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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는 국책사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관(官) 주도, 정부(政府) 주도의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이

룩했다. 그 중심에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했던 공기

업의 역할과 함께 그러한 공기업이 추진한 국책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책사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국민들이 국책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성

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부각되어 노출되었기 때문이

며,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상당해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고 전체 사회적 후생 증가에 영향

을 미치는 국책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필요하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써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을 제시했

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실패 및 성공사업을 고찰했으

며, 이를 통해 국책사업 실패 및 성공요인을 도출했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책사업 실패요인은 환경적 요인(지대추구, 정치사업 등),

제도적 요인(형식적 견제장치 등), 행태적 요인(계획오류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었으며, 국책사업 성공요인은 사업의 합목적성 확보(공익 부합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객관적 검증제도, 협력적 거버넌스 등) 측면

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패 및 성공요인들을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실패한 국책사업에서 나타났던 지대추구, 계획오류, 제

도적 견제장치(예비타당성 조사 등) 미흡 등의 실패요소가 3단계 건설

사업에서는 부정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며,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증대, 목표에 의한 사업관리, 추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다

양한 검증절차 확립 등이 강점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공한 국책사업

에서 나타났던 사업의 합목적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측면도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



사업의 합목적성 측면에서는 1990년 공항건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

수,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볼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 운영을 지속하여

정책적 효과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는 公社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인 외부시각

으로 검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러 단계로 구축되어 있었고, 다

양한 이해관계자 또한 사업단계 별로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울러 단순히 피드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수정 고시 되는 등의 의사결정 및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

었다. 앞서 설명한 성공한 국책사업의 두 가지 특징인 사업의 합목적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외에도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학습-실행 메커니즘 구축인데, 과거에 추진되었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차기 사업에 반

영시키는 실행 프로세스가 존재했으며 실제 터미널 시설설계 및 운영에

동 사항이 반영되어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3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국책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사업을 통해 국민편익이 얼

마나 증대되는지를 판단하는 사업의 합목적성 확보, 이러한 사업의 합목

적성을 강화하고 외부적 시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절차적 정

당성 확보 그리고 과거 동일 혹은 유사 사업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는 학습-실행 메커니즘 구축이 바로 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합목적성은 시대적 가치에 따라 변화는 동태적 개

념이므로, 합목적성도 국책사업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향후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좀 더 깊게 사업을 고찰한다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확대

되는 시대 흐름에 부합되는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환경적/제도적/행태적 요인, 사업 합목적성, 절차적 정당성

학 번 : 2018-2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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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는 국책사업이라는 용어를 방송과 신문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

해 많이 접해왔다. 국책(國策)이라는 용어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국가

가 추진하는 시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국책사업(國策事業)은 무슨

의미일까? 국책사업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광의의 개념으로 국가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

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

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용어가 공공서비

스, 국가 주도 재원조달, 대규모 사업인데, 이를 통해 국책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유추 할 수 있다.

첫째 국책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책사업은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보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방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

한 가격 지불 의향이 없고(비배제성)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쟁도 없어

(비경합성)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논리(사적 재화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타인과의 경쟁 발생)가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둘째 국가 주도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앞서 설

명했던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적인 특성과 막대한 자본이 소요

되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셋째 위에서 설명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사업, 대

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이

로 인한 갈등이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을까? 대한민국이

라는 근대국가가 설립된 20세기 이후 시점부터 살펴보면, 먼저 19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에서는 일제가 대륙(중국) 침략 전초 기지로써 우리 국

토를 활용했으며 사회기반시설도 이러한 맥락 아래서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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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철도(경의선, 경부선, 호남선 등), 여의도 비행장 등

이 일제 강점기하에 건설된 대표적인 기반시설이며 이들 시설은 공공적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살펴본 국책사업의 개념적 정의(국가 주도 재정사업,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일제가 건설한 기반시설은 우리 고유의 국책사업이라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친 1950년대에는 일제 강점기하에 그나마 존

치했던 기반시설들이 철저히 파괴되어 사회간접자본이라 불릴 수 있는

자산 자체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건설 주도 성장 발전

보다는 국민후생(빈곤과 질병퇴치)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

와 더불어 전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민의 후생과 사

회적 안정이 어느 정도 확보된 196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국가가 본격

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철도, 항만, 도로 등의 기초적인 기

반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본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

업이 추진된 것이다.

이때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스톡(Stock)이 급격

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추진된 것이 경부고속도로(1968～

1970)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 추진된 국책사업은 국가 주

도로 시행된 것이 분명하지만, 국가주의(중앙집중식, 상향식)이라는 대전

제 아래 환경이나 경제성 그리고 사업추진 상에 발생하는 갈등을 배제하

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국책사업과는 성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 추진된 국책사업은 제도적, 환경적 측

면(민주화 등)이 안정화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기본 형태

를 갖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의 국책사업(1990년～)은 정책적, 기능적 지향점이 변화

하여, 이미 완공된 기반시설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향상시키고 21세기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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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책사업의 패러다임<표 1-1>이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했으며, 1990년대 대표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는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건설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이전의 국책

사업과 다르게 국민 생활의 질 향상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우리나라 국책사업 추진현황(일제강점기～) 및 특징

구 분
1900년 초
(일제下)

1950년 이후
(6.25 전후)

1960～80년
(경제개발)

1990년～
(국가전략)

정치/사회환경 대륙침략기지 시설 황폐화 개발경제시대 21C 성장전략

사업특징 일제/전쟁 직후로 사업자체 無 대규모(양적) 양적+질적

이렇게 국책사업은 시대와 환경 그리고 정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

로 추진되었지만, 그 지향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이러한 동질적인 정책적 목표에도

국책사업을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시각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추진과 중단, 재개를 반복한 새만금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증

액을 초래했으며, 최근 4대강 사업도 막대한 사업비 증가와 더불어 환경

적 측면이 부각 되면서 많은 논쟁과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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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선거)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인 지방공항건설은 어

떠한가? 2017년 기준으로 14개 지방공항 중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항은

김포, 제주, 김해, 대구뿐이며 나머지 10개 공항들은 적자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발주하지만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도 많은 이슈

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

로 등은 많은 논란 속에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국가재정 도로 대비 훨씬 높은 통행료와 과

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부담으로 국민경제 부담 및 국가재정

압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많은 국책사업이 성공보다는 실

패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것일까? 국책사업 실패요

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실패 요인은 크게 사업계획 단계, 추진단계, 운영

단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사업의 합목적성이 없음에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채우는 것과 비교

할 수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되면 모든 단추를 다시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는 조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책사업도 사업

초기계획이 잘못 설정된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바람직한 상태로 복원하

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실로 막대하며, 어떤 경우에는 복원 자체가 불

가능하여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갈등조정의 문제이다.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

로 하는 국책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하지 못 할 경우 사업추진 지연은 물론 사업내용과

예산 자체가 변동(예 : 새만금 사업)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운영단계에서는 안정화, 활성화의 문제이다.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공

되었지만 운영 초기 잦은 고장 및 혼선이 발생하고 이용객 수가 현저히

떨어져 시설 공동화(예 : 경인아라뱃길)가 일어난다면 그 사업은 성공적

이라 평가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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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성공한 국책사업은 없는 것일까? 90년대 이후 추진된 국책

사업 중에 성공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인천국

제공항 건설 사업은 대내외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국책사업이라 인정받고

있다. 1990년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가 전략적 측

면에서 허브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노태우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

흔들림 없이 일관 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29일 성공적인 개항과 더불어 현재까지 무사고,

무중단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세

계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운영 안전성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 우수성

<표 1-2>을 인정받고 있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매출 2조 원, 당기순이

익 1조 원 달성, 3단계 건설 사업비용 자체조달에도 부채비율을 50%대

로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객 수요가 예상

한 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평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를 받고 있다.

<표 1-2> 인천공항 운영성과 비교(개항 초 vs 2018.말)

구 분 2002(개항 초) 2018 증 감

항공

운송

여객(만 명) 2,092 여객(만 명) 6,826 3.3배↑

화물(만 톤) 171 화물(만 톤) 295 1.7배↑

환승(만 명) 246 환승(만 명) 802 3.3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책사업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실패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또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여

국책사업 실패 및 성공요인을 모형화 하고자 한다. 이렇게 도출된 모형

을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 추진과정에 대입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추진 될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대한 기본 프레임 및 진행절차는 아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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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기본 프레임 및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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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국책사업 성공 요인 도출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1990

년 대 전후 추진된 국책사업 실패 및 성공사례 관련 논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1980년 이전의 국책사업은 현재와 환경적(정치 구조), 제도적(예비

타당성조사 존재 유무), 행태적(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측면이 상이하여

1990년 대 전후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 분야도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철도, 도로, 공항, 정책사업(신

행정 수도 등) 등으로 확대 분석하여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 일

반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실패 요인에 대해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인천공

항 3단계 건설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3단계 건설 추진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인천공항 건설배

경, 1～2단계 공항건설 과정을 고찰하고 현재까지 인천공항의 운영성과

및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3단계 건설 사업의 의미와 중

요성을 살펴보고 도출된 연구모형에 3단계 건설 추진과정을 대입하여 심

층적인 평가와 함께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추진

될 국책사업 추진(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핵심요인<그림 1-2>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2> 분석 프로세스에 따른 연구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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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제도적, 행

태적 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은 국책사업이 태동하게

된 정치적, 사회적, 시대적 영향요인을 의미하며 행태적 요인은 국책사업

추진이 결정되고 난 후 계획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정책 집행자와 이해관

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영향요인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제도적 요인은 국책사업 추진 전 타당성 조사와 완료 이후 정책

평가 등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상의 영향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각의 영향요인들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책사업 추진단계별

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책사업 실패사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선행단계로

위에서 언급한 거시적 영향요인(환경적, 행태적, 제도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공공선택론, 계획오류,

의사결정 편향 등이 있다.

1. 환경적 영향요인 관련 이론

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사전적

으로 해석하면 첫 단어인 Public은 한자로 公共으로 표기되고, 일반적으

로 일반 사람, 대중을 의미한다. 한편 Choice는 한자로 選擇으로 표기되

고, 일반적으로 선택(의사결정) 혹은 선택하는 의사결정 행위를 의미한

다. 따라는 공공선택이란 단어 그대로 조합하여 해석하면 “대중(일반인)

이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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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중이라는 것은 최소한 둘 이상 복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

음을 생각해 볼 때 공공선택론의 의미는 둘 이상의 대중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행위를 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럼 공공선택론을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선택론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토대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주체들의 이익이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진다고 보았으며, 예산이란 개입

주체들 간의 교환 행위의 산물(Politicus by Exchange)이라고 생각했다.

(Buchanan & Tullock, 1962 ; 박민정, 2011)

위에서 언급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공공선택론의 핵심 키워드는 각 주

체(이해관계자)들의 “이익(사익) 극대화”와 주체들 간의 “교환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익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는 경제학적 개념이, 교환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정치학적 개념이 공공선택론에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공공선택론의 대표 학술지인 Public Choice에서는 공공선택론을

경제학과 정치학의 교차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Muller(1979)를 비롯한

학자들도 공공선택론을 정치학의 경제학(Economics of politics)라 명명

하고 있다.(김윤권, 2011)

그럼 이러한 공공선택론이 정부 국책사업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영

향을 끼치게 되는 것일까? 공공선택론을 선거와 정책 입안, 집행단계의

프로세스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권자는 선거에서 자기 지역에 유리한 공

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사익 극대화) 이러한 유권자

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

(예산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입안자인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극대화 노력과 함께 국회

의원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정부에서 추진하

는 다른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바게닝(Bargaining), 즉

협상과 교환(거래)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공공선택론이 선거와 정책수립,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프

로세스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2-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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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공선택론에 근거한 국책사업 및 정책실행 반영과정

중요한 것은 공공선택론이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중요

한데, 대중이 원하는 정책 혹은 사업이 공익에 부합되고 합목적성이 확보

되었을 경우 공공선택론에 근거한 메커니즘이 올바로 작동되었다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흔히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는 지역 이기주의(PIMBY :

Please In My Back Yard)나 지대 추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갈등이 증폭되고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요약하면 공공

선택론은 국책사업 검토 단계에서 정치적 압력 및 집단 이기주의가 국책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2. 제도적 영향요인 관련 이론

1) 계획오류(Planning Fallacy)

계획오류는 국책사업 기획단계나 세부 실행단계에서 사업 자체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오류이다.

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내부관점 때문인데 추진

되는 사업이 조직 자체의 이익에 부합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예상될 때 사업을 긍정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로 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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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가 정치적 압력(선거공약 등)에 의해 형식적인 평가만 거치고

사업을 수동적인 관점(짜 맞추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

이든지 계획오류<그림 2-2>에 빠지게 되면 사업목표나 기대효과 등을 과

장하게 되며 이는 정책평가 시 문제(당 초 정책목표 대비 큰 괴리)를 발

생시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림 2-2> 계획오류(Planning Fallacy) 관련 개념 및 파급효과

Bent Flyvberg(2009)는 국책사업 계획단계에서 비용이나 편익이 과다

계상되는 원인을 두 가지(Delusion : 사업에 대한 환상, Deception : 사업

효과에 대한 부풀림)로 제시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관점

(Outside view)에서 사업을 객관적이고 비판적(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함

을 연구에서 제시했다.

Bent Flyvberg와 Mctte K. Skamris Holm(2005)는 19개국 210개 교

통인프라(철도, 도로) 구축 국책사업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철도사업의

90%가 수요를 과다로 추정하였으며,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당 평균 20%

의 수요가 과다로 추정되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과다 수요추정은 운영

상에서 문제를 유발시키며, 재무적 위험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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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명성(Transparency, 정치적

압력에서 탈피), 책임성(Accountability,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 새로운

수요예측 기법(New Forecasting Method)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Roger Buehler(2007)는 연구실험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본인이 제

시한 과업완수 시기보다 과업을 더 늦게 완수함을 밝혀냈으며, 그 원인

은 과거 자신이 수행했던 유사과업의 소요시간에 대한 경험치를 무시하

고 긍정적인 미래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국책사업에 대

입해 보면, 과거의 유사 사업의 추진 기간(절대 공기),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자신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계획오류 빠져 사업지

연은 물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3. 행태적 영향요인 관련 이론

1) 의사결정 편향

앞에서 계획오류 이론 고찰을 통해 국책사업 계획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만약 사업의 합목적성이 확보되어 그에

따라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사업집행 과정에서

의 오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진행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 간 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편향과 관련된 이론은 먼저 집단의사결정

편향이 있는데, 이 이론은 회사 조직이나 정당조직의 전체 목표가 확정된

경우 그 목표가 설사 조직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배치되더라도 전체 조직

의 목표에 따라 조직 의사결정체계에 순응하도록 요구하는 이론이다.

Tversky & Kahneman(1973)는 가용성 휴리스틱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근에 발생한 긍정적 사례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오류

가 발생된다는 이론이다. 앞서 고찰한 계획오류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국책사업 추진 시 과거의 실패를 리뷰하지 않고 최근의 성공사례만

답습한다면 실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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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ersky & Kahneman(1988)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에 대

한 이론도 제시했다. 프레이밍 효과는 특정 사실을 전달할 때 어떠한 틀

안에 넣느냐에 따라 전달받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

이다. 예를 들면 국정과제와 연관이 있는 국책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특수한 프레임(예 : 지방균형발전 등)을 활용하여 우호적 정책환경

(언론보도)을 조성한다면 이는 프레이밍 효과의 예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 지각오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인지체계(지식, 가치관)와 일치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

다는 이론이다. 국책사업 추진 시에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해 주관적 관점

에서 타당성을 평가한다면 이는 선택적 지각오류에 해당되며 이러한 관

점에서 추진된 국책사업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계획오류, 의사결정 편향 이론은 아래 <표 2-1>

를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표 2-1> 계획오류(Planning Fallacy), 의사결정 편향 이론 요약정리

구 분 주요내용 시사점

계획오류

이론

∙ Bent Flyvberg(2009) : 국책사업에서 비용

혹은 수요가 과다 계상되는 원인 분석

제3자적 관점에서

사업 모니터링 要

∙ Bent Flyvberg(2005) : 19개국, 210개 프로

젝트 조사, 수요과다 추정사례/원인분석

투명성, 책임성,

분석 고도화 要

∙ Roger Buehler(2007) : 실험설계를 통해

낙관적인 사업계획 수립 경향성 분석

과거사례 충분한

리뷰 要

의사결정

편향

∙ 집단의사결정 편향 : 집단의사결정에

개인 의사결정 편입(단체주의, 집단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의사결정 要

∙ 가용성 휴리스틱 : 최근 긍정적 사례나

사업 중심으로 계획수립

충분한 성공실패

사례 분석 要

∙ 프레이밍 효과 : 어떤 틀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행동수준 상이

사업 정당성 확보

위한 도구化

∙ 선택적 지각오류 : 마음에 드는 정보만

취사선택 및 활용(객관성 결여)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검토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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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분석

1. 국책사업 실패사례

국책사업 실패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다양한 분

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그 성격도 상이 하여 구조적인 접근법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국책사업을 크게

정부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정책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 틀을 갖추고

자 한다. 이러한 분석 틀을 갖춘 사유는 언론이나 국회(국정감사), 시민

단체에서 논의의 중심이 된 국책사업을 분류한 결과 상기와 같이 구조화

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사업별 정의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정부 재정사업은 가장 고전적인 국책사업 방식으로 정부가 투자

재원 모두를 조달하고 건설하는 방식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함

께 항만, 도로 등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가 대

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했던 것이 대표적인 정부 재정사업의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완료된 1990년대 이후

부터는 국가재정 사업과 더불어 민간투자사업도 병행 추진되어 국책사업

의 추진 주체와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건설) 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

식이다. 아울러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정부 재정투입 시 발생

하는 거래비용(내부 의사결정, 국회 예산심의/의결, 관련법 상정 등)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정책적 지향점<표

2-2>도 가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총 719건, 114.5

조 원 규모의 사업(2017,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이 추진되었다.

