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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과 고속철을 포함한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

다. 이것은 단지 수도권의 주거와 이동 등 생활환경의 악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낙후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분산과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위하여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였고 2017년 4월말까지

이전대상 154개 기관 중 145개의 기관을 이전하였다. 이 시점에서 원래

의도하였던 지방발전의 경제적 효과와 인구분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연구보고

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

는 공공기관이전 지역들 중 2013년에 한국전력의 자회사 중 하나인 한국

서부발전이 이전한 태안군을 실험군으로 하고,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서

산시를 선정하였으며, 다중그룹 단절적 시계열(multiple group

interrupted time series)분석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부동산/교통인프

라, 지역경제/지방재정 관련 변수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이전에는 인구증가율이 서산시와 태안군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 이후 서산시가 정체수준인데 비해

태안군은 매년 0.8%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13년 이후 서산시에 비해 태

안군이 매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

다. 순이동인구 추세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 서산시와 태안군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 이후 서산시가 감소추세인데 비해

태안군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가변동률과 도로포장률에서는 2013년 이후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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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자주도는 2013년에 태안군에서 갑자

기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서산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의 재정자주도에서는 기울기에서 통계적으로

두 그룹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자립도에서도 두 그룹은

2013년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지표인 고용률

과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사업체 수 등에서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2013년

이전에 이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따라서 2013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해석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의 인구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출산율에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재정자립도나 고용률 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의료, 문화 등을 포함한 생활인프라와 교육시스템 등의 지원의 미비 때

문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포함한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으로 이전한 140개 공공기관들 중 1개를 대상으로 하였

고, 대조군에서도 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하지

만 아직까지 실증적 연구가 제한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방법적으로

효과적인 결과와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공공기관, 단절적 시계열분석, 지역발전, 지방이전

학 번 : 2016-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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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정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 형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

관은 154개 기관으로 2016년 9월말까지 140개 공공기관(90%)이 전국 각

지로 지방이전을 완료하였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적 지역발전효과

는 크게 인구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사회연계효과

등으로 구분가능하다.

인구효과는 인구유입, 인구증가, 지역 고용증가로 볼 수 있으며, 경제

적 효과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징수효과, 투자비 집행효과, 경상경비

지출효과, 이전 직원들의 소비지출효과 및 지방교부세 증대효과, 지역산

업발전효과 등이 있다.

사회문화적 효과는 교육·문화수준 향상효과, 관광객 증가효과, 지역홍

보 및 정체성 확보로 인한 지역이미지 제고효과, 국제화 효과 등이 있다.

지역사회연계효과는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과의 산학연계, 지역인재채

용으로 고급인력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의 산학연 구축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효과 등이 있다.

지역발전효과 중 인구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실질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전직후 이러한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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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성장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가 시작 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거시적인 측면의 경

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것이나, 국토 효율화 방안 혹은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연구들

의 대부분이 국가적 조직적 차원에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

방이전 정책의 가시적 효과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대한 미시적 관

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미치

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전 완료기관들은 지역경제에 직·간

접적효과를 미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 이전을 완료한 기관과 종사자는 이전지역에서 공

사발주, 주택 및 물품구입, 소비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그 정확한 규모와 효과에 대해서

는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이전된 지역이 실질적인 성장이 이뤄졌는지와 구체

적으로 두드러진 효과와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지방이전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에 의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후속조치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본 연구는 서울에서 태안 기업도시1)로 이전한 한국서부발전(이하 서

1) 기업도시(company town, 企業都市)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

하는 도시를 뜻한다. 기업이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실

리콘 밸리, 일본의 도요타시, 프랑스의 니스 등이 대표적이며 도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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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발전)과 종사자 등이 지역성장에 미친 유형효과를 대조군으로 서산시

를 두고, 정책시행의 사전과 사후효과의 분석을 하였다. 서산시를 대조군

으로 선정한 이유는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하는 태안읍내와 서산시는 거

리상 매우 가까워 양방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단일 생활권이나 다름없

어 두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하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파급효

과가 태안군뿐만 아니라 서산시의 지역성장 지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으며, 지역별 지표별 영향분석 및 평가로 향후 두 지역의 발

전전략모색과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격에 따라 산업 생산과 교역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업교역형(일본의 도

요타 시, 중국의 소주공원업구), 산업과 연구가 연결된 지식기반형(미국

의 실리콘밸리,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시), 관광레저형(미국의 디즈니

랜드, 애리조나 썬시티), 공공기관의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혁신거점형(미

국의 몽고메리) 등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6월 전경련이 법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함으로

써 시작되었고, 2005년 8월에 정부가 시범도시로 태안군, 무주군, 원주시,

충주시, 무안군, 영암·해남 등 6곳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무안은 산업

교역형으로, 원주와 충주는 지식기반형, 무주·태안·영암·해남은 관광레저

형으로 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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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 8월말 태안지역으로 지방이전을 완료한 서

부발전이 소재한 소도시 태안군과 공공기관 비이전지역인 태안군과 가장

인접한 중소 도시인 서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전 지역의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

구설계를 하였고, 지방이전 소재지역과 비소재지역의 2013년을 전후로

한 기간 동안의 지역성장 차이 분석을 통해 지방이전효과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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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 1 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균형된 지방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2005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180개를 수도권

과 대전을 제외하고 12개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국토교

통부 지방이전추진단, 2012).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과의 연계로, 지역특성화 발전 촉진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세종특별자치

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건설과 수도권 종합발전 대책 등

으로 국가 재편 프로젝트로 국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해야만 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

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

로 409개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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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이전 제외 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세종 특별자치시 이전)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05.6.24계획 발표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전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80개 기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으로 154개(혁신도시 115개 + 개별이

전 19개 + 세종시 20개)로 조정되었다.(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부록 참조)

[표 2-2] 공공기관의 이전수

※ ( ) 임차기관 수임

지역 계 소속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전체 154(30) 44 16 48(4) 46(26)

혁신도시 115(14) 32 13 44(3)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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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검토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련된 연구는 지방이전 이전시기인 2013년 이

전에 다수 수행되었다. 2013년 지방이전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전후의 근

무환경이나 이직의도 등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공기

관 이전의 지역효과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됨으로써, 원래 위치하던 서울과 수도

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다른 하나는 공

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였다.

경기개발연구원(2005)의 보고에 의하면,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공공기

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소득분배를 지역 간 차이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경제효율성은 오히려 악화되며, 수도권

과 서울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은 감소되는데 그 예측치는 5조원까지 예

측되었다. 김현숙(2005)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 생산유발 계수표와 인구변화를 근거로 하였을 때, 수도권에서는 총 2

조 5천억원의 생산이 감소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환경오염과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영덕과 조경엽(2006)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효율

성과 형평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중점 분석하였다. 8개 권역과 17개 산업

으로 전국을 분류한 후 분석하였을 때, 경제효율성은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이 약 2조 3천6백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경

제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경제력 집중도가 수도권에서는 낮아지지만 호

남, 충남, 경북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가영과 김의준(2007)은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산업 생산액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였다. 분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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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16개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을 이용

하였고 가상추출효과, 선도산업, 지역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선도산

업을 분석하였을 때, 수도권은 전기/가전/반도체 산업이었고, 비수도권

은 음식료/담배/섬유산업이었다. 가상추출의 효과분석에서는 수도권 전

체 산업 중에서는 건설/전력가스수도 산업 등이 파급효과가 가장 컸고,

농림어업 산업에서는 전방연쇄효과 그리고 후방연쇄효과 두 가지 모두

효과가 크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생산증가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파급효과 분석도 실시되었다. 그 결과, 2005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0대 공공기관 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공무원연금관

리공단, 한국석유공사, 한전기공(주)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가의

총 생산액은 1조 604억 원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교준과 조광래(2008)는 강원도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이전효과보

다는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기업이전이 보다 큰 파급효과가 있었다. 규모

가 제각기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효과가 분석되었다. 파급효과의

단위당 크기가 비교되었을 때에도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기업이전영향이

더욱 컸다.

기업이 지방투자를 결정하는 요인과 지방의 기업지원제도를 분석한 문

문철(2012)의 보고에 의하면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투자는 생산시설

등의 확장을 위한 신규부지의 확보, 기업이 지방이전과 투자를 할 경우 지

원되는 정부의 인센티브, 높은 지가와 임대료 순이었다.

