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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오늘날 지방은 양  성장의 한계로써 두된 발 의 지역 간 불균형뿐만 아니

라 이로 인해 ․심화되는 인구 기를 감내해야 하는 공간  단 가 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 기는 미래가 아닌 재다.오늘날 지방에게 인구 늘리기는 마치 자

생존의 문제와 같고,인구는 반드시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정책 상이자 필히 증가

시켜야만 하는 정책 목표가 되었다.인구문제가 더 이상 국가 단 로나 국가 차원에

서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와 발 의 계 속에서 인구정책은 역사 으로 국가 심  이해를 반 하

며 개되어왔다.발 을 매개하는 변수로써 인구는 국가가 가독성을 가지고 악하

는 상이었고,인구정책은 통계  인구를 국가발 을 해 필요한 일정한 규모나 

상태로 변경하는 수단이었다.과거 풍부한 인구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해석되는 과

정에서부터 최근 부족한 인구가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연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구와 발  그리고 국가의 계는 공고하여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 다.

그러나 발 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방이 새로운 통치단 로 부상함에 따라 인구

정책은 재편되고 있다.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공공계획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방은 

국가에 버 가는 통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인구와 발  간의 상 계가 

국가에 이어 지방으로까지 확 되었다.인구정책은 이제 지역발 정책의 본질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인구정책의 지방화이다.국가가 아닌 지방,그리고 인구정책

을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시 에서 부상한 지방의 움직임이 그간의 국가 심  

흐름에서 차별화의 지 을 형성하 고,그것이 인구정책을 통해 가시화되어 나타났

기 때문이다.인구정책은 정책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기 해 필요한 역량 형성에서

부터 정책의 실질  구 ,그리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타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지방의 통치 양상을 통한다.결국 인구정책의 지방화라는 사회공간  양상

은 통치주체로서의 지방의 상을 확인하는 한편,인구정책의 달라진 양상을 규명하

고 인구감소시 에 걸맞은 새로운 인구정책을 모색하는 복잡한 과정이다.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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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는 지방으로 하여  할 지역 내 주민을 통

제하고 리하는 나름의 통치 주체로써의 역량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이었다.지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시 안에 응하는 지방의 자치권 발 은 앙집권  정책 구

도 하에서 여 히 국가 심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과거와 달리 으로 국가

에 의존하는 계는 아니다.오늘날 지방은 인구센서스의 분화,사회지표의 생산 등 

지식과 정보의 지배를 통한 지식국가  면모를 답습하는 동시에 법  상 제고,자

율  조직  산 편성 등 제도  정책 역량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지방의 인구정책은 국가와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지방의 인구정책은 자

연  출산을 강조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의 사회  유입  유출을 진하고 단

속하는 과정이다.즉,주민등록인구라는 행정  인구 범주를 핵심으로 인구가 가진 

정치경제  향력은 그것의 연쇄  반응을 유도하고 기 하는 지방공무원,지역의

원,지역주민 등 여러 지역 이해 계자들에게 끊임없이 고려되는 지 이다.정책 상

으로서의 인구가 정책목표가 된 작 의 상황에서 지방은 국가보다 한발 앞서 정책 

추진을 감행하기도 하고,기존 공간스 일을 교란하는 스 일의 정치를 구사하기도 

한다.

셋째,인구감소시  지방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공유와 축소,도시재생 등 공간

정책과의 결합을 강조하며 외연을 확 하고 있다.  지방 인구 늘리기의 실질  목

표는 인구감소세의 완화로,인구늘리기의 목표수치는 선언  가치에 불과하다.더군

다나 2030년을 정 으로 인구가 으로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을 고려

해볼 때, 재의 인구증가정책은 근본 으로 한계가 있다.따라서 지방의 안 인 

인구정책 모색은 큰 의미가 있다.인구의 이동성에 기 하여 변화하는 정주성은 주

민등록인구가 아닌 지역의 공간경험을 공유하는 유동인구를 주목하게 한다. 한 

의의 인구정책으로서 도시재생은 삶의 질  향상을 한 정책으로서 미약하나마 진

일보한 상황이다.

인구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 이 에 그것의 입안을 제하는 형성과

정을 내재한다.그것은 지역 고유의 사회 문제를 인지하는 통치 주체가 자치  권한

과 상을 확립하고,합리성을 제고하면서 자율  정책 체계 내에서 당면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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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이러한 에서 오늘날 지방은 스스로 인구를 

읽고 다루는 통치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인구정책은 국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을 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당면한 인구문제의 소재지이자 해결사로서 지방의 역량  성과는 충분하지 않아 보

인다. 앙집권  구도 하에서 지방의 자율성은 여 히 제한 이기 때문이다.거시

으로 발 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방은 요한 공간  실체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방의 정책 목표는 양  성장이 지배 이다.지난 국가의 총량  성장의 한계로 배

태된 지역의 인구 기가 양  성장 방식의 인구 늘리기로 재 되며 발 의 패러다임

을 역행하고 있다.그러나 비 할 상황만은 아니다.지방은 새로운 발 의 양상이 동

시 출 하는 지 이기도 하다.인구와 발 의 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지방을 심으로 열려 있다.

주 어 : 정책, 지방화, , 발전, 가, 공공계획, 지방 치

학  번 : 2006-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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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원래 인구는 국가차원의 문제다.인구와 국력의 상 계를 염두에 두어 볼 때 

국가에게 인구란 항상 통제하고 리해야 할 상이다.1962년 시작된 가족계획사업

에서부터 2005년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향한 국가의 심

은 지속 이고 유동 이다.다만,과거와 차이 이 있다면 인구문제가 단지 국가만의 

심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화․지방화 시 ,지방은 국가에 버 가는 통치 주체로서 나름의 인구문제

에 당면해 있다. 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출로 인한 제반 상은 지방 인

구문제의 특성이다.행정구역을 경계로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을 수 없는 지방

의 입장에서 인구문제란 유입지역과 유출지역 간의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닐 

수 없다.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정 으로 본격 으로 감소할 망

이다.총 인구가 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인구를 향한 지방의 경쟁은 가 ․심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인구 증가를 지역의 핵심 과제로 표명한 자치단체도 이미 여러 곳이다.2005년

을 인구증가의 원년으로 선언한 경남 고성군을 비롯하여 2007년 강원도,충북 동

군,2008년 강원 월군,경북 문경시,2010년 강원 양구군,경남 창녕군,경북 경주

시,경북 주시,2011년 북 김제시,2012년 충북 단양군, 남 나주시,부산 역시,

남도청,2013년 충남 청양군,부여군, 남 여수시,2015년 강원 양양군,경북 김천

시,경남 함양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인구감소는 지방을 하는 일종의 도 이 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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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문제는 과거와 상이하거나,과거와  다른 모습들로 

읽힌다.인구증가가 아닌 감소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 고,인구문제를 바라

보는 국가 심의 단일화된 시선이 국가와 지방으로 분화되었다.

먼 ,한국 사회는 출산․고령사회로의 환을 경험하고 있다.이것은 1960년

 인구 억제를 목표로 한 가족계획사업과 비되는 인구정책  도 이다.상 으

로 낮은 합계출산율과 증하는 고령화율 속에 15-65세의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

해야 하는 복지비용이 상승하면서 국내 경제성장  국제  국가 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망이다.특히,2045년부터는 통계청 추계인구가 지속 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구규모보다 을 것으로 나타나 국가발 을 우려하는 목

소리가 높다.

그러나  세계 으로 인구감소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만이 유일한 

문제해결은 아니다.미국,일본,유럽 등 일부 선진국을 심으로 축소도시(shrinking

city), 소(適疎)계획 등과 같은 정책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핵심은 은 인구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리자이다.차제에 인구감소에 응하는 시의 한 정책 제

시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시 에 걸맞은 새로운 인구정

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과거 인구는 지방에게 지 만큼 요한 심사가 아니었다.인구문제에 한 지

방정부의 입장은 앙정부의 태도에 수동 이었고,국가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구도 

하에서 지방 나름의 정책  자율성은 확보될 수 없었다.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입

장에서 인구는 특정 시 을 기 으로 새로이 부각된 지평과 같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세계화의 공간 재편 속에 지방이 하나의 정

치 ․경제  통치 단 로 부상하는 과정은 국가 심의 획일화된 인구정책에 변화

를 가져왔다. 할지역 주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한 지방의 자기책임성이 강화

되고,인구가 지역발 을 가름하는 변수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오늘날 지방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에 열심이다.소  인구 늘리기에서부터 발 의 패러다임이 변

화하면서 균등하지 않았던 양  성장의 한계를 새로운 발 의 개념들로 채우고자 하

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인구정책이 실화되는 맥락과 범 는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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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고령화에 한 우려만큼 이와 련된 연구들도 비교  빠른 시간 내 

다양한 입장에서 개진되었다.보건복지,경제 융,이민,교육,주택,도시계획 등 여

러 분야에서  실태를 정리하고 미래를 망한 비책들이 쏟아져 나왔다.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기해소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국가  과제이기 이 에 1990년

부터 주민 수 감소에 따른 과소지역화로 고민하는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이다.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과소지역화 상이 수도권과 일부 기

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지역들에서 끊임없이 심화되어왔다는 을 미 볼 때,인구감

소의  국토화 상에 맞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응은 더욱 주목할 만하

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지방의 에서 인구정책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증

가가 아닌 감소를 화두로 인구문제가 범국가 으로 재부상한 시  자체가 2000년  

반이고,주민 수 부족에 따른 과소지역화로 고민해오던 지방이 나름의 정책  의

지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 역시 최근이다.정책 반의 강한 앙집권  성향이 지방

만의 특색 있는 차이를 드러내기 어렵게 한 탓도,조직․ 산․정보 등의 정책역량 

미흡으로 지방 나름의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았던 사정도 있다.결국, 재 지방 주

도의 인구정책 시도는 그간 지방자치제 실시 에 따른 자체  역량 구축과 비동

질  지역문제에 한 직 인 해결 의지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인구정책의 지방화를 악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통치주체로

서의 지방의 상을 확인하는 한편,인구정책의 달라진 양상을 규명하고 인구감소시

에 걸맞은 새로운 인구정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인구와 발 ,국가와 지방은 오

늘날 인구정책을 재편하는 요 개념들이다.국가 주도  이해 계와 추진과정으로

서의 인구정책이 지방 차원의 인구 인식  방식을 반 하며 재편되는 과정은 획일

일 수 없다.지방이 인구정책의 주체로서 자체  역량을 확보하고 제한된 정책 여

건 속에서 인구의 양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달라진 시  상황에 응하고자 새

로운 정책들을 도입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마구 뒤섞인 채 진행되고 있다.지방의 발

을 한 수단이자 지역 스스로 인구를 읽고 다루는 구체 인 과정으로서 인구정책

의 지방화는 매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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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최근 지방은 양  성장의 한계로써 두된 발 의 지역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심화되는 인구 기를 감내해야 하는 공간  지 이 되고 있다.지

방의 인구 기는 미래가 아닌 재다.오늘날 지방에게 인구 늘리기는 마치 자생

존의 문제와 같다.인구는 반드시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정책 상이자 필히 증가시

켜야만 하는 정책 목표가 되었다.인구문제가 더 이상 국가 단 로나 국가 차원에서

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는 사회발 과 한 계를 가진다.지난 압축  근 화 과정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을 해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최근 부족한 인구가 국가경쟁력

의 상실로 연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구문제는 국가에 의해 악되고 형성되었

으며,이를 해소하기 한 수단으로써 인구정책은 국가 차원의 일이었다.

그러나 발 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방이 새로운 통치단 로 부상함에 따라 

인구정책은 재편되고 있다.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공공계획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

방은 국가에 버 가는 통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인구와 발  간의 상

계가 국가에 이어 지방으로까지 확 되었다.인구정책은 이제 지역발 정책의 일

환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지방의 인구정책이다.국가가 아닌 지방,그리고 인구정책을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시 에서 부상한 지방의 움직임이 그간의 국가 심  흐름

에서 차별화의 지 을 형성하 고,그것이 인구정책을 통해 가시화되어 나타났기 때

문이다.이 때 인구정책은 정책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기 해 필요한 역량 형성에서

부터 정책의 실질  구 ,그리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타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지방의 통치 양상을 통한다. 한 양  성장의 한계와 질  발 의 추구라

는 발 의 패러다임 환은 인구정책 반에 향을 미쳐 지방의 인구증가정책의 

개를 부추기는 동시에 새로운 인구정책  양상을 가시화하고 있다.

인구정책의 지방화를 분석하기 한 본 연구는 크게 거시  과 미시  

으로 나뉜다.먼  거시  에서 국가 심의 인구정책이 지방 차원으로 분화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국가의 이해를 반 한 국가주도  응방안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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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책이 지방 차원의 인구 인식과 방식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미시  에서 지방의 특성을 반 한 인구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인구감소시 를 맞이하여 달라진 인구정책의 양상을 지방을 심으로 살펴본

다.세부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지방자치 수 에서 지방의 인구정책 역량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악

한다.인구정책은 인구를 일종의 변수로 삼아 공공의 목 에 부합하는 규모나 상태

로 만들기 한 계획  근이다.구체 으로 이것은 인구를 독해하여 수치화하고 

공공계획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지방 차

원의 인구정책 등장이란 결국 지방이 자체  정책역량을 구축하여 통치주체로 자리

매김하는 과정으로 풀이될 수 있다.

둘째,지방의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통해 국가와 상이한 지방의 인구정책 특성 

 한계를 살핀다.지방의 인구는 국가와 달리 행정구역을 넘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

능하고 그 동태는 주민등록이라는 행정  장치를 통해 집계된다.국가와 상이한 인

구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 인구증가방식은 다양성을 가지며 유형화될 수 있다.이

는 곧 국가 심의 인구정책이 지방 차원으로 분화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을 반

한 인구정책으로 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지방을 심으로 나타나는 인구의 공유와 축소,도시재생을 통해 안

인 인구정책의 양상을 모색한다.인구의 감소는  세계  상으로 한국 사회 역시 

외일수 없다.국가 차원의 인구가 어드는 만큼 도시  지역의 인구감소는 불가

피할 망이며,이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양상들은 지방이라는 공간  단 에서 

더 부각될 것이다.인구의 늘리기만으로는 근본 인 기 응이 이 질 수 없다.달

라진 시 상황과 인간 행태를 반 한 인구정책의 안  근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오늘날 지방은 이를 실제화하는 공간지 으로 외연 으로 인구정책은 확 되고 있

다.

이상의 연구의 목 을 분석틀로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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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의 분석틀 

제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오늘날 인구문제를 재조명하는데 있어 국가와 상이한 이해 계를 가

지는 지방의 응에 주목한다.인구정책의 지방화와 련한 이론 고찰을 심으로 

다음의 연구방법을 채택하 다.

먼 ,지방의 통치역량을 실증하기 해 지방 나름의 인구지식체계와 행정역량

을 구축하는 증거를 찾고자 노력했다.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의 상과 권한의 증

는 실질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한 이나마 지역 안에 응할 수 있는 자치  정

책역량을 제고하 다.이것은 국가통치의 합리성 구축 과정을 답습하면서 인구정책

을 체계 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과정으로,이를 입증하기 해 출산․고령사회기

본법,지방자치단체 자치조례,인구센서스와 지방의 사회지표 황,지방자치단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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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연구기  설립  운 황,담당공무원 심층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 다.

인구정책의 지방화 황 악과 련한 주요 분석 방법은 조례분석을 이용하

다.조례는 법령의 범  내 지방의 사무에 한 일종의 거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는 법인만큼 지역민의 이해 반 에 민감하고, 련 정책의 실행여부

를 악하기 하다.본 연구에서 조례분석은 인구 련 조례분석과 공간 련 조

례분석으로 구분된다.먼 , 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인구정책에 해당하

는 조례분석을 실시하 고,이  유효한 것으로 단되는 881개 조례를 지방의 인

구증가방식에 따라 유형화하 다.한편,공간정책 련 조례 분석은 국을 상으로 

하 으나 실제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총 156곳이었고,총 295개 조례를 분석하

여 결과를 도출하 다.분석에 한 추가 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각종 문헌  면

조사 자료 등을 충분히 이용하 다.

한편,인구정책의 안  근으로써 인구의 공유 방식과 도시재생 략을 살펴

보았다.유동하는 인구의 정주성은 다양한 체류의 형태로 표출되는 한편,공간은 도

시재생 방식을 통해 질 으로 환된다.이는 지역 고유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다양

한 인간 경험을 옹호하는 과정으로 인구감소시  의미하는 바가 크다.이를 입증하

고자 문화체육 부가 제공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부터 각종 연구보고서,담당

공무원  지역 계자 심층면 ,신문기사 등이 연구의 주된 자료가 되었다.

연구 반에 걸쳐 활용되는 면 조사는 지역의 실태  기 응 등에 한 

직 인 이해를 얻고자 인구정책 련 담당공무원  지역의 이해 계자들을 심층 

면 한 결과다.조사방식은 직 면담 는 화면담의 방법을 병행하 는데,구체

인 면담과정은 반구조화된(semiconstructed)질문지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사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보다 깊이 있는 질문으로 발 시켜나가는 방식을 취했다.면담시간 

 장소는 직  면담의 경우,평균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연구자가 해당 장을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화면담의 소요시간은 30분 내외 다.

끝으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 2장에서는 발 의 패러다임 환 과

정을 통해 지방자치와 공공계획의 의미와 기능을 논의하고 인구정책에 한 이론  

배경을 담았다.이들 각각의 이론은 인구정책의 지방화를 규정하는 핵심 논의로 지

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정부의 상  권한,공공계획의 합리성 강화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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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발 과의 상 계 속에서 인구의 조정  리의 수단으로써 인구정책 반

에 해 살핀다.

제 3장은 지방의 인구문제와 인구정책  특성을 살펴본다.공간 으로 차등하고 

비동질 인 지방의 인구문제는 인구 규모와 구성 차원의 기로 표출된다.지방 단

를 심으로 인구 기가 재화하여 나타나는 가운데,지방의 인구정책은 국가와 

상이한 인구 인식과 특성을 가진다.

제 4장은 인구정책의 주체로서 지방이 자체  역량을 구축하고 있음을 실증한

다.지방은 인구지식의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인구정책의 제도  추진과 련한 법

기반의 강화,조직  산 편성 과정 등을 통해 통치주체의 상을 확립하고 있다.

제 5장은 인구정책의 지방화  동향을 살펴본다.오늘날 지방은 끊임없는 인구

의 증가를 지향한다.이때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집계수치로 이를 얻기 한 지방의 

정책  노력은 인구를 직  조 하고 간  응하는 복합 인 실행과정이다.즉,인

구를 낳고,빼앗고,찾고,지키는 과정들 속에서 지방의 기 응은 때론 국가보다 

빠르고,국가와 차별 이며,국가만큼 포 이다.

제 6장은 지방의 안  인구정책을 살펴본다.인구감소시 가 도래하고 인구를 

향한 새로운 정책  과 근이 제기되어야 할 시 에서 인구의 정주가 아닌 이

동,인구의 증가가 아닌 삶의 질 추구를 우선함으로써 지역은 달리 발 할 수 있다.

제 7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연구 내용을 반 으로 갈무리하고,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  시사   한계 등에 해 논한다.



- 9 -

제 2장 이론  배경 

제 1  지역발 론

1.발 과 지방자치 

1)발  패러다임의 환 

사  의미에서 발 (發展)이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

는 상향  변화의 의미를 가진다.즉,소망하는 방향으로의 성장․발달이라는 측면에

서 발 은 개발(開發)과 함께 어의 development로 번역되고,진화(evolution),쇄신

(innovation)등의 개념과도 맞닿는다.이처럼 과정 는 목표의 상향 인 근으로

서 발 은 역사 으로 세 이후 16-17세기경 건 인 통 인 요소들이 타 되고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형성․구축되어 가는 근

화(modernization)와 연 된다(김신복,1999:24).정치체제의 민주화,생산의 격한 

증 ,가치   생활양식의 환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나타난 포 인 변화는 ‘근

’ 특징이라 구분하여 부를 만큼 이 과 차이를 보 고,이것은 곧 인간 삶을 향

상시키기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발 은 고정 인 개념이 아니다.발 의 성격과 방향은 근 에서 근 로,후

기근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 으로 변모하고 있다.이와 련하여 하비

(Harvey,1989)는 자본 축  심의 공간생산체계가 주기  공황을 낳은 결과로 발

의 내재  모순이 변질되고 있을 뿐 그것이 근 와 구분되는 포스트모던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최근 발 의 메가트랜드(megatrend)는 분명 이



- 10 -

과 다른 기회구조와 연결되고 있다.정보와 네트워크 등을 심으로 하는 소단  유

연  생산체제가 이  량생산․ 량소비 체제를 체해나가는 가운데,지방은 유

리한 정치 ․경제 ․사회  공간단 로 재편되고 있다.그것은 바로 과거 국민국

가 하 의 집행단 에 지나지 않던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상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세계를 경제 으로 동질화하는 과정 이면에 나타난 차이에 한 심

이 지역을 새로운 경쟁력의 단 로 부상시킨 결과로,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

이라는 세방화(glocalization)는 국가를 심으로 한 근  발  양상에 변화를 가져

왔다.국토공간정책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 인 다.

지난 근 화 과정을 통해 국토공간은 더 이상 자연의 요소들로 구성된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권역,지역,장소, 치,토지이용의 유형별로 용도와 소유의 지 가 

상이하면서 상호 복잡한 권리 계로 엮어져 있는 ‘만들어지고 규율되는 공간’이 되었

다(조명래,2007a:90).국가를 심으로 공간은 근  삶의 계와 질서를 담지한 사

회  공간으로 재편된다.공간의 기하학  명료화,토지 소유권의 법제화,도량형의 

제정  통일,언어의 표 화  앙집권  교통체계 등은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astate) 한 장치들로(스콧,2010),근 화의 공간  획정으로 근  지역공간은 

생겨났고,그 과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공간개입 즉,국토공간정책에 의해 진되었다

(조명래,2007a:90-91).

한국의 기 국토공간정책의 핵심은 총량  성장과 효율성 추구에 기 한 국가

발 이었다.그 과정에서 지방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배열의 성격

이 강했다(김륜희,2006:81). 앙정부 주도의 하향 인 추진 속에 정책의 지역 간 차

별성은 결여되고 지역 사회가 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있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는 국토발 정책은 과거와 비되는 측면이 강하

다.정책의 추진 주체와 방식이 환되었고,지역수 으로 발 의 목표와 략은 재

정립되었다.정부의 지원방식과 수단 역시 지역의 특성  자생  역량 발휘를 극

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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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발 목표

총량  성장

효율성 추구

국가발

삶의 질 향상

균형과 효율/발  동시 추구

지역발 을 통한 국가발

지역의

성격

이  구분

발 지역과 발 지역

공간  차별성․획일성

지역의 국지성

다면  구분

지역구조의 다양성

공간  정체성․복합성

지역의 역화

추진주체 

앙부처 심(앙의존형)

하향  집권화

지역이기주의 조정 곤란

지방 심(지방자립형)

상향  분권화

지역간 상호의존․ 력 진

지원방식 

 효과

지원주체별 부분 ․산발  분산지원

복투자로 시 지 효과 미비

지원주체간 력에 바탕한 종합 ․체계

․입체  지원

지역별 특성화발 으로 효과 극 화

발 략 

 지원이념

자본,물질 심

제조업 심

기업 심

정치성 강조(균등분배원칙)

정보․기술,문화 심

서비스  부문간 연계

기업-소기업간 력

권역간 균형,권역 내 효율

자료:국가균형발 원회(2003:15)

<표 1>발 이론의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은 ‘가장 기조 (基調的)인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로 그 자체

가 결과의 완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김 웅,1996:204).핵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은 

원형에 해당하는 본질이다.지역발 의 패러다임은 과거 양  성장 심에서 질  

가치를 강조하며 변화하고 있다.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안 ,행복 등 최근 한국사

회를 풍미하는 이념들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바라볼 수 있다.1)

그러나 통  패러다임이 내재한 지역발 의 불균등에 따른 결과물은 여 히 

산재하다.지방의 인구 기 한 그것이 생한 문제의 일환이다.하지만 오늘날 지

방을 둘러싼 발 정책은 더 이상 총량  성장을 한 지역의 획일성을 강조하지 않

1) 전정책의 향 전환을 타 할 거시적 후  제연합(UN)은 2000년 새천년개 목표

(Millennium Devlopment Goals: MDGs)를 통해 2015년  빈곤퇴치와 초적인 인간 개 을 

강조한  있고, 2015년 이후 개 의제(Post-2015 Devlopment Agenda)를 통해 다 속가

능하고 포용적이며 영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계획한  있다. 새천년개 목표는 총 8가  

다음과 같다: ① 심한 빈곤과 아 퇴치, ②초등 육의 완전 , ③성평등 촉 과 여  신

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 의 건강개선, ⑥에이 와 말라리아 등의 과의 전쟁, ⑦

환경 속 가능성 장, ⑧ 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 계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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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발 의 목표와 수단 등 발 의 방향은 변화하고 있다.삶의 질을 향상하는 질

 차원의 분권화된 지역 발 이 의미 있고, 요한 시 이 도래하 다.지방은 이제 

요한 발 정책의 주체로 부상하 고,발 의 양상은 지방을 심으로 다변화하고 

있다.이를 가능하게 한 제는 지극히 자명하지만 지방자치가 그 시작이다.

2)지방자치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 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앙정부로부터 상

으로 독립하여 그 지역 주민의 자율 인 의사와 책임 하에 그 지역 내 공공사무를 

독자 으로 처리하는 것이다(최 기,1988:46).지방자치를 실행하는 우리나라 지방자

치단체의 법  지 와 상은 헌법 제 117조 1항에 근거한다.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이 그 내용이다.구체 으로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 내 일정한 지리  범 ,즉 일정 지역을 할 구역으로 공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2)

첫째, 국을 할 구역으로 하는 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마다 일정한 

행정구역을 가진다(김병 ,2014:147).일단 구역은 상호배타 이다.동종의 지방정부

간 구역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지방정부는 행정  경계를 기 으로 한 일정 범  

내 지역 고유의 경제 ․사회 ․정치  이해 계를 가진다.지방정부마다 부딪치게 

되는 정책 환경과 여건은 제 각각이며 해결방안  속도 역시 차이가 있다.이는 실

제 상이한 공간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엘리트,공무원 등 지역 내 고착 (fixed)이해

를 가진 집단들이 지역을 둘러싼 내외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여 지방정치를 구조

화하는 배경이 된다(박배균,2006).

둘째, 할 구역 내 주민을 다스리는 지방정부는 국가에 버 가는 통치기구로서

의 성격을 지닌다.지방정부는 할 구역 내 주민과 단체 그리고 재산에 해 강제

2) 정 와 자치단체는 혼용되는 개념( , 2014:147)으   차이가 어떠하건 간에 

대다수의 학자와 실무자들 사이에서  없이 사용되고 있음이 주 하는 와 같다.  연

에서도 정 와 자치단체는 개념의 다른  없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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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행사할 수 있다.즉,국가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하고 세 을 거두어들이며 경찰 

 사법기능도 행할 수 있다(김병 ,2014:148).물론 지방의 정책결정권이나 조례제

정권 등이 여 히 앙정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지만,그럼에도 강조할 것

은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의 정책결정은 여 히 주민의 복지에 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며,지방정부의 자주결정권의 범 가 최소한 과거에 비해 확 되

었다는 것은  추세로 보아 틀림이 없다는 이다(이승종,2013:150).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치(自治)의 의미 그 로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

(自治權)에 기 하여 할 구역 내 주민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율 인 지 와 권능을 

행사하게 되었다.이는 인구가 한편으로는 국가의 국민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

의 주민이 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새로이 개방된 통치의 양상이다.즉, 앙

집권  권력구조가 지방단 로 분권화되는 과정은 지방정부가 통치의 상,수단,역

할 등에서 인구통치의 능동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본격 인 국가와 지방의 계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선거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출 등 일련의 제도  변화를 통해 재정립된다.지방자치제의 본격 인 

시행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특히,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제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앙정부의 사무이양 등을 통해 지방분권이 가

속화되면서 할 지역주민에 한 지방의 통치여건은 크게 향상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國民) 신 주민(住民)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주민은 사

으로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법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

역 내 주소를 가진 자를 지칭한다. 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지닌다.한편,주민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원들은 할지역의 자

치권을 표하여 행사한다.지방자치단체는 할 지역 주민의 복리  편의 증진을 

해 노력해야 할 통치 주체로 인구 제반 상에 한 범 한 사무를 다룬다.국

가와 구분되는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통치주체로서의 상  

자율성을 확보한다.3)

3) 단, 가와 자치단체 간의 사무 의 원칙에 하여는 도의 정이 없고 자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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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지방

기능

국가의 존립을 해 직  필요한 사항

국  규모의 종합  리와 기

국 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항

국제화 응 등 국가  시책으로 추진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

지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

역할

배분

국가  통합성 유지와 외  상 제고

국가의 민주화 진

국가발 을 한 제도와 구조의 개

국가의 체  경제발  도모

사회변동의 진  리

지역주민의 신분․재산 등 지역기반행정수행

주민들의 가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의 개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도모

지역사회개발의 진․유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개발의 진

지방재정  지방행정조직의 유지․ 리 등

법

근거
지방자치법 제 11조 지방자치법 제 9조 제2항

자료:조정찬(2008:41-42)

<표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역할배분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살려 이를 정책 으로 자원화

하여 할 지역주민의 삶에 지 한 향을 미친다.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실

정에 부응한 정책을 개해 나갈 수 있는가의 유무는 주민생활의 풍요를 결정하는 

건이 되고 있다(강형기,2007:36).특히, 앙정부가 사업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효

율성 원칙을 강조하는 경우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책경쟁을 유발하는 공

모사업이 확 되고(김 우․안 진,2010:97-98),지역정책 자체에 한 주민들의 

심과 참여가 커지면서(홍일표,2011:106)이를 제 로 반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

책역량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할 지역 내 주민들과 직  하면

서 소통이 가능하고,정책입안을 통해 지역의 문제나 수요에 신속 응할 수 있다.

지방은 단순한 국가정책의 달자가 아니라 정책의 일선(一線)에 치한 집행자로서 

그 사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리증진과 직결된다.4)특히,지방행정체계 상 기

나 행정 한의위임 위탁에 한 정(대통 ) 제2장 등 여러 정의 취 에 비추어 유추해 볼 

수 있다(조정찬, 2008:41): 초자치단체 우선의 칙(  제10조제3항),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

칙, 행정능률의 원칙, 행정수요의 특수성 적합의 원칙(  제 10조제1항), 정책․ 행 업의 원

칙, 이해 계 위 고 의 원칙(  제 11조), 상호협 의 원칙, 재정․ 술능 의 원칙  

4) 예컨대 생활 호자에 대하여 정 가 하는 수 은 앙정 가 결정하 만 실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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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정책이슈가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많고 이해집단의 형성이 비교

 용이하여 지역의 안 응  자원 활용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이달

곤,1994).5)

 

구분 내용

자치

입법권

법령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제22조)와 규칙(제23조)제정 

조례를 반한 행 에 해 조례로써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제27조)

자치

조직권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한 사항 처리(제105조)

직속기 (제113조),사업소(제114조),출장소(제115조),합의행정기 ․자문기 (제116조)

설치 가능

하부행정기 의 장의 임명(제118조)  하부행정기구 설치 가능(제120조)

자치

행정권

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처리(제9조,10조)

공공시설의 설치와 리(제144조)

자치

재정권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 하게 운 (제122조)

지방채 발행(제124조)과 지방세 부과․징수(제135조)

사용료(제136조),수수료(제137조),분담 (제138조)징수  

재산과 기 의 설치(제142조),재산의 리와 처분(제143조)

자료:지방자치법 각 조항

<표 3>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역시 크게 증 하 다.자치권에 의거하여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인사․행정․재정 운 상 자율 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임

승빈,2013:101).지방사무와 련한 자율  조례와 규칙의 제정은 물론,자치단체에 

속한 기 의 내부조직을 효율 으로 구조화하여 운 할 수 있는 조직화 권한을 가지

며,자기의 독자  사무를 가지고 원천 으로 국가의 여 없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지방의 자주  재정 집행  리 권한으로서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 처리를 한 경비를 징수하고 재산을 취득·리·처분하는 권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조건,인구규모,경제활동,사회수요 등에서 차별 인 특성

호대상자를 선정하고 를 시행하는 결정은 정 가 담당한다(이승종, 2013:150).

5) 러나 소 모  절되고 능이 되면 가용자원과 사회적 필요성간의 정합성이 결여되고 

사회문제 해결이 어 워 서비스 효율이 떨어 는 단점이 있다. 이와 하여 난 이명  정

는 2010년「 행정체제개편에 한특 」을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역의 경쟁  강

화를 목표한  있고, 이는 2013년 5월「   행정체제 개편에 한 특 」제정

으  이어 다. 러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쉽  않은 일이다. 역 

저마다의 입장 차이가 커 실제 통폐합을 이  자치단체는 아  소수에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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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조직체로 서로 다른 발 역량과 여건 하에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주체이고,

지방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핵심이다.그러나 한계 역시 분명하다.명확하

지 않은 사무의 임 범 와 재정  열악함이 무엇보다 큰 제약이다.표면상으로는 

지방정부에 포 인 자치사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기 임  계를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통해 지방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다(김찬동,2013).특히,기

임사무의 경비를 앙정부가 명확하게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원부담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임승빈,2013:113).게다가 지방교부세,보조  등 과도한 앙

재정의 의존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  장애 요인으로 지목된다.이미

부분의 지방정부가 상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보조 을 받아 각종 로그램을 운

용하고 있고,각종 국책사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려는 활동은 결과 으로는 지방의 

앙에 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이달곤,2004:467).

결국,오늘날 지방자치는 가능성으로서의 권한과 제약으로서의 한계라는 양면  

속성을 가진다.자치권을 기반으로 지방정부는 실질 인 권한의 증 를 이뤘지만,그 

이면에서 지방정부는 앙집권  구조 내 통제를 받고 있다.이에 앙과 지방의 

계는 등하기도 하고 종속 이기도 하다.

2.공공계획의 분권화  

1)공공계획의 개념과 목   

공공계획이 태동한 18세기 이후 근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은 인구

와 공공계획의 한 계를 확인시켜 다.18세기는 푸코가 통치성이라 부르는 특

징  양상들이 나타난 시 이기도 하다.인구를 주된 목표로 하는 제도․ 차․분

석․고찰․계측․ 술의 총체로서의 통치성(푸코,2011:162-163)이 공공계획과 동시

에 나타나 유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공공계획의 일차  선행 조건은 국가 형성에 있다.막스 베버(MaxWeber)에 따

르면 근  국가는 강제력 독 에 의거하여 주어진 토 내에서 집합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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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하나의 조직체이다.단,국가의 정당성은 내재  원리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닌 일종의 형성(formation)의 의미로(조은주,2012:92),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권력의 

주체인 국민으로부터의 부단한 평가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생하는 사회문제에 

극 응하여야 하는 일종의 심 와 같다.

