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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갈등을 중재하는 정책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정책산출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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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 이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로 민

선 지방정부가 구성되면서 지방통치에 변화가 나타났다. 관선 지방행정시대에는 지방정

책과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지만, 민선 지방자치시

대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정부정책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행위자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책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에 따라 지방정부 간에 님비시설이나 핌피시설에 관련된 정책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를테면, 님비현상이나 핌피현상과 관련된 정책갈등은 

중앙정부와 관련 지방정부들 사이에 ‘사악한 또는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s)’로서 

등장하여, 단일 정부부처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관여와 조정 또는 협력

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책갈등에서는 둘 이상의 대립하는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이익이나 신념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연합하

여 활동을 하게 되므로 정책결정차원의 실증분석과 검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특정한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정책갈등사례의 정책결

정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사례와 같은 다양한 정책영역

에서 발생하는 정책갈등을 분석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는 Sabatier가 설계한 옹호연합모

형이 있다. Sabatier(1988; 129: 159)에 의하면, 이모형은 공공정책영역에서 정책분석에 대

한 많은 연구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정책과정모형이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좋은 경험적 연구를 자극할 것이고, 시간흐름 속에서 정책과

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관선 지방행정시대에 문제가 제기되어 민

선 지방자치시대에 문제해결이 시도된 대표적인 핌피현상사례인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이 어

떠한 환경조건에서 발생하였고, 정책갈등에 관련되는 행위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정책결정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책산출은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적 질문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Lijphart(1973)가 

이론화정도에 따라 분류한 사례연구유형 중에서 이론확증적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이 연구

유형은 이미 정립된 일반이론을 통하여 개별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적용된 이론의 검증

을 할 수 있고 일정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는 주로 문헌

자료에 의존한다. 그동안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에 관련하여 발간된 정부의 문서나 

보도자료 및 신문자료와 이들 자료에 제시된 간접적인 면접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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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적 모형

1. 지역간 갈등과 옹호연합모형의 선행연구검토

공공갈등이란 공공영역에서 정책이나 공공서비스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발

생하는 갈등을 말하지만, 주로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

돌이라는 공공정책갈등으로 나타난다(국무조정실, 2016). 여기서 공공정책갈등이란 어

떤 정책영역에서 이해관계나 신념을 가진 둘 이상의 행위자들, 예컨대, 지역 간이나 조

직들 사이에 행동대안의 선택을 가지고 대립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정책갈등은 정책특성에 따라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은 장애인시설, 교도소, 원자력발전소, 쓰레기매

립장, 및 장사시설과 같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편익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공공의 이익이 있지만, 그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에는 비용

과 불이익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여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은 님비현상과 반대개념으로 특정지

역에 들어오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서 주변지

역과 경쟁하거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의 예로는 정부기관, 대기업, 산업단지, 쇼

핑시설, 및 철도역 등을 들 수가 있다. 또한 핌피현상은 고속철도역사나 항만 및 고속도

로진입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명칭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되는 지방정부

들은 각각 자기지역의 명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명칭논란은 두 지방정부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치권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명도가 높은 지역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최용규･오정석. 2004: 19).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아산시에 행정구역이 소재하고 천안시 인근에 있는 고속철도 

역사명칭을 둘러싼 갈등이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은 공공재 범주의 핌피공공

시설에 관련되어서 아산시와 천안시 사이에 지역이기주의가 표출된 사례이다. 

한국 공공정책갈등의 연구경향에 대하여 사회과학분야 등재학술지 226편을 대상으로 

한 종합분석에 의하면, 연구대상은 님비현상이나 핌피현상과 관련된 시설유치(입지선정)

가 82편(36.3%)으로 가장 많고, 지역개발 69편(30.5%), 갈등관리제도 25편(11.1%), 법제

도(정책)도입 22편(9.7%), 그리고 복합사례 7편(3.1%) 등의 순이고, 이론적/이론형성보다

는 실제적/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권경득･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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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9: 52). 그러나 지방정부 간 이익갈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님비현상에 관련된 경

우가 많았고, 핌피현상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김용철, 1998; 박병식･강태호, 1998; 

이종열･권해수, 1998; 김인철･최진식, 1999; 김석태, 2003; 고경훈, 2003; 김도희, 2004; 

강윤호, 2005; 강재호･김상구･조정현･우량호, 2005; 장우영･임정빈, 2006; 조승현･김경

모, 2012; 조흥남･손정웅･박형준, 2019; 배봉준, 2019). 특히 본 연구대상인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연구는 공공시설의 명칭갈등사례소개와 그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최용

규･오정석, 2004: 권경득 외, 2004: 박종찬･정철주, 2008)와 정부간 관계차원의 연구(김

운식, 2005)가 있고, 그리고 본 사례와 연관되는 경부고속철도역사로 울산역의 갈등구조

에 대한 김도희(2004)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정책결정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거나 정책과정이론의 검증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또한 본 연구대상과 같은 공공정책갈등현상을 분석하는데 적실한 정책옹호연합모형

의 국내 행정학연구를 보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실증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국내에서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69편의 논문을 종합분석한 결과(전진석, 

2014)에 의하면, 정책영역별 빈도수는 지역개발(10편- 그린벨트, 도시재개발, 공공기관

입지, 수도권공장총량제, 세종시건설), 환경(8편- 핵폐기물, 새만금간척, 기후변화, 한반

도대운하, 배출거래제), 보건의료(8편- 의약분업, 의료보험, 영리병원), 사회복지(8편- 비

정규직 근로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안부, 장애인고용, 기초노령임금, 노후소득보장, 

호주제폐지), 문화체육(8편- 학생운동부인권, 스포츠이벤트유치, 스크린쿼터제, 문화정

책변동, 문화예술지원, 온라인게임), 산업/경제(5편- 경유승용차판매, 출자총액제한제도, 

슈퍼마켓규제, 자유무역협정), 교육(5편- 사학정책,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교원평가정책, 

3불정책, 자율형사립고), 노동(2편- 외국인노동자, 노동법개정), 그리고 기타(11편- 국방, 

통신, 국제, 민영화, 과학, 지방자치, 통신, 재난, 이론적 검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진석의 메타분석 이후에 국내행정학에서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논문은 10편 이상이 탐색되었는데, 도시정책 2편(이동기, 2014; 최정우･박용성, 2014), 

보건의료정책 2편(이현정･김선희, 2015; 전진석･이선영, 2015), 문화정책 1편(장현주･정

원욱, 2015), 원자력정책 2편(권태영･전영준 2015; 최창근･장지호, 2015), 방송통신정책 

1편(김성수･최창근, 2017), 노동정책 2편(유정호･김민걸･조민효, 2017; 원숙연･이혜경, 

2018), 환경정책 1편(김철회, 2018), 조세정책 1편(신성현･정준금, 2019), 항만정책 1편

(배봉준, 2019)등이다. 

이상의 국내 공공정책갈등연구와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연구의 특징은 정책결정 차

원에서 고속철도역사명칭의 연구가 빈약하고 이러한 공공시설명칭갈등을 옹호연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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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분석한 경우가 매우 희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

상인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의 정책결정을 분석하는데 옹호연합모형의 적용은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모형: 옹호연합모형

1) 옹호연합모형의 개관

본 연구가 지역명칭갈등정책결정모형으로 채택한 옹호연합모형은 거의 30여 년 전에 

Sabatier가 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좋은 이론을 개발하려는 노력으로 1988년 

“policy sciences”의 심포지엄이슈로 소개되었다. 그는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환경오염문

제가 정책결정의제로 등장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복잡한 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변

수로 정치학자들이 정책결정영향요인으로 논의하여 온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같은 외부환경조건과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특정한 정치체제나 정책하위체제에서 활

동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켜서 정책과정의 분석이론으로 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구성하였다.

