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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세종시가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는가를 도시 동태적 관점(urban dynamics)

에서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분석 단위의 수준은 세종시 전체이자 이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사회, 환경, 경제
등의 핵심 하위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 이는 도시 변화를 특정 변수의 모수(parameter)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변수간 상호작용의
구조(structure)에서 찾고자 하며,
- 하위 요소간 순환적 피드백 구조에서 비롯된 비선형(nonlinear)적 시스템 행태를
수용하여 전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주요 선행연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둘째, 연구 방법론으로써 지속가능발전, 회복탄력성,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 주요 개념과
방법론 및 연구절차 소개

¡

셋째, 세종시의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변수 및 정성적, 정량적 모형 설계

¡

넷째, 세종시의 지속 가능발전 시나리오 도출 및 시나리오별 지속가능발전 정도 분석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활용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입에 따른 시나리오별 주요 정책 변수
(경제, 인구, 사회, 정주, 환경 등)의 동태성 분석 및 정책제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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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짐.
¡

첫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각종 정책 개입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변수간 피드백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정책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 본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선형적, 단선적, 정규분포적, 사건중심적 분석 방법에서 벗어나
비선형적, 양방향적, 지수분포적, 구조중심적으로 분석함을 통해 단순 사건 예측을 넘어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음.

3. 동적 시뮬레이션 모형 구성
▢ 먼저, 본 연구의 모형에 활용된 주요 변수 및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음.
¡

변수들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크게 인구, 경제 및 산업, 환경 부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음.

¡

모델에 사용된 입력값은 통계청 DB에서 세종시 자료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정에 의해 임의의 값을 부여함.

<요약표 1> 주요 변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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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입력값 (평균)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구

355,831

명

통계청

2020

출생률

10

%

통계청

2020

사망률

3.8

%

통계청

2020

전입률

22.7

%

통계청

2020

전출률

19

%

통계청

2020

지역내총생산

11,091,040

백만원

통계청

2019

세입

1,874,648

백만원

통계청

2018

세출

1,383,446

백만원

통계청

2018

사업체 수

18,041

개

통계청

2019

변수

입력값 (평균)

단위

출처

기준연도

자동차 수

174,742

대

통계청

2020

주택 수

136,887

호

통계청

2020

쓰레기 매립량

296,592

㎥

통계청

2020

대기오염수준

0.003

ppm

통계청

2020

쓰레기량

7.8

톤/연

통계청

2020

용적율

200

%

통계청

2020

건폐율

60

%

통계청

2020

주택 철거율

972

개

통계청

2020

주택 공급 제한 효과

0

-

연구자 설정

2020

경제활동 참가율

64.5

%

통계청

2020

가구당 면적

85

㎡

선행연구 참고

2020

1) 시뮬레이션 기초 설정
▢ 앞에서 구성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시스템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도시 행정권역 : 세종시
- 주요 하위체계 : 산업부문, SOC부문, 주택부문, 사회복지부문
- 실 자료(년) : 2013~2020
¡

시뮬레이션 초기 세팅 값 (개념 설계)

- Initial Time = 2013

(시뮬레이션 시작 값)

- Final Time = 2030

(시뮬레이션 종료 값)

- Time Step = 0.125

(시뮬레이션 수행 단위 값)

- Units for Time = Year

(기본 단위)

- Simulation Package : Ve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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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분석 모형
▢ 이상의 설정을 기초로 아래 그림과 같은 모형을 구축하였음.
¡

본 모형은 인구, 주택, 사업체, 재정, 환경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도시 동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일반적인 도시 동태성 모형에 세종시 현안을 반영하여 국회세종의사당 유치 등에 따른
SOC 투자효과, 인구유입 및 도시성장에 따른 사회서비스 투자효과, 행정복합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산업 투자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모델을 일부 수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개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 매력도, 일자리 매력도, SOC 투자,
사회서비스 투자 수준을 종합한 지역매력도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매력도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정책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 위와 같이 종합 지표로써의 지역매력도는 연구 모델에서 지역 인구 유입, 세입 확보,
사업체 신설을 증진하는 요인으로 피드백 되고 있음.

[요약그림 1] 세종시 도시동태성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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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
1) 기본 시나리오
▢ 세종시의 일반현황을 적용한 시나리오로써 별도의 개입이 없이 현재 세종시의 주요 지표를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

기본 시나리오에 의해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정책 개입을 반영하였을 시 모델의
주요 동태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지 검토함.

¡

본 연구 결과 그래프에 나타나는 레퍼런스 모드는 실제 인구 동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계자료상 인구 동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치는
도시동태성 모델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결과임.

▢ 주요 저량변수들의 연도별 분석 결과 값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요약표 2> 세종시 주요 정책 변수의 분석 결과 값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총 인구
(명)

221,328

304,486

373,074

410,040

433,359

441,688

442,200

436,312

주택 수
(호)

72,114

101,718

133,191

154,075

167,267

174,128

176,345

175,604

사업체 수
(개소)

11,599

15,818

19,643

22,555

25,355

28,234

32,089

37,329

세입
(조원)

1.41

1.82

2.28

2.80

3.40

4.07

4.82

5.65

세출
(조원)

1.06

1.57

2.34

3.34

4.60

6.05

7.46

8.56

지역내 총생산
(조원)

8.46

9.97

11.85

14.01

16.42

19.06

21.96

25.23

쓰레기
매립량 (㎥)

40,242

60,872

89,305

124,026

162,714

203,926

246,486

289,803

지역
매력도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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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결과
(1) SOC 투자효과
시나리오1. SOC 투자효과에 따른 세종시 동태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현재 SOC 예산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전체 예산의 16% 규모로 추정하였으며 SOC 투자

규모를 19%, 22% 수준으로 각각 3%p씩 확대했을 때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기준 각각
0.38, 0.40, 0.43, 2025년 0.59, 0.64, 0.68, 2030년 0.82, 0.89, 0.96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표 3> SOC 투자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기본 시나리오:
SOC 투자 16%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SOC 투자 19%

0.21

0.25

0.32

0.40

0.51

0.64

0.77

0.89

SOC 투자 22%

0.22

0.27

0.33

0.43

0.54

0.68

0.83

0.96

(2) 산업 투자효과
시나리오 2. 스마트시티산업 투자효과로 인해 세종시 동태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현재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산업투자비율 예산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SOC

투자규모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16% 규모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산업 투자 규모를
19%, 22% 수준으로 각각 3%p씩 확대했을 때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기준 각각 0.38,
0.38, 0.39, 2026년 0.59, 0.61, 0.62, 2030년 0.82, 0.86, 0.90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표 4> 산업 투자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기본 시나리오:
산업 투자 16%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산업 투자 19%

0.21

0.24

0.30

0.38

0.48

0.61

0.74

0.86

산업 투자 22%

0.21

0.24

0.31

0.39

0.49

0.62

0.76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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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서비스 투자효과
시나리오 3. 사회서비스 투자효과로 인해 세종시 동태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현재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전체 예산의 27% 규모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사회 서비스 투자 규모를 30%, 33% 수준으로 각각 3%p씩 확대했을 때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현재 각각 0.38, 0.39, 0.40, 2026년 0.59, 0.62, 0.64,
2030년 0.82, 0.86, 0.89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표 5> 사회서비스 투자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기본 시나리오:
사회서비스 투자 27%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사회서비스 투자 30%

0.21

0.25

0.31

0.39

0.49

0.62

0.74

0.86

사회서비스 투자 33%

0.21

0.25

0.32

0.40

0.51

0.64

0.77

0.89

3) 통합 시나리오
▢ 기본 모형에 더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SOC 투자효과, 스마트시티산업 투자효과, 사회서비스

투자효과를 모두 적용한 통합 시나리오를 반영하였음.
시나리오 4. SOC 투자, 스마트시티산업 투자 및 사회서비스 투자 효과에 따른 세종시
동태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1) 지역매력도 변화
▢ 시나리오 4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시나리오 중에서 작은 투자 규모의 조합과 큰 투자

규모의 조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렇게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을 때,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현재 각각 0.38, 0.46, 2026년 0.59, 0.75, 2030년 0.82, 1.09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표 6>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기본 시나리오:
SOC16%+산업16%+
사회서비스27%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SOC22%+산업22%+
사회서비스33%

0.23

0.28

0.36

0.46

0.59

0.75

0.9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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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변화
▢ 투자 규모에 따라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을 때, 총 인구 규모는 2022년 각각

410,040명,

412,169명,

2026년 441,688명,

447,141명,

2030년 436,312명,

447,255명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표 7>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총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기본 시나리오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21,328 304,486 373,074 410,040 433,359 441,688 442,200 436,312

SOC22%
+산업22%
221,507 305,009 374,234 412,169 436,907 447,141 450,119 447,255
+사회서비스33%

(3) 주택 수 변화
▢ 주택 공급은 인구, 가용면적 또는 가격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할 수 없으나

투자 확대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기준 3~4,000호 정도 추가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함.
<요약표 8>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 수 변화
(단위: 호)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기본 시나리오

72,114

101,718 133,191 154,075 167,267 174,128 176,345 175,604

SOC22%
+산업22%
+사회서비스33%

72,149

101,845 133,506 154,696 168,351 175,858 178,928 179,264

(4) 사업체 수 변화
▢ 사업체 수 또한 인구 규모 및 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한계로 계속 증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투자 확대 시나리오를 통해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고 인구 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설률이 증진되어 산업 규모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에 따른 행태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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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9>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체 수 변화
(단위: 개소)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기본 시나리오

11,599

15,818

19,643

22,555

25,355

28,234

32,089

37,329

SOC22%
+산업22%
11,750
+사회서비스33%

16,242

20,580

24,349

28,568

33,735

41,403

52,938

(5) 지역내 총생산 변화
▢ 지역내 총생산은 본 모형에서 지역 인구에 기반한 경제활동참가율, 지역산업체의 생산성 및

산업투자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구조화하였는데 투자 확대 시나리오를 통해 일자리 및 주거
매력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사업체 수가 증가한 영향을 받아 생산량이 증대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음.
<요약표 10>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내 총생산 변화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기본 시나리오

8.46

9.97

11.85

14.01

16.42

19.06

21.96

25.23

SOC22%
+산업22%
+사회서비스33%

8.47

10.02

11.97

14.28

16.95

20.04

23.70

28.24

(6) 쓰레기 매립량 변화
▢ 본 모형에서 쓰레기 배출 부문은 인구당 쓰레기 및 사업체당 쓰레기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별도의 쓰레기 배출 정책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산업 투자 확대 시나리오를 통해
쓰레기 배출에 따른 누적 매립량이 증가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음.
<요약표 11>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쓰레기 매립량 변화
(단위: ㎥)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기본 시나리오

40,242

60,872

89,305

124,026 162,714 203,926 246,486 289,803

SOC22%
+산업22%
40,252
+사회서비스33%

60,928

89,484

124,471 163,659 205,737 249,728 2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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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의
▢ 본 연구에서 시도한 모든 투자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개별적으로든 복합적으로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음.
¡

대체로 투자를 확대할수록 지역매력도를 포함한 주요 정책변수의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모든 정책 시나리오는 시간과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현실적 제약에 의해서 모두
실현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시도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정책 개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모형에 활용된 SOC 투자확대는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지역매력도 증진에 가장 높게 기여하고 있음. SOC 투자는 세종시의 주요한 현안인
국회세종의사당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SOC확충 및 산업 투자로 인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의 양적 성장이 우선적으로 부각됨.

- 세종시의 경우 도시 기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산,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증가율이
높으나 인구 대비 예산 및 인력 등의 지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특히, 유입인구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확보된 근로연령층이기 때문에 도시의 주거매력에
있어 돌봄, 양육 등의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를 위해 이전하기 어려운 장애 요소로 작용함.
- 이러한 균형적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완성단계에서는 자족을 넘어 실제
주거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 또한 지속 투자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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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 21세기형 대한민국 건설에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기대하에 조성되었음(김갑성, 2009).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 도시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이상의 기치하에 추진된 세종시 건설은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대외적 측면에서,

-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의 의문
- 행정부처의 서울, 과천, 대전, 세종시로의 다원화로 이한 행정 비효율성 야기
¡

대내적 측면에서,

- 인구 급팽창에 따른 생활기반 시설 및 도시 자족성 미흡
- 신도시 중심의 도시 개발로 인한 신구 도시간 환경 불균형 및 이에 따른 갈등 심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읍면 지역의 난개발 가중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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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세종시는 ‘자족적 성숙’을 시정 목표로 하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고 마을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함께,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레벨4) 국제인증을 획득하면서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도도 착실히 수행중임.