공공계획은 18세기 이후 산업화로 철되는 도시공간에 한 국가의 본격 인 

개입을 그 시작으로 한다.공공계획을 필요로 했던 근  국민국가로의 이행과정은 

세습  통이나 카리스마와 같이 내재  권 에 입각한 근 사회 지배 권력에 

한 단 과 함께 근  국가의 지배 정당성이 산업사회에 등장한 노동자계 의 정치  

력을 무마시킬 수 있을 만큼 합당할 것을 요구했다(상인,2007:8-9).이는 과거 

군주의 수완과 처세술이 그것과 조되는 새로운 통치술로 체되는 과정으로,정당

한 차와 외형  성과를 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국민국가 개념의 면에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인구 개념이다.강한 국력과 국부를 형성하기 해 건강한 인구․주민

(population)을 생산하고 리해야 한다는 통치 념이 부상하 고(이진경,2003:181-182),

이는 인구를 과학 으로 객 화하고 통제 가능한 상으로 유형화할 필요성과 부합하

면서 술  차원에서의 통계학은 물론 공공계획이 보편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도시를 심으로 한 공공계획은 푸코의 논의에 따르면 자본축 (accumulation

ofcapital)이자 인간축 (accumulationofmen)을 겨냥한 것으로,생산과 소비 그리

고 유통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확 재생산을 공간 으로 지원하는 한편,근 국가

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정 수의 인구를 유지하고,주택․보건 등을 통해 노동력

의 재생산에 이바지하며,근면한 노동자로서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인간 개조의 

측면에서 사회응축기(socialcondenser)와 유사하다(상인,2013:245-246).특히,푸코

는 공공계획을 통한 근  도시공간을 일종의 감옥도시(carceralcity)라고 개념화하

는데,학교,군 ,공장,병원 등의 “ 다수 군 들을 동시에 감시하기 한 건물의 

건설과 배치”를 통해 “사회생활의 모든 세부 인 사항과 모든 계들 속에서 국가가 

매일매일  더 깊숙하게 개입”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상인,2013:246).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계획의 기원이라 알려진 오스망(Haussmann)의 리 개조 

사업은 1848년 2월 명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노동자계 의 명  잠재력을 잠재

우기 한 공간  차원의 응책이다.도시를 통하는 수십 개에 달하는 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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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주민의 통제와 순찰이 용이하게끔 하고,상․하수도,학교,병원,공원 등의 

인 라를 조성하는 한편,빈민층의 거주시설을 리외곽으로 추방하여 도시 기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  재생산과 개인의 정상화

(normalization)라는 국가의 통치 목 에 맞게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한 형 인 사례

에 해당한다.

20세기에 들어와 공공계획은 ‘하이 모더니즘(HighModernism)’이데올로기라 

불릴 특유의 방식을 통해 공간을 재편한다(스콧,2010).일종의 신념으로서 하이 모

더니즘 이데올로기는 과학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 효율 이고 합리 이며 조직화된 

공간 상(象)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계획과정으로,인간의 정주와 생산을 목표로 한 

국가 주도의 사회공학  통치술의 일환이다.르 코르뷔지에(LeCorbusier)의『빛나는 

도시』로 표되는 사회공학  국가이성은 합리  계획이라는 국가 개입을 통해 도

시 공동체의 집합  기능이 체계화되면 모두를 한 개별  자유도 생기고,각 개인

은 질서정연한 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보았다(스콧,2010:184).주택을 생활

을 한 기계로,도시를 엄격하게 조정한 수많은 요소로 구성된 형의 효율  기계

로 상정한 그에게 인간은 모종의 물질 이고 육체 인 조건을 요구하는 추상 이고 

단순화된 인간 주체로,수요를 산출하기 한 기본 제 조건일 따름이었다(스콧,

2010:185).

르 코르뷔지에의 은 여 히 공공계획과 인구정책에 계승되고 있다.생산가

능인구,고령인구,통행량으로서의 인구 등과 같이 인구는 특정 범주와 필요에 따라 

구분되는 기본 으로 성 이고 추상 인 존재다.이것은 인구를 범주화하는 통치 

주체의 의도  개입이 제된 결과다.단,권력 자원의 속성이 변화한 근  사회에서 

인구의 통치는 다양한 문지식들과 결합하면서 합리  정당성을 확보한다.이와 

련하여 막스베버는 근  정치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문지식에 의한 지배

(ruleofexpertknowledge)'를 거론한 바 있다(상인,2011:159).

국가의 자기 정당화의 필요 속에 태생한 공공계획은 국가 합리성의 증 를 통

해 그 가능성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합리  지식,객  지식,가치 립  지식,

보편  지식,통계  지식 등이 지식의 부류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가와 문가들에 

의한 지식의 독 도 강화되어 갔다(상인,2011:159).이는 곧 국가와 지방의 지식국



- 19 -

가  면모로서 지식국가는 지식과 정보의 지배를 통해 계 인 이해 계로부터 자

율성을 확보하고 계 갈등을 합리 인 공공정책의 역으로 흡수한다(최정운,1992).

이때 공공지식(officialknowledge)은 국가권력과 그 리계 에 의하여 여타의 지식

체계와 구별되어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지식체계로서 사회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일한 인식  기반이 되는 지식체계를 말한다(최정운,1992:30-31).사회에 한 경

험 이고 합리 인 지식을 바탕 한 지식국가는 일 이 푸코가 주목한 근  과학지식

과 권력과의 계,즉 지식이 권력체 즉 국가나 지배계 에 의해서,  그들을 해

서 생산된다는 과 상통한다(최정운,1992:88).

지식을 생산하는 문가 집단으로서 일명 두뇌집단, 는 싱크탱크(thinktank)

의 등장 역시 제 몫을 하고 있다.사 으로 싱크탱크는 무형의 두뇌를 자본으로 

하여 되는 기업이나 연구소로,모든 문 분야의 두뇌를 조직 으로 결집시켜 

연구 개발이나 조사  분석을 통한 지식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표정훈,

2002:101).지식국가 체제 내에서 두뇌집단의 향력은 분명하다.특수한 지식을 습득

하 다고 제도 으로,공식 으로 인정받은 사람만이 사회의 실을 정확히 객 으로 

표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정운,1992:31).그러나 이들 두뇌집단이 국가나 기업 등으

로부터 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사실 인식 자체의 한계 내

지 측  지식의 한계,계획과정의 정치화 등으로 인해 계획의 완 한 합리성을 보

장하기란 어렵다.계획가 그 자신조차 사회와 국민의 일원이라는 에서 완 한 공

익 추구란 쉽지 않은 일이다.6)여러 비 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 하

는 사회 실 속에서 과학  방법론을 용해 목표-수단의 사슬(ends-meanschain)내 

최 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문가로서의 기술 료(technocrat)의 입지는 확고하다.계획

가는 기술 료의 형에 해당한다.

6) 다크(Darke)는 “계획가가 합리성을 제한적․편파적(partial)으  개념화하여 이용한다는 것은 예

상하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편파적이  않은(impartial) 전문가라는 점을 탕

으 , 정치적 문제들이 단  사실의 문제이고 술적인 선택들이 있는 듯이 제안하면서 목적 

합리적인 입장을 아들이게 되면, 개인적으  편하고 업 만족도도 높아 다는 점 외에, 전

문가들이 책임 는 정책결정 영역을 명히 함으 써 전문가들의 정당성(legitimacy) 주장을 

떠 치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Dark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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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와 공공계획  

지배 세력이 충족하길 원하는 가독성은 단지 인구만이 아니었다.도시 공간 

한 그들이 읽기 쉽고 알아보기 편리한 방식으로 재편하기 시작한다.공공계획은 그 

과정에서 발 한 통치방식의 일환이다.국가의 통치행 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가

시키기 한 공공계획의 역할은 그간 국가라는 공간 단 에 종속되어 있었다.이른

바 역  함정(territorialtrap)에 빠져 국가의 역성만을 근  사회를 담아내는 지

리  그릇으로 활용하 던 것이다(Agnew,1994).같은 맥락에서 (Brenner)는 

이를 국가 심 (state-centric)경향이라 비 하는데,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Brenner,2004:38).첫째,국가공간이 고정불변하여 정치경제 과정을 통해 변화할 가능성

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간물신주의(spatialfetishism)와 둘째,국가의 역성을 

근 국가의 고정불변하고 속 인 속성으로 여기는 방법론  역주의(methodological

territorialism),셋째 국민국가라는 공간  스 일이 존재론 으로 근 인 정치체계에서 

가장 요한 수 이라고 인식하는 방법론  국가주의(methodologicalnationalism)이다.

즉,국가 공간을 고정된 개념으로 인식하고,국가의 역성만을 시하면서 그간의 

공간과정을 소홀히 한 경향을 비 하고 있다.오늘날 공간의 재편성은 국가가 아닌 

지방의 등장을 말하고 있다.지방권력의 부상은 지역국가(regionalstate)개념을 통해 

확인된다.지역국가란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상호연계 내지 기능  상호결합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오마에 겐이치는 로벌 경쟁의 심이 국민국가에서 지역국가

로 이동하 다고 말한다(오마에 겐이치,1996).지방을 심으로 한 공간정치는 부상

하는 지방권력을 재확인하는 방편이다.

자본을 유치하기 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역의 경제재편은 지역 

의존 인 행 자들에게 으로 작용할 수 있고,도시나 지역은 여러 상이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과 충돌에 휩싸일 수 있다(박배균,2006:162).이는 지

역의 역  이해를 심으로 한 지방정치의 양상들로 나타나 각 도시와 지역은 지

역화된 계 연합(regionalclassalliance)을 형성한다(Harvey,1985;박배균,2006:162).

가령 개발업자, 융기 , 기나 가스를 제공하는 공공설비기 뿐만 아니라 학,

문화기 ,스포츠  등 토지에 기반을 둔 지역의 기업  엘리트 집단들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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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이 경제의 성장과 부의 축 에 치 하도록 정치  연 를 형성하고,도시정

치를 지배한다(Molotch,1976).그러나 토지에 기반한 경제  이해만이 도시정치를 

좌우하지 않는다.선거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에 기 한 정부 료들의 향

력이 강조될 수도 있고(Stone,1989),토지에 기반한 이해는 살리되 이를 보다 높은 

수 에서 추상화하여 다양한 의존 계를 드러내는 국지  의존성(localdependency)

이 발휘될 수도 있다(CoxandMair,1988).7)

장소기반 인 행 자들은 자신이 의존하는 지역의 역  이해와 정체성이 지

속되기를 바란다.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행 자들의 장소  고착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끊임없이 자본,기술,사람들의 이동성을 증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이는 결

국 하비가 언 한 새로운 기술,생산방식,입지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자본주의  경

쟁의 결과이며,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지리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한

다(Harvey,1982;1985;박배균,2006:170).결국,불안정한 공간경제 하에서 국지  

의존성에 기반한 이해 계자들의 응은 실로 정치 일 수밖에 없다.

스 일의 정치(politicsofscale)는 그 과정에서 동원가능한 일종의 공간 략이

다.원래 지도학의 축척을 의미하는 스 일은 테일러(Taylor)를 통해 사회 계의 측

면에서 조명되기 시작하는데,그는 기존 사회과학에서 국가 단 로 이해되던 많은 

사회  상과 계들이 사실은 로벌,국가,도시의 세 스 일로 분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Taylor,1982).이것은 국가공간의 측면에서 여러 사회  계망이 배태되는 

공간  지평이 국가에서 국가 이외의 여러 스 일로 분화되는 것으로(김동완,2009:75),

이 때 스 일은 이미 주어진 랫폼(platform)이 아니라 사회 으로 생산․구성된다

(Smith,1995:228).사회 으로 형성되는 스 일의 복잡한 분화과정은 스 일의 정치를 

통한 결과물로,스 일의 정치란 스 일의 창출을 통해 유리한 정치  기회구조를 만

들어 내거나 가용자원이나 네트워크의 범 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지칭한다(정 주,

7) 일종의 영역화의 전제 조건으 서 적 의존성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업이 특정 역에서 형성된 업 간 네트워크나 적으  형성된 노동시장 등을 통해 품

과 노동 을 공 는 경우( , 2006:170), 1980년대 미 의 연  삭감으  역 내 

세 에 의존해야 했던 역정 가 적 업과의 민 협 을 강조한 경우(Cox and Mair, 

1988),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 육, 종 , 가족 등의 특정한 역에서 형성된 계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Cox and Mair, 1988), 이 업은, 이 역정 는, 이 사람들은  역에 적 

의존성을 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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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05).

세계화의 진 으로 더 이상 한정된 토개념에 머무르지 않는 오늘날 지방권력

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 일을 구성하며 지역에 유리한 기회구조를 획득하고자 노

력한다.스 일을 창출하거나 기존 스 일의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스 일의 정치를 

구사한다.이는 곧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지역의 이해와 목 에 맞게 다국  력이

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지방의 공간 략이 확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 2  인구정책론

1.인구정책의 의미

1)인구정책의 태동

인구정책(populationpolicy)은 국가의 사회경제  기능이 이상 으로 발휘될 수 

있고 국민이 쾌 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하여 인구의 양

과 질에 향을  수 있는 인구과정의 세 가지 요인인 출생,사망  인구이동 자

체를 극 으로 조 하는 국가  공공단체의 행동계획 는 원칙을 말한다(김태헌,

2006). 재의 조건을 바람직하다거나 원하는 상태(desiredstate)로 바꾸기 한 수단

으로서 인구정책은 개념 상 인구 상에 한 공공(公共)의 계획  개입을 제하고 

있다.즉,인구정책은 인구와 련한 일정 목 을 실 하기 한 의도  개조 내지 

지속  리차원의 공공계획이라 달리 말할 수 있다.

인구에 한 본격 으로 논의 제기는 인구론(AnEssayonthePrincipleof

Population)으로 익히 알려진 맬서스(Malthus)로부터다.그는 식량과 인구의 증가력

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성욕과 생존본능,그리고 생존을 해 취식(取食)할 수단의 한

계가 인구의 거 한 동을 가져오는 요인이라 설명한다(조은주,2015:19).경제학자

이자 목사 던 그는 산업 명 후 두드러졌던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악에 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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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억제를 통한 인구 조 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인구 상에 한 인 인 

개입을 비 하며,당시 빈곤을 완화시키기 한 외재  개입으로서 구빈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기에 인 인 외재  개입을 단하고 인구를 정하게 조

할 수 있는 내재  동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은주,2015:19).따라서 인구

상에 한 인  개입은 19세기말 등장한 신맬서스주의(Neo-Malthusianism)로부

터다.신맬서스주의는 한정된 자원에 따른 인구 억제가 필요하다는 맬서스의 주장을 

계승하는 한편, 욕생활의 부자연성 등을 비 하며 피임법을 요 정책수단으로 채

택한다(홍문식,1997:284-285).즉,가용자원에 맞는 정 규모의 인구유지를 해 인

인 산아제한이나 수태조 (受胎調節)을 강조한다.

인구정책의 핵심 근인 정 규모나 상태로 인구를 조정하는 개념의 등장은 18

세기 후 서구사회를 배경으로 한다.원래 인구는 인구감소(dépopulation)의 반 말로 

인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오직 극 인 사망률과 련할 뿐일 정도로 그 실정성과 

일반성 측면에서 제 로 다 지지 못했다(푸코,2011:106-108).17세기까지도 인구는 생

산력으로서의 인구가 요하 고,인구가 많을수록 국가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다.국

력이자 국부인 인구는 부의 토 이자 규칙 체계를 통해 리되어야 할 상으로 보

았다.많은 인구는 풍부한 일손과 풍작,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연결되었고,자국 내

부의 유효노동력들끼리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임 과 확 된 수출가능성을 보장받

을 수 있다고 여겼다(푸코,2011:108-109).그러나 이러한 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18세기 고, 농주의자들의 등장이 환의 결정 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농주의자들은 이  상주의자와 달리 최 가 아닌 최 의 가치 즉,균

형  가치를 추구하 다.생산력으로서의 인구와 인구수를 요시 하던 상주의자

와 달리 농주의자들은 유용한 생산자란 자신이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생산할 때에

만,즉 필요한 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일을 완수할 때에만 쓸모 있다고 생각한

다(푸코,2011:111).단순히 많은 수가 아닌 정한 수에 한 입장 환은 상을 자

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놔두자는 행 의 발로로 실 자체가 틀림없이 스스로를 억제

하고 규제하리라는 믿음에 근거한다.“하게 내버려두고 일어나도록 내버려둬라”(푸

코,2011:86)는 인간 자유를 기 로 한 특정 수 의 방임과 끊임없는 계산을 통해 조

되는 행동방식,이른바 안 장치를 통해 사회를 최 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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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인구는 더 이상 주권자의 의지에 복종해야만 하는 신민의 집합이 아닌 인구

의 자연성(naturalness)에 따른 일련의 차들의 집합이 된다.인구의 자연성은 곧 새

로운 인구 개념이 된다.

인구의 자연성은 인구를 일련의 변수에 의존하는 소여로서 바라본다.이는 곧 

설명․고찰․분석․계산․ 측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변형의 동인과 기술에 늘 

열려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푸코,2011:112).특히,인구의 자연성은 인구가 주권자의 

행동에 투명하게 노출된 존재가 아니며,인구와 주권자의 계가 단순히 복종이나 

거부 혹은 반란 같은 것일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푸코,2011:113).이제 인구를 매만

지는 권력은 인구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나 계산․분석․고찰 등을 통해 사실상 인

구에 향을  수 있다고 알게 된 것들을 포착하는 기술들에 따라 조직화되고 합리

화된다(푸코,2011:115).이 때 인구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원동력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 인 욕망의 작동이다.개개인의 이익을 최 화하고,이로써 집

단  이익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  측면은 자연성뿐만 아니라 이 자

연성을 리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들의 인 성을 허락한다(푸코,2011:115-116).결국 

인구의 자연성이 권력기술에 편입되는 과정은 보편  이익 추구라는 공리주의를 이론

 도구로 삼고,과학  지식을 통해 합리성을 얻는 숙고된 통치성(governmentality)

의 차로서 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근 에 이르러 하나의 정체(polity)에 속한 모든 개인은 인구라는 범주를 통해 

등가 인 존재들로 계수(計數)되기 시작했으며,인구는 그 구성원들을 추상화하고 이

질  존재들 사이의 등가성의 계를 창조함으로써 규칙성의 념을 출 시켰다(조

은주,2015:24).이것은 자연성에 근거한 인구라는 존재의 발견을 통한 결과이기도 하

고,인구를 특정 상태로 유도하고자 하는 통치의 목 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인구

정책은 하나의 개체군으로서 종이자 공 (public)으로써 인구를 통치 개념에 부합하

는 인구로 조정하고 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녹아든 총체  근이라 할 수 있다.

즉,인구정책은 인구를 일정한 목표의 달성을 한 일종의 도구  개념이고,이를 다

루는 한 근으로서 정책은 공공의 합리성 확보를 해 인구의 가독성 구축을 필

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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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지식의 구축  

인구는 국토와 내치(內治)가 안정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범주다(임동근,2012:290).

토가 시시때때로 변하거나 빼앗긴다면,사람들이 정주하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다면,국가는 결코 인구를 셀 수 없다.세야 할 인구가 구인지,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국가는 토의 경계를 배제와 포섭의 구분선으로 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정주시키고자 각종 행정력을 동원한다.결국,국가가 인구를 센

다는 것은 공간과 사람들을 국가 자신이 읽기 쉽게 만드는 가독성(legibility)증 와 

세상을 표 화하고 제도화하는 단순화(simplification)의 측면을 내포한다(스콧,2010).

읽기 어려운 것들을 읽게 만드는,갖가지 이해 계 속에 다양성과 복잡함을 단

순하게 만드는 국가의 통치화(governmentalization)과정은 국가에 한 학문,이른바 

통계학(statistics)의 등장을 통해 가능해진 역이다.인구를 수량화하고,표 화하며 

확정된 측정단 에 기 하여 분석․비교하는 과정이 면화되기 까지 국가는 피상

인 정보,소문,개인  이익에 입각한 지방차원의 보고서에 기 해 상황을 맞추어

나가야 했기 때문에 뒤늦게 부 한 응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고,조세 형평 문제

에 해서는 국가의 향력조차 미치지 못하 다(스콧,2010:62).지역의 건  행

의 특수성을 뛰어넘고 앙 집권화를 가능  하기 해서는 표 화․획일화에 따른 

국가 단순화 작업과 가독성 높은 인구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다.

19세기 서구의 통계는 산재하는 수(數)의 수집에서 상의 일반  패턴을 발견

하는 테크놀로지로 발 해나간다(조은주,2012:111).이와 련하여 국가의 통치화를 

주장하는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푸코,2011:175).“그 다고 해서 국가가 통치술

로부터 탄생했다는 것도,인간의 통치라는 기술이 17세기에 탄생했다는 것도 아니다.

주권에 한 제도들의 총체로서의 국가는 수천 년 부터 존재하고 있었다.인간의 

통치라는 기술도 수천 년 부터 있었다.단 국가가 우리가 아는 형식을 갖게 된 것

은 인간들을 통치하는 새로운 일반  테크놀로지를 그 출발 으로 해서이다.”

이 과 구분되는 통치양식의 등장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다.왕도정치의 역사가 

오래된 아시아에서 왕은  토를 소유하고 부역과 신역을 해 호  리를 요시 

여겼다는 에서 국가의 주요한 통치 기제로써 인구조사가 꼭 근  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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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2012:75).단, 체 인구와 호의 빠짐없는 등록보다 균등하게 부역할 수 있도

록 호를 편제하는 것을 더 요시 한다는 에서 근  이  왕조의 호 조사는 국가

의 토 안에 있는 국민과 인민을 체 으로 악하기 한 근  이후 호구조사와 

단 인 차이를 가진다(박경숙,2012:75-76).8)

인구의 빠짐없는 집계(集計)는 한국 사회의 근 화 과정에서 강조해온 양상  

하나다.1960년  가족계획사업의 등장과 그와 함께 실시된 1960년․1966년 인구센

서스는 국제  통계 기 에 부합하는 인구의 정확한 계수(計數)를 통해 식민지배,해

방과 분단, 쟁 등에 따른 결함 많은 인구센서스 자체를 보완하는 동시에9),인구를 

자연 ,사회  속성과 더불어 직업,산업,경제활동상태 등의 경제  속성을 포 하

는 개념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근  국가 통계의 환 이다(조은주,2014).

단순한 수의 나열 는 집계가 아닌 사회를 읽고 단하는 거로써 통계는 근

 이  국가의 통치와 구분되는 국가통치의 양상으로 자리매김한다(푸코,2011:175).

정확한 통계 집계를 해서는 추상 이고 동질 인 국민의 형성을 가로막는 근

 사회제도들이 없어지거나 약해져야 하고,국가가 직  국민 개개인의 삶을 포착

하여 그것을 국  수 에서 통합할 수 있는 앙집권  행정체계를 요구하기 때문

이다(박명규․서호철,2003:63). 한 인구문제를 드러내는 방법론으로서 통계학은 인

구의 고유한 규칙성과 경제  효과,가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인구의 특수성을 보여

주며 통치모델로서 가족을 소멸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담당하 다(푸코,2011:157-158).

통계학을 통해 통치술은 가족을 벗어난 경제에 한 집 ,즉 가족을 체한 인구 

문제를 심으로 한 경제  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 다(푸코,2011:157).

그리하여 인구는 주권자의 역량이라기보다 통치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

고,합리 이고 숙고된 방식을 통해 효율 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자가 찰하

고 알고 있어야 할 상이 된다(푸코,2011:158-159).

8) 서호철(2007a)의 연 에 따르면, 조선시대 호 조사만 하더라도 것이 제시하는 헌민수는 오

늘날의 인 학적 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의 서의 요성에 입각한 개념이었다. , 인

통계를 공간하여 행정에 적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것을 소 하게 다 고 하

며 격식에 맞게 추 하는  여 를 핵심으  삼았다. 당시 임 들에게 민수가 요한 것은 통

치에 필요한 정 서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헌민수가 임 이 성을 하고 있음을 여주

는 상 적 가치 때문이었다.

9) 당시 통계제도의 전에는 1950년대 후  통계학자들의 미  연수와 주한통계고문단의 역할이 

컸다(임동근, 2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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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계는 사회에 한 법칙의 형태나 사회  사실의 속성을 발견하고 악

하는 과학이 되었고,그 결과 사회  법칙은 통계  형태를 띠며,통계  사실들이 

사회의 패턴을 발견하면서 사회  사실이란 그 속성상 통계  사실이 되었다

(Hacking,1991).곧 일종의 공공지식(officialknowledge)으로서 국가 등 공식 인 기

구를 통해 생산되고 사회 으로 유통되며,논쟁의 장 속에서 종종 불거지는 사회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주  의견들의 소란함을 억제하는 권력 효과를 생산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김인수,2013:16).수량화(quantification)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

으면서 결정하는 방법이다(Porter,1995:7-8).결국 립 이고 공정해 보이는 통계는 

정치권력의 핵심 자원으로 사실이나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Slattery,1986:4).

2.인구정책의 내용

1)인구정책의 개

발 의 양상으로서 근 화는 장기 인 에서 인구학  변천과 실제의 변동

단계를 특징짓는 속한 인구성장과 발맞춰왔다(토미 벵  외,2000:32).이 때 인구

동태는 근 를 구분한 요한 사회변동으로 인류의 오랜 시기 동안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던 것은 생산 수 이 정체된 향을 간과하기 어렵다(박경숙,2013:3).따라서 인

구학  변천이 서유럽에서 르네상스나 세시 가 아닌 농업과 공업의 환과 련

한 19세기와 20세기 반에 걸쳐 발생하 다는 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토미 벵  

외,2000:32).

나라마다 경제  그리고 인구학  환의 시차는 상이하여 서유럽과 북미,일본

에서는 19세기 후반에 걸쳐,라틴 아메리카와 인도,그리고 국에서는 1960-70년

에 시작되었고,신흥공업국으로 지칭되는 나라들의 인구학  변천은 후 기간 동안

에 일어났다(토미 벵  외,2000:32-33).소가족 문화가 일반화되고,보다 풍요로운 생

활을 유지하기 해서 노동력을 리하고,삶에 한 주체의식과 가족부양의식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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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생활방식이 생산력 발 에 원동력이 된다고 믿었

던 사회인식과 국가정책이 어떤 사회에서는 진 으로,어떤 사회에서는 압축 으

로 빠르게 개되었다(박경숙,2013:4).

근 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인구에 한 개념은 발 의 양상에 따라 재편된다.농

업사회에서 아이는 일종의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자녀들은 이른 나이에 노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논에 물을 는 것과 같은 일로 가계를 돕지만,경제성장은 가족

으로 하여  자녀들을 더 갖게 하고 이들이 근  부문에서 일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도록 유도한다(로버트 리스,2000).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의 계를 최  제기한 

맬서스의 주장을 계승․발 한 신맬서스주의자들의 이론이 1950년  후 개발국

가들을 심으로 크게 확산되는 배경 역시 마찬가지다.인구성장을 억제함으로써 경

제성장을 진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학술 인 설득력보다는 당시 발 을 희망

하는 국가들의 시  선택이었다는 에서 인구와 발 의 계는 하다

(Hodgson,1983).근  양상으로서 발 은 근 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이에 

조응하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을 내재하고 있으며,이는 곧 인구 상에 직․

간 으로 향을 미친다.결국 인구는 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방식에서,노동하

고 재생산하는 방식에서,그리고 사람들이 일상 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 안에서 

구성되는 사회  실체다(박경숙,2013:5).

압축  근 화로 통칭되는 한국 사회의 근 로의 이행과정은 단연 국가 심

이다. 후 재건과 미국 원조로부터의 독립이 강조되고,국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통치 목 에 따라 경제발 은 국가가 다 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윤상우,

2002).경제성장의 목표 하에 모든 것이 재배열되기 시작하고,인구 한 경제성장의 

동의어 내지 하 개념으로 재편된다.

먼 ,제3공화국은 1961년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써 단산(斷産)과 소자녀가치

에 입각한 가족계획사업을 본격 으로 시행한다.인구증가가 개발을 해한다는 범

한 인식과 인구를 통제하고자 하는 국제기 들의 압도  향력 하에 기획된 가족

계획사업은 그 자체가 당시 개발을 한 외국 원조와 지원을 끌어들이는 이  역할

을 해왔을 정도로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불가분의 계를 가진다(배은경,2004:273-274).

특히,경제성장을 한 방편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은 인구를 이 과 달리 인식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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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국가의 입장에서 많은 인구는 경제발 의 걸림돌로 인식되었고,이를 해소

하기 한 인구정책은 국민 스스로 인구와 경제성장 간 계를 내재화시켜 인구를 

이는 것이었다.

실제 1970년  반부터 지속 으로 취해진 소자녀 심의 국가시책들은 자녀

의 수를 경제  이득  손해와 결부된 것으로 만들어,그 결과 가족형태 자체를 경

제 인 범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이진경,2003:196).즉,국가의 발 과 개인의 행복

을 병렬 으로 강조한 가족계획사업(조은주,2013)은 자녀가 많다는 것을 추상 인 

차원에서 ‘다복’한 게 아니라 구체 인 차원에서 경제 인 부담이 되게끔 인식하게 

하 고,역으로 경제 인 조건은 출산자녀수를 제한하고 규제해야 할 직 인 이유

가 되게끔 하 다(이진경,2003:196).

구분 1950년 1960년

배경
후복구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다산장려
가족계획사업 실시

표어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건강한 어머니에 되어 나온 옥동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우리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부터

알맞은 수의 좋은 아기를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

자료:국가기록원 인구정책

<표 4>1950년 와 1960년  표어 비교

한편,경제성장을 최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발 의 공간  편 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성장거 (growthcenter) 략에 따라 효율성 심의 국가발 정책은 특정

지역의 투자 집 이 일거리와 소득창출을 통해 인구의 집 을 불러일으킨 반면,그 

외 지역은 성장동력 이탈과 배제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

소,지역주민의 상  박탈감 유발 등 인구분포의 불균등 상이 나타났다.집 의 

불이익이 두됨에 따라 국가는 도시 인구유입 억제  인구분산,지방도시의 인

구 수용기능 강화 등에 을 두고 련 정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성장 집 의 효

과를 강조한 정책 기조는 여 히 고수되었고 인구의 지역  편 은 심화되었다.정

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가 심 인 시 에 지방의 

인구는 국가발 의 종속변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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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990년  반 새로운 정책 목표를 수립한다.1996년 국가는 신인구정책

을 발표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을 종결하고 복지여건 향상  삶의 질 제고에 나선다.

사실상 인구억제정책은 1980년  후반 인구증가율 1%로 당  가족계획사업의 목표

치를 조기 달성한 상황이었고,1980년  반부터 1990년  반까지 합계출산율은 

1.5-1.7명으로 다소 안정 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러나 마땅한 신인구정책  이행 

역시 나타나지 못했다.애 에 신인구정책이 내세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 을 

한 정출산율 유지’를 한 정책  노력은 부재한 상태 고(조남훈,2006:66),여

히 많은 학자들이 인구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가운데,당시 

국민정서상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란 시도하기 어려운 환이기도 했다(조남훈,

2006:66-67).1997년 외환 기를 계기로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지만,이것이 

이후 진 으로 하될 것이라고 미처 견하지 못했다.10)오히려 이 시기 인구정

책의 근 변화는 지방 차원에서 나타났다.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등 

종합계획차원에서의 수도권 인구 분산을 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도시와 농  간,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

고,그러던 와  1995년 본격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국가발 의 불평등을 노정해온 

지방이라는 공간 에 덧 워진 제도  조치 다.이제 지방의 입장에서 인구문제는 

더 이상 받아들여야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11)

최근 국가는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하 다.2000년  들어 낮은 합

계출산율과 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는 인구를 향한 국가의 의지를 돌려놓았

다.그 과정에서 국가의 인구문제는 새롭게 설정되었다. 출산이라는 인구문제는 고

령사회의 심화와 생산인구 감소,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  경제성장 둔화라는 

연쇄  문제제기 과정 속에 배치된다.즉, 출산․고령화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10) “ 난 1996년 신인 정책을 표했 만, 인 의 자  등 적 향상에 주안점을 뒀 , 출산장

책으 는 입을 못했습니다. 이후 곧  외환위 가 터져 저출산 현상이 속됐는데

도, 이게 경제난으  인한 단 적인 현상인  아닌 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컸

습니다.”(서울신문, ‘폴리시 메이커 이원희  인 ․가정정책과장’, 2004.10.06 신문 사 

인용)

11) 실제 자치제 실시 이후 정 간 혹은 정 와 앙정 간 갈등은 빈 해졌다. 이는 

소위 전 가 시 의 정 조 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자치제가 시행되고 

정 의 합리성과 자율성이 확 되면서 합리적이라 여겼던 가의 계획에 개의 논리를 주

장하는 의 입장이 대두되면서 빚어  충돌이다( 동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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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에 지 한 부정  향을 미칠 것이라 망하는 과정에는 출생아수 감소가 노동

력 부족으로 이어져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되는데 반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

장 지출은 증가하여 은 세 의 부양부담 증가 속에 세  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 

갈등으로 격화되며,국가경쟁력을 하한다는 문제의식이다.여 히 인구는 국가발

의 상 계 속에서 읽힌다.

한국의 인구정책은 경제성장으로 일 되는 발 의 흐름 속에 국가 심  이해

를 반 해왔다.과거 풍족한 인구가 일시에 인구문제로 인식되는 과정에는 인구를 

경제  속성으로 악하기 시작한 국가의 인구정책  도약이 있었고,이후 인구와 

경제성장은 지속 인 피드백의 고리를 유지하며 재까지 이른다.그 과정에서 인구

정책은 표면 으로 가족계획사업에서 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변화하 고,정책의 

방향은 인구억제에서 인구증가로 환하 다.그러나 인구를 발 의 매개체로 인식

하는 국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편,발 의 이면에서 인구의 공간  분포를 조정하기 한 국가의 정책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지역 간 불균형을 한층 ․심화하 고,이로 인한 인구감

소에 따른 기는 지방의 차등  발 을 가시화하며 지방으로 하여  정책  응의 

여지를 남겨놓았다.특히,90년  반 지방자치제 실시는 국가 단일의 정책 응에 

균열의 지 을 발생시키며 인구정책이 지방화하는 단 를 마련하 다.

2)인구정책의 진화

양  성장의 한계와 함께 시나 로 발 의 패러다임은 변화하 다.삶의 질 향

상,행복 등과 같이 비경제 ․비물질 인 측면의 심과 가치의 제고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근을 가능  한다.본 고에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인구정책의 진화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첫째,정책 상으로서 인구에 한 개념의 변화다.이는 돌

아다니는 인구에 한 재조명이다.둘째,포  인구정책으로서 공간정책에 한 

심이다.공간정책을 통한 인구의 발  상태 추구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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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동인구의 포섭

인구는 원래 정주 개념에 기 한다.정주가 아닌 유동하는 인구에 한 인식은 

근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기시되어 왔다.‘돌아다니는 사람을 처럼 여기는’

국가이기 때문이다(스콧,2010:19).그러나 호모 노마드의 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인간이라는 종(種)은 이동성,미끄러짐,이주,도약,여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자크 아탈리,2005:19).그에 의하면 정주성(定住性)은 아주 잠깐 인류 역사

에 끼어들었을 뿐인데,인간은 한 모험들 속에서 노마디즘으로 역사를 이루어왔

고,다시 여행자로 되돌아가고 있다(자크 아탈리,2005:18).