원문호와 박기남(2014)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개선과

지방경제발전의 목표를 이룰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전남/강원/제주권으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고려한 후 지방이전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모형을 비교함으로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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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이전은 수도권 순유입

인구수를 감소시키는 한편 지방의 순GRDP를 증가시키는데 큰 효과를 보

이지 않고 있었다. 즉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기대한 성과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이전비용과 같은 비용 증가로 사업비가 감소되면서 지

방 민간기업의 원가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정부부처의 관리 하에 주요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제집중도를

높이고 수도권 인구는 과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시뮬레이션

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별개로 고급지식/기술과 교육수준을 약간

만 높여도 지방이전보다 더 큰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지방자

치는 지식/기술과 교육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와 함께 지역규제와 불편들

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10∼20년 이후를 대비

한 노력들이 지역 인구유출을 차단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2) 외국의 공공기관 이전 연구

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2007)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지방의 사회․경제적 지원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 이전 분야의 석학인 닐 마셜(Neill Marshall) 영국

뉴캐슬대 교수는 영국 정부는 ‘60년대 프레밍(Flemming)정책에 따라 “런

던의 높은 임대료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을 주된 목표로 공공기

관의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3년 수립된

리욘(Lyons)정책은 이전의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조직의 근

대화 및 행정 개혁”을 핵심요소로 고려하여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2만개 이상의 공직을 런던과 남동부지역을 제외한 70여개 도시

로 이전토록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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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산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험” 사례를 발표한 기 보델

(Guy Baudelle)은 프랑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의 가장 근본

적인 방향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특히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

관 지방이전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정한 지방거점도

시의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1990년 들어 크레송

(Cresson)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단(La Mission des

delocalisations publics, 1991년)이 신설되어 ‘91년부터 ’03년까지 315개 기관에

서 4만 명 이상이 이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과 지방경제에 가장 큰 파급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기능은 교육

과 연구기능으로, 지방에서 파리권으로 학생이동이 감소하고 지방기업의 경쟁

력이 향상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김태환은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이전정책의 특징은 영

국, 프랑스, 일본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공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영국의 경우 중앙부처의 일부 집행기능 중심으로 지방이전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능을 포함한 기관 전체가

이전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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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방자치, 지역경제, 지방재정

1.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분권주의에 의한 것과 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것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법률적 자치이고, 후자는 주민자치라

고도 한다. 실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행정적인 독립성과 함께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실질적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활동에서 지방재원이

지지되지 못한다면 명실상부한 의미로서 지방자치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1952년 이후 10여 년간 실시되다가 1961년 지

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1991년 3월 26일에 기초의회 의

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실시

되면서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시민들의 민

주의식이 성숙하고,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국민의 의식이 다양해지면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흡수,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급

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성장성과의 지역 간 계층 간 균형발전에 대한 요

구가 커졌고, 산업화로 인한 교통, 공해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함으

로써 중앙집권체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

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재정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었고,

산업구조의 취약성,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교육과 자본, 기술

의 부족이라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 왔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방기업의 창

업지원과 지역정보구축, 지역금융의 활성화 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라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경제는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와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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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생활이 안정화되면서 지방의 자

치는 확고한 견고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건전과 활성화는

주민의 복지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기업이 확대되면 지역주

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것은 상품과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유통업체들과 함께 공장들이 진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된 금융기관과 정보기관의 입주도 동반되게 된

다. 따라서 지역의 고용기회가 증가하고, 임금소득이 개선되면서 산업기

반도 확대되고, 인력의 정착기반이 조성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함께 지역경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환경규제나 소비자보호와 같은 기능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지역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치의식향상과 함

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기여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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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역경제성장 측정 및 결정요인 구조

출처: Cambridge Econometrics(2003), “A Study on the Factors of

Regional Competitiveness”를 안기돈2)이 수정하여 작성

2) 안기돈(2016), “충남북부지역의경제현황및성장요인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8(5),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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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

터의 자율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율권이란

행정과 사무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면도 포함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를 위한 물적 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공재정은 중앙정부의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라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사용한다. 김종희(김종희, 2006)는 지방재정의 기

능으로 자원배분, 소득분배, 재정안정화의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지방

재정에서 자원배분이란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원배분과는 다른

개념을 갖는다. 공공성, 사회성, 비수익성, 불예측성과 같은 특징들에 의

해 시장기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이

국방이나 외교, 국토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투입되는 반면, 지방재정은 주

민생활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상하수도, 교육, 소방 등 한정된 지역주민에

게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소득분배는 최근 정책

세제에 의해 지방재정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분배정책기능이 커지고 있다. 셋째, 재정안정화는 지역경제를 안정화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지역의 성장, 실업, 도

산, 물가상승에 관여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근간을 두고 운영이 된다. 제1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

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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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방재정을 지나친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을 비슷하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는 사

무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입안한 정책에 같

은 방향으로 운영하며 반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전체 국가 통치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에서 예

산을 입안하거나 집행의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본적 예산

정책과 조세정책에 일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부

담을 지워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들 사이에는 상호간에 협력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과 대립의

과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용

을 적절히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저항과 반발을 초래

할 수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무리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의 투입과 최대의 효과를 위한 효율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지역개발과 지역복지를 도

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1994년 12월 22일

재정분석과 진단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8년 10월 19일에는 행

정자치부 훈령으로 지방재정분석, 진단실시규정이 만들어졌다. 이에 근거

하여 1998년부터 7개 지표를 1999년부터는 10개 지표로 확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이 지표들은

크게 건전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건전성은 자주

성과 안정성으로, 효율성은 생산성과 노력성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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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에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가, 안정성에는 경상수지비율, 세입세

충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이 포함된다. 그리고 생산성에는 재정계획운

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비비율이, 노력성에는 자체수입증감률과

경상경비증감률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재정자립도를 선택

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3] 지방재정 분석지표의 운영

상위
목표

건전성 효율성

하위
목표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

분석
지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비비율

-자체수입증감률

-경상경비증감률

성격
-재정상태분석

-재정력측정

-재정구조분석

-재무구조,

수지탄력성측정

-재정관리분석

-재정운영의계획성,

재원배분의합리성

측정

-재정노력분석

-세입징수, 예산

절감노력 측정

활용
-중앙의 의존

재원지원기준

-재정진단대상

단체선정기준
-재정 인센티브 및 우수기관 시상기준

출처: 김회웅(2004), p50

지방정부의 재원은 자체재원과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이전재원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자체재원에는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 지방채의

세 가지로 나뉘고, 이전재원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두 가지로 나

뉠 수 있다. 여기서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은 합쳐서 자주재원으로 분류

된다. 그리고 특정보조금은 특정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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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지방정부 세입구성

총재원(대분류) 세부분류 자주성여부

자체재원

지방세

자주재원지방세외 수입

지방채

이전재원
일반보조금 자주재원

특정보조금 특정재원

출처: 우명동 (2016)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과표와 세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와 국세의 배분은 세원배분(tax assignment)

의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전통적으로 토지나 가옥, 영업세 등이

지방세로 포함되며 최근에는 소득이나 소득과세체계가 수용되고 있다.

지방세외 수입은 사용자부담금, 기타세외수입, 공기업수입의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부담금은 사용료, 수수료, 기타 사업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이다. 기타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벌금, 기부

금, 이월금, 부담금 등이며, 공기업수입은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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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세외 수입의 분류

세외수입(대분류) 세부분류

사용자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기타(사업수입, 재산임대수입 등)

기타 세외 수입
재산 매각 수입
과태료, 벌금 등

기부금, 이월금, 부담금 등

공기업 수입 상하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등

출처: 우명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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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단절적 시계열분석과 정책

1. 단절적 시계열 분석의 장점

단절된 시계열분석 또는 틈새시계열분석은 공공정책이나, 미디어를 통

한 캠페인, 건강정책, 또는 조세정책의 변화와 같이 국가나 지역행정단위

와 같은 큰 규모의 그룹을 대상으로 개입이 있을 때 고려할만한 연구방

법이다. 정책 등이 도입될 때 연구대상이 되는 샘플의 수는 1개로 제한

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는 사망률이나 평균비

용과 같이 결합된 수준(aggregate level)으로 나타난다. 만약 개입이전과

이후기간의 관심있는 결과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단절

적 시계열분석이 높은 수준의 타당성이 있는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Campbell and Stanley 1966; Shadish, Cook, and Campbell 2002). 그리

고 만약 개입이 적용된 처리그룹과 유사한 다른 그룹이 대조군으로 비교

가 가능하다면 빠뜨린 혼란인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보정작용이 되기에

비교연구는 해석상에서 더욱 큰 장점을 얻게 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 대한 보고가 문헌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1977년 노인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의 측정에 관한 기술

연구에서 나타난다(Calsyn, Fergus, & York, 1977). 이후 단절된 시계열분

석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까지 10여편 남짓 보고되었다. 본격적으로 단절

된 시계열분석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 그해에 10여편이 보고

되었다. 이후 2016년에는 interrupted time series로 40여편의 논문이 보고

되었다. 대부분은 의료와 관련된 연구였으며(MacBride-Stewart et al.,

2017) 사회정책과 관련된연구(Ma, Kuller, Fisher, & Ostroff, 2013)도 보고

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연구는 담배가격을 올림으로써 흡연율이 감소되었

는지를 다른 지역과 함께 비교를 하는 것이었다.(Ma et al., 2013). 또한 러

시아에서는 금주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과 함께 다른 지역과의 변화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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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Pridemore, Chamlin, & Andreev, 2013).

2. 단일 그룹 분석

대조군이 없이 하나의 그룹으로 분석을 할때의 단절적 시계열 회귀모

델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정한다. (Huitema and McKean 2000a;

Linden and Adams 2011; Simonton 1977a; Simonton 1977b)

Yt = β0 + β1Tt + β2Xt + β3XtTt + t

여기서는 t시간 시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equally spaced) 측정된 결과

이다. Tt는 연구가 시작된 이후의 시간이다. Xt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서 개입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개입이전의 기간은 0이고, 개

입이후의 기간은 1이 된다. XtTt는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다. 이

들 항들은 그림1의 아래쪽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단일그룹의 단절

적 시계열분석에서, β0는 절편 또는 결과변수의 시작점에서의 값이다. β1

은 개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시기의 기울기 또는 궤적(trajectory)이다.