<표 2-2> 민간투자 사업 정부 및 민간부분의 역할분담 체계

정 부

+
민 간

∙계획수립(Plan) / 평가(Evaluation)
∙승인(Approve) / 지원(Support)

∙설계(Design) / 건설(Build)
∙자금(Finance) / 운영(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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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일반적으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진

되는데 반해 정책 사업은 대선 공약,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추진되는 선심

성 사업 등 정치적 논리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정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의 경계가 불

분명 하지만 4대강 사업이나, 지방공항건설 등의 사업 등은 정치색이 강

한 정책적 관점<그림 2-3>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3> 국책사업 실패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화된 분류체계

1) 정부재정 사업 관련 선행연구

김정완(2006)은 공공 선택론적 관점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분석했으

며, 이해관계자(국회의원, 충청권)의 지대추구 및 이익집단화 현상이 잘

못된 정책결정을 이끌어 냈음을 분석했다.

문병재, 이철주(2007)는 고속도로, 방패장 등 대형 SOC 사업과 혐오

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실패모형을 도출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압력,

사업 자체의 복잡성, 재원 부족 등을 사업실패의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임석민(2010)은 도로, 항공 등의 다양한 국책사업 추진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사업실패 요인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족, 이해관계자별 사익 추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민정(2011)은 공공 선택론적 관점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건설을 지

적 했으며, 이해관계자별 지대추구 및 PIMBY 현상이 지방공항의 공동

화를 초래하고 막대한 재무적 비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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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정부재정 사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실패 요인

2) 민간투자 사업 관련 선행연구

김상수(2006) 주인-대리인 이론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비교분석 했으며, 정부-민간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예상수요

과다 추정과 그로 인한 실제 운영수요 간의 큰 차이를 문제점으로 지적

했다. 아울러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부담 등 재무적 요인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선미(2013)는 정책집행이론에 근거한 연구 틀을 활용하여 경전철 투

자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을 분석했으며, 제도적 결함(예비타당성 및 수

요예측 미흡 등), 지자체 단체장 교체로 인한 조정 리더십 부재 등을 실

패원인으로 지적했다.

박영빈, 김대철(2013)은 전체 재정사업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9호선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과도한 최소 운영수입,

높은 시설사용료 등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 계약 및 협약 등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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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민간투자 사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실패 요인

3) 정책사업 관련 선행연구

이종호(2010)는 새만금, 4대강,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공약사업 비교분

석을 통해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책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대선공략 및 정치적 압력

에 압도되어 객관적인 사업 평가가 이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임정빈(2013)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갈등/분쟁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갈등 해소방안을 제

시 했으며, 4대강 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사업의 합목적성 부족, 이해관계

자와의 갈등조정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고길곤(2015)은 합리적, 정치적, 환경 복잡성에서 경전철 사업을 분석

했으며, 향후 유사 사업추진 시 이와 같은 종합적 관점에서 타당성 평가

가 이루어져야 사업추진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응환(2015)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Ansell & Gash)을 적용하여 청

주 화장장 조성사업 사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방폐장, 화장장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

이 사업 성공의 열쇠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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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2015)는 대통령 선거공약의 입법화에 대한 연구(김영삼～노무

현 대통령)에서 대선공약 834개의 국회통과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다.

대선공략이 국회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대통령의 입법 리

더십, 대통령의 자원, 입법 환경 등을 꼽았으며, 이중 입법 환경이 대선

공략의 국회통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

면 정권 초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공약 통과를 추진했을 경우 국회

에서에서의 공약 통과율이 그만큼 높아졌으며, 정권 말기 추진 시 그와

반대로 국회 통과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역대정권이 무

리를 해서라도 공약에 포함된 국책사업을 정권 영향력이 강한 집권 2년

차 이내에 착수하려는 이유도 이 논문을 통해 설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6> 정책사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실패 요인

위에서 살펴본 정책적 국책사업은 공공성이나 합목적성이 결여된 정

치적, 집단적 이익 관점에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추진되고 실행된 정책사업도 있다. 정부재정 및 민간투자 사업처럼 사업

에 대한 합목적성과 공공성은 확보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 사업들이 이에 해당 한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메가 스포츠 이

벤트 이후 경기장 및 제반시설 활용 문제가 이와 같은 정책적 국책사업

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조현주, 최준규(2017)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

의 성공사례를 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투자와 향후 시설 활용방안은

레거시(Legacy)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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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는 전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유/무형적인 자산이나 스포츠, 대

형사업 등의 장기적인 효과(Long-Lasting Effect)로 정의(Manga, 2008)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교통시설 확대, 경기장 건설

등의 물질적인 수혜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올림픽 정신과 그 효과가 지

속될 수 있도록 비전과 실행계획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식

적인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전진근(2011)은 올림픽 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광역 마스터 플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문

화·경제 등의 장기적 영향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이후 응집된

국민 에너지나 유산을 지속하는 장기적인 플랜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특히 경기장 사후시설 활용성 문제는 스포츠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 언론

<표 2-3>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지적되고 있는 고질적인 이슈이기

도 하다.

<표 2-3> 각종 언론보도 모음(대형 스포츠 이벤트 이후 시설활용 관련)

보도매체 보도골자

서울경제(10.22)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대책 마련 시급(국정감사)

한겨레(10.8) 평창올림픽 625억 원 흑자의 명암

조선일보(3.1) 올림픽경기장 12개 중 8개, 구체적인 활용계획 아직 없어

중앙일보(8.25) 여기가 평창올림픽 했던 곳 맞아? 흉물 되가는 시설

SBS(4.4) 올림픽 사후 점검, 경기장 연 간 수십억 원 적자예상

연합뉴스(8.24) 역대 최고 찬사 무색, 경기장 사후활용 오리무중

그럼 왜 이렇게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제기되는 것일까?

스포츠 이벤트 이후 경기장이 방치되거나 시설공동화가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정책(사업)집행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사업)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업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목표(수요)와 집행단계

에서의 현실(실수요)과의 괴리, 그리고 시설을 관리 운영할 조직의 능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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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집행 측면에서의 문제를 시설 공동화에 대입해 보면, 계획

단계에서 사후 시설을 이용할 대상(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수요와

니즈)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 없이 설계와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필

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운영비 부담, 활성화 전략 부재 등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할 지자체의 낮은 업무 역량도 시설 공동화를 유

발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책사업(스

포츠 이벤트)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실패 요인은 아래 <그림 2-7>과 같

이 도식화 했다.

<그림 2-7> 정책사업(스포츠 이벤트)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실패 요인

위에서 살펴본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오류는 비단 올림픽에 사용되었던

경기장 등 시설의 사후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고찰한

경전철 사업 등 많은 국책사업에서 반복되거나 문제시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국가재정, 민간투자, 정책사업 관점에

서 국책사업 시행 사례를 분석했다. 또한 이에 따른 다양한 실패 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다음<표 2-4>와 같이 총괄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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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책사업 관련 주요 선행연구(실패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

유형 선행연구 연구방법 연구내용 시사점

재

정

사

업

대규모 국책사업

실패원인/대책

(임석민 2010)

단순

사례비교

공공사업을

형태별로 세분화

하고 실패 요인

분석

합목적성 부족,

이해관계자별

사익(지대) 추구

대형 국책사업

집행실패 분석

(문병재/이철주 등

2007)

집행실패

모형적용

대형 국책사업을

집행실패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함의 도출

정치적 요인, 사업

자체의 복잡성,

재원 등이 사업

실패의 주요인

국책사업

예산낭비에 대한

공공론적 접근

“지방공항 건설”

(박민정 2011)

공공선택

연구모형

적용

공공 선택론적

관점에서 관료/

시민/정치인의

행태분석

지대추구로

지방공항건설

관련 사회적

비용 초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공공론적 접근

(김정완 2006)

공공선택

지대추구

모형 적용

지대추구 관점

에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연관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국민과 국가 전체

공익적 관점이

아닌 권력과

이해에 의해 정책

결정, 갈등비용

발생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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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선행연구 연구방법 연구내용 시사점

민

간

투

자

사

업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패 요인에 대한

연구

(최선미 2013)

정책집행

이론 연구

모형 적용

민투사업이 본

취지대로 작동

되지 않은

사유와 경전철

실패원인 분석

제도적 결함

(예타 및 수요예측

미흡, 단체장

교체 등 일관된

리더십 부재 등)

인천공항,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재정사업과 비교

(김상수 2006)

주인-

대리인

모형 적용

민간투자 사업을

재정사업과 비교

하고 적정성분석

및 문제점 도출

사업자 과대수요

추정, 최소수입

보장액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 가중

서울지하철 9호선

분쟁사례

분석 통한 민자

사업 개선방안

연구

(박영빈 2013)

사업추진

과정

순차적

분석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

사업 추진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과도한 수요예측,

높은 시설사용료

등 사전 타당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작동기재

필요

정

책

사

업

대선공약에 의한

국책사업과

영향평가

(이종호 2010)

단순

사례비교

분석

4대강 등 공약

사업 진행과정을

고찰하고 갈등

예방 방안제시

대선공약에 압도

되어 검증 장치

(제도적 기반)

미작동

정부 간 관계와

국책사업 갈등

“4대강 사업”

(임정빈 2013)

갈등단계

및 이해

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별

갈등/분쟁요인 분

석 통해 갈등

해소방안 제시

이해관계자별

타협 및 갈등예방

위한 작동기재

부족

종합적 접근으로

서의 정책실패

사례연구

“경전철 중심”

(고길곤 2015)

종합적

접근모형

적용

(정치)

(환경 등)

정치, 환경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전철 사업

정책실패 분석

다각적 관점에서

사업 분석 미이행

(통합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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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책사업 성공사례

어떠한 정책이나 국책사업이 성공했다고 증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참으

로 어렵고 주관성이 개입 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반면에 어

떠한 정책이나 사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입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우리가 통계적 가설설정이나 검증을 할 때 반대 가설이 거짓

임을 입증하여 자신의 가설이 참임을 간접적이고 보수적으로 밝혀내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이다.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 앞의 논리를 적용하면 적어도 실패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

적인 속성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적

어도 좌초되거나 큰 문제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면 과연 성공한 것일까? 우리가 소위 성공이라고

인정하는 국책사업에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정책평가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목표 대비 결과”를 적용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

이다. 정책평가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목표는 공기, 예산 등의 정량적인

수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의 합목적성이라

할 수 있겠다. 합목적성은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타당한 사유와 그

사유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합목적성도

시대와 시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업

추진 당시에는 합목적성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었지만 사업종료

후에 사회적 후생이 크게 증가하여 논란이 수그러들거나 아니면 그와 반

대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여 논란이 크게 증폭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국책사업의 성공을 평가하는 주요 바

로미터로 사업의 합목적성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을 성공이라고 평가 할 수 있는 속성에는 사업 합

목적성이 가져올 결과물일 것이다. 즉 당초 계획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

지 그 달성한 목표가 지속가능한지, 즉 하나의 점이 아닌 여러 개의 점

의 모인 연속성 있는 선의 개념으로 결과물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성공

요인으로 평가<그림 2-8>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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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정책 수립단계 및 정책평가와의 관계

정책평가의 핵심은 사업 합목적성 확보와 정책의 당 초 목표 대비 결

과물을 비교하는 것인데, 그에 못지않게 사업의 성공을 평가하는 요소로

써 과정 즉 절차적 정당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절차적 정

당성도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성이 큰 개념이다. 예를 들면

경제개발시대였던 1960～70년대에는 사업추진 과정을 정부에서 전부 통

제하고 집중관리 했다. 즉 엘리트주의에 근거한 중앙집중식 상명하복의

의사결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된 1990년 이후 부터

는 거버넌스 개념의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

여하는 다원화된 운영체계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업계획 시 올바른 목표(합목적성), 사업추진

과정(절차적 정당성), 올바른 결과(목표 대비)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톱

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면 그 사업은 성공적인 국책사업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존재하는 국책사업에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충족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

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요인임을 감안 할 때 적어도 2개의 요인이 긍

정적으로 상호작용<그림 2-9>했다면 나머지 한 가지 부족한 요인을 충

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동인이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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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책사업 성공속성 간 상호작용 관계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국책사업에는 어떠한 성공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목표 대비 결과분석 관점에서 1970

년대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분석하고 절차적 정당성 즉 갈등관리 및 조정

차원에서 최근의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사례 등을 비교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업의 합목적성 및 결과 측면에서 성공한 국책사업

우리나라 건국 이래 국가 미래발전의 변곡점 역할을 한 사건이나 사

업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벤트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경부

고속도로 사업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눈문으로써

학계에서 연구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국가기록원,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역사적 자료와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부고속도로만큼 사업의 합목적성 확보와 추진된 정책목표 그리고 실

현된 정책목표(결과) 간 괴리가 적은 사업은 현재에도 찾아보기 힘든 상

황이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사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중

심축과 뼈대를 세우는 작업으로 서울-부산 간 429㎞ 고속화도로를 건설

하는 단군 이래 최대 SOC 사업<표 2-5>이었다. 총 건설비는 429억 원

으로 당시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1,643억 원)의 1/4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건설비 : 1억 원/㎞)였으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서 건설 공기가 2년 5개월(1968.2.1.～1970.7.7.)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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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경부고속도로 사업 개관

구 분 주요내용

사업기간 ▪1968.2.1.～1970.7.7.

총 연 장 ▪428㎞(서울 강남구 신사동～부산 금정구 구세동)

구 조 물 ▪교량 305개, 터널 12개, 나들목 19개

투입인원 ▪893만 명(16개 건설업체, 3개 공병단)

총 공사비 ▪429억 7,300만 원

그럼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불리웠던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던 이유, 즉 사업의 합목적성은 무엇이었을까? 사업의 합목적성

은 국민 의식함양 측면(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의식함양 측면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었을 1960년대 후반은 6.25 전쟁이

후 15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전쟁의 상흔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시기였

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및 국민경제는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난국을 타계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다. 정

부는 국가 전체에게 Can Do Spirit을 심어주기 위해 즉 국민 의식 고양

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국가역량을 집중했

다. 다시 말해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의식이 기저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적 완수 이후, 성공유산(Legacy)이 국민

과 후대에 확산되었고 이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본(1970년대 교육받은 청

장년층)이 산업화(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

한민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기폭제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정부

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제2의 경제라고 표현하면서 그 중요성을 언급했으

며,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형이상학적 측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정

신적 측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그림 2-10>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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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가져온 상승효과(국민의식 측면)

앞서 살펴본 사업 합목적성 확보 측면과 더불어 경부고속도로를 바라

볼 두 번째 관점은 경제적 측면(사업결과)이다. 일반적인 국가 경제성장

발전과정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출발은 육상교통이다. 육상교통

중에서도 도로, 철도 순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때로는 도로와 철도가 병

행되어서 개발되기도 한다. 육상교통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마지막 단계

로 항공, 공항부문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발전 루트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발전 루트를 따라 국가경제가 발전해 왔다. 자

원빈국이고 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존재했던 사회간접자본이 철저히 파괴

된 상황에서 수출만이 오로지 회생의 길이었고,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

과 수도권을 잇는 대동맥 건설은 경제적 관점을 떠나 선택이 아닌 필수

적인 생존의 문제였다. 이러한 대동맥 건설을 통해 물류시간(서울-부산

이동시간이 1/3로 감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경부고속도로 주

변 5㎞ 이내 권역 별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산업발전(고속도로 인근 도시

들의 산업화를 촉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발생시켰다.

특히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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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당시 국내총생산은 8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약 50년 가까이 경

과한 2017년에 188배가 넘는 15,302억 달러로 늘었다. 자동차 보유 대수

또한 1970년 13만대에서 2017년 말 기준으로 173배를 초과하는 2,253만

대(국토부 발표 기준)로 증가했다. 이러한 비약적인 대한민국 성장 신화의

중심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직접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경부고속

도로 건설 이후 국책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 다양한 사회간접자

본 투자가 활성화되는 촉매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경부고속도로 이후

경부고속도와 연계되는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0년 대 초반까지 도로관련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크게 증가하

여 자연스레 육상교통의 중심축이 도로에서 철도(고속철도)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마련<그림 2-11>되기도 하였다.