이모형의 초기관점은 네 가지 기본전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Sabatier, 1988: 1314-1332; 

Sabatier & Jenkins-Smith, 1999: 118-120). 첫째, 정책과정이나 정책변화의 이론은 그 과

정에서 문제의 크기와 측면, 그것의 원인,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에 대한 기술적 정보의 역

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는 행정기관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내외부

에 씽크탱크나 정책전문가의 성장과 활용은 기술적 정보의 중요성을 말한다. 둘째, 정책변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년이상의 시간흐름이 요구된다. 셋째, 그러한 시간간격 속에서 

정책변화를 분석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정책영역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이한 제도들로

부터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넷째, 공공정책이

나 사업은 그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가치우선순위나 인과과정 등의 신

념체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 사람들이 공공정책에 관련된다는 것은 그들의 신념을 공공정

책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Sabatier(1988: 132-145)는 이러한 기본전제를 가정하고 정책옹호연합의 구조를 크게 

외부환경요인과 정책하위체제로 구분하여 하위변수들을 제시하였다. 외부환경변수는 

상당히 안정적 변수와 동적 변수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정책하위체제 행위자들의 행

동에 영향(제약과 기회)을 주게 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수는 정책하위체제의 외부 

또는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데 자연자원의 기본분포,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기본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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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기본적 헌법구조(규칙) 등이 있다. 그리고 동적 변수로는 사

회경제적 조건변화, 지배연합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과 영향이 포함된다. 이

러한 외부환경변수의 영향을 받아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정책하위체제가 있는데, 이것의 

구성변수로는 대립하는 옹호연합(신념, 전략)과 이들을 조정하는 정책중재자 그리고 정

부결정과 정책산출 및 정책영향으로 구성된다. 

Sabatier는 이러한 옹호연합모형을 설계한 후에 다른 동료학자들과 함께 정교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Sabatier & Jenkins-Smith는 1993년과 1999년에 그리고 Sabatier 

& Weible는 2007년에 여러 정책과정이론들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였는데, 옹호연합모형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모형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수정된 옹호연합이론은 초기 모형에

서 설계한 외부환경조건과 정책하위체제를 구별하여 외부환경변수가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모형을 유지하고 있다. 1993년에 수정된 이론 중에 정책하위

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수와 동적 변수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정책하위체제와 옹호동맹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이들 사이의 매개

변수로 하위체제 행위자들의 단기적 제약과 자원 외에 장기적 동맹기회구조를 새로이 

포함시켰고, 정책변화의 대안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론적 진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옹호연합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수정된 옹호연합모형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스템변수 

 ･ 자연자원의 기본분포

 ･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 기본적 헌법구조(규칙)

 외부 시스템변수

 ･ 사회경제적 조건변화

 ･ 여론의 변화

 ･ 지배연합의 변화

 ･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과 영향

하위체제

행위자의

제약과 자원

옹호연합A

･ 신념

･ 자원

･ 전략

옹호연합A

･ 신념

･ 자원

･ 전략

정책

중개자

정부결정

정책영향

정책산출

정책하위체제
장기적 동맹

기회구조

･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 정치체제의
  개방성

         자료: Sabatier & Jenkins-Smith(1993), Sabatier(1999), Sabatier & Weible(200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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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옹호연합모형의 분석변수

옹호연합모형은 다양한 정책영역의 하위체제에서 높은 갈등상황에 대한 정책주체들

의 행동을 분석하는 모형(Jenkins-Smith et al, 2018: 143), 구체적으로는 시간흐름 속에

서 전개되는 정책과정을 외부환경조건과 정책하위체제 간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이해하

고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다. 본 연구사례인 아산시와 천안시 간의 고속철도역 명칭갈등

은 1980년대 후반에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이 설계된 이후 문제가 제기되어 2003년 까

지 문제해결이 시도된 10년 이상의 시간흐름 속에서 여러 공사행위자들의 신념을 토대

로 활동이 전개된 사례이므로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분석이 적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확증적 사례연구를 하려고 하므로 Sabatier가 설계하고 이후에 보완된 

옹호연합모형의 기본전제와 구조를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사례를 분석하는데 적용하여 

경험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림 1>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과정이론의 약

점인 인과적 설명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옹호연합모형은 수정이 되면서 복잡하게 되었으며 현실의 정책과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한다. 따라서 정책영역과 정치체제에 따라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 중에

서 불필요하거나 설명력이 낮은 변수들은 제거하고 모형의 현실적합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순양, 2010: 38: 62).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핵심 분석변수로는 외부환경변수와 정책하위체제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설정은 Sabatier가 초기에 설계한 옹호연합

모형의 핵심변수로 외부환경변수와 정책하위체제를 구분하고 두 변수 사이에 하위체제 

행위자의 제약과 자원을 포함시킨 것은 외부환경변수에 의해 정책하위체제가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정적 외부요인들은 하위체제 행위자들

이 활동하는 자원과 제약을 확립하는데 중요하고, 동적 외부요인은 주요한 정책변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한다(Sabatier & Weible, 2007: 193). 또한 장기적 동맹기회구조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이변수를 분석한 경우가 드물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 

(1) 외부환경변수: 안정적 변수와 동적 변수

우선, 외부환경변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와 동적 변수가 있다. 안정된 변수의 하

위변수로는 자연자원의 기본분포,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기본적 헌법구조(규칙) 등이 있다. 여기서 자연자원의 기본분포는 사회의 전반

적인 부와 상이한 경제적 부문의 가능성, 문화적 측면, 그리고 많은 정책영역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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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관련된다. 문제영역의 기본속성은 자연자원의 기본분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로서 정책선택에 영향을 준다.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는 사회를 

구성하는 소득과 사회계급 및 다양한 사회집단과 정치권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책

선택에 영향을 준다. 기본적 헌법구조(규칙)는 정책하위체제의 행동을 제약하는 헌법이

나 다른 법적 규범을 말한다.

또한 동적 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조건변화, 지배연합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

정과 영향이 포함된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조건변화는 현존정책의 인과적 과정의 토대

가 되거나 다양한 옹호동맹의 정치적 지지를 변경하는 것에 의해 하위체제에 실질적으

로 영향을 준다. 지배연합의 변화란 중앙정부의 대통령이나 내각 및 지방정부의 단체장

과 의회 등의 선거를 통한 통치집단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책하위체제의 행동

과 정책선택에 영향을 준다.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과 영향이란 어떤 특정정책영역

의 정책하위체제가 부분적으로 자율적이면서 다른 정책영역에서의 정책결정과 그 결과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2) 정책하위체제: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 그리고 정책결정

다음으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는 공기오염통제나 정신건강 또는 에너지

와 같은 정책문제나 이슈에 관심을 갖고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추구하는 다양한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하위체제의 개념범주는 단일정부수준에

서 행정기관과 의회위원회 및 이익집단들 간의 전통적인 ‘철의삼각’으로부터 정책형성

과 집행에서 적극적인 여러 수준의 정부행위자들과 그리고 정책이익의 생산과 확산 및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널리스트와 연구자 및 정책분석가를 포함하는 ‘이슈네

트워크’의 연속선상에 있다(Heclo, 1978; Dunleavy, 1981; Milward & Wamsley, 1984; 

Sharpe, 1984; Sabatier, 1988: 137). 

특정정책영역에서 하위체제는 다수의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행위자들이 포함되므로 

이들을 이론적으로 범주화한 군집을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라고 한다(Sabatier, 

1988: 139). 이들 연합은 일련의 기본가치나 인과과정 및 문제인식과 같은 특정한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선출직이나 기관 공무원, 이익집단 지도자, 연구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를 보면, 깊은 신념은 개인의 기본적

인 철학이나 가치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규범적이고 존재론적 공리로서 변화가 어렵다. 

정책신념은 문제가 되는 정책영역이나 하위체제에서 깊은 신념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인 전략과 정책지위로서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2차 신념은 특정정책영역에서 정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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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도구적 결정과 정보탐색으로서 변화가 매우 가능하다. Sabatier 

& Jenkins-Smith(1999: 138: 142)는 비슷한 정책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은 협력적 행

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옹호동맹은 그들의 정책신념 속에서 정책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수준의 행정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와 같은 정부제도의 행동

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대립하는 옹호연합이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

록 하는 능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전, 전문성, 지지자수, 그리고 법적 권위와 같은 

자원들에 의존한다. 각각의 동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책지향학습을 통하여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strategies)을 사용한다. 