β2는 개입이 도입된 이후 즉각적으로 발생한 결과의 수준변화를 나타낸

다. β3는 결과의 개입이전 기울기와 개입이후 기울기 사이의 차이를 나

타낸다. 따라서 β2 의 유의확률 p를 확인함으로써 개입의 즉각적인 효과

를 확인할 수 있고, β3의 유의확률 p를 통해서는 기간에 따른 처리효과

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Linden and Adams 2011). 대조군이 없는

단일그룹 단절적 시계열분석에서는 개입 이후 기간의 추세에 대해 개입

이전의 추세가 비교대상이 된다. 단절적 시계열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측정될 수 없는 혼란인자(time-varying unmeasured

confounder)는 비교적 천천히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개입이전의

추세는 개입인자의 도입이후의 급격한 도약과 비교될 수 있다.



- 21 -

3. 통제그룹이 있는 두 개이상의 그룹분석

한 개 이상의 통제그룹과 처리그룹이 있는 두 개 이상의 그룹을 비교

할 때, 단절적 시계열분석의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Linden and

Adams 2011;Simonton 1977a; Simonton 1977b)

Yt = β0 + β1Tt + β2Xt + β3XtTt + β4Z + β5ZTt + β6ZXt + β7ZXtTt + t

여기에서 Z는 처리그룹이나 통제 그룹에 할당된 더미변수이며 ZTt,

ZXt, ZXtTt는 단일그룹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상호작용항들이다. 그림에

서 β0에서 β3까지는 통제그룹을 의미한다. 그리고 β4에서 β7까지는 처리

그룹을 의미한다. β4는 개입 이전에 통제그룹과 처리그룹 사이의 초기

차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β5는 개입 이전에 대조군과 처리군 사이의 기

울기(slope)나 추세(trend)의 차이를 의미한다. β6는 개입이 시작된 직후

에 발생한 처리효과로서 대조군과 처리군 사이의 수준차이를 의미한다.

β7는 개입이전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개입이 시작된 이후에 대조군과 처

리군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다중그룹 단절적 시계열분석은 어떤 한 집단에 대해서만 외부정책의

개입이 있고 이의 효과를 비교할 때 특히 분석의 가치가 있다. 이 분석

의 중요한 가정은 빠뜨린 혼란인자들이 처리그룹과 대조그룹 모두에 유

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다중그룹 단

절적 시계열분석은 관찰된 공변량들에서 그룹들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갖는다. 특히 β4와 β5의 두 파라미터는 특히 중요

한데 이것은 개입이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그룹 사이에 초기수준

(level)과 추세(trajectory)에서 차이가 이미 존재하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작위로 통제된 시행(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이라면, 개입이전에 두 그룹사이에 수준과 기울기는 유사하여야 한다. 하

지만 관찰된 연구가 두 그룹사이에 유사한 수준과 기울기를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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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개입 이후의 수준과 기울기의 차이에 대한 해석은 개입의 인과관

계로서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inden and Adams 2011).

[그림 2-2] 다중그룹 단절적 시계열분석

출처: Linden and Adams(2011)

4. 1차 자기회귀[AR(1)]과정 후의 무작위 오차항

만약 개입의 도입 주위 시간에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다면 이러한 방

법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다중그룹모형이 AR(1)과정을 따른

다면 무작위 오차항(εt)은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εt = ρεt−1 +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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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는 자기회귀 파라미터로 인접한 오차항 사이의 상관계수이다.

교란항 ut는 독립적이고 정규분포를 가진다. (N(0, σ2))

올바른 자기상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상관분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um and Schaffer(2013)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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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국서부발전

1. 경영 환경

서부발전은 2016년 기준 매출액 4조1798억원 규모의 공기업으로서 기

재부 알리오에 공시된 308개 공공기관 중 12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전

기를 생산·공급하는 발전사들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

하였다. 당기순이익 상위 10위권의 공공기관들은 법인세 납부액 상위 10

개 기업과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발전회사의 재무구조는 매우 크다고 하겠

다. 서부발전은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면서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으로서 매년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태안, 평택, 서인천 등 4개 발전단지에 국내 총 발

전설비 용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10,972M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설비용량 중 기력 5,400MW, 복합 3,867.4MW, 신재생(IGCC,태양광, 소

수력, 연료전지, 풍력) 655MW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력은 전력

거래소를 통해 전량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있다. 임직원수는 2016년

기준 2,176명이며, 65% 가량이 태안군에 이전한 본사와 태안발전본부에

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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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6년 전력룹사 법인세 납부 현황

순위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결정세액

(억원)

1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9,052

2 한국수력원자력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7,155

3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국토교통부 6,566

4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3,598

5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3,542

6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국토교통부 2,873

7 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1,433

8 한국동서발전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412

9 한국남부발전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083

10 한국남동발전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995

11 한국중부발전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897

12 한국서부발전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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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사이전과 지역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방식’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격차를 반영해 균형성의 원칙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 배치하였고,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

지 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이전하는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지역을 결정하

였다. 또한 가급적 이전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선호와 지역의

유치 기관 선호를 반영하였다. 이전 대상 기관은 ‘대규모 기관’, ‘산업특

화 기능군’, ‘유관기능군’, ‘기타기관’으로 분류하였는데, 대규모 기관은 기

관인원, 지방세납부액,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효과가 큰 기관

이고, 산업특화 기능군은 지역전략(특화)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관군, 유

관 기능군은 지방의 중추관리 기능 강화․지역역량 확충 시너지 효과 제

고 등을 위해 집단이전이 바람직한 기관군, 기타 기관은 대규모 기관, 기

능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기관을 말한다.

서부발전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

게 군 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다. 서부발전 이전은 민간유치활동의 노력과

이전 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태안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서부발전

의 본사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본사이전을 통한 지역사회와 상

생발전하기 위해 태안군과 서부발전 간 상생협력 공동선언(’10.10.13,태안

군↔서부발전)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서부발전”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태안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본사주소를 이전토록 하며, 서부발전

은 2010년 말까지 본사 이전부지 선정을 완료하여 부지매입에 착수하고,

2011년 중에 본사사옥 설계시행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태안군”은 본

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관련 인·허가, 부지매입, 사옥신축 등 제반행위

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다하고, 본사이전에 따른 지

원계획 등을 수립하고 대도시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내 및 인근 연계

교통을 신설·확대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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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의 이전은 태안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

는 태안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체로서 2005년부터 줄곧 주목을 받아

왔다. 태안군의 경우 200명이상 고용기관이 3개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작아 서부발전이 이전할 경우 태안 경제규모의 확대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간접적으로 서비스 업종 등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서부발전 본사 및 협력

사 직원 종사자 및 가족 이전으로 태안군 전입인구가 늘어 지방세수증가

로 지방재정 확충과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서부발전 본사의 사옥·사택 신축에 따른 고

용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2-7] 한국서부발전 본사이전 지역경제 효과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사 옥 중식 4.5억원/년 외부식당 이용

사 택

가족동반 생활비 100억원/년 480세대

단신부임 24억원/년 150세대

소계 124억원/년

공 통

저녁회식 12억원/년

소모품구입비 등 5.7억원/년

지 방 세 5.3억원/년 취·등록세 31억 제외

소계 23억원/년

합계 140억원/년

건설업체 종사원 235억원 연인원 47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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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은 본사 이전에 앞서 2013년부터 지역상생과 지역현지화를 추

진하였다. 태안군과 산업혁신운동 협약을 맺고 태안지역 소상공인과 영

세기업 대상 경영컨설팅과 설비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

다. 서부발전은 동반성장분야 우수기관으로 2011년 중소기업 육성전략인

‘WP-TOPS’를 구축한 이래 협력기업과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

다.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책임추구형 성과공유제, 에너지절감 그린크

레딧 사업, 산업혁신운동 등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기본체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서부발전은

2014년부터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00억원의 동반성장 협력대출 기금을

조성, 한국자원 등 태안지역 중소기업을 포함한 60여개 중소기업에게 대

출금리 감면을 지원해 왔다. 본사 이전 후 태안군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부발전의 협력기업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를 위해 2017년 발전회사 중 최대 규모인 500억원

으로 확대하였다.

[그림 2-3] 서부발전 본사이전 지역

(전) 서울 역삼동 GFC (후)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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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서부발전 본사이전 추진경위

◯ ’07. 04 : 본사 이전지역 태안군으로 확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

◯ ’08. 12 : 지방이전계획 정부승인 완료

◯ ’11. 06 : 용지공급협약 체결(서부발전↔충남개발공사)

◯ ’11. 12 : 태안 동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설계용역사 선정

◯ ’12. 12 : 사옥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서대종합건설, 일산종합건설)

◯ ’12. 12 : 토지분양계약 체결(서부발전↔충남개발공사)

◯ ’13. 02 : 감리용역사 선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 ’13. 04 : 본사 사옥 건립공사 본관 건축허가 변경 승인

◯ ’15. 07 : 본사 사옥 건립공사 준공 및 사용승인

◯ ’15. 08 : 본사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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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태안군과 서산시 지역경제 현황

1.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은 일정기간

동안 지역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계로써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

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 경제 분석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지역의 이해를 위해 태안군과 서산시의 2014

년 GRDP를 조사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표 2-9] 태안군과 서산시 연도별 GRDP 추이

(단위 : 조원， %)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연평균 성장률(%)

충남의 GRDP는 2014년 당해년가격은 105조로 연평균 성장률이 12%로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전국의 GRDP 연평균 성장률인 8%를

상회한다. 이것은 충남의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서산

과 태안 지역별 성장률 또한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며, 이 기간 동안 서산은

충남 지역 평균을 1%P 상회하는 13%이며, 태안은 충남과 서산보다는 낮

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9% 성장률을 보였다.