-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는 영국표준협회(BSI) 인증임.
¡

또한 세종시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도 추진 중에 있음.

▢ 이상의 세종시의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 하에 전개되고 있음.1)
¡

첫째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며,

- 이는 크게 마이스(MICE)산업 등 공공행정 연관 산업, 박물관단지를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 지식‧정보산업, 스마트시티산업 등 세종시의 특성을 활용한 3대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

둘째가 상생과 균형에 대한 고려임.

- 이는 크게 도시와 농촌, 청년세대와 고령세대, 세종시와 주변도시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로 균형발전의 가치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의 강조점은 세종시가 포착한 지속가능성과 상생 및 균형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세종시 도시 설계 정책 담당자가 간과할 수 있는 ‘균형(balance)’이라는 가치에 대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에 있음.
¡

그 첫 번째 ‘균형’에 대한 고민은 도시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 현재 세종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 자족성의 확보는 이미 세계가 1990년대 이후 도시
성장의 방향이 단순히 현 세대를 위한 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과 상충될
수 있음에 대한 문제임.

1) 세종시의 시정방침 중 시정가치, “지속가능 혁신성장”과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참조(https://www.sejong.go.kr/
kor/sub01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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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UN의 ‘리우환경선언문’과 ‘의제21’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 균형하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천명하면서 이를 국가 성장 방향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전 세계는 지속가능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각자의
지형에 맞게 준수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공생공영의 전 지구적 가치에 동참하고 있음.
¡

두 번째 ‘균형’에 대한 고민은 도시의 개별화된 발전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 이를 위해 우선 도시 또한 구조적으로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성장 전략 마련과 함께 이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도 간과하지
않은 성장 전략 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도시는 동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초래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시각에 기초해야 할 것임.
▢ 새로운 도시 설계를 시작한 세종시의 도시 성장의 방향을 지속가능발전과 그 궤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김정기, 김강훈, 2010; 김병완, 2005, 2015; 김정곤, 2005;
관계부처합동, 2016; 손재호 2016; 전대욱, 2017; 심재승 2018).
¡

삶의 질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임.

¡

물질적 성장은 영원히 할 수 없음. 따라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물질적 성장에 우선하고
있다면 결국 잘못된 처방이나 미봉책의 오류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음.

- 유한 자원의 무한 성장이 주는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 위주의 해결책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이러한 차원에서 성장이 인구 유출을 막을 유일하며 근본적인 해법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함(Meadows, et al,1974; 전대욱, 2017).
¡

지금까지 대부분이 성장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지만 유한한 세계에서 맹목적인
물질적 성장 추구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이 흔히 목격되고
있음(Meadows, et al, 2012).

- 물질적 성장은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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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함.
¡

따라서 언제까지 물질적 성장 중심으로 토대만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비물질적 성장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것도 본 연구의 시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겠음.

- 물질적 성장은 기본적으로 제로섬의 영역이라면, 비물질적 성장은 비제로섬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음(Rifkin, 2014). 그 대표적인 예로 협력과 공생, 인간다움, 서로 나눔과 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의 부각이 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중앙 집중식의 효율적 문제 해결과정에서 탈피하여 분권적이며 지방자치적
역할이 강조된 효과적 문제 해결로 진화해야 함(이미홍, 2007; 인천시 부평구, 2011;
정성호, 2012; 서울시, 2015; 안은숙, 2016; 김태현 외, 2017).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지속 가능성 제고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양광식, 2018).

-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임.

2. 연구 필요성
▢ 이러한 배경 속에, 본 연구는 세종시의 행정 중심 도시 완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 행정 효율, 국민통합, 도시 자족, 수도권 인구분산 등 국가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 및 기대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론을
활용해 세종시가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는가를 도시 동태적 관점(urban dynamics)에서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분석 단위의 수준은 세종시 전체이자 이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사회, 환경, 경제
등의 핵심 하위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 이는 도시 변화를 특정 변수의 모수(parameter)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변수간 상호작용의
구조(structure)에서 찾고자 하며,
- 하위 요소간 순환적 피드백 구조에서 비롯된 비선형(nonlinear)적 시스템 행태를 수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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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고자 함.
▢ 이상의 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를 가져 결과적으로 도시 개발 정책의 성공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도시 성장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함은,

- 도시 자족성 충족에 있어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요구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도시 자족성 충족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며,
¡

도시라는 구조와 행태에 대한 이해에 있어 도시 동태성 개념에 기초함은,

- 도시 동태론은 도시를 통합된 전체(unified whole)인 유기체로 바라보면서 도시가 성장,
성숙, 쇠퇴 및 파동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함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써
- 수 많은 도시 정책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인 개별 요소 중심적인 도시 정책
전개에서 벗어나 전체이자 시스템으로써 도시 본연의 모습에 기초하고 있음으로써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음.
▢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탐색임. 바로 사물을 전체 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전일성의 시스템적 관점(holistic systems view)이자 사고
(systems thinking)임(Senge, 1990; Kim, 1999; Sterman, 2000; 김동환, 2005; Meadows,2008).
¡

이러한 관점 및 사고가 세계를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초연결의 시대에
부합하는 유익한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대안으로 평가받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상호 연관된 부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동태적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함.
¡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의 서로 연결된 모습에 주목하고자 함.

- 이에는 인구, 경제, 사회, 환경 등이 주요 요소로 구성될 것임(Forrester,1971; Meadows,
et al, 2012; 문태훈, 김병석, 2009; 문태훈, 2016).
¡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을 지칭하는 ‘블랙스완(Black
Swan)’에 대한 관심 및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리질리언스(Resilience)’
전략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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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의 지속가능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도시 동태성(urban dynamics)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를 제고할 정책 지렛대를 탐색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도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뜻하며

- UN은 SDGs의 17개 목표 중, 목표11을 통해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

ﾠ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이해가 필요

- 회복탄력성 또는 회복성은 ‘시스템이 위험과 위기로부터의 충격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시스템의 총체적인 역량’을 의미함.
¡

지속가능개발 논의의 핵심은 지속가능은 여러 요소가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그 구조가 중요함.

- 따라서 그 구조를 활용하여 세종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자하는 초보적 연구의
일환임.
¡

특정 지역의 지속 가능성 관련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함을 통해 향후
전개될 미래 상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함.

¡

또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비교분석함을 통해 세종시의 지속 가능성의 대안별 상황들을 예측해 보고자 함.

▢ 이에 기초해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주요 선행연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둘째, 연구 방법론으로써 지속가능발전, 회복탄력성,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 주요 개념과
방법론 및 연구절차 소개

¡

셋째, 세종시의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변수 및 정성적, 정량적 모형 설계

¡

넷째, 세종시의 지속 가능발전 시나리오 도출 및 시나리오별 지속가능발전 정도 분석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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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입에 따른 시나리오별 주요 정책 변수
(경제, 인구, 사회, 정주, 환경 등)의 동태성 분석 및 정책제언 도출

▢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와 산업변화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주요한 세종시 하위

부문들의 패턴들을 먼저 살펴 볼 것임.
¡

이를 통해 각 부문들이 개별 구조와 상호 연관된 구조의 발견을 통해 세종시의 지역 지속
가능성 체계를 도출하고자 함.

¡

이는 지속 가능성의 원인을 찾는 것에서부터 지속 가능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자 함.

▢ 세종시의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한 어떤 바람직한 패턴을 보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종시가 보유한 지속 가능성의 구조 변화에서 비롯되어야 함.
¡

다양한 행위의 패턴들은 이미 그 구조에 내재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고에 기초한
사고체계이자 방법론이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임(Sterman, 2000).

- 이는 MIT에서 소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의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와 동적 시뮬레이션(Dynamic Simulation)을 활용하고자 함.
¡

본 방법론은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에서 활용한 방법론(Forrester, 1971;
Meadows, et al, 2012)으로

- 첫째, 모델링을 위한 비현실적 가정을 최소화하고
- 둘째, 통합적 모형 설계에 적합하며
- 셋째, 특정 수치 예측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결과치를 비교분석함에 적합한
방법론임.
▢ 오늘날 네트워크 이론이나 다이내믹스 이론이 각광 받고 있는 이유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였다는 점임.
¡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면 복잡해지고, 비선형적이어서 이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창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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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데 이는 상호 의존적
관계가 증가할수록 그 가능성은 커지게 됨.
¡

그런데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기의 특징이 초연결성(hyperconnecitivity)을
지향하고 있음(Rifkin, 2014).

- 기하급수적 변화는 순 증가량이 일정한 양으로 비례하는 선형적 증가가 아니라 이미
축적된 양에 비례해서 증가함을 뜻함.
¡

따라서 이미 축적된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그 양태가 결정되니 해법 제시의 대응 지체는
경우에 따라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West(2018)는 패러다임이나 기술도 일정 시점이 되면 특이점을 보이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운 좋게 다른 패러다임이나 기술이 등장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현상은 없었다고 함.
¡

그러나 그 시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런 패턴이 지속되고 운 좋은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큰 위협의 도래가 가까워지고 있음도 언급하고
있음(그림1-1 참조).

자료: West(2018).

[그림 1-1]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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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짐.
¡

첫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각종 정책 개입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변수간 피드백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정책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 본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선형적, 단선적, 정규분포적, 사건중심적 분석 방법에서 벗어나
비선형적, 양방향적, 지수분포적, 구조중심적으로 분석함을 통해 단순 사건 예측을 넘어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음.
¡

다음으로, 본 연구는 향후 일어날 여러 미래상을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써 언젠가
고갈될 자원의 한계와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장 및 다가 올 한계에 대한 대응의 지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의 한계’의 분석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나 현실 상황 및 자료 구입 등의
한계로 인해 더욱 제한적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힘.

¡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가 의의를 갖는 이유는 경향성 및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공유함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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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이론 및 방법론
1. 지속가능발전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역사적 전개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이 개념을 사용하는 분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어질 뿐 아니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담론으로 시대적 조류와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과 개념이 바뀌고 있음.
¡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인’ 또는 ‘미래
지향적인’ 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

¡

한편, ‘Development’는 개발, 발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그 개념과 핵심 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함.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1990년대 이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 영역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대립관계로 이해하던 것을 경제성장,
사회통합 및 환경보전이 영역 간 긴밀히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 받는 시너지 현상으로
재설정하였음.
¡

이후 여러 국제 사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인간사회는 환경의 일부이며 경제는 사회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경제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개발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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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지속 가능한 사회란 본질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로써 덜

오염되고 불공정한 분배를 개선하는 사회이자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무엇을 위한 성장이며,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또 그 대가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회로써, 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도 강조한 ‘오늘날 살아있는 인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 욕구에 잘
대응하는 사회’임.

¡

더 이상 양적 확대를 지향하지 않는 사회이자 물질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함에서
벗어난 사회이기도 함.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였다고 해서 기술이나 문화가 후진하는
사회일 이유는 없다는 Meadows 등(2012)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또 ‘지속가능발전’을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림2-1 참조).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그림 2-1]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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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적 전개
▢ 이 개념이 전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1974년에 발간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부터임([그림 2-2]참조).
- 이 보고서는 자연자원 부족의 문제를 넘어 개발이 가져 올 ‘환경오염’,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것을 강조
¡

이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로
정의하면서 대중화됨.

▢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로는 연방 의회의 “인간과 자연의 보호” 앙케이트

위원회에서 펼쳐낸 『지속 가능성 개념, 지도 이념에서 실행으로(Konzept Nachhaltigkeit,
Vom Leitbild zur Umsetzung』임.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에 걸친 공동의 작업으로 수행된 이
연구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따른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목표 및
원칙을 제시했으며 지도 이념을 혁신의 과정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개발함.

