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논총(제48권1호)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 선정에 관한 연구

1) 김 동 욱*

 

<目     次>

Ⅰ. 머리말

Ⅱ. 정부의 기능과 조직

Ⅲ. 선진국의 정부청사 구역

Ⅳ.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의 문제점

Ⅴ. 바람직한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

Ⅵ. 맺음말

<요     약>

이 논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의 효율성 관점에서 현재의 문

제점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정부기관의 공간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

행정기관들이 서울-과천-대전으로 분산 배치된 현재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한 시간과 재정적 비용이 높은 편인데, 행정중심도시로 다수의 중앙행정기

관이 이전할 경우에는 그 시간과 비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의 정부

청사 구역(government mall) 개념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내각

이 근접하는 청사구역 대안을 검토하였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장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광화문 중심의 정부청

사 구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내와 과천청사 등 수

도권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서울시 광화문 정

부청사 구역에 25개 기관을, 기타 서울시 지역에 9개 기관을, 정부과천청사에 

현재 정부대전청사 소재 8개 청을 배치하고, 해양경찰청과 농촌진흥청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두는 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부입지, 정부청사 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Ⅰ. 머리말

2009년 9월 3일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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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비효율” 발언 이후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논

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1) 2009년 11월 16일 출범한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기존 행정중심도시 건설 계획에 따른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새 도시의 자급기능을 쟁점으로 하여 행정중심도시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

을 하였다. 그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1월 11일 정부는 <표 1>에서와 같

이 도시의 기본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

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표 1> 행정중심도시 원안과 수정안의 비교 

항목 원안 수정안

도시 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주요 기능 행정기능(+복합기능) 산업 대학 연구 기능

자족기능 용지 6.7%(486만㎡) 20.7%(1,508만㎡)

도시조성 시기

광역교통

도시교통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17년 이후 완성

2030년까지 단계적 완성

2020년까지 집중 개발

2015년까지 완성

2015년까지 완성

투자유치 국무총리실 9부 2처 2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사 등

확정된 정부와 민

간 투자규모
재정 8.5조원

재정 8.5조원, 과학벨트 3.5조원 + 민

간기업 4.5조원

고용인구 총고용 8.4만 명 총고용 24.6만 명

유치대상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 전부 신규사업

  

출처: 국무총리실,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보도자료(2010. 1. 11) 발췌 요약.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개정 여부를 놓고 수정

안을 지지하는 정부와 여당 다수와 원안을 지지하는 여당 소수와 야당 간 치열

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인데, 논쟁이 증거와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감성과 정파적 이익에 근거하여 비논리적으로 이

루어질까 우려된다. 논쟁에서 행정중심도시(원안)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수정

안)의 핵심적 차이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느냐 

여부이다. 그 동안 신행정수도와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관한 사회적 논의과정에

서 정부 청사의 공간배치･건설･관리운영, 공무원의 근무 공간 등에 관한 행정학

적 논리와 주장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는데,2) 이 글에서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1) 원안은 2005년 10월 5일 발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행정자치부 고시에 담긴 

행정기관 중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국무총리실･9부･2처･2청 등 중앙

행정기관을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것이고 수정안은 2010년 1월 11일 발표된 정부

의 세종시 발전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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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간적 위치의 합리성과 정부청사 이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부 기능과 조직 설계 원리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선진 외국의 정부 청사의 공간적 위치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청사 공간 위치의 문제를 정리하고, 차기 정부를 위한 바람직한 중

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부의 기능과 조직

1.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세계화와 세계경제구조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중앙정부는 기존 방대한 기능과 조직을 재조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

부 출범 직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능과 조

직을 지향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복잡한 정책수요에 신속하고도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의 벽을 허물고 정부 조직의 크기를 줄여 중앙정

부가 마치 단일 정부(single government)와 같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의 근간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기능

과 조직 개편’에서 선진 5개국의 내각 정부조직을 참조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

원회의 대통령실･국무총리실･13부 안은 미국 15부, 영국 18부, 일본 1부･11성･1
위원회, 프랑스 15부, 독일 14부를 등 선진국 정부조직을 벤치마킹하면서 글로

벌 기준에 맞는 조직 개편안임을 확인하고 있다(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15-19).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한 경제성장기의 정

부조직 원리와 민주화 시대의 다기화된 정부조직 원리가 혼재된 정부조직 체계

를 과감히 선진형 체계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2. 글로벌 정책 기능 확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본, 기술, 노동력, 교육, 소비 등 경제･사회･문화 전방

위 활동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국제기구와 국가 간 협력의 역할이 급

증하고 있다. 국제적 통상, 자국민보호, 출입국, 항공해운, 국제범죄예방 및 수사

2)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지방자치 전공자의 일부가 지방분권과 함께 수도권에서 비수도

권으로의 권력분산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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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등 전통적 국제 업무 외에 교통, 교육, 관광, 방역, 검역, 환경오염방지 등

의 새로운 분야의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주

요 국가들의 재정금융 정책의 공조가 매우 긴요하였고, 우리의 외환부족 우려 

상황에서 미국･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왑 체결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G20의 주요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국제적 정책 공조를 이루는데 일조하