지역별 GRDP 구성은 충남의 경우는 제조업이 47%로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제일 큰 산업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구분 ’01 ’05 ’07 ’08 ’09 ’10 ’11 ’12 ’13 ’14 CAGR

전국 691.3 920.0 1043.3 1105.7 1151.4 1265.1 1330.9 1377.0 1430.3 1485.5 8

충남 34.1 51.3 59.0 64.1 71.8 83.2 91.8 95.3 99.1 105.0 12

서산 3.3 5.4 6.6 8.1 7.7 8.8 9.7 9.9 11.0 11.3 13

태안 1.0 1.4 1.5 1.2 1.5 1.7 1.6 1.5 2.0 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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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4개 지역으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생산단지로 삼성전자가 입

주한 천안시/아산시와 현대제철이 입주한 당진시, 석유화학 및 자동차관련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된 서산오토밸리와 자동차특화개발단지로 거듭나고

있는 서산시 등 대기업 중심의 생산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서산에 비해 태안은 제조업의 비중은 0.8%로 매우 낮고, 대규모 전력생

산단지가 입주한 지역으로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이 34.5%로 제일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12.0%)의 비중이 높았다.

[표 2-10] 지역별 GRDP 구성비(2014년)

경제활동별 전국 충남 서산 태안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00.0% 100.0% 100.0% 100.0%

순생산물세 8.8% 10.5% 17.9% 6.3%

총부가가치(기초가격) 91.2% 89.5% 82.1% 93.7%

농림어업 2.1% 4.3% 3.3% 10.3%

광업 0.2% 0.2% 0.1% 0.0%

제조업 27.5% 47.0% 53.9% 0.8%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2.0% 4.1% 1.9% 34.5%

건설업 4.5% 5.9% 4.6% 12.0%

도매및소매업 8.0% 2.6% 1.9% 2.7%

운수업 3.4% 2.2% 2.6% 2.1%

숙박및음식점업 2.4% 1.4% 0.9% 2.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3.5% 0.6% 0.4% 0.7%

금융및보험업 5.1% 1.9% 1.4% 2.4%

부동산업및임대업 7.4% 3.3% 2.1% 4.5%

사업서비스업 6.8% 2.5% 0.9% 3.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6.6% 6.3% 3.5% 9.9%

교육서비스업 5.0% 3.7% 2.5% 4.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9% 2.1% 1.2% 1.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9% 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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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안군과 서산시 재정자립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의 공시자료에 따

르면, 2014년(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아산(46.44%), 천안(43.52%), 당진

(31.76%), 서산(28.55%) 순으로 서북부 4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인구면에서도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순으로 충남지역 상위 4위권에 들

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재정자립도와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GRDP의 변화에서 보았듯이 4개 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있었고 주택

및 근린시설 건설이 수반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지방세

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방재정이 늘었고,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줄어들

게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태안은 매년 재정자립도가 중하위권 수준이다. 2012년도 6위에서 매년

한단계씩 순위가 하락하여 2014년에는 8위(21.55%)로 충남 15개 시군구

가운데 중위권에 머물렀다.

서북부 4개시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고속도로 접근 용이성

으로 수도권의 기업이전이 활발해지면서 인구가 증가한 것이 재정자립도

의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태안의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에 따라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택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로 인

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표 2-11] 2014년 서산시 및 태안군 재정 현황

구분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 원) GRDP

(조원)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태안 62,574 516.10 390,007 290,834 99,173 2.3 13.92 60.58

서산 167,611 740.82 645,775 572,969 72,806 11.3 20.32 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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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과 변수구성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독립변수로, 이전지역의 지역성장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였다.

[표3-1] 연구모형

[그림3-1] 연구모형

구 분 이전 전 지역성장 이전 후 지역성장

非 이전지역 변화율 小 변화율 小

이전지역 변화율 小 변화율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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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설정

독립변수로 설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간범위는 이전지역과 비이전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로 설정한 ‘지역성장’은 기존의 선행연구

(정기만, 위정복)에서 정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판기 등(2013)에서 제

시한 생활인프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함께

부동산/교통인프라, 경제/재정의 3개의 지표로 나누었고 총 11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표3-2] 지역성장 지표 및 변수

지표 변수

인구통계

1.인구증가율

2.합계출산율

3.주민등록인구

4.순이동인구

부동산/교통인프라
1.지가변동률

2.도로포장률

경제/재정

1.사업체수

2.인구천명당 사업체수

3.고용률

4.재정자주도

5.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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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서부발전의 본사이전은 공식적으로 2015년 8월 31일에 완료되었으나, 현

재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말 사옥 및 사택 건설에 따

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책변화 영향 시점을 2013년으로부터

2016년까지로 하며, 연구대상은 태안군과 서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간은 정책변화 영향 시

점 전후 각 4년을 조사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태안군과 서산시

의 지역성장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지역과 정책행위에

노출되지 않았던 지역간 차이점과 차이요인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준실험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훈령 제1호)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

영하여 2012년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데이터를 통한 재정운용결과를 반영

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 지방재정분석

기초통계자료,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국가통계(KOSIS)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차단된 시계열

설계를 도입하였다.(정광호· 김원수)

복수시계열설계(multiple time-series)이라고도 불리는 통제-시계열설계

(control-series design)는 단절적 시계열 설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제

집단을 부가한 것이다. 통제-시계열분석의 논리는 단절적 시계열분석의 논

리와 똑같다. 다만 정책행위에 노출되지 않았던 집단(들)도 통제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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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series)로 그래프에 부가되어 비교된다는 점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

통제-시계열분석은 STATA Ver. 13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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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지표

[표4-1] 인구통계학적 지표 변수 분석

변수 비교군 시작점
2013년이전

기울기
2013년

2013년이후

기울기

인구증가율

서산(대조)
1.576

(P=0.033)

-.0438

(P=0.621)

.39767

(P=0.355)

0.0388182

(P=0.811)

태안(실험)
-.1566667

(P=0.902)

-.0884242

(P=0.597)

-.372

(P=0.587)

0.8334242

(P=0.002)

합계출산율

서산(대조)
1.3526

(P=0.000)

.0391273

(P=0.000)

-.128

(P=0.001)

.0138727

(P=0.187)

태안(실험)
-.1128667

(P=0.127)

-.0172242

(P=0.072)

.0223333

(P=0.745)

-.0787758

(P=0.016)

주민등록인구

서산(대조)
147501.2

(P=0.000)

1229.725

(P=0.000)

3065.292

(P=0.031)

504.3747

(P=0.031)

태안(실험)
-78389.54

(P=0.000)

-1658.769

(P=0.000)

-2081.092

(P=0.177)

460.8692

(P=0.086)

순이동인구

서산(대조)
2244.077

(P=0.000)

-119.439

(P=0.037)

1322.877

(P=0.011)

-351.7604

(P=0.059)

태안(실험)
-1076.846

(P=0.107)

32.63736

(P=0.629)

-1090.577

(P=0.051)

688.8626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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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인구증가율, 합계출산율, 주민등록

인구, 순이동인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증가율은 2013년 이전에는

태안군과 서산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587),

개입이 시작된 2013년 이후 태안군에서 서산시에 비해 높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기울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합계출산율은

2013년 이전에는 서산시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P=0.745) 그러나 2013년 이후 태안군이 서산시에 비해 더

낮았고(-.0787758) 유의확률 P=0.016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순

이동 인구는 2013년 개입직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의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P=0.051) 2013년 이후의 추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태안군이 더욱 큰 수치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P=0.005)

그러나 주민등록인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0.086) 2013년 이후 태안군이 매년 460.869명으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태안군 인구는 2014년말 기준 총 6만2574명으로 2013년(6만2416명) 대

비 158명이 증가하였다. 태안군은 2013년까지 계속 인구감소추세에 있었

고, 당해 연도에도 132명이 감소하였으나 이처럼 인구가 반등한 데에는

큰 변화가 있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2016년 말에는 6만3,900명으로 2

년간 1,485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태안군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바뀌었다.

태안군은 1989년 서산군에서 분리되어 다시 복군된 당시 8만5,000명에

가깝던 인구가 6만2000여 명대로 감소한데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017. 5월말 기준 1만7천161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6.8%로 이미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 65세 이상 25% 이상)에 진입하였고, 사망자수

가 출생자수보다 2배가량 높아 자연감소 인구가 매년 300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인구증가세는 태안군에는 큰 변곡점

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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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태안군이 2013

년부터 '주민등록 갖기 운동'으로 실제거주하고 있으나 미전입 소속 관

내기관에 대한 독려의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하나는 2015년 8

월에 태안에 지역 유일의 대기업체인 한국서부발전(주)의 본사와 사택

이 태안읍내에 신축됨에 따른 다수의 직장이동이 요인이다. 서부발전 본

사 사옥에는 본사직원 350명과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여 500여명이 입주

하였고, 신축사택에는 직원 및 가족이 1,500명가량 입주하였다. 이 수치

는 기혼자 중 34%가량이 가족없이 혼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

다. 당초 컨설팅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직원의 55.4%가 나홀로 이주한다

고 응답하였는데 실제 가족동반이주한 직원이 예상보다 많았다.