[그림 2-2]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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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2015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였음.

2)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 목표 및 원칙
(1)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
▢ 지속가능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임.
¡

첫 번째는 본 개념이 경제와 생태가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관련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음(Forrester, 1971).

- 즉, 경제는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는 환경속에 속해있는 하나의 복합체여서 떼어놓고 논할
수 없다는 것임.
- 이른바 유한자원을 통한 무한성장의 개발방식이 가져올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과 삶의 질은 심각한 한계와 훼손에 봉착할 것을 자각함.
¡

두 번째 요인은 지속가능성의 붕괴가 급속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West, 2018)으로 지속
가능성이 붕괴될 원인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

- 첫 번째는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석유 같은 물질 변화,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
및 소비 욕구 같은 심리 변화 등일 수 있음.
- 둘째는 다양한 한계 존재 때문으로 시공의 한계를 포함하여 물리적, 생물학적, 정치적,
심리적 한계 등이 그 대표적임.
¡

셋째 요인으로는 붕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지체 때문임(Sterman, 2000).

- 기존의 타성, 무관심, 뒤늦은 대응, 잘못된 데이터, 정보 지체 등이 그 대표적임.
- 통상 이러한 징조는 많이 발견되었으나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성에 젖게 함.
- 그 결과 위협은 점차 쌓여가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전개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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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 목표
▢ 브라질 리우에서 1992년 6월에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179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전 지구적 환경보전을 위해 채택한 ‘Agenda 21’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고, 2015년 9월에 열린 제70차 UN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토대로 국제 관리체계의 설정이 가시화 되었음.

▢ UN SDGs는 17개 주요 목표 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종료되고 2016년에서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국제사회 최대의 공동목표를 나타내고
있음(그림2-3 참조).
¡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질병, 빈곤, 여성, 아동, 교육, 난민, 분쟁 등과
더불어 지구의 환경문제인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에너지, 물, 생물다양성 그리고 경제
사회문제인 주거, 고용, 노사, 기술, 생산, 소비, 법, 사회구조, 대내외 경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속가능개발 목표는 아래 목표 1~17과 같음.

- 목표 1 : 빈곤종결
- 목표 2 :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 목표 3 : 건강 보장 및 복지증진
- 목표 4 : 양질의 포괄적 교육제공 및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
- 목표 5 : 양성평등의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아동 역량강화
- 목표 6 : 물과 위생 보장 및 지속가능 관리
- 목표 7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 목표 8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보장
- 목표 9 :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지속가능 산업화
- 목표 10 : 국가 내외간 불평등 해소
- 목표 11 :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
- 목표 12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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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3 :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 방지 및 긴급조치
- 목표 14 :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
- 목표 15 : 육지 및 삼림보존과 생물의 다양성 유지
- 목표 16 : 평화 및 포괄적 사회증진,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사법제도 및 포괄적 행정제도
수립
- 목표 17 : 이상의 목표에 대한 이행수단 강화 및 기업, 의회, 국가 간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자료:http://asdun.org/.

[그림 2-3] UN SDGs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 특히,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도시는 아이디어ㆍ상업ㆍ문화ㆍ과학ㆍ생산성ㆍ사회개발 등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2030년까지 도시
내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화로 인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관리 방식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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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공동 번영 방식으로 도시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일반적인 도시 문제로는 도시 혼잡 외에도 부족한 관리운영 비용, 주택 부족, 생활 인프라
감소, 대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들이 있음.
-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 내 고형 폐기물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자원 사용을 개선하고 오염과 빈곤을 줄여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음.
- 그러한 한 가지 예는 도시 쓰레기 수거의 증가임.
- 미래의 도시는 기본적인 서비스, 에너지, 주택, 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수치와 현황

- 인류의 절반인 35억 명이 오늘날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억 명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수십 년간 도시 확장의 95%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임.
- 오늘날 8억 8천3 백만 명의 사람들이 빈민가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발견.
- 세계 도시들은 지구의 3%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의 60~80%, 탄소 배출량은
75%를 차지함.
- 급속한 도시화는 신선한 물, 하수,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6년 도시 거주자의 90%가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공기를 마셔 대기오염으로
인해 42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전 세계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안전 기준보다
최소 2.5배 높은 대기 오염 수준에 노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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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 지속가능발전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세대간 형평성 : 현재 세대의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함. 따라서 천연자원 및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인적 자원 및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향상 : 삶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되도록 건강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함. 환경을
비롯한 개인의 잠재력 개발, 직업 만족도,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 농산물, 사회적 인정과
건강의 유지가 필요함.

¡

사회 통합 : 사회의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환경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 및 가치관을 갖추어야 함.

¡

국제적 책임성 : 지역 환경문제와 지구 환경문제는 별개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환경을 보전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등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추구해야 함.

2. 시스템 다이내믹스
1) 개념
▢ 1970년대 로마클럽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D. Meadows 등의 ‘성장의 한계’를 통해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P. Senge가 The Fifth Discipline(1990)에서
대개의 시스템이 보이는 대표적인 구조의 모습을 시스템 원형(archetype)으로 소개하면서
학계와 일반에 커다란 관심을 받음.

▢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이하 SD)는 변화와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자 사고체계로 상호연결에 기초한 복잡성을 설명함으로써 사물을 전체적으로 봄을
강조함(Maani and Cavan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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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1960년대 MIT의 J. Forrester 교수에 의해 소개되어 Industrial dynamics(1961),
Urban dynamics(1969), World Dynamics(1971) 및 Business dynamics(Sterman,
2000) 등으로 산업, 도시, 환경, 기업 및 조직성과의 분석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Forrester, 1961;Kim, 1999; Sterman, 2000; Meadows, 2008).

¡

SD는 시스템의 행태가 보이는 패턴 이면의 구조를 찾는 학문임.

- 이는 다양한 행태를 결정하는 단순한 구조에서 출발하여, 구조 재설계를 통해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이는 행태 예측은 어렵지만 구조 재설계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예방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사전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은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주목할만함.
▢ 시스템은 합목적성을 갖는 요소와 관계의 집합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학문 체계 형성에 중요 기준이 됨.
¡

전체를 부분의 합으로 규정한 전통적 과학이론은 ‘나누어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을 통해
관계를 끊고 본질인 요소에 집중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를 환원주의적 접근
(reductionism)이라고 함.
¡

이에 반해 전체를 부분의 합, 그 이상으로 보는 전일주의적 접근(holism)은 요소간의
관계를 그대로 통합(synthesis)하여 봄을 강조

- 전일주의는 전체를 나눌 경우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두 접근법은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상대적 유용성 정도에 차이가 있음.

- 기계와 같은 시스템의 경우 부분은 완벽히 전체로 환원될 수 있으나 인간과 사회 시스템은
환원적 접근법으로는 부분에 의한 전체 이해는 불가함을 주장
▢ SD는 전일적 시스템 사고에 기초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음.
¡

SD는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을 구조로써 파악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인
레버리지(leverage)를 탐색하는 방법론이자 사고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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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란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제로 시스템의 에너지(system energy)인
‘시너지(synergy)’를 이름.
¡

시스템의 시너지 창출이 곧 전체가 부분의 합 그 이상인 원인임.

▢ 다음의 아이스버그 모형(iceberg model)은 SD의 레버리지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음

(그림2-4 참조).
¡

사건(event)은 우리에게 뭔가가 발생했음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함.

-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찾아 이들의 공통적 행위의 패턴을 찾아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려 함.
- 이를 행태주의적 접근(behavioral approach)이라고 함.
- 이 행위의 패턴은 어떤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이 SD임.
¡

아이스버그 모형은 사건 이면에 행위 패턴이 있고, 그 이면에 구조가 있어 레버리지의 힘을
활용하기에 사건보다, 패턴, 구조일 때 더 쉽게 시스템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Goodman, 2002).

자료 :Goodman (2002).

[그림 2-4] 시스템 사고의 iceberg 모형

24

제2장 주요 이론 및 선행 연구

▢ 행태와 구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그림2-5 참조).
¡

시스템의 지배적 루프가 양의 피드백 루프일 때,

- 이는 지수적 증가 또는 감소, 성장 또는 쇠퇴인 경우로써
- 이때 전략은 즉각적 개입으로 임계지점까지 빠르게 도달함이 핵심임.
¡

시스템의 지배적 루프가 음의 피드백 루프일 때,

- 이는 특정값으로 수렴되는 경우, 목표 추구인 경우,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우로써
- 이때 전략은 기다림(wait and see)임.
¡

시스템의 지배적 루프가 양과 음의 피드백 루프일 때,

- 이는 자원 제약 등으로 성장의 한계(S 형)를 보이는 경우로써
- 이때 전략은 자원을 확대하여 한계 상황을 개선하는 것임.
¡

시스템의 지배적 루프가 시간 지연과 결합된 음의 피드백 루프일 때,

- 이는 현실과 인식 간 시간 차이로 인한 파동의 불안정을 보이는 경우로써
- 이때 전략은 완충 장치를 설정하여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임.

[그림 2-5] 행태와 구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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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도구로 Vensim, Sysdea, Stella, iThink 등이 존재하며

주요 분석 기법의 차이는 크게 없음.

2) 연구 절차
▢ SD의 연구 절차는 그림2-6과 같음(Sterman, 2000).
¡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대상이 되는 문제를 규정하고 주제를 선정하며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를 정의하는 단계임.

- 특히, 시스템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결정사항임.

자료: Sterman(2000).

[그림 2-6]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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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계는 핵심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들간 인과관계로 형성된 피드백 루프인 인과지도
(causal loop diagram: 이하 CLD)를 작성함.

- 이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동적 가설의 설정 및 핵심 변수들의 시간 변화에 따른
행위도(behavior over time, BOT)를 살펴봄으로써 진행함.
- CLD는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을 직관적이고 포괄적으로 가시화하는 시스템 사고의
언어로써 동적으로 상호 연관된 속성인 피드백 구조 파악에 목적을 둠(Senge, 1990;
Anderson, Johnson, 1997; Kim, 1999; 김동환, 2004; Meadows, 2008). 정성적으로
시스템의 피드백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식 및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량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저유량도(stock flow diagram: 이하
SFD)를 작성함.

- 이는 저량 변수를 중심으로 유량 변수와의 관계를 구체적인 관계식의 수립을 통해
구체화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함.
- 시뮬레이션은 시스템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분석 결과는 앞
단계에서 설정한 동적 가설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함.
¡

네 번째 단계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검증하고 전략인 레버리지 효과를 분석함.

- 이는 연구 주제에 관한 시나리오별 정책 실험을 통해 나타난 효과의 동적 변화를
이해하며,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함에 활용됨.
- 한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타당성 분석은 시뮬레이션 전후 수행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뮬레이션 전 단계에서는 CLD 구조의 현실 반영 수준 및 SFD 파라미터의 정확성 수준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으며, 시뮬레이션 수행 후 그 결과와 실제 행태를 나타내는 참조
동태와 비교하거나 변수의 변화에 따라 안정적 형태를 보이는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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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특징
▢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SD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시스템 행태 변화에 초점을 둠. 즉, 시스템의 변화, 진화,
쇠퇴의 과정을 관찰하는데 의미를 둠(김도훈 외, 1999).

-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어져 왔음(Sterman, 2000; Cho, Gillespie, 2006).
¡

둘째, SD는 행태 변화의 근본 원인을 피드백 구조로 보기 때문에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김도훈 외, 1999; Meadows, 2008).

- 피드백 구조는 변수의 인과관계가 단선이 아닌 순환되는 구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함.
- 독립변수들이 시스템 내에서 보이는 단선적 영향 관계만을 포착하는 것은 시스템 행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어 피드백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 처방이
가능할 수 있음.
¡

셋째, SD는 시스템 행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적 개념뿐 아니라 인과관계 간 발생하는
시간의 지연, 자원 및 역량의 제약, 시스템 영역의 경계 등의 파악을 중요시 함(Kim, 1999;
김동환, 2004; Cho, Gillespie, 2006).