<그림 2-11> 경제개발 계획단계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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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과정 및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성공한 국책사업

우리는 성공적인 국책사업에 대한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책사업 추진과정이 어찌되었든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그 결과

가 긍정적이 다면 그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사회에 통용된 관습이

었다. 하지만 이는 국가중심 개발경제 시대에 통용되었던 프로세스로 정

보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정책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는 개념이

다. 즉 정부의 역할이 더 이상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1

인 3역이 아닌 전체 공공서비스나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중

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견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의 합목적

성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추진과정 상에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하

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국책사업을 고찰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앞에서 고찰한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성공적으로 갈등을 조정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개발경제 시대의 사업추진 체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그림

2-12>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림 2-12> 국책사업 패러다임 전환(개발경제 →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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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는 정책갈등 사례에 대한 합의과정도 국책사업 갈등조정에

대한 함의를 충분히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적 파급효

과가 크고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수혜를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 개편 사례(김진수/서순탁, 2012)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공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

끌어 내고자 한다.

(1)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취지 및 목적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서 출발했다. 서울

시 인구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친 약 30년 동안 3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서울시 인구만 계산한

것으로 경기, 인천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2,6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광역

수도권이 형성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체

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했으나 그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했다. 특히 개인사

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버스는 배차간격 불균형, 중복노선에 대한 과

당경쟁, 수익성 저하로 인한 일방적인 노선패쇄 및 업체파산(1997년 기

준 103개에서 53개 감소)으로 서울시민의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이었다. 아울러 버스-지하철, 지하철-버스 간 연계성(연결성과 요금

체계를 포함)도 미흡하여 서울시민들의 이용불편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

도 커진 상황이었다. 아울러 IMF 이후 소득 및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

고 있는 시점에서 대중교통 즉 공공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

한 고찰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공공서비스의 본질은 “누구나 쉽게 접근(Accessibility)” 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공평(Fairness, 가격과 기회 측면)”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그 기능적인 측면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편 당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측면에서 상당히 부

족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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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서울 도심 즉 지하철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역

세권 형성으로 부동산 지가 상승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지하철이라는 공공서비스 접근성(도심 매 1㎞ 이내 간격으로 역 건설)이

우수했고 타 지하철 환승 시 무료 환승이라는 부수효과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 외곽지역 즉 지하철역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

우 원 거주지에서 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

<그림 2-13>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다. 물론 시장논리 측면에서는 당연

히 감내(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이 일반적으로 교통도 불편)해야 할 사

안이지만 서울 인구 집중으로 인해 시 외곽지역에 베드타운(신도시) 건

설이 필연적이고 이로 인한 인구유출 확대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그림 2-13> 서울 지역에 따른 대중교통서비스 불균형 상황(개편 당시)

서울시는 위에서 살펴본 당시 대중교통체계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

인 개선대책을 2004년에 발표하였다. 먼저 버스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했다. 운영측면에서는 민간사업자 중심에서 준 공영제로 전환하여

버스노선 다양성 확보와 단절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도

심에서의 버스 이동속도 향상을 위해 버스 중앙차선제를 도입하여 자가

용의 도심 진입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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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버스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버스운행의 정시성 확보와 더불어

이용객들에게 버스 도착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버스 대기로 인한 매몰시

간을 최소화 했고 목적지 이동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지하철-버스) 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요

금제를 시행하였다. 즉 종전에 버스 이용 후 지하철 환승 시 버스와 지

하철 기본요금을 각각 지불해야 했던 독립요금 체계였다면, 통합요금체

계는 버스이용 후 지하철 환승 시 버스 기본요금만 지불하고 지하철 요

금은 무료로 제공되는 체계(단 환승 이후 일정거리 이상 장거리 이동 시

추가 요금 징구)로 변경<그림 2-14>하였다.

<그림 2-14>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내용

(2) 타 지자체의 반발, 갈등발생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 자체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고 필

수불가결한 조치였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서울인근

경기도 지역에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들이 건설되면서 실

제 거주지는 경기도, 인천권역 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이는 서울의 거주 인구감소로 연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거주 시민들만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

울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에게 큰 불이

익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었다. 서울 버스, 서울 지하철만(서울 안에서)

환승 무료가 적용되어 같은 거리 이동 시 서울시민 대비 많은 운임을 지

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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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버스중앙 차로에 혼잡을 이

유로 경기, 인천 광역버스의 출입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자기중심적인 행

정에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경기도, 인천시

등 관련 지차체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먼저 해당 지자체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도 환승할인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환승

할인에 따라 운수업체에 대한 손실보존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지자체

간 손실보존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중요 의제 중 하나

였다.

다음으로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전용차료 이용

을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이었다. 출퇴근 시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의

진출입은 속도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

근 편의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각 지자체의 반대논리는 분명했다.

수도권 거주민 대부분의 생활권이 서울이라는 점, 서울에서 경제적 활동

을 영위하는 만큼 서울시에 대한 재정기여도(소비 등)가 상당하다는 점,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별개의 지역이 아니라 광역 (경제)생활권이라

는 점, 이러한 광역생활권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논리에 서울시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당시 서울시

장의 사과성명 발표) 협의의 정책개념으로 서울시에만 국한된 대중교통

체계개편은 일견 훌륭한 정책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의 바

운더리를 광역 수도권으로 확대한다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의

범위가 2.5배 이상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의 수정과 확대는 불가

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었다.

다만 2,600만 명의 광역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단

몇 개월 만에 종결 짖기에는 많은 부담과 함께 향후 정책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의체를 구성하

고 시일이 좀 소요되지만 단계적인 접근법을 구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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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갈등조정

갈등해소의 기틀이 마련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가 정책에 대한 한

계성을 인정하고 개선에 동참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2004년 12월

서울시장-경기도 지사-인천시장이 수도권 광역 현안 정책 공조발표를

하게 된다. 즉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편의 첫 단추가 꿰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2,600만 광역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연관성이 좀 더 크고 파급력이 있는 경기도

와 대중교통 개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협의

에 앞서 도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경기도 내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할 경우 무료 환승을 제공하는 경기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2005년

에 발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정책입안 시간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광역 현안 정책 공조를 발

표 후 약 2년이 경과된 2007년에 서울시-경기도 간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게 된다.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 간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완료된 이후 협의에

급물살을 타게 되어 2009년에 서울시-인천시 간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

행되게 된다.

<표 2-6>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과정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2004)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2005)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광역현안 정책 공조 발표(2006)

 서울-경기도 통합환승할인(2007)

 서울-경기도 추가 협력(2008)

 서울-인천시 통합환승할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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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등해소, 사회 후생 증대

서울시 단독 정책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 전

체 사회적 후생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고준호(2015)는 대중교

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이용자의 대중교통 비용이 평균 30% 감소<그림

2-15>하였음을 분석했다.

<그림 2-15>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교통비용 감소

이러한 효과들을 총합하여, 경기도에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통합환승

할인제도) 개편 10주년 성과에 대해 발표한 자료(중앙일보, 2017.2)를 살

펴보면 당초 정책목표에 부합되게 전체 사회적 후생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해 경기도민은 10년 간 5조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으며,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서울버스 등의 하루 환

승 인원이 194만 명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

1인당 연간 요금 절감 혜택은 37만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경기-서울 간 대중교통 분담률도 2006년 43.4%에서 2015년

51.8%로 증가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후생증가는 단순히 경기도에 국한된 것으로 서울시, 인천시의

후생까지 합산할 경우 정책적 효과는 배가될 것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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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정량적인 효과 외에도 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사회, 경제적 동태성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국책사업 추진 시 갈등

관리 즉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 사업은 협력적 거버넌

스의 작동기재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수, 서순탁(2012)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네 가지 전

제조건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라고 평가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행위자 간(여기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

어 져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간 대등

한 권력구조가 갖춰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

느 한 행위자에 지나치게 권력과 힘이 집중될 경우 그 네트워크는 균형

이 깨지고 이는 협력의 와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행

위 주체간 활발한 리더십이 상호작용 해야 한다. 특히 행위자 별 갈등조

정을 위한 리더십이 올바른 협력적 리더십 작동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야 한다. 행위자 간 수평적 상호작

용이 활발하고 리더십이 잘 발현되어도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

지 않다면 정책이 구현되어 실제로 집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서 김진수, 서순탁(2012)은 수도권 대중교통개편

정책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라 평가했다. 다만 정

책입안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의 단독적인 정책입안과 집행이 이루어 졌

고 그 시점에 경기도, 인천시 등 다른 행위자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다

는 점, 권력 및 정보구조가 서울시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협력

적 거버넌스의 한계점이 들어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을 거쳐 최종적인 정책적 합의를 완료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올바른 협력적 거버넌

스 체계 구축에 모범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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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

본 연구는 연구의 목표와 관점, 이론적 접근 측면 등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연구의 목표 측면에서는 기존 선행연구가 연구대상이 제한적인

관계로 연구 목표 역시 국책사업의 예산 및 재무적 측면, 갈등관리 측면

에서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사업계획, 추진, 운영단계별로 국책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성공

과 실패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종합해서 국책사업에 대한 성공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의 관점 측면에서는 기존 선행연구가 실패사례에 집중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성공 요인에도 포커스를 맞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국책사업 실패 및 성공사례를 고찰해 봤으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 적용하여 국책사업 성공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셋째 이론적 접근 측면에서는 기존 선행연구가 공공선택론, 협력적 거

버넌스 등을 기초로 연구모형을 도출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총합 분석한 만큼 특정 이론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을 접목하여

자체적인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표 2-7>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

선행연구 본 연구 (차별성)

제한적(예산, 갈등관리 등) 연구목표 포괄적(사업 전반 영향요인)

실패사례 중심 연구관점
실패, 성공 요인 도출

(인천공항 Case Study)

특정 이론에 집중 이론적 배경 다양한 이론적 배경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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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선행연구를 통한 사업실패 및 성공요인 도출

1. 국책사업 실패요인

앞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 실패사례를 정부재정, 민간투자,

정책사업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국책사업 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

게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요인들은 사업계획 단계, 추진단계, 운영단계에 걸쳐 교차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환경적 요인은 국정과제, 선거 공략 등의 정치적 압력 혹은 이익

집단, 옹호 단체 등의 요구로 인해 국책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되거나 추

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의 합목적성 보다는 특정 집단의 사익

혹은 권력 유지 수단으로 국책사업이 이용되어 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

을 유발하게 된다.

제도적 요인은 국책사업 추진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타당성 분석이나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한다. 제도적 요인은 환경적 요

인에 의해 합목적성이 부족한 국책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을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고 조정,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기능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추진단계, 특히 운영단계에서 심각한 문

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그래서 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의 객관적인 검

증 절차가 중요하며 보수적이고 정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행태적 요인은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 행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특성상 정부는 정권의 정책집행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증보다는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국책사업이 방향성을 잃게

되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사례를 많이 목격해 왔다.

위에서 살펴본 국책사업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거시 요인과 이

요인들이 어떻게 사업추진 단계별로 교차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래

<그림 3-1>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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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책사업 영향요인 및 사업단계별 교차 영향력

앞서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실패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요인 세 가지를 고찰해 봤으며, 이 세 가지 요인이 사업계획, 사업추

진, 운영단계별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림 3-1>을 통해 살펴보았

다. 그럼 미시적 관점에서 사업단계별로 어떠한 실패 요인이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책사업 추진과정은 크게 사업계획, 사업추진, 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단계별로 실패 요인이 존재하는데

사업단계별 실패 요인은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계획단계에서의 실패 요인이 추진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운영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반응 구조로 사업이 작동되는 것이다.

먼저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생되는 실패 요인은 사업의 합목적성 결여,

정치적 압력, 재정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의 합목적성 결여는 국민적

합의 프로세스가 없었거나, 시대적 요구에 동떨어진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치적 압력(영향력)은 사업과 연관된 이해관

계자들이 집단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 시 하여 사업추진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해관계자의 목적함수(공통의 관심사)가 공

익인 아닌 사익인 경우에 발생되는 것을 정치적 압력이라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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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실패 요인으로 정부 재정악화을 들 수 있는데 국가 재무위험도

증가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더 큰

재무적 위험과 국민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발생되는 실패 요인은 갈등관리와 리더십 그리고

제 3자적 관점에서의 정확한 평가체계의 부재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의 합목적성과 방향성이 확립되었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국책사업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

시키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해당 단체장이나 기관장의 리더십

이며, 조정 리더십 부재 시 더 큰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경

우도 직면하게 된다. 다음 실패 요인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체계 부

재이다.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었더라도 그 계획대비 실적이 잘 산출되고

있는지, 돌발변수는 없는지 보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내부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환상(Delusion)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그래서

Bent Flyvberg(2009)의 연구에서처럼 외부적 시각(Outside View)에서

사업단계별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

어야 한다.

사업운영 단계에서 발생 되는 실패 요인은 객관적인 정책평가 부족과

정책실패에 대한 조정기능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실패 요인은 일반

적으로 국책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이고 유리

한 측면만 평가하려는 선택적 지각오류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실제 시설공동화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

로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비상대책이 부재하고, 사업실패에 대한 조정

기능도 없을 경우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되

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국책사업 영향 요인

에 대해서는 아래 <표 3-1>과 같이 종합해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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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사업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계획
▹(주요활동) 이해관계자 협업, 사업 합목적성) 확립 및 타당성 분석
▹(위험요인) 사업의 첫 단추, 잘못될 경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 高

외행성
요인

▹(주요이슈) 공익에 부합되는지?,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일치 여부

▹(실패요인) “합목적성 결여(공익), 협력적 거버넌스 부재”

▹(대표사업) 4대강(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간척 등

내행성

요인

▹(주요이슈) 정치적 요인(선거공약) 배제, 나눠 먹기 식 사업 지양
▹(실패요인) “지대추구”, 지역균형발전을 가장한 “PIMBY”, “NIMBY”

▹(대표사업) 지방공항건설, 경전철, 방폐장 건설 등 “All or Nothing”

재정적

요인

▹(주요이슈) 공공성 강한 시설은 국가재정이 바람직

▹(실패요인) 재정 효율만 강조, “민자 사업 확대”, “낙관적 수요예측”
▹(대표사업)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제도적
요인

▹(주요이슈)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 판단 필요

▹(실패요인) “정치 논리(권력)에 함몰”, “Power Game”(권력 유지수단)

▹(대표사업) 경인 아래 뱃길 등

사업집행
▹(주요활동)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사업추진 단체장의 리더십 필요

▹(위험요인) 합목적성 결여 시 비용 유발, 임기만료 등 리더십 부재

갈등고조

▹(주요이슈)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조정(협의와 일치 중요)

▹(실패요인) “갈등조정 실패”, “내부관점”(계획오류)에 함몰

▹(대표사업) 방폐장 건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등

가변성

증대

▹(주요이슈) 협의/조정을 통한 사업목표 견지, 제3자적 시각에서 평가

▹(실패요인) “협의/조정실패”, “외부편향에 굴복”, “사업변경”(기간/예산)

▹(대표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 새만금 사업 등

리더십

부재

▹(주요이슈) 갈등조정 및 사업촉진, 돌발변수 대응 리더십 필요

▹(실패요인) “조정 리더십 부재”, “리더십의 연속성 결여”

▹(대표사업) 새만금 사업,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밀양 송전탑 등

사업관리
▹(주요활동) 정책집행에 대한 냉철한 평가시행 및 피드백

▹(위험요인) “객관적 정책평가” 부재, 실패에 대한 “조정기능 부재”

정책평가
기재 부재

▹(주요이슈)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정책평가 및 환류 필요

▹(실패요인) 선택적 지각오류 관점 “관대화 경향”, 조정기능 부재

▹(대표사업) 4대강 건설, 무분별한 지방공항 건설 등

운영실패
▹(주요이슈) 정책평가 목표대비 실적분석, 미흡 시 비상대책 강구
▹(실패요인) 운영실패에 대한 비상대책 부재, 무책임, 조정기능 부재

▹(대표사업) 천안-논산, 서울-춘천고속도로 등(과도한 최소수입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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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책사업 성공 요인

앞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국책사업 성공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패한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성공한 국책사업에서도 환경적, 제도적,

행태적 요인이 사업 전반에 걸쳐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사례에서는 환경적 요인 즉, 사업의 합목적성<그림

3-2>이 국책사업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즉 일부의 집단이익이

아닌 사회, 국가 전체의 후생이 증대되는 정당성을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국력과 국

가 브랜드 가치가 증대된다 던지,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결집력이 조직

화 된다던지 등의 감성적 효과성도 함께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업 본질 자체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이러한 비전은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한 번 해보자 하는 긍정적

인 에너지를 분출시켜 국운 상승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2> 국책사업 성공 요인, “합목적성”

두 번째 국책사업 성공 요인은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사업의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행태적 요인 즉 사

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 가를 성공 요인으로 봤다.