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가 성공

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멕시코･미국에

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방역업무의 

WHO 지침 준수, 국제적 공조는 기본규범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등장 이후 지역 단위의 정책기능에서 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 정책(local policy)은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내정책(domestic policy) 사업도 일정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추

진하여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급증

한 글로벌 정책(global policy) 기능을 확대하여 이전에 비해 국내 정책수요자 못

지않게 국외 정책수요자도 비중 있게 고려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국제협력과 글로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도 선진형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선진국 모형을 벤치마킹

한 조직개편으로 정부 전체의 기능과 조직설계는 비교적 선진형 모습을 갖추었

으나, 조직 내에서의 글로벌 정책 관점에서의 개편은 미진한 편이다. 외교통상

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법
무부, 노동부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글로벌 정책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정책 기능을 강화할 경우 현재보

다 국외 공간을 늘이고 국외 근무 공무원 정원도 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정

책 기능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3. 정부기능의 분류

중앙행정기관을 정책흐름의 관점에서 정책기획 기관과 정책집행 기관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법률의 제･개정,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획업무는 비구조적이

고 국회, 정당,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참여 속에서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집행

업무는 기획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화되어 반복적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위원회･실)의 본부는 기획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앙행정기관청인 청,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집행업무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책기획업무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의 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자주 개최하게 되며, 정책집행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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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서류상으로 처리하거나 전자적으로(원격

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물론 집행업무도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갈등을 수반

할 경우 다시 비구조화된 업무 성격을 띠면서 정책수정과 보완을 위한 기획업

무로 전환될 수도 있다. 
기관장의 국회 인사청문 여부에 따라 청문대상과 대상 아닌 기관으로도 분류

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과 인사청

문회법에 따른 임명에 국회의견을 구하는 국무위원(15부 + 특임장관), 국가정보

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있다.3)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업무의 중요성과 권력적 속성을 감안하여 청문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대통령의 비서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장은 비서의 특성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여 제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기능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최고의사결정, 총괄지원통제, 국가질

서유지, 교육문화복지, 경제산업공간 등 5대 기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김동욱, 
2008: 47). 국가 최고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을 지원하는 총괄지원통제와 국가질서 

유지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기능으로 간주되어 최고의

사결정자와 가까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4)  

4. 공간위치 검토 대상 중앙행정기관

현재 넓은 의미의 50개 중앙행정기관5) 중 5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2011년 

이전에 활동을 종료하고 폐지될 예정이어서 2013년 2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에

서의 정부청사 논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27개 기관이 수도인 서울특별시

에, 7개 기관이 경기도 과천시에, 1개 기관이 인천광역시에, 1개 기관이 경기도 

수원시에, 1개 기관이 충청남도 연기군에, 8개 기관이 대전광역시에 주소재지

3)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외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이

며, 국회 의견을 구하는 대상은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외에 합참의장이 있다. 국회 선출직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는 인사청문회법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4)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도시로의 이전계획에서 이전 제외 대상인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 중에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5개 부

가 총괄지원통제와 국가질서유지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나머

지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배치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

다고 볼 수 있다.

5) 좁은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에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2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특임

장관실 등 3실, 15부, 2처, 18청과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등 4위
원회 등 총 44개 기관이 포함되며, 넓은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에는 여기에 5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무소속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추가하여 50개 기관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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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본부 기준)를 두고 있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36개 기관이 수도권(서울

시･인천시･경기도)에 위치하고 9개 기관이 대전･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특

별시에는 27개 중앙행정기관 외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등 헌법기관도 소재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으

나 이전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정부기관 소재지 변경 

논의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구와 

대통령,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 등 노무현 정부의 이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현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존치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다른 조직 구조를 가질 개연성이 있으나 어떤 정부기

관이 어떻게 바뀔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논의의 편의상 2010년 3월말 

기준 정부조직에서의 중앙행정기관들이 2014년 말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전

제로 소재지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다. 과거사 관련 5개 위원회를 제외한 2원･15
부･2처･18청･5위원회･3실 총 45개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검토하게 된다.6) 이 

논문에서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위치를 주소재지(기관 본부) 기준으로 검토한

다.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의 다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이 예

정되어 있는데, 정책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 기능을 지원하거나 대

신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위치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Ⅲ. 선진국의 정부청사 구역

1. 참조 국가 선정

이명박 정부 조직과 기능 개편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다는 취지가 강하였다. OECD 가입국 30개 국가7)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4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

인, 영국, 미국 등 7개국이다. 7개 국가 중에서 스페인은 프랑코 총통이 장기 집

권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하여 민주 행정의 경험이 일천하고 이탈리아는 상

6) 중앙행정기관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는 소속기관의 경우 이전 여부를 소속 중앙행정

기관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7) OECD 회원국은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등 30개 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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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연정의 잦은 교체로 인해 국정혼란을 경험하였기에 선진 정부로 보기 어

렵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다양한 국가의 정부조직과 기능배분 현황을 

참고로 검토하였으나 전체 내각조직을 참조한 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이다. 이 논문에서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참조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여 5개국 정부의 내각기관의 공간적 위치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일본