정주가 아닌 이동을 향한 심은 자본의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결

과다.세계화의 본격 인 재출 에 앞서 이동성의 특성을 설명할 몇 가지 사건이 있

다.먼 , 국의 엔클로 (enclosure)운동이다.울타리치기로 불리는 이 운동은 근

사회 농 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발시킨  사건이다.엔클로 란 토지에 경

계를 두름으로써 소유자의 권한이 배타 으로 행사되는 공간  획정으로, 유자와 

소유자,공동체와 개인이 첩되어 권한을 행사하는 이 의 소유 계를 해체하고 이

를 소유자만의 것으로 권한을 일원화하여, 유자 내지 이용자에 한 소유자의 

 우 를 포고하는 사건이다(이진경,2007:271).이로 인해 토지에 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 이용자  유자들은 한순간 부랑자가 되어 거 한 이동을 탄생시켰다

(이진경,2007:271-272).

한 때 토지의 이용자 내지 유자 던 이들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자유로운’노

동력,다시 말해 ‘탈 토화된(deterritorialized)’노동력을 산출한다(이진경,2007:272).

탈 토화된 노동력은 농 에서 도시로,이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노동력이

다.산업 명을 거치면서 노동력의 탈 토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도시는 빈민과의 

쟁을 치른다.도시는 흘러온 노동자로 넘쳐나고,주택난과 함께 열악한 노동자 집 

주거지의 생문제는 19세기 근 도시학문의 등장을 알리는 출발 이기도 했다(임동

근,2010).단,여기서 노동자의 이동은 권리가 아닌 빈곤과 죽음이 강요한 의무의 일

종이었고,노동자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표 이 아니라 독립 으로 생

존할 능력의 부재,무능의 표 이었다(이진경,20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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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엔클로 를 지나 산업 명이 노동자를 경제  존재로 가시화하는 계기

다면, 랑스 명은 이른바 이 탄생하는 즉, 이 정치  존재로 가시화되

는 계기가 되었다(이진경,2007:274).구속과 제한의 조건들을 해제하여 흘러넘치는 

은 자본에 반하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존재다.노동력의 흐름이 자본의 권

력에 의해 강요된 이동이고 이는 곧 노동자의 무능력에 한 표 이지만, 의 이

동은 그들 자신이 선택한 능동  이동이고 자신의 능력의 표 이라는 에서 상반된

다(이진경,2007:274).

노동력의 흐름과 의 흐름은 겹치고 포개진다(이진경,2007:275).경제  흐름

으로서 노동력과 정치  흐름으로서 은 근본 으로 분리될 수 없음에 략 으

로 분리된다.19세기 등장한 공장과 가족이 그 수단이다.공장은 노동자의 신체 이동

을 이용하는 동시에 이를 가둠으로써 노동력을 통제․ 리 가능한 상으로 만든다.

한편,비노동시간의 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부합하는 가족이라는 근  주거장

치로 포섭한다.도시 공간 내 직주가 분리되고 부르주아를 심으로 혼잡한 도심에

서 교외지역으로 주거지를 확산해나가는 일련의 과정도 이 때 생겨난 일이다(로버트 

피시만,2000).이처럼 근  세계를 표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이동성을 통제하기 

한 공간  분 과 그에 부합하는 훈육체계의 작동(이진경,2007:276)은 정주성을 

근  인간 삶의 제로 만들었다.

인간의 정주성은 일종의 기 으로 이동은 하나의 목 지향 인 행 다.여행

을 하든,이사를 하든 간에 이동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한 는 새로

운 기 을 찾기 한 행 에 불과하다.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인간의 이동은 진

정한 의미의 유목 는 노마디즘(nomadism)이 아니다.유목민은 불모가 된 땅에 달

라붙어 거기서 사는 법을 창안하는 자인데 반해,자본의 유목효과 아래 좀 더 돈이 

되는 곳을 찾아 이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이 될 가능성이 없는 불모의 땅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기 할 수 없는 한 그들은 이주민일 순 있지만 결코 유목민이 될 

수는 없다(이진경,2007:281).결국 노마디즘은 근  이동성에 한 탈구이자 이탈

이다.인터넷으로 표상되는 공간은 복수화된 이동과 송의 경로로 인해 어디를 막

아도 다른 경로를 찾아낼 수 있는 리좀 인 구도(plan)를 갖고 있고,그것은 자본으

로 환원될 수 없는 삶의 흐름,활동의 흐름, 의 흐름을 만들고 변형하며 흘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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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이다(이진경,2007:282).이것이 바로 노마디즘의 핵심이다.자본이라

는 하나의 목 에 고착되지 않고,다양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성 인 

사고흐름에 끊임없이 항하는 삶의 이동성인 것이다.

한 이것은 공간  에서 공간의 장소성 내지 재장소화에 한 강조라 말

할 수 있다.자본주의 체제는 공간의 생산과정에서 근 사회의 공간(absolute

space)을 추상공간(abstractspace)으로 바꾸었고,그 결과 공간의 탈장소화,곧,동질

화,계량화,상품화, 편화가 속히 진행되었다(르페 르,2011:339-423).본디 장소

란 개인이 주체  자아가 되고 세상의 심이 되는 공간경험으로,인간은 공간 신 

장소를 필요로 하는 주체  내지 실존  존재다(상인,2014:16).따라서 근 사회 

이후 벌어진 공간의 탈장소화는 인간의 존재 양식에 한 박탈과정으로,장소기억을 

상실한 군 이 획일화된 이동의 목  하에 무의미한 공간 경험을 지속하는 과정이

다.자본의 흐름에 따른 공간경제의 재편과정은 인구를 끊임없이 이동하는 존재로 

부추긴다.시시각각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기 상황과 조건에 응하는 자본의 이동

성은 도시와 지역 내 떠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에게 기를 불러일으킨다.자본의 

요구에 상실․ 괴되어야 하는 장소의 고착성(fixity)은 근본 으로 자본의 이동성

(mobility)과 모순  계다(Harvey,1989).따라서 장소성에 한 강조는 인간이 공

간을 음미하는 방식에 한 복원이고,능동 인 삶의 구 이며,반복되는 자본의 

기에 한 공간  항이다.

공간을 장소로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동은 자유분방하고 유동 인 움직임

인 동시에 성  사고방식에 한 균열이다.즉,당장의 자리의 이동이나 공간의 이

동이 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모든 종류의 성

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바로 유목 인 이동능력이다(이진경,2007:283).어디

든 갈 수 있고,언제든 갈 수 있기에 지  여기 있고 없음이 더 이상 요하지 않을 

수 있다.물론 이동을 통제하는 권력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지만,노마드  삶은 부

상하고 있고,정주성은 더 이상 옹호 받지 못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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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소와 재생

인구감소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이미 1950-2000년 동안  세계 도

시들 가운데 350개 이상의 도시들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 고(Oswalt,2008),미

국 도시의 13%와 유럽 도시의 54%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echmannandPallagst,2012).그 와 에 1980년  후반 독일과 2004년 미국을 

심으로 축소도시(shrinkingcity)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축소도시에 한 학술  정의는 다음과 같다.Pallagst(2008)는 축소도시를 인구

도가 높았던 도시 내에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구조  기를 유발하는 산업부문 내 

변화가 있는 도시라 정의한다.Reckien&Martinez-Fernandez(2011)은 지난 40-50년

에 걸쳐 인구감소,고용감소,오래 지속된 경기 침체 등을 경험하는 도시  지역을 

축소도시라 부른다.아직까지 축소도시에 한 엄 한 학문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

은 가운데,인구감소는 축소도시를 정의하는 공통분모다(이희연․한수경,2014:12-14).

그러나 단순히 정의만으로는 축소도시의 핵심을 악하기 힘들다.쇠퇴(decline)라 불

리던 상을 축소라 달리 표 하게 된 과정에는 도시가 처한 문제를 더 이상 병리

이고 부정 인 이 아닌 생리 이고 정 인 으로 바라보자는 태도의 변화

가 주효했다.미국 오하이오주 스타운시 신재생 략,‘스타운 2010(Youngstown

2010)'은 이를 설명하기 가장 합한 경험사례다.

한 때 철강산업으로 번성하던 공업도시, 스타운은 1950년  인구가 168,330명

에 달할 정도 으나 1970년  후반 산업 쇠퇴에 따른 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면서 

2010년 재 67,000명의 작은 도시가 되었다(이희연․한수경,2014:61-63).심각한 인

구감소와 경기침체에 응하고자 2000년  반 시 당국과 학을 심으로 펼친 도

시재생 략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도시 체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스타운 2010은 그 노력의 결실이다(이희연․한수경,2014:65-77).핵심 원칙은 4가

지이다(이희연․한수경,2014:67).첫째, 스타운이 작은 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둘째,새로운 지역경제 하에서 스타운의 역할을 정의하자.셋째, 스타운의 이미

지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자.넷째,행동으로 실행하자.

작은 도시임을 인정하고,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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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 스타운의 재생 략은 축소도시 논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첫째,쇠퇴에 

한 을 바꿔 발 의 기회를 마련하 다. 스타운의 신 이고 독창 인 변화

는 쇠퇴를 스마트 쇠퇴(smartdecline)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이는 미국 역에 

큰 장을 불러일으켰다(Swope,2006).둘째,축소도시의 극 인 면을 포착하고 시

의 요청에 합할 수 있도록 도시의 축소를 유도하는 도시규모의 창조  축소를 

이뤘다(야하기 히로시,2013:31).실제 스타운 정부는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기 해 황폐화된 부지  공지 등에 한 녹지화 략으로 채택하

는데,이는 다양한 수단과 계획을 통해 도시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통 인 미

국의 토지이용계획과 상당히 반 되는 선택이었다(WiechmannandPallagst,2012).

개념 으로 축소는 작은 것이 아름답고 크지 않은 것이 최선이다(Rybczynski&

Linneman,1999).이것은 통 인 성장 심 계획에서 축소를 경험하는 지역 심 

계획으로의 기조변화로(Hollanderetal,2009),사회정의와 형평성이 핵심이념이다

(Hollanderetal.,2011).12)성장도시가 마냥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았던 것

처럼 이가 더 커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야하기 히로시,

2013:30-31).마침 일본에서는 인구 책의 을 ‘과소(寡 )’에서 ‘소(適疎)’로 바

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13)핵심은 지역 내에 거주 인구의 감소율에 따른 

과소의 척도를 내세우기보다 해당 지역에 몇 명의 인구가 있는 것이 당한지 ‘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지역유지에 필요한 정 인구 수와 구성을 상정하여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이를 통해 지역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응하려는 움직임이다.14)도시 

 지역의 창조  규모를 과거의 인구감소율에서 찾기보다 재 지역 내부에서 찾자

는 능동 인 발상이다.

이처럼 축소도시가 지역발 에 한 인식 환이라 한다면,재생은 축소도시의 

12)  체적인 계획과정은 다음과 같다(Hollander et al., 2011): 첫 , 계획과정은 커뮤니티와 

개인들 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인식․ 영해야 한다. 둘 , 사실상 계획과정은 정치적이고 숙의적

이어야 한다. 셋 , 계획가는 시민들에게 충 한 정 제공과 함  차등적인 의사소통 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넷 , 계획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상이한 정 의 유형과 자 들을 소

히 여겨야 한다. 다섯 , 계획과정은 역적(regional) 주에 한정되나 리와 실행은 적

(local)이어야 한다.

13) 강원도민일 , 위 의 강원인 (3), 2014년 11월 26일자 

14) 역재단, 일  농산촌의 역자원을 활용한 내 적 역 만들 : 오이타현 히타시 오오야마

정, 2011.08.03. http://www.krdf.or.kr/xe/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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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구 방식이다.일반 으로 도시재생은 도심부(innercity)쇠퇴 상의 극복 수

단으로 선진국 도시의 병폐인 도심공동화 상은 산층의 교외이주,도시시설의 

노후화,그리고 도시정부의 재정  궁핍의 소산이다(권원용,2007:3).공간재편과정으

로서 도시재생은 도심재개발에 따른 상류층의 유입으로 본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상  소득층이 유출되는 상을 일컫는 젠트리피 이션(gentrification)의 과정이

다.즉,과거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의 최 의 이동이 도심의 주택,도로 등 물  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체계에 한 감가를 통한 자본의 이동이라 한다면,오늘

날의 도시재생은 그동안 형성되어온 외곽의 고정된 자본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자본의  다른 이동이라는 에서 도시재생은 도시 스 일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 

기의 순간 모면을 한 공간  조정(spatialfix)과정이다.그러나 이는 도시재생의 

소한 이해일 수 있다.

오늘날 도시재생은 단지 특정 공간의 물리  재편만이 아니라 도시를 에워싼 사

회경제  변화에 극 으로 응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새롭게 창출하기 해 도시의 

경제․사회․환경 반을 극 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조명래,2007b:7).이에 

도시재생은 과거 부분 이고 획일 이며 단기 인 방식의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와 구분되는 진화된 개념으로 체 이고 력 이며 상시 인 측면이 부각된다(상

인 외,2010:60).그것은 단순히 도시를 다시 살려낸다는 결과에 을 두는 것이 아

니라 도시를 둘러싼 내외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조응하면서 갈수록 첨 해지는 

도시경쟁을 이겨내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한다.따라서 도시재생은 지역사회와 함께 

극 인 치(governance)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지역 고유의 통과 가치 등을 

반 하여 구사될 수도 있다.

과거와 달리 도시가 양 으로 발 하지 않아도 도시는 질 으로 발 할 수 있고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축소와 재생이다. 성장 시

의 도래가 고된 가운데,경제확장기의 공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망이다.성장과 쇠퇴로 양극화된 공간경제의 집 은 향후 심화될 여지가 농후하다.

결국,공간정책은 개별 지역의 인구  경제구조여건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한다.이

에 축소와 재생의 개념은 정규모(right-size)를 다루는 공간정책으로서 인구감소시

에 정 으로 다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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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소결

본 연구는 변화하는 발 의 패러다임 내 지방자치와 공공계획,그리고 인구정책

을 이론  근거로 삼고 있다.이들 논의들은 상호 개념을 규정하는 계 속에 배치

되며,실제 상은 이들 개념의 상호복합 이고 상호연쇄 인 측면들로 나타난다.

먼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명실상부한 통치의 주체로 부상

하 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 사무는 범 하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진 양면  존재다.자치의 단 로서 지방은 제도 으로 

입법,행정,재정 등의 자율  권한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할 지역의 주민 복리 향

상에 힘쓰고 있지만,그 이면의 지방정부 실은 앙의 기 임사무에 제한된 행

정력의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되고,재정  열악함으로 인해 국가에 한 종속성은 심

화되고 있다.지역의 안을 다루기보다 국가의 정책  심이나 입장에 편향되기 

쉬운 구조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직  하며 시

시각각 변화하는 지역 수요에 처가능한 공간조직 단 로서,국가와 달리 신속하고 

미시 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은 분명하다.

한편,공공계획은 인구를 다루는 주요한 통치방식이다.일 이 정당성 확보에 

부심한 근  국민국가는 합리성 강화를 통해 고유의 통치 역을 확보해나가며 공공

계획의 역할을 크게 증 시켰다.소  두뇌집단으로 명명되는 기술 료의 활약이 두

드러지는 가운데,이는 곧 지식과 정보의 지배를 통해 계 갈등을 무마하고 사회를 

통치해나가는 지식국가  행보와 일치한다.한편,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공계획은 공

간 으로 분화하 다.지방을 심으로 재편되는 통치 권력은 스 일의 정치를 통해 

지역에 유리한 사회경제  기회구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한편,지역경제의 불안

정성을 조장하며 국지  의존성을 해치는 외부의 에 정치 으로 응한다.

인구정책은 인구를 일정 규모와 구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가의 통치 의도가 

반 된 수단이다.시 에 따라 국가의 통치 의도는 달리 표출되며,발 을 한 도구

로써 인구정책은 국가 심  성향을 가져왔다.2004년을 후하여 국가는 인구정책

의 목표를 출산장려로 선회하 다.낮은 합계출산율과 증하는 고령화 추세는 정책

의 환을 견인하기 충분하 다.그러나 1960년 부터 수도권 인구집  상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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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국가의 정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인구 규모와 구성의 

기는 곧 지방차원에서 발 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인구 기의 즉각  실 을 감내

해야 하는 실이 되고 말았다.이것은 인구문제가 더 이상 국가 단 로만 이해될 

수 없고,지방 단 로 사실상 문제의 이 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달라진 상황은 국가와 지방간의 계만이 아니다.양  성장의 이면에서 

부상한 새로운 발 의 양상들 한 인구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달라진 인간 행태

와 인식의 환을 바탕으로 한 안  인구정책  모색이다.유동하는 인구를 심

으로 한 노마드  삶은 부활하고 있고,인구감소에 한 정  인식 환으로써 축

소도시와 도시재생의 부상은 인구정책의 진화  근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의 인구정책은 명백한 지방의 통치 행 로써 국가가 유일한 통치의 주체가 

아님을 입증한다.일 이 푸코는 통치성을 다루는 주된 이유로 “국가와 인구의 문제

를 다루기 해서”(푸코,2011:168)라고 말한바 있지만,통치가 제하는 상황이 변하

면 통치의 수단으로서 국가는 폐기 될 수도 있다.실제 국가의 통치는 여 히 유효

하고 요하지만 반드시 국가만이 통치의 유일한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오늘날 

공간의 재편성은 국가가 아닌 지방의 등장을 말하고 있다.지방이 가지는 능동  주

체성이야말로 재 여겨보아야 할 새로운 인식 지 이다.인구 기에 따른 지방의 

응은 분화된 통치 주체를 설명하는 과정이다.여러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

역문제 해결을 해 지방은 국가와 차별화된 정책을 구 한다.

재까지 부분의 인구정책 련 연구는 정부 시책의 발 과정에 한 논의

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가 심 이다.지방 주도  인구정책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소수에 불과하다(이상림,2014;오병기 외,2014,염돈민,2012;정성호,2008;

이시원 외,2005).물론 출산,다문화,고령화 등 각각의 키워드와 련한 지방 단

 정책연구들이 있지만 이마 도 인구정책에 투여되는 지방의 자원 제약으로 인해 

인구유출과 같은 지역의 주된 인구문제 성향을 다루기보다는 출산력 제고 등과 같은 

앙정부의 주요 심사 응에 치 한 경향이 있다.지방이 인구정책의 주체로 등

장하는 과정에서 감지된 인구정책 내 변화에 한 제 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비록 

미미하고 미숙한 지방의  수 이지만 이제까지 제 로 조명되지 않았고,입증되지 

않았던 상들에 한 심과 해석이라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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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지방의 인구문제와 정책  특성

제 1  지방의 인구문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뉜다.첫째,인구증가

가 아닌 감소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 다.둘째,인구보 스(Demographic

Bonus)시 에서 인구 오 스(DemographicOnus)시 로의 환을 앞두고 있다.셋

째,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 다.지방은 이 모든 상을 가장 잘 보

여주는 공간 단 다.지역의 인구감소는 미래가 아닌 재의 일이고,고령인구의 

증과 인구유출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이며,단일성을 

강조해온 우리나라 인구의 일시  다문화  구성은 상 으로 보수 인 농 지역이

라 하여 상황이 다르지 않다.인구문제의 이 사실상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 하

고 있는 가운데,인구문제를 지방의 에서 살펴보는 것은 요하고 필요하다.

1.인구의 양  규모

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계속 성장하여 2030년 5,216만명

으로 정 에 이른 후 계속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6만명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통계청,2011:2).특히, 국은 2028년을 기 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마

이 스 자연증가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2014:4). 출산․고령사회에 한 

응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한 망은 수치상 낙 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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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1

<그림 2>총인구 추이(1970-2060)

국 인 인구감소를 앞두고 지방의 미래 역시 어둡긴 마찬가지다.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2040년 추계기간  계속 증가하는 지역은 세종과 충남 

두 곳에 그치고,서울,부산, 구, 남 4개 시도는 지속 으로 인구가 감소하며,이 

외 11개 지역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이에 인구 정 시기가 지역마다 달리 나타나

는데, 주 2018년,울산 2025년,경남 2029년,경북 2030년,  2031년,경기 2032

년, 북 2034년,인천 2035년,강원 2038년,충북․제주 2039년이다(통계청,2014:4).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 역시 2013년 2,489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다가 2029년 2,618만명을 정 으로 2030년부터 감소한다(통계청,2014:2).이 와

에 수도권의 인구 비 은 2021년 체 인구의 50%를 과할 망이다(통계청,

2014:2).결국,지방의 인구감소는 각자의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차등 으로 나타

나고,수도권으로의 인구집 은 어도 2029년까지 계속된다.

기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군구별 인구증감율은 인구감소에 한 지방의  

기 정도를 보다 자세히 악할 수 있는 지표다.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0

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변동을 살펴본 박세훈 외(2012)에 따르면 성장지역은 수도

권,충청권 북부,강원도 서측, 구․부산 역시 주변지역,거제․ 양 산업단지 입

지지역으로 한정되는 반면,감소지역은 국토 반에 범 하게 퍼져있으며 특히 강

원도,경북북부, 라남북도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같은 충청권이라 할지라도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것은 수도권에 인 한 천안,아산,당진,음성,진천 등의 충청 북부 

권역으로 충청 남부와의 인구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강원의 춘천,원주 역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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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세훈 외(2012:54)

<그림 3> 국 시군구 인구증감율(1990-2010)

은 이유에서 인구가 성장한 경

우다.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상처럼 수도권과 수도권 인  

지역,소수의 특정 지역 등에 한

해 인구의 쏠림 상이 나타나

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의 지역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인구증감의 정도를 지역유

형별 살펴보면 더욱 극명한 차

이가 드러난다.국토공간을 권역

구분에 따라 도시(서울, ,

구,부산, 주), 도시 주변,

지역 심도시(인구 20만 이상 도

시  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시),소도시․농 (인구 20만 이

하 도시와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인구센서스를 기 으로 도시권 상주인구비 은 1990년 70%에서 2010

년 76%로 상승하 고 소도시  농 지역 상주인구 비 은 16%에서 9%로 감소하

다(박세훈 외,2012:57).15)지역별로 차등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는 소도시  군 단

 농 지역에 가장 큰 기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16)

15) 세훈 외(2012)는 공간 상 심도시는 동 적인 단으   어 다고 말한다. 내

적으  인 가 가하는 도시와 감소하는 도시  되는데, 역 심도시  미, 창원, 

거제 등 산업도시와 천안, 아산, 원주, 춘천 등 수도  인접도시는 가하는 면, 충주, 강릉, 

목포, 주 등 전통적인 역거점도시들은 인 가 감소하고 있다( 세훈, 2012:58-59).   

16) 사실상 전 체상태에 착한 이들 역들은 공공계획의 측면에서 속적인 논의 과제이었

다. 1986년 도서개 촉 에서 터 1988년 오 개 촉 , 1994년 농어촌정비 과 역

형개   소 업육성에 한 률, 2000년 접경 역 원 , 2001년 소도읍육성

원사업, 2005년 신활 역사업 등 모두 인 과소 역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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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천명,%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 비 인구 비 인구 비 인구 비 인구 비

합계

(총인구)
43,102 100.0 44,609 100.0 46,136 100.0 47,279 100.0 48,580 100.0

도시

권

계 30,151 70.0 32,616 73.1 34,100 73.9 35,647 75.4 36,894 75.9

심

도시
18,828 43.7 19,025 42.6 18,760 40.7 18,669 39.5 18,633 38.4

주변

지역
11,323 26.3 13,591 30.5 15,340 33.3 16,978 35.9 18,261 37.6

지역 심

도시
5,989 13.9 6,188 13.9 6,558 14.2 6,665 14.1 6,874 14.2

소도시

농

계 6,962 16.1 5,805 13.0 5,478 11.9 4,967 10.5 4,812 9.9

소도

시
2,724 6.3 2,403 5.4 2,331 5.1 2,175 4.6 2,127 4.4

농

지역
4,239 9.8 3,402 7.6 3,147 6.8 2,792 6.9 2,685 5.5

자료:박세훈 외(2012:58)

<표 5>지역유형별 인구 수와 비 (1990-2010)

지방의 인구감소는 일시에 벌어진 상이 아니다.최근 국가가 인구 기를 감지

하기 이  이미 지방 차원에서는 인구성장지역과 인구쇠퇴지역이라는 차별화된 구분

이 있었다.즉,발 의 명암처럼 지방의 인구는 편 되어 나타났고,특정지역을 심

으로 한 인구의 차등  분포는 갈수록 심화되었다.따라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기는 미래가 아닌 실인 상황이다.1990

년  이후 인구감소에 지속 으로 노출되어온 이들 지역에게 양  과소화란 진행 

인 기다.여기에 출산,고령화 등과 같이 인구 질  구성의 변화는 기를 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인구의 질  구성

인구규모의 과소만큼 우려되는 바는 인구 구성의 질  변화다.인구구성은 성,

연령,인종,직업 등 인구의 질  측면을 악할 수 있는 기 으로,  사회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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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11.장래인구추계:2010-2060

<그림 4>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장 시 히 거론되고 있는 은 출산에 따른 유소년인구의 감과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이다.

통계청(2011)자료에 따르면,1960년 

체 인구의 42.3%를 차지하 던 0-14세 

유소년인구비율은 2010년 재 798만명

(16.1%)으로 어든 상태로,2016년까지 1

백만명 이상 감하여 2060년에는 447만

명(10.2%)까지 어든다.반면,65세 이상

의 고령인구는 증하여 1960년 2.9%에 

지나지 않던 인구비 이 2060년 40.1%까

지 늘어난다.이로 인해 15-64세의 생산가

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72.9%)을 정

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2,187만명(49.7%)까지 어들 망이다.그동안 상 으

로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고성장을 이끈 주요 요소다.소  인구보

스(DemographicBonus)시기로 불리는 이때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소비 진작으로 경제성장의 순풍이 불었다.하지만 2016년을 정 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생산가능인구와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의 증가는 인구오 스(Demographic

Onus)시기의 도래를 암시하는 징후다.이미 1960년 19세이던 연령17)도 2010년 

37.9세로 변화하 고,2030년에는 48.5세,2060년에는 57.9세로 높아질 망이다.

이것이 지방의 사정이라 하여 다를 리 없다.통계청(2014)자료에 따르면,2013

년 재 국 연령 39.7세 기 , 국보다 낮은 시도는 주(37.0세), (37.3

세),경기(38.1세),세종(38.2세),인천․울산(38.6세),서울(39.0세)이상 7개이고, 국

보다 높은 시도는 남(45.2세),경북(42.9세),강원(42.6세)을 포함하는 10개 시도다.

2040년이 되면 50세 미만의 시도는 세종(47.6세), 주(49.4세),경기․ (49.7세)이

상 4개뿐이고, 남(59.4세),경북(58.9세),강원(58.0세)를 비롯한 13개 시도는 50세 이

상을 기록할 망이다.이 게 차이가 나는 지방의 연령 결과는 감소하는 유소

년인구 비 과 증하는 노령인구의 비 이 지역마다 다른 결과로,늙어가는 속도도 

17) 총인 를 연 순서  나열할 때, 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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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세훈 외(2012:70)

<그림 5>시군구별 고령화 황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속 인 출산의 향으로 0-14세 해당하는 유소년인구는 2013-2040년 추계기

간 내 부분의 시도에서 낮아질 망이다(통계청,2014:7).특히,2040년이 되면 부

산․경북(9.2%),강원․ 남(9.7%)4개 시도는 10%미만의 유소년인구 구성비를 보이

고,세종(15.7%)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역시 10-13%수 에 그친다.반면,노인

인구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2040년 남,경북은 고령인구 구성비가 40%를 과할 

망이다(통계청,2014:10).따라서 생산가능인구는 동일 추계기간 내 모든 시도에서 감

소한다.이미 감소하고 있는 서울(2009년),부산(1997년), 구(2011년),경북(2012년)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들의 경우 강원․ 남․경남 2016년,울산․충북․ 북 2017년,

인천․경기․충남 2019년,제주 2020년,세종은 2034년을 정 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통계청,2014:8).따라서 2040년이 되면 모든 시도의 생산가능인구

의 비 이 60%이하로 낮아질 망이고,

남은 50%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상

된다(통계청,2014:8).

시군구별 구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첨

한 고령화 수 이 드러난다.2010년 인구

센서스 기  고령화사회는 102개(44.3%),고

령사회는 34개(14.8%), 고령사회는 82개

(35.7%)로 나타난다(박세훈 외,2012:70).18)

수도권 소재의 시 지역,그리고 다수의 

자치구들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국 으로 분포하는 다수의 군 지역과 경

북, 남 등 일부 소도시지역은 이미 고

령 사회에 도달하 다. 국 인 고령화 

상에도 지역 인 편차가 존재한다.

18) 제연합(UN)의 고 화 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 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  사

회, 4%에서 7%미만을 성숙인  사회, 7%에서 14%미만을 고 화(aging) 사회, 14%이상인 

경우는 고 (aged) 사회라 류하고, 고 사회에서 고 화가 더욱 행되어 20%가 넘으면 초

고  사회라 른다.   



- 46 -

특히 우리나라 농 지역의 고령화 증가세는 매우 빠른 수 으로 최근 발표된 국

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2013년 기  체 농가인구 284만 7천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는 106만 2천명으로, 체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다.

이것은 동일 조건 내 일본의 36.1%를 넘어선 수치로 농 지역의 고령화 상의 심각

성을 반증한다.19)

자료:통계청,국제통계 부양비  노령화지수,국회입법조사처(2014)

<그림 6>고령화율 비교 :한국과 일본 

한편,다문화  인구구성은 인구의 고령화와 다른 측면에서의 인구의 질  변화

다.한때 민족문화의 단일성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일순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

다.작게는 한 가정에서 크게는 지역,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문화라는 

거 한 환 앞에 이를 맞이하는 그간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은 주지하는 바

와 같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

함한 다문화 가족의 부분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에 집 되어 

있다.지난 3년간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족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실태조사

의 51.9%에서 2012년 58.6%로 6.7%증가하 다(여성가족부,2013).그러나 보다 상세

히 각 지역별 체 가구 수 비 결혼이민자 가족의 분포 황을 살펴보면,공간특

성상 농어 지역에 해당하며 다수의 시․군 단 를 포함하는 충남, 북, 남 등의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즉,  수치에서 수도권은 월등히 앞서지만 

19) 이데일리, 일 도 추월한 한  농촌고 화, 2014년 11월 8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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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내 일부 지역들에서도 상 으로 높은 국제결혼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단 :가구,%

구분 가구 수* 결혼이민자 가족** 비

서울 3,577,497 53,171 1.5

부산 1,251,756 10,590 0.8

구 873,934 6,178 0.7

인천 929,489 12,134 1.3

주 518,742 4,633 0.9

536,297 4,854 0.9

울산 377,938 3,971 1.1

경기 3,908,059 56,039 1.4

강원 560,589 6,178 1.1

충북 564,614 6,839 1.2

충남 758,552 10,590 1.4

북 663,695 9,266 1.4

남 684,986 9,928 1.4

경북 1,014,345 10,811 1.1

경남 1,165,209 13,237 1.1

제주 188,365 2,206 1.2

체 17,574,067 220,625 1.3

주:*통계청 2010인구주택총조사 총가구수

**여성가족부 2012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명시된 

결혼이민자가족의 지역별 비 을 체 수인 220,625가구에 역산하여 나온 결과임

자료:통계청,2010인구주택총조사,여성가족부(2013)

<표 6>결혼이민자 가족의 지역별 분포 황 

실제 2011년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  인구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결혼건수는 약 29,762건으로 체 결혼건수의 9.0%를 차지한다.한국사람 약 10

명  1명 정도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한국

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특정 업종의 남성 심으로 이 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체 국제결혼건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 이 약 

75%정도이고,같은 해 농림어업종사자의 외국인 아내 비율은 약 30%를 차지하 다.

한 때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자랑하던 우리나라가,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질 인 문화의 유입에 노출된 도시도 아닌 농어  지역에서 앞 다투어 다문화 사

회로의 진입을 모색하게 된 은 실로 뜻밖의 상황이다.

인구 규모의 과소화와 인구 구성의 고령화․다문화 등은 오늘날 지방 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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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면이다.다시 말해 지방의 인구문제는 양 으로는 공간별로 차등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발  지체의 심화이고,질 으로는 고령화  다문화  인구

구성으로의 속한 변화라 말할 수 있다.특히,소도시  군 단  지역은 인구 규모

는 물론 인구 구조에 있어서도 가장 취약한 공간 단 로 명되었다.

제 2  지방의 인구인식과 정책  응

1.지방 차원의 인구 인식

지방의 인구정책은 국가와 차이가 있다.정책 그 자체가 공론화된 문제인식에 

따른 공공의 처과정이라는 에서 이는 국가의 상이한 문제인식의 과정에 발로한

다.지방은 국가와 다른 역  이해에 기 하여 국가와 구분되게 인구를 인식하며,

이는 정책 반에 향을 미친다.

1)지방의 인구 기 심화

지방 차원에서 인구 문제가 거론되는 방식은 국가와 같이 감소하는 출산율이나 

증하는 고령화율에 을 두지 않는다.이것은 인구 기를 체감하는 지방의 인식

이 국가와 상이하기 때문이다.국가발 의 연장선상에서 인구를 인식하는 앙과 구

별되는 지방의 양상이다.

먼 ,지방의 인구 기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 지원의 축소이다.“지자체 인̀구 

유치 …̀정부 교부세 더 받으려 군인까지 주민화(매일경제,2015.07.02),”인구 면 

앙 교부세 함께 어 지역 경제력 약화(남일보,2014.10.09)“,”지자체 ‘인구 늘리

기’올인,사람 면 돈  마른다(국민일보,2015.02.14)“등과 같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  불이익에 한 지방의 불안감은 상당하다.사실상 인구는 지방재정의 핵

심요소인 동시에 지역발 의 표  변수이다.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 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국가지원 이다.그 산정기 은 다양하여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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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출이 불가능하나 국민권익 원회(2012)자료에 따르면 체로 인구 1명당 1백

만원씩 증액된다고 한다.지방재정의 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사정을 감안할 

때,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요 세원이다.따라서 인구감소로 인해 생되는 재정

기는 지역쇠퇴  지역발 의 정체를 유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할 

수 있다.

둘째,지방의 인구 기는 행정직제와 지방의석수에 향을 미친다.“음성군 인

구증가 따라 행정기구 개편( 일보,2015.03.18),“자치행정 마지노선 인구 20만 무

진  덕구 책은( 일보,2015.05.19)”,“ 동군 인구 증가는 선거구 존치

의 석(충북일보,2015.04.26)”,“ 학생 입 유도작  '시동'선거구 지키기 '발빠른 

행보'(충청일보,2015.01.20)”등과 같이 인구는 행정기구 설치  운 ,선거구 획정 

등을 결정하는 요 변수이다.인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수가 기구설치기 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할 시 지방

자치단체는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가령 인구 5만 이상이던 곳이 2년 연속 5만 미

만이 되면 행정조직 상 2개과를 감축해야 한다.이 때 인구수는 년도 각 분기말 

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 으로 한다.

공무원의 직  한 달리 규정되는데,『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 은 인구수에 따라 지방서기 ,지방부이사 ,지방이사

으로 달리 조정되며,인구 15만 선이 무 지면 3  부시장은 4 이 된다.