- 시간의 지연은 현실에서 항상 발생하지만 간과되어 시스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제약은 시스템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경계로 구분된 다른 시스템의 존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요인들임.
▢ 동태적 분석인 SD는 정태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분석과 비교할 때 특히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

먼저 통계분석에서의 추론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SD는 변수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기반으로 함.

¡

또 통계분석은 두 변수간 상관관계를 토대로 수치적 정확성 및 단기 예측 중심으로
수행됨에 반해 SD는 여러 변수들 간 순환관계를 토대로 구조의 정확성 및 장기 예측
중심으로 전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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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책 효과 파악에 있어 SD는 시나리오 분석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회복성
1) 개념 및 의미
▢ 일반적 개념
¡

시스템 내외부 충격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

- 이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bounce back)’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bounce forward)’을 모두 포함(Walker et al., 2004)
▢ 다양한 의미
¡

공학적 회복성(engineering resilience)

- 충격이나 교란 후 안정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시스템의 능력
- 충격에 대한 저항과 평형에 가까운 안정성에 중점
¡

생태적 회복성(ecological resilience)

- 다른 안정된 상태로 이동하기 전에 시스템이 흡수 할 수 있는 충격 또는 교란의 규모
- 시스템의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행동에 중점
¡

적응적 회복성(adaptive resilience)

- 불안정화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태나 기능의 예측적 또는 반응적 재구성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능력
- 시스템의 적응 능력에 중점
▢ 지역 회복탄력성(regional resilience) 개념
¡

미국 ‘공동체 및 지역 회복탄력성 기구 CARRI(Community and Regional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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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에 의하면(CARRI, 2013),
- (지역공동체적 관점) 지역공동체가 격동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생존(survival), 적응
(adaptability), 진화(evolution), 성장(growth)을 통해 위험을 예상하고, 충격을
억제하며, 빠르게 복구하는 능력
¡

최남희(2015)의 연구에 의하면,

-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 경제, 그리고 생활공동체 등 지역시스템이
충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 유지, 적응하여 회복하거나, 기존의 지역시스템보다 본래의
기능과 적응력이 진화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한 창발적 역량

2) 핵심 구성요소와 효율성과의 관계
▢ 핵심 구성요소(전대욱, 2015; 최남희, 2015; Bonstrom et al., 2014)
¡

(연구 분야와 개념정의에 따라 다양)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4R의
견고성(robustness), 가외성(redundancy), 신속성(redundancy),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
으로 수렴

- 견고성(robustness) : 충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및 견뎌내는 힘
- 가외성(redundancy) : 충격으로부터 손상된 기능을 대체하는 여력
- 신속성(redundancy) : 충격에 따른 피해 확산, 붕괴 차단에 걸리는 시간의 최소화 역량
-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 : 충격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대안 탐색과
의사결정, 각종 자원의 동원 역량, 솔루션, 창발적 대응 역량
▢ 회복탄력성과 효율성의 관계(그림2-7 참조)
¡

가외성이 증가하면 효율성은 감소 (균형 루프 형성)

- 견고성이 증가하면 효율성은 증가
- 효율성이 증가하면 자원동원성이 증가
- 자원동원성이 증가하면 신속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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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회복탄력성 구성요소들과 효율성간의 피드백 관계

▢ 주요 회복력 관련 지수(그림2-8 참조)
¡

회복기간 지수(Recovery Time Index)

- 하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
¡

취약성 지수(Vulnerability Index)

- 값이 작을수록 하락폭이 작은 경우로 회복력에 도움
¡

회복성 지수(Recovery Index)

- 값이 클수록 회복력에 더 긍정적
¡

회복력 지수(Resilience Index)

- 0보다 큰 경우는 하락에 비해 회복이 큰 경우로 하락 폭보다 회복 폭이 큰 지역으로
회복력이 높은 지역을 의미
- 0보다 작은 경우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회복 폭보다 하락 폭이 큰
지역으로 회복력이 낮은 지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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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회복 관련 개념 및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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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1.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내

기회균등과 계층간의 형평성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생태적 능력과 환경용량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총체적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음(양광식, 2018).

▢ 이러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연구 흐름은 크게 다음과 같음.
¡

지역발전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비교 연구(강병수, 2010; 김동수 외, 2011;
지우석 외, 2013; 심재헌 외, 2015; 안승혁 외, 2017; 차재권, 2017)와

¡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 실증연구(김정곤 2005; 이미홍, 2007; 김철수, 2011; 김학실,
2012; 정성호, 2012; 최조순, 2012; 김병완, 2015; 정은주 외 2016; 김태현 외, 2017;
전은영, 변병설, 2017; 전대욱, 2017; 김문준, 2018; 심재승, 2018; 양광식, 2018;
공해원, 2019; 김동완, 황은정, 2019; 이해진, 2019; 한상미, 이명훈, 2019)로 구분 될 수
있음.

¡

특히, 전자의 경우는 주로 국제기구나 민간기관에서 도시 또는 지역단위의 지속 가능성을
지수화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또는 생태, 거버넌스 등 분야별 지표선정, 지표별
성과측정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가 추진되었음.

1) 지속 가능성 지표 개발 연구
▢ 지속 가능성 지표 개발관련 주요 연구로는 다음이 있음.
¡

김동수 외(2011)는 경제 일반, 혁신, 창조 역량, 사회간접자본, 산업 및 사회문제 부문을
지역 지속 가능성의 핵심 영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지수를 개발하였음.

¡

또한 지우석 외(2013)는 경기도내 시군 지역의 인구 활력과 도시경제기반 및 도시 재정을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영역의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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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헌 외(2015)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160개 시, 군의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부문의 지표 개발을 통해 지역여건 변화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

강병수(2010)는 미국 도시의 지속 가능성 지표 개발을 통해 경제적 성장,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 종합성과 균형적인 지속 가능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개념에
충실한 지속 가능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

¡

지속 가능성의 비교 연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격차의
차이 연구(차재권, 2017)와 우리나라 7개 광역시와 선진국, 후진국 27개 도시의 경제,
사회, 환경지수를 통합 비교한 안승혁 외(2017) 연구 등이 있음.

2) 지속 가능성 실증 연구
▢ 실증 연구의 주된 대상은 크게 도시(정은주 외 2016; 김동완, 황은정, 2019; 한상미, 이명훈,

2019), 사회적 조직 또는 사회적 경제(김학실, 2012; 전은영, 변병설, 2017; 김문준, 2018;
유현종, 정무권, 2018; 공해원, 2019; 이해진, 2019), 지역(김정곤 2005; 이미홍, 2007;
김철수, 2011; 정성호, 2012; 최조순, 2012; 김병완, 2015; 김태현 외, 2017; 전대욱,
2017; 심재승, 2018; 양광식, 2018)의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특히, 광주시(김병완, 2005), 안산시(이미홍, 2007), 인천시(인천시 부평구, 2011),
정선군(정성호, 2012), 서울시(서울시, 2015) 등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지방정부 및 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김철수, 2011; 최조순, 2012; 김태현 외, 2017;
이해진, 2019)도 지속 가능성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김정곤(2005)은 독일, 전대욱(2017)과 심재승(2018)은 일본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는데

심재승(2018)은 지속 가능성의 주요 현상이 인구 증가 현상을 전제로 운영되어왔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급격한 인구감소가 전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고와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그 주요 대상으로 인구 급감기에도 고도 성장기에 정비된 인프라, 공공시설, 공공교통,
공간 및 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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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감소시대에도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을
소개하고 있음.

- 전대욱(2017)은 인구 절벽이 유효수요의 부족과 노동인구 감소 등의 국가 혹은
거시경제에 충격을 초래하며 낙후 지역 소멸과 동시에 중심 지역의 쇠퇴를 동반함으로써
지역 지속 가능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소개하면서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해 나갈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접근 하에서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양광식(2018)은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을 장기적으로 경쟁우위가 있는 지역경제구조를

확보하고 기회균등과 계층 간 형평성 및 생태적 능력과 환경용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친환경성이 지역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 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음.

▢ 또한, 조을생(2015)에 따르면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안)를 적용해 인천, 경기, 충남,

강원으로 구성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평가 체계에 의해 2011년 기준으로 2013년에 나타난 변화를 근거로 해당 지표가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3) 시사점
▢ 앞에서 분석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크게 두가지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는 지속 가능성 연구의 기본 가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이고

¡

두번째는 지속 가능성의 속성을 과연 제대로 담고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임.

▢ 우선 첫번째로 지속 가능성 연구의 기본 가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관련임.
¡

기존의 지속 가능성 연구가 인구 성장에 따른 유한 자원의 결핍 및 환영오염 등의 문제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존립의 문제와 연관된 형태였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인구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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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지속 가능성의 분석은 또 다른 형태의 사고와 접근법을 요하는 문제임.
- 우리보다 고령사회 전개에 있어 20년의 차이를 보이면서 추진되고 있는 인구 절감에 따른
지역의 지속 가능성 대응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세계적인 초유의 고령사회 도래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총무성이 중심이 되어 과거의
연장선이 아닌 미래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상정한 후, 현재 시점에서 착수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고령인구의 피크를 맞이하는 2040년까지 지자체의 행정
분야별로 방향성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준비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저출산에 의한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세계적인 미증유의 위기는 비교적
최근에 떠오른 새로운 현상임.

- 특히, 인구급감은 특정 지역의 경우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함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모델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소멸의 위협에 노출된 지역의 경우 시급을 요하는 당면과제임.
▢ 두번째는 대부분의 지속 가능성의 정의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속성은 미래 세대와의

균형적 시각의 요구와 사회, 경제, 환경 등과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임.
¡

미래 세대와의 균형의 문제는 정태적 시각이 아닌 동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며, 또 통합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전일적 사고의 요구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정 연구들은 동태적이며 전일적 사고를 요구하는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음.

- 70년대 Forrester와 Meadows 그룹이 취했던 방법론이었던 시스템 다이내믹스 사고 및
방법론에 대한 요구와 시도는 새삼 적절하다 평가됨.
▢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시도되어 지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범부처 연계사업의 성격을 다분히 갖고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써 통합과 연계를
강조한 모양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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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의 설계나 성과 평가에 있어 본래 의도에 부합된 사고나 방법론이
결여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대표적 정책사업중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도 그 모습은 여지없이 나타남.

- 김동환(2017)은 김동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피드백 루프가 발견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음.
- 피드백 루프의 결여는 변수들간의 일방향의 단선적 영향만 고려할 뿐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없게 됨.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유와
시스템의 에너지를 인식 또는 활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정책 추진의 전략적 판단에 직결되어 사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강화적 피드백 루프와2) 연관된 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함이 필요한 반면에, 균형적 피드백 루프와3) 관련된 사업은 기다리면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요긴한 경우가 많음(Sterman, 2000; 김동환, 2004).
¡

5년간 197조원이라는 거대 투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시스템의 역동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 수립 및 전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 또한 커져
정책 실패의 확률을 높이게 됨.

-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론의 요구는 단순한 연구분석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정책
효과성 제고에도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된 지속 가능성의 모형 설계와 일본 등의

선행정책들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함을 통해
지역 회복력의 제고에 일조하고자 함.

2)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변화 방향이 동일한 루프로써 시스템이 지수적 성장 또는 감소의 형태를 취함.
3)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변화 방향이 반대인 루프로써 시스템이 균형 또는 통제의 성격을 갖으며, 목표에
수렴하는 형태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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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다이내믹스 및 도시 동태성
1) ‘성장의 한계’ 보고서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21세기 지도이념으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72년의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에서 보여지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생태담론에서 큰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서임.

▢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정치‧사회‧경제‧기술 등 모든 사회분야에서 물질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
¡

물질적 세계관은 환원적 시각에 기초함이 큼.

¡

환원주의는 구분을 통한 위계를 낳았고 그 결과 물질중심과 인간중심이라는 분절적 관점에
사로 잡히는 문제점을 파생시켰음.

-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환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의 일부’라는 전일적 사고로의
회귀가 지속 가능성 논의의 핵심으로 그 속에 자연과 환경과 생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임.
- 시스템이라는 단순한 요소들의 모여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라도 없을 때 결코 전체로 존재할 수 없음이 시스템 사고의 핵심임.
▢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출간 이래 1992년 ‘Beyond the Limit’, 2004년

‘성장의 한계 30년 업데이트’, 2012년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의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

2012년의 저작은 이전과 달리 저자중의 한 명인 Randers가 성장의 한계 논의에 바탕을
두고 2052년의 세계 모습에 대한 직접적인 예측을 시도한 도서임.