더욱이, 정책하위체제에는 정치적 갈등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정책중개자(policy broker)가 있다(Sabatier, 1988: 141). 다양한 동맹들의 갈등하는 전략

은 정책중개자인 제3집단의 행위자들에 의해 중재가 된다.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특히 행

정부의 선출된 또는 임명된 공무원의 전통적 기능이었으나, 법원이나 이익집단 및 NGO 

등과 같은 다른 행위자들도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중개자의 주요한 관심은 

갈등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타협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결론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선

택한 정책산출(policy output)이라고 부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부프로그램으로 나온

다. 이들 산출은 목표로 하는 문제들에 다양한 정책영향(policy impact)을 주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정책갈등사례의 분석변수들을 토대로 정책사례분석틀을 만들면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정책사례분석틀과 분석변수

외부환경변수

0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수

 - 자연자원의 기본분포

 -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 기본적 법적구조

0 동적 변수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 지배연합변화

 -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과 영향

정책하위체제

옹호연합A

 ･ 구성

 ･ 신념

 ･ 전략

옹호연합B

 ･ 구성

 ･ 신념

 ･ 전략

정책

중개자

정부결정

정책산출

정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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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결정분석: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사례

1.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의 전개개요

아산시와 천안시의 고속철도역 명칭갈등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16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명칭갈등의 시작은 관선지방행정시대인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

우후보가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당선이후에 노태우정부에서 

1990년 6월에 건설교통부가 경부고속철도사업계획과 노선확정으로 천안시와 경계지역

인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역사명칭을 ‘천안역’으로 지명하면서부터이다.

<표 1> 천안아산 고속철도역 사업개요 

위치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05번지 일대

사업과
예산

･ 역사면적: 87,704㎡(26,530평)
･ 역사구조물: 202,540㎡(61,268평)
   이중 아산시(96%)-194,746㎡(58,897평), 천안시(4%)-7,800㎡(2,359평)
･ 예산: 660억 원 

 자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2004).

그 이후에 1995년 1월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통합되면서 아산시의회는 천안역 

명칭의 부당성과 ‘아산역’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역사명칭문제가 지역사회의 정책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예컨대, 아산시는 

아산역을, 천안시는 천안역을 주장하게 되고, 양 지방정부는 이러한 신념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영향력활동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2000년 8월에 건설교통부는 광역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에 역 명칭조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갈등확산은 충청남도의 역 명칭조정이 실패로 돌아가고 건설교통부가 한국고

속철도공단에 재검토를 요청함으로써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대립하는 양 지방정부의 

주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역사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와 2차 및 3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아산시와 천안시는 자신들의 정책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영향력활동을 하게 되었다. 양시의 치열한 활동이 이루

어지는 상황에서, 3차 자문회의는 두 지방정부가 제시한 정책대안(아산시-아산천안역, 

천안시-천안아산역)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아

산시의 반발이 있었다. 이를 통보받은 건설교통부는 수정안으로 ‘천안아산역( )’ 괄호병

기안을 발표하였고, 아산시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종안인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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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갈등을 지속하였다. 

<표 2>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진행과 정책결정일지

갈등진행과
정책결정단계

시기 내용

갈등태동과
1차 정책결정 

1987. 노태우 후보, 13대 대통령선거에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공약제시

1990. 6. 14.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사업계획 및 노선확정: 역명칭 ‘천안역’ 발표

1992.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립

 6 .25.
아산군의회와 아산군번영회, 건교부의 천안역 명칭에 대한 반발과 건교부
에 ‘아산역’ 건의와 서명운동 

 6. 30.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 기공식(아산군 배방면 장재리에서)

1995. 1.
아산시(아산군과 온양시 통합), 역 명칭 아산역 주장과 관계기관에 건의서 
제출 

 11.

아산시(시의원과 직능단체장), ‘경부고속철도아산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와 시민궐기대회 개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부주민, ‘아산시 배방면 장재, 휴대, 세교리 지역 
천안시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와 정부기관에 건의서 제출. 

2000. 8. 21. 건설교통부, 충청남도에 역사명칭 선정 협조요청

 9. 5. 아산시민단체들, ‘아산역명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9. 6. 아산시의회, 청와대, 총리실, 건설교통부, 국회, 충청남도에 정책건의서 발송 

 10. 5. 천안전통문화연구회, 천안시개발위원회, 충청남도에 정책건의 

 10.10.
천안시의회, 건설교통부에 정책건의
아산시 배방면 장재2리 일부주민, 건설교통부와 충청남도에 천안역 촉구 
진정서

 10.17.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장재역’ 결정하여 건교부에 통보 

 10.18. 아산시의회, 아산역명명위, 장재역 철회 성명서 채택

 10.19. 천안시의회, 장재역 반대 성명서 

갈등확산과
2차 정책결정

2001. 3. 
건설교통부, 충청남도의 장재역 건의에 대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명
칭재검토 요청

 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건설교통부에 ‘충의역’ 건의
-> 건설교통부, 폭넓은 의견수렴 명분으로 재검토 지시, 

2003.12. 2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충청남도와 천안시 및 아산시에 역사명칭 재협의
요청 공문발송
-> 충청남도(장재역), 아산시(아산역과 장재역), 천안시(신천안역과 천아산
역) 등 제안

 2. 27.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명칭선정자문위원회’ 구성

 3. 20. 아산시의회, ‘아산역관철투쟁위원회’구성하여 활동

 3. 25. 역사명칭선정위, 1차 회의 개최(공개)

 4. 3. 역사명칭선정위, 2차 회의 개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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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을 둘러싼 외부환경변수

1) 상대적인 안정적 변수

(1) 자연자원의 기본분포

아산시와 천안시 사이에 갈등문제로 등장한 고속철도역사입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

방면 장재리 345번지이다. 이 지역의 옛 지명은 송곡 또는 솔올 인데, 역사적으로 아산

시와 천안시로의 행정구역 변경이 있어 왔다.

이를테면, 고속철도역사가 들어서는 장재리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현종 때까지는 아산

 4.12.-16. 아산시의회, 아산역 관철을 위한 삭발식과 도보행진 결의와 시행 

 4. 16. 천안시의회, 50만 명 천안시민 서명운동

 4. 23.
역사명칭선정위, 3차 회의 개최(비공개)
 : 정책대안- 아산시(아산천안역), 천안시(천안아산역)에 대한 무기명투표
 -> ‘천안아산역’ 의결

 4.24.-6.21.
아산시의회와 40여개 시민단체 ,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 창립하고, 강력
한 투쟁전개(건의서, 탄원서, 시위) 

 6. 28. 천안시, 천안아산역 확정에 따른 시의 입장을 발표 

 천안시 시민단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천안아산역 명칭사용 건의문

 7. 7.
천안시의회, 천안개발위원회, 천안시민, 천안아산역 명칭사용촉구 시민결
의대회 개최(결의문 채택) 

 7.14.-19. 아산시의회, 역명바로세우기 1인 릴레이 침묵시위

 7.24.-8.14. 아산역투쟁위, 1인 시위

 7. 25. 건설교통부, 자문위의 ‘천안아산역’ 확정

 8. 4. 아산시, 여러 정부기관에 ‘천안아산역’ 시정촉구 건의문

 8.24.-26. 아산시장,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신청-> 8.26. 조정신청안 각하결정

 8. 19. 아산시,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 의뢰(천안아산역의 부적합성 홍보) 

 8 .28. 건설교통부, ‘천안아산역( )’ 발표

 9. 2. 천안시, 기결정된 천안아산역 명칭에 괄호안 표기도 거부한다는 입장발표 

 10. 22.
아산시, ‘천안아산역()안’ 주민투표->() 온양온천(1안), 아산신도시(2안) 제
안 

 11. 20. 건설교통부,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수정안 발표

 11. 25. 

아산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
천안시의회, 천안개발위원회, 건교부장관에게 병기명칭의 부당성 정책건
의
-> 두 지자체의 갈등지속 

2004. 4. 01.  경부고속철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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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속하여 있었으나, 이후 조선 태종 때 까지 천안시 구역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1894년 갑오경장까지 아산시로 편입되었다가 1913년 까지 다시 천안시 구역으로 변경되

었으며, 1914년 이후 문제가 발생한 시기까지 다시 아산시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여 왔다, 

(2)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천안아산역 명칭문제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포화상

태에 이른 경부축에 새로운 운송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건설을 공

약사업으로 제시하면서 출발하였다. 집권한 노태우정부는 1989년 7월 경부고속철도건

설과 관련된 기술조사를 한 후에 1990년 8월에 ‘경부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

위원회’에서 경부고속철도계획(사업기간, 1992.6-2004.4, 거리: 409.8km, 사업비: 12조 

7천 377억 원)을 확정하였고 그것의 경유노선으로 제1안(서울-대전-대구-부산)과 제2안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 중 제2안을 최적노선으로 보고, 중간 정착역 예정지로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등 4개 역을 발표하면서, 천안정착역의 위치선정을 위탁받은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은 기존 천안역과 장재리 및 성촌동 등 3개의 후보지 중에서 기존 

천안역과 장재리에 대한 정책대안을 평가하여 장재리를 역사위치로 선정하고, 장재리의 

역사명칭으로는 ‘천안역’이 거론되었다. 