선거구도 특정개인이나 정 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인구

비례에 따라 획정된다.2012년 기  선거구는 인구 상한 31만 406명 이상일 경우 분

구(分區)되고,인구 하한 10만 4,342명 이하일 경우 합구(合區)된다.즉,인구가 늘면 

선거의석수나 행정기구가 늘고,더 많은 의원 는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앙

정부에 한 정치  향력도 커진다.반 로 인구가 면,지역의원수도 고,공무

원도 며,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상 으로 약해질 수 있다.결국 인구는 지역공무

원과 의원,지역민 각자의 이해 계와 무 할 수 없다.

셋째,지방의 인구 기는 지방을 둘러싼 정치 ․제도  환경의 변화다.“단양 

통합 상지 분류 인구 늘리기 '발등의 불'(충청일보,2011.08.25)”,행정구역 통합 재

화…17개 시·군에서 추진(매일경제,2015.05.26)“등과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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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표 인 경우다.1980년 부터 정치권과 학계를 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시화되었다.통합 상은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라 자생  발 역량 확

보가 어렵거나,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따른 주민불편  비효율성이 제기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로,이 때 인구는 시․군․구 통합의 1차  기 으로 작용한다.존폐의 

기 앞에 지방의 응은 더욱 구체화되었다.자칫하면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기의식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인구를 향한 경쟁구도로 내몬다.

지방 차원에 인구 기는 인구 수 감소보다는 그로 인해 되는 행정구역통폐

합,지방교부세 삭감,행정기구의 축소 등 인구감소의 부정  향에 한 인식이 보

다 직 이다.20)사실상 인구문제가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것처럼 그 결

과의 효과 한 단편 인 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그 효과는 포 이고 복합

인 사회 상으로 나타나 지역 반에 향을 미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

구감소가 상기한 측면들로 특히 부각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지방 차원에서 인구가 정

치경제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지방의 인구는 그 자체로 지방의 행․재정에 기

여하는 바가 크고,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 요한 변수가 된다.결국,지

방 차원에서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2)계획인구의 과  설정

계획인구 설정은 인구를 인식하는 지방 특유의 근방식이다.계획인구는 미래 

지역의 발 가능성의 성장지표로서「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향후 20년 동안의 계획 상지역 내 인구 

추정치이다.법제 으로는 2005년 7월 1일부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앙정부

20) 인 늘리  담당 공무원 인터 에서 확인된 에 따르면, 인 늘리  홍 의 초점은 어드는 

“인 ”가 아니라 인 감소  인해 어드는 “이익”에 있었다: “저희 의 경우, 인 가 어드

는 것에 대한 속적인 홍 를 하고 있어요. 사실 주민 들은 인 감소에 대해서 다  심

이 없으시거든요. 하 만 인 가 주는 것은 결  세입이나 선거  통폐합에 따른 영향 이 

어드는 일이고, 이것은 곧 주민 들이 으시는 영농 조 이나 각종 혜택의 감소 등으  연

결되는 이니  이런 점을 아시게끔 홍 하고 있어요( 여  획감사실 인 늘리  담당 

P씨, 2014.11.13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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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지사에게,2008년에는 특별시장, 역시장에게 이양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차상 변화가 있었다.무엇보다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계획 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자 도입한 도시기본계획이 계획인구를 기 하여 수립된다는 측면에서 이는 인구를 

계획하는 주체상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간 지방정부 나름의 계획인구 설정은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각 시․군

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후부터 지방자치제 시행 1995년 이 까지 앙집

권  행정구조의 향으로 용이하지 않았다.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인구추정결과

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지침이 제시하는 인구지표를 최종 으로 선택해야만 했다(김

제국,2006:28).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지방정부는 “상 계획상의 지표와 상

이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구체 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설정의 자율성을 보장받지만,여 히 

계획인구는 앙도시계획 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 장 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

안이었다(김제국,2006:28-29). 앙도시계획 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것을 상하

여 일정부분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행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

터다.지 처럼 지방정부가 독자 으로 할지역의 인구와 향후 토지이용을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 것은 시기상 2005년 이후인 비교  최근의 일이다.

원론 으로 인구는 용도지역 결정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추동하는 핵심지표이다.

공공계획은 계획 상인 인구를 추정한다.인구를 추정하는 과정은 출생,사망과 같은 

자연  증감요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동태  측면의 사회  증감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통상 인구의 자연증감추세가 비교  안정 이라는 을 감안

할 때,인구이동을 통한 사회  요인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향은 보다 더 직 이

라 할 수 있다.이 게 측된 인구추정치,곧 계획인구는 해당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을 비롯한 여러 정책 등에 바탕이 된다.실질  집행계획이자 법  구속력을 갖는 

도시 리계획 내 각종 도시계획시설21)은 상 법이자 행정  구속력을 갖는 도시기본

계획에서 측한 인구를 근거로 시설 수  규모 등이 결정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입해보면, 할지역 내 계획인구 증가는 인구의 

21) 주택을 제외한 도 , 항만, 공용청사, 주차장, 시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일컬으며, 자

치 상 자치단체는 주민의 리 을 위해 내 적정 수 의 공공시설을 공 해야 할 의

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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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증감요인보다 규모 개발사업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행 부분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지표의 사회  인구증감분이 자연  

인구증감분보다 높이 책정되어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한 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계획인구의 증가는 도로,철도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유치  확보를 용이

하게 하고 이는 다시  계획인구에 향을 미쳐 인구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인구지표가 가진 정치경제학  속성에 따라 지역의 이해 계는 재편될 여지

가 충분하다.결국 이것은 지방으로 하여  끊임없이 인구를 늘려야 하고,늘리려 하

는 궁극  이유가 된다.

실제 지방의 계획인구는 증가일로에 있다. 컨  2013년 재 인구 약 5만 명

의 강원 태백시는 2020년 계획인구를 12만 명으로 책정하 고,약 6만 명 인구의 

남 암군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용인구가 무려 21만 명에 달한다(한국토지주택

공사,2014).  시 의 인구는 감소하나 미래시 은 출생인구  유입인구를 통한 

증가를 기 하는 모순  상황이다.결국 계획인구는 단순히 도시 시설과 토지의 공

량을 결정하는 기 이 아니라 지역의 발 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입장

이 반 된 정치경제 인 정책 계수이다.

2.인구정책의 지방  특성

2000년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소  인구늘리기 시책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이것은 지속 인 인구유출에 따른 주민 수 부족을 고

민해오던 지방이 나름의 정책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와 구분되는 지방의 인구정책  특성이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1)경제인구에서 행정인구로    

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에 매진 이다.지역의 정치경제에 불

안정성을 조장하는 에 응하기 해,감소하는 재 인구와 증가하는 미래 인

구 사이의 벌어지는 간극을 메우기 해 지방은 끊임없이 인구를 늘리고자 한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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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양  성장은 재 국가가 바라는 목표지 이기도 하다.그러나 정확하게 말해

서 단순한 인구의 수  증가는 국가의 정책지향이 아니다. 장에서 만난 출산 담

당 공무원의 언이다.22)

“국가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는 상을 주지 않아요.천안이나 서산 같은 

곳은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막 증가하지 않습니까.단순히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

으로는 정부의 포상 상이 되지 않습니다(청양군 자치행정과 출산 담당 P씨 인

터뷰 2013.7.29).”

출산억제에서 장려로 정책노선을 환한 국가의 인구증가는 국가경쟁력의 유지 

 향상에 향을 미치는 생산가능인구의 증 가 핵심이다.IMF이후부터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2008년을 지나면서도 우리나라가 4%수 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의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의 비 이 큰 인구보 스 시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지방의 단순한 인구수 늘리기는 포상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지방은 생산가능인구 만큼 연령 를 불문한 

주민등록인구의 양  증가가 요하다.다시 말해 출산율 제고  청장년층 유입을 

통해 지역 내 생산가능인구의 비 을 높이는 일만큼 내 주민등록 둔 실거주자로써 

주민 수를 늘이는 일이 필요하다.이유는 주민등록인구가 사실상 인구 기의 징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 계 등 시군구별 인구의 

동태  측면을 명확히 악하여 이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정한 

처리를 목 으로 하고 있는데,지방의 기본 인 사무 배분에서부터 교부세 산정,선

거구 획정,행정기구 설치 등 주민등록인구가 일종의 기 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주

민등록은 지방이 인구를 읽는 요한 지 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은 행정인구,즉 주민등록인구 수를 늘리고자 노력한다.이것은 국

가와 지방의 상이한 역  이해의 지 이기도 하다.지방에게 인구란 자유로운 이

22) 참고  충남 청양 은 정 터 2012년에 이어 2013년, 2년 연속 인 의 날 무총리상 

수상하였고, 2013년에는 담당자인 P씨도 간의 공 를 인정 아 건 상 표창을 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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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제한 제로섬 계이다.인구유출은 지역의 인구 기를 래한 원인이지만 반

부로서 인구유입은 인구증가의 방편이 된다.행정구역을 넘어선 인구이동을 바

탕으로 유입지역과 유출지역 간의 인구경쟁이 바로 지방의 정책 실이고 여기서 무

엇보다 요한 사실은 인구이동이 인구의 행정  개념에 바탕한 주민등록을 통해 집

계된다는 이다.

국가와 지방은 인구의 양  성장을 동시 도모하나 국가는 총인구 개념에서 출

산 조 을 통한 생산가능인구 증 를 지향하는 반면,지방은 지역 내 인구증가는 물

론 지역 간 인구유입을 통해 궁극 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양  성장을 목표하고 있

다.이것은 국가가 발 의 수단으로써 경제  인구개념을 부각하는 반면,지방은 주

민등록인구 심의 행정  인구개념을 요시 하는 차이에 따른 결과다.

  

 

2)인구증가방식의 다변화

오늘날 지방의 인구정책은 할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해 다양한 근을 시

도한다.이것은 출산․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국가의 통치의도에 부합하는 한편,지

역의 역  이해를 반 하여 인구의 양  증가를 도모하는 방식이다.구체 으로 

지방의 인구증가는 크게 인구를 낳고,빼앗고,찾고,지키는 방법으로 표출된다.

구분
역  이해

지역 체 지역 내 지역 간

인구

증가

방식

자연  증가

지키기

낳기 -

사회  증가 - 빼앗기

행정  증가 찾기 -

<표 7>지방의 인구증가방식 

먼 ,낳기는 인구의 자연  증가에 해당한다.인구수를 늘리는 형 인 방법

으로, 출산․고령화 상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사회보장지출의 증가 등의 

경제  기상황에 한 최우선  응방안이다.2004년 국가의 정책노선은 출산억

제에서 장려로 환된 바 있고,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후하여 지역주민의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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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 마련에 부심 이다.그 과정에서 임신에서 출

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사회화하는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합법 인 

출산과 양육의 제반 조건이 되는 혼인  가족형성 과정에 인 으로 개입하여 지

역 내 출산력을 높이기도 한다.

두 번째는 빼앗기이다.지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로 한 인구의 사회  증

가이다.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의 사회  유입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힘쓴다.

출산보다 단시간이고,인구증가의 효과는 확실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인구를 서로 빼

앗는 과정은 지방의 입장에서 양날의 칼이다.인구유입 지역과 인구유출 지역의 합

은 일정 합이 되는 가운데,지역의 발  차등에 따른 인구의 분포 자체가 불균등한 

상황에서 실제 인구 빼앗기 경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추기능을 담당하는 소수

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과소화 지역들의 각축 이 될 공산이 크다.

세 번째는 인구의 행정  증가인 찾기이다.타지에 주소를 둔 지역 학생,미

입신고자 등과 같이 할 지역 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숨어있는 인구를 찾아 이들의 주민등록 입을 종용하는 방법이다. 실 인 차원에

서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 계를 제 로 악하지 못하는 허 이 있다. 행 주민

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 으로 그 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비거주자의 장 입,실거주자

의 무단 출 등과 같이 제 로 이행되지 못하는 이 많기 때문이다.따라서 찾기는 

인구동태의 행정  간극에 따른 자구책이다.인구를 늘리기 한 박한 상황은 

내 군인,출향인사 등 지역 통계 밖 인구에 한 포섭 략으로까지 확 되었다.

마지막은 지키기이다.오늘날 지방은 지역주민을 붙잡아 두기 해 직․간

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이러한 책들은 비단 행정기 만의 노력은 아닌데,학

교,회사,시민단체 등 지역 내 고착  이해를 가지는 여러 이해 계자들의 결속을 

도모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집행한다.거시 인 입장에서 지방의 인구감소가 지역정

주기반의 붕괴와 지역경기 침체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 일반 인 해석이나,보다 미

시 인 각 이해 계자들의 입장에서 인구감소는 학교는 폐교의 기로,행정기 은 

공무원 수  지방세입의 감소로,시민단체는 지역정체성  경쟁력 상실의 문제로 

실화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인구감소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결집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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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역 공통의 문제로 상정되기 충분하다.23)

이상 4가지의 인구정책 유형에 따라 지방의 인구증가정책은 개되고 있다.과

거 인구폭발을 우려하던 시기에 국민의 출산을 억제하고,해외이민을 장려하는 방식

이 국가 토라는 공간  범  안 의 략이라 한다면,지방은 국가와 다른 역  

이해와 인구속성에 기 하여 략을 구사하고 있다.지역 내 부족한 출산력은 외국

인 여성의 이주를 통해 충당하고,외지인의 귀농귀 을 장려하며,출향민,군인,학생 

등 지역의 숨은 인구를 찾아 이들의 주민등록이 을 종용한다.인구증가는 지역의 

안으로써 행정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할 지역의 인구동태를 감시하고 주시

한다.

 

제 3  소결  

인구정책에 여하기 시작한 지방의 인구문제는 균등하지 않다.지난 국가의 발

 양상이 공간 차등하게 나타났던 까닭에 인구 기의 심각성은 지방마다 다르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 기는 미래가 아닌 재의 일이다.  시 에서 지방의 인구문

제 성격은 인구규모의 과소와 인구구성의 변이다.비수도권 지역의 상  성장 

지체에 따른 인구감소가 시․군 지역을 심으로 인구과소화로 심화되고, 증하는 

고령화율과 다문화율은 이들 지역이 고민해야 할  다른 인구 상이다.

지방이 인구정책에 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구정책은 지방을 심으로 재

편된다.주민등록이라는 제도  장치와 자유로운 인구이동에 기 한 지방의 인구는 

그 자체로 정치경제 인 변수다. 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상인구까지 인구는 많

을수록 좋다는 것이 지방의 입장이다.그것이 국가가 희망하는 이른바 생산가능인구

로서 경제인구가 아니라도 무방하다.행정인구로써 주민등록인구는 지방의 요 사

23) 실제 인 키 의 사 는 다음과 같이 표출되었다: “인 를 늘리  위해서 특히, 실거주자를 

주민등 상 여 민이 될 수 있게끔 노 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  시는 운동  내 사

회단체들(대한노인회 여 , 여 이장단회, 여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주민홍 는 물

 이러한 실거주자의 주민등 을 이전을 막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여  획감사

실 인 늘리  담당 P씨, 2014.11.13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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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인구 수 감소는 곧 지방의 기와 다름없다.

행정인구를 강조하는 지방의 인구증가방식은 다양하다.이것은 자국민의 출산조

을 통해 인구증 를 유도하는 국가와 구분되는 지방만의 특성이다.오늘날 지방의 

인구 늘리기는 인구를 낳고,빼앗고,찾고,지키는 과정이다.지역 내 인구를 증가하

기 해 인구정책 내 으로 다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국가와 구분되는 지방의 인

구정책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국가 지방

정책

등장
환

2004년 출산고령사회 원회

(출산억제 → 출산장려)

1995년 지방자치제 

(수동  → 능동 )

정책

근

인구 기 지표 합계출산율,고령화율
지방교부세 산정,선거구 획정 등의 

인구한계

역  이해 총계(totalsum) 제로섬(zerosum)

희망인구 속성 생산가능인구(15-64세) 주민등록인구

응 방식 가족형태의 규범변화(소자녀→다자녀) 낳기․빼앗기․찾기․지키기

<표 8>국가와 지방의 인구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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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지방의 인구정책 역량 강화

제 1  인구정책의 인 라 구축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정책 환경은 크게 향상되었다. 앙집권  정책 

구도 하에서 지방의 정책결정은 여 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이 사실이지만,오늘

날 지방은 인구정책에 해 국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추진해나가고,행정조직의 편

제와 산자원의 활용을 통해 자율  정책역량을 확립해나가고 있다.본 은 이와 

련한 구체 인 내용을 담고 있다.

1.법  기반의 조성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공공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치 상인 국민을 

통치의도에 걸맞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종의 규정이다.여기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국가가 지방을 인구정책의 동반자  계로 인정하고 련 정책을 펼쳐나가

고 있다는 이다.이것은 과거 국가 단일의 정책 근과 구분되는 양상으로 인구정

책을 추진하는 지방의 법  상은 최근 크게 강화되었다.

2005년 제정된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목 은 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응하는 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추진체계에 

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국가의 지속 인 발 을 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  

향상을 실 하고,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

본 이념이다.

무엇보다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그리고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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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시 으로 구분하고 있다.국가는 종합 인 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

행하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한다.이에 국민은 출산  

육아의 사회  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지방자치단

체에서 시행하는 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극 참여하고 력하는 한편,가정  

지역사회 일원으로 상호연 를 강화하고 각자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히 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된

다.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규정하는 핵심 사안으

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질 인 역할 확인이 가능하다. 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은 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장 이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5

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출산·고령사회 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출산․고령사회의 ․장기 정책목표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은 세부추진체계로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필요로 한다.연

도별 시행계획은 정책의 체계  집행  리,평가 등을 한 집행계획으로 앙정

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 거가 된다.구체 인 시행 과

정은 다음과 같다(김승권,2006:176-177).

출처:김승권(2006),p.177

<그림 7>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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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 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앙행정기 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때 시․도 교육청 한 시․도 시

행계획에 포함하여 하나의 계획을 수립한다.이 때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지

방자치단체와 련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특수사업을 반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이 게 수립된 계획은 출산고령사회 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 원

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가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도

맡아 시행한다.

이처럼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정책  

행 로, 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정책개발과 실행의 요한 축을 담당하

고 있다.인구정책의 실행 주체가 명시 으로 확 된 것이다.기본 으로 앙정부는 

국단 의 인구 상에 해 거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이를 한 산을 마련하

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반면,

지방정부는 앙정부의 정책 달 체계 하에서 보조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지역 실

정에 맞는 안 응을 해 노력한다.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산의 분담과 

추가  지원을 통한 앙정부 인구정책의 보완하는 한편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맞

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등 인구정책의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달라진 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인구정책의 실행 주체도 다변화하 다.오늘

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버 가는 실행 주체로서 인구정책의 보조  역할은 물론 

독자  역할 수행에도 극 이다.무엇보다 정책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하며 인

구정책 내 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지방의 몫이라는 에서 지방의 

정책  상은 크게 상향되었고,이는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통해서도 확인되

는 바다.

2.조직의 편성

오늘날 지방정부는 지역의 인구문제에 처하고자 자율 으로 행정조직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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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 하고 있다.이것은 획일 인 정책집행의 구도가 지방화시  새로이 재편되

고 있다는  외에도 지방이 인구를 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반증한다.본 

고에서는 인구정책의 범 한 성격을 감안하여 최근 지방을 심으로 등장하고 있

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으로 한 지방의 자율  조직 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할 지역 내 인구증가를 단일 목 으로 각종 혜택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시책으로  지방의 경쟁  인구늘리기의 단상이다.기 자치단체 기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치고 있는 자치단체는 2014년 10월 재 59곳이다.24)

인구늘리기 시책을 담당하는 수행조직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먼 ,

기존 담 부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보건소,여성아동복지과처럼 일반 으로 출

산 응에 련하는 담 부서가 추가 으로 인구늘리기 시책까지 떠맡는 경우다.

주 동구(여성아동복지과)등 도시 지역을 비롯하여 충북 보은군(주민복지과),충

남 공주시(보건소),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경남 사천시(사회복지과)등이 이에 해

당한다.

이러한 방식의 장 은 기존 조직체계 내에서 련 업무를 집 이고 일 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다.그러나 실 으로 인구정책은 담부서 홀로 모든 업

무를 수행하는데 인력규모나 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따른다.특히,기 자치단체 구

조상 힘이 약한 부서가 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다른 부서와의 조체제를 구성

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실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심층면  결과,“본청

에 비해 상 으로 힘없는 보건소 등에서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조를 구하기란 상

당히 어렵다(청양군 자치행정과 출산 담당 P씨 인터뷰 2013.7.29)”는 소견을 밝혔

다.25)

다음은 특정 부서가 담하는 방식이다.인구늘리기 시책의 경우 기획감사실,

24)  연 의 조 석의 결과를 탕으  인 늘리  조 는 인 가, 인 늘리 , 인 유입 

등의 조 명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자치 인 산 , 주 동 를 제외한 나머  57곳이 

시․ 에 해당한다. 인 과소와 고 화 등 인 위 에 따른 의 접적인 대응 안으  인

늘리  시책이 등장한 닭에 대도시 다는 소도시  농촌 역이 많다. 공간상 포 역시 대

 비수도  역으  수도  내 역은 경  연천 , 인천 강화  단 2곳에 과하다. 

25) 청양  담당자 P씨도 원래 건 으  건소에 근무하며 저출산 업무를 맡아오다가 2010년 

민선 5  자치단체장의 조 개편으  청 행정 원과 소속으  을 아 저출산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담당으  조 개편  한 경우는 드문 경우  현 수의 

역점사업으  인 대가 선택된 후 생  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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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행정과 등과 같이 조직의 내부 리기능을 장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

다.경기 연천군(략사업실),강원 속 시(자치행정과),강원 고성군․ 월군(기획감

사실),충남 보령시(총무과), 남 신안군(기획홍보실)등이 이에 해당한다.자치단체

의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리하는 성향이 강한 이들 부서의 특성상 고유업무의 비

이 강한 타부서에 비해 지역의 안에 한 우선 인 처가 가능하다.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문제해결을 한 략  근이 우선시된다는 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나 문성은 떨어지지만 제한된 행정력과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해야 하는 기 자

치단체의 입장에서 효과 인 응 방안이 될 수 있다.

구분 특징 지역사례

기존부서

담체계

고유 업무 외에 인구늘리기 시책 련 업무 겸무

해당 조직의 성격에 따라 정책추진 제한

부속기 의 경우,본청 내 부서와의 행정 조 곤란

주 동구(여성아동복지과)

충북 보은군(주민복지과)

충남 공주시․ 산군(보건소)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경남 사천시(사회복지과)등

특정부서 

담체계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 등 특정 부서 담

지역 안에 한 우선  처 가능

업무의 연속성과 문성 측면 부족

경기 연천군(략사업실)

강원 속 시(자치행정과)

강원 고성군․ 월군(기획감사실)

충남 보령시(총무과)

남 신안군(기획홍보실)등

T/F  

체계

업무별 담부서와 총 부서가 서로 연계하며 작동

정례회의,수시회의 등을 통해 업무보고  확인

실질 인 운 의 한계와 어려움

강원 화천군

충북 동군․옥천군

충남 부여군․청양군․서천군

남 여수시 등

자료: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늘리기 련 조례내용 분석 

<표 9>기 자치단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조직체계 

그리고 T/F  체계다.인구늘리기 응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하여 여

러 부서들이 유기 으로 연계되어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체계이다.강원 화천

군,충북 동군,옥천군,충남 부여군,청양군,서천군, 남 여수시 등이 이에 해당

한다.T/F 의 장 은 인구 증가와 련한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 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다.정책의 우선순  조정과 산배분이 용이하고,조직 체의 유기  

연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문성 제고 역시 장 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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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려움도 있다.1명의 인력이 맡는 업무가 여러 가지인 기 자치단체의 특성상 

여러 부서의 인원이 모인 T/F 은 책임성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형식 인 운 에 그

칠 한계가 있다.“ 부분 하던 일에 인구를 끼워 맞춘 격으로 실제 인구늘리기와 

련하여 새롭게 생겨난 시책들은 많지 않다(청양군 자치행정과 출산 담당 P씨 인터

뷰 2013.7.29)”는 것이 인구늘리기 T/F 의 속내이기도 했다.

한편, 할지역 내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담당해온 행정조직이 지역 내 기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확 ․재편되는 경우도 있다.2013년 7월 출범한 충남 부여군 

인구늘리기 범 군민운동본부가 그 표  사례다.인구증가를 해 지역 내 사회단

체,기업체,학교 등 37개 기 단체가 참여하는 부여군 인구늘리기 범 군민운동본부

는 부여군수를 본부장으로 지역기 장  사회단체장,기업인 표,학부모 표 등

을 추진 원장으로 하고 각  기 단체의 실무과장으로 실무 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매년 단체장 정기총회와 연 2회 실무 의회를 개최한다.

구분 참여단체 조사항

기

 

사회

단체

부여군청,국립부여박물 ,부여경찰서,부

여소방서,부여우체국,한국조폐공사제지본

부,고려인삼창,한국 력공사부여지사,KT

부여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부여청양지사,

한국농어 공사부여지사,농 앙회부여군

지부,부여농 , 한노인회부여군지부,부

여군귀농인 의회,부여군이장단회,부여군

여성단체 의회,부여군다문화가족 의회

실거주자(외 주민등록자) 내 입 극유도

귀농,귀 ,귀향인 한 정보제공  지원 조

출향인 기업체 상호교류  우수기업유치 조

교육

기

 

단체

부여교육지원청,한국 통문화 학교,부여

고등4개교

입교직원  신규발령 교직원 주소이  독려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신청시 주소이 권장

기업

체 

림C&S부여공장,롯데부여리조트,롯데부

여아울렛,태극제약 부여공장,㈜비츠로

지역민을 심으로 한 고용정책 확  시행

직원 입  신규발령시 부여군 주소이  안내

사업장내 신규투자확 추진으로 지역활력 창출

자료:부여군 내부자료

<표 10>참여단체별 인구 늘리기 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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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력만을 심으로 인구증가를 도모하던 여타 지자체의 방식과 달리 인구

늘리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심으로 한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의 결집은 정책 추진의 

효과를 배가하는데 주효하다.부여군 사례에서 확인된 바,운동본부의 기 출범 당

시 지역 기 단체들의 반응은 소극 이었지만 정기  모임의 횟수가 늘어나고,지역

의 인구문제가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운동본부를 조직하면서 각 단체별로 추진시책을 가지고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어

요.당시 반응이 ‘우린 뭐 할 것이 없어요’,‘어려워요’‘잘 몰라요’는데,정기총회

와 실무 원회 개최 등 정기 으로 모임이 쌓이면서  심도 보이고 시 지 

효과가 나고 있어요.최근에는 교육청 소속 실무담당자가 알려주셨는데,부여군과 

경계에 있는 서천군 00학교의 입학생 지원책을 말 해주시더라고요.그 학

교가 각종 지원책을 펼쳐 부여군 인구의 주민등록 이 을 종용하고 있다고 그분이 

알려주셔서 희도 그런 내용을 악하게 되었어요(부여군 기획감사실 인구늘리기 

담당 P씨,2014.11.13인터뷰).”

이처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한 수행조직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상황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무엇보다 인구정책이 어느 한 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 한 성격을 가진다는 에서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부서들

이 연계하여 통합 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담 T/F 을 구성하는 추세이다.사실상 

자치단체 내 모든 부서와 부속기 들이 이와 련을 가진다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행정력이 인구늘리기에 집 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조직이 개편되고 변화한다고 해서 반

드시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리는 없기 때문이다.특히,공무원의 입장에서 담당하는 

고유업무 외 추가  업무수행이 반가울 리 없고,그것 자체가 상부의 지침이나 시달 

내용 없이 극 이고 능동 으로 실행해야 하는 지방의 자율  업무라는 은 부담

으로 다가올 수 있다.실제 부분의 인구늘리기 련 시책들이 지역 ․정책  차

별성 없이 추진․시행되고 있다는 에서 조직재편을 통한 실질  성과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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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의 운용

산 운용은 정책실행의 실질 인 측면이다.모든 사업마다 산의 소요가 발생

하고,지방정부는 자치재정의 권한에 따라 목 에 맞게 산을 배분하고 집행한다.

한정된 지방재원의 규모로 인해 산을 나 는 과정은 여러 정책들 간의 우선순 를 

조정하고 요도를 가름하는 과정이다.하지만 지방재정의 열악한 실로 인해 국

가재정에 한 의존도는 상 으로 방 하여 국가의 제도  개입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지방은 국가정책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안 응을 

한 자체  정책수행의 역할을 견지하고 있다.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정책은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뉜다. 자는 앙정부로부터 재원의 

일부 는 부와 시행지침을 받아 앙정부의 사업을 임받는 것이고,후자는 지

방자치단체의 단독 사업으로 앙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자체 산으로만 실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재 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  사업은 자

체 사업의 표  다.한편,공통사업은 앙정부의 사업계획 로만 집행할 수도 

있고,지방정부가 추가 으로 지원 내용을 확 할 수도 있다.가령 공통사업에 해당

하는 유아 방 종 비용지원 사업의 경우,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필수 

종외에 지역 상황에 따라 유아 방 종 비용지원의 종 개수를 추가 으로 늘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인구정책 산자료를 살펴보면,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인구정책의 산 규모는 꾸 히 증가하 다.2009년 약 12조원의 산규모가 

2014년 재 약 30조원까지 늘어났고,재정별 산 규모 한 국비,지방비 모두 증

가하 다.특히,지방의 자체사업에 한 소요 산도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4년 

재 약 4조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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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21,347

(100.0)

138,923

(100.0)

160,082

(100.0)

198,015

(100.0)

266,343

(100.0)

299,965

(100.0)

국비*
71,355

(58.8)

79,041

(56.9)

99,569

(62.2)

121,525

(61.4)

130,727

(49.1)

153,787

(51.3)

지방비
38,135

(31.4)

44,712

(32.2)

43,931

(27.4)

50,053

(25.3)

101,041

(37.9)

104,205

(34.7)

지방자체

사업비

11,857

(9.8)

15,170

(10.9)

16,582

(10.4)

26,437

(13.4)

34,575

(13.0)

41,973

(14.0)

주:*2009년과 2010년은 국비에 기 (국민건강증진기  등)  기타(건강보험재정 등)포함 

자료:각 연도별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표 11>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산(2009-2014)

무엇보다 특기할만한 은 체 사업 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산 

비 이다.지방비와 자체사업비를 포함하는 지방의 인구정책 산 비 은 2009년부

터 2012년까지 평균 40%정도 으나,2013년 체 산의 50%를 넘고,2014년 역시 

이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인다.26)우리나라 인구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산의 비 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최근에는 앙정부와 거의 등한 수 의 정

책 산 제공의 역할을 맡고 있다.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산이 늘어나는 

실은 오늘날 인구정책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요함을 방증한다.

단 :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119

(100.0)

2,143

(100.0)

2,094

(100.0)

2,845

(100.0)

3,717

(100.0)

3,900

(100.0)

공통

사업

1,227

(57.9)

1,217

(56.8)

1,095

(52.3)

937

(32.9)

1,051

(28.3)

980

(25.1)

자체

사업

892

(42.1)

926

(43.2)

999

(47.7)

1,908

(67.1)

2,666

(71.7)

2,920

(74.9)

자료:각 연도별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표 12>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수(2009-2014)

26) 이상림(2014)은 이 시  자치단체의 예산비 이 가한 원인으  편적 육의 확대실

시에 따른 자치단체의 담 상승을 목하였다(이상림, 2014: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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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국가재정의 달,정책 산의 공동부담뿐만 아니라 지역단독사업의 주

체로 기능하며 그 향력을 넓 나가고 있다.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업 

수 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체사업의 비 이 압도 으로 증가하는 추세다.2009년 

자체사업의 비 은 42.1%이었으나 2014년 재 74.9%를 차지한다.인구정책에 한 

지방의 심과 이해가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별 소요 산의 편 이다.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 인구정

책 산 비 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공통사업이다.최근 5년간 

곧 체 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자체사업의 비 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

지만 평균 15%정도에 그친다.공통사업에 비해 자체사업의 비 은 크게 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사업당 평균 산액을 비교해보면 공통사업의 개별사업비 

평균은 약 140억 원인데 반해,자체사업의 개별사업비는 1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의 사업 수는 늘고 있지만 실질

인 사업추진은 상당히 축되어 있는 상태다.

단 :억원,%,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통 자체 공통 자체 공통 자체 공통 자체 공통 자체

산
101,027

(86.9)

15,170

(13.1)

111,641

(87.1)

16,582

(12.9)

150,810

(85.1)

26,437

(14.9)

154,108

(81.7)

34,575

(18.3)

201,703

(82.7)

41,973

(17.3)

사업

수
1,217 926 1,095 999 937 1,908 1,051 2,666 980 2,920

평균

산
83.0 16.4 102.0 16.6 160.9 13.9 146.6 13.0 205.8 14.4

자료:각 연도별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표 13>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유형별 산 황(최근 5년간)

자체사업 내 산 불균형도 심각하다. 행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인구정책 

내 각종 사업들은 성격상 출산,고령화,성장동력 이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출산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제반 사업을 포 하고,고령화는 고령연 을 비롯

한 노인복지차원의 각종 사업을 포함하며,성장동력은 출산․고령사회의 응 차

원에서의 교육,제도개선 등을 망라한다.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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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산 황을 살펴보면 출산 련 사업의 산은 과반을 넘어  비 을 차

지한다.결국,자체사업은 축된 산규모와 출산 주의 제한  정책범 로 한계

를 보이는 실정이다.

     

단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산 8,067(53.2) 10,800(65.1) 18,405(69.6) 24,948(72.2) 32,334(76.9)

고령화 5,188(34.2) 5,182(31.3) 6,704(25.4) 8,033(23.2) 8,238(19.6)

성장동력 1,913(12.6) 602(3.6) 1,327(5.0) 1,594(4.6) 1,401(3.3)

자료:각 연도별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표 14>자체사업 유형별 산 황(최근 5년간)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인구정책 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확 되어 앙정부와 등할 정도의 산을 집행하는 수 에 이르 다.지방 스스로 

정책을 마련하고 독자 인 산을 편성하는 자체사업의 산규모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인구정책에 한 지방차원의 심과 수 은 그만큼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산의 집행  사업의 운 이 결정되는 공통사업

이 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다는 에서 인구정책의 앙집권  성향은 여

히 강하다.사실상 지방 인구정책 산의 실질  운용 자체가 앙정부의 공통사

업에 집 해 있는 가운데,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지난 5년간 체 산의 최  

20%를 넘지 못했고 실상 이마 도 출산장려 ․축하  지  등과 같은 사업 추진에 

규모 산이 편 되었다.거론되는 수많은 자체사업들의 효과에 의구심을 불러일

으키는 목이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함에 있

어 제한된 산을 정책목 에 맞게 효율 으로 조정․배치하며 자체  역량을 발휘

하고 있다.분명 이 에 비해 발 된 모습이 분명하다.그러나 국가주도  정책구조 

하에서 지방정부가 다루는 산규모와 정책범 는 크게 제한받고 있다.지방 인구문

제의 주요 원인이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의 변동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 내 

인구정책이 이를 종합 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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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인구지식체계의 수립

본 에서는 인구와 련한 지방 나름의 공공지식 생산체계를 살펴본다.최근 

등장한 인구센서스 시도항목과 지방의 사회지표,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

의 역할 등이 구체 인 내용이다.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과학 이고 체계 인 인구

지식 생산과 이를 수집․활용하여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연구기 의 요성이 지방

의 입장에서 크게 증 하 다.인구에 한 실증  지식체계와 행정장치가 국가 통

치화 과정의 핵심이었던 것처럼,지방의 통치화 과정 역시 이를 답습하고 있다.