태안읍내에 사택을 신축함에 따른 기대효과가 매우 컸다. 서부발전 사

택(이화마을)은 태안읍내로부터 8km 떨어진 원북면에 있으며, 서부발전

의 핵심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가 사용 중이다. 이화마을은 문화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낙후지역이다 보니 직원 및 가족들이 선호하지 않고, 인사

이동 등으로 입주한 직원들의 주거만족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북을 떠나서 자가소유나 전세로 거주하는 직원이 21%가량(217

명)되며 이중 서산에 65%(172명), 태안27%(58명)에 거주하고 있다. 열악

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과 원룸신축, 생활체육관 리모델

링등을 시행하여 가족동반세대의 유출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단신부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가 이전하면서 태안읍내에 사택을 신축함에 따라 본사 직

원과 태안발전본부 직원 중 이화마을에서 300여 세대와 서산시내 사택에

거주직원 100여 세대가 태안읍으로 흡수되었다.

서부발전 상생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과 동반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임

직원의 가운데 60% 정도가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보육 문제와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여부에 따

라 가족동반이주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안군과의 상생협력 컨설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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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위해 학군조정, 직장보육시설 신축 및 인가, 통학로 정비 등 다각

적인 노력으로 본사 직원의 영유아 및 초등자녀 146명이 동반 이주하였

으며, 이뿐만 아니라 태안 신축사택에 입주한 태안발전본부 영유아와 초

등자녀 223명도 사택단지에 입주하면서 태안군의 인구유입에 큰 동력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태안읍내로 369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유입되었다.

이로써 서부발전과 지자치단체와의 노력을 통해 2015년에 괄목할만한

이전효과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평균가족 동반이주율은 2015년 24.9%,

2016년 29.4%, 2017년 30.6%인데 반해, 서부발전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본사이전이 시작된 2015년말에 이미 40%를 넘어 전국 평균 24.9%를

훨씬 웃돌았다.

애초 정부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기혼 직원의 절반가량은 가족과 함

께 이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

실은 달랐다. 태안은 교육·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기혼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

상하였다.

하지만 태안 소도시와 혁신도시와는 분명한 차이점 존재하였다. 혁신

도시에 비해 웅장하지도 않고 최신시설 등 복합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도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이미 도시형

태를 갖추고 있었고, 기초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점

이 달랐던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사택을 조성하고, 사택 내 복합

문화공간(소공연장, 작은도서관, 분수공원, 잔디공원, 체육관)을 마련하였

고, 근린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각종 서비스업종(교육, 음식, 미

용 등)이 입점하여 입주직원들의 주거생활안정에 높은 기여를 한 덕분에

서부발전의 가족동반이주율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

히 높아진 것이다. 서부발전의 본사 기혼직원 중 가족동반이주의사를 밝

힌 직원은 27.9%에 불고하였으나, 이전 직후(2015년)의 가족동반이주율

은 40%까지 상승하였고, 2016년말에는 53%까지 상승함에 따라 태안군

의 인구증가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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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동산 및 교통인프라 지표

[표4-2] 부동산/교통인프라 변수 분석

변수 비교군 시작점
2013년이전

기울기
2013년

2013년이후

기울기

지가변동률

서산(대조)
2.769231

(P=0.161)

-.0989011

(P=0.578)

-.4846154

(P=0.597)

.4989011

(P=0.012)

태안(실험)
.6923077

(P=0.805)

-.032967

(P=0.901)

-.3307692

(P=0.828)

0.8334242

(P=0.817)

도로포장률

서산(대조)
1.18733

(P=0.000)

-1.446424

(P= 0.580)

31.53333

(P=0.059)

7.256424

(P=0.090)

태안(실험)
1.227333

(P=0.938)

1.939394

(P=0.460)

-31.80733

(P=0.058)

-5.789394

(P=0.174)

1. 부동산

지가변동률은 태안군과 서산시 모두 2013년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P=0.817) 2013년 개입이 시작된 이후 변화 기울기에서 태안

이 서산시보다 –5.789의 음의 기울기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확률은

P=0.17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가변동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태안군의 지가상승이 지

역편차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안군의 지가변동은 서부발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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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태안기업도시 지역, 태안종합에너지특구 지정지역이 매우 컸으며,

서부발전의 본사이전지역이거나 서부발전의 기존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

지와 관련이 있었다.

2013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유치와 투자가 활발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표준지 공시가격은 2012년 대비 각각 3.39%,

4.69% 씩 상승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상승

률 2.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도시 중에서는 이미 준공을 마친 충주기업도시가 5.13% 올라 6개

기업도시 중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다른 기업도

시들도 태안군이 4.75%, 원주시가 3.4% 등 각각 땅값이 상승하였다.

기업도시로 지정된 태안군에 국내 30대 대기업에 견줄만한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입주함에 따라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부발전 신축 사택(새빛마을)과 신축으로 인해 매각된 구입사택(청솔주

공), 구입사택(진흥더블파크)의 공시지가를 조사해보았다. 조사결과 신축

사택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2013∼2014년 사이 54%p, 2014∼2015년

에 41%p로 상승하여 지가 변동 폭이 매우 컸다.

조사 기간 중 태안군에서 지가변동 폭이 제일 큰 지역은 서부발전의

최대 발전사업부지가 위치한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공업용도지역으로

2015년 지가변동률이 69.9%로 발표되었다. 2014년 공시지가는 68,000원/

㎡인데 비해 2015년에는 110,000원/㎡로 급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상승하

여 2017년 현재 160,000원/㎡까지 올랐으며 무려 2.4배가량 상승했다. 이

와 같은 상승추세는 서부발전 본사이전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석탄화

력발전소 9,10호기 건설에 따른 연관산업에서의 부동산거래로 추정된다.

또한 2019년 발전교육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재 부지에 대

한 신규투자전망에 따른 것으로도 예측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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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태안읍 및 원북면 주요지역 개별공시시지가 비교

※ 단위면적(㎡)당 산정가격임.

태안 동평지구 조성

태안군에 2012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서부발전의 이전에 맞춰 태안

읍 동문리와 평천리에 15만67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

다. 동문리와 평천리 앞 글자를 따서 ‘동평지구’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

업지구는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수용방식으로 시행되었다. 기

존 아파트 중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로 꼽혀왔던 주공아파트에 인접한 동

문리 구역에는 택지가 조성돼 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비롯 각종 기

반시설이 들어섰고, 사옥 이전 지역인 평천리 군부대 앞에는 업무시설용

지와 근린시설용지가 조성되었다. 동평지구 개발사업비는 677억으로 사

옥부지 349억, 사택부지는 327억이 소요되었다.

동평지구에 우뚝 선 서부발전 사옥과 사택은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태안지역의 랜드마크로 손꼽았다. 사옥은 5

구분(연도,원) 새빛마을 주공아파트 진흥아파트 발전소 부지

2017 287,900 287,900 309,900 160,000

2016 287,900 287,900 298,800 155,000

2015 204,800 281,000 293,300 110,000

2014 195,100 274,200 282,200 68,500

2013 127,000 261,000 276,000 65,000

2012 106,000 221,000 274,000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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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684㎡의 부지에 7층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태양광 발전과

지열 냉난방 시스템, 빙축열 시스템 등이 적용된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건축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사옥은 외부

교육, 문화시설과 연계해 사옥의 1∼2층 휴게공간, 카페테리아, 야외공연

장·수경공간·산책로·휴게시설·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에게 개

방해 다채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부발전 본사이전으로 태안의 부동산거래가 최근 매우 활발해지기 시

작하였다. 태안지역은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부동산거래가 급감하

였다.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업체수가 90여개나 되지만 실제로 영업 중인

곳은 40여개에 불과했다. 태안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매매나

월세가 빠른 회전을 보여왔고, 서산 등지로의 인구 유출이 잦았다. 그러

나 태안지역에 2006년에 아파트(진흥더블파크)가 준공된 이후 8년 만인

2014년에 아파트(남문코아루, 430세대)가 새로 등장했다. 지역관계자에

따르면 서부발전 본사이전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건설투자가 이뤄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4년 만에 동평지구에 신

규 아파트(동문코아루, 409세대)가 2018년 2월에 또 입주예정이다. 태안

에 최근 입주한 아파트가 8년 만에 지어진 점을 고려하면 지역특성상 아

파트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가 4년 만에 지어진다는 점에서 아파트 등장속도가 2배나 짧아졌

고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서산시와 태안군의 지가변동률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이유는 서부발전 본사이전 못지않게 관심이 주목된 안면도 개발사업

이 중단되었고, 2014년 준공예정이었던 태안 기업도시의 사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분기 기준 국토해양부 발표자료

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지가변동이 큰 상하위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남 나주시(4.33%)가 혁신도시 개발의 영향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충남 태안군(0.23%)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태안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2012년에 국토해양부 기업도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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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현대도시개발(주)의 기업도시 개발이 재개되었다.