일본의 중앙정부기관들은 수도 도쿄의 가스미가세키 지구에 반경 1㎞ 내로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국회(중의원, 참의원), 총리관저, 내각부, 총무성, 재
무성, 법무성, 방위성 등 대부분의 내각기관 청사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1990년 12월에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을 결의하고 1991년 특

별위원회를 만들어 1999년에는 후보지를 3곳으로 확정하였으나, 2003년 5월 최

종결정을 유보하고 위원회를 해산하였다. 수도이전 논의가 막을 내린 이유는 막

대한 이전비용, 부동산 버블의 붕괴, 국민의 부정적 여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얻

는데 실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8) 메이지대학 이치카와 히로오 교수는 도

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이전을 논의 했으나 수도 기능을 도쿄에서 다

른 곳으로 이전해도 균형적인 발전이 어렵고 도쿄권의 경쟁력 확보가 글로벌 

대도시권 경쟁에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이전 추진을 포기했다고 한

다.9)

3. 미국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은 백악관(White House, 대통령실)과 의회 건물을 중심

으로 반경 3㎞ 내로 집중적으로 위치하며 거의 대부분의 연방정부 청사는 수도 

워싱턴 DC에 소재한다. 대통령실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내각기

관, 의회(하원, 상원), 대법원 모두 The National Mall과 Pennsylvania Avenue에 위

치하고 있다. 

8) 형기주,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몇 가지 논리, 최상철 편, ｢지금 왜 수도 이전인가!｣, 화
산문화, 2004, pp. 98-99

9) 경기개발연구원 후원 공공기관이전과 국가균형발전 국제세미나.(뉴시스, 2007년 6월 9
일 인터넷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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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영국의 중앙정부 기관은 수도 런던 시내 중심 템즈강 북쪽 강변 주변지역에 

의회와 행정부 기관이 반경 1㎞ 내로 집중되어 있다. 총리관저 다우닝가 10번지

를 중심으로 재무부, 기업혁신기술부, 문화매체체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몰려 

있다. 

5. 프랑스

프랑스는 수도 파리에 의회(하원, 상원), 법원, 대통령실, 총리실, 행정 각부가 

위치하는데, 파리시 서쪽 중심의 제8구역(센강 북쪽)과 제7구역(센강 남쪽)에 반

경 3㎞ 내로 대통령실 등 다수의 내각 기관이 집중하여 위치하고 있다.  

6. 독일

독일은 통일 이후 서독 수도 본에서 분단 전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

전하기로 한 후 다수의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베를린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의회, 대법원과 다수 내각 정부기관이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다. 베를린 시내 가

운데를 동서로 흐르는 슈프레강 좌우로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남북축으로 대부

분의 연방정부가 반경 3㎞ 내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본 시내 소재 6개 연방

정부 기관들은 반경 4㎞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89년 통일 이후 1990년 수도를 베를린으로 결정하였고, 1991년 베를린-본

법 제정하여 의회와 정부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1994년 베를린-본
법을 시행하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노동사회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교통건축도시부 등 10개 기관은 이전하고, 
국방부, 보건부,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환경자연보존원자력안전부, 교육연구부, 
경제협력개발부 등 6개 기관은 본에 잔류하기로 하였다. 의회가 베를린으로의 

천도를 결의했지만 본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관리와 학자･중산층･기업인 등이 

수도 이전을 강하게 반대했기 6부가 본에 남는 절충안을 채택하였다. 수도를 이

전하면서 정부분할(division of government)을 결정한 것은 당시 본 시 지역에 연

방정부기관을 제외하고는 고용과 소득 원천 기관이 거의 없었기에 본 지역주민

의 일정 소득과 고용 유지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본 소재 6개 내각기관은 베를린에 제2청사를 두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제2청

사 공간이 제1청사 공간보다 더 크며, 장관과 부의 수뇌부가 실질적으로 베를린

에 더 많이 상주하고 있다. 베를린과 본간의 거리가 597.16㎞로 자동차로 약 5
시간 31분(GlobeFeed.com의 거리계산기 기준) 소요되어 공무원들은 주로 비행기

(2시간 30분 소요)를 이용한다. 공무원과 서류 이동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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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사의 분리로 인하여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기준 독일 연방공무원의 베를린-본 출장회수는 

66,000회, 출장경비는 약 8.8백만유로(약 140억원 1유로=1,600원 적용)가 소요되

었으며, 본 소재 6개 부의 장관은 한 달에 1-2일 정도만 본 소재 청사에서 근무

하므로 장관의 부의 장악력이 베를린 소재 부의 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

다는 평가이며, 연방의회와 정부 간 의사소통과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다.10)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독일이 본과 베를린에 행정기능을 분산 배치한 것

은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10년 이내에 본 소재 정부청사를 베를린으로 옮길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11) 참고로 독일연방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없고 헌법재판소

는 칼스루헤에 위치하고 있다. 