1.인구지식의 지역  특화

1)센서스와 시도항목

근  이 의 인구조사는 사 에 결정된 특정한 용도에 따라 기존의 셀 수 있는 

항목만을 상으로 한데 반하여,근 의 통계는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를 갖가지 방

법으로 셀 수 있도록 만들어 세고 있다(최정운,1992:33).국가 정책 결정의 제조건

으로서 시  상황을 반 하여 변화하는 센서스가 그 표 인 다.

우리나라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일제에 의해 처음 인구총조사가 

시행된 후 5년 단 로 가장 최근인 2010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인구주택총조사를 실

시한 바 있다.그리고 2005년부터 시도항목을 구성하여 지방 나름의 통계치를 쌓아

가고 있다.국가의 통치 목표에 따른 지식생산체제의 수단이라는 념과 달리 센서

스는 분화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시 의 정치․사회․경제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조사방법

이나 내용 등이 변화한다.특히,인구센서스 조사항목의 수 ․구조  변화는 인구를 

읽고자 하는 국가의 통치 욕망이 시행 횟수를 거듭할수록 정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먼 ,수 으로 1925년 5개에 불과하던 조사항목 수가 2010년 재 총 50개에 

달한다.꾸 한 증가세는 아니지만,매회 평균 25개 이상의 조사가 이 졌고,1990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조사항목 평균수는 43.4개로 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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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
국항목 시도

항목수 표본

계 계 인구 가구․주택 계 인구
가구

주택
계

1925 5 5 5 - - - - -

1930 9 9 9 - - - - -

1935 6 6 6 - - - - -

1940 11 11 11 - - - - -

1944 10 10 10 - - - - -

1949 11 11 11 - - - - -

1955 12 12 10 2 - - - -

1960 35 35 17 18 - - - -

1966 14 7 7 - 7 7 - -

1970 31 14 7 7 17 10 7 -

1975 28 11 6 5 17 13 4 -

1980 40 22 7 15 18 18 - -

1985 28 18 16 12 - - - -

1990 45 33 11 22 12 10 2 -

1995 28 17 7 10 11 9 2 -

2000 50 20 8 12 30 21 9 -

2005 44 21 8 13 20 16 4 3

2010 50 19 8 11 28 20 8 3

자료:김민경(2002:36),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http://www.census.go.kr)참조

<표 15>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연도별 조사항목 수 

 

조사 구조상 인구센서스는 크게 3가지의 특징을 보이는데,인구의 기본 인 항

목만을 조사하던 인구센서스가 주택부문을 처음 조사하기 시작하고,총 출생아수와 

경제활동상태를 20% 표본 집계하여 살펴본 1960년이 첫 번째다.27)이 까지 출생 

 성별,군사경험 등을 심으로 조사하던 항목구성에서 출산력과 노동력,그리고 

주택이라는 재생산 양식으로 국가의 심이 확 된 것은 당시 본격 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상의 소요로 보인다.

두 번째는 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표본항목의 구성이다.조사방법과 기술

의 진 으로 표본이론이 도입된 1960년 조사이후 우리나라 센서스는 매회 5-15%

의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는데28)인구센서스 수항목이 국민들의 사회․경제

27) 민경(2008:27)은 1960년이 정한 근대적인 인 센서스를 시작하는 수 이 되었다고 말

하고 있다. 

28) 단, 1985년은 전 항목 전수조사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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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악하기 해 체로 고정 인 항목 구성이라면,표본항목은 수항목에 

비해 보다 세부 이고 시 상황을 히 반 한 항목구성을 보인다.이를테면 1966

년 센서스는 인구의 기본  특성에 한 7개 항목은 수조사하고,출산력과 경제활

동에 한 7개 항목은 체 조사구의 10%에 해 표본조사를 실시하 다(김민경,

2002:37).출산과 경제는 당시 정부가 최우선 으로 다루던 국정 안으로서 이를 통

제․ 리하기 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을 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센서스가 16개 시도를 

상으로 각기 분화된 역을 가지는 2005년 시도항목의 등장이다.기존의 국 항목

이 앙정부가 국가  지역 정책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목 으로 국민을 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이었던데 반해 시도 항목은 해당 역자치단체가 지역정책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목 으로 지역주민을 조사하는 항목이라는 에서 획기 이다.

항목 2005년 2010년

자녀출산시기 ○ ○

노후 비방법 ○ ○

간호․수발자 ○ ○

노인요양시설 입소여부 ○ ○

가구생활비 원천 ○ ○

최  주택마련 시기  방법(출비율) ○ ○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 ○

 시․도 거주사유 ○ ○

다른 시․도 이동사유 ○ ○

자원 사활동 ○ -

식수사용형태 ○ -

컴퓨터 보유 수  인터넷 사용여부 ○ -

여가활용형태 - ○

입이유   거주지 - ○

 거주지 만족도  거주사유 - ○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http://www.census.go.kr)참조

<표 16>인구주택총조사의 시도항목 시기별 조사내용   

2005년,2010년 두 차례 조사된 시도항목은 16개 시도별로 총 12가지 조사항목 

 3개만을 고르는 취사선택형 구조로,2005년 2010년 각 시도항목조사 내용은 시기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2회 연속 공통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생활여건만족

도,  시․도 거주사유,다른 시․도 이동사유,자녀출산시기,노후 비방법 등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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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출산,고령화 등에 한 것이었으며,최근 2010년 조사에서는 입이유  

거주지,  거주지 만족도  거주사유 등 인구이동 련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지역별 조사항목 선택에도 차이가 있었는데,2010년의 경우 서울은 최 주택마

련시기  출비율,여가활용형태, 입이유  거주지를,인천․강원․ 남․경

북은 지역생활여건 만족도,노후 비방법,다른 시도 이동사유를 선택하 다.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지역생활여건 만족도이었으며,다음으로는 노후 비방법,다른 

시도 이동사유 순이었다.

항목
서

울

부

산 구

인

천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북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노후 비방법 ○ ○ ○ ○ ○ ○ ○ ○ ○

간호․수발자 ○ ○ ○

노인요양시설

입소여부
○ ○ ○

가구생활비원천 ○ ○

자녀출산시기 ○

최 주택마련

시기 출비율
○ ○ ○

여가활용형태 ○ ○ ○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 ○ ○ ○ ○ ○ ○ ○ ○ ○

시도거주사유 ○ ○

타시도이동사유 ○ ○ ○ ○ ○ ○ ○

입이유  

거주지
○ ○ ○

거주지만족도 

 거주사유
○ ○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http://www.census.go.kr)참조

<표 17>시도항목 지역별 선택(2010년)

센서스가 지방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분화된 항목구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은 

실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센서스가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서 항구  목 을 가진다

는 에서 고정된 통치 주체를 상하지만, 실은 지방이라는  하나의 통치 주체

의 등장을 보여 다.국가와 상이한 역  이해 계 속에서 인구를 나름의 목 으

로 배치하고 조정해나가는 지방의 통치화 과정이 가시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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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차원의 사회지표

지방은 정책 상이자 목표인 인구에 한 앎의 지식을 추구한다.국가에 상응

하는  하나의 통치주체로서 지방은 인구를 분석․ 리한다.사회지표는 요한 지

식생산 자원(resource)이다.이는 분명 국가의 가독성과 구분되는 인구에 한 지방 

주도의 가독성이다.사회지표의 창시자인 바우어(RaymondBauer)는 사회지표란 ‘우

리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통계계열  다른 형태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다(통계청,2012:409).

이에 사회지표는 사회  상태를 종합 이고 집약 으로 나타냄으로써 존하거나 

생되는 요한 사회  문제를 지 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반 으로 악

할 수 있는 척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350개 지표가 체계화된 후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지표가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국가의 사회지표수는 실시년도 별로 차이를 

보이는데,1979년 최  공표된 128개 지표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4년 501개까

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2년 재 255개 조정되었다.

지방의 사회지표는 국가의 흐름을 따르는 한편,지방만의 구분된 척도를 가지고

자 한 결과다. 부분의 지방의 사회지표는 객  지표와 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29) 자는 주민등록인구,성별 노인인구와 같이 할 행정기 과 각종 통계작성

기 에서 생산한 지표통계를 활용하고,후자는 출산의 이유,다문화가족에 한 견

해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통해 지역  생활 조건 등에 한 할지역주

민의 주  의식  평가를 조사한다.지표체계는 분야별로 인구,소득․소비,고

용․노사,교육,보건,주택,환경․교통,사회,정보통신,문화․여가,안 ,사회참여,

시․군 특성화항목 등으로 구성되며 시  상황이나 지역주민의 심사항에 따라 

채택내용이 달라진다.

29) 단, 인천, 울산, 경 , 전 은 객 적 표와 통합 없이 주 적 표의 사회조사만을 통계결

과  제시하고 있다. 사회조사의 항목 수  대개 50개 내외이다. 조사의 특성상 너무 많은 

문은 조사 자체의 어 움과 함  신 성을 떨어뜨리  때문에 조사항목을 적정 수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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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자체명

최

실시년도
통계명 작성주기

지표․항목 수(개)

최
재

(2012년 기 )

서울 2003 서울서베이 매년 187 217

부산 1996 부산사회조사 매년 232 341

구 2011 구의 사회지표 매년 325 333

인천* 1998 시민생활  의식조사 매년 49 45**

주 1999 주의 사회지표 매년*** 240 186

2011 의 사회지표 매년 203 240

울산* 2005 울산의 사회지표 매년 31 59

경기* 1997 경기사회조사 매년 34 55

강원 2005 강원의 사회지표 매년 54 71

충북 2009 충북의 사회지표 매년 193 203

충남 2012 충남사회지표 매년 - 154

북* 2007 북사회조사 매년 42 40

남 2012 남의 사회지표 매년 - 146

경북 1997 경북의 사회지표 매년 297 173

경남 1992 경남의 사회지표 매년 143 281

제주 2012
제주의 사회조사  

사회지표
매년 - 227

주:*인천,울산,경기, 북은 사회조사 항목수(단,세종시는 2014년 재 사회지표 개발진행 )

**인천은 2012년 자료가 없어 2011년 자료로 체 

*** 주의 경우,1999년-2009년까지는 격년,이후 2010년부터는 매년 조사 실시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통계자료

<표 18> 역지자체별 사회지표 황  

각 지자체별 사회지표 황을 살펴본 결과,2014년 재 지표를 개발진행 인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역자치단체 모두 사회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1992년 경남의 사회지표를 시작으로 1996년 부산,1997년 경기와 경북이 사회지표를 

한 조사를 실시하 다. 구․ (2011년),충남․ 남․제주(2012년)는 상 으

로 최근 사회지표를 조사하기 시작한 곳이다.통계의 작성주기는 매년이나,조사항목

에 시기별 차등을 두어 매년 조사항목과 격년 는 일정 주기별 조사항목으로 구분

된다.그럼에도 2012년 기  사회지표  항목 수는 최  작성시기 비 비교  증

가한 양상을 보인다.복잡다단한 인구의 가독성과 증하는 통계  수요로 인해 사

회지표는 분주히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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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는 비단 역자치단체만의 유물은 아니다.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사회조사  사회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1994년 서

울 송 지역 사회지표를 시작으로 서울 천구,경남 진주시,경기 부천시 등이 있

고,최근 더욱 확 되어 서울 종로구, 랑구,강남구,성북구,도 구,강동구,마포

구와 경기 군포시,오산시,부천시,여주군,양평군,강원 태백시,충북 청주시, 북 

익산시 등에서 사회조사  사회지표를 공표한 바 있다.

지방의 사회지표는 변하는 사회상황과 지역주민의 기 에 지방자치단체가 능

동 으로 처하는 통계  조치로,궁극  목 은 인구에 한 앎의 지식을 바탕으

로 지역의 주요 정책들을 효율 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다.이러한 지방의 사회지

표 등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첫째,지역통계의 발 이다.그간 

지역통계는 국가의 보조통계로서 기능해왔다.국가를 통해 거시  지표의 생성은 가

능하 지만 지방이 보고자 하는 미시  지표 즉,지역주민의 삶과 의식 형태는 알 

수 없었다.국가 차원에서 표 화되지 않는 통계의 생산은 통치 자체의 혼란을 가져

올 뿐이지만 지방차원에서 이는 곧 차별성 있는 통계의 생산이라는 에서 국가와 

지방은 상이한 이해를 가진다.따라서 지방의 사회지표 등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미

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여론을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 함으로써 국가와 상이

한 지방의 이해를 충족하는 한편 통치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둘째,지역통계의 체계  리이다.과거 지역통계는 정부의 임통계 주로 

구성되어 독창 인 자료 작성의 어려움은 물론 체계 인 통계 리가 어려웠다.국

가의 에 따른 통계 수요가 반드시 지방의 실정과 일치할 수 없고,이는 곧 지역

통계의 리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었다.이를 극복하고자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맞춤형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를 체계 으로 리․활용하고자 노력한

다.생산된 지표들  일부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 한 내용을 자체 조정한 후 일

정 주기로 반복 조사함으로써 의식의 흐름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이로써 인

구에 한 지방의 이해는 켜켜이 쌓인다. 한 사회지표의 생산에서부터 리에 이

르는  과정을 지역 내 출연연구기 에 일임하여 이들의 문성을 바탕으로 인구에 

한 지식을 체계 으로 생산하고 리한다.

인구를 읽기 한 지방의 가독성은 양 으로 증가하고 질 으로 향상되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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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지식역량 제고를 한 자체 연구기 의 출 이 있었고,사회지표의 등장을 통

해 지방은 인구를 다시  읽게 되었다.인구를 향한 통치의 주체는 분화하 고,지방

은 외면 은 물론 내면 으로도 통치의 형상을 갖춰나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2.지자체 연구기 의 역할

1)지자체 연구기 의 등장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면 개정으로부터 출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직선을 통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 다.지방의회의 구성을 후하여 각 지방에서 

공통 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이다.자치

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한 략과 계획 등 정책개발을 제로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경험이 거의 없는 지방행정 장에서 정책개발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으로서 연구기 의 필요성이 실하 기 때문이다(염돈민,2007:5-6).

일반 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역자치단체가 자 의 일부 는 부

를 출연하여 설립한 지역발 에 한 정책연구기 이다.이들 연구기 은「지방자치

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운 에 한 법률」(제정 2000.1.12,법률 제 6121호)에 근거

한다.특별시․ 역시․도  특별자치도인 경우,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고, 외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기 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014년 재 국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은 총 17곳이다. 역자치단체 소속 

15곳과 기 자치단체 소속 1곳으로, 구경북연구원은 국 유일 지역통합 정책연구

기 이고,수원시정연구원은 기 자치단체 최  출연연구기 이다.30)설립시기별로는 

30) 2015년 6월 16일 창원시정연 원이 초자치단체 소속 연 원  수원시에 이어 두  

출 하였다. 원은 원장 1명과 파견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고, 조 은 총 3개 

서( 획경영실, 정책연 , 형 전 )이다. “창원시정연 원 출  … 현황과 과제”, 경남

일 , 2015년 6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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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충북경제연구소,1991년 구권경제사회발 연구원이 설립되고,1992년 서울

시정개발연구원과 부산발 연구원의 신 동남개발연구원이 개원하 다.울산,  

등 몇몇 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원 설립 시 이 1990년  반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으로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 심의 행정제도가 정착되는 시  여건을 반

하고 있다.

구분 설립일
인력(명)

명칭변경  특징
2002년* 2014년**

서울연구원 92.09.22 90 26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연구원

부산발 연구원 92.07.18 26 124 동남개발연구원 → 부산발 연구원

구경북연구원 91.06.07 27 137

구권경제사회발 연구원→ 구경북개발연구원

→ 구경북연구원 

자치단체 유일 지역통합 연구기

인천발 연구원 95.08.18 32 89 인천 21세기연구센터 →인천발 연구원

주발 연구원 95.06.20 11.5*** 64 2007년 주 남발 연구원에서 분리․설립

발 연구원 01.03.14 13 43 -

울산발 연구원 00.12.23 20 76 -

경기개발연구원 95.01.20 42 180 -

강원발 연구원 94.06.09 26 63 강원개발연구원 → 강원발 연구원

충북발 연구원 90.04.23 17 62
충북경제연구소→충북개발연구원→충북발

연구원

충남발 연구원 95.04.14 38 112 -

북발 연구원 92.02.10 9 65 -

남발 연구원 91.07.25 11.5*** 48
남발 연구원→ 주 남발 연구원→ 남

발 연구원

경남발 연구원 92.07.18 25 111 경남개발연구원 → 경남발 연구원

제주발 연구원 97.07.06 11 51 -

수원시정연구원 13.03.28 - 55 기 자치단체  최  설립

계 - 399 1,540 -

*2002년 원내 연구직(석․박사)과 일반직을 포함한 수치임 

**2014년 10월말 재 각 연구원내 조직도를 통해 확인된 연구직과 일반직,비정규직 모두 포함

***2002년 당시 주 남발 연구원 인력 23명을 반씩 나 어 입력

자료:최상철, 주 남발 연구원 세미나,2003.9를 인용한 임동근(2012:122)을 재인용 

각 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표 19>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운 황 

지역 안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의 발 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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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 들은 2002년 비 큰 성장세를 보인다.당시 

약 400명 정도로 악되는 인력 황이 2014년 재 1,550명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

하 다.연구 인력의 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야 하는 정책의 범 와 내용

의 외연  확 를 반증한다.특히,지역을 둘러싼 내외  환경변화와 지역주도  

이해가 반 된 정책생산의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정책연구기 은 행정단 로 분화

되기 시작한다.1991년 최 설립된 남발 연구원은 1995년 주와 남 지역의 연

구기능 일원화를 이유로 주 남발 연구원으로 출범하 다가,2007년 독자  연구

의 필요성을 이유로 분리․설립되었다.지역연구기 으로서 지역의 범주가 행정단

를 기 으로 구분되는 양상이다.31)

지방자치단체 연구기 들이 지방자치 정착  지역발 에 기여한 바는 크다.지

방자치가 면화된 이후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지역 연구기 의 역할과 기능은 시간

이 지날수록 증 하여왔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지식국가는 사회 실이 특정한 형태

의 지식에 의하여 가장 잘 표 되고 통제된다는 사회사상과 신념에 기 한다(최정운,

1992:89).지식국가체제로써 지방의 재편은 결국 객 이고 합리 인 지식의 구도와 

생산 그 자체를 요하게 여기게 되는데,그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 이 

맡은 바 역할이 컸다.합리 이고 과학 인 문 료들의 등장을 통해 정책역량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정책생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  혼란을 흡수함으로

써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생산의 과정은 통치주체의 형성과정이라 달리 말할 수 있

다.국가 형성을 일회  사건이 아닌 구조  변동의 지속  과정으로 악한 스타인

메츠(Steinmetz1999:9)는 국가의 구조  특성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과 연

되는 일련의 제도와 규칙 체와 련되며,이 때 국가의 바로 그 구조에 향을 

미치는 정책이란 국가형성의 지속  과정의 일부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결국,지방차원에서 등장한 정책생산의 체계들은 지방이 형성되는 지속 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겠다.

31) 전 적으  시․도가 통합운영되는 연 원은 대 경 연 원이 유일한데, 경 도청 이전이 가

시화단계에 달함에 따라 대 에 소재한 연 원과의 정책공조가 상대적으  약화될 것을 우

한 경 도의원들의 연 원 리 요 가 일고 있다. 매일신문, 2013.12.19일자 “경 도 또 대

경연 리 요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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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자체 연구기 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은 지역사회 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의제를 다루며 

기존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문 인 역할을 수행한다.사실상 

지역발 을 선도하는 문가 집단으로서 지방의 연구원들은 각종 인구 련 조사에

서부터 자료의 리,정보 확산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먼 ,정책연구차원에서 지방은 출산,인구과소화,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역 

안에 능동 으로 응한다.‘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비한 충북차원의 응방안

(2011)’,‘강원도 인구 늘리기 시책 발 방안 연구(2012)’,‘호남권 인구 변화 요인 분

석  유인 책(2014)’등과 같이 당면한 문제 응에서부터 한계마을,축소도시 등

과 같이 미래 지역사회 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연구자명 연구제목 발간처 유형

마상열(2007) 일본의 인구감소시 에 응한 도시정책 변화 고찰
경남발

연구원

정책자료

(정보지)

마상열 외(2009) 경남 인구감소 도시의 리 방안 연구
경남발

연구원
기본연구

오니시 다카시

(2009)
인구감소 시 의 도시계획

충남발

연구원

정책자료

(번역서)

일본종합연구개발

기구 NIRA(2010)

지역재생을 한 시나리오 

:인구감소에 한 정책 응

충남발

연구원

정책자료

(번역서)

원 희 외(2010)
인구감소시  축소도시 활성화 략

:한국의 소도시를 상으로 

충북발

연구원
기본연구

이상  외(2011)
출산․고령사회 진입에 응한 도시정책 환방향 

연구

경기개발

연구원
기본연구

조 재 외(2013)
과소화․고령화에 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한 

기 연구

충남발

연구원
기본연구

조 재 외(2014)
농 지역의 과소화고령화에 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충남발

연구원
기본연구

<표 20>지자체 출연연구기 의 축소도시 연구동향 

특히,인구감소시 에 당면한 지역 소재 출연 연구기 들은 축소도시 논의를 이

끌어나감에 있어 극 인 편에 속한다.축소도시 정책연구를 도입한 충북발 연구

원의 원 희 외(2010)를 비롯해 경남발 연구원,충남발 연구원 등에서 련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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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았다.그  마상열 외(2009)는 경남 인구감소 도시의 리방안 연구를 통해 지

역 단  정책연구  처음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응을 논하며,인구변화를 

정 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책을 검토하기 한 당시로선 용어로 정립되지 않은 

스마트 쇠퇴(smartdecline)에 한 개념 정립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32)

통계생산과 련하여 지방 소재 연구원은 조사 설계에서부터 결과 도출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통계조직과 긴 하게 업하고 있다.특히,지자체 연구원

은 지역 내 각종 조사  분석,자료의 정보화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의 통계 수

요에 효율 으로 처해나간다.서울연구원은 사회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  과정에 핵

심 연구역량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서울시와 

련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정보화하여 제공하고 있다.이밖에 발 연구원은 경제사

회지표조사와 사회 자본연구센터라는 별도의 조직운 을 통해 지역의 경제동향 악

은 물론 주요 시책에 한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실 가능성을 강화하

고 있고,지역의 각종 선호도  성과조사,의견조사 등을 담당하는 제주발 연구원의 

사회조사센터는 2002년 개설되어 재에까지 이른다.

외 으로 지역 단  연구원은 지역통계발 에 있어 지역의 입장을 표하는 

문가 집단이기도 하다.통계청은 지역통계의 요성에 한 공감  형성과 지역통

계 수요 창출 등을 논의하기 해 지역통계발 의회를 마련한 바 있다.본 의회

는 각 지역의 통계 담 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문가 집단을 하고 있다.이 때 

시도단  연구원은 지역을 표하는 문가 집단으로 의회 원 자격을 가지며,

의회 내에서 지역의 이해와 심을 표출하는 창구로 기능한다.

지방자치가 시작됨과 동시에 출 한 지자체 출연 연구기 은 지역 정책 형성의 

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합리 인 정책생산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

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로 지역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이들 연구원은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요한 역할을 담당하며,지방의 인구지식체계를 구성한다.

32) 체적으  마상열 외(2009)는 경남 역의 인 감소와 조 화 실태를 살피고, 인 가 감소

하는 역을 대상으  주택, 경제활동, 의 , 육, 노인 시설 등 세 표  심으  

화양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 유출을 막는 자족적인 도시생활  형성과 노인 일자리 

양성  강화, 적인 육․의 ․ 시설 확충, 민 합동의 재생사업 추  등을 제안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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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소결

오늘날 지방은 국가로부터 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지역의 우월한 경

제․사회  조건을 갖추기 해 경쟁 이다.그 과정에서 지방은 지역 고유의 지식

생산을 강조한다.국가의 통치화 과정이 지식과 정보의 지배를 통해 나름의 자율성

을 확보하고 공공정책의 합리성을 내세워 사회 갈등을 피해왔던 것처럼 목하 지방은 

지역차원의 지식국가 변환에 착수한 상태다.지역의 독자  싱크탱크로서 자체 연구

기 의 출 과 지방 단 로 분화된 인구지식의 생산이 그 증거다.인구와 련한 공

공지식의 생산체계 확립은 할지역 내 인구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정책수립  집

행을 한 공공계획의 합리  개입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지방의 역량이다.

보다 실질 인 측면에서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 수행을 한 법  기

반 강화와 련 조직  산 편성을 통해 정책 내부 깊숙이 여하고 있다.지방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주체로서 국가와 동반자  계를 유지하고 있으

며,지역의 제한된 자원과 재원을 활용하여 나름의 방식과 범  안에서 인구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이 입증된다.이처럼 정책 집행의 일선에서 지역 주도  이해를 반

한 인구정책 수행은  지방자치단체 역량 함양의 결과다.그러나 한계 역시 분명했

다.인구정책 반에 걸쳐 앙집권  성향은 여 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으로 집행하는 인구정책 산의 

80%이상이 국가의 지시하달에 따른 공통사업에 해당했다.국가 정책의 보조  역할 

수행에 집 하게 되면서 지역의 자체  업무 수행은 제한 이고 부수 인 일로 취

되고,지역의 인구를 늘리고자 야심차게 조직된 담 T/F 조차 형식  운 에 처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 인구정책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지역만의 자

체  연구기 을 마련하고 련 통계지식을 확보하는 가운데,당장의 시 한 인구문

제 해결을 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 에는 볼 

수 없었고,미처 허용하지 않던 상이다.인구문제에 해 국가 이외 다른 주체의 

개입을 상상할 수 없던 시기가 있었고,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정치 ․제도  여

건 향상에도 불구하고 인구문제를 스스로 다루려 하는 지방의 심과 의지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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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있었다.따라서 오늘날 지방의 인구정책에 한 자체  역량 구축은 지방자치

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 권한 증 와 공간 으로 차등하게 나타나는 인구문제에 한 

지방의 자발  해결의지라 할 수 있다.여러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국가

와 차별화된 정책을 구 하며,인구정책은 내 으로 변화하 다.지방의 개입으로 인

해 달라진 인구정책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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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지방 인구증가정책의 특성  유형화

제 1  인구증가정책과 조례분석

오늘날 지방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이다.국가와 상이한 

인구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 통치 양상은 기존과 구별되는 정책의 지 들로 표출된

다.이는 곧 인구의 자연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사회  증가를 유도하며 인구증가

와 련한 제반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간 인 응정책이다.구체 인 황 

악을 해 본 연구는 조례 분석을 통해 지방의 인구증가정책을 살펴본다.그리고 

련 자료의 보완을 통해 지방 인구정책의 주요 특성  한계를 이해한다.

1.조례분석의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소  사무에 해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고,조례는 규칙과 함께 자치권의 일환이다.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

방의회는 주민들의 권익과 지역발 을 하여 조례를 제정할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

고,조례 제정 황은 지역 민주주의 발 을 반 하는 결실이자 지표라 할 수 있다

(김 섭,2011:120).이처럼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인 만큼 지역

민의 이해를 악하고 반 하는데 효과 이다.

본 연구는 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조례제정 여부  유형,내용 

등을 분석하기 해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안 행정부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그리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사이트를 이용하 다.자료구축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차 자료를 구축하고,이후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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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해당 조례의 시책 련 여부 등을 달받아 지속 으로 분석내용을 추가 

 보완하 다.최종 조사일은 2014년 10월말까지 다.

조례분석은 앞서 살펴본 지방의 다양한 인구증가방식에 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먼  조례 목 상 ‘출산 시 의 사회  문제 해소’,‘인구 증

’,‘정주의욕 고취’,‘안정  가족생활 ’등과 같이 인구와 직 인 연 을 가

지는 조례를 1차 분류하 다.이를 다시 유형별로 구분하면 낳기는 출산,육아,결혼 

등이 해당되며,빼앗기와 련하여서는 입,주소,귀농,은퇴 등이 포함된다.찾기

는 포섭의 상이 되는 학생,군인 등이 검색어에 해당한다.

한편,인구증가에 한 언 을 포함하거나 조례 시행을 통해 간 으로 인구 

늘리기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조례 모두 지키기에 해당한다.인구증가방식으로서 

지키기는 인구를 늘리는 직 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인구를 리하고 유지하는 데 

을 둔 과정으로 그 자체가 포 이고 복합 인 인구통치의 양상이다.따라서 

핵심어이자 직 인 목 에 해당하는 인구,증가,증 를 비롯하여 인재,일자리,장

수,기업 등이 포함된다.

세부 으로 ‘인재(장학,학자 )’는 향토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인구 늘리기와의 간 인 연 성을 확인할 수 있고,‘일자리’(아르바이트,부업)는 

지역 내 고용증진을 통해 주민의 고용안정과 인구증  효과를,‘장수’는 장수수당,장

수축하  등의 형태로 지역 어르신들의 주민등록이 을 막고,정주의욕을 고취시킨

다는 측면에서 선택가능하다.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이라는 지방의 입장에

서 가장 희망하는 인구늘리기 방식이라는 에서 분석 내용에 포함하 다.

유형 련 검색어

인구

증가

방식

낳기 출산,출생,양육,육아,신생아,아이,산모,결혼,혼인,미혼,가족

빼앗기 입,주소,주민등록,귀농,귀 ,귀어,은퇴,시니어,출향민

찾기 학생,군인,장병,군부

지키기
인구,주민,증가,증 ,유입,인재(장학,학자 ),일자리(아르바이트,부업),

장수(노인복지),기업유치(기업인)

<표 21>인구증가방식 유형화에 따른 조례의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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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례의 공통  특징은 조례의 수혜조건이 해당 할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상으로 한다는 에 있다.수혜 상이던 주민이 타 시군구로 

출시,조례가 규정하는 각종 수당  혜택의 지 은 단되고,경우에 따라 반환이 

요청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구체 인 분석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었다.먼 ,조례분석

내용은 자치조례를 심으로 한다.조례는 법령의 임여부에 따라 임조례와 자치

조례로 구분된다. 자가 개별법령의 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라 한다면 후자

인 자치조례는 개별법령의 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사무에 해 직권으로 

정하는 조례를 일컫는다.지방의 인구정책의 직 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자치조례를 심으로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조례의 수혜 상이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이장  통장 자녀 등과 같

이 특정 조건에 한정되는 조례들은 조사에서 제외하 다.33)수혜 상자체가 보편성

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근로자 자녀 장학  지원조례>처럼 근로자의 생

활안정 도모를 목 으로 조례수혜 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와 <환경기 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  조성  운용에 한 조례>처럼 특정 지역의 불리한 정

주여건에 따른 주민보상차원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방지를 기 할 수 있는 

조례의 경우는 분석에 포함하 다.

끝으로 본 조례분석은 2014년 10월말 재 시행 인 조례만을 상으로 한다.

조례 제정이후 불가피하게 폐지된 경우나 조사시 을 넘어 조례가 제정된 경우 해당 

조례는 분석 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목 에 따라 조사된 조례의 총 수는 881개이다.부산 연제구,인

천 남구,  구, 덕구와 유성구 이상 5개 지역은 검색기간 내 련 조례의 미

제정 는 폐지,연구의 분석취지와 조례목  간의 불합치 등의 이유로 인구 련 

조례가 조사되지 못했다.

33) 러나 자치단체에 따라 이장  통장 자녀의 장학   사업을 저출산고 사회 계

획 시행계획 내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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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증가정책 련 조례 황

2014년 10월말 재 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조사한 인구 련 조례

는 총 881개이다.자치단체 한 곳 당 평균 3.6개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고,행정구역 

수에 따라 조례 수 역시 차등 으로 나타난다. 역자치단체 에서는 도지역이 시

지역보다 상 으로 높은 비 을 보 다.경기도를 비롯한 9개 지역의 도청에서 총 

59개의 직․간  인구 조례를 시행 이고,도청 한 곳당 조례건수가 6.6개에 달했

다.시군구 소속의 기 자치단체는 체 조례의 89.3%를 차지한다.시군구의 조례 건

수는 평균 3.5개로 체평균을 하회하나,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의 직․간  조례 

건수는 657개,비 은 74.5%를 차지하여 기 자치단체 내 지역  편향을 보 다.특

히, 국 83개 군에 총 374개의 인구 련 조례가 있고, 체의 42.4%를 차지한다.

행정구역별 조례 수(개) 평균(개) 체 비 (%)

역

시청 35 4.4 4.0

도청 59 6.6 6.7

소계 94 5.5 10.7

기

시 283 3.8 32.1

군 374 4.5 42.4

구 130 1.9 14.7

소계 787 3.5 89.3

총계 881 3.6 100.0

주:조례가 조사되지 못한 5개 구 단  지역 포함

<표 22>인구증가정책 련 조례 황(체)

 

총 881개의 조례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유형상 지키기에 해당하는 조례가 

474개로 가장 많았고,낳기에 해당하는 조례는 289개이었다,다음으로는 빼앗기에 해

당하는 귀농귀  조례는 105개이고,찾기 조례는 13개이었다.인구증가방식으로서 지

키기가 인구정책의 간  응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직 인 응으

로써 오늘날 지방 인구정책의 주류는 인구의 자연  증가를 도모하는 출산․양육 

련 조례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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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포함내용 조례 수

낳기 출산․양육,국제결혼지원 289

빼앗기 귀농귀 105

찾기 주민등록 입지원 13

지키기

직 목 인구증 ․인구늘리기 55

간 련

기업유치 54

일자리 39

장수 77

장학  인재육성 249

총계 881

<표 23>인구증가 유형별 조례 비교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해 총 881개의 인구증가정책 련 조례에 한 연도별 

분포 황을 살펴보았다.34)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련 조례제정의 본격  움직임은 2000

년 부터다.1990년  후반 한 해 최  10개를 넘지 않던 조례제정건수가 2000년  

반 들어 증하기 시작한다.이러한 조례제정의 증세는 2000년  후반까지 지

속되어 2008년 121건으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반 인 감소세로 돌아선다.특히,본 

조례분석상 출산장려조례가 최  등장한 시 은 2002년으로 시기 으로는 국가 차원

에서 출산․고령화에 한 책이 마련되기 이 이다.35)

<그림 8>연도별 조례분포 황 

34) 총 881건의 조   2000년 이전 조 제정은 총 19건으  91년 1건, 94년 2건, 96년 1건, 

97년 2건, 98년 8건, 99년 5건이다.