- 43 -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입안 시부터 참여하여 상호작용<그림 3-3>을 통한 최적의 합목적

성을 이끌어 내야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사업추진 및 집행단계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고한 상호작용의 전제 조건은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

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최소화되고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는 대칭적인 네트워크 유지가 중요한 관건임을 수도권 대중교통체

계 개선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림 3-3> 국책사업 성공 요인, “갈등관리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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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

앞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 성공 및 실패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했으며, 사업의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적, 제도적, 행태적 요인이 국

책사업 추진 단계별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볼 때

국책사업은 환경적, 제도적, 행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함수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아래<표 3-2>와 같이 수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국책사업 영향요인 함수

National Project = F (E, I, B)

∙ E : Environment (환경)

∙ I : Institution (제도)

∙ B : Behavior (행태)

이러한 거시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순차적(환경→제도→행태)인 흐름으

로 국책사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시다발적 이거나 혼합적

(환경+제도 혹은 제도+행태)으로 사업에 영향<그림 3-4>을 주기도 한다.

<그림 3-4> 거시적 환경요인이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순차적)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영향”인데, 영향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물

이 다른 사물의 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다른 사물은 잘 작용할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다른 사물을 잘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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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거시적인 요인들의 속성들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과 부

정적인 영향<표 3-3>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각 속성들의 부정적인 영

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경우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책사업이

실패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3-3>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거시적 영향요인 및 속성 도출

구 분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긍정적 측면

시대요구 + 공익

협력과 협업 기반

합목적성 확보

보수적 타당성검증

다양한 검증단계

공청회/공론화절차

외부시각 존중

협력/일치 의사결정

갈등조정 리더십

부정적 측면

공익보다는 사익

집단이기주의

합목적성 결여

형식적 검증

독단적 결정

계획오류

외부시각 무시

독단적 의사결정

조정 리더십 부재

요약해서 설명하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실패 요인은 거시적 영향요

인 속성 중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잘 극복할 경우 사업성공으로 전환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거시적 요인이 잘 작동하면 성공적 국

책사업,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이분법적으로 규정

할 수 있을까? 성공한 국책사업의 특징적 요인은 없는 것일까?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 듯이 성공한 국책사업에는 공통적 특징이 존

재한다. 바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협력적 거버넌스(갈등관리) 구축 유무

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중요 요인으로도 작동되었

음을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즉 사업의 합목적성과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른 요인에 앞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적 요인

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책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짓는 핵심요인인 사업

합목적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사업실패에 거시적으로 영향을 끼

치는 환경적, 제도적, 거시적 요인을 망라하여 연구모형<그림 3-5>을 정립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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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단계별로 이러한 영향요인을 어

떻게 극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

후 추진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5>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기반한 연구모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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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천공항 건설사업 개관

제 1 절 인천공항 태동

1. 태동배경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래1), 대한민국 공항은 2016년

10월 10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공항산업의 시초는 일제강점기 하에

일본이 대륙침략을 위해 건설한 여의도 비행장(1916)이 최초라 할 수 있

으며, 향후 1942년 김포공항이 개항되면서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김포

공항은 시설확장을 거치면서 1970년대 까지 국가의 관문공항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포공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점을 들어냈다. 또한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

어 확장에 근본적인 한계성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커 추가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상

황이었다.

이러한 내부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외부 환경도 김포공항을 대체 할

수도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아울러 1980년대에는 국

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1986년 아시

안게임을 전후로 국제선 수송실적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 1988년 서

울올림픽을 계기로 개방화와 국제화가 본격화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복수 민간항공 시대가 열렸다. 아울러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가

본격화 되면서 연평균 국제여객이 13% 이상, 국내여객이 30% 이상 증

가하는 등 세계 최고의 항공수요 증가율을 기록했다.

당시 김포공항은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따라 꾸준히 확장 공사를 실시

해 왔으나, 항공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 이었으며,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팽창 등의 논리로 인해 국가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

되고 있었다.

1) 이 부분(제 1절)은 주로 公社 내부자료(3단계 건설사 등)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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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음피해가 없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해안 또는 해상에 시

급히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 역시 신공항 건설

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신공항 건설 방침을 결정하기에 이르

렀다. 특히 1990년대 초, 동서 냉전의 종식과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회(APEC) 출

범 등 시장개방과 세계화가 급진전 되면서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졌으며, 세계 각국은 그 교류의 중심인 공항건설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물류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변국간 허브공

항 경쟁이 본격화 되었고, 일본 간사이공항을 비롯해 홍콩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이 허브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변화에 발맞추어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당초 단순히

수도권 지역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신공항 건설은 무한경쟁 시대에 국제

물류 선점을 위한 동북아 허브공항 건설이라는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가

치와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그림 4-1> 인천공항(가칭 수도권 신공항) 태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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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선정 과정

수도권 신공항, 허브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부는 공항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부지선정 작업은 1989년 6월부터 1990

년 4월까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바

로 민원 최소화였다. 소음에 관한 민원으로 공항운영에 큰 지장을 받았

던 김포공항에서의 경험을 교훈 삼아 타당성 조사팀은 서해안 연안과 도

서 벽지를 부지 후보군으로 두고 면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부지선정의 두 번째 기준은 접근성이었다.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

대비 인구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충청권까지 포함할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0Km 이내에 공항 접근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인구통계학적 특이성 이외에도 당시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와 미국연방항공국(FAA)은 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역, ② 장애물

(산지 등)제한 요건, ③ 기상조건(안개일수 등), ④ 공항의 접근성, ⑤ 장

래 확장가능성, ⑥ 지원시설확보의 용이성, ⑦ 공항건설비 등 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위치한 22개 지역을 후보

지로 압축했다. 예비조사 결과에서 영종도, 시화1지구, 시화2지구, 송도

등 7개 지역으로 또다시 좁혀졌으며 최종단계에서는 영종도, 시화1지구,

시화2지구 등 3개 지역<표 4-1>이 막판 경합을 벌였다.

<표 4-1> 후보지별 입지 비교

구 분 영종도 시화1 시화2 김포

공역제한 - 수원군공역 수원군공역 서울도심

서울도심

접근성

거리(Km) 52 68 71 20

소요시간(분) 50 59 61 30

기 상 안개(시간) 268 268 268 492

소 음
이주대상(가구) 0 50 300 1,800

영향지역(가구) 200 2,250 650 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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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가 다른 후보지 대비 경쟁우위를 선점하

고 최종적인 건설부지로 확정된 것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작용했다.

시화지구는 영종도와 마찬가지로 갯벌에 위치한다는 공통점과 함께 기

상, 장애물 제한요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북쪽이 바다에

접한 반면 남쪽은 육지에 접해 있어 잠재적인 소음피해가 예상되었다.

아울러 주변에 수원, 오산, 평택 등 군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군용기와의

공역 공유로 항공기 운항 정시성에 불리했으며, 영종도 보다 수심이 2m

더 깊어 지반 조성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반면 인천공항 부지로 선정된 영종도는 확장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

었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간석지와 섬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개발가능 지역이 무려 5,919만 9,000㎡에 달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입지조건이 좋았다. 간석지의 평균수심이 약 1m에

불과해 일본 간사이 공항의 18m와 비교하면 부지 건설비용 측면에서 경

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대륙 간 항공노선의

최전선에 위치해 미국 동부를 포함한 전 지역을 중간 기착 없이 운항 할

수 있고 비행거리 3시간 30분 이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3개나

위치하는 등 영종도는 공항후보지로써 좋은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 4-2> 세계 주요공항 도심 접근성

공 항 도심까지 거리 공 항 도심까지 거리

인천국제공항 52Km 김포공항 20Km

나리타(일본) 66Km 간사이(일본) 50Km

샤를드골(프랑스) 25Km 히드로(영국) 24Km

게트윅(영국) 43Km 케네디(미국) 24Km

워싱턴(미국) 42Km 첵랍콕(홍콩) 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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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 허브공항 건설계획 확정

영종도가 동북아 허브공항 부지로 확정된 이후 정부는 기본 및 실시설

계를 위한 제반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규모 공항건

설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국내 기업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기본설계 과

정에서 전문 외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국제경쟁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 9개사와 외국 업체 8개사가 4개 컨소시엄을 구성

해 경쟁을 펼쳤으며, 최종 사업자로는 유신코퍼레이션과 미국의 벡텔사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기본설계 중 가장 중요한 항공 수요예측과 시설

규모의 결정은 벡텔사와 서울대 자연과학연구소가 수행했으며, 그 외 기

관들은 부지조성, 배후단지, 접근교통시설, 재원조달 방안, 공항시설계획,

여객이동과 수하물 체계 등의 업무검토를 수행했다. 기본설계는 1990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13개월 후인 1991년 12월에 완성되었

다. 이후 기본설계는 국내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과 협의, 그리고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1992년 6월 최종 확정 고시되었다.

하지만 최초 고시된 기본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했다. 항공기술의 발전,

동북아 경제권역 외연 확장 등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 불리우며, 건국 이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초대형 공항에 대한

여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성급하

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서 다시 한 번 동북아 허브공항 건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94년 9월 現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신인 신공항건설공단

을 발족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995년 1월부

터 두 달에 걸쳐 각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실시했다. 한국전력기술

(KEPCO) 등 사업관리 용역사는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

했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

(FAA) 등 해외기관에서도 1단계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검토의견을 제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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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 자문을 토대로 신공항건설공

단은 정밀 검토에 들어가 1993년 8월, 1단계 기본계획을 1차 변경 조정

했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조정을 거쳐 1995년 11월 28일 건설교통부가 3

차 변경 고시했다.

1단계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성격

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김포공항과의 분담을 가정

해 항공수요를 산출했으나, 변경 안에는 인천공항이 국제선을 전담하는

것으로 산출했다. 이 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3차 기본계획 변경에서는 1

단계 부지규모를 1,172만 4,000㎡로 조정했으며, 당초 1개만 건설하기로

했던 활주로도 2개까지 건설하도록 했다. 비록 기본계획 변경 과정을 거

치면서 1단계 건설 일정이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은 각계 의

견 수렴과 전문기관 자문을 반영<그림 4-2>함으로써 객관적 관점에서

공항 건설 추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었다.

<그림 4-2>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사업 합목적성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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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1단계 공항건설

1. 해상 부지조성공사

인천공항은 해상에 위치한 두 섬 사이의 바다를 매립하는 것2)을 기본

골자로 건설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건설의 첫 출발점은 해상 부지조성

공사였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해상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

당하는 지역으로 두 섬사이 남쪽에 6.08Km, 북쪽에 7.3Km, 동쪽에

3.9Km 등 총 17.3Km의 방조제를 쌓아 바다와 분리시켰다. 해상부지 조

성공사는 1차 기본계획 승인 직후인 1992년 11월 기공식과 함께 본격화

되었으며, 해상 하부의 갯벌은 2년 동안의 준설, 매립, 지반개량공사를

거치면서 점차 안정된 지반으로 변화했다. 준설, 매립에 이어 연약지반

개량공사도 진행되었다. 모래 기둥을 심어 지하수분을 제거하고 각종 다

짐공법으로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작업이었다. 인천공항의 부지조성 지

역은 해상에 건설된 홍콩 첵랍콕공항의 연약층 15～20m, 일본 간사이공

항의 16～20m에 비해 지반개량이 용이 하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 공항 기본시설 공사 착수

대규모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인천공항이 건설될 터가 점차적

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공항 기본시설에 대한

공사는 1996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먼저 공항의 기본인 활주로 2본이 건

설되었다. 규모는 길이 3,750m 폭 84m의 장대형 활주로 이었으며 활주

로간 간격이 414m로 항공기 두 대가 동시에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이었

다. 활주로와 더불어 1단계 건설의 핵심인 제1터미널도 1996년부터 본격

착공했다.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49만 6,000㎡로 단일 건축물로는 국내 최

대 규모로서, 길이 1.06Km, 너비 149m, 높이 33m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건설공사비는 1조 3,816억 원이 소요되었다. 제1터미널 실시설

계는 1994년 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건설공사는 1995년

12월 기초 토굴공사에서 출발, 2001년 2월 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

2) 이 부분(제 2절)은 주로 公社 내부자료(3단계 건설사 등)에 의존하였다.



- 54 -

3. 접근교통 건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천공항은 영종도와 용유도라는 섬을 메워 건설한

해상공항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상에 위치한 공항과 육지를 연결할

접근도로가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비단 공항과 육지를 연결

하고 공항과 도심을 50분 내 연결하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1호로

추진된 민자 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시공에서 운영까지 민간자본이 담당

하게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건국 이래 최초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신공항하이웨이(주)가 민간사업자로 지정되었으

며, 삼성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 착공되

었다. 총 사업비는 1조 7,342억 원으로써 2000년 11월에 완공되었다.

4. 건설공사 마무리 및 개항준비

인천공항은 건설공사가 마무리된 2000년 초부터 본격적인 개항준비에

착수했다. 개항준비 과정은 공항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업체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준비조직을 구성하고 실제 운영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험운영을 하는 것이었다.

시험운영은 2000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대 1만

5,000천 명의 가상여객과 1만 개의 수하물, 5대의 항공기를 실제적으로

동원하여 실제 상태에서 공항의 운영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러한 실제 상황에 준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험운영을 진

행하고 검증한 결과 2001년 3월 29일 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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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인천공항 1단계 건설 마일스톤 및 시설용량

◇ 1단계 건설사업 추진경과

- 1990.6.14. 건설입지 확정(제3차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

- 1992.6.16. 수도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 1996.5.23. 여객터미널 공사 착수

- 1999.2.1.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 2001.3.29. 인천국제공항 개항

◇ 1단계 시설현황 및 수용능력

<시설현황>

사업개요

∙건설기간 : 1992.11～2001.3

∙건설비용 : 5조 6천억 원(국고지원 40%)

∙투입장비 : 230만 대

∙매립토양 : 1,800만 대(15톤 트럭)

∙공항부지 : 11,724천㎡

제1

여객터미널

∙층수 : 지하 2층～지상 4층

∙길이 : 1,066m, 폭 : 149m

∙면적 : 496,806㎡, 높이 : 33m

활주로 ∙3,750m × 2본

제1교통

센터

∙층수 : 지하 3층～지상 2층

∙연면적 : 250,000㎡

∙주차장 : 4,721대

<수용능력>

운항 41만 회 여객 4,400만 화물 2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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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2단계 공항건설

1. 항공수요에 탄력적 대응, 2단계 건설계획

公社와 정부는 1단계 건설공사가 마무리3)되고 성공적 개항을 완수한

2001년부터 2단계 공항건설을 계획하고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공항이 안

정화되고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2단계 건설 사업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원래 마스터 플랜 대로 2001년부터 2단계 건설 사업을 착수하

기로 결정했다.

공항건설의 특성상 한번 사업을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 최소 7년 이

상이 소요되는 점과 당시 항공수요 증가 추이 등을 감안 할 때 개항 직

후인 2001년이 사업시작의 적기였던 것이다. 더욱이 항공시장이 성숙기

에 접어든 유럽과 북미와는 달리 동북아 시장은 아직 태동기인 당시 상

황에서 허브공항이라는 시설적 이점을 먼저 선점할 전략적 접근도 필요

한 시점이었다. 항공전문 국제기관인 ACI(국제공항협회)는 향후 아태지

역의 항공수요가 세계항공시장의 43% 규모인 연간 4,000억 달러 시장으

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2단계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은 정부와

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정부 역시 21세기 국가경쟁력 향

상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물류산업의 조속한 육성이 절실하며,

물류산업 육성은 인천공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공동 목표에 따라 2단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단계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 결정 직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규

모와 확장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사업

내용은 2015년까지 항공수요를 목표로 시설부지 825만㎡를 추가 조성하

고 4Km급 활주로 1본과 여객처리를 위한 탑승동A를 추가 신설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공항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업무단지를 33만㎡ 확장

하고 물류 기능 강화를 위해 화물터미널도 10만㎡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3) 이 부분(제 3절)은 주로 公社 내부자료(3단계 건설사 등)에 의존하였다.



- 57 -

특히 인천대교와 공항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접근교통시설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

다. 인천대교는 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연육교이며, 복선 61.5Km

인 공항철도의 경우 1단계에서는 2005년까지 김포공항과 연결하고, 2008

년까지 서울역 연결 개통을 완료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2단계 건설계획은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먼저 2001년 3월 개항 이후 항공수요는 예상

치 보다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며 항공기 기재 또한 A380

을 필두로 한 거대항공기의 출현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아울러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에 따른 준비 차원에

서 주요 시설의 조기완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요인을 반영한 5차 기본계획이 2005년 9월 최종

고지되었다. 부지면적은 초대형 항공기인 A380(F급)가 취항 할 수 있도

록 대비하고, 북경올림픽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탑승동A, 여객계류장 등

의 규모가 일정부분 확대되었다.

2단계 건설 사업비는 국고지원 38%, 公社 자체부담 62%로 충당되었

으며, 公社가 사업비의 다수를 충당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개항 이후 3

년 만의 흑자 전환으로 인한 재정적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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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제 3활주로 건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 당시 2개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 항공시장의 변화 및 항공기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공항의

인프라 특히 활주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세계 항공운송산업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항공노선 선택

의 폭의 확대되면서 다양한 도시와 공항으로의 취항이 가능해 졌다. 이

는 대륙별 거점 공항 즉 허브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경쟁을 촉

발시켰다. 그 와중에 유럽 에어버스사의 초대형 항공기인 A380이 등장

하였다. 2007년부터 운항에 착수한 A380은 2층 구조로 길이 약 72.7m,

높이 24.1m, 너비 78.9m의 거대한 외형에 555명의 여객을 수용하는 새로

운 개념의 항공기였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2단계 건설의 핵심인 제3활주로의 기능

도 강화되었으며, 본격적인 건설이 2005년 9월부터 착공되어 2007년 12

월에 완료되었다. 이후 4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08년 4월에 최종

준공되었다.