태안기업도시 관계자는 2020년 태안기업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상주인구

1만 5천여명 유입, 연간 770만여명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되며, 16조 9천

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만여명의 고용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

러나 아직 사업시행자(현대도시개발 및 현대그룹사)의 직접투자의지가

부족하고, 외부투자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안군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유치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 등이 여전히 투자의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

2. 교통인프라

도로포장률은 서산이 조사시작점에서 71%수준이었고, 매년 –1.45%씩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갑자기 31.5% 증가한 후 2013년 이후부터

는 매년 7.26%씩 증가하고 있었다.

태안군은 서산시에 비해 1.939394 더 양의 기울기를 보였으며 유의확

률은 p=0.460으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3년 개입 이전에 태안과 서산의 초기에 도로포장률과 추세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동일한 상태라고 간주되었다. 개입이 시작된 2013년에

갑자기 태안군이 –31.80733%로 더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확률 P=0.058

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P<0.1기준으로는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판단되었다. 2013년 개입이 시작된 이후 태안군

이 서산시보다 –5.789394 더 음의 기울기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확률

은 P=0.17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로포장률 분석결과 서산시가 태안군보다 도로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2013년부터 많은 도로망 정비를 시작했다. 서산시의

도로는 태안으로 들어가는 진입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 도심

교통 분산을 위한 외곽도로 신설은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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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및 주말 나들이 시간 단축 등 직접

효과가 매우 크다.

2008년 서산시 보고서에 따르면 서산은 도심교통 혼잡이 심한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도 서산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여전히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어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서산에 2016년에 외곽도로(국지도 70호선)가 착공 10여년 만에

개통되어 태안 진입시 제일 차량이 많았던 구간의 차량정체가 해소되었

고, 대산공단 등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서산IC에서 우회하여 바로 공단으

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이 부근 도로의 레미콘 등 특수차량이나 대형화

물차량이 많이 줄었고, 도로교통 안전이 대폭 개선되었다.

서산시는 국지도 70호선 등 광역 간선도로망 4개 노선(총 27.6㎞)을 착

공 10여년 만에 개통하였다. 국지도 70호선은 2016년 7월에 개통되어 서

산IC에서 대산공단, 성연, 지곡 산단으로 가는 지름길로 물류비 절감(70

억), 시내권 교통 혼잡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0호선을 이

용할 경우 기존에는 서산 도심을 통과하여 20여km정도를 돌아가야 했으

나 현재는 이동거리가 10km이상 줄고 시간도 대폭 단축되었다. 대형 컨테

이너 차량이 도심을 우회할 수 있어 시내권 교통사고와 교통 혼잡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서산시는 전망하였다.

서산에 비해 태안은 서산IC로부터 30∼40분가량 소요되는 지역으로 고립적

인 위치에 있다. 지방재정 또한 열악하여 자체수입으로는 도로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다. 구도심의 전통시장 중심으로 도로포장이 되어 있을 뿐 최

근 몇 년간 도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 2011∼2012년 시군도 도로 포장률

이 64.51%이하로 연간 포장거리가 500m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65.6%, 2014년에 68.1%로 무려 총 7km 넘게 포장거리가 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상생협력 방안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군

이 서부발전 본사의 이전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최우선 순위로

‘도시기반의 정비’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또한 태안군이 실시한 태안군 8개 읍ㆍ면(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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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주민 및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교통인프라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통인프라 부문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평가

는 ‘고속도로, 철도 등 외부 연결 교통망 미흡’이 31.5%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군내 도로 협소 및 정체’에 대해서는 20.1%가 지적하였다. 태안

군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태안-해미IC 직통도

로 개설’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태안-당진간 연결’(26.2%), ‘보

령-태안(영목항)간 연륙 교 조기 준공’(1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외부지역에서 태안군으로의 접근 교통망 수준에 대해 ‘보통’이라는 평가

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량’이라는 평가도 34,1%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서부발전 본사와 태안군은 이와 같은 컨설팅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태안군은 본사이전에 따른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고 서산시 및 광역대도

시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내 및 인근 연계 교통을 신설ㆍ확대 운영

하였다. 또한 도시기반 및 통학로 확충을 위해 동평지구에 위치한 서부

발전 신축 사택과 백화초교, 화동초교 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

로를 정비하는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동평지구 도시미관 개선을 시작으로 태안읍내를 관통하는 중앙로가 대폭

정비되면서 태안구도심의 낙후된 차량 위주의 도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

한 사람중심의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공간이 확보되었으며, 활기

넘치는 거리조성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주택단지와 떨어져 있는 백화산 인근의 산책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이

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새로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

스럽게 지역주민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적인 소통기반이 형성되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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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표4-4] 지역경제/지방재정 변수 분석

변수 비교군 시작점
2013년이전

기울기
2013년

2013년이후

기울기

사업체수

서산(대조)
8616.8

(P=0.000)

196.3818

(P=0.000)

540

(P=0.064)

288.6182

(P=0.000)

태안(실험)
-4331

(P=0.000)

-100.5273

(P=0.032)

-341.2

(P=0.246)

-302.4727

(P=0.000)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서산(대조)
58.79733

(P=0.000)

.6184848

(P=0.009)

2.639333

(P=0.110)

1.551515

(P=0.000)

태안(실험)
7.94

(P=0.000)

1.071091

(P=0.003)

.778

(P=0.720)

-2.151091

(P=0.000)

고용률

서산(대조)
62.36

(P=0.000)

.3

(P=0.172)

-1.86

(P=0.052)

-.45

(P=0.171)

태안(실험)
15.06

(P=0.000)

-.8316071

(P=0.044)

6.5225

(P=0.029)

.4716071

(P=0.449)

재정자주도

서산(대조)
75.26667

(P=0.000)

-.4248485

(P=0.342)

-2.703333

(P=0.314)

.2648485

(P=0.748)

태안(실험)
-6.046667

(P=0.127)

-.1806061

(P=0.779)

9.923333

(P=0.029)

-1.029394

(P=0.305)

재정자립도

서산(대조)
26.33462

(P=0.000)

.35

(P=0.296)

-4.524615

(P=0.082)

1.01

(P=0.063)

태안(실험)
-1.553846

(P=0.683)

-.7285714

(P=0.074)

3.113846

(P=0.288)

-.2114286

(P=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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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경제

사업체수는 서산시가 조사시작점에서 8,618개였는데 매년 196.4개씩 증

가하였다. 2013년에 갑자가 540개가 증가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매년

288.6개씩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태안군은 조사시작점에서 서산시보다

4,331개가 적은 사업체수로 시작하였고(유의확률은 P<0.001) 서산시보다

매년 100개씩 감소하고 있어 유의확률은 P=0.032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태안군에 2013년 개입이 있기 전에 사업체수의

초기값과 추세는 두 그룹 간에 이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따라서 2013년 이후의 두 그룹간의 차이에 대한 해석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2013년에 갑자기 서산시보다 341.2개가 더 감소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매년 302개씩 감소하고 있었다. 두 그룹 간 기울기의 차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P<0.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 천명당 사업체의 수는 서산시가 조사시작점에 58.8개였고 2013년

까지 매년 0.6개씩 증가하였다. 2013년에 갑자기 2.6개가 증가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매년 1.55개씩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태안군은 2013년

이후 1.55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13년에는 서산시보다 7.94

개가 더 많았으며, P<0.001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태안

군이 1.071091 더 양으로 기울기를 보였으며 유의확률은 P=0.003으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2013년에 태안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개입 이전시기에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의 초기

값과 추세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그룹은 동일한 초

기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2013년 이후의 수치와 수준의 차이

에 대한 해석은 제한을 갖는다. 개입이 시작된 2013년에 태안군이 0.778

개로 더 양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확률은 P=0.72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2013년 개입이 시작된 이후 태안군이 –2.151091 더 음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확률은 P<0.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률은 서산시가 시작점에서 62.36%, 2013년까지 매년 0.3%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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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2013년에 갑자기 –1.86% 감소하였다. 2013년 이후에는 매년

–0.45%씩 감소하였다. 반면 태안군은 조사시작점에서 서산시보다

15.06% 더 높았으며 유의확률 P<0.001로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개입이 시작된 2013년에도 태안군이 6.5225 더 양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확률은 P=0.029로 두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2013년 개입이 시작된 이후 태안군이 .4716071 보다

양의 기울기를 보였으며 유의확률은 P=0.449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4년간 태안군과 서산시 산업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

과 두 지역 모두 중견기업의 입주는 없었으며, 서산시의 경우에도 2013

년에 500명 이상 1개 기업이 증가하였고, 태안은 100∼299명 규모 1개

업체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에서는 태안군은 업체수는 증가하지 않았으

나 대기업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수가 약간 늘었고, 서산시도 500

명이상 대기업 1개(SK이노베이션, 구 SK에너지)의 신규 입주로 종사자

수가 약간 증가하였다.

태안군에서는 2013년 사업체수가 2012년에 비해 2.8%(150개), 종사자

수는 4.4%(813명)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건설업종으로

종사자증가수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19%), 도매및소매업(14%) 순으로 증가하였다.