35) 2002년 제정된 충남 논산시 인 가를 위한 출산 원  원조 와 전남 함평  신생아 양

육비 등 원에 한 조  이상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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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인구정책은 특정 시기에 편 되어 나타난다.2005년부터 2014년 10월 

재까지 최근 10년간 제정된 조례 건수는 총 823건으로 체의 93.4%를 차지한다.이

것은 출산 등의 각종 인구문제가 면화되는 상과 함께 출산․고령사회 기본

법(2005년),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2004년 

제정,2010년 문개정)등 인구증가에 향을 미치는 국가차원의 상 법령들이 2000

년  후반 이후 제․개정되는 일련의 과정과 연 한다.특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상  단체의 제정여부에 큰 향을 받고, 염성이 강해 인근 는 경쟁 지

자체 간 유사한 패턴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이승종,2004).실제 연도

별 조례의 제정 분포 황을 세부 으로 살펴본 결과,2005년을 후하여 출산장려 

련 조례가,2007년이라는 특정 시 부터는 귀농귀  련 조례가 등장하여 이후 

조례 제정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림 9>연도별 조례 유형 비교

연도별 조례제정 분포 황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기 상승 추세를 이끈 곳은 

시․군 소속 기 자치단체로 시는 2006년,군은 2007년에 각각 최고 에 달하 다가 

이후 등락을 반복한다.반면,자치구는 조례제정이 상 으로 뒤처지는 경향을 보이

는데, 략 2007년 후하여 인구 련 조례 제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2000년 

반 들어와 진 되기 시작한 인구문제에 한 처과정이 상 으로 시와 군 지역

을 심으로 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그만큼 인구감소에 따른 기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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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서 첨 화하게 드러났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 10>행정구역별 연도별 조례 유형 비교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가장 많고, 라남도,경상북도 순으로 나타났

다.시와 군이 상 으로 많이 포함된 지역들이 상 으로 조례 제정 건수도 많았

다. 역  기 자치단체별 보유 황을 살펴보면 역지자체  라북도청이 10건

으로 가장 많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 단 에서 충남 보령시 8건,

군 단 에서는 강원 양구군 11건,구 단 에서는 서울 구가 5건으로 가장 많은 조

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11>지역별 조례제정 비교 

총 881건의 인구 련 조례에 한 황 분석 결과,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응은 분명 국  상이지만,연도별․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국가보다 앞선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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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응이 지방 단 에서 포착되는 가운데,2000년  후반은 인구 기에 응하

고자 하는 지방의 움직임이 최고조되는 시기다.지역 으로는 역보다는 기 자치

단체를 심으로,농산어  지역에 주로 해당하는 시․군 지역의 인구 련 움직임이 

도시지역에 속하는 자치구보다 상 으로 많았다.특히,2000년  반 들어 인구정

책이 진 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 지역들은 다양한 근을 통해 인구 기상황에 

극 응하고 있다.

제 2  인구증가정책의 유형별 특징

1.낳기

낳기 심의 인구의 자연  증가는 지방의 인구정책 유형  련 조례 수가 

가장 많다. 체 881건  289건으로 32.8%를 차지하고,243개 지방자치단체 한 곳당 

평균 1개 이상의 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을 숫자인 만큼 일반 이다.주요 지원방

식은 출산장려  내지 출산육아지원 을 지 하는 경우가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

에 따라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산모도우미 제공 등을 추가지원하기도 한다.가

령 애 에 출산지원 만 지 하던 조례구성에서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산모도우미 

지원 등과 같이 상 으로 지원혜택이 장기간에 걸쳐 집행되는 조례가 추가 제정되

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실제 출산장려 을 타내려 농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하거나,

지원 만 받고 타 지역으로 출하는 사례와 같이 일시  보상효과가 지속 인 인구

확보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정책의 실효성  지방재정의 형편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경제  유인책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도 커서 2013년 재 자녀 순서에 상

없이 아  출산장려 을 지 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부터 최  1920만원(경북 울진

군)에 이를 정도로  지방의 인구정책은 지원 내용이 아닌 지원 액의 차이로 쟁

화 되는 실정이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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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산장려 의 지 은 목돈의 장려 을 일시에 지 하지 않고 분할 지 하

는 것이 추세인데 지  기한은 략 3-5년 정도에 달한다.장려  신청 자격을 엄격

히 하여 보통 신생아 출생일을 기 으로 사 에 부부가 일정 기간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장려  지  기간 내 내 주민등록은 필수 사

항으로 타지역 출시 장려  지 은 단되고 경우에 따라 지 받은 장려 을 상환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지원  지  조건도 지방마다 차등하다.2013년 합계출

산율 2.349명의 국 1  남 해남군은 거주기간에 상 없이 출산일을 기 으로 장

려 을 지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지원  지  시한도 2년으로 짧아 인구유입효과

가 컸다.37)

구분 지원내용 지원 상

출산

장려

첫째아 300만원(일시  30만원,매월 15만원씩 18회지 )

둘째아 350만원(일시  80만원,매월 15만원씩 18회지 )

셋째아 600만원(일시  120만원,매월 20만원씩 24회지 )

넷째아 이상 720만원(일시  120만원,매월 25만원씩 24회지 )

양육비의 지원범 는 

출산일을 기 으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실제 거주하고 있

는 출산가정이나 12개

월 미만의 아를 입

양한 가정

건강

보험
1명당 월 3만원 이하,5년간 산 범  내 지원가능,10년간보장 

건강보험 지원범 는 

양육비 지원 상  

세번째 자녀부터 해당

주:강조는 인용자

자료:해남군 신생아양육비등 모자보건지원에 한 조례 내용  발췌

<표 24> 남 해남군의 주요 출산장려정책

원천 으로 인구의 이동은 막을 수 없고,  인구감소로 인구증가가 시 한 

지방자치단체들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의 출산장려정책들이 한결같이 경

제  측면을 부각하는 이유는 인구를 움직이는 단기 이고 직 인 요인이 무엇보

다  지원이고,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구가 내포한 경제  향력에 다분히 의

36) 서울신문, “셋  낳으면 1000만원vs0원… 내 원정출산 ”, 2010.1.7 사, 매경이코노미, 

“편  판치는 원  빼먹 …어린이 터 대학  너도나도 침”, 제1651호, 2012.4.9 

사, 서울신문, “출산장  팍팍 도…”, 2013.2.5 사 참조

37) 동아일 , ‘땅끝’ 해남, 아  울음은 ‘하늘끝’,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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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이기 때문이다.경제  유인책의 혜택이 비단 수혜자 개개인만의 이익만은 아닌 

셈이다.

“교부세가 인구 1인당 연 50만 원 되니까 출산하기 부터 출산 이후까지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없다(해남군수 

인터뷰,TV조선,2014.10.12)”38)

그러나 출산장려정책의 정책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국 243개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구역별 인구과소지역 상  10%에 해당하는 시와 군 단  지역들  출산

장려시책 지원 조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살펴

본 결과,출산장려정책 도입 시 을 기 으로 출생자 수 변화에는 뚜렷한 정책  효

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조례제정 당시 일시 으로 출생자수가 증가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 정책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 고,실질 으로 정책시행여부에 크게 상

없이 출생자수는 증감하는 양상을 보 다(표 26참조).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은 다양하다. 출산 교육  홍보에서부터 

미혼 남성과 여성의 결혼 매(부여군․청양군),지역신문 내 아기탄생기념기사 게재

(해남군)등 재 지방은 차별화된 정책 개발에 고심 이다.실제 이러한 노력은 매

년 열리는 국가차원의 경진 회를 통한 포상의 상이 된다.국가는 2007년부터 시

행된 두 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경진 회와 이후 2010년과 2011년 아이

낳기 좋은세상운동 경진 회,2012년부터는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 일․가정 균형 

국민추천 경진 회를 통해 출산장려를 향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경쟁을 면화하

고 있다.

그러나 원론 으로 지방의 출산 문제는 출산증가에 이바지할 출산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에 있다. 은 연령층의 타지 출,성비의 불균형,고령화 등 지역의 

출산력은 상 으로 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지방정부는 내 거주하는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경제 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지역주민의 국제결혼은 한국

인과의 혼인을 통해 합법 으로 국 을 얻는 해외이주민의 정착뿐만 아니라 성혼 이

38) 전남 해남  전 1위 비결은? 해남 수,TV조선 인터 ,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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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녀 출산  양육과정이 할지역 내 인구를 늘리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39)

재 국 46곳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지역 내 미혼자의 국제결혼비용

을 일부 지원하거나 성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다문화가정에게 정착축하  등을 지

하고 있다.2007년 당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2006년 한해 국 246개 기  지

자체  60개(24.4%)시군에서 추진되었고,당해 연도 산만 국 으로 28억 4.850

만원,수혜 상은 574명에 이른다.40)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체

국제결혼

지원

내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기간 거주한 미혼남성

국제결혼비용의 지원

강화군,옹진군,가평군,양평군,삼척시,고성군,양구군,

양양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홍천군,화천군,괴산군,

단양군,보은군,음성군,증평군,보령시,서산시, 산군,

부여군,서천군,청양군,부안군,순창군,완주군,장수군,

여수시,구례군,신안군,화순군,울진군,경상남도청,거

제시,사천시,진주시,창원시,통 시,거창군,의령군,

함안군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성혼 후 정착 지원  지

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 
부여군, 산군,김제시,임실군

주:고성군은 강원도 소재

<표 25>다문화 조례 제정 황(2014년 10월 재)

소  농 총각장가보내기 사업으로 명명된 이들 조례의 목 은 개 농어민 후

계자의 가족형성을 통한 생활안정,인구유입 도모, 농의식 고취,지역활성화 등이

다.41)법 으로 정상 인 출산과 양육의 제가 되는 혼인 계의 성립을 돕거나 성

혼 이후 가정의 안정  정착을 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

상 포함하고 있다.농어  지역을 심으로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상이 증가한 

39) 실제 역의 결혼이주 여성의 비율은 출산율 격차에 원인으  손꼽힌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모성건강 실 등 친정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해남

수)” 동아일 , ‘땅끝’ 해남, 아  울음은 ‘하늘끝’, 2014.10.07  

40) 한 일 , “농어촌총각장가 내  사업, ‘결혼 장사’ 돈냄새 풀풀”, 2007.6.8일자

41) 가  최근 제정된 서천  미혼자 제결혼 원에 한 조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조 는

「저출산·고 사회 」에 따라 서천 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의 제결혼을 원하여 결혼

적  이후 남녀 성비 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 게 함으 써 저출산․고 사회에 

능동적으  대응함을 목적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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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상 으로 낙후된 농 지역으로

의 결혼기피 상 등의 향이 크다.시기 으로는 1980년  말 일부 시민단체 주선 

하에 시작된 농  총각들의 국제결혼은 과거 국 교포 여성들에서 재 동남아시아 

개발 국가의 여성들로 상 범 가 확 되었는데(임석회,2011:120),그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직  나서 농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장려했다.지역 내 

으로 부족한 가임여성을 국외로부터 보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낳기를 심으로 한 지방의 인구정책은 국가의 정책  심과 지원 하에 지방 

내에서도 인구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그러나  지방의 출산장려정책은 경제  

유인책에 따른 단편 인 정책  근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그 효과는 사실상 

명확하지 않았다.특히,출산력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개입은 지역사회

의 다문화사회로의 환을 진하 다.인구 기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가 심화되

면서 출산을 장려 받는 상은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라 불리는 다문

화 가정 내 여성들로까지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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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강

원

태백시 447 422 446 496 474 452 475 402 419 338
속 시 780 676 633 700 621 611 700 667 645 596
동해시 989 871 868 888 789 824 767 792 769 727
삼척시 553 491 502 519 467 465 478 473 522 436
양구군 260 217 216 218 197 184 205 224 227 194
화천군 286 273 262 293 259 250 243 256 277 238
양양군 230 203 176 209 168 179 182 186 172 146
고성군 255 242 243 211 198 188 170 213 190 162
인제군 366 355 382 435 372 357 386 335 374 338

충

북

제천시 1,103 1,008 989 1,050 1,028 935 1,061 1,065 1,071 971
단양군 226 230 224 208 203 181 175 163 163 131
보은군 225 242 210 202 209 205 182 188 186 148

충

남

보령시 902 775 858 834 848 782 811 820 743 641
논산시 1,048 966 989 1072 959 928 930 960 929 805
공주시 951 848 955 946 888 860 879 860 842 714
청양군 248 214 215 222 219 188 201 195 197 203
남원시 840 737 708 745 706 609 681 671 629 616
김제시 781 682 730 763 679 710 681 698 661 559
정읍시 1,090 954 880 1,005 851 811 912 886 845 735

북

순창군 183 211 201 278 223 226 223 216 199 161
장수군 176 180 156 198 207 158 186 188 162 162
진안군 174 163 176 269 283 278 325 278 272 221
무주군 180 179 192 226 206 204 181 198 178 151
임실군 191 173 179 239 266 257 246 230 239 211

남

나주시 791 692 717 774 675 629 572 565 682 671
양시 1,444 1,471 1,501 1,669 1,594 1,601 1,793 1,783 1,934 1,761

구례군 202 207 198 238 196 199 179 198 168 175
곡성군 239 245 258 235 232 215 197 216 176 181
진도군 224 204 236 280 219 227 241 249 249 210
함평군 267 259 254 272 243 262 242 266 279 237

경

북

문경시 455 448 388 486 464 503 544 613 604 547
천시 794 707 724 770 784 735 827 802 802 711

상주시 689 686 625 696 689 703 692 638 657 577
주시 852 811 836 828 798 762 791 799 850 703

김천시 1,117 1,023 1,036 1,301 1,290 1,152 1,119 1,076 1,154 998
고령군 252 219 247 260 257 229 239 237 282 248
양군 96 122 104 118 110 83 84 81 96 109

군 군 149 187 161 174 168 129 110 135 138 99
청송군 186 174 153 199 172 139 121 148 159 137
화군 222 203 206 235 235 221 270 230 243 202

경

남

양시 747 737 690 820 715 659 686 628 666 561
사천시 1,066 951 1,017 1,169 1,139 1,102 1,134 1,098 1,161 1,031
통 시 1,115 1,078 1,149 1,356 1,449 1,433 1,583 1,584 1,551 1,193
의령군 195 161 155 200 219 231 224 203 217 157

주:인구센서스2010기  행정구역별 인구과소지역 상 10%(수도권 제외)  출산장려정책 보유

회색음 은 출산장려정책을 시작한 시 이며,논산시와 함평군의 시작시 은 2002년임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표 26>출산장려정책의 효과(출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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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빼앗기

타 지역의 인구를 빼앗는 것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인구 증가의 방편이다.인구

를 낳거나 키우는데 소요되는 시간 ․경제  기회비용이 없거나 상 으로 작기 

때문이다.특히,도시에서 농 으로 사는 곳을 옮기는 귀농․귀  련 조례는 국 

10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인 표 인 입지원책에 해당한다.이들 부분의 

조례 목 은 농업의 안정  성장  발 ,농업 인력의 지속 인 양성 등에 있는데,

귀농귀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순환의 효과로서 인구 늘리기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각 받고 있다.귀농귀 의 궁극 인 목표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있기 

때문이다.

국 으로 귀농․귀  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로 2008년까지 2천 가구 이하 

수 의 귀농인구가 2009년 4천 가구이상으로 증가하 고,2010년  들어 빠르게 늘

어나 2014년에는 44,586가구,세 원 80,855명으로 확 되었다(배민식,2015).이는 귀

농․귀 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심과 이에 상응하는 실질  지원이 비례

한 결과로,정착지원 을 비롯하여 농교육,자녀학자 ,의료비,주택수리비 등 다

방면에 걸쳐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지원사항 세부내용

인구증가 시책 지원  20만원(배우자 포함시 40만원)

정착지원 가구당 500만원 한도 

귀농귀 인 수리비 지원 가구당 500만원 한도

귀농귀 인 주민 청행사 가구당 정액 40만원

소규모 원마을 입주민 청행사 100만원 지원

농기계 여료 50%감면 -

귀농귀 인 설계비 50%감면 -

자료:상주시 귀농귀 인육성  지원조례 내용  발췌

<표 27>상주시 귀농귀 정책 지원내역(시)

귀농귀  정책 추진 기,지자체는 귀농귀 인의 지역정착에만 심을 두고 유

치정책을 펼쳤다.하지만 타지에서 온 입인구와 기존 주민 간 갈등이 새로운 지역

문제로 두됨에 따라 집들이와 같은 주민 청행사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여 주민화

합에 나서거나 아  귀농귀 인으로만 구성된 원마을 조성을 환 하기도 한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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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동호인 마을로도 불리는 입주자 주도형 원마을은 일정 수의 사람들이 모여 귀

농 상 토지를 공동매입하고 집을 지으면,해당 지자체가 진입로와 상하수도, 기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따른 귀농귀  생활의 어려

움을 덜고,타지라는 낯선 생활환경에 연착륙하기 한 공간  조치로 최근 확산되

는 추세다.

특히,귀농귀 을 희망하는 주된 정책 상인 베이비부머 세 의 본격 인 은퇴

가 시작되면서 귀농귀 조례 역시 이를 능동 으로 반 하고 있다. 북 무주군과 

남 보성군이 그 표 인 다.도시은퇴자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를 통해 도

시에서 퇴직 연 을 받고 있거나 직업 활동을 그만 두고 지난 1년간 임으로 고용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도시은퇴자로 정

의하고,이들을 지원하기 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귀농귀 인의 인구이동 특성은 도시화율이 빠르게 진행된 수도권을 심으로 

농 정주의 수요가 상 으로 많고,지역  성향이 유사한 인  시도 간 인구빼앗

기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입증하는 농림축산식품부(2013)자료에 따르면 증

가하는 귀농인구는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출신이 체의 42.4%로 가장 많았

고,이동유형은 시도 간 이동이 체의 72.9%로 주 출신은 남으로,부산 출신은 

경남으로 이동하는 인  역시에서의 입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농

이주의 목 에 따라 귀농과 귀 의 지역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데,2012년부터 구

분하여 작성되기 시작한 귀농․귀  통계의 결과에서 농산물 생산․가공 등이 주목

인 귀농인은 경북(19.5%), 남(16.5%),경남(12.3%)등에 집 되고, 원생활 등이 

주목 인 귀 인은 경기(30.3%),충북(12.7%),제주(10.7%)에 주로 분포하 다(배민식,

2015).귀농귀 의 동향이 구체화됨에 따라 귀농 는 귀  각각의 성격에 따라 공간 

선호도 구분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농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여

겨 볼 필요가 있다. 장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바,외지인이 내지인이 되는 

과정은 지역이 변화하는 일이기도 했다.인구유입은 단순히 인구의 수  증가에 그

치지 않고,지역정체성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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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쯤에는 귀농귀 인이 지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원래 보수 이고 

안정 인 지역의 원래 성격도 바 지 않을까 싶다”(상주시 귀농귀  장 K씨 인

터뷰,2014.11.18).42)

한 때 도시로 집 했던 인구가 다시  농 을 주목하기 시작한 시 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를 일종의 기회로 삼아 다양한 인구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귀농귀 은 “작게는 직업을 바꾸는 일이지만 크게는 삶의 터 을 옮기는 일

(상주시 귀농귀  장 K씨,2014년 11월 18일)”인 까닭에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귀농귀 을 단지 인구늘리기로만 근할 수 없다(상주시 귀농귀  계장 K씨,2014년 

11월 18일)”는 의견과 같이 이것은 단순한 인구증가가 아니다.외지인이 내지인이 되

는 과정이고,지역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하는 지 이며,궁극 으로 지역이 변화

하는 과정이라는 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3.찾기

찾기는 사는 곳인 주소와 행정상의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거나 향후 주민등록

을 내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숨은 인구를 찾아 이들의 실질 인 입을 유도하

는 방법이다.주요 상은 학생,군인과 같이 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만 학업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잠시 정주하거나,새로운 거주지로 옮겨왔지만 주민등록상 입신

고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집계되지 않는 미 입신고자,출향인 등 

지역에 연고를 둔 인구 등을 포함한다.

내 고장 주소갖기시책지원 조례(북 완주군), 학생․군인 주소이 지원 조례

42) 경  상주시는 대표적인 농 촌  내  자 에 따르면 2010년 터 2013년  4년간 

농 촌인 가 1,356가  2,698명에 달한다. “출생 5명에 사망 30명이라는 자연 감소 을 

농 촌이 메워주는 형 (상주시 서울사무소장 Y씨 인터 , 2014.11.05)“일 정도  인 유입이 

활 하다. 공장 뚝 하나 없는 상주시는 곶감, 오이 등 특화작물 재  자농민이 많은 전

형적인 농촌 역으  상대적으  경 화에 둔감하고,  성향 자체가 수적이며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한다. 2013년 현재 고 화율이 25.6%에 달하는 상황에서 역인 가 

외 인으  뒤 뀌는 상황은 결  이러한 역의 성격도 화시킬 것이라고 담당 팀장은 개인

적 소견을 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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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시),출향 양구군민 입세  정착지원 조례(강원 양구군)등 총 13개의 

련 조례가 시행 에 있고,사실상 인구증 를 표면 으로 내세운 조례 55건의 인

구 늘리기 시책들이 출산장려에서부터 주민등록인구의 입유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내용들을 포 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을 감안해볼 때,찾기와 련한 조례는 최  

70여건에 육박한다.

구분 조례제정 지역

거주․제  군인

정착지원
경기 포천시,강원도청,강원 춘천시,강원 양구군(2),강원 철원군(2),

입 가구 는

학생 지원 

강원 춘천시,강원 횡성군,충남 논산시, 라북도청, 북 완주군,

남 완도군 

출향민 정착 

지원
강원 양구군

주: 호 안은 련 조례 수가 2건 이상 경우

<표 28>찾기 련 조례 제정 지역  

구체 인 지원 내용은 입한 학생 는 군인에게 상품권,교통카드,도서구

입비 등을 지 하거나 입가구에게는 쓰 기 규격 투 지 ,지역 소재 농․수․축

에서 발행한 상품권 제공,차량번호  교체비 지원 등의 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세원으로만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재원 조달의 어려

움 등으로 인해 지원 혜택이 상 으로 크지 않다.그럼에도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지자체가 찾기 련 조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차원에서 인구 늘리기는 사실상 가

시  성과를 드러내기 어려운 일이다보니 행정력이 집 되는 부분은 그나마 손쉬운 

숨은 인구를 찾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었다.

“인구늘리기가 실질  효과를 드러내기 어려운 일이라 기업유치가 아닌 이상 참으

로 힘들어요.인구라는 것이 결국 고용창출과 출산장려 두 축인데,출산과 사망,

이건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고,기업유치도  쉽지 않고,결국 입과 

실거주자를 행정 으로 군민화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부여군 기획감

사실 인구늘리기 담당 P씨,2014.11.13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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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찾기 련 인구정책은 지역 특화된 인구정책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거

주군인지원조례(강원 철원군),장기복무 군간부  제 군인 정착지원 의회 구성  

운 에 한 조례(강원 양구군)등과 같이 강원도 내 지역은 군인 인구의 정착을 지

원하는 조례가 상 으로 많다.우리나라 경지역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

리  특성 상 군인 인구가 으로 많은 강원도만의 지역  특성이 반 된 결과

다.43)군인 인구는 실제 지역 내 머물지만 지방의 통치권한 밖 한시  정주 개념의 

인구이나 이들 조례들의 핵심 의도는 이들 인구마  행정 으로 포섭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지표로 읽겠다는 데 있다.실제 사업의 효과는 분명하여 련 지역 신문기

사에 따르면,2011년 말 기  군 장교와 부사  등 강원지역 군부 에 근무하는 간

부 67.3%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집계 다.44)이는 2010년 43.5%보다 크게 높

아진 수치로 인구증가시책으로서의 효과가 확인되었다.45)

이처럼 찾기 련 조례는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단시간 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그러나 숨은 인구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

다.지방의 인구는 유리한 기회구조에 따라 언제든지 주민등록지를 옮길 수 있기 때

문이다.46)결국,숨은 인구를 찾는 것은 인구증가정책에 있어 미 책에 불과하다.

43) 강원도 내 인 인 는 현재 약 18만 명으  2013년 주민등 인   강원도 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가 통계 에 있고, 도내 접경 역의 경우 역주민과 인은 거의 비슷한 모  

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민일 , 위 의 강원인 (3), 2014년 11월 26일자 참조

44) 연합뉴스, 강원 역 軍 간  10명  6명 전입.. 도민화 효과, 2012년 1월 13일자 

45) 당시 강원도는 2014년  주소이전 80% 달성을 목표  삼고 의 도민화 운동을 확대 시행

할 침이었으나, 도정감사 과정에서 강원 인의 내 주소이전 결과 공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 됨에 따라 이후 도의 공식적 계는 하  않는다고 한다(강원도청 민 협  담당

자 L씨, 2014년 11월 10일 인터 ). 

46) 실제 역에 상주하 만 개인적인 이유  외 주민등 을 둔 역민도 찾  조 의 대상이

다: “실제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다 건강 험이다 해서 타 의 아들․딸의 주소  주민등 을 

이전하시는 노인 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들 때문에 이 시  통계수치가 요동을 치죠. 

각 읍면  상당수에 달하는 외 등  실거주자를 여 민이 될 수 있게끔 노 을 많이 하

고 있어요( 여  획감사실 인 늘리  담당 P씨, 2014.11.13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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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키기

지키기는 인구를 증 시키기 한 포  정책 구성의 성향을 가지며,여기서는 

지역의 감소하는 인구를 지키기 한 직 인 정책 시도로써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를 심으로 살펴본다.인구늘리기 시책은 2003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주로 시․

군 소속의 기 자치단체를 심으로 제정되는 추세이며 재 총 55개의 지역에서 

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늘리기 시책이 반드시 인구과소지역만의 응책만은 아니다.지역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배경은 달리 나타난다.다수의 지자체가 인구과소에 따

른 기 해소를 목 으로 하고 있지만,충북 음성군,충남 당진시(2012년 당진군에서 

시로 승격)등은 시 승격을 한 목표인구수의 도달을 해 정책 도입을 시도한 경

우이고, 남 양시는 정부 주도의 도시통합추진에 반 하며 15만 명 자족도시 건

설을 해 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한 사례다.47)즉,인구를 향한 지방의 제

로섬 게임이 반드시 인구과소지역만의 경쟁은 아닌 셈이다.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역시 유리한 정치 ․경제 ․사회  

지  확보를 해 보다 많은 인구를 필요로 하며 극 인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의 구체 인 내용은 지역별로 개 비슷한데,인구증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인구증가를 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

컨  출산장려지원,지역주민자녀의 장학  지 , 입세  지원 등 인구의 유입이나 

지역 내 정주를 목 으로 하는 모든 지원책을 망라하고 있다.지역의 인구 기에 따

른 인구증가를 표면 으로 내세운 정책  근이라는 에서 지역 으로 차별화된 

방안을 기 하지만 실제 특색 있는 지방 인구정책을 찾아보기란 힘들다.유사한 내

용과 구성의 조례들이 지역마다 난무하는 가운데,조례들 간 확인가능한 차이란 지

원 상  액 규정 등에 불과하다.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인구문제에 

47)당시 양시 총무과장은  한 신문 사 인터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의사와 상 없이 

휘둘리  않  위해서라도 (2011년) 12월  인  15만 달성은 양시의 상과제  다소 무

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노 해야 한다.”(노컷뉴스 전남CBS, “전남 양시 인  15만 

달성 임 ”, 2011.11.7 사)



- 102 -

응하는 정책 입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정책 효과의 측면에서 단편 인 인구늘리기 시책의 시행여부만으로 지역

인구의 양  성장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인구늘리기 시책 자체가 인구에 한 

지방의 심과 응이 응집되어 표출된 양상이라는 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시 과 

연도별 순이동자 수를 동시 살펴본 결과,그 효과는 비교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29와 같이 정책등장시  내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부분의 지역에서 입

자수가 크게 늘어나거나 출자수가 상 으로 감소하는 정 인 효과를 보 다.

인구증 를 한 지방의 극 인 정책 응은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지속 이지 않아 순이동자수는 정책등장시 에서 일시

으로 상  증가를 보인 후 등락을 반복하 다.지방행정의 정책 집 도가 떨어

지고 지원책이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서 인구를 지속 으로 붙잡아두기에는 역부족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 으로는 2000년  반 들어 지방 차원에서는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직

인 의지가 조례제정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다.국가 정책과의 별개로 지방차원에

서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는 나름의 인구증 계획을 수립하고 련 정책을 마

련하는 등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입안된 정책 내용은 지역  차

별성은 부재하고 당장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목표에 따라 증요법  정책성향이 

우세하다.특히,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이유도 지역마다 달라 인구는 많을수록 

유리한  지방자치의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도 더 많은 인구를 확보하

기 해 인구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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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부산 구 -1,172 -1,244 -1,209 -1,155 -886 -492 -600 -954 -800 -457 -725 -509

경기 연천군 -843 -884 -1,582 -941 -465 -136 -260 -666 -193 723 -2 -287

강원

강릉시 -890 -2,214 -3,133 -2,714 -2,379 -2,584 -1,234 -1,217 -1,191 12 -942 -810

동해시 -1,307 -1,361 -1,878 -2,050 -1,273 -1,225 -648 -950 402 -2,035 1,174 -699

삼척시 -1,515 -1,348 -1,038 -1,236 -914 239 1066 -507 400 215 666 -519

속 시 -1,172 -1,195 -993 -1,164 -949 -1,000 -922 -379 -677 -262 -532 -738

양구군 -613 -402 -254 -244 60 -148 -40 322 404 483 758 255

화천군 370 -361 -633 -507 -522 1,091 27 -98 499 9 0 1,978

양양군 -512 -260 -34 -360 -139 -265 -68 -122 101 -47 -35 -25

고성군 -913 -318 -373 -641 -852 -133 165 -263 -16 212 382 -8

월군 -1,008 -1,455 -747 -797 -82 56 203 -274 -54 175 212 272

충북

제천시 -2,566 -1,983 -866 -1,923 -384 -641 -208 531 360 -221 -302 -474

충주시 -3,074 -2,041 -1,947 -1,573 -217 761 -123 247 -396 -27 -313 393

단양군 -1,423 -881 -527 -679 -832 -391 36 -251 -53 -159 81 -41

보은군 -1,215 -670 -748 -599 -733 -113 -21 -25 -35 -18 176 152

괴산군 -1,132 -584 -727 -715 -398 -6 467 -61 848 740 662 577

동군 -1,484 -1,220 -665 -847 -560 357 338 -80 336 331 170 583

음성군 -738 -396 154 710 1,364 917 -11 281 465 1,271 448 1,865

충남

공주시 -1,449 -527 -599 -1,055 -1,687 -1,453 -988 -54 -18 -1,382 -682 -2,489

보령시 -2,925 -1,642 -772 -458 102 -793 -93 -269 -866 -713 -430 -372

서산시 2,932 -2,200 -360 111 1,940 2,498 1,282 105 303 1,045 1,872 1,066

당진시 -1,895 892 2,754 4,188 10,763 -290 1,908 4,656 4,585 4,065 3,660 2,403

부여군 -2,393 -1,667 -1,483 -1,512 -1,312 -912 -785 -939 -573 -255 -204 -320

서천군 -2,385 -1,436 -1,073 -1,351 -1,255 -385 -158 -292 -279 -258 -83 -299

산군 -2,465 -2,868 -825 -907 -740 -287 -739 -433 -315 -184 -302 70

청양군 -1,329 -1,193 -477 -621 -351 -396 -265 -76 -98 44 255 324

태안군 -1,962 -89 206 -26 -648 425 -241 -158 -363 -32 28 430

<표 29>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의 효과(순이동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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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북
정읍시 16,162 -22,828 -3,036 -2,533 -1,911 -1,213 -1,061 -530 -1,288 -797 -692 -750

순창군 -606 547 336 632 -372 -931 -571 -22 -506 732 430 327

남

양시 -2,163 347 -389 -861 -460 1,521 1,072 252 4,142 -1,076 -344 -529

목포시 -4,264 -872 10 -2,561 30 654 -2,729 -2,264 -1,870 -1,003 -4,999 -2,468

여수시 -6,233 -6,033 -4,759 -4,806 -3,427 -1,429 -2,491 -3,095 -1,613 -1,101 -1,534 -968

군 -2,747 -1,050 -1,306 -1,252 -1,165 -703 -994 -225 -424 475 568 -650

신안군 1,373 -2,812 -865 537 -524 25 -112 -94 -785 -201 547 -141

강진군 -1,407 -968 -697 -597 -612 -196 80 221 -46 -1,274 1 -91

보성군 -1,022 -1,375 -888 -883 -1,018 -761 -771 -580 -728 -619 -432 -268

담양군 -386 -201 -64 135 200 -1,958 -892 269 206 -114 -158 -83

경북

김천시 3,658 -6,428 -1,724 -1,940 -865 1,355 -2,289 -642 40 -647 -160 383

문경시 -2,112 -1,375 -1,132 -1,453 -1,127 950 1348 342 -520 -607 -30 467

상주시 -3,003 -2,292 -1,791 -1,700 1,321 -875 1090 -967 -558 -77 -282 129

주시 -2,072 -2,079 -2,318 -2,101 -1,806 -1,128 -467 -90 383 -435 -649 -1536

고령군 -907 -330 -169 587 207 -64 -149 35 912 -13 -59 -71

경남

사천시 -2,835 -2,024 -1,576 852 -213 -51 -506 196 -267 863 1330 -512

거창군 -587 -553 -581 -610 155 -505 44 70 -94 143 332 207

창녕군 -1,518 -847 -1,040 -814 -836 -290 -57 306 1,114 878 860 378

의령군 260 -169 -1,035 791 23 -498 -52 -377 70 500 -626 4

산청군 -703 -665 -335 -324 -230 9 115 545 267 298 443 153

함양군 -1,023 -570 -212 -192 -387 25 323 410 103 -62 239 147

하동군 1502 -2,885 -1,435 0 2,859 -1,719 -1,218 -541 2,761 -2,849 -283 -581

합천군 2,908 -1,774 709 -2,614 699 556 -2,392 -1,997 -59 172 487 651

남해군 -1,116 -831 -900 -701 4,605 -3,966 -111 -838 1,333 -1,454 -482 -140

주: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보유한 지자체이고,회색음 은 지역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시작한 시  표기

경남 산청군의 2002년 순이동자수는 -869명임

자료: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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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인구증가정책의 평가

본 에서는 지방의 인구정책의 효과와 그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오늘날 지방

의 인구정책은 국가의 인구정책에 차별 인 동시에 속 이다.즉,과거와 달리 지

방은 으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역량을 발휘하여 인구 기에 응하고 

있지만,지방의 문제해결역량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1. 기 응의 신속화

본 조례 분석상 출산을 장려하는 조례가 최  등장하는 시 은 2002년이다.48)

2002년 논산시 인구증가를 한 출산지원  지원조례(2002년 2월 27일 제정,조례 제

429호)와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한 조례(2002년 8월 23일 제정,조례 제

1718호)이상 2건이 제정되었다.49)비록 소수의 사례이나 출산․고령화 상에 따

른 국가차원의 공식 응이 나타난 2003년 10월 이 ,이미 지방차원에서 인구 기에 

응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었다는 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출산장려에 있어 

지방의 응은 사실상 국가를 앞섰다.

인구문제가 국가차원에서 최  제기된 시 은 2001년 9월이다.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집 되어 있고,65세 이상의 노인층이 격증하고 있다는 당시 통계청의 인구

통계 발표가 있었다.그럼에도 정부 내부에서는 출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

견과 고출산 정책으로 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립하고 있었다.당시 한가

족보건복지 회 회장,이시백은 2003년 1월 23일 보도된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출산

장려정책 도입을 다음과 같이 반 했다.