▢ 로마클럽은 이탈리아 실업가이자 경제학자인 Peccei가 설립한 국제적인 민간연구단체로써

1968년 첫 모임의 개최지 이름을 따서 작명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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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여 수행된 연구 보고서가 ‘성장의 한계’임.
- 성장의 한계에서 저자들은 농업 및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매우 근본적인 변혁의 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가난과 고용과 같은 인류사 난제의 해결법을 더 이상
경제적 성장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에 강조하고 있음.
¡

유한한 세계에서의 무한한 성장은 그 자체가 지구 자정력의 한계를 초과할 수 밖에 없는
헛된 시도일 뿐 아니라 성장의 후유증으로 인해 더 큰 문제들을 파생시킬 것이라는 인식에
비롯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숲을 파괴함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부의
불평등임.
▢ 본 연구 결과는 많은 비판과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 내용이었던 기술 진보와 유연한

시장 확보의 부재를 고려하더라도 성장의 한계를 멈추는 충분한 해법으로 취급하지 않았음.
¡

성장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물질적
성장과 소비의 확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인구, 경제, 환경 등 상호 연관된 물질과 비물질 요소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동태적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개인이든 지구이든 지속 가능한 한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음.

- 첫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임. 석유 사용과 같은 물질의 변화나 인구의 급증과
같은 집단의 변화 및 소비 욕구의 급변과 같은 심리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함.
- 둘째, 시스템 자체의 한계 때문임. 이에는 시공의 제약 외에 시스템 고유의 물리적,
생물학적, 정치적, 심리적 특성에 따른 한계들이 이에 해당함.
- 셋째, 시간 지체(인식 지체와 대응 오류) 때문임. 변화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 잘못된
데이터나 이론, 정보 지체, 뒤 늦은 대응, 관료주의나 타성에 젖은 관성 등이 이에 해당함.
▢ ‘성장의 한계’ 연구진이 분석에 활용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컴퓨터 모형은 월드3임.
¡

본 모형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바는 개별적 숫자보다 피드백 순환이라는 상호 연관성에
기초한 전체적 형태나 역학적 행동 양식에 주목하기에 일조함에 있었음.

- 이는 향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주요 변수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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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어떤 조건들이 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통찰과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고자 함에 초점을 두었음.
¡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향후 수 십년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중요한 변화를 당면함에 대략
남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에 있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월드3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려 하거나 정교한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아님.

자료:Meadows et al (1974).

[그림 2-9] 월드3 모형의 전체 인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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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형은 비선형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지체 반응을 보이는 제한된 시스템으로
어떤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지 탐색하기 위해 설계된 모형임.

- 선형 관계는 이해하기 쉬우나 비현실적임. 현실에서는 거의 그러한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움.
- 대표적으로 인구와 산업 성장의 관계이며, 인구 증가는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관계도
있으나 대립하는 측면도 있음.
▢ 본 모형은 인구(population), 오염(pollution),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소비(resource

utilizationinvested capital), 산업 생산(work force), 식품 생산(food)의 5가지 핵심
요소간 상호 작용을 다음과 같은 기본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그림2-9 참조).

▢ 월드3 모형에서 활용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

시나리오 1.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business as usual, BAU)
시나리오 2. 천연자원이 무제한(무제한의 핵에너지, 개발가능한 자원이 2배로 증가한
경우를 가정)인 경우

¡

시나리오 3. 시나리오 2 + 오염방지가 가능한 경우

¡

시나리오 4. 시나리오 3 + 식량부족을 완화(토지의 평균 생산성을 2배로 가정)한 경우

¡

시나리오 5. 시나리오 4 + 인구성장이 정지한 상태(산아제한)를 유지하는 경우

¡

시나리오 6. 시나리오 3 + 인구성장이 정지한 상태(산아제한)를 유지하는 경우

¡

시나리오 7. 시나리오 1 + 인구성장이 정지한 상태(산아제한)를 유지하는 경우

¡

시나리오 8. 시나리오 6 + 자본이 안정화(자본의 투자율 = 소모율)되는 경우

¡

시나리오 9. 시나리오 6 + 자본 성장 허용 후, 안정화 시키는 경우

¡

시나리오 10. 시나리오 9의 인구, 자본 안정화 가정을 완화시킨 경우

¡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0과 같은 정책을 일정 기간 후에 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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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3 모형은 발표되자 많은 비판도 받았음.
¡

주된 내용은 현실 세계를 너무 단순화했다는 지적임.

¡

이와 함께 기술발전을 간과했고 시장 자정력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사회적 변수
등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지로는 그렇게 전개되어오지 않았다는 주장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월드3는 에너지와 자원 및 곡물 가격 상승,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가시화, 기상재해의 빈번화 등 일련의 사안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양상임을 논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음(Turner, 2008; Meadows et al, 2012).
¡

현실에서 중요한 특성을 모델 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나 무엇보다
가정을 단순화한 점과 시간 지체현상의 고려, 비선형성 수용, 피드백 순환 고리 등의 형성이
다른 모델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적 특징을 모형 안에 많이 포함시킨다고 좋은 모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써 여타 모형에 비해 단순하지만 훨씬 더 폭넓고 복잡한
현실을 잘 수용했다고 해야 할 것임(그림2-10, 그림2-11 참조).

- 이는 시스템 사고에서 모델링은 연구 대상이 지닌 문제이지 대상 그 자체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함.
- 즉,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모형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 넣어야 한다는 점임.
- 그러한 측면에서 모형 설계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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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Turner (2008).

[그림 2-10] ‘성장의 한계’ 시나리오와 실제 자료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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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점선은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치, 실선은 실측데이터.
자료: Meadowset al (2012).

[그림 2-11] 기준 시나리오(BAU)와 실제 자료와의 비교

2) 관련 선행연구
▢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해 도시 동태성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물로는 문태훈(2002), 이만형, 최남희(2003), 문경주(2004), 정회성, 전대욱(2006),
이만형 외(2007), 문태훈(2009), 김정기, 김강훈(2010), 오세은, 변병설(2016), 이판무,
문태훈(2019), 이미숙, 여관현, 김창훈(2020) 등이 있음.
¡

문태훈(2002)의 연구는 도시성장관리 수단별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적용해 분석한 대표적인 초기 연구임.

- 저자는 이를 통해 도시성장관리 정책 수단들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 평가하여 각 수단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동태적 성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었던 분석의 단선화와 파편화의 한계를 극복함에
기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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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나리오분석을 통한 정책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체제 동태론의 용이한 활용을 전개시켰다는 의미있는 연구라는 평가를 받음.
¡

특히, 이만형, 최남희(2003)와 이만형 외(2007)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있어 혁신도시
미래상에 대한 동태성을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의 의도와 가장 부합된 몇 안되는
선행연구들임(그림2-12 참조).

- 이만형, 최남희(2003)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논의가 갖고 있는 단선적 구조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도시 계발 사례를 들어 이를 인과순환적 구조로
전환하는 시도를 통해 도시 동태성을 분석하고 있음.
- 이만형 외(2007)는 세종시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인과구조도로
구조화하여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파악하는데 활용하였음.
- 그러나, 이상의 유사 연구들은 모두 정성적 구조분석에만 치중하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분석은 추후 분석으로 남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자료: 이만형, 최남희 (2003).

[그림 2-12]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도시 동태성 인과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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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성, 전대욱(2006)의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평가모형을 작성하여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 육성전략의 파급효과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경제적 특성이 통합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담양군의
사례에 적용하여 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의 활성화가
인구유입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했음.
- 그림2-13의 인과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주요 변수들 간 인과관계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자료: 정회성, 전대욱 (2006).

[그림 2-13]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체계 분석을 위한 인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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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대상인 담양군의 대나무 산업은 지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 생태자원으로 점차 쇠퇴해온 전통적 대나무 산업과 그에 따른 죽림면적 감소의
위기에 놓여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담양군의 특화산업으로 대나무 관련 신 산업, 친환경 농업,
관광업 등을 육성함으로써 소득증가 및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지역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은 그림2-14의 모델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분석의 결과, 육성전략에
따라 추진된 죽림면적 확대 및 기술과 자본의 투자 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태도시의 육성 전략을 통해 경제적으로 연간 약 3천억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지역발전 전략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용량을
관리하면서 생태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힌 것임.

자료: 정회성, 전대욱 (2006).

[그림 2-14]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 육성전략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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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훈(2009)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접근법을 토대로 도시의 성장과 쇠퇴 현상을 인구,
경제, 주택, 토지, 교통, 환경 등의 동태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도시 동태모델을
재현하였음(그림2-15 참조).

- 이 과정에서 도시 매력도(urban attractiveness)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양호한
경제사정, 구직 용이성, 쾌적한 환경 질 및 풍부하고 합리적 가격의 주택 등이 도시의
매력도를 상승시켜 인구 유입을 촉진하나 성장은 구직의 어려움, 주택 부족, 혼잡과 오염
등의 증가로 도시 매력도는 다시 하락하는 순환 관계로 이어져 부침이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하였음.

자료: 김도훈, 문태훈, 김동환 (1999).

[그림 2-15] 도시성장의 순환적 인과관계 피드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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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김정기, 김강훈(2010)은 전라북도 익산시를 대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정치, 경제, 문화적 침체 현상을 겪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사례인 익산시의 경우
기존 약 31만명의 인구규모 도시에서 ‘50만 행복한 도시건설’이라는 도전적인 성장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익산시의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현재
시스템을 구조화하여 인과지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성장 중심적
정책이 과연 현재의 구조 속에서 의도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음.
- 그림 2-16의 인과지도는 본 연구의 사업체 증감에 따른 조세부담, 출산,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피드백 루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피드백루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먼저, 조세부담 관련 피드백 구조를 살펴보면 인구 감소로 일인당 조세부담액이 증가되면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지방 사업체의 감소를 유발함.

자료: 김정기, 김강훈 (2010).

[그림 2-16] 익산시 인구감소요인 인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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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사업체의 감소는 곧 고용기회를 감소시켜 지역 주민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출산율 관련 피드백 구조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의한 지역경제 둔화가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여 1인당 산업산출이 줄어들고 이는 곧 희망양육 및 양육가능 자녀의
수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교육환경 관련 피드백 구조를 살펴보면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구이동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인구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 위 인과지도를 토대로 그림 2-17과 같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분석결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 영세상인 등을
위한 지원정책의 활용, 지역 내 중×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기존의 국×도비 확보
관행을 개선한 신규 정부 예산지원정책 부응시스템의 구축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 바
있음.

자료: 김정기, 김강훈 (2010).

[그림 2-17] 익산시 인구감소요인 시뮬레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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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시스템 사고에 따른 연구의 함의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무리한 인구증가를
토대로 한 성장 중심적 목표가 아닌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하여 질적, 내생적 발전을
꾀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임.
- 시스템 사고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은 단기적, 양적
성장 촉진이 아닌 장기적, 질적 개선을 통한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밝힘으로써 지속가능성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하의 연구는 특정 정책변수의 효과성을 도시 동태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성적, 정량적

양측면에서 모두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이미숙 외(2020)의 연구는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의 발전 전략 분석에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익한 선행연구라 할 수 있음.
¡

최남희(2003)는 도시가 갖는 다수의 하위 시스템으로 인구, 산업경제, 고용, 주택, 환경,
교통 등을 산정하고 이들 간 상호작용으로 서울시 도시동태성을 분석하였음(그림2-18 참조).

- 초창기 도시 동태성 연구로써 방법론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서울이라는 복잡계의 동태성이 어떠한 인과 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갖는지를
도출하고,
- 이를 통해 도시동태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책지렛대를 어떻게 도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함에 의의가 있음.
¡

오세은, 변병설(2016)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인천 원도심의 도시기능 동태성
분석을 통해 원도심 쇠퇴문제는 도시 기능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부문의
정책과 연계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제시함으로써 방법론 활용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으며,

- 본 연구는 도시 동태성 분석이 정책 변수간의 상쇄효과와 적절한 정책조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실험을 통해
분석하였음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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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판무, 문태훈(2019).