3. 탑승동A

제3활주로와 더불어 새로운 여객수송 시설인 탑승동A도 완공되었다.

탑승동은 여객터미널과 운영개념이 상이하다. 여객터미널이 체크인, 출국

심사, 보안검색 등의 출국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탑승동은

명칭 그대로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출국

수속을 여객터미널에서 마치고 지하열차(셔틀트레인)를 통해서 탑승동A

로 이동하여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개념이다.

탑승동 건설은 항공기 운항빈도 증가에 따라 여객터미널 포화를 최소

화 하고 여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항의 시

설적(하드웨어), 기능적(소프트웨어) 측면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단계 사업 중 최대 사업비가 투입되고, 총 18개 패키지로 이루어졌던

탑승동A 건설 사업은 2002년 5월 설계를 시작으로 2008년 6월 개항 이

전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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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마일스톤 및 시설용량

◇ 2단계 건설사업 추진경과

- 2001.12.31. 기본계획(2단계) 변경고시

- 2002.11.27. 여객계류장 부지조성공사 착수

- 2004.6.28. 탑승동A 굴토 및 파일공사 착수

- 2007.7.30. 제3활주로 포장완료

- 2008.6.20. 2단계 건설완료 및 운영개시

◇ 2단계 시설현황 및 수용능력

<시설현황>

사업개요

∙건설기간 : 2002.2～2008.6(76개월)

∙건설비용 : 2조 9천 억 원(국고지원 38%)

∙투입장비 : 83만 대

∙매립토양 : 440만 대(15톤 트럭)

∙공항부지 : 9,568천㎡

탑승동A

∙층수 : 지하 2층～지상 4층

∙길이 : 918.4m, 폭 : 70m

∙면적 : 167천㎡

활주로 ∙4,000m × 1본

<수용능력>

운항 41만 회 여객 5,400만 화물 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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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3단계 공항건설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인천공항 3단계 건설검토가 시작된 시기4)는 2단계 건설이 마무리되기

2년 전인 2006년 이었다. 당시는 대내외 환경적으로 인천공항에 기회요

인이 많은 시기였다. 먼저 내부적으로 보면 1단계 건설을 완수하고 2001

년 개항을 이룩했고, 개항 이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아무런 사고와

결함 없이 무중단 운영을 지속해 공항운영이 안정화 되고 있는 시기였

다. 또한 2004년부터 3단계 건설이 착수되기 직전인 2007년까지 흑자경

영을 지속해 재무적 안정성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향후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거대시장으로 발돋움할 동북아

의 항공시장도 인천공항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동북

아 허브공항인 나리타를 보유하고 있었던 일본의 경우 1980년 후반 잃어

버린 20년을 겪으면서 3B라는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즉 정부, 기업, 국민 등 경제 3주체가 Boom(붐) → Bubble(거품) →

Bust(붕괴)의 단계를 거치면서 시한부 상태에 놓여져 있었으며 특히 총

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엄청난 부채로 인해 사회간접자

본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자연히 공항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이미 동북아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나리

타에 투자할 여력과 동인을 상실한 상태였다.

또한 일본의 항공정책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일

허브역할을 수행했던 나리타 외에 간사이공항이 국제선 허브로 병행 운

영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나리타에 집중되어 있던 국제선 네트워

크의 분산 시키는 역(逆)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4) 이 부분(제 4절)은 주로 公社 내부자료(3단계 건설사 등)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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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 전체의 항공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것인데, 국제선 네트워크가

두 개 공항으로 분산되어 나리타, 간사이 어느 공항도 인천공항 대비 국

제선 네트워크에서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게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객이 일반적으로 항공편을 선택하는 중요요소가 항공편 운항

빈도와 연결성(환승) 그리고 운임인데,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인천공항 대비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여 일본 지방승객이 거주지와 인

접한 지방공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제 3국으로 출국하는 자국수요 유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학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개념(Say’s Law)의 관점을 공

항에 대입해서 설명해 보면 공항에 충분하고 다양한 항공노선이 있고 운

항빈도도 촘촘하다면 항공사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발생하고 가격

은 자연스럽게 내려 갈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할 다양

한 옵션(항공편)이 존재하고 가격도 경쟁공항 보다 저렴하다면 그 항공

사가 운항하는 공항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자연스레 여객이 그

공항으로 집결되게 되고 항공사는 가격을 내렸지만 일정 규모의 여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어 일정 수익을 창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3단계 건설이 검토되었던 2006년 전후 중국의 사회, 경제적 환경

은 인천공항에게 어떠한 기회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부여했을까? 당시 중

국은 후진타오 주석(’02～’12)의 집권 1기가 마무리 되고 2기를 준비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중국은 장쩌민 주석의 집권기 동안은 도광양회(滔光

养晦)의 시기, “즉 조용히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를 기조로 국가를

운영했다. 이러한 기조는 후진타오 주석 집권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조용히 힘을 기르며 기다리기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너무나 컸고 이로 인해 세계에서 큰 주목과 경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

황이었다.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10년 가까이 지속한 것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고, 이러한 성장세는 많은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새로운 슈퍼 파워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경계의 시

각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 62 -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계와 우려의 시각에 대응하고자 후진타오 주석

은 도광양회가 아닌 새로운 국가운용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

평굴기(和平崛起) 였다. 즉 적을 만들지 말고 서서히 목소리를 내라는 의

미인데, 도광양회와 비교해서 좀 더 중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지

가 담겨 있지만 아직 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국가운영 기조를 중심에 두

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세계평화와

번영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을 것

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가 발전전략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했

다. 큰 틀에서 보면 북경, 상해, 광저우 등 3대 경제권을 핵심으로 동부

개발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서부 내륙 개발도 본격화 했다. 개발의 세부

콘텐트를 살펴보면 여타 다른 개발도상국의 발전단계와 유사하게 국가경

제의 대동맥인 도로부터 시작하여 철도, 항공 순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

며, 항공보다는 특히 도로의 비중이 높았다. 항공의 경우 국민소득이 일

정수준 이상 올라가야 활성화되고 여행객이 점증하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당시 국민소득이 낮았던 중국의 실정상 공항 개발은 국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최우선 선결과제는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공항이 3단계 건설을 통해 시설적 경쟁력을 확보

하고 운영과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유지한다면 15억 명의 중국시장을 배

후에 두고 동북아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인천공항의 눈

앞에 펼쳐 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천공항이 3단계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 일본의 경제적/정치적 상황 즉 외부환경이 인천공항에 우

호적이었고, 내부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요성장을 기반으로 한 견실한 재

무성과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내외부 환경이 정부가 인천공항 태동 시 목표

로 삼았던 동북아 허브실현의 기회요인을 제공하였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3단계 건설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정부, 公社의 견해가 일치했

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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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및 추진내용

2008년 2단계 건설 사업 이후 인천공항의 인프라는 활주로 3본, 여객

터미널(66만㎡, 탑승동A 포함)을 확보하여 여객기준 5,400만 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확보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위치한 동북아는

폭발적인 여객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구 15억 명의 거대시

장인 동북아는 당시 중국이 연평균 10% 대의 경이로운 경제성장률을 기

록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중국의 국민소득 증대가 자연스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다수의 연구<그림 4-3>에서 GDP 증대와 해외여행은 양의 인과관계

가 있음을 제시한 것을 볼 때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의 항공수요의 성

장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실제 국민소득이 4,000달

러에서 10,000달러 사이에 진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소되고

삶의 질 및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

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패턴을 따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였다.

아울러 인천공항에서 비행시간 3시간 30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

의 도시가 43개나 존재해 단순히 시장규모뿐만 아니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자체의 밀도나 질 또한 풍부한 상황이었다.

<그림 4-3> 소득증가에 따른 내국인 해외여행객 증가 추이

* 출처 : 션지아(2016) “요우커의 경제학”,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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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공항건설(2008) 이후 미래 항공수요를 예측한 결과도 위와 같은

동북아 항공시장의 잠재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FTA 가속화, 동북아 지역의 항공 자유화 확대 등으로 아

시아 지역의 항공수요는 연평균 5%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15

년경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여객이 5,800만 명, 2035년에는 1억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항건설에 통상적으로 7년 이상 소요되는 점과 2015년 이후 공항시설

이 단계적으로 포화시기에 진입하는 점을 감안 할 때 2008년이 3단계 공

항건설을 검토해야만 하는 적기였으며, 3차에 거친 기본계획 수정과 검

토를 통해 3단계 건설사업계획을 최종확정했다.

3단계 건설사업의 핵심은 제2터미널 건설이었다. 공항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다양한 이종산업 간의 결합체로 여객터미널이 종전 1개에

서 2개로 늘어남에 따라 수십 개의 시스템 간 연계가 공항운영의 성패를

가를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기반위에 먼저 제2

터미널의 시설규모 및 컨셉을 잡기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제2터미널 건설이 검토되는 시점인 2007년 동북아 경쟁공항들은 항공

자유화 확대에 따른 시설확장 등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고 있었다. 싱

가포르 창이공항은 2006년 제3터미널 사업을 추진했고, 중국 푸동공항은

제2터미널과 제3활주로 건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공항확장계획을 수립

했다. 베이징 공항도 항공수요 증대에 따라 베이징 외곽에 1억 명 규모

의 여객을 처리 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 검토를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용량적 측면에서 연간 1,800만 명 수용 할 수

있는 제2터미널을 건설하여 전체 시설용량을 현재 5,400만 명에서 7,200

만 명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주변 경쟁공항들이 시설용량을 중장기적

으로 최대 1억 명까지 증대하려는 시점에서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 건설

은 공항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었다. 또한 주변 경

쟁공항과의 차별화를 위해 제2터미널에 “Green, Eco, Smart”라는 운영컨

셉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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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Green Airport를 구현하기 위해 숨 쉬는 공항, 쉼 있는 공항이라

는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총 3,714만㎡에 달하는 녹지를 공항 전역에

조성했으며,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는 대규모 실내정원과 수경시설 등을

조성했다. 터미널 내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단순히 화분과 같은 임시적이

고 공항환경과 인테리어와 동떨어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터

미널 특성과 어우러진 대규모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여객들이 직접 걷고,

느끼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co Airport를 구현하기 위해 여객터미널에 다양한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도입했으며,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저에너지 소비형 터미널

운영시스템을 전환하였다. 실 예로 제2터미널 지붕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청정 발전설비를 설치하였고, 신축 건물의 LED 법

정 설치 비율인 30%를 3배 이상 초과하는 95%의 LED를 설치하여 실제

에너지 절감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제2터미

널은 제1터미널 대비 40%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

었다.

Smart Airport를 구현하기 위해 길 찾기부터 출입국까지 스마트한 서

비스 구현을 목표로 제2터미널 중앙에 셀프 서비스 존을 구축했다. 셀프

서비스 존은 항공사 카운터에 줄 설 필요 없이 여객 스스로 티켓발권과

수하물 처리를 자동화기기를 통해 하는 것으로 유인카운터 대비 20분 이

상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 창출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자동출입

국심사대 설치도 크게 늘렸다. 심사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여객의 얼굴과

전자여권 사진을 비교해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워킹스루 기능을 탑재하여

기존처럼 긴 대기라인에 서지 않아도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완료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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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천공항 3단계 건설 마일스톤 및 시설용량

◇ 3단계 건설사업 추진경과

- 2009.6.30. 기본계획(3단계) 변경고시

- 2010.6.8. 3단계 기본설계 용역 착수

- 2010.6.24. 제2여객터미널 설계 공모

- 2013.6.14. 제2여객터미널 공사 착수

- 2017.4.30. 제2여객터미널 시험운영 착수

- 2017.12.31. 제2여객터미널 운영준비 완료

- 2018.1.18. 제2여객터미널 오픈

◇ 3단계 시설현황 및 수용능력

<시설현황>

사업개요

∙건설기간 : 2009.6～2017.9(99개월)

∙건설비용 : 4조 9천 억 원(국고지원 無)

∙투입장비 : 87만 대

∙건실인력 : 510만 명

제2여객

터미널

∙층수 :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 387천㎡

∙셔틀트레인 : 1.5Km

∙BHS(수하물) : 53Km

제2교통

센터

∙연면적 : 184천㎡

∙주차 : 3,722대

<수용능력>

운항 41만 회 여객 7,200만 화물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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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인천공항 3단계 건설 Case Study

제 1 절 연구모형을 통한 전체 사업프레임 분석

앞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이를 기반

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실패요인과 성공요인 그리고 연구모형을 도출했

다. 국책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책사업은 환경, 제도, 행태라

는 세 가지 구성개념이 상호작용하는 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국책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실패한 국책사업에서는 환경적, 제

도적, 행태적 요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세 요소 간 상호작용도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반면에 성공한 국책사업

의 경우 환경, 제도, 행태적 측면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었고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 살펴본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공한 국책사업 유형은 비록 초기 환경적 요인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올바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제도적, 행태

적 요인이 잘못된 환경적 요인을 바로잡는 조절기능을 수행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증명하는 좋은 사례

가 앞에서 살펴본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인데, 사업초기 환경적 요인

즉 사업의 합목적성은 서울시민들만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에 생계와 직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인천 포

함, 분당, 일산 등)이 상당수인 점을 감안 할 때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비단 서울시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도 직결된 문

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후생을 위해 추진되었던 사업초기 환

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

넌스가 구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토론과 정책협의 즉 절차적 정당

성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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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당초 서울시민을 위해 입안되었던 정책이 2,600만 수도권 시

민의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외연이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저렴한 대중교통의 수혜를 입게 되는 긍정적인 정

책효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5-1> 국책사업 정의 및 국책사업 구성개념 간 상호작용 체계

위에 살펴본 국책사업 실패 및 성공요인을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

에 대입해 보면 먼저 실패요인은 환경적, 제도적, 행태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환경적인 실패요인은 지대추구, 정치 치적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이 변질되어 방향성을 상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먼저 환경적 실패요인 측면에서 인천공항은 외부 영향요인으로 인해

사업목적이 변질되거나 좌초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다. 2001년 개항

이후 10년 가까이 무사고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고 항공수요(여객)의 성

장에 따른 공항 수용능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3단계 건

설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아울러 동북아 허브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중국, 일본 등 경쟁공항 대비 확실한

경쟁우위를 선점할 당위성과 공감대<표 5-1>도 당시에 형성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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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언론에서 바라본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 인천공항 제2터미널 착공

- 여객, 환승, 화물 세 마리 토끼 잡는다. (매경, 2013.9)

◇ 인천공항 제2터미널 착공

- 연간 6,200만 명 여객수송, 동북아 허브 굳힐 듯 (경향, 2013.9)

◇ 이명박 정부, 정홍원 국무총리, 제2터미널 기공식 축사 中 발췌

-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속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며, 이 중 3단계 사업은

9만 3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17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제도적 실패요인은 정치적, 지대추구를 기반으로 한 사업목

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등 잘못

된 사업목적을 견제하는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의

미한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제도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외부관점(정부 및 각계 전문가 참여)에서 검토를 착수했으

며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수정, 보완을 지속하는 검증절차가 마련

되어 있었다.