<표 3> 경부고속철도 경유노선 대안비교

대안
항목

제1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2안
(서울- 천안 –대전- 대구- 부산)

거리 387km 409km(412km로 변경)

터널 48% 42%

고속성
직통 1시간 26분
(2역 정차, 1시간 37분)

직통 1시간 30분
2역 정차, 1시간 41분 

이용성 19만 2천명/일 21만 8천명/일

건설비 4조4천267억 원 4조6천억318억 원

재무성
단년흑자: 개통 후 5년
누적흑자: 개통 후 13년 

단년흑자: 개통 후 3년
누적흑자: 개통 후 10년

특성
최단거리 노선, 
투자규모 대비 수혜지역 축소

천안 및 경주 관광객 수용으로 이용률 제고,
단, 거리상 우회하는 단점

 자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2004).

1992년 3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설립되면서 경부고속전철을 경부고속철도로 명

칭을 수정하였고, 6월 30일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현장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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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천9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여기서 갈등문제의 특

성은 경부고속철도 4-1역사 ‘천안역’이 위치하여 있는 지역이 아산시의 행정구역에 속하

여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아산시의회는 고속철도가 아산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천안역 명칭사용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1995년 1월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

되어 아산시로 출범하면서 시의회를 중심으로 역사위치가 아산지역에 위치하여 있기 때

문에 ‘아산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지역 간 갈등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김운식, 2005: 68-71). 

이처럼 천안역과 아산역의 역사명칭문제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경계를 갖고 있는 행정

구역에서 공유재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역 명칭의 이름을 가지는 기초지

방정부에게는 지역의 브랜드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공재영역에 속하기 때

문이다. 예컨대, 천안시는 역 명칭이 갖는 브랜드가치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

였다(천안투데이, 2003. 8.30.). 

(3)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아산시와 천안시는 천안역 또는 아산역 명칭을 둘러

싼 지역이라는 단위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인으로 인식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자연이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지역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안성호･배응

환, 2004: 42-43).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표출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사회적 결속과 연대를 가져와서 사회

적 응집성을 통하여 갈등문제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지역사회집단의 구성과 연대활동이 

나타났다. 예컨대, 아산시는 아산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의회와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경부고속철도아산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1995. 11), 아산역명명추진위원

회(2000. 9.), 그리고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2003. 4) 등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천안시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천안

전통문화연구회와 천안시개발위원회 등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 

(4) 기본적 법적구조

천안시와 아산시가 고속철도역 명칭을 둘러싸고 갈등을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부

활과 관련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특히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의 명칭과 위치 및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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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역사명칭에 관련된 법으로는 측량법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 있다. 측량법 제

57조에서는 지방자치법과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6조의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다. 지명의 제정과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 특별시와 광역

시 또는 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시군구에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둔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군구지명위원회와 시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에

는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

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

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 동적 변수

(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지방자치의 실시는 두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아산시는 동

쪽으로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반면에 천안시는 서쪽으로 아산시와 인

접한 지역으로서, 상호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두 도시는 경부고속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

고 있어 경부고속철도역의 인근지역들은 성장거점지와 산업집적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산신도시(처음 가칭 천안신도시->이후 아산배후신도시)는 정부가 1991년 

경부고속철도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의 인구분산과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확보 및 환황해경제권 진출의 중심지로 광역아산만

권 개발의 중추도시역할을 할 신도시개발을 구상하면서,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과 아산

군 탕정면, 음봉면, 배방면 지역에 인구 25만여 명의 저밀도 신도시계획으로 구체화되었

고, 1998년 2,132만㎡면적에 1단계(2004.1.-2008.12.)와 2단계(2005.9.-2015.12.)로 나

누어 개발을 하는 방향을 확정하였다(2020, https://namu.wiki/아산신도시), 이러한 신

도시계획은 산업집적지인 아산탕정산업단지와 연계되면서 천안시와 아산시의 기업입주

와 인구증가 및 도시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아산시와 천안시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속에서 두 도시의 경계지역에 들어서

는 고속철도역사는 교통과 성장의 중심지로서 경제사회적으로 두 지역의 도시개발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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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전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있어 역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지배연합의 변화

아산시와 천안시가 역사명칭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된 것은 1990년대 지방자치법의 

부활로 관치행정시대에서 자치행정시대로 변화를 한데 기인한다. 1990년대 초반에 지방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한 상태에서 민선지방의원이 선출되어 관선단체장-민선지방

의회가 만들어졌다. 1990년 6월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에 의하여 경유노선 중 아산지역

의 역 명칭을 ‘천안역’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에 대해, 아산시의회는 고속철도가 아산지

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천안역 명칭사용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후에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어 아산시로 출범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이 직

접 선출한 민선 단체장-지방의회의 지방정부 구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산시는 역사위

치가 아산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산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정책쟁

점으로 확산시켰다. 이처럼 아산시가 역사문제를 정책의제화함에 따라, 민선지방정부 구

성을 하게 된 천안시도 대응을 하게 되면서, 두 지방정부 간의 정책갈등이 공식화되었다. 

(3)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과 영향 

아산시와 천안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지역생활권의 연계가 있었지만, 관선지방행

정시대에는 정책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현재화되지 않았지만,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들

어오면서 여러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났다. 

아산시장에 의하면, 아산시와 천안시는 고속철도역사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천안아

산역사명칭과 관련된 택시영업권과 시내버스노선 등의 파생된 지역 간 갈등을 겪어 왔

다고 한다(충남시사신문 2018: 105). 

3. 갈등진행단계별 정책하위체제의 정책결정 

1) 갈등태동과 1차 정책하위체제의 정책결정 

(1)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

갈등이 태동하는 시기에 천안역 또는 아산역을 둘러싸고 발생한 1차 아산시와 천안시

의 옹호연합의 구성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신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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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차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

구분 아산시연합 천안시연합

구성

기초지방정부 
- 아산군의회

기초지방정부
- 천안시의회

시민사회단체
- 아산군번영회
- 경부고속철도아산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
- 아산역명명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 아산시배방면 천안시편입추진위원회
- 천안전통문화연구회
- 천안시개발위원회

지역주민
- 무

지역주민
- 아산시 장재리 배방면 일부주민

신념
기본신념: 아산지역정체성
정책신념: 아산역 지정

기본신념: 천안지역정체성
정책신념: 천안역 지정

위의 <표 4>에서 고속철도역사명칭을 둘러싸고 문제제기를 한 아산시와 이에 대응하

는 천안시는 대립하는 옹호연합을 구성하고 자신들이 가지는 신념을 표출하였다. 갈등

이 태동된 1차 정책결정단계에서 아산시연합은 공식적인 지방정부인 아산군의회와 비공

식적인 민간부문에 속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이들 공사행위자들은 연합하여 역사명

칭문제가 갈등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기존의 아산군번영회뿐 아니라 경부고속철도아

산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1995. 1.), 아산역명명추진위원회(2000. 9.)를 조직화하고 활동

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신념은 아산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건설교통부가 정한 

‘천안역’이 아니라 ‘아산역’을 지정하자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 

고속철도역 명칭은 당연히 역사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얼굴이

고 상표이다. 둘째, 고속철도역은 아산시의 자치권이 미치고 아산시의 행정구역에 있다. 