[그림 2-19] 지속가능발전 관광도시 모델 인과지도

¡

이판무, 문태훈(2019)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관광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광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사회발전, 경제성장, 생태환경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함을 제기하였음(그림2-19 참조).

¡

이미숙 외(2020)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스마트 도시 계획이 도시동태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특정시의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시간흐름에 따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다 하겠음.

▢ 하수정 등(2014)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재해 등 외부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복력
(resilience)을 고려한 지역 발전의 중요성 강조(그림 2-20 참조)
¡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를 인적 자본, 물적 자본, 혁신 자본, 경제 자본, 사회문화 자본 등 5대
대분류 영역과 15개 세부 영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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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하수정 외 (2014).

[그림 2-20] 시군의 회복력 관련 지수 비교

3) 도시 동태성 분석의 특징
▢ 도시 동태성 분석의 특징 (기존 접근법과의 차별성) ‘공진화’
¡

단기적, 부분적 분석에서 벗어나 장기적, 통합적 분석 지향

- 도시내 인구, 경제, 환경, 교통, 주택 문제를 통합적이고 내부적으로 분석한 동적 균형
상태 파악
¡

미래 예측이 목적이 아닌, 행태를 보고 시스템 구조 이해 제고를 지향

- 특정 독립변수 모색 및 점 추정 보다 시스템 구조 이해에 중점
¡

도시는 인간이 만든 동태적 공간이자 복잡한 유기체로 인식

- 도시의 구성 요소와 그들간 상호작용 관계로 도시 전체를 조명
- 크고 작은 여러 하위 시스템의 합으로 도시를 이해

54

제2장 주요 이론 및 선행 연구

▢ 도시 동태성 분석의 목적
¡

세종시 개발정책에 관한 정책 실험 결과의 동태적 변화 고찰

¡

개발 정책이 가져올 결과 논의

▢ 패러다임 전환
¡

물질 중심의 양적 성장을 넘어 삶의 질 중시의 질적 성장 단계로의 전환(그림 2-21 참조)

- 이를 위한 핵심 가치로 산출에 비해 투입을 줄이는 효율성 중심에서 중복성, 다양성도
함께 고려하는 회복성 중시로 확대 필요

[그림 2-21]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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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황 분석

제1절 일반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현황
1. 일반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

7월 1일 정부의 직할로 설치된 유일한 특별자치시임.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세종시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충청권의 중심부에 위치하며(그림3-1 참조)
¡

동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남은 대전광역시, 북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며

- 1읍 9면 18동으로 되어있음.
¡

세종시 총 면적은 455.46km2로

- 총 면적의 52.01%는 임야이며, 답(13.99%), 전(7.94%)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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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종시 행정 구역 및 위치

▢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와 ‘행정수도’를 양대 축으로 시민중심 자치분권, 살기좋은

품격도시, 지속가능 혁신성장 및 상생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시정가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7대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01. 대한민국 행정수도

¡

02.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

03.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

04.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

¡

05.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

06.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

07. 함께 잘 사는 도농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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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현황
▢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하 ESG)’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국내 최초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ESG평가(ESG행복경제연구소)에서 세종시는

종합점수 82.68점, 평가등급 A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로 평가됨(표3-1 참조).
¡

분야별로는 환경(E) 79.84점, 사회(S) 87.85점 지배구조(G) 82.95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임.

¡

특히, 단체장 의지, 보건 및 안전 주거와 생활고용과 노동 사회공헌 복지 및 인구
정부합동평가 등에 의해 평가로 구성된 ‘사회(Social)부문’에서 세종시는 87.85점으로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음.

-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와 자원봉사자 참여율은 10점 만점을,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건수,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건수, 코로나19 대응, 삶 및 여가생활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 후원금 기부율, 가임출산율 및 인구 만명당 사망률 등은 5점 만점을
받음.
- 세종시는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특히, 아동친화도시사업은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
- 경제활동 및 비정규직 비율과 정부합동평가 사회부문에서 각각 4.75점, 4.50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음.
- 한편,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비율은 2017년 기준 4.6%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함.
¡

지배구조, 행정(G)부문은 82.95점으로 전체 3위인데 전체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단체장의 공약완료율은 15점 배점에서 11.25점을, 추진 중인 공약은 5점 중 4.50을
획득함.

- 재정자립도(59.3%)는 10점 만점을,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0.89%)은 9점, 지방의회
경비절감율(28.5%)과 자치의회 여성의원비율(41.4%)은 각 5점 만점을 받았고 통합재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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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자치단체위원회 여성비율, 정부합동평가(거버넌스)에서
각 4.5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음.
¡

한편, 단체장의 의지, 기후변화대응, 폐기물관리, 친환경, 정부합동평가 부분으로 구성된
환경부문은 평균을 깎아내린 79.5점으로 B등급인데 그중 가장 취약한 점은 연간 평균
대기오염도로 5점 만점에 2.50점을 받음.

- 환경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예산 중 환경보호비 지출 비중’으로 전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10점 배점에 10점 만점을, 단체장 의지인 환경정책 추진도 10점
만점에 9점을, 폐수 배출시설 배출 및 단속, 순온실가스배출량,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1인당 1일 물 사용량도 각각 최고점인 5점을 받음.
- 그러나, 년 기준 미세먼지 발생일은 44일, 초미세먼지발생일수는 26일, 인구 1000명당
폐기물 발생도 점수가 낮아 개선사항임.

<표 3-1> 광역 지방자치단체 ESG평가 결과
구분

종합
점수

E

등급 순위

점수

S

등급 순위

점수

G

등급 순위

점수

등급 순위

세종특별자치시

82.68

A

1

79.48

B

4

87.85

A

1

82.95

A

3

광주광역시

80.65

A

2

81.65

A

1

81.40

A

5

77.00

B

7

경상남도

78.95

B

3

76.80

B

6

85.10

A

2

75.10

B

10

전라남도

78.29

B

4

80.88

A

2

79.68

B

7

69.75

C

14

경상북도

78.21

B

5

76.18

B

8

82.70

A

4

76.55

B

8

울산광역시

78.00

B

6

75.70

B

9

78.30

B

11

83.30

A

2

대전광역시

77.36

B

7

80.18

A

3

74.55

B

14

74.55

B

11

경기도

76.99

B

8

72.48

B

14

83.25

A

3

78.90

B

5

인천광역시

76.71

B

9

74.00

B

11

80.23

A

6

78.20

B

6

전라북도

75.61

B

10

76.88

B

5

78.98

B

9

67.40

C

16

대구광역시

75.25

B

11

76.63

B

7

67.55

C

15

83.35

A

1

서울특별시

74.83

B

12

73.75

B

12

76.43

B

12

75.15

B

9

제주특별자치도

74.59

B

13

75.65

B

10

75.05

B

13

71.25

B

13

충청남도

73.36

B

14

67.25

C

17

78.85

B

10

80.40

A

4

강원도

72.59

B

15

70.23

B

15

79.30

B

8

68.45

C

15

부산광역시

69.97

C

16

73.70

B

13

66.03

C

17

66.55

C

17

충청북도

69.47

C

17

69.53

C

16

66.73

C

16

73.45

B

12

자료: 행복경제연구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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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 측면
1. 인구 현황 및 추계
1) 인구 현황
▢ 2012년 출범당시 10만명 수준이었던 인구는 2020년 12월 현재 258% 증가한 36만명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3-2 참조).
¡

조사가 시작되었던 1990년 이후 줄곧 10만명 수준을 하회하였다가 세종시 출범을 계기로
10만 명 수준을 넘어섰음.

¡

동일 기간 세대수는 4만 3천 호 수준에서 239% 증가한 14만 4천 호를 넘어섰으며,

¡

평균 연령 또한 41.2세에서 37.3세로 3.9세 줄어들었음. 이는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연령이 30대임.

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2] 세종시 인구변화

63

세종시 도시동태성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 인구 증가율(그림3-3 참조).

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3] 세종시 인구증가율

2) 인구 추계
▢ 2017년 대비 2047년 인구 추계 결과, 세종시를 포함해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제주의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그 외 11개 시도는 인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그림3-4 참조).
¡

세종시의 경우, 2017년 27만명 수준에서 오는 2030년 48만명(2017년 대비 177.8%
수준), 2040년 56만명(2017년 대비 207.4% 수준) 및 2047년 59만명(2017년 대비
218.5% 수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인구가 2017년 5,136만명에서 오는 2030년 5,193만명(2017년
대비 101.1% 수준), 2040년 5,086만명(2017년 대비 99.0% 수준) 및 2047년 4,891만명
(2017년 대비 95.2%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과 비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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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4] 세종시 장례 인구 추계 (2017~2047)

2. 인구 이동 현황 및 추계
▢ 인구 동태를 나타내는 핵심변수인 합계 출산율, 전입 전출과 같은 인구 이동 및 고령화 인구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합계 출산율
▢ 먼저, 합계 출산율의 경우 출범 당시 1.60명에서 2019년 1.47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에서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서울보다 두 배(0.64명) 더 높은 수치임(그림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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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5] 세종시 출생 및 사망자 수

2) 고령화
▢ 마지막으로, 연령구조별 인구 분포에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인구의

비율(전체 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현재 9.80%를 나타내고
있음(그림3-6 참조).4)
¡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역동성에 주요 변수임.

¡

출범 당시 15%수준이었으나 차츰 감소하여 2015년을 기점으로 10% 전후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전체 시도중 가장 낮은 수준(2021년 9월 현재 전국 평균은 16.9%)이며, 그 다음으로
낮은 시도가 울산광역시로 13%대 수준임.

4) 고령인구비율(%)=(65세이상인구수÷전체인구수)×100, 이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된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대한 현황이며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의한 통계와는 조사방법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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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6] 세종시 고령인구비율
.

▢ 한편,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aging

index)는 오는 2047년의 경우 205.0명으로 유소년 인구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됨(그림3-7 참조).5)
¡

이는 같은 시기 전국 평균 노령화 지수인 417.2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젊은 지역임을 알
수 있음.

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7] 세종시의 노령화 지수
5) 노령화지수={고령인구(65세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이는 연금 및 재정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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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이동 (전출입)
▢ 2012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세종시의 인구 천명당 순이동률은 2012년 16.9%를

시작으로 2015년 29.1%의 최고점에 다다른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3.7%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3-8 참조).
¡

순이동이란 특정한 지역내 전입자와 전출자의 차이를 뜻하며,

-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를 순유입(전입초과),
-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는 순유출(전출초과)이라 함.
▢ 전입률의 경우, 해당 기간내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전입률의 경우 2012년 31.7%를 시작으로 2015년 46.0%의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22.7%(전국 평균 15.1%)를 보이고 있음.

▢ 전출률의 경우, 2012년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한 14.8% 수준을 시작으로 2013년

1.8%p낮은 수준을 보인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2020년 현재 전출률은 19.0% 수준으로 이는 전국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임.

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8] 세종시의 전출입 및 순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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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소멸위험
▢ 이상호(2018)의 소멸위험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세종시의 지역소멸의 위험은 전체 시도

중에 유일하게 매우 낮은 지역으로 분류됨(표3-2 참조).
¡

2013~2014년의 주의단계에서 2015~2016년의 소멸위험 보통 단계를 지나면 2017년부터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단계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2> 세종시의 지역소멸 위험 수준
구분

2013.07

2014.07

2015.07

2016.07

2017.07

2018.06

세종시

3

3

2

2

1

1

주: 1=소멸위험 매우 낮음, 2=소멸위험 보통, 3=주의단계, 4=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단계), 5=소멸위험지역(소멸고위험지역)
자료: 이상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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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산업 측면
1. GRDP,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
▢ 지역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에 있어 세종시는 2019년 현재 총
약 12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0.62%에 해당함(표3-3 참조).
¡

세종시의 GRDP 및 전체 GDP대비 GRDP 모두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세종시의 1인당 GRDP는 2019년 현재 3,580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하회

(96.1%)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는 2014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는 급속한 인구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3> 세종시의 GRDP 및 1인당 GRDP
GRDP (단위: 10억원)
구분

1인당 GRDP (단위: 천원)

세종시

전국대비 비중

세종시

전국 평균
대비 비중

2013

6,537.829

0.43%

55,189

184.9%

2014

8,336.053

0.53%

62,944

204.0%

2015

9,261.543

0.56%

49,474

152.0%

2016

9,979.343

0.57%

42,572

125.1%

2017

10,632.043

0.58%

40,043

111.8%

2018

11,101.861

0.58%

36,570

99.2%

2019

11,855.276

0.62%

35,802

96.1%

자료: 통계청(kosis).

