협력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민간사업자가 지역상생협력비용 추정 곤란으로

사업성 분석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담에 따른 사업성 부족을 들어 공모

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 44 -

3) 갈등의 완화기

사업자는 30년간 약 1,430억 원의 토지사용료 외 철도시설 이전비용,

기반시설 부담금 등 약 400억 원의 추가비용 및 상생협력 비용을 부담해

야 하는 공모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해당 지역구 국회의

원, 국토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시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였다.

4) 갈등의 해소기

대전시가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을 우선 설치하기로 하

면서 사업성이 보완되었다. 대전시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는 인·허가

전에 지역상생협력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협의하여 갈등요인이

해소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 등록은 사용승인 전에 해야

하나 인·허가 전에 상생계획 사전승인이 가능토록 결정한 것이다. 또한

철도 선로부지를 선도개발 부지에서 제외시켜 민간 사업자의 철도시설

이전비용 부담을 해소하였다.

3. 갈등사례일지

2008년 코레일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유찰되어,

2014년 C역세권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결과를 대전시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시켰다. 또한, 2015년 코레일, 대전시, 자치구의 3자 협약

체결을 통해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생 협력방안, 기관별 추진내용

등을 협의하였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2구역을 핵심 선도구역으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었다. 이에 대전시와 코레일은 유찰 원인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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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C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개요

일 자 내 용

2006년 12월 대전시, C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08년 8월 코레일, 사업자 공모(유찰)

2009년 5월 대전시, C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2014년 1월
대전시, C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착수

(2009년 수립된 계획 재검토 및 사업실행력 제고)

2014년 3월

C 명품역사 건설을 위한 관계기관장 간담회

(코레일) C역세권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대전시) 용역결과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

* 참석: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부 차관, 대전시,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2014년 4월 코레일, C역세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015년 5월 자치구, C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2015년 6월 코레일, 대전시, 자치구 3자 협약체결

2015년 8월 1차 실무위원회 회의( 협약서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2015년 10월 2차 실무위원회 회의(상생 협력방안, 기관별 추진내용 협의)

2015년 10월
대전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

(복합2구역핵심선도구역으로조속한 민자사업을 통한 주변개발유도)

2015년 11월 코레일, 사업자 공모(유찰)

4. 이해관계자 분석

C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의 이해당사자는 토지소유자인 코레

일과 인허가권자인 대전시, 자치구 등 지자체를 직접 이해관계자로 한정

한다.

1) 대전시 입장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의 숙원사업으로서, 대전시는 사업실행력 제고

를 위해 2014년 1월 C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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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역세권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 5월 재정비촉진계

획을 변경 고시하였다. 1차 공모에 비하여 공공기여도 완화하여 사업자

유치에 힘썼으나, 2차 공모가 유찰된 원인은 코레일의 철도시설 이전 비

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2) 자치구 입장

원도심 발전의 핵심지역에 대한 선도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

고자 하는 당면과제로서 C역세권개발은 핵심현안사업이기도 하다. 도로

및 공원 조성 등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여건 향상 및 원도심 환

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3) 코레일 입장

코레일은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토지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입장으로 사업자 공모를 두 차례 시행하였으나 모두 유찰

되었다. 민간업체 의향 및 의견34)을 수렴하여 대전시에 기반시설 부담

등의 공공기여 축소와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지역상생협력방안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요구하였다.

<표 3-14> C역세권 개발사업 이해관계자 분석

구분 입장 실익 비고

코레일 적극적 토지임대로 부채감축 기여 토지소유자

대전시 적극적 원도심 활성화 인허가권자

자치구 적극적 현안사업

구청장 적극적 공약사항 실현

34) 사업자 대상으로 Key-Tenant 수요조사 결과: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 기반

시설 부담 과다, 개발여건 미흡 등으로 부정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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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분석

C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싼 쟁점은 1차 공모 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 부담 과다, 선상데크 등의 사업비 부담이었고, 2차 공모 시에는

지역상생협력 방안, 기반시설 부담, 철도시설 이전비용 부담 등이었다.