셋째,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아산역이 되어야 한다. 넷째, 역명선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행정구역이다. 일반철도나 지하철 및 고속도로진입 명칭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천안시연합은 공식적인 지방정부인 천안시의회 그리고 비공식적인 민

간부문에 속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아산시배방면 일부주민이 포함된다. 천안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문제에 대응하는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던 

천안전통문화연구회나 천안시개발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역

사적으로 천안시에도 포함되었던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일부 주민들이 천안역을 주장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신념은 천안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건설교

통부가 처음 명명한 ‘천안역’을 지정해야한 한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

고 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과 경유노선에서 천안역을 발표하였다. 둘째, 천안

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국내외적으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다. 셋째, 현재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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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배방면 장재리에 편입된 송곡은 솔옷이라고 불리던 마을인데, 1913년까지 천안군 화

성면에 속해있던 지역이다. 넷째, 철도와 고속도로의 경우 주차역 중 소재지 명칭보다 

대외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 옹호연합의 영향력전략

갈등태동기에 아산시와 천안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신념을 반영시키기 위한 영

향력활동을 시작하였다<표 5>.

<표 5> 1차 옹호연합의 영향력전략

구분 아산시연합 천안시연합

전략

･ 정책건의 
･ 성명서
･ 서명운동
･ 시민궐기대회

･ 정책건의
･ 진정서
･ 성명서

우선, 아산시연합의 개별적인 또는 연합적인 활동은 1990년 초반 지방자치가 부활되

어 관선단체장-민선지방의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6월 건설교통부가 경부고

속철도의 서울과 대전 사이의 중간 정차역 예정지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천안역’이

라는 명칭을 제시하자, 아산군의회와 아산군번영회는 고속철도가 아산역을 통과하기 때

문에 천안역 명칭사용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철도청장 및 한국고속철

도건설공단이사장에게 ‘아산역’지정을 사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온양역 앞에

서 시민들을 상대로 아산역명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95년 1월 아산군과 온양시가 아산시로 통합하고 민선지방정부가 구성되면서 

시의회를 중심으로 고속철도역사위치가 아산지역에 위치하므로 역 명칭도 ’아산역’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하게 된다. 아산시는 문제에 대

응하는 시민결사체로 1995년 1월 시의원과 직능단체장 등이 중심이 되어 ‘경부고속철도

아산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중앙정부기관에 역 

명칭으로 ‘천안역’의 부당성과 ‘아산역’으로 명명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민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러한 아산시의 요구에 건설교통부는 고속철도역사명을 건설이 완공되

는 시기에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000년 8월에 건설교통부는 고속철도의 개통과 운행준비를 위해 역사명칭을 확정해

야 필요성에 따라 충청남도에 역 명칭에 대한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한 충청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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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명칭은 사업주체의 주관아래 해당지역의 행정구역과 유적지 및 관광명소 등 기

존 명칭을 고려하여 땅이름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일반국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하되 기존역사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피해주어야 한

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4).”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역 명칭 결정시도에 대하여, 2000년 9월 5일에 아산시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아산역명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의회의장을 

방문하여 아산역으로 역명지정을 요구하였고, 동년 9월 6일 아산시의회도 임시회를 열

어 역 명칭을 ‘아산역’으로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청와

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국회, 그리고 충청남도에 발송하였다,

“고속철도역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아산시이므로 향후 역과 관련된 상하수도와 쓰레기 

등 공공서비스 제공은 아산시에서 해야 한다. 또한 고속철도역의 건축허가는 아산시

장이 하므로 역의 관할권은 아산시에 있다(아산시 내부자료).” 

그리고 충청남도가 지명위원회에서 장재역을 결정하자, 아산시의회와 아산역명명추

진위원회는 장재역 반대 철회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아산시의 활동에 대응하는 천안시연합은 문제가 제기된 초기에는 1990년 

6월 건설교통부의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에서 ‘천안역’ 명칭을 선정하였고, 아산시 배방

면 일부 장재리 주민들이 천안시 편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5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아산시가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

심으로 아산역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천안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략을 변경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천안시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아산시 배방면 

장재2리 일부주민은 ‘아산시 배방면 장재-휴대-세교리지역 천안시편입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고, 아산시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아산역’ 명칭을 비판하고 ‘천안역’명칭을 확정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건설교통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등에 제출하였는데, 이들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위 지역이 천안시와 인접하여 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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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이 크다고 하면서 지리적･문화적･정서적으로 생활권이 동

일한 천안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충남시사신문, 2000.10.).” 

한편, 2000년 8월에 건교부가 역사명칭과 관련하여 충남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서, 동년 10월 5일 천안시의 천안전통문화연구회와 천안시개발위원회가 ‘천안역’ 지정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정책건의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는데, 그 건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서울-대전 경유지인 천안은 직선화 개념이고 아산은 동서의 개

념이므로 천안역이 타당하고, 앞으로 천안은 교통의 도시로, 아산은 항구의 도시로 발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년 동안 고속전철역이 천안역으로 불려와 인지도가 

높고, 아산역으로 하면 아산역 명칭이 최근에 생긴 명칭이므로 누구든지 평택항구 아

래를 생각하게 된다. 셋째, 역사적으로 배방면 장재리는 본래 천안땅 이었으며, 학군

도 천안이고 생활권도 천안으로서 지역주민도 수년 동안 천안시에 편입해 줄 것을 요

구하고 있으나 아산시에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천안시 내부자료).” 

동년 10월 10일 천안시의회도 ‘천안역’ 확정을 바라는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세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속철도역 주변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천안시이다. 또한 국가교통체계상 천안이 요

충지이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천안시의회 내부자료).”

한편, 2000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가 요구한 역 명칭을 충청남도가 ‘장재역’으로 결

정하자, 천안시의회는 동년 10월 19일 ‘장재역’ 반대성명서를 채택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천안역’으로 역 명칭을 확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러한 성명서와 건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속철도사업계획과 노선확정에서 현재까지 천안역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당국이 국책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자치단체로 전가하여 지역갈

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장재역은 소신 없는 책임

회피성 결정으로 철회해야 하며, 천안역으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천안시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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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중개자의 활동과 정책산출

아산역 또는 천안역 명칭을 둘러싸고 아산시연합과 천안시연합 사이에 정책신념을 토

대로 다양한 과업환경조직들에게 영향력활동이 있게 되었는데, 두 대립하는 옹호연합들

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1차 정책중개자로 두 기초지방정부의 상급지방정부인 충청남도

가 수행하였다.

<표 6> 1차 정책중개자의 활동과 정책산출

정책중개자 정책산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장재역 건의
-> 아산시와 천안시, 반대
-> 건교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재검토 요청 

1995년에 민선지방정부가 구성되어 경부고속철도 천안경유지역의 역 명칭을 둘러싸

고 아산시와 천안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사업추진기관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의를 받은 건설교통부는 2000년 8월에 충청남도에 공문을 보내 두 기초지방정부의 의

견을 종합한 충청남도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2000년 10월 17일 충청남도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명위원회는 행정부

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고, 심의과정에서 절충안인 ‘현충사역’과 ‘천아

산(천안+아산)역’, ‘이순신역’ 등이 검토되었으나, 두 지방정부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역사가 위치한 지역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아 ‘장재역’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결정에 대하여 장재리 주민과 일부 아산시의원의 긍정적 분위기가 

있었으나, 아산시연합과 천안시연합은 이를 반대하고 아산역과 천안역을 주장함에 따라 

충남도의 중재는 실패를 하였다. 이에 2001년 3월 건설교통부는 충청남도가 제안한 ‘장

재역’이 대외적인 인지도가 낮고 천안지역에서 반대한다는 것과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이유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2) 갈등확산과 2차 정책하위체제의 정책결정 

(1)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

갈등이 확산하는 시기에 나타난 2차 아산시와 천안시의 옹호연합의 구성과 이들이 가

지고 있는 정책신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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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차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

위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이 확산되는 2차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옹호연합

의 구성과 신념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산시연합에는 기존의 아산군의회 외

에 아산시집행부가 관여하고 공사연합의 시민단체인 아산역사투쟁위원회(2003.4)가 새

로이 구성되었고, 아산시민들도 참여를 하여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활동을 시도하고 있

다. 이들이 주장하는 신념은 아산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기존의 ‘아산역’ 외에 ‘장

재역’, ‘현충역’, ‘아산천안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천안시연합에는 종전의 천안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외에 천안시집행부와 천

안시민이 새로이 참여를 하고 아산시의 활동에 대응하는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신념은 천안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정책신념을 종전의 ‘천안역’ 외에 ‘신천

안역’, ‘천아산역’, ‘천안아산역’으로 변경하여 표출하고 있다. 

(2) 옹호연합의 영향력전략

갈등확산기에 아산시와 천안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신념을 반영시키기 위해 보

다 적극적인 다양한 영향력활동을 전개하였다. 