48) 2010년 전라남도 출산  양육 원에 한 조  칙으  인해 폐 된 전라남도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원에 한 조 의 제정 시 는 2001년으 , 전라남도는 2001년 터 농어촌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도비 50%와 시비50%의 비율  한  있다. 가에 비해 앞선  차원

의 저출산 대응이다.  

49) 각각의 조 는 2002년 제정 이후 2005년 상위근거 에 해당하는 저출산․고 사회 이 

제정됨에 따라 정을 완, 개선하고자 조 를 개정한  있다. 논산시는 2006년, 함평

은 2005년과 2010년 두 차  전문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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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운운하는 건 지 의 출산에 한 과잉 우려에서 비롯한 것이다.돈을 

앞세운 출산장려책을 펴면 가장 민하게 향 받아 출산을 늘릴 집단은 소득층

이다.그러면 이들 자녀가 생산가능인구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의 양육부담이 더욱 

커진다”50)

 

출산에 한 사회  합의가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은 국가에 앞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유도하 다.2002년을 후하여 이미 일부 지방 단 에

서는 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상황을 실감하 을 뿐만 아니라,지역주민과의 

민 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 을 가능성이 높다.국가와 달리 지방의 

기는 미래가 아닌 재라는 에서 그 만큼 상황은 박하고 박했을 것이다.무엇

보다 지방의 발 빠른 출산 응은 국가 주도의 인구정책 추진이라는 수동  성향

을 탈피하고 지방 나름의 능동 인 정책 추진의 가능성을 보여  사례라 더욱 의미 

있다.

그러나 지방의 자율 인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향력은 여 히 컸다.

기 출산장려정책 도입에 있어 지방은 상 으로 빠르고 결단력 있는 태도를 보이

지만,지방의 출산장려정책의 본격 인 확산은 2004년 정부차원에서 출산 응을 

공식화하면서 부터다.2004년 2월 통령자문 고령화  미래사회 원회 발족과 

2005년 6월 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2006년 7월 제1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새로마지 랜 2010)수립 등 분주한 정부 행보에 다수의 지방정부가 극 인 공

조체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출산․양육 련 조례는 2008년까지 가 른 상승세로 

증가한다.국가에 한 지방의 정책 의존도는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다.

2.다문화정책의 활용

인구감소에 따른 기감이 고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향한 심은 국

가 스 일을 넘어 다문화라는 새로운 스 일을 창출하 다.그러나 결코 비된 다

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아니었다.실제 할 지역 내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경비를 보

50) 한겨 21, ‘애 낳는 사회를 설계하라’, 제 443호, 2003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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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조례는 2006년을 후하여 등장하지만,같은 시기 결혼이주여성 유입  다

문화 가정의 정착에 비한 내용의 조례는 무하다.인구과소지역이 다문화 사회로 

환되는 과정에 한 지방의 개입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달라진 양상에 한 

비는 미비했던 것으로 단된다.

사태 응에 나선 것은 국가다.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가 일시에 다문화

 인구구성으로 변화하 다는 단 하에 제시된 수동  응책과도 같다.2006년 4

월 26일 통령 주재로 열린 제 74차 국정과제회의는 우리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

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 한 자리로서,본 회의를 통해 ‘혼 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책’이 확

정되었다(빈부격차․차별시정 원회보도자료,2006).이와 련하여 김희정(2007)은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다문화주의를 ‘주도형’이라 분석하면서 만약 출산․고령화

의 문제가 없었다면 한국 정부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결혼 이민자  혼 인의 사

회통합 지원정책을 펼칠 인센티 가 없었을 것이라 비 하고 있다.

2008년 3월 국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 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 다문화가

족지원법(법률 제8937호,2008.3.21.제정)을 제정한다.이후 다문화 가정과 련한 지

방자치단체의 행보는 천편일률 이다.상 법령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에 한 

조례를 제정하고,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정착 련 사업추진은 할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탁하는 것이 주된 정책 흐름이다.실제 장에서 만난 공무

원은 지역인구가 다문화 으로 변화하는 것에 한 어려움을 토로하 는데,“다문화

가족의 교육 문제 등이 있어 지역 입장에서도 이들의 양  증가를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상황이지만 여 히 농 총각들은 많아 ‘군수님 장가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

어온다(청양군 자치행정과 출산 담당 P씨 인터뷰 2013.7.29)”고 하 다.

지방은 출산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통해 국경을 이주하는 여성의 정착

을 진하 다.이것은 기존 스 일의 질서를 교란하는,다시 말해 단일민족 단일문

화라는 정체성의 결합을 깨트리는 지방차원의 스 일의 정치로 해석된다.그러나 일

부 지자체를 심으로 다문화  인구 구성은 발되었지만,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 으로 비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는 다문화 정책을 통한 개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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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지방 주도의 국제결혼지원사업과 국가 주도의 다

문화 정책은 정책 추진 과정상의 불일치(mismatch)사례에 해당한다.

3.주민등록인구의 정략  이용

지방이 늘리고자 하는 인구는 정확히 말해 내 주민등록자의 수다.오늘날 지

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의 입을 진하고자 직 인 시책 추진뿐만 아니라 귀농귀

 정책,도시은퇴자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동시 고려하고 있다. 한 일시  거주

의 성격을 가지는 학생,군인 등을 끊임없이 지역 통치 범  안으로 포섭하려하고,

외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를 찾아 주민등록을 종용하며, 내 주민등록은 둔 외

부인을 용인하는 등 주민등록의 수를 높이기 한 다각 인 노력을 개 이다.

실제 숨은 인구 찾기는 단시간 내 인구늘리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략 으로 이용되기도 한다.2011년 제정되어 2014년 3월 폐지된 북 익산시 내고

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에서 익산시는 주소를 옮기는 내 학생에게 20만원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 다.이는 입 후 3개월간 주소를 둔 익산시 소재 학 재학생에게 

지 하는 보조 으로 2012년 8월까지 총 4억 1680만원이 소요되었다.사업시행 후 

익산시 인구는 차츰 증가하 다.그러나 3개월 효과가 지난 시 부터 인구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당시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의석수를 지키기 

한 임기응변이었다는 비 이 컸다.51)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내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장 입 사례도 빈번하다.주

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는 주민등록증에 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는 신청한 자

는 법 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반하면

서까지 장 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 원회의 자료(2012)에 따

르면 4개 군 지역에서 약 4,000명의 장 입 사례가 발되었는데,그 과정에는 지

방공무원,향우회,주민 등이 조직 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주민등록인구가 지역의 요 사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탓에 지자

51) 한겨 ,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  운동’ 예산만 축내”, 2012년 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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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입장에서 주민등록인구 수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단기간 내 인구

를 늘리기 해 장 입마  마다하지 않는 지자체의 입장이 단지 몇몇 지역에 국

한되는 일은 아닌 것이다.

4.간  인구정책의 도입

인구를 늘리기 한 직 인 근은 아니지만 인구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조건에 한 보조 내지 지원을 통해 인구증가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조례

의 범 는 다양하다.인구를 늘리기 한 지방의 노력은 인구를 둘러싼 제반환경에 

한 정책  고려로 확 되고 있다.

그  장학  교육 련 조례가 차지하는 비 은 상 으로 매우 크다.장학

 지 이나 장학 련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건수는 총 249건

(28.3%)이나 된다. 도시에 비해 상 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이 지역 내 상 으로 

은 인구의 유출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한 책마련의 목소리가 높

다.실제 북 순창군의 옥천인재숙 등과 같은 장학 정책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구유

입의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단계다.52)

한편,일부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기 노령연 과 별도로 지역 내 일정 연령 이

상의 어르신을 상으로 장수수당 는 장수축하 을 지 하고 있다.총 77곳으로 

장수 련 조례의 주목 은 노인복지 향상에 있지만,경제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

는 어르신들의 주민등록의 외 입을 방지하는 간 인 역할을 맡기도 한다.실

제 지역 내 거주하고 있음에도 타지의 자식 요청 등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 하는 노

인은 상당수에 달하는데 이들의 이탈을 막기 한 조치로 장수 련 조례가 활용될 

여지가 있다.

52) 실제 역사회에서 육환경개선에 의한 인 유입효과는 크게 회자되고 있었다 : “인 늘리

가 사실 효과적인 시책마 이 어 다 니, 한 은 출입 자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순창에 학사

가 있는데, 마치 서울의 학원처럼 운영하면서 인 가 많데요. 여 는 상대적으 는 사 육이 

족하니  타 에서도 주소이전을 통해 많이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여  획감사실 인

늘리  담당 P씨, 2014.11.13 인터 ).”  사 도는 주일 , “순창  인재양성 요람 

옥천인재숙 경사났네”, 2014.02.0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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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으로 기업유치 련 조례 수는 총 54건으로 악된다.지역 내 기업의 설

립이나 이  시 입지보조 ,시설투자비,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등 각종 보조

을 지원한다.지역경제발 과 상 제고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인에게 별도의 시상

을 하는 조례도 있다.기업유치는 지역이 가장 바라는 인구늘리기의 방편이다.기업

유치를 통해 얻는다고 믿는 인구유입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자체가 달성하고

자 하는 궁극  목표이기 때문이다.53)일자리가 인구증가의 유의미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실증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이 성,2009),인구증가와 기업유치 계에 

한 장의 믿음은 공고하 다.

끝으로 국 39개 지자체는 사회경험의 기회를 얻고 학비조달에 도움을 얻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구체 인 지원 자격은 지

역에 주소를 둔 문  이상 재학생으로,선발된 학생들은 문서정리,민원안내 등의 

행정업무 보조를 비롯하여 지,체육시설,환경정비,공원청소,하천변 쓰 기수거 

등을 돕는다.부업이라는 일자리 제공이 학비 조달을 바라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온 것은 물론,지역의 입장에서도 행정경험을 통해 지역에 사하

고 자연스럽게 지역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반기는 추세다.

오늘날 지방은 할 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여건 개선 등을 해 

다양한 사회경제  시책 추진하고 있다.지방의 인구유입과 유출이 사실상 인구의 

흡인요인과 배출요인에 따른 인구의 이해타산과정이라는 에서 오늘날 지방의 인구

정책 역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포 인 정책성향을 가진다.

53) “ 역 내 업유치는 인 가를 위한 또 이나 다름없다( 여  획감사실 인 늘리  

담당 P씨, 2014.11.13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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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결

본 연구는 인구정책의 지방화를 실증하고자 조례분석을 통해 지방 인구증가정

책의 황을 살펴보았다. 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총 881건의 조례를 

찾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지방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는 인구를 낳고,빼앗고,찾고,지키는 과정이

다.즉,이것은 인구를 자연 으로 조 하고,주민등록을 통해 사회  는 행정 으

로 유입하며,포 으로 리하는 총체  응이다.그 과정에서 지방은 인구 정책

을 자발 으로 선도하기도 하고,국가의 상 법령과의 계 속에서 스스로를 재편하

기도 하면서 인구 기 상황에 극 응하고 있다.

둘째,  사회의 인구 기에 지방은 국가보다 상 으로 신속하게 응했다.

조례분석결과,국가차원에서 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가 본격 으로 논의되

기 이 ,이미 지방 차원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

착된다.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기상황이 상 으로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특히 시․군 지역을 심으로 인구 기 체감에 따른 응이 가장 활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지방은 인구문제 해결을 해 공간스 일을 창출하 다.한국 사회가 다

문화주의로 작스럽게 노선을 환하게 된 배경에는 인구를 심으로 하는 강한 

기감이 내재하고 있었다.지방은 스스로 인구를 통치하는 주체로서 더 이상 한정된 

국가 토에 갇히지 않고,인구를 늘이고자 국가 경계를 뛰어넘었다.이처럼 국가스

일을 넘어 지구  스 일로 상향 이동하는 공간  근은 하향식 공간 근이 익

숙했던 지자체에게 새로운 공간 략 발상이다.2006년을 후하여 농어  지역을 

심으로 국제결혼이 증하는 배경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를 진하는 지방의 정책

 개입이 있었고, 변한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에 지방이 능동 으로 

처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는 다문화정책을 통해 사후 처하 다.

넷째,지방의 자율  통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향력은 여 히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기 반응이나 일부 정책 결정에 있어 지방은 상 으로 빠르고 결단

력 있는 태도를 보이지만,실질 으로 지방의 인구 정책은 국가의 상  근거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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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향설정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장려나 귀농귀 의 경우,국

가차원에서의 심과 조치가 취해진 이후 련 움직임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다섯째,지방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규모나 상태를 직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인구조정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시책을 두루 섭렵하는 인구 응정책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인구문제가 단편 인 이해 계에 따른 결과가 아닌 것처럼 오늘날 

지방이 다루는 인구정책의 역은 교육,노인복지,일자리 등 다면 이다.그러나 지

방이 자체 으로 추진하는 인구증가사업의 내용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략을 갖추지 

못한 채 출산․귀농귀  등 국가의 심 역에 비해 상 으로 그 지원도 빈약했

다.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자율  의지는 컸지만 실질 인 이행에 있어 한정된 지방

의 역량과 재원 등에 따라 문제해결역량은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여섯째,인구증가를 한 노력은 단지 인구과소지역만의 일이 아니다.주민등록

인구 수 그 자체가 정치경제  변수로 지역 내 향력을 미치는 까닭에 인구를 늘리

고자 하는 지역은 시 승격을 앞둔 군 지역에서부터 국가의 행정체제개편에 응하고

자 자족도시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인구증가를 통해 

유리한 기회구조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공통사항

이다.따라서 지방의 인구경쟁은 단순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인구과소지역의 인구

늘리기 시도는 불평등한 공간 발 의 양상 속에 차별 으로 심화된 인구 기에 벗어

나기 한 최소한의 자구책에 불과하다.

지방의 다양한 인구증가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출산장려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들 한 정책

 실효성이 지속되지 않았다.사실 지방의 인구늘리기는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가 

어드는 것을 지연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그것은 훗날 인구과소에 따른 국가의 

공간조정을 염두에 두어 볼 때 임시방편  근이기도 했다.

 

“언젠가 앙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를 화두로 통폐합의 이야기가 나오기 까지 

희의 입장에서 인구늘리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그 시기를 최 한 늦

추는 일인 것 같아요(부여군 기획감사실 인구늘리기 담당 P씨,2014.11.13.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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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의 인구늘리기 근은 인구정책의 지방화의  주소이자 그 자체로 

문제다.근본 인 근이 될 수 없는 지방의 인구증가정책은 아무리 낳고,빼앗고,

찾고,지켜도 가시화된 성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향후 인구의 지역별 편 은 심

화될 망이고 기야 총 인구마  어드는 시 이 올 것이다.이 과 다른 정책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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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지방의 안  인구정책 모색 

제 1  인구 공유 정책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정 으로 국가 으로 감소

하기 시작한다.국가 차원에서의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지방의 인구증가정책은 근본

으로 한계가 있다.바야흐로 인구감소시 ,인구의 양  증가가 아닌 능동 으로 

상황에 처하는 지방의 응은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에 본 연구는 인구

정책의 안  방식으로 인구 공유와 련한 내용을 다룬다.구체 으로 다양한 형

태의 유동인구을 유인하기 한 능동 인 공간 응을 언 한다.

1.인구 공유의 개념 

인구는 길가의 돌처럼 기만 하면 되는 사실이 아니라 종 과는 다른 시각,다

른 세계 에 의해 구성되어야만 하는 사실이었다(서호철,2007b:289).인구 개념의 등

장이 인간이라는 존재(être)가 인간이라는 종(espèce)을 구성한다는 사실의 발견이었

던 것처럼(푸코,2011:17),인간을 기존과 다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는 특정한 유형으로

서의 인구에 한 가독성을 높 다.

일반 으로 인구는 일종의 스톡(stock)과 같은 양 인 개념이다.재화의 총량으

로서 스톡은 다수의 인간 개체를 포함하는 함축  의미로써의 인구개념과 등치된다.

스톡으로서의 인구는 개별 인 특성을 강조하는 주체라기보다 종합 이고 수동 인 

객체로서의 특성이 강하다.이것은 ‘사람이 물(物)이다’라는 존재론이 아닌 물(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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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그러면서도 생물(生物)이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배제시키고 ‘빈 공간’으로 

사람을 그려내는 인식론  변화가 수반된 결과다(임동근,2012:287-288).주체가 아닌 

객체로써 인구는 공간 으로 고정되어 있다.정주성을 가지고 한 지역 내에 정착하

여 산다.이것은 통치를 한 가독성의 핵심 제이기도 했다.

일정 지역에 정주하는 총량  인구를 흔히 상주인구(常住人口)라 말한다.개념상 

상주인구는 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늘 거주하는 인구로서 일시 으로 머무르는 사람

은 제외하며,일시 으로 부재하는 사람은 포함한다.지역의 생산과 소비의 실질  

주역이자 복지 등 지방행정 수요의 실질  지표가 되는 상주인구는 실제 공간상의 

인구 분포로,동일 목 의 주민등록인구와는 그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통계청이 5년

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센서스는 한민국 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바탕으로 하는데,동일 지역 내 인구주택센서스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보다 은 것이 

일반 이다.신고주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나 국내 타 지역 장기체류 등

의 여러 개인  변수로 인해 주민등록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차이

를 가진다.인구동태를 명확하게 악하기 한 국가의 제도  개입으로써 주민등록

은 사실상 인구통계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행정에 있어서 요한 인구개념은 총량으로서의 주민등록인구이

다.지방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곧 할지역 내 주민등록인구 늘리기라 바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등록여부는 요했다.주민등록인구가 모든 행정상의 지표로 작

용한 까닭이다.상 으로 열악한 지방의 정책 환경 내에서 주민등록인구 수는 

앙정부에 한 향력과 서로 비례하기에 인구수가 많을수록 일단 지방의 입장에서

는 반기고 본다.그러나 무작정 인구를 늘리는 것만이 방책은 아니다.새로이 늘어나

는 인구에 따른 지역경제효과와 세입증가효과가 추가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  기

반시설 련비용보다 크지 않으면,오히려 인구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분담만을 

야기하게 될 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의 의의는 없다(염돈민,2012:9).인구늘리기 시

책의 이해와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톡과 정주의 과 치되어 주목하게 되는 바는 흐름(flow)즉,유동하는 인

구이다.개념상 유동인구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한 지역을 오가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공간의 고착성과 시간의 지속성이 결합한 의미인 정주(定住)와 달리 유동은 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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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리 리 떠돌아다닌다는 뜻이다.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에서 공간에 한 

고착성이 존재하지 않으며,떠돌아다니는 행  자체가 가변 인 까닭에 시간의 지속

성과도 상반된다.상주인구나 주민등록인구가 장기간 한 지역에 거주하는 총량으로

서 인구 속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유동인구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스

톡인구처럼 일정량으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일시  는 장기 ,정기  는 부

정기 으로 유동할 수 있으며,떠돌아다니는 인구의 속성 한 매번 다르다.

그러나 지역을 일정기간 내 통과하는 존재로서 유동인구는 그 흐름이 연속 으

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지역의 입장에서 이는 매번 속성을 달리하는 상주인구와 다

름이 없다.가령,지역 내 숙박 유동인구의 경우,지역경제 내 생산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비주체가 될 수 있고,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 방문객도 사실상 소비주체

로서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염돈민,2012:8).이른바 상주인구로서 유동인구인 이들

은 지역의 입장에서 추가  인구 리비용의 부담 없이 세입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에서 정 이다(염돈민,2012:9).인구감소시  지방의 정책 상은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범 로 확 ․재편될 필요가 있다.숙박,체류 등은 지

역을 경유하는 인구를 포섭하는 지방 차원의 공유(sharing)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

고,이러한 유동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범 에는 속하지 않지만,지역 내 머무르고 소

비하며 공간경험을 축 하는 상주인구 범 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염돈민(2012:8)

<그림 12>인구 공유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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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본래 정주와 이동의 양면  존재다.통치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정주의 

측면이 선택 으로 시되었지만,  사회는 노마드,유목 등과 같은 이동성 개념의 

재부상을 목격하고 있다.교통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동은 작게는 국가 내 이동

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간 이동,물리  여행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을 통한 가상세

계의 정신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다양하다.달라지는 이동의 유형만큼 유

동인구의 양상은 여러 가지다.인구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다양한 형태의 체류 공간

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이동성은 결국 인구의 정주성에 한 변화다.인간의 이동성이 심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주성 자체가 반드시 인구의 기본 제가 될 필요는 없다.정주의 

개념이 인구가 공간을 배타 으로 역화하고, 역화된 공간이 다시  인구를 붙들

어 매는 과정이라 한다면,인구의 정주성은 오늘날 달라진 인간행태에 비춰볼 때 지

속가능한 개념이 아니다.인류는 노마드  삶으로 회귀하고 있고,정책 상의 범 는 

인구의 공유 개념을 심으로 달리 바라 져야 하며,지역의 인구 기는 이러한 변

화에 긴 히 처해야만 하는 직  계기다.

2.인구 공유의 방식

2000년이후 국내 총 이동자와 총 이동률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14:31).정주의 터 을 옮기는 일은 과거 이 향도(離村向都)나 수도권으로의 집

처럼 속하지 않고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그러나 여행 등을 목 으로 하는 유동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속하고 면화된 이동성은  삶의 특징으로,주거지는 

쉽게 바 지 않지만 체류지는 다양해질 망이다.

1)일시 ․부정기 체류

여행은 가장 일반 인 이동의 형태로,여행을 목 으로 유동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문화 체육부가 매년 조사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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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국내여행참가자 수는 약 3천 7백명으로 2010년 3천명,2011년 3천 5백명 비 

지속 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 다. 한 국내여행 총비용 한 2010년 약 16조 9천

억원에서 2011년 20조,2천억원,2012년 23조 9천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구분

2012

2011 2010
체

숙박 당일

참 가 자

수(명)
36,914,067 30,227,238 28,649,336 35,013,090 30,916,690

총 비 용

(백만원)
23,891,080 15,792,051 8,099,030 20,205,430 16,859,774

주: 국 만 15세 이상 가구를 모집단으로 표본크기 6,638명에 한 여행실태조사로,국내여행에 한함

자료:문화 체육부,국민여행실태조사 2012

<표 30>국내여행실태 황 

국내여행의 참가자수와 지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여행경험율도 증가하 는데,

2012년 재 10명  8.5명은 여행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이는 2010년 7.2

명에서 늘어난 수치다.숙박여행․당일여행의 경험율 역시 증가하 다.여행횟수와 

여행일수는 2011년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이나 2012년의 경우 1인 평균 4.93회 여행

을 다녀오고 여행일수는 8일 정도이며,약 6일 정도 타지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2010 2011 2012

체 숙박 당일 체 숙박 당일 체 숙박 당일

경험율(%) 72.8 61.3 47.1 81.6 64.4 61.1 85.2 69.8 66.1

여행횟수

(회/인)
3.96 2.17 1.79 3.65 1.67 1.98 4.93 2.13 2.80

여행일수

(일/인)
7.99 6.20 1.79 6.69 4.71 1.98 8.43 5.63 2.80

자료:문화 체육부,국민여행실태조사 2012

<표 31>국내여행 경험율․횟수․일수

숙박 유동인구를 상주인구로 가정하고, 지식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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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통계인 숙박업운 실  자료를 통해 수도권과 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

지 지역  숙박업소로 등록된 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있는 68개 지역

의 연숙박인구수54)를 살펴본 결과,2013년 재 가장 많은 숙박인구수는 강원 속

시(4,848,709명)고,가장 작은 곳은 충북 음성군(1,771명)이었다.이를 다시 인구 

비 서열화한 결과,강원 속 시는 2013년 지역인구(주민등록인구 기 ) 비 58배에 

달하는 숙박 유동인구를 유입하고 있었고,강원 정선군은 44배, 북 무주군은 35배

이었다.

구분 자치단체명

상

30%

(명)

속 시(4,848,709),경주시(2,763,584),정선군(1,769,179),통 시(1,064,888),부안

군(998,610),무주군(886,470),단양군(796,792),양양군(750,674),보령시(690,813),아산

시(682,714),구례군(585,079),평창군(509,650),남원시(488,840),원주시(390,844),부여군

(329,979),남해군(304,742),태백시(296,371),창원시(284,469),거제시(264,516),창녕군

(264,286),강릉시(248,401),양산시(240,521),여수시(240,293)

지역인구비

례

상  30%

(배)

속 시(58.3),정선군(44.2),무주군(34.9),양양군(27.1),단양군(25.6),구례군(18.9),부안군(16.9),

평창군(11.7),경주시(10.5),통 시(7.6),보령시(6.6),남해군(6.5),태백시(6.1),남원시

(5.7),부여군(4.5),창녕군(4.2),문경시(2.5),아산시(2.4), 암군(1.8),울진군(1.8),원주시(1.2),

강릉시(1.1),거제시(1.1)

자료: 정보시스템, 숙박업운 실  2013년,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표 32>상  30%지역의 숙박 유동인구 황 

만약 숙박 유동인구의 지속 인 유입을 진하고, 산업 특유의 계  편향

성을 극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항시  상주성을 확보토록 하며,유동인구의 소비

효과가 지역 내 고루 배분될 수 있다면 이는 상주인구 증가에 맞먹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즉,정주성만이 인구늘리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54) 연숙 인 수 = 객실에 머문 사람 수 x 객실에 머문 숙 일 수들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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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기 ․장기  체류

유동인구의 증가는 정주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다양한 유형의 이동성은 변형된 

정주성으로서 체류의 지 들을 발생시키고,이것은 오늘날 도시 성향의 정주패턴으

로써 5도 2 내지 4도 3 은 물론 농  심 생활의 5  2도 등의 수요로 나타난다.

이른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라고 하는 다지역 거주의 양상이 그것이다.

1990년  이후 인 심의 상이 되어온 원주택이 도시와 차별되는 자연환

경과 농경지나 녹지가 딸린 교외 주택을 강조한 의미 다면,오늘날 멀티해비테이션

은 정주의 행태에 따른 명명(命名)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멀티해비테이션은 반정주(半定住)라고도 불린다.반정주란 지역사회에 완

히 정착하는 ‘정주’와 그와 반 로 잠시 머무는 ‘방문’사이에 치하는 ‘동태  형태

의 거주 패턴’을 표 하기 한 용어다(최정민,2010:90).도시생활양식과 농 생활양

식을 공간  상충 없이 동시 향유하는 멀티해비테이션은 도시생활의 이 을 그 로 

유지하면서 원지향의 거주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양식이다.즉,도시에서 농

으로 일방향 인 거주에 무게 심을 두기 보다는 도시민이 그들의 생활터 인 도

시지역을 삶의 주요 무 로 하면서,변화된 라이 스타일에 따라 농어  지역을 오가

면서 거주하는 양방향 인 주생활 패턴에 해당한다(최정민,2010:90).물론 그 역()도 

가능하다.농 지역에 터 을 두면서 도시생활의 사회문화  수요와 편의를 충족하기 

해 도시를 반정주하는 공간사례도 있다.결국,멀티해비테이션은 서로 다른 지역들

에 마련한 복수의 주거양식으로써 이동성을 제한 개인의 사 인 욕구나 의지가 강

조된 정주 형태라 할 수 있다.

반정주를 지원하는 공간시설들도 나타나고 있다.그  체재형 주말농장은 연간 

일정 액을 받고 원생활을 동경하는 은퇴세 나 도시민 등에게 ‘작은 농장과 별

장(텃밭과 체재시설)’을 임 하여 이들이 연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독

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일본 시민농장,러시아 다차 등이 이와 같은 개념

이다.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기도에서 첫 선을 보인 후 국 으로 확산되는 추

세다.체재형 주말농장은 원지향의 도시민에게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 외

에 지역의 에서 도시민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는 자연스러운 유입책이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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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서 지역 내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상이한 생활환경에 한 응을 

돕는 완충역할을 한다.

“수도권에는 귀농귀 이나 휴양, 원생활을 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주말농장은 그런 사람들이 수요인거죠.사실 귀농귀 이라는 것에 한 경험이 없

는 상태에서 실제 농 에 내려와 살다가 실패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주말농

장은  단계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진로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요(충주시 동량면 하

곡마을 이장 L씨,2014.11.1인터뷰)55).”

“귀농귀 을 체험하면서 무엇보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건 좋은 일이

죠.그동안 생활해온 기반이 있는데,이것을 한 번에 정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이거든요(충주시 동량면 녹색주말농장 입주민 익명,2014.11.1인터뷰).”

체재형 주말농장은 “운 하는 마을의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인 동시에 행정당국

의 입장에서는 인구유입 략(충주시 동량면 하곡마을 이장 L씨,2014.11.1인터뷰)”이 

될 수 있다.임 수익이라는 고정수익 창출로 마을주민에게 경제 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장기  는 정기 으로 머무는 인구를 통해 지역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면

서 귀농․귀 의 정착인구를 유입하는데 실익을 얻기 때문이다.사례지로 방문한 충

주시 체재형 주말농장의 경우,입주민과 마을 주민들은 호혜  계를 형성하며 지

역에 한 정 인 경험을 쌓고 있었다.

“정기 으로 오가던 입주민 엔 아  내려와서 사시는 분이 있을 정도 요.부락

민과 매일 운동도 다닐 정도로 다들 친하게 잘 지내요.마을에서 깨며 잡곡이며 

곡식을 직  사가는 입주민도 있고요. 는 주민도 기분 좋고 서로 믿고 사는 거

니까요(충주시 동량면 하곡마을 이장 L씨,2014.11.1인터뷰).”

즉,인구증가를 한 직 인 정책개입은 아니지만 도시민의 공간 수요에 제

로 응한 결과,부수 으로 인구유입의 선순환 효과를 경험하고 있었다.선차 으로 

55) 충주시 동량면 하곡마을에 위치한 녹색주말농장은 동량면 이장 L씨를 심으  한 마을 성

원들이 접 운영․ 리하는 마을수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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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 곧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Sorensen,

2006).

이처럼 달라진 정주성에 한 공간  응은 미래의 주거 수요를 통해서도 확

인되는 바다.이용우 외(2014)는 미래에는 소유로 인한 입지의 고정성을 벗어나 생활

공간의 이용의 이동성이 높은 노마드(nomad)  삶이 늘어나고,소유가치는 낮지만 

이용가치가 높은 국토에 한 이용수요가 증가할 망이라고 주장한다.

단 :%

구분 2010 2012 2013

주택의 자산가치에 비하

여 주택의 거주가치가 크

다고 응답한 비율

재 35.7 44.8 65.8

20년 는

30년 후
54.0 63.5 67.4

주:주택 가치의 인식에 한 국민설문조사(2010,2012,2013)

자료:이용우 외(2014:3)재인용

<표 33>주택에 한 인식 변화 

이를 뒷받침 하는 주택 가치의 인식에 한 국민설문조사(2010,2012,2013)에 

따르면,약 20년 는 30년 후 주택에 한 인식은 독립  소유보다 주택의 거주 개

념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여가공간으로서 2040년에는 세컨드하우스를 이용

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국민이 58.6%나 되는 것으로 세컨드하우스 이용여부  이용

의향에 한 국민설문조사(2013)의 결과상 나타났다(이용우 외,2014:3).

단 :%

구분 소유 임
이용여부  이용의향 

없음

재 이용여부 5.4 3.4 91.2

2040년 이용의향 33.1 25.5 41.4

주:세컨드하우스 이용여부  이용의향에 한 국민설문조사(2013)

자료:이용우 외(2014:3)재인용

<표 34>멀티해비테이션 이용 변화 

목하  세계는 IT기술발 을 통한 정보화를 바탕으로 정주국가(territorial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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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동사회(mobilesociety)로 다시 신유목사회(neo-nomadsociety)로 변화 이다

(자크 아탈리,2005).사실상 디지털 노마드(digitalnomad)시 ,노마드  삶은 인터

넷망에 속되는 순간부터 이동의 연속이다.이에 인구가 정주하는 역은 단지 실

존하는 공간만이 아니다.유동인구는 가상세계 내 새로운 정주성을 가질 수도 있다.

충남 공주시 온 리시민제도는 그 표  사례다.온 리시민제도는 국․내외 남녀

노소 구라도 공주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시민등록을 하면 공주시민이 될 수 있

다.별도의 시민증이 제공되며,이는 지역 내 일정 효력을 발휘한다.2008년 도입된 

이래 2013년 40만 명을 돌 하 고,이는 당시 공주시민 12만 명의 세배가 넘는 수

치 다.56)이처럼 유동인구는 실존과 가상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인다.

앞으로 인구는 한 곳에만 머물러 살지 않을 망이다.노마드  삶은 인구로 하

여  끊임없이 이동하게끔 할 것이고,정주인식은 유연하게 변화할 것이다.가변  

시간성에 반응하는 정주공간에 한 요구가 증 하는 가운데,유동인구가 정책 상

으로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 은 차 증가할 것이다.유동인구를 향한 정책  포

획으로서 인구의 공유  근이 필요하다.

제 2  공간정책과의 결합

양  성장의 한계 속에 인구감소,그로 인한 공간쇠퇴는 병리 이고 부정 인 

상으로 바라보기 쉽다.하지만 인식의 환을 통해 발 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인구감소라는 실을 받아들여 어든 인구규모 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향상된 삶의 질 구 을 목표한다면 질 으로 공간은 충분히 발 할 수 있다.

1.인구감소와 축소도시

한국 사회는 최근 성장 시 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더 이상 경제

56) 충청투데이, “공주 사이 시민 40만”, 2013년 8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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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기에 바라보았던 발 정책이 그 로 수용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인구규모와 구

성에 따른 기는 지방 단 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인구감소시 ,인구의 양  성

장과 이를 추동하는 통 인 성장 심 공간계획은 지속가능하지 않다.지역 맞춤

형 성장 방향  속도를 고려할 시기가 도래하 고,이는 곧 축소를 경험하는 지역 

심 계획으로의 패러다임 환이다(Hollanderetal,2009).  세계 으로 인구감소

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선진국을 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축소도시

(shrinkingcity)의 핵심이 많은 인구를 통한 경제부흥이 아니라 은 인구로 보다 높

은 삶의 질을 리자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책은 의(廣義)의 인구정책이다.인간의 더 나은 상태로의 모색을 시도하

는 근으로서 인구정책과 공간정책은 상이한 개념이 아니다.감소하는 인구 규모 안

에서 능동 이고 향상된 삶의 질을 구 하기 해 공간정책의 질  환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도시  지역 정책이 추구하는 목 과 가치가 변화한다.거시 이고 경제

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과거와 달리 앞으로의 도시  지역정책은 미시 이

고 사회  가치를 시하게 될 것이다. 체의 효율성만큼 개개인의 욕구와 가치  

충족이 높이 평가받는 시 이기 때문이다.이것은 모든 구성원에 해 최소한의 권

리를 보장하는 한편,각 계층에 한 편익 극 화를 도모하는 복합 인 공간정책으

로의 흐름이다.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 으로 배제되었던 상에게 주체  의

미를 부여하고,이들의 상이한 공간 경험을 공간정책에 반 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공간  단  한 국토 체 차원에 치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

는 생활권 단 로 한 단계 낮추고,정책도 인간  규모로,사람의 생활 심으로 삶

의 질이 반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권 섭,2013:19).