행태적 실패요인은 잘못된 환경적, 제도적 요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

획오류에 빠져 사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거나 사업에 반하는 의견

을 듣지 않아 사업이나 정책이 최종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환경적, 제도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확보

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반위에 행태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작동되었다. 즉

장기-중기-단기 순으로 구조화된 계획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다시 사업단위 별 목표로 연계되어 개인 혹은 집단의 판단오류가

발생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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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건설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건설 사업관리계획이 확정되었고 이는 다시 주요시설(여객터미널) 별 계

획으로 이는 다시 주요설비/시스템 계획으로 세분화되고 목표화 되어 객

관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의사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국책사업 성공요인 측면을 인천공

항 3단계 건설 사업에 대입해 보면 먼저 사업의 합목적성 측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사업의 합목성은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이 완

료되었을 때 전체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증대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합목적성 측

면을 확보하고 있었다. 일단 1990년대 초 인천공항 건설을 결정한 당시

정책적 목표가 동북아 허브로의 도약인데 이러한 정책기조는 그간 진보/

보수 정권(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물론 2010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지

분매각(민영화)과 같은 정책변화는 있었지만 이는 공항지배구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당시에도 3단계 건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

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그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의 성공한 국책사업 선

행연구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사업의 합목적성이 완전치 않거나 잘못 설

정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고 잡을 수 있는 작동기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천공항 3단계 건설은 절차적 정당성이 사업

추진단계별로 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설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내, 외부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

로 기본계획고시가 확정되기 전까지 3차에 걸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운영준비 단계에 있어서는 정부기관(C.I.Q) 및 항공사 등이 함께 참여

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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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운영단계에 있어서는 개항 후 100일 간 운영안정화를 위해 공

항 내 분야별 협의체(서비스/보안 분야 등)를 활용하여 공항 내 기관(사)

간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상기에서 설명한 성공한 국책사업의 2가지 특징요인인 사업의

합목적성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측면 이외에도 인천공항 3단계 건

설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른 특징적 요소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公社는 “학습-실행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3단계 건설 착

수 전까지 1, 2단계 건설과 운영을 거치면서 20년 가까이 축척된 시간과

데이터를 적용하여 3단계 건설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핵심사업의 컨셉을

설정하는데 활용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그 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하드웨어(시설)와 소프트웨어(제도/프로세스)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3단

계 설계 및 운영단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좀 더 발전된 서비스 제공기

반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로 “홍보와 공감대 확산” 체계 확립을 들 수 있다. 과거 국책

사업을 보면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정부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

업이 완료되었을 때 많은 저항과 정책실패의 문제를 촉발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의식수준과 기대수

준도 높아져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으로는 국책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公社는 건설초기 및 진행, 운영단계 별로 국민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투명한 건설절차 이행과 더불어 오픈시기, 터미널 안내

등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5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주력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책사업 성공 및 실패요인이 인천

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총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표 5-2>와 같으며 다음 절에서 실패와 성공요인에 대

해 좀 더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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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실패/성공요인 관점에서 바라본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실패요인 성공요인

실패사업 vs 인천공항 성공사업 vs 인천공항

환경적 측면

⇒

국민, 국가,
항공 산업
관점 명확한
목표성 존재

합목적성

⇒
시대적 소명

+
사회후생 증대

“지대추구5)”
“정치사업”

“사업정당성”
“후생증대”

제도적 측면

⇒

외부관점
다단계
검증/보완
절차확보

절차정당성

⇒

계획→건설→
운영 단계별
협력적 거버
넌스 구축

“형식적
예비타당성
조사”

“이해관계자
6)

참여 및
갈등해소”

행태적 측면

⇒

계획/목표
기반 의사
결정, 비판
시각 수렴/
반영

긍정적 추가 요인

“계획오류”
“반대시각
미수용”

∙학습/실행 체계구축
- 1/2단계 건설미흡 부분 학습
- 개선점 발굴 및 3단계 반영
- Zero Defector 공항건설

∙ “대국민 홍보”, 공유체계 구축
- 건설계획→건설 진행→운영
단계 별 홍보 마스터 플랜
구축(투명하고 열린사업체계)

5) 실패요인 지대추구 이해관계자 : 정책 옹호집단, 이익집단 등 특정 지역 및

계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의의 이해관계자를 의미
6) 성공요인 이해관계자 : 지대추구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및 추진에

필요한 지자체/학계/NGO 등 대표성을 가진 광의의 이해관계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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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패요인 관점에서 바라본 인천공항

이번 절7)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국책사업 실패요인이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서는 어떻게 표출되었으며, 3단계 건설 사업이 이러한

요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 성공적인 사업완수에 이를 수 있었는

지를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패요인 첫 번째로 환경

적 측면, 그리고 제도적 측면, 마지막으로 행태적 측면 순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1. 환경적 실패요인 측면

국책사업의 실패요인 중 환경적 측면은 지대추구, 정치(치적)사업, 포

퓰리즘에 기반한 선거공략으로 인해 사업목표 및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

을 의미한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은 이러한 잠재적 영향요인이 표출되

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목

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명확한 목표가 정립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그림 5-2>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림 5-2> 국책사업 실패요인(환경적) vs 인천공항 3단계 건설

7) 이 부분(제 2절)은 주로 公社 내부자료(3단계 건설사 등)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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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가 그간 인천공항의 운영성과 측면이다. 공항건설 특성 상 사

업 완수까지는 장시간이 소요(7년 이상)되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관점

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인천공항도 사업초기에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1, 2

단계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다. 만일 선행되어 추진되었던 1, 2단계 건설

사업이 문제에 봉착하고 운영단계에서 시설공동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

다면 3단계 건설 사업은 비록 마스터 플랜 상에 계획되었던 사업이지만

추진동력을 상당부문 상실했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다른 해외공항들이 건설 및 개항단계에서 문제에

봉착하여 운영상 오점을 남긴 경우가 많은 반면, 2001년 개항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무사고, 무중단)을 지속하여 3단계 건설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정책평가 관점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1, 2단계 건설당

시 Input(재정 등) 요소와 실제 Outcome(매출 등)을 비교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Input적 요소를 자본적 지출(예산)로 가정하고 살펴보면 1

단계 건설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40%, 2단계 건설에는 38%, 3단계 건설

에는 정부 재정이 0%, 즉 公社가 100% 건설비를 자체 충당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Input 대비 Outcome적 요소(성과)<그림 5-3>를 비

교해 보면, 성공적 개항을 근간으로 안정적 운영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항공노선 유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항공수요 증대(연평균 7%대)와 수

익증대로 직결되어 재정적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개항 초기 전문 연구기관의 예측결과 公社가 당기순이익을 창

출하는 시기를 개항 이후 최소 10년이 경과된 2010년 이후로 예측하였으

나 그보다 훨씬 빠른 2004년에 흑자(1,495억 원) 전환을 달성했다. 이러

한 재정적 안정성은 3단계 건설 사업을 公社 자체 예산으로 완수하는 기

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단계 건설 사업(4.2조

원)도 公社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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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인천공항 그간 운영성과 분석(Input vs Outcome)

* 출처 : 인천공항공사 운영통계(2019), 감사보고서(2018)

요약하면, 최종 정책결정권자들의 인천공항에 대한 관심<표 5-3>과

정밀한 정책수립 및 실행 그리고 개항 이후 인천공항의 운영성과와 평판

이 3단계 공항 건설의 사업타당성을 강화했으며 대다수 실패한 국책사업

에서 부정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데 반해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서는 사업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최고 정책결정권자(대통령) 인천공항 방문 현황

대통령 방문일시 방문사유

노태우 1992.11.12 공항 기공식 참석

김영삼 1996.5.23 제1터미널 기공식 참석

김대중 2001.3.22 인천공항 개항식 참석

노무현 2006.3.30 자유무역지역 개장식 참석

문재인
2017.5.1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간담회 주관

2018.1.12 제2터미널 개장식 참석

* 출처 : 公社 내부자료 및 언론보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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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실패요인 측면

제도적 요인은 잘못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사업의 목적 및 방

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필요 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실패한 국책사업에서는 이러한 감시 및 조정기재가 올바

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업이 완료된 이후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앞서 살펴본 1, 2단계 건설의 운영

성과가 존재했고 기존에 수립된 중장기 마스터 플랜과 단계별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정밀한 건설계획이 도출될

수 있는 기본체계<그림 5-4>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4> 국책사업 실패요인(제도적) vs 인천공항 3단계 건설

먼저 3단계 건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 2단계 건설 시 수립되

었던 중장기 마스터 플랜 재검토를 착수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환경변화의 동태성이 커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이 점차 약화되

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공항

마스터 플랜을 5년 마다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천공항도 3

단계 건설 사업의 출발점으로 기존에 수립되었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재

검토를 착수했다. 마스터 플랜 재검토 용역은 2006년부터 2년간 진행되

었으며, 한국교통연구원(KOTI), 네덜란드 항공엔지니어링 업체인 Naco

가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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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플랜 재검토 용역에서는 우선적으로 항공자유화 등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반으로 2008년 이후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했으

며, 이를 통해 항공수요 예측, 단계별 공항개발 계획, 투자계획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항공수요 예측치를 기반으로 공항 수용능력

을 확정했으며, 사업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도 병행했다. 예비타당성 조

사는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에 의거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결과도 1.73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항의 미래 큰 그림인 마스터 플랜이 재정립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3단계 공항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첫 번

째 기본계획은 공항의 특수성과 이해관계자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앙행

정기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지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

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추진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거쳐 2009년 3월

에 최종적으로 고시되었다.

아울러 3단계 공항건설의 설계도와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계획

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 시행했으며, 재시행에도 분석결과가 1.0 이상을 상회하

여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마스터 플랜, 기본계획 재검토, 2차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당위성이 확보되었지만 2009년을 전후한 세계경제 및

국내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었다. 바로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 경기 및 항공 산업 전체가 침체기로 접

어든 것인데 이러한 외생성 변수는 직간접으로 미래 항공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이를 고려한 미래 항공수요 예측 필요성이 다시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교통학회와 네덜란드 엔지니어링 업체인

Naco와 함께 2차 수요예측을 했으며, 이를 1차 수요예측과 비교분석 했다.

그 결과 기존 수요분석 예측치 보다 다소의 수요 감소가 예측되어, 연

간 수용능력은 6,200만 명으로 존치시키되 3단계 주요시설의 포화시기를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2차 기본계획 변경이

2012년 2월에 고시확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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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은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제도적 장치(검증절차) 마련되어 있었다. 먼저 환경변화에

따라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재검토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건

설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더 나아가 기본계획의 정합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비판적 관점에서 검증작업을 반복 진행했다.

이에 따라 2차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예측을 시행했으며 그 결

과 오류를 최소화한 최종 계획이 확정될 수 있었다. 정책평가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앞의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실패한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

검토 단계에서 수요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실제 운영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시설이 공동화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의 경우 예측했던 수요보다 실제 운영 실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물론 수요가 너무 과소하게 계상되어 운영단계에서 큰 혼잡이 발생되

었다면 정책실패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3단계 건설은 수요

예측과 실제 운영실적 차이가 미미한 수준으로 운영효율화 및 시설보강

등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는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요예측 기법

활용 및 2차에 걸친 타당성 검증 등의 제도적 검증 절차가 존재했기 때

문에 가능했다 볼 수 있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의 제도적, 프로세

스 측면에서의 특징은 다음 페이지 <그림 5-5>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

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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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제도적, 프로세스 측면에서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수행

3. 행태적 실패요인 측면

행태적인 요인은 사업초기 환경적 요인으로 사업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고 이를 바로 잡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때 최

종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장치로 볼 수 있다. 행

태적 요인을 쉽게 설명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혹은 이해관계자의 의

사결정 성향 혹은 패턴으로 이해 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실패한 국책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표출되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사업목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낙

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계획오류와 외부 비판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의견만 취하는 선택적 지각오류가 대표

적인 행태적 실패요인<그림 5-6>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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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국책사업 실패요인(행태적) vs 인천공항 3단계 건설

반면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서는 이러한 행태적 실패요인이 두드

러지게 표출되지 않았다. 앞서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천

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최상위 계획인 마스터 플랜에서 실제 실행계획

인 기본계획 그리고 세부 사업단위에서의 건설 사업관리, 주요시설과 시

스템 별 구현계획이 정립되어 있었다. 즉 마스터 플랜과 같은 대단위 계

획에서 중단위, 소단위 계획으로의 연계성이 확보되었으며, 각 계획 별

목표가 제시되어 개인 혹은 집단의사 결정을 할 개연성을 최소화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수용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여 사업의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 실례로 3단계 건설이 본격화되었던 2008년 전후

에는 미국발 경기침체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은 국가 내수경제를 압박했고 이는 다시 소비침체로 이어져 궁극적

으로 항공수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논리와 흐름에 편승하여 비판적이고 보수적으로 3단계 건설

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시기 및 사업규모 조정(축소) 등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다른 시각은 외부환경 변화에 의

한 사업방향성 변화나 본질성에 대한 견해보다는 지방공항, 지방 균형

발전차원에서 인천공항에만 집중된 공항건설 및 항공정책은 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표 5-4>도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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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인천공항 3단계 건설 부정적 시각(인천공항 국정감사 시)

◇ 이헌승 의원(지역구 : 부산)

- 인천공항 여객 환승율이 기대보다 훨씬 못 미쳐

- 사실상 인천공항 허브화는 실패

-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재검토 필요(2104)

公社는 이러한 외부시각에 대해 과거의 항공수요 성장패턴과 현재의

글로벌 환경을 반영한 수요예측을 재 시행함으로써 반대의견에 대한 객

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최소화 했다.

먼저 과거 항공수요 성장패턴 측면에서 항공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

었던 이벤트와 사건사고를 규정하고 실제 그러한 이벤트들이 수요에 어

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고 제시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에는 내국인 출국 기준으로 1997년에

–2.3%, 1998년에–32.5% 감소했으며,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시에는

–10.0%, 2009년에는–20.9% 감소세를 기록<표 5-5>했다. 이렇게 볼 때

외생변수가 항공수요에 직간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수요회복

이 대부분 1～2년 안에 빠르게 이루어졌고 파급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

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3단계 건설 사업을 위한 최초의 수요예측 모델에도 과거의 이러

한 불확실성을 포함해서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항

공교통이 대중화 되면서 바이러스, 전염병 등의 안전보건 위협요인에 대

한 불안이 증가되고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안보 등의 이슈

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다시금 수요예측을 할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3단계 건설 사업을 위한 수요예측

을 재 시행했으며, 그 결과 다소간의 수요 감소가 예측되었지만 큰 영향

은 없어 시설 포화시기와 사업 준공년도를 조금 늦추는 수준에서 기본계

획을 변경(2012.1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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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公社의 결정은 비판적인 외부시각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나

무시가 아닌 반대의견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논리를 제공했

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5>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방한 외국인 및 내국인 출국변화 추이

연도
총 방한 외래객 내국인 출국

영향요인
명 성장률 명 성장률

1973 679,221 83.2 101,225 20.2
제1차 오일쇼크

1974 517,590 -23.8 121,573 20.0

1979 1,126,100 4.3 295,546 13.9 제2차 오일쇼크

1980 976,415 -13.3 338,840 14.6 국내 정세불안

1988 2,340,462 24.9 725,176 42.0 서울올림픽 개최

1989 2,728,054 16.6 1,213,113 67.3 해외여행 자유화

1991 3,196,340 8.0 1,856,018 18.9 걸프전 발발

1996 3,683,779 -1.8 4,649,251 21.7 북한 잠수함 침투

1997 3,908,140 6.1 4,542,159 -2.3 IMF 금융위기

2001 5,147,204 -3.3 6,084,476 10.5 911 테러, 광우병

2002 5,347,468 3.9 7,123,407 17.1 2002 월드컵

2003 4,752,762 -11.1 7,086,133 -0.5 SARS 발생

2004 5,818,138 22.4 8,825,585 24.5 印 쓰나미

2008 6,890,841 6.9 11,996,094 -10.0 미국발 경제위기

2009 7,817,533 13.4 9,494,111 -20.9 유럽 재정위기

2010 8,797,658 12.5 12,488,364 31.5 천암함/연평도 포격

* 출처 : 한국관광공사(2015), 방한시장의 모든 것 中 일부 발췌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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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공요인 관점에서 바라본 인천공항

이번 절8)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국책사업 성공요인이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서는 어떻게 표출되었으며, 3단계 건설 사업이 이러한

요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 성공적인 사업완수에 이를 수 있었는

지를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한 국책사업은 충분한 합목적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사업추진 과정에

서의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되어 있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국책사업이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그 자체가 시대적 요구

에 부합되고 국민이나 국가에게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다고 해서 사업이 합목적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주변 환경 및 경쟁상황 그리고 내부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추진가치가 있고 성공가능성(요인)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중요하다. 이는 사업의 가치문제로

귀결되는데 환경과 정책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은 거꾸로 합목적성이 확보된 사업이라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사업의 합목적성이 올

바로 정립되었다면 그 다음이 실행부분인데 사업 검토단계 못지않게 추

진단계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된다. 이러한 갈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어떻게 조율하고 해소하는가가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을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 정의 할 수 있다.

1. 합목적성

1) 환경적, 시대적 요구

성공한 국책사업 선행연구에서 맨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사례를

분석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고도성장과 더불어 수출 물동량 처리 및

국토 효율적 운용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단군 이래 최

대 토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고양하는 정책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다.

8) 이 부분(제 3절)은 주로 公社 내부자료(3단계 건설사 등)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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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인천공항 태동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 당시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수출주도 고도성장을 통해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로 인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데뷔하게 되었으며 자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인프

라 확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및 철도망 확충 등으로 육상 인프라는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완성된 상태에서 하늘 길 즉 공항에 대한 개발 및 투자에 집

중하게 되었다. 특히 항공기 제작기술의 발달로 장거리 항공여행이 가능

해 지고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면서 미래 항공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었고

새로운 공항건설에 대한 당위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해 국민들의 해외 여행자수는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기존 김포공항으로는 확장이 불가하여 신공항

건설은 필수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인구 15억 명이

거주하는 동북아 배후시장이 있었고 그 배후시장을 선점하는 공항이 동

북아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컸기 때문에 정부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인천공항 건설을 최종결정 했다.