구분 아산시연합 천안시연합

구성

기초지방정부 
- 아산시집행부
- 아산시의회

기초지방정부
- 천안시집행부
- 천안시의회

시민사회단체
- 아산군번영회
- 경부고속철도아산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
- 아산역명명추진위원회
-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

시민사회단체
- 아산시배방면 천안시편입추진위원회
- 천안전통문화연구회
- 천안시개발위원회

지역주민
- 아산시주민

지역주민
- 아산시 장재리 배방면 일부주민
- 천안시주민

신념
기본신념: 아산지역정체성
정책신념: 아산역, 장재역, 현충역, 아산천안역

기본신념: 천안지역정체성
정책신념: 천안역, 신천안역, 천아산역, 천안아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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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차 옹호연합의 영향력전략

구분 아산시연합 천안시연합

전략

･ 정책건의 
･ 행정조정신청
･ 주민감사청구
･ 방문면담
･ 진정서, 탄원서
･ 물리적 시위(투쟁집회, 가두시위, 1인시위, 야간촛불시위)
･ 홍보(여론조사)

･ 정책건의 
･ 결의문
･ 방문면담
･ 서명운동
･ 물리적 시위(시민궐기대회)
･ 홍보(여론조사)

우선, 아산시와 천안시의 역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자, 2003년 2월 27일 건설

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산

시연합은 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영향력활동을 하였다. 예컨대, 2003년 3월 

20일 아산시의회는 ‘아산역관철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3일까지 건설교통부와 역명

선정위원들을 방문하여 ‘아산역’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 결

정행위자들의 면담기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아산시의회 P 주사

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나타난다.

“아산시의원들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어렵게 국장을 만나는데 만족해야 하였으나, 

천안시의원들은 지역국회의원을 대동하고 만나러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김우

식, 2005: 82).” 

3월 25일 1차 회의가 임박하면서 아산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아산역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회의당일에는 청사입구에서 시

의원과 사회단체장들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하였다. 4월 3일 2차 회의가 

열린 건설교통부입구에서 아산시의원들은 아산역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

였고,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아산시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장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직원과 역명선정위원들을 상대로 아산역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구하였다, 4월 17일에는 건교부와 산하단체 추진위원이 천안시입장을 지지한

다는 자체분석을 토대로 아산시의회 특위위원장과 40여개 시민사회단체 명의의 탄원서

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시에 편향된 심사자료를 폐기하고 아산시도 만족할만한 정보를 담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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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할 것. 둘째, 천안시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해 선정위원들이 가질 수 있는 선입

견을 없애도록 양시의 참여 하에 현장답사를 할 것. 셋째, 관선위원(건설교통부와 산

하단체) 3명은 표결에서 반드시 배제하여 아산과 천안 어느 쪽으로도 건설교통부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위의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예정된 위원회 

3차 회의를 연기할 것 등이다(천안시 내부자료).” 

또한 아산시의회는 2003년 4월 12일 ‘아산역 관철을 위한 도보행진 및 삭발계획’을 

수립하고, 4월 16일 시의원 17명 전원은 아산역 관철 삭발식을 갖고, 배방면 장재리 고

속철도역사까지 도보행진을 하였고, 7월 14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앞에서 

역명바로세우기 1인 침묵시위를 지속하였다. 역명선정 3차 회의의 전날에 시장과 시의

회특별위원장 및 시자문위원 등이 서울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아산역’을 관철시키되, 차

선책으로 2안인 ‘장재역’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4월 23일 비공개로 열린 역명선정 3차 회의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의결되자, 아산시연

합의 반대활동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4월 24일 아산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40여개 시

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건설교통부와 청와대, 국

무총리실, 감사원 등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명칭결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

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물리적 시위를 하였다. 예컨대,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는 4월 26

일 배방면 장재리 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아산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충청남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투쟁집회와 가두시위를 하였고, 6월 21일에

도 같은 장소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항의 방

문하였으며,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인 시위가 그리고 

8월 7일에는 아산역 사수 야간촛불시위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아산역투쟁위는 5월 26일

과 5월 31일 역명표결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와 주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시 허위 및 편향도면을 건교부에 제출 배포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둘째, 위원회 의결 시 아산시가 제안한 역명의 표결기회를 박탈하였다. 

셋째, 건교부가 청와대 허위보고 및 허위회의록을 작성하였다(아산시 배부자료).” 

8월에 들어와서 아산시는 8월 19일에는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천안역

의 부적합성을 알리는 여론형성을 시도하였고, 아산역 관련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아산역의 당위성을 홍보하였으며, 건설교통부의 ‘천안아산역’이라는 부당한 결정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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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원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발송하였는데,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상 경유역이 천안으로 되어 있고 지명도와 이용규모 면에서 천

안이 앞서기 때문에 ‘천안아산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역명은 행정구역의 명칭을 따라

야 하고 아산은 국토계획상 아산만 광역권의 대표지명이고 10년 후 아산신도시 조성

이 완료된 후의 인구도 감안해야 하고, 이용관광객과 수출규모에 있어서 아산시가 천

안시의 3배라는 논리를 제시하였다(아산시 내부자료).” 

또한 아산시는 이러한 건의문 외에 8월 24일에 국무총리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8월 26일 조정신청이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

렸다.

이러한 아산시연합의 적극적인 반대활동에 대응하여, 천안시연합도 적극성을 띠게 되

었다. 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임박한 2003년 2월에 천안시개발위원회는 장

재역의 반대와 ‘천안역’으로 확정하고 천안역이 안되면 ‘신천안역’도 괜찮다는 것을 건의

하였고, 또한 천안시의회도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하여 ‘신천안역’

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4월 3일 역명선정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 이후, 천

안시의회는 긴급회동을 갖고 4월 19일과 20일에 고속철도 ‘신천안역’ 확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여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천안시도 3월말과 4월초에 역사선정자문위원들

을 방문하여 맨투맨식 설득을 하였고, 4월 20일에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여

론형성을 하였으며, 그리고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부시장과 시의회의장단 및 시민사회

단체장은 건설교통부 장차관과 실무자들을 면담하여 ‘신천안역’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4월 23일 3차 회의에서 역사명칭이 ‘천안아산역’으로 의결되어 아산시의 반발이 계속 

되자, 2003년 6월에 천안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에 ‘천안아산역’명칭 

조속사용을 위한 건의문을 발송하였다. 동년 7월 7일 천안시의회와 천안개발위원회 등 

천안시민사회단체와 천안시민들은 천안시민회관에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명칭 시행촉

구를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설교통부장관과 충청남도지

사를 항의방문하였다. 

한편, 아산시의 반발에 건설교통부가 ‘천안아산역( )’병기 명칭을 제시하자, 천안시의

회는 이의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여기서 천안시민

은 ‘천안아산역’ 외에 그 어떤 괄호병기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아산시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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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천안시의회와 천안개발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서를 보내 괄호안 병기명칭인 ‘온양온천’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3) 정책중개자의 활동과 정책산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산시연합과 천안시연합이 자신들의 정책신념을 표출하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부고속철도정책결정기관인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조정을 하게 되었다. 

<표 9> 2차 정책중개자의 활동과 정책산출

정책중개자 정책산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충의역-> 건설교통부 재검토 요청

건설교통부: 고속철도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
자문위, 천안아산역 건의
건설교통부, 천안아산(온양온천) 확정

우선, 충청남도의 정책조정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양 시의 의견조정을 위해 한국고속

철도건설공단은 2001년 6월에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충의역’을 건의하지만, 

건설교통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이유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2002년 12월 23일에 상급광역지방정부

인 충청남도와 두 대립하는 기초지방정부인 천안시 및 아산시에 경부고속철도역 명칭선

정을 위한 재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2003년 1월에 이들 지방정

부가 제시한 정책대안을 보면, 충청남도는 ‘장재역’을, 그리고 아산시는 ‘현충역’과 ‘장재

역’ 및 ‘아산천안역’을, 천안시는 ‘신천안역’과 ‘천아산역’ ‘천안아산역’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였다.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천안경유지역의 역사명칭으로 검토되었던 역사명칭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건교부자료, 김운식, 2005: 74). 첫째, 장재역은 두 도시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지역명이다. 둘째, 현충역은 ‘충과 의’의 고장이라는 의미

로 이순신, 최익현, 이상재,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등 많은 충의열사를 배출한 지역임을 

뜻한다. 셋째, 천아산역은 현 지역명인 천안과 아산의 합성발음으로 역사명이 절충형으

로 부르기 쉽다. 넷째, 아산천안역과 천안아산역은 현 지역명인 천안과 아산의 한 글자

씩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특정 지역명으로 역명을 정함으로 인하여 각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될 경우 절충형으로 갈등해소 차원에서 새 지명을 조어한 사례이다. 