둘째,도시  지역정책의 내용과 역할이 변화한다.그동안의 도시정책 행은 

‘신규공 을 통한 수요유발’이라는 성장시 의 패러다임에 기 해 있었다(박세훈,

2013:30).일단,질(質)보다는 양(量)을 우선시 하여 공간  시설의 확 에만 치 해

왔다.지역수요의 악이나 역량 확보 여부는 제때 제 로 고려되지 못했다.실제 정

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건립을 권장하고,민선단체장 한 치  과시를 겸해 앞 다

퉈 세운 문화 술회  운  실 이 사례다.경남발 연구원이 도내 18개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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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가능했던 10곳의 문화 술회 을 상으로 운 실 을 악한 결과,한 해 

평균 공연일수가 2012년 기  53일로 이는 국 평균 133일의 3분의 1수 에 지나

지 않았다.57)지방의 구색 맞추기식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 을 받는 이유다.단언

컨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유휴 시설  공간은 국 으로 확산될 것이다.양 인 

확 도 불가하지만 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 역시 어렵다.따라서 지역 특성 

 여건을 고려한 재생 정책 추진은 향후 도시  지역정책의 필수로 자리 잡을 

망이다.1970년  등장하는 서구의 도시재생 사업이 인구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외곽확산과 도심공동화,기성시가지의 쇠퇴를 막기 한 선택  정책이었던 반면,최

근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시  도래에 따라 더 이상의 외연  공간 확산이 

단될 망에서 도심  기성시가지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필연  정책이다(김 ,

2014:13).

끝으로 도시  지역정책의 추진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국토의 총량 ․효율  

발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구도는 가장 효과 인 정책

달체계 다.하지만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달라진 시 상황과 지방마다 상이

한 정책수요를 반 할 수 없다.오히려 앙집권의 비효율성만을 부추길 뿐이다.따

라서 지방의 정책역량을 함양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자율 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 인 권한과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세원이양 확 ,지역커

뮤니티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강화(김찬동,2013)하는 한편,다양

한 지역구성원들의 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책은 단순한 물  정책이 아니라 인간 삶의 질 향상을 한 융복합  정

책이다.인구감소와 성장 시 ,도시  지역정책은 과거 신규개발․확산정책․

규모 공 정책․ 면개발방식에서 재생 리정책․수요자 맞춤형 정책․ 진 ․단계

 개발정책으로 환될 필요가 있다(권 섭,2013:20).이는 양 이고 획일 인 근

이 아닌 질 이고 력 인 근이 강조되는 공간정책상의 패러다임 환이기도 하

다.

57) 제신문, 텅 빈 경남 자체 문화회  내실 해야, 2014년 8월 11일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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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재생과 인구정책

오늘날 도시재생은 단순한 도시정책의 하  개념이 아니라 도시정책 자체와 동

격이 되고 있을 만큼(상인 외,2010:60)포 이다.본 연구는 도시의 물리  재정

비라는 소한 의미를 벗어나 인간 삶의 질 추구를 한 공간 응으로서 도시재생정

책을 이해하고 있다.

1)분석 개요

도시재생정책은 도시  지역정책 내 상,목표,방법상의 차별화된 근이다.

이를 확인할 구체 인 분석방법은 조례분석이다. 련 검색어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재생정책의 상은 세분화되는 추세다. 구를 한 재생인가라는 차원에서 여

성친화도시,어린이 친화도시,고령친화도시 등의 공간유형이 나타나는 가운데,정책 

목표 역시 행복,건강,문화,안 ,환경 등으로 다양하다.그리고 실질 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은 핵심어인 재생을 비롯하여 공간의 디자인  측면을 강조한 무장애

(barrier-free),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마을만들기 등을 포함한다.

상 여성,어린이,고령

목표 행복,건강,문화,안 ,환경,살고싶음

방법 재생,무장애,유니버설,마을(공동체)만들기

주:한 건 이상의 조례가 포함된 검색어에 한함

<표 35>도시재생정책 련 조례의 검색어 

조례 채택의 기 은 조례제정의 목 과 구체 인 내용을 심으로 하 다.비록 

상기한 검색어를 포함하는 조례이나 리 목 에 따른 추진체계나 규정 등을 명시하

는데 치 한 조례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가령,울산 남구의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리  운 에 한 조례의 경우,조례의 주요 내용이 문화마을 내 시설물 리와 입

장료 징수,개․휴장 등에 한 내용들로 본 조례분석의 목 과 불합치하여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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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한 검색사이트는 자치법규정보서비스(ELIS)를 이용하 고,검색기간은 

2015년 4월 한 달간이다. 국 243개 자치단체들을 상으로 도시재생 개념에 부합

하는 공간조례들 살펴본 결과,조례 총 수는 295개로, 체의 64%에 달하는 156개 

자치단체에서 하나 는 복수에 해당하는 조례를 보유하고 있었다.2003년 등장하여 

최근까지 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들 공간정책들은 인구를 향한 공간  응이 가시

화․구체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정책의 비교  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행정단 별․정책유형별 황을 살펴보면 기

자치단체  군을 제외한 시와 구 단 에서 활발한 조례 제정 결과가 확인된다.시

와 구의 비 은 체의 75.6%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치다.즉,재생 련 조례는 지

역 으로 편 되어 있는데 농 보다는 도시지역이 이다.

정책유형별로는 방법-목표-상 순으로 상  비 을 달리한다.재생,마을만들

기 등을 포함하는 방법상의 정책 근이 가장 많고,목표상 건강,행복,안  등을 지

향하는 공간정책의 비 은 31.5%를 차지한다.한편,여성,어린이,고령 등과 같이 특

정 정책 상을 한 친화  공간 계획을 내세운 지역도 55곳에 이른다.

구분 총계

행정 단 별 정책 유형별

역 기
목표 상 방법

시 도 시 군 구

계(개) 295 19 14 107 39 116 93 55 147

비 (%) 100.0 6.4 4.7 36.3 13.2 39.3 31.5 18.6 49.8

<표 36>재생정책 조례 황(체)

정책유형별 세부 인 분포 황을 살펴보면 정책목표 상 건강,정책 상으로는 

여성,정책방법은 재생과 마을만들기 주로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책 논의의 폭과 달리 실제 조례제정의 분포는 특정 이슈로 한



- 128 -

정된다.이는 공간 으로도 차등한 상인데 도시지역은 어린이친화도시,행복도시 

등 다양한 근 시도를 보인 반면,농 지역으로 표되는 군 지역은 상 으로 조

례 수도 작고,거론되는 논의의 폭도 좁았다.실제 인구규모와 구성의 변화에 가장 

취약한 이들 지역은 공간정책의 질  근에서도 소극  성향을 보 다.

구분

목표 상 방법

행복 건강 문화 안 환경
살고

싶음
여성 어린이 고령 재생 마을 디자인

정책

유형

별

계

(개)
1 78 7 5 1 1 50 3 2 55 87 5

비

(%)
0.3 26.4 2.4 1.7 0.3 0.3 16.9 1.0 0.7 18.6 29.5 1.7

공간

기능

별

도시

(개)
1 59 6 4 1 1 43 3 0 35 67 3

농

(개)
0 14 0 1 0 0 6 0 0 7 11 0

주: 역자치단체는 제외한 결과로 도시지역에는 시와 자치구,농 지역에는 군지역을 포함

<표 37>정책유형별 공간기능별 분포 비교 

  

특히,연도별로는 2000년  반까지 평균 2-3건에 지나지 않던 조례제정 움

직임이 2000년  후반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56개로 최고 에 달하고,

이후 등을 반복한다. 반 으로 공간 련 조례제정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실제 해당 연도별 추이를 이끈 것은 특정 유형의 조례들로, 략 2000년  

후반은 건강도시 기본조례,2011년 즈음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조례,2012년과 2013

년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2014년과 2015년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한 조례 

주다.

조례는 그 특성상 경쟁 자치단체 간의 정책 확산이나 상 법령의 제정 등에 

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이에 건강도시와 여성친화도시,마을만들기는 정책 확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공간 정책 유형이다.건강도시 기

본 조례는 2005년 서울 도 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국 구 단 를 심

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여성친화도시 조례는 2010년 익산시를 선두로 시흥,강릉 

등 도시 지역 주로 확산된다.여성친화도시는 이후 어린이친화도시(2011년),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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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도시(2015년)로 정책 상이 더욱 세분된다.한편,마을만들기는 2004년 주 북

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를 시작으로 하나 국 인 확산은 최근 일로 2012년 

한해만 총 34건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국에서 제정되기도 한다.1990년  후반 시

민단체가 심이 된 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마을만들기가 지역을 재생하는 방

식으로 부각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제도  실행의 틀을 마련하는 추세다(태윤재․

박소 ,2010:175-176).

구분 체

목표 상 방법

행복 건강 문화 안 환경
살고

싶음
여성

어린

이
고령 재생 마을

디자

인

2003 1 0 0 1 0 0 0 0 0 0 0 0 0

2004 1 0 0 0 0 0 0 0 0 0 0 1 0

2005 2 0 1 0 0 0 0 0 0 0 1 0 0

2006 5 0 5 0 0 0 0 0 0 0 0 0 0

2007 10 0 8 0 0 0 0 0 0 0 0 2 0

2008 23 0 10 2 2 0 1 0 0 0 0 7 1

2009 25 0 19 1 2 0 0 0 0 0 0 3 0

2010 11 0 5 0 0 0 0 1 0 0 1 4 0

2011 38 0 15 1 0 0 0 17 1 0 0 3 1

2012 56 0 3 1 0 1 0 15 1 0 1 34 0

2013 40 0 7 0 0 0 0 7 1 0 2 21 2

2014 53 1 5 1 1 0 0 9 0 0 24 11 1

2015 30 0 0 0 0 0 0 1 0 2 26 1 0

주:2015년은 4월 30일까지로 한함

<표 38>정책유형별 연도별 분포 비교

한편,직 인 도시재생 련 조례의 확산은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

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 단 의 응이다.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제고된 이후 지방 차원에서도 이에 편승하여 도시재생 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2013년 2건에 지나지 않던 제정건수가 2014년 한해 

총 24건에서 2015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총 26건이 제정되었다.국가의 정책  이해

계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한 지방의 사정이기 때문이다.

간 으로나마 조례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에 한  지방의 근 황을 살펴

본 결과, 국 156개 자치단체에서 정책의 목표와 상,방법들이 두루 논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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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실제 구를 한,무엇을 해,어떻게 근할 것인가를 두고 재생정책은 다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이는 과거와 달리 사회  약자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며 다각 인 근방식의 채택을 통해 지방의 공간정책은 질 으

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근들이 특정 내용들을 심으로 시기별로,지역별로 편

되어 나타난다는 이다.정책의 다양성이 실질 으로 확보되지 못하고,마치 유행처

럼 정책이 확산되며, 앙정부와의 계 구도 하에서 정책  요성이 수동 으로 

인지되고 있다.특히,군 지역은 지역재생에 한 가장 구체 인 근이 요구되는 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양 으로도,질 으로도 조한 성과를 보인다.

오늘날 지방은 공간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 향상 등에 이바지

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등장한 다양한 공간 개념들은 정책이 질 으로 달라지고 있

음을 반증한다.하지만 근본 인 인식차원에서 그것이 양  성장에서 질  발 으로

의 환의 결과인지 아님 양  성장을 한  다른 돌 구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

다. 한 실제 이들 조례들이 명시  수 에 그치지 않고,실질  수 에서 어떻게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는지 추가 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 3  안  인구정책의 평가

인구감소시 ,정책 상으로서 유동인구를 재조명하고 정책 방식으로서 도시재

생을 강조하는 과정은 지역 고유의 장소성을 강화하고,다양한 인간경험을 공간 으

로 반 하는 구체 인 실천의 과정이기도 하다.공간정책  근을 통해 인구는 상

향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이는 곧 인구정책이 궁극 으로 지향하는 목표라는 

에서 인구정책과 공간정책은 합치한다.

1.장소성의 강화 

장소성(placeness)은 인간과 상간의 계의  실태로서 소환경(setting)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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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계에 의해 내부성이 획득된 상태 즉 인간과 상간의 계가 한 경험 

상이다(이석환․황기원,1997:182).일 이 이푸 투안은 인간의 경험이 장소성 형성에 

요한 인자라 주장하 다(투안,1995).‘주택(house)은 가정(home)이며 가정이어야 

하지만 가정은 반드시 주택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Bognar,1985:189)장소성은 한 장

소가 인간의 실용  국면,개인의 지각  국면,그리고 문화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지

니는 실존  국면에 제 로 부합함으로써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을 유발하여 진솔

한 장소감과 장소 정신이 형성된 총체  특질이다(이석환․황기원,1997:181).결국,

공간은 단지 존재론  범주가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고,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사

회  차원의 것이다(Katznelson,1992:104-105).

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함에 있어 장소성의 구 은 자주 등장하는 표 이다.장소 

자체가 일종의 도시마 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장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은 강조되어 차별화된 경쟁력이라 평가받고 있다.특히,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이라는 

시  화두의 등장으로 도시발 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사회  교류를 

진하고,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소 개발에 집 하고 있다(Camonaetal.

2003).이처럼 장소성의 구 은 장소 본연의 내재  가치를 부각시키는 일로,잠재된 

장소성을 일깨우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지역정체성은 되살아나고,고유한 장소경험

을 얻고자 하는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으며 도시는 활력을 얻는다. 구 구의 도심

문화재생 사례가 그러하다.

구 구는 인구 7만 5천여명,면  7.06㎢의 작은 지방자치단체다.면 만으로

는 기 자치단체 226곳  부산 동구(2.83㎢)다음으로 작다. 구의 원도심으로서 

구는 1960년  이후 크게 성장하 으나,이후 팽창 주의 도시 리정책으로 말미

암은 주변지역 개발  시세 확장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한다.질  하 등에 따른 

도심공동화 상으로 2013년 말 재 구 구의 인구는 76,246명으로 80년 까지 

22만 명을 유지하던 인구가 반도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감소하 다.선거구 통합

과 공무원 직제 조정 등 인구감소에 따른 기로 구 구 한 한때 인구늘리기가 

큰일이었다.

그러나 구 구는 인구늘리기가 아닌 도심재생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

2001년 시민단체 차원에서 추진되던 골목답사운동이 2006년 문화재생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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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과 조우하면서 재 구 구는 성공한 도심문화재생의 사례지가 되었다.근

골목이라는 고유의 장소성이 활동의 구심 이 되었다.

에 희 구도 인구를 늘리겠다고 여러 시책을 펼쳤어요.여 히 인구가 어

서 행․재정 으로 어려움이 많아요.그래도 지역인구 감소에 한 소극 인 처

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직 인 정책선언은 없어요. 희

가 자주 인용하는 근자열원자래(近 悅 遠 來)라는 말이 있는데,가까이 있는 사

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로 찾아온다고 생각해요(구 구청 

개발과장,K씨 인터뷰,2014.11.17).

구근 골목은 구 구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총 5개의 코스로 구성되

어 있고,이는 곧 구를 바탕으로 삶을 해온 지역민들의 삶의 궤 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58)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담당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놀라운 

변화이었는데,장소 본연의 속성을 드러내고 이를 자원화 한 결과,작고 오래된 

것의 가치는 엄청나다는 평이었다.2008년 286명이던 근 골목 방문객은 2014년 10

월말 재 53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구 구청 내부자료,2014).

도심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유도하는 사업방향이 역사 으로나 실 으로 당 성

을 가질 때 그 사업과 직간 으로 연계된 후방효과들은 엄청나다는 것을 근 골

목을 추진하면서 경험했어요.방문객수도  증가해서 2014년 10월 재 근 골

목을 보기 해 구를 찾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요.지역주민행사에서 만난 주

민들께서도 ‘우리 지역이 이 게 뻐질 수 있는지 몰랐다’며 기뻐해주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구 구청 개발과장,K씨 인터뷰,2014.11.17).

장소성의 강화는 곧 창조성의 발 과도 상 한다.창조도시(CreativeCity)의 

로 자주 거론되는 일본 가나자와의 경우,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통에 기반을 

둔 이 도시의 창조성은 지역사회와 유리되지 않고,그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에서(박세훈,2014:7),도시  지역의 창조  능력은 반드시 외생 인 것도,외형

58) 대 의 근대골목투어는 제1코스 경상감영달성 ,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 제3코스 패션

한 , 제4코스 삼덕 산문화 , 제5코스 남산100년향수  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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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도 아니다.

자료: 구 구청  직 촬 (2014.11.21)

<그림 13> 구 구 도심문화재생 사업

도심문화재생은 성장의 지체 속에 남겨지고 버려졌던 낡은 장소들을 주목하고 

이를 새로이 조명하는 과정이다.정체된 발 의 시간 속에도 끊임없이 삶을 해

온 지역민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한편,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 다시  유동인구의 

방문을 이끌어 성장 없이 지역이 재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2.도시권의 신장

오늘날 도시는 성과 연령 등의 구별 없이 여성,노인,장애인 등 여러 사회구성

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환을 시도하고 있다.지난 근 화 과정에서 도시

라는 공간 한 효율성의 목  하에 재편되어온 탓에 다양한 인간의 공간경험을 반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59)

구체 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

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미원,

2009).도시화 과정에서 상 으로 배제되었던 여성에게 주체  의미를 부여하고,

59) 미 의 경우, 초  건축 환경의 설계 은 인을 초  하였다. 신장, 체 , 시 , 청  등 

조사를 하는데 샘플을 얻  쉬웠  때문이다.  때문에 어린아이, 여성,  생활에 적절하  

못한 남성의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  않았다(요시히코 가와우치, 200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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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다른 여성의 공간 경험을 도시정책에 반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그 다

고 여성만을 한 도시는 아니다.여성성과 구분되는 남성성에 한 고려뿐만 아니

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한 배려 한 포함하고 있다.결국,여성친화도

시란 모든 도시구성원에 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각 계층에 한 편익 

극 화를 도모하는 복합 인 도시정책이다.

국내의 경우,2006년 김포신도시개발계획에 한 성별 향평가를 시작으로 다수

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도입  추진에 심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나름의 실 인 이유 때문이다.2009년 여

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된 북 익산시의 경우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도 

늘어나지 않는 인구의 원인을 찾는 과정상의 단이었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가족 내에서의 

거주의 선택은 여성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여성들이 익산으로 내려오려 하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한수 북 익산시장 인터뷰,소성일(2011)에서 인용).”

익산시는 2008년부터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시의 주요정책으로 정하고 련 사

업을 추진 에 있다.여성친화담당 을 두어 시의 모든 정책 입안  결정 과정에 

여성친화  논의를 반 토록 하고,최근에는 원도심 내 남 동 일원을 여성친화구역

으로 지정하여 물리  안 여건을 개선하고,각종 교류 사업을 확충하는 등 지역여

성의 커뮤니티로 재구성하 다.60)“여성에게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되어야,가족이 오

고,도시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이한수 북 익산시장 인터뷰,소성일(2011)에서 인

용)”는 입장이 지속 으로 고수된 결과다.

무장애도시(BarrierFreeCity)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Design)계획 설계 

등도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간사례이다.보편  공간(UniversalSpace)

으로서의 무장애도시는 단순히 도시의 물리  환경과 편의시설의 보행권과 근성 

확보만이 아니라 도시의 장소와 사람,사람과 사람 간의 삶을 어우르는 소통과 통합

의 계망을 의미한다(요시히코 가와우치,2005).좁은 의미의 무장애가 건축 환경 

60) 주매일신문, ‘대한민  제1호 여성친화도시’ 여성주도, 모든 시민의 삶의  높여, 2014년 

8월 18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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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근성(accessibility)을 강조한다면,넓은 의미에서의 무장애는 사회  태도와 문

화  장벽 등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노인 등에 해 갖게 되는 모든 편견과 거부,

의도  배제,제한과 같은 차별을 모두 포함한다는 에서 도시의 공공성 확보와 연

결된다.

보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2012년 국 최 로 무장애도시를 선언한 경남 진

주시는 ‘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원칙하에 무장애 인증제를 도입

하고 있다.공공시설물의 무장애인증을 의무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각종 정

책을 추진 인데,특히,병원,약국,음식  등 다 이용시설의 ‘사업장 문턱 없애기’

시민운동이라는 자발 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도시를 질 으로 향상시키고 있

다.61)

일 이 르페 르는 도시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우 에 두는 ‘도시에 한 

권리(righttothecity)’를 주장한 바 있다.도시권은 배타  역구성에 기반 한 국

이나 시민권과 달리 도시구성원 구나 마다의 차이를 반 하며,구성원 모두의 

참여 속에 그들만의 공간을 릴 권리를 말한다(강 수,2010).이러한 도시권에 

한 근이 오늘날 지방 차원에서 실 되고 있는 것은 양  성장의 한계와 질  발

의 추구 속에 더 이상 교환가치만이 지방의 발 을 가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

다.

61) 경남일 , 주시 맞춤형 시책 무장애도시, 2015년 4월 23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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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결 

본 장은 성장의 이면에서 부상한 인구의 공유와 축소,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

서 앞으로의 인구정책의 안을 모색하고 있다.이것은 곧 인간의 정주가 아닌 이동

을 강조하고,양  확 성장이 아닌 질  축소발 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지

방이 인구정책에 여하는 기존의 방식과 구분되는 안  인구정책이다.

구분 인구증가정책
안  인구정책 

인구공유정책 축소․도시재생

상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 유동인구 -

목표 인구의 증가 - 삶의 질 향상

방식 낳기․빼앗기․찾기․지키기

일시 ․부정기

정기 ․장기  체류 

활성화

다양한 도시재생

<표 39>인구증가정책과 안  인구정책 비교

과거 도시는 양  성장을 해 자본의 창조  괴(creativedestruction)62)를 거

듭하며 공간에 조응한 모든 조합들을 해체하고 손상시켜 획일화된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을 만들어왔지만,인구공유는 다양한 지역의 삶을 재조명하는 과정이라

는 에서,축소  도시재생은 개념상 쇠퇴한 공간을 정 으로 재해석하는 과정

이라는 에서 이와 차원이 다른 발 양상이다.

지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하고 상 으로 소외되었던 

사회구성원의 공간 경험이 도시 공간 내 투 되어 공공성을 회복하고,고유한 지역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통해 유동인구인 객의 증 는 물론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제고하며 지역은 활력을 되찾는다.양  성장 없이도 공간은 발 할 수 있다.

62)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s)라 리는 고정자 에 대한 평가절하와 응 성 파 를 통해 고착

된 자 을 해 시켜 자 의 순환적인 위  상황과 조건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 때 성장하던 도시의 장소들은 쇠퇴하고, 새 운 장소들이 자 의 위  과 새 운 공간

계의 형성과정에 의해 상하게 된다(최 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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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제 1  연구의 내용 요약

최근 한국 사회는 인구억제에서 인구증가를 목표로 정책 노선을 선회하 다.과

거 인구 억제를 해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시켰던 때처럼  한번 실력 

동원에 나섰다.낮은 합계출산율과 증하는 고령화,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비  감

소 등은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가경쟁력을 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발로하는 국

가  기의 국면들이다.그러나 이것은 단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인구문제는 사실상 지방으로 이 하고 있다.이것은 국가 심의 인구정

책이 지방 차원으로 분화되는 실질  배경이자 직  이유로,인구규모의 과소와 

인구구성의 변으로 인한 경제 ․정치 ․사회  효과는 지역의 성장을 가로

막고, 기야 지역의 존립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국가차원의 미래 인구문제

가 당장의 지역 기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노력은 국가

보다 시 하다.

인구정책은 인구와 발 의 계 속에서 국가 주도 으로 악되고 추진되어왔

고,지방은 수동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지켜 왔다. 앙집권  정책구도 하에서 

지방의 자율  입장은 사실상 개진되기 어려웠다.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세계화

라는 경제 흐름 속에 달라진 지방의 권한과 상은 인구에 한 새로운 이해 계를 

열었다.인구정책이라는 리즘을 통해 비춰본 오늘날 지방의 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는 지방으로 하여  할 지역 내 주민을 통

제하고 리하는 나름의 통치 주체로써의 역량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이었다.지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시 안에 응하는 지방의 자치권 발 은 앙집권  정책 구



- 138 -

도 하에서 여 히 국가 심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과거와 달리 으로 국가

에 의존하는 계는 아니다.오늘날 지방은 인구센서스의 분화,사회지표의 생산 등 

지식과 정보의 지배를 통한 지식국가  면모를 답습하는 동시에 법  상 제고,자

율  조직  산 편성 등 제도  정책 역량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지방의 인구정책은 국가와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지방은 국가와 상이한 

역  이해에 근거한다.국가의 토와 달리 지방의 행정구역은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이 원천 으로 가능하다.따라서 지방의 인구정책은 자연  출산을 강조하는 정

책뿐만 아니라 인구의 사회  유입  유출을 진하고 단속하는 과정이다.즉,주민

등록인구라는 행정  인구 범주를 핵심으로 인구가 가진 정치경제  향력은 그것

의 연쇄  반응을 유도하고 기 하는 지방공무원,지역의원,지역주민 등 여러 지역 

이해 계자들에게 끊임없이 고려되는 지 이다.정책 상으로서의 인구가 정책목표

가 된 상황에서 지방은 국가보다 한발 앞서 정책 추진을 감행하기도 하고,기존 스

일을 교란하는 스 일의 정치를 구사하기도 한다.인구와 발 의 상 계는 지방 

차원에서도 유 하다.

셋째,인구감소시  지방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공유와 축소,도시재생 등 공간

정책과의 결합을 강조하며 외연을 확 하고 있다.  인구늘리기의 실질  목표는 

인구감소세의 완화로,인구늘리기의 목표수치는 선언  가치에 불과하다.더군다나 

2030년을 정 으로 인구가 으로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재의 인구증가정책은 근본 으로 한계가 있다.따라서 지방의 안 인 인구정

책 모색은 큰 의미가 있다.인구의 이동성에 기 하여 변화하는 정주성은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지역의 공간경험을 공유하는 유동인구를 주목하게 한다. 의의 인구정

책으로서 도시재생은 삶의 질  향상을 한 정책으로서 미약하나마 진일보한 상황

이다.

인구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 이 에 그것의 입안을 제하는 형성과

정을 내재한다.그것은 지역 고유의 사회 문제를 인지하는 통치 주체가 자치  권한

과 상을 확립하고,합리성을 제고하면서 자율  정책 체계 내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이러한 에서 오늘날 지방은 스스로 인구를 

읽고 다루는 통치의 주체가 되고 있다.국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인구정책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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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당면한 인구문제의 소재지이자 해결사로서 지방의 역

량  성과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앙집권  구도 하에서 지방의 자율성은 여

히 제한 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정책은 지역발 정책의 일환이다.지방이 인구정책에 개입하는 

직 인 이유가 지역의 공간경제를 하는 인구과소화 내지 유리한 기회구조 선

을 한 인구 수 확보라는 에서 인구는 지역의 발 과  무 하지 않다.거

시 으로 발 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지방은 요한 공간  실체로 부상하고 있지

만,지방의 정책 목표는 양  성장이 지배 이다.지난 국가의 총량  성장의 한계로 

배태된 지역의 인구 기가 양  성장 방식의 인구 늘리기로 재 되며 발 의 패러다

임을 역행하고 있다.그러나 비 할 상황만은 아니다.지방은 새로운 발 의 양상이 

동시 출 하는 지 이기도 하다.인구와 발 의 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지방을 심으로 열려 있다.

제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인구와 발 이라는 인식 하에 이와 련된 지방자치,공공계획,인구

정책 세 가지 이론  논의를 근거로 오늘날 지방의 인구정책 반에 해 논하고 있

다.지방의 통치의도가 인구정책으로 표출되는 과정은 합리성 제고를 한 정책역량

의 구축과 지역의 이해를 반 한 인구증가정책의 황,그리고 안  인구정책 모

색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첫째,통치주체로서 지방의 상을 성찰하 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은 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해 기

능하는 통치주체가 되었고,본 연구는 인구정책을 통해 지방의 달라진 통치 권한과 

역량을 확인하고 있다.정책 반에 걸쳐 국가의 향력은 여 히 막 하나 지방은 

자체  정책해결의지와 시도 등을 통해 오늘날 인구 기에 극 으로 응하고 있

다.이는 지방이 더 이상 수동 인 행정단 에 머물지 않고,자치  통치 단 로 거

듭나고 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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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오늘날 인구정책의 양상을 지방의 에서 조명해보고자 시도하 다.그

동안 국내 인구정책에 한 연구는 가히 국가정책에 한 연구이라 해도 무방할 만

큼 국가 심 이다.이제까지 인구정책은 국가가 주도 인 입지를 차지하며 인구를 

통제․ 리해왔기 때문이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통치주체는 분화하고 지방차원에

서 인구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인구정책은 지방화하는 추세이나 이를 체계 으

로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인구정책 상에 한 학술  

근이라 할 수 있다.

셋째,본 연구는 공간정책을 의의 인구정책으로 이해하고 융복합 인 정책  

근을 제안하고 있다.인구정책 자체가 포  속성을 가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구 은 일종의 학제  구분에 따른 출산,양육,노인,복지 등의 역에 한정된

다.공간정책 역시 인구를 실을 단하거나 미래 수요를 측하는 거로만 활용

할 뿐이다.그러나 실제 인구정책과 공간정책은 근 상의 구분일 뿐 동일 문제에 

한 안일 수 있다.인구정책과 공간정책은 서로 다르지 않다.인구 공유를 심으

로 통치범 를 재설정하고,새로운 공간기조에 맞춰 공간을 재편성하는 과정은 진정

한 지역 발 을 통해 인구를 머물게 하며,비로소 정주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먼 ,지방 인구정책의 

한계다.국가에 비해 지방 단  인구정책의 향력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불완 하

다.여 히 앙집권  정책의 향력이 인 비 을 차지하는 가운데,일부에 

해당하는 지방의 인구정책에 한 집 과 해석이 국가의 이해를 포함한 인구정책 

체를 조망하는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

다.

둘째,인구정책의 지방화를 논의할 이론의 부재다.학술 인 측면에서 인구정책

의 지방화가 근거하는 확실한 이론  틀이 명확하지 않다.양  성장의 한계와 질  

발 의 추구라는 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인구정책이 지방화하는 상  흐름

은 악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어떠한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

는지는 드러내지 못했다.국가 심  에 바탕한 인구학  흐름 내  지방의 동

태를 조명하고 있는 학문  성과내지 지침을 찾기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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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조례분석의 한계다.조례는 그 자체로 문제 을 가지고 있다.차별성 없는 

박이식  조례의 내용에서부터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조례 제정의 동태는 조례분석

과정에서 본 조례가 과연 지역 내 얼마만큼 필요성이 인식되고,어느 정도 실천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물론 조례제정의 유무는 지역의 정책실행 여

부를 가름하는 요한 기 이지만 실질 인 차원에서 조례의 실행 수 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드러

내지 못한 은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넷째,사례분석의 한계다.인구정책과 공간정책의 결합 차원에서 이를 실증할 

사례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제 로 수행하지 못했다.개념에 부합하는 

한국형 축소도시 사례를 찾아 구체 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없었던 은 큰 아쉬움

이다.축소도시 개념이나 련 해외 사례처럼 인구수에 연연하지 않고,쇠퇴를 정

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 에서 아직 사회  합의를 얻기 어려

운 일이다.사회 내부에는 여 히 양  성장의 기 가 공존하고,선출직 단체장은 이

를 충족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가시  성장이 없는 발 을 용납할 수 없다.따

라서 인구정책의 진화한 모델로서 한국형 축소도시 사례의 사회공간  양상  

효과 조사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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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ization of Population Policy in Korea

Min-Jung Cho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ocal Korean government has suffered from not only low 

fertility and an increased aging population but also an outflow of the 

regional population. The crisis of depopulation in each local municipality 

is a contemporary issue, and promises to persist into the future.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launched in 1995, the population 

problem became a more critical issue for many regions, since the 

population of local government means not only the quantity of people 

but also the regional development parameter. Therefore, increasing the 

number of local residents became a matter of “survival of the fittest.” 

 

   Historically, population policy has followed a national-centric val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is a legible indicator that mediates national development, 

and population policy is a mean-changing demographic variable on the 

scale of governmental needs. In the past, overpopulation was 

understood as an obstacle to economic growth, and today, de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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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led to the los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relationship 

among population, development, and government has seemed stable and 

unchangeable. However, when the paradigm of development shifted and 

the local government emerged as a new political and economic unit in 

Korean society, the population policy was reorganized. While the local 

government has become a ruling entity next to the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e autonomy of local municipality and the rationality of 

public planning, the correlation between population and development 

has expanded to the regional level.    

   This study focuses on the localization of population policy, in which 

local movements in population policy are differentiated from centralized 

flow. Population policy consists of complicated stag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policy capacities,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and the 

proposal of policy alternative at the local level. Eventually, as a social 

spatial view of localization of population policy is developed, it can 

ensure the local government’s role of ruling agent, establish different 

aspects of population policy, and determine new elements of population 

policy that are suitable for Korea during the depopulation peri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last two decades, local autonomy has acted on building 

the governmentality as a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national-centric 

inclination has been consistently strong and powerful, municipalities are 

not completely dependent on it. These days, the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its credentials as a ruler in terms of jurisdiction. The local 

government has considered how to create a Knowledge State by 

differentiating the population census data and reproducing the social 

index, and how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making legalistic 

status, establishing itself as an autonomous organization, and compiling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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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the population policy in the local government differs from 

that of the state. While the state emphasizes the people who are at 

work or are economically active in th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the local government is concerned with how many residents are 

important to the region. The more residents it has, the more advantage 

the local government takes in local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local government has attempted to increase the population by using 

diverse means. For example, it has engaged in not only birth 

encouragement but also the facilitation of the inflow and control of the 

outflow. In particular, a few regions played a leading role in policy 

enforcement and caused some confusion within the politics of scale.

   Third, local population policy is expending the scope emphasizing of 

public ownership about population and the linkage between population 

policy and spatial policy. The real aim of increase local residents is to 

appease a population decline, and this presents nothing more than 

declarative value. Moreover, considering that the Korean population will 

absolutely decrease after peaking in 2030, the current population 

increase policy has become fundamentally limited.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seek an alternative population policy within the local 

government. It works that the local government focuses not on 

statistical population but on the floating population to share the 

regional spatial experience. And urban regeneration as a broad 

population policy is a step towards improvement of life quality. 

   Population policy provides a way to solve a problem and also 

facilitates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As a part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hich recognizes regional social issues, there has 

been an effort to establish autonomous rights and status and solve an 

urgent problem in regional system reasonably. In this respect, today, 

local government is becoming the principal ruling agent t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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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nage the population it issued itself. 

   The population policy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at 

the regional level.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to depend on the 

capability and achievements of the local municipality as an agent of 

population policy. This is caused by limit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utonomy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ized system. Although the 

development paradigm is changed at the macro-level and the local 

government has begun to emerge as a significant spatial agent, the goal 

of the regional policy is limited to qualitative growth. The local 

government is in danger of repeating the same method of increasing 

the population quantitatively again and retrogressing to a development 

paradigm. Nevertheless, there is no reason to think negatively. The local 

government is a place in which new advancement aspect begins, and it 

is connected to the opportunity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new ways.

 

Keywords: population policy, localization, population, development, state, 

          public planning, loc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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