7. 소결

선진국은 의회, 대통령(또는 총리), 내각기관의 대다수가 하나의 정부청사 구

역(government mall 또는 government quarter; 部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관청 거

리나 구역)에 모여 있고, 분산되어 있는 내각기관들도 정부청사 구역 중심기준

으로 최대 5㎞ 이내 거리의 수도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Ⅳ.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의 문제점

1.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협의와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

서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조직은 대통령실과 국회와 물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이 

위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배

치는 이 논문에서 참조한 선진국과 달리 대단히 분산되어 있고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청와대)은 광화문 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국회는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실과 국회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지나치

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 현재 검토대상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개 기관이 광화문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9개 기관이 여의도동, 용산, 서초동, 내곡동, 
녹번동, 신대방동에 분산되어 있다. 7개 내각(국무위원) 기관이 정부과천청사에 

10)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분석”, 2009. 
p.36.

11) 국무총리실, 정운찬 국무총리, 슈뢰더 전 독일총리 면담 보도자료, 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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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수원시에 해양경찰청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대전청사에 8개 청이 위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충남 연

기군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 27개 기관이, 경기･인천에 9개 기관

이, 대전･충남에 9개 기관이 주소재지(기관 본부 기준)를 두고 있다. 

<표 2>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적 위치

지역 중앙행정기관

서울-광화문(18)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특임장관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외교통상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기타(9)

국가정보원(내곡동), 공정거래위원회(반포동), 금융위원회(여의도동), 국가보훈

처(여의도동), 국방부(용산), 검찰청(서초동), 방위사업청(용산), 식품의약품안

전청(녹번동), 기상청(신대방동)

과천시(7)
기획재정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

부

인천(1) 해양경찰청(연수구)

수원시(1) 농촌진흥청

대전청사(8)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충남 연기군(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정부중앙청사(광화문), 정부과천청사

(과천시), 정부대전청사(서구 둔산동)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 보면 <표 3>에
서 보듯 정부중앙청사 ↔ 정부과천청사(23.81㎞, 37분), 정부중앙청사 ↔ 정부대

전청사(160.94㎞, 2시간 12분), 정부과천청사 ↔ 정부대전청사(153.16㎞, 1시간 59
분)로 기관간 거리가 매우 멀다. 여의도동에 소재한 국회에서 정부중앙청사까지 

8.67㎞(17분), 정부과천청사까지 22.65㎞(35분), 정부대전청사까지 163.55㎞(2시간 

8분)로 거리가 추정된다. 세종로 대통령실(청와대)에서 정부중앙청사까지 1.33㎞
(3분), 정부과천청사까지 24.38㎞(40분), 정부대전청사까지 162.19㎞(2시간 15분)
로 거리가 추정된다.12) 선진국의 대통령(국무총리), 의회, 내각 정부기관 간의 

거리가 거의 3.8㎞ 이내 자동차로 1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실과 정

부중앙청사의 거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실과 국회와 통합 정부청사와의 거리는 

지나치게 멀다고 볼 수 있다. 

12) 이 논문에서의 국내 구간 거리와 주행 예상소요 시간은 네이버(www.naver.com) 지도 

빠른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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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앙행정기관 간 거리

구 분 청와대 중앙청사 국회 과천청사 행정중심도시 대전청사

중앙청사
1.33km

3분
-

국회
9.88km

19분

8.67㎞

17분
-

과천청사
24.38km

40분

23.81㎞

37분

22.65㎞

35분
-

행정중심도시
150.12㎞

2시간 3분

148.85㎞

1시간 57분

152.07㎞

1시간 53분

138.63㎞

1시간 45분
-

대전청사
162.19㎞

2시간 15분

160.94㎞

2시간 12분

163.56㎞

2시간 8분

153.16㎞

1시간 59분

29.93㎞

51분
-

인천공항
59.17㎞

1시간 1분

57.70㎞

56분

51.52㎞

42분

71.44㎞

1시간 2분

191.75㎞

2시간 22분

206.99㎞

2시간 39분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정부과천청사에 소

재한 기관의 장･차관들은 거의 하루 반나절을 집무실 밖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보내고 집무실로 이동하는데 하루 평균 1시간 20분을 소비하고 있다.13) 대통령실

과 국회까지의 거리는 정부과천청사에서도 멀지만 특히 정부대전청사에 소재한 

청장의 경우 사실상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멀다고 볼 수 있다. 인
천, 수원, 대전, 충남 지역 소재 기관들의 청장과 고위직 간부들은 광화문과 여의

도로 이동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대전청사의 기관장의 경우 

서울과 과천에서의 회의에 참석하는 날의 경우 집무실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태

반이다.14) 서울시외 지역에 소재한 정부기관의 경우 서울에 별도의 기관장 사무

실을 두고도 있다.15)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은 국회 출장이 매우 잦은 편이다. 

13) 과천 소재 A부처 장관의 경우 2009년 상반기 근무 119일을 분석한 결과 총 25주 중 

12주는 국회, 청와대 업무로 1주일 중 3일 이상을 서울로 출장하였다(한국행정연구

원･한국행정학회 전게 자료 p. 13).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년 8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590시간 중 과천에서 340시간(56.7%), 서울 등 수도권에서 216시간

(36.6%), 기타 지역에서 34시간(5.8%) 머물렀는데, 이 기간 동안 과천에서만 하루 종

일 머문 날은 8월에는 5일 9월에는 2일 10월에는 3일에 불과했다(동아일보 2009년 

10월 31자 보도내용). 