서산시에서는 2013년 사업체수가 2012년에 비해 2.3%(255개), 종사자

수는 2.7%(1,531명)로 약간 증가하였다. 증가된 종사자수의 대부분은 제

조업종 분야에 종사하였고, 전체 종사자증가수의 110%에 달하는 1,732명

이다. 그 다음 순으로 숙박및음식업점(61개 증가)이 차지하였다. 서산시

는 숙박및음식업에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0∼2014년 총부가가

치는 841.6억원에서 1,053억원으로 212억 가량 성장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태안군은 93억 가량 줄었다. 태안은 2010년 634.8억원에서 계

속 감소하여 2012년 36억이 늘었다가 다시 하락하여 2014년 541.8억원에

그쳤다. 특히 조사기준점인 2013년에 서산시는 33억 증가한데 반해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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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히려 34억이나 줄었다. 이 기간은 태안군과 서산시가 모두 건설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 비해 태안군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원

인으로 태안지역의 도시기반 인프라의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산

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태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이 잘 조성되

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이나 전문식당, 카페 등의 신규 진입이 용

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산이 태안에 비해 훨씬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건설업종사자의 지출효과는 당초 235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급감한 현상을 통해 태안군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인 금전소비활동

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산시에서 건설업은 세 번째로

높은 업종으로 2012년도에 비해 종사자수가 2013년에 464명 줄었고, 건

설과 관련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도 406명이 줄었

다. 2010년도에 착공한 서산제2일반산업단지를 2012년도에 준공하면서

관련업종의 인원이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태안군의 건설업종 산업체수가 늘게 된 요인은 서부발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서부발전의 핵심사업장인 태안발전본

부가 위치한 원북면 방갈리에 국책과제로 추진되는 IGCC3) 플랜트 건설

사업이 2011년 11월부터 착수하게 되었으며, 2012년도 11월 9,10호기 착

공에 이어, 12월에 본사 사옥 및 사택 착공에 따른 것이다.

3)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는 석탄을 고온 고압으로 가

스화시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기존의 석

탄연소방식에 비해 3-10%의 발전효율을 더 얻을 수 있다. 기존 석탄발전 방식

에 비해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이 각각 95%와 90% 이상 줄일 수 있어 21세

기의 환경규제치를 만족하면서 깨끗하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상

업적으로 실용화에 근접한 차세대 발전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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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

는 통계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들 수 있다.

서산시와 태안군의 지방재정분야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P=0.305)와

재정자립도(P=0.718)는 두 그룹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헌조사 결과 태안지역의 재정분야는 최근 몇 년간 나아지고

있었다. 서부발전 본사가 입주한 태안군의 살림규모(자체수입과 의존재

원, 지방채 등)가 2014년 6,138억원 대비 2015년 857억원 증가하여 6,995

억원이었으며, 채무가 0원으로 보고되었다. 전국 군단위 지자체 평균 규

모(5,496억원)보다 642억원이 많은 수치이며, 군 단위 평균 부채 규모가

90억원인데 반해 태안군은 부채가 0원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

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5년도 태안군 재정자립도는 26.21%(전국 평균 51.9%)로 전년도

13.8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재정자주도는 69.01%(전국 평

균 73.3%)로 전년도 60.58%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의 최근 4년간 지방세 평균 증가율은 12.5%(104억)로 256억에서 360

억으로 증가하였다. 지방세 종류는 도세와 군세로 구분하며,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군세는 담

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해당된다. 태안군의 지방

세 세목별 증가율은 주민세가 57.73%, 지방소득세 25.11%, 재산세 10.93%,

담배소비세 7.11%, 자동차세는 0.27%로 나타났다.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하며 납부한 세금은 2015년 65억, 2016년에는 23억으

로 총 88억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재정자립도 개선

에 기여를 하였다. 서부발전이 2015년 군세로 납부한 세금은 주민세(종업원

분) 75백만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약 9억원에 해당되어 총 10억원이다. 사

옥과 사택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며 신고납부한 취득세 55억은 도세에 해당되

므로 충남도청의 세입이 된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세(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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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백만원, 주민세(재산분) 6백만원, 주민세(법인균등분) 0.22백만원을 신고납

부하였으며, 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1,170백만원을 고지납부하였고, 2015

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9억원으로 신고하여 군세로 납부한 총액은 매년

23억원 가량 된다.

또한 서부발전이 2015년에 납부한 주민세는 4.5억원이 증가하여 2014년 대

비 1,263백만원에서 1,711백만원이었으며, 서부발전 본사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납부로 징수액의 16.7%(75백만원)를 기여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15년 지방소득세는 2014년 기준 57.7억원에서 97.7억원으로 4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 9억원을 서부발전에서 납부하여 22.5%를 기여하였다.

담배세의 경우 증가폭이 매우 컸다. 2014년에는 47.7억원으로 2013년(45.95

억원) 대비 1.75억원 가량 증가(3.8%)하였고 2013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56.5억원으로 8.8억원(18.4%)으로 늘었으며 무려 5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담뱃값을 2배로 인상하여 2,500원

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지방세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되었으

나 태안군에는 1,450원이 귀속되고 1,868원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 후 오히려 담배세는 한 갑당 100원이 줄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증

가된 이유로는 첫 번째, 2015년에 태안지역에 흡연자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

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2015년에 이전한 서부발전 직원 중에

흡연자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만하다.

재산세와 주민세는 본사가 이전하기 이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4년 재산세는 2013년 83억원에서 123.5억원으로 무려 40.5억원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또한 2013년에 4.8억원이었으나 2014년에 12.6

억원으로 7.8억원이 증가하여 거의 1.6배 가량 상승했다. 태안군에 2014년

까지는 대기업의 입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재산세 증가의 원인은

2014년에 신규아파트 취득으로 재산세 납부액이 증가하였고, 태안에 발전

소 건설, 본사 사옥 및 사택 신축을 담당하는 건설업이 늘어나면서 종업원

급여에 따른 주민세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축 아파트(463세

대)에 역유입된 인구도 주민세 증가의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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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공공기관이전 관련 연구 흐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효과는 선진국에서 이미 많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

다. 주로 대도심의 인구집중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적으로 지역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은 1960년대에 런던의 인구과밀을 해

소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1988년까지 4만 여명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파리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

해 1960년부터 1990년까지 270개 기관 5만 여명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으

며, 일본의 경우에도 1988년이후 40개 국가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지방

으로 이전하였다. 스웨덴에서는 1960년부터 스톡홀름의 인구집중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52개 기관 1만1천여 명이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이 발표되고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어서 2004년 8월에는 ‘주요 국가

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18부 4처 3청을 포함하여 73개 기관의 이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되었

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재판관 8 대 1의 다수의

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어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수도이전은 헌법 개정 절

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고, 이 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

회의 활동도 중단돼 충남 공주ㆍ장기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백지화됐다.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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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출범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여야 합의로 대안

을 마련하기로 하고, 결국 2005년 2월 23일,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에 중

앙행정기관 12부4처2청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공공기관은 지방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011년 3월 지역과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본사 지방이전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154개 51,106명이 10개 혁신도시 및 개별지역으로 이전을 하며, 2017년 4

월 기준 14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효과로 인구집중의 방지와 함께 일자리

이전, 지방교육여건개선, 지방산업의 발전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

소들에 대해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현재까지 보고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연구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

여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실태와 직원들의 조직몰입, 직무불안, 이직요

인 등 심리적, 개인적, 특성들에 관한 것이었다. 주로 서울에 본사가 위

치하였던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들 중 하

나는 열악한 지역환경으로 인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정착과 관련된 것

이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한 직원의 이직의도(노상일, 2015)나

직무불안, 공공서비스 동기, 심리상태,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박호철,

2016)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이어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재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기술사업화영향 예측 등 공공기

관 자체와 관련된 영역들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중요한 목

적 중 하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분산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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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할 때의 직장의 직무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생활환경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절적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대조군으로 서산시를

설정하고, 조사대상지역으로 태안군을 설정하여 두 그룹의 단절적 시계

열분석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보다 확대된 다른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연

구를 위한 선행연구로써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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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연구 분석 결과 2013년 이전에는 인구증가율이 서산시와 태안군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 이후 서산시가 정체수준인데

비해 태안군은 매년 0.8%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13년 이후 서산시에 비

해 태안군이 매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순이동인구 추세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 서산시와 태안군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이후 서산시가 감소추세인데 비

해 태안군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두 그룹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지가변동률과 도로포장률에서는 2013년 이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자주도는 2013년에 태안군에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서산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의 재정자주도에서는 기울기에서 통계적

으로 두 그룹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자립도에서도 두 그

룹은 2013년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지표인

고용률과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사업체 수 등에서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2013년 이전에 이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따라서

2013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해석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의 인구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출산율에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재정자립도나 고용률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지방이전 기대

효과로 인해 태안지역의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태안

군으로의 인구유입과 지방세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

다. 연구 과정 중 태안지역의 의료, 문화 등을 포함한 생활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등은 지방이전 이후에도 미비한 수준이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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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사자들은 구매력이 높은 편이나 이전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복합문

화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원의 역외유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한 지 올해로 2년째가 되었다. 지방이전 직후