이처럼, 건설교통부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추천받은 역사명칭의 대안은 상호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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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2000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충청남도와 아산시 및 천안시와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관련 인사들이 참

여하는 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역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건설교

통부에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2월 27일 고속철도역사명칭에 대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신력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15명(지명관련학회와 학계추천위원 및 중앙지역위원회 등에서 6명, 관련 지방자치단

체 6명, 고속철도건설과 운영관계자 3명, 그리고 행정자치부 1명(후에 불참))으로 ‘경부

고속철도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조정활동을 하였

다. 

자문위원회 1차 회의는 2003년 3월 25일 건설교통부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위

원장으로 도수희(지명학회 추진위원)씨를 선정하여 운영규칙을 의결하였다. 핵심 의결내

용은 심의대상이 되는 고속철도역별로 역 명칭(안)을 위원이 제안하고, 제안된 역 명칭

(안)에 대표성･이용객 편의･지역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의하고, 역 명칭 건의안이 합의되

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투표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안을 역 명칭 건의안으로 

확정하고,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안이 없는 경우에는 득표순위의 제1순위와 제

2순위 후보안을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안을 후보안으로 확정 의결한다(건교부 내부자료). 

동년 4월 3일에 2차 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위원들의 역 명칭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

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두 도시의 자문위원들이 배부된 지도를 토대로 주변여건과 

상황을 전체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의 역사명칭대안이 논의되었다. 여기

서 제기된 정책대안은 아산시위원(아산역, 장재역, 현충역, 아산천안역), 천안시위원(신

천안역, 천안아산역), 충남도위원(장재역), 지명학회위원(천산역), 땅이름학회위원(천안

아산역, 충의역), 그리고 성신여대위원(온양역)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명

칭을 둘러싸고 갈등하여 온 아산시위원과 천안시위원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산시위원- 지도를 보면 평택-아산-천안 순으로 노선이 되어 있으며 아산으로 고속

철도가 들어온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하여 장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인

지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일안 조정을 위해 협의할 시간을 주기를 바란다. 고속

철도 이용객 중에서 관광객을 보면 아산이 훨씬 많다(온천 등). 역 명칭에 ‘천’이 앞 

글자로 들어가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천안시위원- 지도를 보면 고속철도가 천안을 목표로 건설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국가교통체계상 천안이 요충지이며 역 인근에 천안중심지가 형성된다. 이용객의 편의

를 중시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역 명안을 고려해야 하고 천안은 도시기반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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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충남의 2대 도시이며 경부고속철도 건설목적상으로도 신천안역으로 되어야 한다

(자문위 2차 회의).” 

동년 4월 23일 3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였는데, 세 번의 정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역 명칭의 정책대안으로 아산시와 천안시의 2개를 비롯한 총 8개가 거론되었

으나, 최종 결정하는 자리에서 8개가 올라오는 것은 말도 않된다는 지배적 의견에 정회

를 하였다. 두 번째에는 천안시가 주장하는 신천안역과 천안아산역에 아산시가 아산역 

대신에 주장하는 장재역과 현충역이 논의되었으나, 위원장이 현충역은 당초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정회를 하였다. 이때 아산시의원은 회의장 밖에 있던 아산시의회의원 

등에게 장재역이 관철되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자, 투표 시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준다면 

‘아산천안역’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마지막으로 제안된 정책대안은 천안시

의 ‘천안아산역’과 아산시의 ‘아산천안역’이라는 절충안에 대하여 아산시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강행하게 되었다(충남시사신문, 2003.4.26.). 

“아산시의원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합의가 결렬되자, 건설교통부는 천안시측 주장대

로 ‘천안아산역’과 ‘아산천안역’의 투표용지를 만들어 놓았으며, 마치 사전에 계획한 

것 같이 일사천리로 자문위원장과 건설교통부를 대변하는 자문위원들이 표결을 강행

하려 하자, 아산시 위원은 회의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하였다(아산시 내부

자료).”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14인 중 1인이 기권하고 13인이 투표한 결과는 천안아산역 

8표, 아산천안역 5표, 기권 1표로 나타나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

를 하였다.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명칭결정에 대해 아산시의 반발이 강렬해지자. 건설교

통부는 최종확정을 보류하고 ‘천안아산역( )’이라는 괄호병기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괄호병기안 명칭은 지역 및 인물 명칭이 아닌 지역을 상징하는 경우나 사적지 이름으로 

할 것이고, 아산시가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 반영하여 최종 명칭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천안아산역 괄호병기안에 대해 아산시는 지역인사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20세 이상 시민 19,0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주민

투표결과는 찬성 51.7%(9858명), 반대 41.2%(7847명), 무효 7.15%(1350명)로 수용을 결

정하고, 괄호병기안으로 온양온천이 54.2%, 아산신도시가 38.9%로 복수 추천하였다(충

남시사신문, 2004.4.26.). 이를 통보받은 건설교통부는 역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으로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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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명칭이 확정된 이후에도 아산시는 이에 반발하여 2003년 11월 25일 행정

소송 및 헌법소원과 동년 11월 27일에 건설교통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

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천안시는 온양온천이라는 병기역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라는 역 명칭은 결정하였지만, 아산시와 천안시의 잠재적

인 갈등은 지속하였다. 예컨대, 역 명칭이 결정된 후인 2003년 12월 16일에 천안시는 

아산시에 공문을 보내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장과 시의회의원 및 시민대표 

등의 공동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아산시와 시민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Ⅳ. 분석결과의 논의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사례를 분석

하였는데,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수는 정책하위체제의 구성과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외부환경변수에서 상대적인 

안정적 변수로는 경부고속철도역사가 만들어진 지역의 역사적인 행정구역 변동, 두 경

계지역의 공유재문제, 지역정체성을 통한 사회집단의 구성과 활동, 법적 구조로서 지방

자치법의 부활과 지역명칭갈등해결법으로 측량법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등을 들 수 있

고, 그리고 동적인 변수로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두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관선

에서 민선 지방정부의 구성 및 역 명칭과 관련된 파생된 정책갈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외부환경조건 하에서 갈등이 태동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1차와 2

차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범주인 아산시연합과 천안시연합의 구성과 

신념 및 영향력행사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테면, 갈등이 확산되면서 정책하위체제는 

이슈네트워크화 되어 두 옹호연합의 구성은 확대되고 정책신념도 다양화되고 영향력전

략은 보다 강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산시연합에서 주된 행위자는 아산시

의회와 시민단체연합으로 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연합을 통하여 정책신념을 변화시키

면서 권력수준의 정책건의와 더불어 대중수준의 진정서와 탄원서 및 물리적 시위 등의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천안시연합의 주된 행위자인 천안시의회

와 천안시민단체들은 연합보다는 개별적으로 정책신념을 반영시키는 권력수준과 대중

수준의 영향력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두 옹호연합들의 영향력행사에 대하여 이들을 조정하는 정책중개자의 활동이 

있었다. 갈등태동기인 1차 중개자로 두 지방정부의 상급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의 정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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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실패를 하였고, 두 행위자들 간의 갈등이 확산되자 2차 중개자로 실질적인 정책결

정권한을 가진 건설교통부는 임시적 자문기구인 ‘고속철도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정책대안으로 ‘천안아산역’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아산시의 반발이 

있자, 건설교통부는 수정된 정책대안으로 ‘천안아산역( )’이라는 괄호병기안을 제안하고 

아산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천안아산역(운영온천)’을 최종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해석하여 보면, 이론적 측면에서 옹호연합모형이 고속철도역 명칭

갈등의 정책결정과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실한 모형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과정과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데 문제와 해결책에 관련된 기술적 정보의 역할

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안아산역 명칭정책결정에서 대립하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옹호연합과 중앙정부기관이나 국회 등의 과업환경조직들 그리고 정책결정권