14) 대전 소재 B 청장은 국회, 차관회의 등으로 주 3일 이상 서울, 과천으로 출장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전게 자료 p. 13).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
일까지 순수 근무일 257일 중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서울방문에 181일, 고정식 특허

청장은 132일, 하영제 전 산림청장과･정광수 현 산림청장은 합쳐서 119일을 사용하였

다(서울신문 2009년 10월 13일 보도내용).

15) 기획재정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노동부,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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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같이 국토해양부의 연간 관련기관 출장(5급 이상)은 7,397회(국회 5,345
회, 청와대 429회, 총리실 417회, 관계부처 1,206회)로 국회출장이 72.26%를 차지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경우 총7,164회(국회 4,645회, 청와대 232회, 총리실 156
회, 관계부처 2,131회)로서 국회 출장이 64.84%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연간 관련기관 출장 현황
(단위: %, 횟수)

구 분 전체비율(%) 계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전문계약

국토해양부

계 100.00 7,397 1,297 759 2,285 3,056 -

국회 72.26 5,345 929 580 1,697 2,139 -

관계부처 16.30 1,206 101 79 358 668 -

청와대 5.80 429 168 59 124 78 -

총리실 5.64 417 99 41 106 171 -

기획재정부

계 100.00 7,164 482 459 2,033 3,682 508

국회 64.84 4,645 365 341 1,413 2,191 335

관계부처 29.74 2,131 57 81 495 1,345 153

청와대 3.24 232 48 27 103 48 6

총리실 2.18 156 12 10 22 98 14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2009: 10-11)

장관과 청장들이 근무지로부터 대통령실이나 국회로의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

해서는 이동빈도를 줄이거나 이동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 장차관은 국

무회의 차관회의 참석으로 매주 최소 한번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정부업무가 

점점 다부처적 성격이 띠게 되고 따라서 협의조정 회의가 빈번해 질 수밖에 없

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중 상설화되어 행정기관 기관장들의 국회 출석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동 빈도를 줄이기는 어렵다. 대신 행정기관간 

거리를 좁혀야 하는데, 특히 협의조정 수요가 많은 내각기관이 대통령실과 국회

에서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동거리와 시간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

다.

업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은 서울시 소재 소속기관 또는 산하 공공기관의 공간

을 기관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9년 10월 22일 보

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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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현 위치(2010년 3월) 이전 위치(2014년말)

대통령실 서울(세종로) 서울(세종로)

국무총리실 서울(중앙청사) 행정중심도시

감사원 서울(삼청동) 서울(삼청동)

국가정보원 서울(내곡동) 서울(내곡동)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무교동길) 서울(무교동길)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광화문) 서울(광화문)(?)

특임장관실 서울(광화문) 서울(광화문)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반포동) 행정중심도시

금융위원회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서대문구 의주로) 서울(서대문구 의주로)(?)

법제처 서울(중앙청사) 행정중심도시

국가보훈처 서울(여의도동) 행정중심도시

기획재정부 과천청사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중앙청사) 행정중심도시

외교통상부 서울(중앙청사) 서울(중앙청사)

통일부 서울(중앙청사) 서울(중앙청사)

법무부 과천청사 서울(중앙청사)(?)

국방부 서울(용산구) 서울(용산구)

행정안전부 서울(중앙청사) 서울(중앙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광화문) 행정중심도시

2. 노무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정부기관의 위치 논의의 시발점이 된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중

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에는 광화문 지역과 과천 지역에 소재한 국무총리실(당
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

도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정부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

(2005. 10. 5)는 12부･4처･2청･6위원회･2실 등 26개 중앙행정기관과 23개 소속기

관을 포함하여 총 49개 기관과 10,374명(2005년 3월말 정원 기준)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표 5>에서와 같이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
정자치부, 2005).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에는 이전 여부가 새롭게 행정안전부의 고시에 담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2005년 이전계획고시를 따른다면 현 정부조직 기준으로 국무총리실, 9부, 2처, 2
청, 1위원회가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게 된다고 간주한다. 

<표 5> 중앙행정기관 현소재지와 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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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과천청사 행정중심도시

지식경제부 과천청사 행정중심도시

보건복지부 서울(계동) 행정중심도시

환경부 과천청사 행정중심도시

노동부 과천청사 행정중심도시

여성가족부 서울(청계천로) 서울(청계천로)

국토해양부 과천청사 행정중심도시

국세청 서울(종로구) 행정중심도시

소방방재청 서울(중앙청사) 행정중심도시

검찰청 서울(서초동) 서울(서초동)

방위사업청 서울(용산구) 서울(용산구)

경찰청 서울(서대문구 의주로) 서울(서대문군 의주로)

농촌진흥청 경기 수원시 전북 혁신도시(완주)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녹번동) 충북 청원군 오송

기상청 서울(신대방동) 서울(신대방동)

해양경찰청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도시 행정중심도시

정부대전청사 소재 8개 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존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출처: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도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근

거하되 조직개편 기관에 대하여는 저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함.