코레일은 복합상업시설부지(획지2-1)를 30년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사

업시행자는 기반시설 부담면적 15,145㎡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을 대전시

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 3-15> C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쟁점분석

대전시·자치구 쟁점 코레일

C역 주변 10여개 시장과의 상생

협약 요구

상생협력

부담

· 대전시 유통총량제 규제로

마트 입점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 필요

· 공모 당시 업체가 밝힌 가장

큰 부담

· 지역상생 가이드라인 부재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부담면적에 대

한 토지보상금액을 대전시에 납부

기반시설

부담

환승센터부지 대전시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토지수용 및 건설

코레일이 부담
철도시설

이전비용
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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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세 가지 개발사례의 종합분석

제1절 세 가지 개발사례의 요약

상기에서 분석한 A역세권, B역세권, C역세권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4-1> 세 가지 사례 개요

A역세권 B역세권 C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전
자연녹지

일반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
일반상업지역

변경

후
일반상업,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개발계획 복합·업무·판매
공동주택

업무·판매

문화·숙박

업무·판매

사업방식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기존)사전협상제도

(변경)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방식

(기존)통합개발,매각

(변경)단계개발,혼용

1구역: 토지임대

2,3구역: 토지매각

통합개발, 토지매각 단계개발, 토지임대

사업자공모 사업자 유치 유찰 유찰

장애요인
공공기여 과다

높은 토지가

공공기여 과다

높은 토지가

상업비율 과다

공공기여 과다

상생협력가이드라인부재

철도시설 이전 부담

해결요인
단계개발에 의한

공공기여 축소

공공기여 축소

상업비율 축소

사업방식 변경

공공기여 축소

상생협력가이드라인마련

철도시설이전부지제외

사업현황
우선협상자와

협약체결 추진
재공모 추진 재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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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역세권과 B역세권, C역세권 개발사업의 공통적으로 가장 큰

제약요소는 높은 공공기여율이었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개발가이드라인 사전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변경 조건의 공공기

여 규모를 지자체 지침으로 정하여 과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코레

일은 공공기여를 축소해 사업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다.

<표 4-2> 공공기여율 비교

도시계획변경 유형

공공기여율(%)

국토부 권고(A)

(도시계획운영기준)

지자체 지침(B)

(서울시 기준)

최대 차이

(B)-(A)

용도지역 상향

(주거→상업 등)
25% 이내 20~48% 23%

도시계획시설 폐지

(철도, 광장 등)
5~10% 20% 15%

도시계획시설 결정

(복합역사 개발 등)
10~20% 10% -

다음 제약요소로는 통합개발이었다. 통합개발 시 사업비 과다, 대규모

도시계획변경 수반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었다. 이

에 따라 A역세권과 C역세권은 사업성 증대, 자금조달 부담 및 분양 리

스크 완화를 위해 구역을 분할하여 단계개발을 추진하였다.

<표 4-3> 개발구역 조정 및 공공기여 사전협의 사례

구분 장애요인 극복방안 비고

A

역세권

· 통합개발(207,013㎡)

· 공공기여과다(1,050억원)

· 단계별 개발

A-1구역(35,081㎡)

· 공공기여축소 (350억원)

우선협상자 선정

B

역세권

· 통합개발

· 공공기여 과다(35%)

· 사업방식 변경

· 공공기여 축소(25%)
재공모 추진

C

역세권

· 통합개발(224,710㎡)

· 공공기여 과다(781억원)

· 철도선로부지, 사유지포함

· 단계별 개발

2구역(106,742㎡)

· 공공기여축소(263억원)

· 철도선로부지, 사유지제외

재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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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국토관련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지였다. A지역은 상위계

획에 부합하였으나, B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업

시설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코레일과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을 위해 준주

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하향 및 주거시설 비율 확대를 요구하였다.

<표 4-4> 국토관련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구 분 주 요 내 용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안)35)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통한 부핵의

중심기능역할 수행

A역세권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단절 극복

B역세권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환승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업,

문화중심 기능 집적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시설 필요

2030년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안)

역세권 주변지역의 우선정비 및 복합환승

시설 확층 등 대중교통시설 이용환경 개선

B역세권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상업·업무시설 등의 고밀도 복합용도로 개발

따라서 상기 사례의 주요 갈등요인이었던 이해관계자간의 인식차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책중개자”의 역할로 어떻게 갈등해결 국면을 맞았

는지 다음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제 2 절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A역세권, B역세권, C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지자체와 코레일 간 이해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4-5>와 같다.