자인 건설교통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신념을 정당화하고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와 지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정책문제해결을 위하여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둘째, 정책변화를 설

명하기 위해서는 십년 이상의 시간흐름을 전제하는데,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사례는 관선 

지방행정시대인 1980년대 후반에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정책발의가 되어 당선이

후 경부고속철도계획이 수립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 지방자치의 부활로 민선 지방정

부시대가 열리면서 정책갈등이 확산되는 과정에 문제해결이 시도되어 2003년 말에 정책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외부환경조건이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한 시간흐름 속에서 천안아산역 명칭을 둘러싼 상대적인 안정적 변수와 

동적 변수와 같은 외부환경변수가 변화되었고, 이들은 정책하위체제 행위자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분석단위는 정

책하위체제이고 여기서 공공정책이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안아산역 명칭

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옹호연합이 구성되어 자신들의 정책신념을 공

공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영향력활동이 있었다. 두 지방정부 간의 정책갈등

이 커지자, 정책중개자이면서 정책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는 두 시의 상급지방정부인 충

청남도에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실패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산출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신념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옹호연합모형이 가정하는 외부환경조건과 

정책하위체제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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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갈등진행단계별 고속철도역 명칭 정책결정분석결과

정책결정
분석변수

1차 정책결정 2차 정책결정

외부환경변수

상대적
안정변수 

･ 행정구역변경 ･ 공유재문제(긍정적 외부효과)
･ 지역정체성과 사회집단 구성
･ 지방자치법, 측량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적 변수
･ 두 도시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도시성장)
･ 관선-> 민선 지방정부 구성 
･ 파생된 정책갈등

정책하위체제

옹호연합
아산시연합 

･ 구성
 -아산군의회, 아산군번영회, 경부

고속철도아산역세권추진위, 아산
역명명추진위 

･ 구성
 -기존 + 아산시집행부, 아산역사수투쟁

위, 아산시민 

･ 신념
 -아산역

･ 신념
 -아산역, 장재역, 현충역, 아산천안역

･ 영향력전략
 -권력수준(정책건의)
 -대중수준(성명서,서명운동,시민궐

기대회)

･ 영향력전략
 -권력수준(정책건의,방문면담,행정소

송,주민감사청구) 
 -대중수준(진정서,탄원서,물리적시위:

투쟁집회,가두시위,1인시위,야간촛불
시위),홍보전단,여론조사 

천안시연합

･ 구성
 -천안시의회, 천안전통문화연구회, 

천안시개발위, 아산시 배방면 천안
시편입추진위, 아산시 배방면 일부 
주민

･ 구성
 -기존 + 천안시집행부, 천안시민 

･ 신념
 -천안역

･ 신념
 -천안역, 신천안역, 천아산역, 천안아산역

･ 영향력전략
 -권력수준(정책건의)
 -대중수준(진정서,성명서)

･ 영향력전략
 -권력수준(정책건의,방문면담)
 -대중수준(결의문,서명운동,시민궐기대

회,여론조사)

정책중개자 ･ 충청남도(지명위원회)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건교부(고속철도역사명칭자문위원회)

정책산출 ･ 장재역 건의- 반대, 재검토
･ 충의역 건의 –재검토 
･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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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관치행정시대에서 자치행정시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속철도역사명칭을 

둘러싸고 발생한 지역 간 갈등현상을 옹호연합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옹호연

합모형이 공공정책갈등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모형으로 적실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입증된 옹호연합모형은 서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천안아산역 갈등사

례연구(최용규･오정석, 2004; 권경득 외, 2004; 김운식, 2005: 박종찬･정철주, 2008)에서 

제시한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변수들을 체계적인 모형에 결합시켜 정책결정과정을 분

석할 수 있게 하는 유용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명칭갈등의 원인으로 환경적 요인(상

황인식, 이해당사자간 또는 중재기구에 대한 신뢰, 원인과 쟁점 파악), 정치적 요인(지방

분권, 지역이기주의), 경제적 요인(외부효과, 보상, 비용분담), 제도적 요인(규정과 절차- 

중재기구, 토론, 정부 간 역할과 기능분담), 행위자특성요인(이해당사자의 대표성, 이견

해소노력), 행태적 요인(조직화수준, 전략, 신뢰, 이해관계)을, 그리고 이것의 해소방안으

로 공공시설명칭결정의 기준제정,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상, 지방정부간 갈등의 인식전

환, 주민참여, 제3자의 조정과 중재 등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은 옹호연합모형의 외부환경변수와 정책하위체제의 구성변수들에 혼합되어 있

는 상태인데, 이들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게 해주는 

모형이 옹호연합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옹호연합모형은 대립하는 옹호

연합들이 정책결정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분석하지만,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은 

분석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아산시와 천안시는 고속철도역 명칭결정과정에서 

건설교통부 등 과업환경을 대상으로 각자의 신념을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고, 상

호 간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대립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나 협력거버넌스 등과 같은 네트워크거버넌스의 결합이 필요하

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되는 실무적 함의는 정책결정자가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발생하는 정책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본 연구가 시도한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천안아산역 명칭갈등분석은 서론에서 제

시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수수께끼(puzzles)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려는 것이고 실

질적인 정책과정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Jenkins-Smith et al, 2018: 

159). 관치행정시대에서 민선 지방정부시대로 이동하면서, 본 연구사례와 같은 국책사업

을 둘러싼 갈등은 사악한 문제로 나타나므로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 통치방법이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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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즉 계층제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천안아산역 명칭갈등정책

결정에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제가 여러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이슈네트

워크로 구성되어 정책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유사한 경부고

속철도역으로 울산역 유치과정에 대한 김도희(2004; 174-184)의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사업은 1990년 6월 15일 건교부가 경부고속철도노선을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경유하는 것으로 발표한 이후, 울산시의 여러 조직들

이 울산시민의 열망인 울산역이 빠져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갈등태동은 울산역이라는 핌피시설이 갖는 긍정적 외부효과 때문이다. 1995년 

9월 27일 울산시를 비롯한 시의회,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경부고속철도 

울산통과노선 사수 및 울산역 유치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2003년 8월까지 8년간 정책건의, 기자회견, 학술세미나, 공청회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일관되게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2003년 3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경부고속철도 경주-부산 구간의 재검토를 지시하여 문제해결의 전환이 있었

고, 마침내 동년 11월 14일 울산역, 오송역, 김천역의 추가설치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강화되는 시대에 

님비시설이나 핌피시설 모두에서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중앙정부주도의 밀

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울산시가 중앙정부를 상

대로 하는 영향력활동을 분석하고 있지만, 갈등의 상대편인 경주시의 신념이나 활동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어 있다. 반면에, 천안아산역 정책결정연구는 역 명칭갈등이 발생한 

외부환경조건과 대립하는 두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 및 활동 그리고 정책중개자의 행

동을 분석하여 정책결정의 정치현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세월이 흐른 사례를 연구하게 되어 주로 문헌자료에 

의존하고,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면접을 하지 못한 자료수집의 문제가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을 기준으로 다른 유사한 사례, 예컨대, 울산역 유치사례

나 공항이나 항만 갈등사례 등과의 비교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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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Policy Subsystem Policy Making in a Regional Conflict 
Environment: The Case of the Cheonan-Asan Station on 

the High-Speed Railway

Bong-Jun Bae (Old Name: Eong-Hwan Bae)

This study analyzes a case of local designation conflict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Various changes to ex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appeared in the time 

stream moving from the government-appointed local administrative era to the elected local 

autonomy era, including stable variables such as change of local area, the common-pool 

problem, local identity expression, revival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law for survey and 

the high-speed rail road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dynamic variables such as change 

of social economic conditions, composition of the elected local government, and derived 

policy conflicts. These external variables influenced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policy 

subsystems in the course of the conflict’s rise and spread. The policy subsystem consisted of 

an issue network. The conflicting advocacy coalitions engaged in various influence activities 

based on their policy belief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s a policy broker and policy 

maker, made the modified policy output through policy coordination to mediate these 

conflicts. 

Therefo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policy subsystem assumed by the ACF is demonstra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policy 

cas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CF is an appropriate policy process theory 

and that new governance methods need to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limits of hierarchical 

governance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Keywords: Theory of the Policy Proces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Conflict Policy 

Analysis, Issue Network, the Limit of Hierarchy 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