노무현 정부의 행정기관 이전계획이 예정대로 2014년 말에 완료된다면,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서울특별시 소재 27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행정중심도시로, 1
개 기관이 충북 청원군 오송으로 이전하고, 과천 소재 6개 기관은 행정중심도시

로 이전하고(법무부는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함), 수원시 소재 1개 

기관이 전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16) 중앙행정기관 분포는 수도권 36개에서 

19개로, 충청권 9개에서 25개, 호남권 1개로 변경된다. 가히 행정기관 분포의 중

심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하면서 정부분할(division of government)로 부

를 수 있게 된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이전계획이 완성이 되면 내각기관은 광화

16)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제2항에서 비이전 대상으로 규정된 외교통상부, 통일

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6개 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법무부는 현행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중앙청사로 이전될 개연성이 크다. 이전 기관과 

이전 제외 기관이 통합된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 여부를 새로운 변경고시가 나오기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 논문에서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일부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존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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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역(대통령실, 6부, 특임장관실)과 행정중심도시(국무총리실과 9부)에 소재

하게 되며, 국무회의 구성원 18인 중 8인이 서울시에 10인이 행정중심도시에 상

주하게 된다.  
<표 3>에서 보듯 행정중심도시(중앙행정타운에 근접한 폐교된 연양초등학교 

기준)에서 거리와 자동차주행 시간은 청와대까지 150.12㎞, 2시간 3분, 정부중앙

청사까지 148.85㎞ 1시간 57분, 국회까지 152.07㎞ 1시간 53분이다. 행정중심도

시에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정부과천청사에 비하면 거리는 약 130㎞ 주행시간은 

약 1시간 20분 늘어난다. 선진국의 정부청사 구역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 청사 

배치에 비해서도 매우 먼 거리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기관 분포에 비해 정부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해 출장과 이동에 따른 지출과 시간낭비에 따른 비효율

이  증가하고 기관 간 업무협조 수준도 약화될 것이다. 행정중심도시 소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과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으로 부처장악과 업무파악이 어려워져 정책의 적시성도 약

화될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공무원 출장비용과 

서울사무소 설치비용을 2009년 기준 약 317억원으로 추정하였다.(한국행정연구

원･한국행정학회 2009: 18)  

Ⅴ. 바람직한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

1. 공간배치의 원칙

현 헌법에서 국민의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은 국회와 대통령이다. 중앙행정

기관은 국회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국정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국회･대통령으로부터 지나치

게 멀리 떨어져 위치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국회와 대통령이 주 소재지가 위치하는 도

시가 수도인데 중앙행정기관도 국회와 대통령에 근접 거리에 위치하므로 일반

적으로 중앙행정기관도 수도에 위치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수도 서울에 국회와 

대통령이 소재하지만 중앙행정기관들이 서울 지역 외에도 과천시와 대전광역시 

등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경우에는 국회, 대

통령실, 국무총리실, 부처들이 밀집한 선진국형 정부청사 구역을 구현할 수 있

다. 그러나 신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은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남북통일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국가대사인 것으로 보며, 당분간은 서울시가 수도라는 헌

법적 규범 하에서 행정기관의 위치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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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기 동안 재배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공간배치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한다.  
첫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이를 보좌하는 대

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기관(15부와 특임장관실)은 상호 근접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이 

빈번해지므로 내각기관들은 국회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국정 최고의사결정의 효

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17)

둘째, 대통령, 국무총리, 내각기관은 국제 업무기능이 상당할 것이므로 현재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행정기관까지 차량으로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면 한국을 오고

가는 외국인과 한국 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이다. 
셋째, 청사 주변에 일정 공공 공간을 확보하여 국가행정 기능의 안전성을 확

보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청사 건물과 함께 일정 경계 구역도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최근 개헌 논의에서의 국회의 위상과 행정부 구성의 변화 대안도 참조

하여야 한다.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이원정부제와 정･부통령제 대

안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 또는 의회의 권한

을 강화하는 것이다(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이원정부제 하에서 국무총

리와 내각이 현재의 대통령의 권한을 분점하므로 현재의 내각(국무회의)에 비해 

훨씬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내각회의도 현재에 비해 더 자주 개최될 것이다. 

2. 중앙행정기관 공간 배치 대안 검토 방향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 거의 모든 한국 주재 외국 공

관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부중앙청사까지 57.70㎞ 자

동차로 56분 소요되고 정부과천청사까지 71.44㎞, 1시간 2분 소요되어 거의 허

용 한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중심도시 건설 지역과 대전시는 인천국

제공항에서 차량으로 2-3시간 소요되는 위치로(대전청사 206.99㎞, 2시간 39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1.75㎞, 2시간 22분)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

17) 중앙정부가 정책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간 긴

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정부기관들의 공간적 근접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대
면 커뮤니케이션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통신망이 갖

추어진다면 정부기관 간 근접성의 요구는 다소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

책결정 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의는 고도의 판단력을 공유하는 특성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참고