A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핵심과제이자 코레일의 역세권개

35) 2013년 9월, 서울시 “2030 플랜”: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국제적 창조문화 중

심지, 서울 서북권의 광역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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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선도사업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다소 좁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

었다. 하지만 B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는 코레일의 요구하는 개발방향이

국토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개발가이드 마련 협상에 장기간이 소요

되었다. C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반시설

부담 완화 및 공공기여 축소 등 많은 양보가 있었지만,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다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났다.

<표 4-5>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지자체 코레일

A

역세권

· 철도부지에 대한 노후된 이미지

개선 필요

· 슬럼화 되어 있는 A개발 필요

· 서울 서북권의 부도심 활성화,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핵심과제

· 조기 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 역세권개발의 성공모델 창출

B

역세권

· 벤처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상업시설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 용도지역 변경 불가

· 용적률 높으면 사업성 유리

· 조기 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는

주거시설 비율 증대 필요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하향

· 용적률 높으면 공실 발생

C

역세권

· 원도심 활성화 필요

· 역세권주변 기반시설 정비

· 복합환승시설 확충

· 토지 임대를 통한 부채감축

· 명품역사 신축

· 철도시설 이전

A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유치 성공요인을 분석하면 <표 4-6>

과 같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 강도는 높았지

만 개발의지가 강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주도적인 갈등해소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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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A역세권 개발사업 사례의 갈등해결

구 분 갈등해결 요인

서울시의 개발의지
· A역세권 개발은 지역균형에 꼭 필요

· 도시계획권 활용 적극 지원 약속

코레일의 개발의지 · 역세권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정책중개자로서

갈등조정)

· 서울시, 코레일 국정감사 등에서 민간사업자 모집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

· 서울시와 코레일로부터 연내 사업자 재모집이 가능

하도록 철저히 점검, 최선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약속을 받아냄

· 비공식 협의체를 주관하여 갈등중재 역할

· 구역분할 후 단계개발로 변경 제안

반면에 B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의 개발의지가 다소 약하였고, 지역

구 국회의원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와 코레일 측에 개발사

업 조속 촉구에 그쳤다는 차이점이 있다. C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시의

개발의자가 강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원도

심 노후로 인한 개발여건이 성숙치 않아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제 3 절 국회의원의 정책중개자 역할

1. A역세권 개발사업

A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하여 코레일과 지자체 간 갈등은 민간 사업자

를 유치하기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다.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

구 국회의원은 주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지자체와 코레일을 협상 테

이블로 앉혔다. 여기에서 A지역구 국회의원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방식 개선방안을 두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만 아

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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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역세권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 공청회, 토론회, 입법발의, 대정부

질문 등을 추진해 왔다.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코레일 사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당 자치구의 가장 큰 현안이자 숙원

과제인 A역 복합환승센터의 빠른 개발을 촉구했다.

2012년 10월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

하는 A역은 경의선 도시철도의 시발지이자,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간

대중교통의 관문으로서의 미래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인근지역과의 개

발 격차, 선로에 의한 교통 단절 등 애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균

형발전, 서북권의 부도심 육성의 관점에서 A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대

해 서울시와 빠른 협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인근 지역과의 개발격차 해소, 균형발

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도심 종합발전계획」용역 안에

A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코레일과 적극적으

로 협의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A역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서북권

부도심 개발계획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장관에게 “A역은 철도역사의 상징이며

뉴타운 개발 등과 직접 연관된 지역으로 잠재력이 높으나, 복잡한 환승

체계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심하고, 철로로 인한 지역경제 낙후, 개발

소외가 심각하다. 빠른 시간 내에 A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수 있

도록 코레일 등의 계획을 직접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 계

획에 A역 개발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 간담회, 코

레일과 현장점검, 서울시 시장·부시장 면담 등을 진행했으며, 관련 전문

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2014년 국정감사 시에는 개발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과도한 토지감정가

재조정,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치밀한 사업자 유치전략 수립 등 특별대

책을 요구했다. 서울시장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허가기관

으로써 개발 후 공공기여 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1,000억원에 달하는 철도시설 이전비, 토양오염정화비용,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 달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A역세권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도시계획권을 활용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해, A역세

권 개발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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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A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구분 주요내용