▢ 2020년 기준 세종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294천명으로 이중 경제활동 인구는 64.5%인

183천명임(표3-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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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세종시 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 명, %)

2017

15세
이상
인구
211

경제활동
인구
132

경제활동
참가율
62.7

취업자
129

고용률
61.2

실업자
3.0

실업률
2.3

비경제
활동
인구
79

2018

240

152

63.2

148

61.8

4.0

2.3

88

2019

268

173

64.6

168

62.5

5.0

2.7

96

2020

294

183

64.5

180

62.7

5.0

2.8

102

구분

자료: 통계청(kosis).

2. 재정
▢ 2021년 세종시의 총 예산은 1,817,285백만원으로 이는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675.1%,

(2012년 7월에 출범하여) 2013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305.2%증가한 수치임(표3-5 참조).
▢ 일반 회계대비 자체 수입(지방세+세외 수입)을 의미하는 재정 자립도는 2021년 56.1%로

출범 당시와 비교해 12.1% 포인트 증가하였음.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함.

¡

세종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8.7%를 상회하는 56.1%를
나타내고 있음.
<표 3-5> 세종시의 총 예산 및 재정 자립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예산
269,183
595,404
760,485
917,000
1,117,266
1,242,039
1,503,339
1,551,613
1,605,095
1,817,285

재정자립도
44.0
38.8
47.6
43.9
44.1
57.9
57.1
62.1
59.3
56.1

주: 1) 당초예산 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기타)
2) 당초예산 기준/2014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
자료: 통계청(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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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회계 예산액 대비 자주 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을

의미하는 재정 자주도는 2015년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표3-9 참조).
¡

이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7년 현재까지 100%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9] 세종시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

▢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또는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와 같이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3-10 참조).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2017년 현재까지 100%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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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10]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제4절 사회서비스 측면
1. 보건의료 부문
▢ 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총 의료기관 수는 총395개소로써 출범 당시의 115개소와

비교시, 244% 증가한 수치임(표3-6 참조).
¡

병원수 기준으로 민간과 공공의 비중은 각각 95.4%대 4.6%임.

¡

이중 의원이 가장 많은 전체의 48.1%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이
각각 23.0%, 21.8%를 차지하였음.

¡

또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의 수는 1.09개소로써 전국 평균(1.14개소)에 비해 낮은
수치이나 2012년 1.00개소 수준에 비해 미세하게 늘어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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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세종시 연도별 의료기관 수
(단위: 개소)

구분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

2012

6

51

19

21

18

2013

7

55

24

24

18

2014

8

75

36

32

19

2015

8

96

51

40

19

2016

8

116

60

54

19

2017

8

145

72

66

19

2018

6

172

81

77

18

2019

7

181

86

80

18

2020

10

190

91

86

18

주: 병원에는 요양병원 포함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21), 2021 시정 주요 통계.

▢ 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총 의료인력 수는 1,660명으로써 출범 당시의 279명과 비교시,

495% 증가한 수치임(표3-7 참조).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합친 경우)는 1.90명으로 전국 평균인
2.46명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3-7> 세종시 연도별 의료인력 수
(단위: 명)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2012

86

27

27

77

62

2013

96

31

33

93

64

2014

124

43

41

112

82

2015

129

61

54

132

103

2016

180

74

69

139

113

2017

241

105

90

145

147

2018

272

111

102

174

165

2019

313

124

113

278

178

2020

441

127

119

754

219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21), 2021 시정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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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 부문
▢ 전반적으로 세종시 복지 기반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이나 급격한 인구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박형존 외, 2020).
▢ 세종시의 복지 인프라를 광역자치단체와 재정적 측면에서 비교하면,
¡

1인 당 복지예산, 취약계층 1인당 복지예산 모두 세종시의 증가율이 가장 높으나

- 1인당 복지예산 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적음.
▢ 세종시의 사회복지시설 수를 인구 대비하여 살펴보면,
¡

2019년 기준 인구 십만 명 당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서 최하위임.

¡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수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적은 편으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공히 비교해보아도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기반은 전반적인 열악한 편임.

▢ 2020년 현재 세종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541개소로 이중 92.8%는 노인연가복지시설에

집중되어 있음(그림3-11 참조)
¡

다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각각 2.4%씩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세종통계연보(2020), 세종특별자치시.

[그림 3-11]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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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
1. 환경 부문
▢ 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1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86.7톤으로 출범 당시의 52.3톤과

비교시, 356% 증가한 수치임(표3-8 참조).
¡

이중 재활용되는 부분은 26.8%로 2012년의 19.3%에 비해 7.5% 포인트 증가하였음.

¡

1일 1인당 발생량은 0.52kg으로 2012년 대비 15.6%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세종시 인구가 312.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생활 폐기물의 발생 증가폭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3-8> 세종시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톤/일, kg/인/일)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1일 1인당
발생량

2012

52.3

5.9

36.3

10.1

0.45

2013

59.8

3.9

46.0

9.9

0.48

2014

71.8

3.4

31.5

36.9

0.45

2015

100.3

8.6

35.4

56.3

0.47

2016

113.0

12.5

53.2

47.3

0.46

2017

124.4

22.8

56.8

44.8

0.44

2018

150.6

15.5

82.6

52.6

0.47

2019

166.0

8.5

93.7

63.8

0.52

2020

186.7

8.2

128.4

50.1

0.52

구분

주: 재활용=폐기물 연료화시설 처리량+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량+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자료: 통계청(kosis).

▢ 한편, 배출된 생활 폐기물은 전량 처리되고 있어 수거율은 100%임(그림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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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kosis).

[그림 3-12] 세종시 생활 폐기물 수거율

2. 주택 부문
▢ 2019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주택 보급률은 111.4%로 2015년의 123.1%와 비교시, 11.7%

포인트 감소함(표3-9 참조).
¡

주택 유형별로 보면, 연립 다세대 주택의 보급은 감소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2013년에
비해 무려 431.6% 증가한 97,865호를 건설하였음.

¡

2019년의 경우,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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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세종시 주택 보급 현황
(단위: 가구, 호, %)

구분

일반
가구수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주택
보급률

2010

33,653

32,256

16,354

14,075

1,371

456

-

-

2013

44,523

39,638

15,181

22,673

1,449

335

-

-

2015

75,219

81,985

15,696

62,274

2,496

664

855

123.1

2016

90,413

88,843

26,115

58,779

1,886

852

1,211

108.4

2017

104,325

102,528

26,059

72,324

1,819

871

1,455

111.5

2018

119,029

117,182

26,229

86,902

1,821

833

1,397

110.0

2019

129,664

127,946

25,889

97,865

1,711

848

1,633

111.4

자료: 통계청(kosis).

▢ 2019년에 실시한 세종시 주거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의 수준(약 60%)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그림3-13, 그림3-14 참조).
¡

불만족인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로 문화, 편의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불만족인 이유로는, 교통수단 불편 및 체증, 주거비부담 높은 물가, 주차 문제,
거주공간의 협소성 및 낙후성, 치안불안 문제 순으로 조사됨.

자료: 세종시 주거 만족도 조사

[그림 3-13] 세종시 주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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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종시 주거 만족도 조사

[그림 3-14] 세종시 주거 불만족 사유

▢ 정주 의사를 조사한 결과, 65%가 계속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그림3-15, 그림3-16

참조).
¡

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요 이유로 학교, 직장 및 사업장의 위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가족, 지인의 거주, 편리한 생활 교육 인프라 체계 마련, 자연환경이 풍족해서,
경제적 여건상, 교통수단의 편리성 순으로 나타남.

자료: 세종시 주거 만족도 조사

[그림 3-15] 세종시 거주 의향도

79

세종시 도시동태성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자료: 세종시 주거 만족도 조사

[그림 3-16] 세종시 거주할 계획인 이유

▢ 한편, 조사 대상자의 7%는 계속 거주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3-17 참조).
¡

거주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요 이유로 학교, 직장 및 사업장의 위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생활교육, 교통수단 불편 및 교통체증, 경제적 여건, 가족 및 지인의 부재
순으로 나타남.

자료: 세종시 주거 만족도 조사

[그림 3-17] 세종시 거주할 계획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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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부문
▢ 2020년 현재 세종시의 등록된 자동차 수는 174,708대로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267%

증가한 수치임(표3-10 참조).
¡

그 대부분은 승용차(87.8%)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자가용이 99.4%를 나타냄.
<표 3-10> 세종시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승용차

관용
영업용

자가용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2012

47,580

34,830

408

34,422

2,464

10,179

107

8,638

2013

52,889

39,301

560

38,741

2,744

10,707

137

8,756

2014

67,881

52,969

664

52,305

3,152

11,583

177

19,010

2015

93,078

76,303

771

75,532

3,648

12,922

205

9,640

2016

110,358

92,478

868

91,610

3,879

13,766

235

10,197

2017

129,700

110,610

814

109,796

4,052

14,765

273

10,363

2018

147,862

127,670

933

126,737

4,291

15,573

328

11,035

2019

163,301

142,250

940

141,310

4,435

16,236

380

11,420

2020

174,708

153,317

952

152,365

4,340

16,571

480

11,629

주: 계=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이륜차 제외)
자료: 통계청(kosis).

▢ 2020년 세종시의 대중 교통은 크게 시내버스와 BRT가 담당하고 있음(표3-11 참조).
¡

2020년 시내버스는 243대가 운행 중이며 10,439천명을 수송하고 있음.

¡

이는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버스 수 및 수송 인원이 각각 5.9배 및 4.7배 증가한 수치임.

¡

BRT의 경우, 출범 당시 운영하지 않았으며 2020년 현재 42대가 등록되어 2,747천명을
수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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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세종시 대중교통 이용 현황
(단위: 대, 명)

구분

BRT

등록대수

수송인원

등록대수

수송인원

2012

41

2,208,474

0

0

2013

64

2,027,743

21

640,785

2014

84

4,618,422

27

1,313,650

2015

99

5,942,921

27

3,575,388

2016

133

7,787,216

27

3,810,725

2017

152

9,681,759

27

3,187,665

2018

238

10,851,815

33

3,556,195

2019

242

13,120,570

43

4,024,231

2020

243

10,439,303

42

2,747,842

자료: 통계청(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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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및 분석
결과

제1절 주요 변수 및 자료

▢ 먼저, 본 연구의 모형에 활용된 주요 변수 및 자료는 표4-1과 같음.
¡

변수들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크게 인구, 경제 및 산업, 환경 부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음.

¡

모델에 사용된 입력값은 통계청 DB에서 세종시 자료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정에 의해 임의의 값을 부여함.

<표 4-1> 주요 변수 및 자료
변수

입력값 (평균)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구

355,831

명

통계청

2020

출생률

10

%

통계청

2020

사망률

3.8

%

통계청

2020

전입률

22.7

%

통계청

2020

전출률

19

%

통계청

2020

지역내총생산

11,091,040

백만원

통계청

2019

세입

1,874,648

백만원

통계청

2018

세출

1,383,446

백만원

통계청

2018

사업체 수

18,041

개

통계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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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입력값 (평균)

단위

출처

기준연도

자동차 수

174,742

대

통계청

2020

주택 수

136,887

호

통계청

2020

쓰레기 매립량

296,592

㎥

통계청

2020

대기오염수준

0.003

ppm

통계청

2020

쓰레기량

7.8

톤/연

통계청

2020

용적율

200

%

통계청

2020

건폐율

60

%

통계청

2020

주택 철거율

972

개

통계청

2020

주택 공급 제한 효과

0

-

연구자 설정

2020

경제활동 참가율

64.5

%

통계청

2020

가구당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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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참고

2020

제2절 인과지도 및 모형 구성
1. 인과지도 구성
▢ 세종시 도시동태성을 파악하기 위한 거시적인 시스템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아래

그림4-1과 같이 분석 영역에 관한 인과지도를 마련함.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인구(사회), 경제, 환경 영역 간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함.