로 2003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무회의 367회 중 3회(0.8%), 차관회의 343회 중 9회
(2.6%)만이 영상회의로 개최된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보

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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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의 주 사무공간을 두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주한 외국 대사관 모두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고 정부 관련 국제 업무 담

당 외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주요 정부기관이 서울시에 소재하

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주한 대사관 100개 모두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데,18) 대통령과 외교통상부가 수도 서울에 있는 경우 주한 대사관도 서울시에 

계속 위치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경을 출입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주재 외국 공무원을 감안할 때 국제 업무 소요가 많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내

각기관도 서울시에 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정부형태를 이원정부제 

또는 정･부통령제로 변경할 것으로 제안하였다.19)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이원

정부제가 채택될 경우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은 가능한 국무총리와 가까이 위

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내각수반인 국무총리는 수도인 서울시에 위치하여야 하

고 따라서 내각 장관들도 서울시에 위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통령제가 채

택될 경우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근접해야 하고 역시 

내각도 근접해야 한다. 정･부통령제 하에서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을 대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요

구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수도인 서울시에 위치하여야 한다. 정･부통

령제 하에서 이원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와 같은 내각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

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 장관으로 내각회의(cabinet meeting)가 사실상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또는 국무총리) 그리고 내각 장관은 수도에 위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수도인 서울시에 소재해야 할 대통령실과 국회를 선진국과 같이 가까운 거리

에 두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에서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제3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거의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차선책은 중앙행정기관이 대

통령실과 국회 가운데 특정 지점에 위치하여 기관 간 전체적 거리를 줄이는 것

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대통령(국무총리), 의회, 내각 정부기관 간의 거리가 거

의 3.8㎞ 이내 자동차로 1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과천청사는 대통

령과 국회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중심도시에 소재할 경우 내각 

행정기관간 거리는 너무나 멀다. 오히려 현재보다 주요 정부기관 간 거리를 대

폭 줄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8) 2009년 9월 현재 수교국 153개국 중 100개국이 대사관을 한국에 개설하고 있고 모든 

대사관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나머지 53개국은 본국 또는 한국 주변 국가 주재 

공관에서 주한대사관을 겸무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주한공간으로 대사관 외에 리비아 

대표부, 타이뻬이 대표부, 유엔 거버넌스센터 등 8개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다.

19)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참고자료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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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기관 관련 복합적 정책이슈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의를 충실히 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관 간 협의와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통령실과 중앙행정기관은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개회, 인사청문, 예결

산심의, 국정감사, 출석 답변 의무 등 정부 정책 수행에서 국회와의 협의 빈도

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장･차관 등 고위직 행정부 공무원들의 국회출석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청사는 국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부기관 간 이견은 재무부의 예산편성, 대통령실(국
무총리실)의 정책조정, 의회의 입법과 예산 과정을 통해 조정되므로 중앙정부기

관들은 대통령실(국무총리실), 재무부, 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청사 구역

(government mall)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0) 

3. 바람직한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

업무상 중요성이 높거나 정책기획적 기능, 총괄지원통제 기능, 국가질서유지 

기능, 권력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실(청와대)에 가깝게 위치

하도록 하되, 청 단위 또는 소속기관은 대통령실로부터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

에 두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능한 한 정부청사 구역을 

설정하여 행정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하나의 기관이 정부청사 구역

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위치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은 수도인 서울시내에 정

부청사 구역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의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7개 부 

장관들의 주소재지를 서울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각기관을 서울시로 

모을 경우 세종로의 대통령실(청와대), 여의도동의 국회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공간적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세종로의 청와대에 존치하기로 한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우선적으로 장관회의, 차관회의 등 정례적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국무총

리실과 내각(장관) 기관인 15부와 특임장관실 그리고 법제처21)는 대통령실과 가

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위원회, 청 등 나머지 중앙행정 기

관은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거리, 현재 위치(<표 2> 참조)를 감안하여 공간적 위

20) 물리적 거리와 상호교류의 빈도는 강한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다는 Allen's Curve에 

의하면 정부청사 구역을 형성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Allen, Thomas J. 1984). 

21) 국무회의 의안의 절반 이상이 법령 관련 안건이고 법령 관련 안건의 간사는 법제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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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는 서울(광화문), 과천, 대전 3곳으로 정부청사를 분산 배치한 현재

의 상태를 시정하여야 하며, 정부청사 구역을 형성하여 적어도 내각 정부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근접한 위치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광화문 

중심으로 정부청사 구역 개념 하에 정부중앙청사 중심으로 반경 3 ㎞ 이내에 

내각(장관)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정
부중앙청사(본관, 별관, 창성동 별관) 주변을 정부청사 구역으로 확장한다. 정부

중앙청사 창성동별관, 광화문우체국,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

관 분관 등 정부 건물을 재건축하고, 미국 대사관(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후 용산 미군기지 구역으로 이전 예정), 광화문 현대건설, 통의동 코오롱빌딩 

등 민간 민간건물을 매입하여 재건축하거나 또는 광화문 KT빌딩, 교보빌딩, 광
화문 현대해상화재빌딩, 생산성본부 빌딩, 적선동 광화문쌍용플래티넘 빌딩 등 