물론 공항건설 결정 당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마스

터 플랜 상에 최종단계 1억 명을 처리 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및 국민들의 해외여행 빈도를 감안했을 때

무모한 도전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동북아 항공시장의 성장가능성이 세계 어느 지역보

다 높다고 판단했으며, 미래 교통체계는 육상, 해상에서 항공으로 재편

될 것을 예측하여 공항건설을 최종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3단계 건설 사업의 합목적성은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

지만, 명확한 마스터 플랜 및 1, 2단계 건설의 성공적 운영이 없었다면

많은 논쟁 속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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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의 합목적성과 더불어 이를 실행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표 5-6>이 정권과 무관하게 확고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3

단계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6> 주요 정권 별 추진된 인천공항 관련 주요 정책

노태우 정부

(1988～1993)

▪신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

▪인천공항 건설 확정(’90)

▪공항건설 MP 설계

▪기본설계 완료(’91)

김영삼 정부
(1993～1998)

▪건설공사 본격화
▪기본조직․법체계 확립

▪수도권신공항건설
공단 건립(’94.9)

김대중 정부

(1998～2003)

▪건설 마무리, 조직정비

▪1단계 건설완료 및 개항

▪수요증가 예상에 따라

2단계 건설 착공

▪인천공항공사설립(’99)

▪21세기 밀레니엄

역사적 개항(’01.3.29)

노무현 정부

(2003～2008)

▪공항 미래 청사진 완성

▪건교부 45개 인천공항

허브화 과제 입안

▪상주기관 협업개념 도입

▪주변지역개발 등

공항운영 MP 수립

▪ASQ 최초 1위(’05)

▪서비스개선위 발족

(’05)

이명박 정부

(2008～2013)

▪수요증대에 부합되는

공항확장 지속

▪2단계 건설 완료(’08)

▪3단계 건설 착수(’09)

▪해외사업 진출(’09)

문재인 정부

(2017～)

▪항공허브 및 물류허브로

지속 육성

▪공항확장 지속

▪3단계 건설 완료(’18)

▪4단계 건설 착수(’18)

* 출처 : 인천공항공사 내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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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현 가능성

앞에서 설명한 시대적 소명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 소명은 말 그대로 추상적, 관념적인 개념이다. 그

사업이 명분이 있는지, 공익과 사회적 후생에 기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실제적으로 사업의 합목적성을 결정짓는 것은 실현 가능성 측

면이다. 주변 경쟁국 상황 및 경쟁요인을 감안해서 실제 구현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최초 인천공항 건설 당시 주변 환경은 분명 인천

공항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아직 사회주의 체제로 시장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

은 상황이었으며, 낮은 국민소득과 GDP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중 도로

및 철도망 구축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항공운임의

특성(철도, 도로 대비 운임단가 高)을 감안 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

GDP가 올라가야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국민소득과 GDP

가 낮은 중국의 경우 당시 공항개발이 본격화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본의 경우 나리타공항이 인천공항 건설 이전에 동북아 허브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잃어버린 10년으로 명명되는 국가경기 침체

로 공항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일부는 민간에 위탁되는 등 시설투자 여력

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쟁국의 환경적 요인은 인천공항에게 분명 큰 호재이자 기회

요인이었다. 공항건설에 최소 7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일본의 정체된 공항정책의 틈새를 공략하여 인천공항을 건설한다면 충분

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정책적 판단의 결과는 객관적 수치로 긍정적으로 표출되었다. 3

단계 건설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인천공항은 성장세<표 5-7>를 지속적

으로 유지했으며, 특히 동북아 허브를 보유했던 일본의 국토교통성 장관

이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로 인정하고 일본의 항공정책이 실패했음을

언론 인터뷰<표 5-8>를 통해 밝히는 등 인천공항에 대한 위상이 강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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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인천공항에게 빼앗긴 허브위치를 되찾기 위해 공격적인

항공정책(하네다공항을 국제 허브로 육성)을 예고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공항의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표 5-7> 개항 초 vs 3단계 건설까지 항공네트워크 성장비교

2001 2008

47 취항항공사(개) 63(+16)

103 취항도시(개) 163(+60)

1,454 여 객(만 명) 2,997(+1,543)

<표 5-8>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 인터뷰 및 항공정책 선회

日 장관인터뷰 요미우리 신문기사 日 항공정책 선회

지금 일본에는 허브

공항이 없는 상태

“일본의 허브공항은

한국의 인천공항”

-2009.10.13.-

도쿄신문

2007년 현재 인천

공항은 124개 도시

취항, 반면 나리타는

94개 도시에 취항

하여 네트워크

다양성 측면에서

인천공항에 열위

일본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우수한

하네다 공항을

허브로 집중육성

(국제선 확대)

이러한 관점에서 선제적인 3단계 건설 사업 추진이 필요했으며, 건설

이 완료되면 단순한 수용능력 증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로 노선이

더욱 증대되고 그로 인한 수요가 확대될 개연성이 커 동북아 관문공항으

로의 성장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3단계 건설 사업은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경쟁국의 항

공정책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으며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를 고려

했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추진가치가 높은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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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은 정책이나 사업추진으로 인해 직접 수혜를 입거나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정책이나 사업추진 단계에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하

여 해소가 가능한지를 보는 개념이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의견교환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가는, 그래서 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건설계획, 진행, 시험

운영, 운영단계 별로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했고 협업과 협력기반<표 5-9>으로 사업체계가 마련 된 것으로 보

인다.

<표 5-9> 건설계획～운영단계별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업체계

건설계획 건설단계 운영준비 운영단계

정부, 지자체,
학계, 국내외
Think Tank

정부, 시공,
감리업체

외부자문단,

실제여객,

운영참여기관

공항 내

협의체

(서비스/보안)

↓ ↓ ↓ ↓
마스터

플랜검토,

최종(안) 고시

계획에 의거

건설, 시공

감리 등

실제 상황을

가정 시험운영

운영상 발생

가능한 갈등

조정, 해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단계에서는 1, 2단계 건설을 거치면서 축척

된 노하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1, 2단계 건설 유경험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기 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1단

계 건설과 비교해서 해상을 매립하고 지반을 다지는 등의 고난이도 토목

공사가 없었고, 1, 2단계에 참여했던 국내외 업체<표 5-10>들의 축적된

경험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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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 참여업체(제2터미널)

구 분 주요 사업명 주요 참여업체

설 계

공항시설 기본 설계용역
㈜ 유신

㈜ 한국종합기술

제2터미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희림종합건축

Gensler&Associates/

International Ltd.

시 공

제2터미널 굴토 및 파일공사 ㈜ 한진중공업

제2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주)

㈜ 포스코 건설

제2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3단계 수하물 처리 시설사업

㈜ 포스크아이씨티

Simens Postal,

Parcel & Airport

Logistics

옥외플랜트 배관공사 ㈜ 태영건설

제2터미널 전기공사 ㈜ 한라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엘지씨엔에스

아시아나IDT(주)

감 리 제2터미널 건설공사 전면책임 감리

㈜ 희림종합건축

㈜ 무영씨엠건축

㈜ 나라기술단

㈜ 대성종합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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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단계 건설 사업 운영준비 및 운영단계에서는 종전의 건설단계

와는 상이하게 고 난이도의 과업이 존재했다. 먼저 외부적 요인으로는 3

단계 건설 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완공되는 1호 국책사업

이었으며, 이로 인해 대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1호 현장방문(2017.5)을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인천공

항으로 선택한 만큼 정부의 인천공항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가 상당한 수

준이었다.

또한 3단계 건설 종료와 맞불려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어 새롭게 오픈하

는 제2터미널(대한항공 사용)이 주 관문 터미널로 활용될 것이 확실시

되어 자칫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국가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3단계 건설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새로

운 정부 출범에 따른 높은 기대감,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사업장으로써

집중된 외부시각, 그리고 평창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제2의 개항에 필적하는 부담감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외부환경 못지않게 내부 환경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그림 5-7>에 직

면했다. 바로 국내 공항 최초로 하나의 공항에서 두 개의 여객터미널이

운영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의 터미널을 운영하는데도 수백 가

지의 시스템이 상호연동 되고 총합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하나의 터미널이 더 생기고 터미널 간 물리적(연계교통), 질적

(시스템) 연계를 동시해 수행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업이었

다. 특히 2016년 1월에 제1터미널의 수하물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대

량의 수하물이 제때 항공기에 탑재되지 못했고 그 결과 항공기들이 출발

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이후 시스템의 안전성과 위기대응

측면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수하물, 전기/통신 등 수십 개의 다양한 분야

를 두 개 터미널 간 연계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과업이었다. 실제 해

외공항에서 개항 초기 수하물 및 운영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공항이 셧

다운되었던 선례(미국 덴버공항, 영국 히드로공항)를 봤을 때 준비에 만

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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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3단계 건설 완료를 앞둔 대내외 도전적 환경요인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복잡성과 기대수준을 감안했을 때 건설 완료된

시설을 어떻게 성공적인 운영으로 연결시키는 운영준비(Pilot Projects)

<그림 5-8>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公

社 내부에 운영준비를 총괄할 조직이 필요했으며, 운영준비 단계별 목표

와 과업설정, 내외부 전문가 및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의 협력적 거버넌

스체계 구축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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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건설과 운영의 연결고리인 운영준비의 중요성

公社는 우선적으로 3단계 건설 사업의 핵심인 제2터미널 오픈준비를

총괄할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2015년 말 T2 운영준비단이 발족되어 국

민의 기대수준 충족, 1공항 복수 터미널체계로의 운영변화, 건설공사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2터미널을 포함한 운영준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公

社, 정부, 항공사, 상주기관 등 각 소관분야별 운영준비 추진방향을 이끌

어 냈다. 3단계 건설 사업의 운영목표는 오픈 시부터 24시간 365일 무중

단 운영체계 구축, 제1터미널 수준 이상의 서비스 확보를 핵심내용으로

설정했다. 건설 목표일정은 2017년 9월까지 주요 운영을 마무리하고 정

부 평가를 거쳐 2017년 말에는 제2터미널을 오픈, 운영 할 수 있도록 준

비한다는 것 이였다.

추진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운영준비, 종합시운전 평가 및 점검, 홍보

등의 추진체계<표 5-11>를 확립하고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이

를 통해 운영준비에 참여하는 제2터미널 입주 항공사, 정부 상주기관, 건

설관계자, 운영준비관계자 등 관련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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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3단계 건설 사업 운영준비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추진목표
∙ 2017년 9월까지 운영준비 완료

∙ 운영개시일은 종합시운전 결과 등을 감안 정부협의 후 결정

공항시설 공항운영 상황에 맞게 최상의 서비스 상태 유지

시스템(68개) 최상의 작동 상태유지, 비정상황에서도 정상작동

운영절차 새롭게 구축된 시설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세스 마련

운영인력 신규 운영환경에 맞춰 충원 및 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유지

⇒ “시설, 시스템, 절차, 인력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운영준비 → 종합 시운전 → 평가 및 점검 등 실제 오픈

전까지 단계 별 추진체계 마련

운영준비

(2016.1～2017.9)

종합 시운전

(2017.4～2017.9)

평가 및 점검

(2016.7～2017.9)

교통/여객서비스, 상주
기관(C.I.Q), 공항시설,
시스템, 항공기 이동,
항공보안, 종사원,
운영 절차서, 인력 및
조직 등

① 개별시운전
② 계통연동
③ 시험운영
④ 전환검증
⑤ 시스템 통합 및
전환(T1→T1+T2)

① 현안사항 관리

(To do list)

② 협업조직 운영

(내외부)

③ 교육훈련(관숙화)

④ 인허가 및 신고

⑤ 오픈 전 평가

운영준비 조직발족, 추진목표와 체계 확립과 더불어, 객관적 외부시각

에서 3단계 운영준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와 조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했다. 이를 위해 운영준비 내부 협의체와 외부협

의체를 구성하여 피드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내부 협의체는 사장이 주관하는 점검 회의와 부사장이 주관하는

촉진 회의로 이원화 했으며 특히 사장이 참여하는 점검 회의를 매월 개

최해 총 74건에 대한 현안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의사결

정의 간명성 확보 및 신속한 현안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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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자문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현안을 각

협의체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협의했다. 먼저 실무 협의체는 C.I.Q, 제2

터미널 입주항공사 등 16개 기관이 격월로 개최해 상주기관 인력확보,

셀프체크인 무인탑승수속기기 확대 등 80건의 현안을 논의했으며, 외부

자문단은 제2터미널을 이용할 고객관점에서 운영준비를 바라보고 조언하

는 기능<표 5-12>을 수행했다.

<표 5-12> 운영준비 관련 외부 자문단 및 협의체

외부자문단 자문 협의회

▪구 성

- 1,2단계 유경험자 및 외부전문가

- 총 10명

▪운 영 : 분기별 개최

- 국토부, 公社 공동운영

▪활 용

- 국토부 장/차관 및 실장주관

점검회의 개최(준비현황 점검)

▪구 성

- 1,2단계 유경험자 및 대규모

프로젝트 전문가 등

▪운 영 : 분기별 및 안건발생 시

- 公社 부사장 주관

▪활 용

- 운영준비 계획, 종합시운전,

시스템 통합분야 등에 자문반영

상기와 같이 내/외부 실행 및 점검조직과 운영준비 목표정립이 완료된

후에 두 가지 관점에서 실질적인 운영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첫 번째가

실제 공항 운영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테스트하는 종합시운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계통연동시험 이었다.

먼저 종합시운전을 시행하기 이전에 분야별 시운전을 착수했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전체 6개 그룹 107개의 공

항운영 상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표 5-13>를 도출했다. 시험운영은 주

요 시설이나 장소를 먼저 정하고 침석인원 규모, 동원 계획을 수립했다.

시험운영의 주체에 따라 가상여객, 진행요원, 모니터 요원, 상주기관, 항

공사 및 조업사 등을 참여시켜 실제 공항운영 상황에 준하는 환경을 만

들고 발생 가능한 오류나 문제점을 찾는데 역할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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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3단계 시험운영 그룹과 시나리오 현황

그룹명 시나리오 수 그룹명 시나리오 수

여객서비스 36개 비상/안전/보안 22개

수하물처리 22개 시설 및 시스템 13개

지상이동 및 조업 10개 종합시험운영 4개

아울러 분야별로 시행되었던 단위 시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험운영을 전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4차에 걸친 종

합시험운영<표 5-14>이 시행되었으며, 1차는 가상여객 연인원 1,600명

과, 가상 수하물 1,500개가 동원된 정상상황을, 2차는 미아 발생, 환영 홀

에서의 미팅미스, 파손수하물 수취 등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상황을 가정했다. 2017년 8월 31일 수행된 3차 종합시험운영은 출국장

내 보안검색대에 대한 부하시험으로 가상여객 연인원 8,480명, 가상수하

물 1만 개를 투입했다. 마지막 4차는 1～3차 시험운영에서의 상황을 종

합하는 것으로 공항운영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가상여객 연

인원 4,530명, 실제항공기 2대 등을 동원해 수행했다. 이밖에도 2017년

말까지 7차에 걸친 종합시운전이 지속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공항운

영 시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

게 되었다.

<표 5-14> 2017년 종합시운전 시행현황(1～4차)

구 분 가상여객 운영인력 가상 수하물 차 량 비 고

1차(7.13) 1,600명 425명 1,500개 35대 정상상황

2차(8.10) 1,600명 432명 1,600개 39대 비정상상황

3차(8.31) 8,480명 1,112명 10,000개 125대 부하시험

4차(9.14) 4,530명 848명 7,972개 66대 특별상황

앞에서 설명한 인력, 장비 등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평가

한 것이 종합시운전 이었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오류나 작동불능이 발생

할 경우 공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시스템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검토

하는 것 또한 운영준비의 중심 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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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점검은 비단 새롭게 가동된 제2터미널 운영시스템의 작동 유무

를 체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간 시스템을 어떻

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운영준비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모니터링 하였다.

먼저 3단계 사업에서 새롭게 설치한 설비, 시스템에 대한 검증은 기기

시험, 계통시험,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등 단계별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시스템의 경우 전환검증시험<표 5-15>을 거

쳐 정상적으로 공항이 운영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항이 확장되고 고

도화됨에 따라 연계해야만 하는 시스템 수도 증가함을 감안했을 때 전환

검증 시험은 중요한 연계작업이었다. 과거 사례만 봐도 1단계 사업에는

연계해야 하는 시스템이 39개에 불과했으나 3단계 사업에는 68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그 만큼의 공항운영 안정성 및 리스크 차원에서 세심

한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전환검증 시험을 총 14

차에 걸쳐 시행했다.

<표 5-15> 2017년 전환검증시험 주요 내용 및 대상 시스템

그룹명 계 획 추가시험 재시험 소 계

운항정보(6.19～8.25) 5 2 1 8

화재안전(5.16～6.20) 2 - - 2

수하물 처리(6.14～7.4) 2 - - 2

경비보안(6.27～6.29) 2 - - 2

합 계 11 2 1 14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단계 사업은 건설계획, 건설, 운영준비

단계 별 명확한 계획이 구조화(장기-중기-단기)되어 있었고, 각 단계 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활발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정밀한 계획과 유연한 협력체계가 인천

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완

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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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추가 요인

앞의 2절, 3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책사업 실패 및 성공

요인이 어떻게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 작용했는지를 고찰해 보았

다. 이번 절에서는 다른 국책사업에서 발견 되지 않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만의 성공요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은 많은 실패를 통해

서 교훈을 얻고 그를 통해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일까? 지극히 상식적이

지만 실패한 정책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실패로 돌아 갈 경우 그 파급효과가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예

산낭비는 물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비용마저 상실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소재 규명, 주민 및 국민 불편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실패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

지게 하고 이는 다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하시켜 정책이 다시 실패

하게 만드는 악순환<그림 5-9>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9)

<그림 5-9> 정책실패의 악순환

인천공항은 이러한 정책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행 건설 사업을 면

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내용을 3단계 건설 사업에 반영

하는 등의 학습-실행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었다.