에 나타난 단기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이전 공공

기관의 이전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이전효과 극대화를 위한 각자의

실행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태

안은 2014년부터 인구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여전히 도시가 정체되어 있

다. 최근 태안에는 간선도로 정비, 레포츠공원 조성, 작은영화관 건립 등

시설투자가 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요구수준에 맞는 생활인프

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본사 이전 후 세대분리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과 협력회사 직원들은 또 다른 고통

과 불안을 겪고 있다. 또한 태안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였으나 자녀를

위한 전문교육이나 문화생활은 태안을 벗어나 대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안과 서부발전의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

부발전 직원뿐만 아니라 태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여러 창구

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취 및 종합하여 태안이 아이키우기 좋고 살기 좋

은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문화 정

책을 최단기간에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문화 수요자,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금까지 와는 다른 각도로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을 통해 대도시의 교육환경과 차별성을 갖는 지역환경에 가

장 적합한 교육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영유아단계부터 수

준 높은 교육시설을 지역 내 설치하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까지 태안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에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태안의 교육환경이 눈에 띄는 어떤 변화

가 없다면 태안군민과 새로 전입한 주민들의 지방이전에 대한 기대심리

가 약화됨으로 인해 태안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문호·박기남의 연구결과에서도 고급지식/기술과 특성화 교육수준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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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씩만 높여 나가도 지방이전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사이전과 더불어 태안읍내로 서부발전 직원의

초등이하 자녀들이 370여명이나 이전한 것 자체가 바로 태안이 다시 성

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문화기회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은 자녀와

와 함께 타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수 밖에 없고, 다시 가족세대는 1인 가

구로 전락하게 되면서 태안지역의 인구감소의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성장은 한계에 부딪혀 결국은 성장은 다시 멈추

게 될 수도 있다.

2017년 3월 통계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우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9% 증가할 때 삶의 질은 12%로 절반

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발표됐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더 이상 행복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터린의 역설4)이 한국에

도 적용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삶의질 지표 중에서 가족ㆍ공동체

요소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퇴보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

으로 조사됐다. 가족·공동체의 경우 1인가구 급증, 지역사회 소속감 저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 이전기관

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이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드

러난 것은 단신부임에 따른 1인가구와 세대분리 등 가족해체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문화기반 형성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방으로 이전한 140개 공공기관들 중 1개를 대상으로 하였

고, 대조군에서도 1개 시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하지만

4) 1974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리처드 이스터린 교수는 '일정한 소득(수준)

에 도달하면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스터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을 발표하였고, 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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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실증적 연구가 제한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방법적으로 효

과적인 결과와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에서는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중 최소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경제와 생활인프라 변수를 대상으로 단절적 시

계열분석으로 비교분석하였고 추세를 통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하

지만 본 연구는 2013년 이후 2년∼4년(지표특성에 따라 데이터 생산년도

차이)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의 시계열자료가 포함되었고, 태안과 서산

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되어 보다 진전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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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공공기관별 이전 현황('17. 4월말 기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개요(국토부자료)

지 역 위치
면적

(천㎡)

계획인구

(천명)

사업비

(억원)

이전기관

(수)

승인인원

(인)

비고

(시행자)

전체 44,891 267 97,601 154 51,106

혁신도시 

계
10개 44,891 267 97,601 115 41,548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935 7 4,136 13 3,122
부산도시

공사

대구 동구 4,216 22 14,369 11 3,438 LH공사

광주

전남
나주시 7,361 49 13,222 16 6,923

LH공사,

광주도시,

전남개발

울산 중구 2,991 20 10,438 9 3,148 LH공사

강원 원주시 3,597 31 8,843 12 6,113
LH공사,

원주시

충북
진천군,

음성군,
6,899 39 9,890 11 3,116 LH공사

전북
전주시,

완주시,
9,852 29 15,297 12 5,300

LH공사,

전북개발

경북 김천시 3,812 27 8,774 12 5,561
LH공사,

경북개발

경남 진주시 4,093 38 9,711 11 4,004

LH공사,

경남개발,

진주시

제주 서귀포 1,135 5 2,921 8 823 LH공사

 기타 계 0 0 0 39 9,558

세종시 20 4,098

개별이전 19 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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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현황(국토부자료)

* ____는 임차기관임

지역 소속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11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154개 44개 16개 48개 46개

혁신도시
115개 32개 13개 44개 26개

부산(13)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화진
흥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대구(11) 중앙신체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감정원, 한국가
스공사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광주․전남
(16)

국립전파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
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
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울산(9)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립재
난안전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관리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충북(11)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
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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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속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11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전북(1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
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
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
학,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
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
업진흥원

경북(12)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
자원, 조달청 조달품질원, 우정
사업조달센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
기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남(11) 중앙관세분석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
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
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
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 국방기술품질원

제주(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
원교육원, 국세청 국세상담센
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개별
이전
(19)

오송
(5)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산
(4)

경찰대학, 국립특수교육원, 경찰
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기타
(10)

국방대학교(논산), 관세국경관
리연수원(천안), 산림항공본부
(원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여수),
중앙119구조본부(대구)

한국수력원자력㈜(경
주), 한국중부발전㈜
(보령), 한국서부발전
㈜(태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세종(20)

선박안전기술공단
(준정부기관)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
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
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
화정보원, 축산물품질
평가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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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이전 공공기관 현황(국토부자료)

연번 기관명 소관부처 이전지역 추진현황

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
기술부

아산 ‘10.11 이전완료

2 경찰교육원 경찰청 〃 ‘09.12 이전완료

3 경찰대학 〃 〃 ‘16.2 이전완료

4 경찰수사연수원 〃 〃 ‘13.8 이전완료

5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가족부

오송 ‘10.12 이전완료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

9 식품의약품안전청 〃 〃 〃

10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 천안 ‘08.2 이전완료

11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태안 ‘15.8 이전완료

12 국방대학교 국방부 논산 ‘14.11착공, 공정률90%

13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보령 ‘15.5 이전완료

14 산림항공본부 산림청
원주

(혁신도시외)
‘13.10 이전완료

15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청
대구

(혁신도시외)
‘14.11 이전완료

16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
자원부

경주 ‘15.12 이전완료

1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11.3 이전 완료

18 해양경찰교육원 해경청 여수 ‘13.11 이전완료

1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진청 전북 ‘16.1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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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elo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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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the process of the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means of transportation, including the

high-speed railroad, Korea has got around to facing the difficulties

due to the overpopulation centered on the capital city area. Not only

has this worsened the

life environment, including the residences, the transportations, etc., of

the capital city area only, but, also, it has given birth to the problem

of the falling behind of the provinces. As such, for the balanced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with regard to the popula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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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the government has constructed 10 innovation cities and

completed the relocations of 140 public enterprises to the provinces

until the end of September 2016. In such a situation, there is a need

to evaluate whether the economic effects and the population

dispersions of the local developments, which had been originally

intended, have taken place. But, the reality is that, until now, the

research reports based on the specific and actual proof data have

been very much limit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reby, among the regions to where the public organizations have

moved, this research had Taean, to where Korea Western Power Co.,

Ltd., which is one of the subsidiaries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relocated in the year 2013,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it selected Seosan City as the control group regarding

this and, by using the multiple group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the population-sociological variables and the 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though, before the year 2013, in

terms of the rate of increase of the population,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osan City and

Taean-gun, ever since the year 2013, compared to the fact that the

Seosan City had been on the level of stagnation, the population of

Taean-gun had been increasing by 0.8% per year. And they had

been showing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trast,

ever since the year 2013, in terms of the total birthrate, Taean-gun

had been decreasing every year in contrast to the Seosan City, a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shown. In the case of

the pure moving population trends, Seosan City and Taean-gun did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until 2013.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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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the year 2013, compared to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of

the Seosan City had been in the trend of being reduced, Taean-gun

showed the continuously increasing trend. And, statistically, no

meaningful differences were shown between the two groups. With

regard to the land price fluctuation rate and the road sign rat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ever since the year

2013. Regard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it had increased

suddenly and rapidly in Taean-gun in the year 2013. And thi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Seosan

City. But, with regard to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ever since

the year 2013 and with regard to the slop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in the two groups. With regard to the rate

of financial independence, too, the two groups did not show any

meaningful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year 2013. With regard

to the economic indices of the rate of employment, the number of the

businesses per 1,000 people of the population, etc., Seosan City and

Taean-gun had already been showing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rior to the year 2013. And, as a result, regarding the

changes ever since the year 2013, there were the limitation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relocation to the

provinces of the public organizat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the region. But, it had

been showing an even more worsening tendency, instead, with regard

to the rate of giving birth. With regard to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the rate of employment, the number of the businesses,

etc., too, it was difficult to confirm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t can be possible that such results had been be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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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adequacy of the support for the life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medical treatments, the culture, etc., and for the educational system

and others of the like. Accordingly, in the future, the advanced

researches, including these, will be needed. This research has the

limitation that, among the 140 public organizations that had relocated

to the provinces, 1 public organization was a subject and that, with

regard to the control group, 1 city was a subject. But, at this time

point when the empirical researches have been limited until now, with

regard to the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showed the possibilities

of the effective results and interpretations. I have the high

expectation that, in the future, more advanced researches will take

place.

keywords : Public enterprise relocation, Local development, Multiple

group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Population-sociological,

economic and munucipal financial variables

Student Number : 2016  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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