2013년 ·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A역세권 개발사업 정상 추진 촉구

2014년

· 서울시,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A역세권 개발 사업자의 연내

선정을 촉구

· A역세권 개발사업자 모집이 연내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공공

기여 완화, 코레일의 재정 투자(철도부지 이전, 환경정화비용)

를 촉구

2015년
· A역 구역 개발용역비 4억 확보

- 코레일 1억, 서울시 3억,2016년 A역구역 개발용역 추진

코레일과 서울시 간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A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갈등 중재에 있어서 각 이해관계자의 강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고, 중

재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며 합리적 대안 제시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정도가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화되었고,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볼 때 A지역구 국회의

원은 “정책 혁신가”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중개자의 내적 속성에 따른

유형화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강한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고 있었

으며, 전문성(expertise) 또한 강한 “1유형인 정책혁신가型 정책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A지역구 국회의원은 갈등 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

으며,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요 논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

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B역세권 개발사업

B역세권개발사업 관련하여 코레일과 지자체 간 개발가이드라인 이견

에 대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B지역구 국회의원은 코레일의

사업추진계획을 수시로 보고받고 국정감사를 통해 코레일과 서울시에 개

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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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B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구분 주요내용

2013년
· B지역 7대 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B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

· 국토부, 코레일과 협의하여 사업자 공모를 추진

2014년
· B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로 B역세권 개발 지속 추진

- 약 4만6천여 평의 대규모 첨단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업무시설

2015년
· 1단계: 택지개발·도로·진입로 등 공공시설은 공영부문에서 개발검토

· 2단계: 택지는 민간에 매각, 주거·업무·상업 등의 용도로 개발검토

B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정도가 “높음”이지만,

B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비난 회피자”나 “정책 중개

자”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거

나 양측의 비난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고, 정당성이 약하거나 확보가 필

요한 경우도 아니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책중개자의 내적 속

성에 따른 유형화에서 전문성(expertise)과 정당성(legitimacy)이 모두 약

한 “4유형인 비난회피자型 정책중개자(Blame avoider type)”에 해당한다

고 볼 수도 없다. 그는 서울시와 코레일로부터 수시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아 주요 이슈 및 논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B지역 구청장 및 서울시 도시과장 등의 이력으

로 해당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한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A역세권 개발사업과 비교해 볼 때, 이해관계자간 자리를 마련하

여 갈등을 중재하여 합의점이나 절충안을 도출하는 역할 대신 양측 각각

에 대해 개발을 촉구했다는 차이가 있다.

3. C역세권 개발사업

C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하여 코레일과 지자체 간 갈등 수준은 앞 두

사례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대전시는 원도심 개발에 대한 숙원사업 추

진으로 코레일의 개발방향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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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장기간 사업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C지역구 국회의원

은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해 2012년 9월 6자 협의체 구성, 2014년 3월 관

계기관장 간담회를 주선하였다. 2016년 5월부터 C지역구 국회의원, 국토

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시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

행자의 추가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C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면

서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에 C지역 관련 예산 배

정의 타당성을 피력하여 약 833억을 반영하고, C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비 100억을 최종 편성하였다.

C지역구 국회의원은 2012년 국회에 입성한 뒤 국토해양위원회를 상임

위로 배정받아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C역세권개발 추진을

지속 촉구했다. 2013년에는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C역세권 개발 마스

터플랜 마련을 촉구했고, 고도완화, 용도변경 등 민자 유치를 위한 C역세

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을 뼈대 내용으로 다시 3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C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정도가 “낮음”으로 정

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볼 때 C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정책 혁신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중개자의 내적 속성에 따른 유

형화에서 전문성과 정당성 모두 강한 “1유형인 정책혁신가型 정책중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해당지역 구청장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은 강하지만 정책 혁신가의 가장 큰 역할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코레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들의 강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C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C

지역구 국회의원의 갈등 중재 및 합리적 대안 제시 보다는 대전시의 양

보가 큰 사례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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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C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구 분 주요 내용

2012.7.25 · 국토해양위 C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촉구

2012.8.23 · 국토해양위 C역세권 개발 협의체 구성 촉구

2012.10.11
· 국토해양위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C명품역사 및 역세권개발 추진 촉구

2012.10.24
·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C역세권개발 추진 촉구

2013.4.17
· 국토교통위 업무보고

- C역세권 개발 마스터플랜 마련 촉구

2013.9.4

· C지역구 국회의원 주도 C역세권개발 관계기관장 3자 협의

- 고도완화, 용도변경 등 민자 유치를 위한 C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등

2013.10.25
· 국토교통위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C역세권개발 조속 착수 촉구