9) 이 단락은 임도빈 외(2015).「실패한 정책사례」의 서론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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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학습을 통한 실행체계 구축

먼저 첫 번째는 과거에 사업에 대한 반성과 학습 그리고 실행, 개선체

계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앞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실패한 국책사업

의 전형적 유형은 실패의 중첩성, 반복성이다. 분명 사업이 실패해서 언

론에 회자되고 큰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몇 년 후에 타 지역이나 지자체

에서 다시 도입되고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지자체 치적사

업으로 추진되었던 경전철이 이에 대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 논리 혹은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지방공항 사

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국책사업의 본질과 본연의 기

능, 즉 국민편의와 사회적 후생을 무시하고 지대추구와 계획오류에 빠져

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3단계 건설 사업 검토 당시, 인천공항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

내외의 좋은 평가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3단계 건설 사업의

합목적성 강화 및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적으로 완수된 국책사업이나 정책들도 명과 암이

있듯이 그간 추진된 인천공항 건설사업 및 운영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존재했다. 먼저 공항시설 및 구조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을 설펴

보면 제1터미널은 건설당시 4개의 출국장으로 구성되어 설계되었다.

이는 여객흐름 최적화를 위해 분산설계가 최적 안으로 검토되었기 때

문인데, 출국장이 4개로 분산됨으로 인해 여객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공

간 협소로 혼잡이 가중되고 혼잡해소 시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물론 실제 운영 개선과정에서 장비 및 인력 추가 투입으로 일정부분

혼잡개선 효과는 달성했지만 물리적 공간의 협소함은 자원투입으로도 단

위시간 당 처리능력에 한계를 노출하여 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

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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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社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2터미널을 종전 분산형 출국장 체계에서

집중형 체계(4→2개)로 전환<그림 5-10>하여 단위면적당 처리능력을 증

대시켰으며, 집중형 체계로 인력배치의 용이성과 편리성도 동시에 충족

시켰다. 이는 실제적인 효과로도 나타나 제1터미널 대비 제2터미널이 전

반적인 출국 소요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10> 1, 2단계 건설 vs 3단계 건설 출국장 비교

시설, 구조적 측면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제1교통센터 이다. 1단계 건설

사업 시 건립한 제1교통센터는 제1터미널과 원거리에 배치되어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졌다.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 이외에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교통센터의 이름과 기능에 걸맞게 사용되어

야 할 시설들이 공항철도 연결지연 및 상업시설 부재로 인해 지하부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지상 부는 공동화된 상태로 개항(2001)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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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후 몇 년 동안 제1교통센터 지상 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 졌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가 터미

널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여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었고, 여

객 집객이 어렵다 보니 자연히 상업시설이나 쇼핑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상업시설 보다는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등의 공익적 장소로 활용하여 시설 본연의 목적에는 맞지는 않

지만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최소화는 방편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

다. 물론 공항철도가 운행되고 승객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센터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그에 맞춰 상업시설들의 배치가 이루어져 시설의 본원적 기

능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시설 활성화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분

명한 사실이었다.

이를 참고하여 公社에서는 제2교통센터 건립 시 제1교통센터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설에 대한 배치와 기능적 정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컨셉을 잡고 단계별로 접근<그림 5-11>했다.

먼저 제2교통센터는 제2터미널과 하나의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

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제2교통센터의 공동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버스와

철도를 한곳에서 이용하는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했다. 2015년 기준으로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버스 58%, 승

용차 28.5%, 철도 10.3%, 택시 3.2%임을 감안 할 때, 최상위 빈도 이용

수단인 버스, 승용차(주차장), 철도를 한 공간에 배치할 경우 기능적 측

면에서나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특히 승용차, 버스, 철도 이용객이 제2교통센터를 통해 바로 터미널로

진입함으로써 교통센터 활성화는 물론 이용객 측면에서 빠르고 쉽게 출

국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장점도 있었다. 아울러 세계 유수의 공항과

비교해 볼 때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공항은 있지만 버스와 철도 그리고

주차장을 한곳에서 집중화 하여 운영하는 공항은 없어 공항 경쟁력 및

차별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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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제1교통센터 vs 제2교통센터 비교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公社는 1, 2단계 건설 및 운영상에서 발생

된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학습<그림 5-12>을 거쳐 3단계 건설 사업에

반영하여 최적시설을 건설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저

에는 최종 설계용역 전까지 지속적인 내부검토와 함께 상주기관,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 공항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사)의 의견수렴이 있었기

에 가능했으며 이는 3단계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완수될 될 수 있었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2> 인천공항 3단계 사업 관련 학습 및 실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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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단계 건설 사업에 대한 홍보와 공유체계 확립

앞서 살펴본 과거 건설 사업과 운영상의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학

습하여 3단계 건설 사업 품질을 향상시킨 것과 더불어 公社에서는 사업

시작, 진행, 운영단계에 걸쳐 이해관계자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사업체계

<표 5-16>를 구축했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형식적인 정보공개, 더 심한 경우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고려 할 때,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은 사업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열린 체계로 진행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개방성이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감소시키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를 강화하여 언론 등의 큰 외부잡음 없이 사업이 완수되게 하는 보조적

지원 기능을 수행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6> 3단계 건설 사업 단계 별 홍보와 공유 프레임

사업계획 단계 사업진행 단계 운영(준비) 단계

▪전문가 참여 →

다각도 사업검토

▪이를 통한 마스터

플랜, 기본계획 수립

▪최종 확정 및 고시

▪홈페이지 내 상세

사업정보 제공 →

공정률, 사업일정

등 정기 업데이트

▪오프라인에서는

건설 홍보관 가동

▪김연아, 송중기 등

대중들에게 소구력

높은 공인을 공항

홍보대사로 위촉 →

사업 공익광고 제작

및 공중파 송출
▼ ▼ ▼

⇒ 국민, 이해관계자

누구나 초기 사업

내용 파악가능

⇒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사업에 대한

정보/소스 오픈

⇒ 제2터미널 오픈

정보 및 긍정적

메시지 전달

먼저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1, 2단계 공항 건설 사업 및 타 대형 SOC

사업의 유경험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사업을 바라보았고,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병행해서 진행하였다. 이러

한 公社와 이해관계자의 협업으로 마스터 플랜, 기본계획이 완성되었으

며, 이를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사업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공개함

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재 검증받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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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단계 건설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외부시각을 청취

하고 수렴하여 3번에 걸친 기본계획 수정고시 끝에 사업이 착수되었다.

두 번째로 사업진행 단계에 있어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업개

요와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기대수준을 동

시에 충족시켰다. 먼저 온라인에서는 공항 홈페이지 내 3단계 건설 안내

란을 별도로 구성하여, 1, 2단계 건설과 비교 및 3단계 건설의 개요와 기

대효과 등을 게시했으며, 공정율도 그래프로 표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제2터미널 인근에

3단계 건설 홍보관을 설치/운영했다. 홍보관 설치목적은 정책 결정권자

나 언론, 국회, 학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바

라보고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함 이었다. 그 결과 2013년 홍

보관이 설치된 이래 2016년 까지 총 1만 4,177명이 방문하여 사업에 대

한 홍보 및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2터미

널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는 김연아, 송중기 등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높

은 공인들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파에 주기적으로

방영함으로써 제2터미널 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증폭시켰다.

위에서 살펴 본 홍보와 공유체계 확립은 3단계 건설 사업의 성공에 결

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작은 갈등이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했

을 때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적 장치로써 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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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책사업 성공요인이라는 주제로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을 Case Study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책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는

이론적 배경을 환경적, 제도적, 행태적 측면에서 고찰했으며 국책사업 실

패 및 성공요인 관련 선행연구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책사

업 실패 및 성공요인을 도출했으며 이를 연구모형화 하여 인천공항 3단

계 건설 사업에 적용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패한 국책사업에서 나타났던 환경적, 제도적, 행태적 측면

에서의 실패요인이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서는 부정적으로 표출되

지 않았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개항 이후 3단계 건설 이전까지 무사고

운영을 지속함과 더불어 항공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단계 건설 추

진에 대한 우호적 정책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었다. 즉 지대추구, 정치적

요인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요인 보다는 국민편의 및 항공 산업 경쟁력

관점의 공익적 측면이 3단계 건설 사업 추진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마스터 플랜-기본계획-사업별 추진계획으로의 위

계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외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 단계 별 계획을

재점검하고 수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행태적 측면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확립된 계획들이 수치화, 목표화

되어서 업무에 반영되었고 이를 통해 계획오류 등 잘못된 의사결정 오류

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국책사업 성공요인 관점에서도 1990년대 공항 최초 건설당시부터 현재

까지 정권에 관계없이 공항건설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합목적성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었으며 개항 이후 현재까지 운영성과

(운송/재무 등)도 양호하여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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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건설계획, 건설, 운영준비 단계 별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가 활발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적으

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계획수립과 유연한 협력체계가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했으며, 사업완수의 핵심적 기능을 수

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 상황에 준하는 운영준비(시험운영)를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통해 반복실행하고 문제점을 개선조치 한 것은 타 국책사업 추진 시 시

험운영(Pilot Test)의 중요성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협업이 성공적 운영

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종합적인 요약은 다음 페이지 <표 5-17>과 같이 최종적으

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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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연구결과 종합요약

실패한 국책사업 VS 인천공항 3단계 건설

환경적

요인

▪지대추구

▪정치사업

▪치적사업

▪그간 축적된 성과와 평판

▪항공수요 증가(시설포화)

⇒ 국민편의+공항 경쟁력

제도적

요인

▪형식적 검증체계

▪외부시각 부재

▪철저한 외부시각 검증

▪다층(Layer)의 검증체계

운영 ⇒ 오류 최소화

행태적

요인

▪낙관적 사업전망

- 계획오류 발생

▪반대의견 수용성 低

- 선택적 지각오류 발생

▪장기-중기-단기-사업계획

별 명확한 목표 및 R&R

⇒ 개인 판단오류 최소화

▪반대의견 경청, 대안제시

성공한 국책사업 VS 인천공항 3단계 건설

합목적성
▪명확한 사업 타당성

▪전체 사회적 후생 증대

▪지난 30년 간 정권교체

에도 동일한 기조로 일관

되게 추진(국가 및 국민

등 사회적 후생 최우선)

절차적

정당성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활발한 협력체계

▪계획→건설→운영 단계별

최적화된 이해관계자 有

⇒ 비판적 시각에서 기존

계획 재검증 및 발전

+
3단계 건설

긍정적

추가요인

학습-실행체계

구축

과거 건설/운영 미흡분야 학습 ⇒ 3단계

건설에 반영 ⇒ 서비스 개선기반 마련

열린 사업체계

“홍보/공유”

건설, 운영준비단계 별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 정보 지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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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 국책사업의 첫 단추는 사업의 합목적성이라 정의하고

싶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합목적성은 사업을 왜해야하는지, 사업

을 통해 국민편의 및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즉 사업의 본질

에 대한 물음이다. 그럼 합목적성이 확보되었다 해서 사업이 다 성공하

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합목적성이 확보되었더라도 사업계획, 추진,

운영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실패요인들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실패요인

들을 잘 극복하고 갈등을 조정해야지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고

종국적으로 성공적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사업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실패요인을 극복하게 하는 원천적

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 아닐까 싶다. 절차적

정당성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도적 측

면, 두 번째가 의사결정의 개방성을 평가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이다.

제도적 측면은 말 그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

도가 있는지 여부, 그 제도에 의거해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 중기, 단기, 세부 사업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세부 사업단별 목표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의사결

정 개방성,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은 사업계획, 추진, 운영단계 별로 최적

화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이나 의사결정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아울러 이들이 단순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제기한 견해나 의견이 정책이나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

고 시너지를 창출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착안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의 합목적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인천공항 3

단계 건설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줬다. 사업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는 노태우 정부부터 現 문재인 정부까지 근 30년간 동일한 정책기조로

공항을 확장하고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사업의 근원적 목적과 목표

가 잘 설정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개항 이후 우수한 운영 및 경영성

과가 사업의 합목적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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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견고한 합목적성 아래 수립된 장기, 중기,

사업계획을 끊임없이 외부시각에서 비판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검증절차가 작동할 수 있었던 요인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이 자유스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과거 추진되었던

건설 사업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차기

사업에 반영시키는 학습-실행 메커니즘도 존재했기에 최종적으로 3단계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고 평창올림픽 국가 주빈공항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을 통해 타 국책사업 추진 시 제공

가능한 정책적 함의는 크게 3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왜 사업을 해야 하

는지, 사업을 통해 국민편익이 증대되는지를 판단하는 사업의 합목적성,

이러한 사업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외부적 시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과거 동일 혹은 유사 사업에 대한 충분

한 학습을 통해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는 학습-실행 메커니즘이다.

이 세 가지 요소<그림 6-1>는 서로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서로 톱니

바퀴처럼 맞물리고 상호작용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며,

종국적으로 운영단계에서도 성공적 안착 및 국민과 사회적 후생을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림 6-1> 인천공항 3단계 사업주요 성공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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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국책사업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

책 사업 실패요인과 성공요인을 병행해서 도출했다. 다만 되도록 많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실패 및 성공요인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일반화 하

려고 노력 했지만 현실적으로 주관성이 개입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

계점도 지니고 있다.

특히 성공한 국책사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에서 일반적으로 성공한 국책사업이라고 인식되는 대표사업(경부고속

도로)과 정책(수도권 대중교통 개편)을 선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도출한 것은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국책사업의 성공은 동태적 개념이다. 바꿔 말하면 특정시대에

성공한 국책사업이라 칭송받던 사업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식이 바

뀌면서 실패한 국책사업이라 평가받는 사례(예 : 4대강)를 우리는 목격

해 왔다. 그런 관점에서 성공한 국책사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명확

히 기준점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규모, 시기 등 특성별로 다양한 국책사업이 유형이 존재하는 상

황에서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의 성공사례를 타 사업에 1 : 1로 매칭

하여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실패 관점에서 동시에 국책

사업을 바라본 선행연구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연구였으며,

향후 시간을 두고 추진된 국책사업을 종합해서 실패와 성공요인을 구조

화하고 일반화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 즉 그 사업이 합목적성 여부는 시대적

가치에 따라 변화하므로,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

서 사업을 고찰한다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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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National Project
- Focusing on The Third Stage Construction Proces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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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economic development history has achieved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led growth strategies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said that it i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roject. At

its core was the role of public corporations, which played the

middleman ro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national project promoted by such state-run companies.

Unfortunately, however, the public has often taken a negative view

of national project, even though they played a big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was not because of

success, but because the media was heavily exposed to the failed

cases, and the public's expectations for national project were

considerable, leading to mounting disappointment over the failure.

In this study, the third stage construction project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proposed as an example of how the

government needs to succeed in a national project that has high

public expectations and affects the overall increase in soci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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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s end, the government first considered failure and success

projects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and derived the factors for

failure and success of national project. First, the failure factors of the

national project, which were derived through prior research, could be

divided into environmental factors (e.g., zone pursuit, political projects,

etc.) and institutional factors (type checking devices, etc.) and

behavioral factors (planning errors, etc.) while the success factors of

the national project could be distinguished by securing the project's

relevance (objective verification system, cooperative governance, etc.).

The application of these failures and success factors to the third

stage construction project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evealed

that the failure factors, such as rent seeking, planning fallacy, the

lack of institutional check-up system(such as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ere not negatively expressed in the third stage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verification procedures

through the social welfare increase due to the project, management of

the project by the goal,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project. Also, the feasibility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aspects of the

project, which were shown in the successful state project, wer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third stage

construction project.

In terms of project relevance, it has been shown that project

feasibility has been secured considering that the project has continued

to be carried out regardless of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administrations since the airport was built in 1990, and that the

project has been well received in terms of policy effectiveness as it

has continued its stable operation t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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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securing procedural legitimacy, institutional devices

were built in several stages to verify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s decision with objective external vision, and various

stakeholders were also providing sufficient feedback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In addition, the decision-making and cooperative system

was well established, with actual opinions reflected in the basic plan

and revised. In addition to securing the project's relevance and

procedural legitimacy,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successful

national project described earlier,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third stage construction project had positive factors for the smooth

promotion of the project.

It was the establishment of a learning-execution mechanism, in

which a continuous learning process existed to reflect the deficiencies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rocesses that had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was reflected

in the actu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terminal facilities and was

utiliz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tual servic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presented in three

main ways. They include securing the project's relevance in

determining why the national project should be successful, how much

people's benefit is increased through the project, securing procedural

justification for enhancing the project's relevance and assessing and

viewing the project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and establishing a

learning-practice mechanism that does not follow in the footsteps of

failure through sufficient learning of the same or similar projects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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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since the relevance of the project is dynamic, it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national project, but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project in terms of procedural justification in the

future may lead to more meaningful research that conforms to the

trend of the era in which cooperative governance is expanded.

Key words: environmental/institutional/behavioral factors, project

relevance, procedural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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