민간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청사 공간을 확보한다. 
국회, 청와대, 중앙행정기관 간의 거리를 대폭 줄임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

을 제고한다. <표 6>은 차기 정부 출범 시점 또는 임기 중에 시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중앙행정기관의 공간 배치 방안이다. 광화문 정부청사 구역에 대통령

실,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국방부 제외),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등 25개 기관을 집중 

배치하고, 기타 서울시내에 국방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기관, 
정부과천청사에 통계청, 특허청 등 8개 기관을 배치하며, 해양경찰청(인천 연수

구)과 농촌진흥청(수원시)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다. 광화문(정부중앙청사 기준)지역에서 청와대는 1.33㎞, 
3분 소요거리이고 국회는 8.67㎞ 17분 소요거리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청와대

는 24.38㎞ 40분 소요거리, 국회는 22.65㎞ 35분 소요거리로 비교적 먼 거리이

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 협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했

던 중앙행정기관들을 정부과천청사에 배치한다. 
<표 6>과 같이 정부청사가 재배치될 경우에 기존 정부대전청사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청사의 용도가 새롭게 정해져야 하는데, 정부 소속기관, 특별지

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정부기관 등이 중앙행정기관 대신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수정안에 따라 행정중심도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도시로 이전 입주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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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바람직한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

지역 중앙행정기관(2010년 3월 현재) 중앙행정기관(2014년말)

서울-광화문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인권위

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특임장관실, 법제처, 방송통신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

청, 국세청. (18)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

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

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특임장

관실,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

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25)

서울-기타

국가정보원(내곡동), 국방부(용산), 국가보훈

처(여의도동), 공정거래위원회(반포동), 금융

위원회(여의도동), 검찰청(서초동), 방위사업

청(용산), 식품의약품안전청(녹번동), 기상청

(신대방동). (9)

국가정보원(내곡동), 국방부(용산), 국가보훈처

(여의도동), 공정거래위원회(반포동), 금융위원

회(여의도동), 검찰청(서초동), 방위사업청(용

산), 식품의약품안전청(녹번동), 기상청(신대방

동). (9)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

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7)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

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8)

인천 해양경찰청(연수구) (1) 해양경찰청

수원시 농촌진흥청(권선구) (1) 농촌진흥청

대전청사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8)
-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연기군). (1) -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수정안(2010. 1. 11)에서 원안에 담겨있는 정책연구기관

의 이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정책연구기관

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 중앙행정기관과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

심도시 건설을 전제로 23개 정책연구기관 중 통일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행정

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서울시에 존치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교통연구원, 노동

연구원, 법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

구원,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등 13개 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행정중심도

시로 이전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울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충북 진천음성), 교
육개발원(충북 진천음성), 교육과정평가원(충북 진천음성), 농촌경제연구원(광주･
전남), 해양수산개발원(부산) 등 6개 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

다.22)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할 경우에 정책연구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원

격 분산 배치하게 되면 정책연구 과정에서의 협의가 매우 불편하게 된다. 정책

기관과 정책연구기관의 원격 배치는 선진국에서 정책 연구분석 기능을 중앙행

22)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혁신도시별 이전기관 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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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 내부에 설치하고 내부(In-House) 연구기능이 강화되는 추세23)에도 반한

다고 볼 수 있다.  

Ⅵ.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의 효율성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

점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정부기관의 공간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미
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정부청사 구역(government mall 또는 quarter) 
개념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내각이 서로 근접하고 국회(여의도

동)와 인천국제공항과의 거리도 멀지 않은 정부청사의 공간적 위치를 검토하였

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서울-과천-대전으로 분산 배치된 현재에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한 시간과 재정적 비용이 높은 편인데, 행정중심도시로 수도권 소

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는 그 시간과 비용이 더욱 확대될 것

이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기관은 서울특별시 광화문 중심의 정부청사 구

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내와 정부과천청사 등 수도

권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정부대전청사는 정부 소속기관, 특별지방행

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정부기관의 지역 거점 청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행정중심

도시는 정부의 수정안(2010. 1. 11)과 같이 도시 기본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

도시로 변경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차기 정부는 정부청사를 서울, 과천, 대전 3
곳으로 분산 배치한 현재의 상태를 시정하여야 하며, 정부청사 구역을 형성하여 

적어도 내각 정부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근접한 위치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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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tional Decision on the Location of Central 

Government 

Dongwook Kim

This paper suggests current problems and desirable design of central government 
buildings' location in terms of government efficiency. Transportation time and 
financial cost for inter-agency policy coordination, which is high in the current 
dispersed location system, will increase massively if most government buildings in 
the capital region move to the Administration Center Multi-functional City. This 
paper considers the government malls of capital cities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suggests the relocation plan, in which the presidential office, prime 
minister's office, and cabinet ministries are located on the Gwangwhamun 
government mall and the rest of the central government buildings are located in Seoul 
or Gwacheon. It suggests that the eight administration agencies now located in 
Daejeon government building complex move to the Gwacheon government building 
complex. 

【Key words: Government Location, Government Mall, Administration Center 
Multi-Functional 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