2014.2.24.
· 국토교통위 업무보고

- C역세권개발 조속 착수 촉구

2014.3.5

· C지역구 국회의원 주도 C 명품역사 건설을 위한 5자 간담회

(의원, 대전시장, 국토부 2차관, 코레일 사장, 철도공단 이사장)

-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 및 C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

2014.7.4
· 국토교통위 업무보고

- 코레일 마스터플랜 용역 C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반영 촉구

2014.10.21.
· 국토교통위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C역세권개발 조속 착수 촉구

2014.12.3 · 코레일 C역세권개발 마스터플랜 보고

2015.3.5 · 코레일 C역세권 재정비계획 변경 추진 보고

2015.5.19
· 코레일 C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 C역세권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반영 협의

2015.6.8.
· 코레일 C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 민간공모 시 주변 상권과 상생방안 강구 촉구

2015.8.13
· 코레일 C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 민간공모 일정 협의

2015.10.15
· 코레일 C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 민간공모 시 건물 디자인 및 컨벤션 기능 강화 촉구

2015.10.30 · 대전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고시

2015.11.30.

2016.3.9
· 코레일 C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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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세 개의 역세권개발 사업지에 해당하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통점

은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코레일과 지자체에 개발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갈등을 둘러싼

코레일과 지자체 간의 개발사업에 대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점

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표 4-10> 각 의원별 주요 경력

구 분 주요 경력

A지역구 국회의원
· 제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B지역구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B지역 구청장

C지역구 국회의원

· 제19대, 20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C지역 구청장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31인의 국회의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 토지, 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입법 활동, 국토교통부 예산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에 대한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다.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

개정권, 국정감사, 조사권을 갖고 있기에 정책결정의 공식적인 권한을 가

진 이들을 코레일과 지자체는 주요하게 인식하고 신뢰하였다.

세 개의 개발사업지에 해당하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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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국정감사를 통해 각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토지가격 감정 등 개발사업 관련 지침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한 개

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표 4-11> 주요 감사내용

구 분 대 상 시정 및 처리 요구

2012년

코레일

· A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사업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

· C역사 명품화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
· A역세권 개발 지연 문제 및 교통체증 완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A철도환승역 필요성

2013년 코레일

· 부채 해소를 위한 역세권 개발

(A역세권 개발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검토하여 개발)

· A역세권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 철도산업의 중심인 C역사 개발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적극 협의 문제

2014년

코레일

· A, B, C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

· 역세권 개발사업 시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

· C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2015년 공모 대비 민간개발

사업자와 접촉은 하고 있는지, 코레일 적극 나서야

서울시

· A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

· A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와 코레일 측 비용부담

을 완화하고 사업착수 전 매각대상 부지의 용도를 변경

하는 등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2015년
코레일

· 개발사업공모 표준지침에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유찰

되므로 개선 필요

·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세계적인 C역사를 포함한

철도 메카 조성

· B역세권개발 방식변경 검토용역 후 조속한 사업 추진

· A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의논하여 추진

서울시 · A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

자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와 같이 지자체와 코레일 간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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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중개자(policy broker)로서의 역할에 의해 조정되었다.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

의원은 정책중개자로서 지자체와 코레일 간 갈등을 줄여 합리적인 타협

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

는 것보다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형성하는 것에 주요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비슷한 개발사업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중개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더욱 수용가능하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은영(2008)은 정책중개자의 스펙트럼은 갈등의 정도에 따라 비난회

피자, 중개자, 옹호자, 정책혁신가형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보일 수 있다

고 하였으나, 정책중개자가 수행하는 중개와 성패가 단순히 정책중개자

가 처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용성(2010) 또한 정책중개자의 내적요인으로 전문성과 정당성을 활

용하여 정책중개자를 비난회피자, 중개자, 옹호자, 정책혁신가형 정책중

개자로 구분하여, 정책형성 내지는 정책산출의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지만, 본 논문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본 논문의 세 가지 사례를 네 가지 유형의 정책중개자로 분류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A, B, C역세권의 각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강한 정

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었으며, 서울시, 대전시와 코레일의 신뢰수준 또한

높았다. 이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

주요 논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전문성이 높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문제의 해결책을 어느 수준까지 마련할

수 있었는가와 잠재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는가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B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구청장 출신 및 서울시 도시과장 등의

이력으로 지역에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

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정책혁신가라고 보기 어렵다.

C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해당지역 구청장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

도는 높지만 전문성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C지역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피력하여 약 833억을 반영하고, C역세권 재정

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비 100억을 최종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양보에 기여하는 등 중개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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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코레일이 추진하고 있는 매우 유사한 개발사업의 갈등해결

에 있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점에 착안하여 과연 이러한 차이는 어디

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들 사례를 비교 분

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책

중개자의 역할”을 통한 갈등해결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 범위와 방법은

무엇인지로 설정하였다.

적용한 비교대상은 A역세권, B역세권, C역세권 개발사업 사례로서 이

해관계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1> 개발사업 사례 비교

구 분 A역세권 B역세권 C역세권

이해관계

· 서울시장 공약

· 서울시 핵심사업

· 코레일 선도사업

· 코레일 부채감축

· 지역구 국회의원

관심사업

· 구청장 공약

· 자치구 핵심사업

· 코레일 핵심사업

· 코레일 부채감축

· 지역구 국회의원

관심사업

· 구청장 공약

· 대전시 숙원사업

· 코레일 핵심사업

· 코레일 부채감축

· 지역구 국회의원

관심사업

세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조정자로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을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갈등의 높고 낮음 정도에 따라 정책중개자가 소

극적 또는 적극적인 중개를 하는 유형에 따르면 A지역구 국회의원은 정

책 혁신가, B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책중개자, C지역구 국회의원은 옹호자

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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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갈등정도에 따른 정책중개자 분류

갈등의 정도 높음 낮음

정책중개자의

유형
비난 회피자 정책 중개자 옹호자 정책 혁신가

의원 분류
B지역구

국회의원

C지역구

국회의원

A지역구

국회의원

정당성과 전문성의 두 가지 내적 속성을 기준으로 정책중개자 유형을

구분한 것을 토대로 실제의 갈등중재 과정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국회의

원들의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그 역할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3> 정책중개자의 내적 속성에 따른 분류

전문성 (Expertise)

정당성

(Legitimacy)

전문성 강함 전문성 약함

정당성 강함

1유형

(정책 혁신가)

A지역구 국회의원

3유형

(옹호자)

정당성 약함
2유형

(중개자)

4유형

(비난회피자)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한 세 가지 사례의 각 지역

구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은 모두 강하게 나타났다. A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성과 전문성 모두 강한 “1유형: 정책 혁신가型 정책중개자”에 해당

한다고 본다. 자신의 전문성과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

기 때문에 중개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며 아울러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안 제시에 있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책중

B지역구 국회의원

C지역구 국회의원



- 63 -

개자로서 뚜렷하게 유형화할 수 없었다. 이들은 갈등 중개에 있어서 각

이해당사자간 강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고 정책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지

니고 있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잠재된 문제를 파악하지 못

한 점에서 전문성이 강하다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와 공기업 간 갈등과 대립과정에서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회의원의 중개자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과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접근의 차이가 갈등해결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이후 존재하는 갈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직접이해당사자간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과도 사업타당성 및 문제점

을 검토하고, 지자체는 정책결정 시 유연성을 갖고 협의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갈등이 증폭되고 고조되는 단계에서 정책중개자의 중

재를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

축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고 차이를 밝혀내는 것은 향후 갈등사례 연구 뿐

아니라 새롭게 진행될 사업의 유효성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역세권개발사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와

의 원활한 합의 없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갈등 장기화 요인으로 도시계획 변경 등 갈등 자체의 조건 및 특성,

갈등 당사자의 인식 및 태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 촉구로 지자체는 정책

결정에 대한 경직성 등을 해소하고, 코레일은 사업변경을 추진하면서 이해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한 합의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역세권 인근 개발을 위한 지자체 내 총괄부서 부재로,

복합환승센터․도시개발․역세권개발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한, 지자체 의지 부족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가 미

흡한 실정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협상제도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도

시계획 변경의 조건으로서 민간이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부분에 대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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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산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 사전협상제도에 의해 민간이 용

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경우의 협상방법에 대한 경험과 수단이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반해, 뉴욕시에서는 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민간과

공공의 협상이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재개발 사업에 있어 공공이 민간의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공공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민간은 공공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제공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은 협

상을 통해 개발계획과 관련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에서는 도시개발뿐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민간과 공공의 협

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

고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자산을 이용, 부채

감축을 통한 경영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낳은 실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지자체와 공기업간의 개

발사업을 중심으로 빚어지는 공공갈등의 원인 및 갈등해소 요인을 분석하

고 있기 때문에 갈등주체가 지자체와 공기업이 아닌 다른 유형의 정책갈

등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 개발지역 특성 및 지역

구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전문성 등의 차이로 일반화하기에는 역부족인 면

이 있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높을 때는 비

난회피자나 정책 중개자가 될 수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 옹호자나 정책혁신가로 변화될 수 있다. A지역구 국회의원이 A사례

에서는 정책 혁신가 역할을 하였지만, B 또는 C의 사례에서 중개자, 옹호

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책중개자는 항상 동등한 수준

의 중개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갈등의 양상에 따라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으며, 역량에 따라 중개하는 방식과 정책 대안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공식적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는 행위자가 실제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할 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역할이

단순히 중재에만 주력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주장을 하면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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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flict Cases

between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role of Policy Broker -

Kyoung-m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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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ecentralization of present times, the 21st century, belongs to new

paradigm of national management which is emphasized preferentially.

While detailed discussions about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have been progressed

actively, groping cooperative method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enterprises to maximize positive effects to regional development

became important further.

Policy propelling on regional development by local government’s

governor after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has positive

aspects in establishing, implementing policy for needs of regional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etc. by the governor having been

elected after getting support from majority residents through election

process, but cases of project drift or failure policy have occurred

frequently because pledging businesses which were lack of planning

to make favorable action in the election were propelled 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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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Thus,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how conflicts occurred and

were resolved between governor of local government which propels

pleading businesses in carrying out development projects focussing on

status of sta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 that

is licensing authority, and then deducing implications through actual

condition analysis

‘A sta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prepared development

guideline through agreement among stakeholder, and is under

negotiation by openly recruiting private businesses. However,

development guideline on ‘B sta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its

similar case, has not been actually fixed yet between KORAIL and

local government until now. On the other hand, development guideline

on ‘C sta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has not confirmed, but

attracting private businesses i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Above case

is similar in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stances of stakeholder,

character of conflicts and main issued etc. considerably. Nonetheless,

‘A sta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is under consultation about

business propelling by recruiting operators through smooth agreement,

but remaining businesses are being drifted because openly recruiting

operators has been miscarried 2 times.

Looking for the cause about why different results are made from

3 cases in solving conflict, and from what such differences come out

are tried to perform in this research. As differences by case, Seoul

City has strong willingness on A development regarding ‘A station

area development project’and conferences with private businesses

were held positively by being led from local lawmaker to attract

businesses as the lawmaker’s interested project. By doing so, the

medicating role was done really such as aggressively collecting

opinions of private businesses and changing development guideline

etc. Seoul City and KORAIL were able to deduce win-win method

under mediation of local lawmaker. In contrast, developmental

willingness of Seoul City on ‘B sta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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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er than that of A, and proposal of KORAIL to improve business

value was not reflected well because requirements were strong

principally and ideally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Now on District

Office was in conflicting interest. Furthermore, it was interested

business of local lawmaker, but developmental methods were not

grouped widely either when doing conferences to prepare

developmental guidelines. ‘C sta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is the

interested business of local lawmaker, and Dajeon City designated it

as renewal promotion district, and also Dajeon City, KORAIL are

propelling this project after concluding an agreement.

This study tries to grasp differences in conflict elements and

solving ones between stakeholder shown at developmental business

propelling based on these facts. How conflicts were finished and

agrement was made ultimately by case, how long conflicts have been

progressed continuously will be apprehended more systematically.

This point implies that how much consulting, communicating process

among stakeholder,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as licensing authority

and public enterprises as ordering body, are important, and mediating

role of local lawmaker could change the conflict aspects to the degree

of not being overlooked in the process too.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nalyzing these factors and lightening up differences could have

a large meaning to effectiveness of public projects which would be

progressed afterwards as well as future case studies on public

conflicts.

keywords : public conflict, Station area development, policy

broker, local law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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