¡

우선, 인구(사회) 영역은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인구의 증감에 더해 사회적 요인에 따른 유입
및 유출을 고려함.

- 인구의 증가는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에 대응하는 노동력 수요를 증가시켜 인구
규모에 따른 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됨(R1).
- 반면, 인구의 증가는 생활인프라, 건축,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증가를 불러 일으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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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오염을 가속화 시켜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게 됨.
- 이른바 환경용량의 제한에 따른 성장의 한계가 이 지점에서 일어나게 됨(B1).
¡

한편, 경제 규모의 성장은 투자를 확대시켜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으로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R3).

- 또한, 경제 규모의 성장이 투자 증대를 불러와 환경을 강화시키면 인구 규모가 성장하고
서비스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다시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됨(R2).

[그림 4-1] 인구-경제-환경을 중심으로 본 지역 지속가능성 분석 영역

Ÿ

R1 : 인구 → (+) 서비스 수요 → (+) 경제 → (+) 노동력 수요 → (+) 인구

Ÿ

B1 : 인구 → (+) 오염 →(-) 환경 → (+) 인구

Ÿ

R2 : 인구 → (+) 서비스 수요 → (+) 경제 → (+) 투자 → (+) 환경 → (+) 인구

Ÿ

R3 : 경제 → (+) 투자 → (+) 환경 → (+) 정주환경 →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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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및 경제 영역의 상호작용
▢ 인구와 경제 영역 간 상호작용을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림4-2와 같이 크게 3개의 강화

피드백 루프를 중심으로 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음(Meadows et al., 1974; 정회성,
전대욱, 2006; 문태훈, 2009).
¡

먼저, 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는 고용증대를 불러오고 지역 자본 및 기술
수준을 늘려 지역의 주요산업 생산을 증대시키며 지역내총생산(GRDP)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 이는 곧 역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지역 매력도가 제고되어
인구의 증가를 불러옴(R1).
- 추가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주택 공급의 증가는 주거 매력도를 높여 인구 유입을
강화시킴(R3).
¡

한편, 지역내총생산(GRDP)이 증가할수록 지역 투자가 확대되고 이는 지역 산업 자본을
증가시켜 산업 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 다시 말해, 지역 산업의 강화는 지역산업의 추가적인 발굴 및 확장을 초래하는 강화
피드백을 발생시킴(R2).
- 즉, 지역내 자본 및 기술 투자량이 지역내총생산에 비례하지만 확장된 기회를 통해 역외
자본 및 기술투자량이 조달될 수 있으며 지역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비례하여
발생함.
- 지역의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면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노동력 투입이 증가할 수 있고
산업의 양적, 질적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수요창출을 통해 강화 피드백 루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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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인구 및 경제 영역의 인과지도

R1 : 인구 → (+) 경제활동참여 → (+) 고용 → (+) 지역 자본 및 기술 수준 → (+) 지역 산업

Ÿ

→ (+) GRDP → (+) 지역매력도 → (+) 인구
R2 : 지역 자본 및 기술 수준 → (+) 지역 산업 → (+) GRDP → (+) 투자 → (+) 지역 자본

Ÿ

및 기술 수준
R3 : 인구 → (+) 주택 공급 → (+) 주거 매력도 → (+) 지역 매력도 → (+) 인구

Ÿ

2) 경제 및 환경 영역의 상호작용
▢ 경제와 환경 영역 간 상호작용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아래 그림4-3과 같은 피드백

루프를 발견할 수 있음(Meadows et al., 1974; 정회성, 전대욱, 2006; 문태훈, 2009).
¡

인구의 증가는 오염 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환경을 훼손하여 정주 여건의 매력도를 낮추고
인구 유입이 더디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됨(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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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구의 증가에 환경 악화는 산업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인구 유입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음(B2).

- 즉, 인구증가에 의한 오염 배출의 증가는 환경을 훼손하여 지역 산업의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게 됨.
- 이는 곧 GRDP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매력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감소하게
되는 장기적인 조절 효과로 나타남.

[그림 4-3] 경제 및 환경 영역의 인과지도

Ÿ

B1 : 인구 → (+) 오염 → (-) 환경 → (+) 정주여건 매력도 → (+) 지역매력도 → (+) 인구

Ÿ

B2 : 인구 → (+) 오염 → (-) 환경 → (+) 지역 산업 → (+) GRDP → (+) 지역매력도 →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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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경제 및 환경 영역의 통합 인과지도
▢ 앞서 다룬 인구와 경제, 경제와 환경을 토대로 인구와 경제 및 환경 영역 간 상호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강화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그림4-4).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와 환경 영역 간 상호관계에서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에 대해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피드백 루프가 닫힌 시스템 내에서 조절작용을
하고 있음.

¡

이로써 유한한 시스템 환경 내에서 성장이 지속될 수는 없으며 자원의 한계용량을 고려한
인구 및 경제적 자본 투입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4] 인구, 경제, 환경 영역의 통합 인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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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경제성장 및 환경훼손에 관한 피드백 루프 중, 인구증가에 따른

경제규모 증가를 보여주는 R1, R2, R3 강화 피드백 루프와 오염에 따른 환경 수준에 따라
지역매력도가 결정되는 균형 피드백 루프 B1, B2, B3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한 세종시 도시동태성 분석이 주 목적인 바에 따라

도시의 주요 현안을 반영하는 모델의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모델 최남희(2003), 문태훈(2009)의 도시동태모형을
기반으로 세종시의 주요 현안인 아래 3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개선된 인과지도 작성 및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을 하고자 함.

- 국회세종의사당 유치 등에 따른 SOC투자 증가
-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충
- 행정복합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산업 투자
▢ 이상의 인과지도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간 인과 관계의 특성 및 관련 출처를 아래 표4-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 부호가 의미하는 바는 원인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결과
변수도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부호로 표시하였음.

¡

반대로, 원인 변수가 증가할 때 결과 변수가 감소하고, 원인 변수가 감소할 때 결과 변수가
증가하는 경우 (-) 부호로 표시하였음.

<표 4-2> 주요 변수 간 인과관계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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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변수

부호

결과 변수

출처

인구

+

경제활동참여

문태훈(2009)

경제활동참여

+

고용

Meadows et al. (1974)
정회성, 전대욱(2006)

고용

+

지역 산업 자본

Meadows et al.(1974)
정회성, 전대욱(2006)

지역 산업 자본

+

지역 산업 규모

Meadows et al. (1974)
정회성, 전대욱(2006)

제4장 동적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및 분석 결과

원인 변수

부호

결과 변수

출처

지역 산업 규모

+

GRDP

김정기, 김강훈(2010)

GRDP

+

지역 매력도

정회성, 전대욱(2006)

지역 매력도

+

인구

정회성, 전대욱(2006)
김정기, 김강훈(2010)
정창호(2015)

GRDP

+

투자

Meadows et al. (1974)

투자

+

지역 산업 자본

Meadows et al. (1974)
정회성, 전대욱(2006)

인구

+

오염

정회성, 전대욱(2006)
문태훈(2009)

오염

-

환경

정회성, 전대욱(2006)

환경

+

지역 산업 규모

정회성, 전대욱(2006)

환경

+

정주여건 매력도

정창호(2015)

정주여건 매력도

+

지역매력도

정회성, 전대욱(2006)
정창호(2015)

2. 시뮬레이션 모형 구성
1) 시뮬레이션 기초 설정
▢ 앞에서 구성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시스템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도시 행정권역 : 세종시
- 주요 하위체계 : 산업부문, SOC부문, 주택부문, 사회복지부문
- 실 자료(년) : 20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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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초기 세팅 값 (개념 설계)

- Initial Time = 2013

(시뮬레이션 시작 값)

- Final Time = 2030

(시뮬레이션 종료 값)

- Time Step = 0.125

(시뮬레이션 수행 단위 값)

- Units for Time = Year

(기본 단위)

- Simulation Package : Vensim

(VENTANA Systems, Inc.)

2) 시뮬레이션 분석 모형
▢ 이상의 설정을 기초로 아래 그림4-5와 같은 모형을 구축하였음.
¡

본 모형은 인구, 주택, 사업체, 재정, 환경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도시 동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일반적인 도시 동태성 모형에 세종시 현안을 반영하여 국회세종의사당 유치 등에 따른
SOC 투자효과, 인구유입 및 도시성장에 따른 사회서비스 투자효과, 행정복합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산업 투자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모델을 일부 수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개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 매력도, 일자리 매력도, SOC 투자,
사회서비스 투자 수준을 종합한 지역매력도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매력도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정책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 위와 같이 종합 지표로써의 지역매력도는 연구 모델에서 지역 인구 유입, 세입 확보,
사업체 신설을 증진하는 요인으로 피드백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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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나리오 구성 및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
1. 기본 시나리오
▢ 세종시의 일반현황을 적용한 시나리오로써 별도의 시나리오 개입이 없이 현재 세종시의

주요 지표를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

기본 시나리오에 의해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정책 개입을 반영하였을 시 모델의
주요 동태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지 검토함.

¡

본 연구 결과 그래프에 나타나는 레퍼런스 모드는 실제 인구 동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계자료상 인구 동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치는
도시동태성 모델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결과임.

▢ 먼저, 세종시의 인구 동태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초기활력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인 2015년

목표인구인 15만 명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족적 성숙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인
2016~2020년 기간 동안 목표 인구 3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완성단계에
해당하는 2020~2030년에는 목표 인구 50만명에 근접한 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4-6).

주: BAU(business as usual)는 기본 시나리오를 의미

[그림 4-6] 세종시 총 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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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주택 수 변화
¡

다음으로 세종시의 주택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시작되는 주택 수 증가가
2021년 현재 약 15만 호 수준을 지나 2028년 무렵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4-7).

- 가용토지 및 주택수요 등의 관계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가 주택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본 모형의 분석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택공급이 조절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주: BAU(business as usual)는 기본 시나리오를 의미

[그림 4-7] 세종시 주택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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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사업체 수 변화
¡

다음으로 세종시의 사업체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4-8).

¡

세종시의 사업체 수는 2015년 10,000개소를 넘었고, 2020년 20,000개소를 넘었으며
현재 모델의 구조상에서 2027년 30,000개소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구성된 모델에 의한 결과로써 이후 발생하는 환경 변화 및 정책 개입으로 인한
사업체 수 증가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주: BAU(business as usual)는 기본 시나리오를 의미

[그림 4-8] 세종시 사업체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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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세입 변화
¡

세입의 경우, 세종시 세입 변화는 2013년 기준으로 836,923백만 원 수준에서 2018년
1,874,648백만 원 수준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그림4-9).

¡

현재와 같은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세종시의 세입 규모는 2023년 약 3조, 2026년 약 4조,
2028년 약 5조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음.

주: BAU(business as usual)는 기본 시나리오를 의미

[그림 4-9] 세종시 세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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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세출 변화
¡

세종시 세출 변화는 2013년 기준으로 583, 605백만 원 수준에서 2018년 1,383,446백만
원 수준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그림4-10).

¡

현재와 같은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세종시의 세출 규모는 2024년 4.5조원, 2027년
6.8조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세출 규모는 각 현안 별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될 산업 투자, 사회서비스 투자, SOC
투자 비율에 따라 모델에 적용되어 도시 동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세출 내역은 연도별
세종시 분야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활용하였음.

-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기타 예산으로 구분됨.
- 이 중, SOC 투자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출(전체 예산의 16%)로 구성하였으며 스마트씨티산업
투자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전체 예산의 16%)로 구성하였고, 사회서비스 투자는
사회복지, 보건에 관한 지출(전체 예산의 27%)로 구성하였음.

주: BAU(business as usual)는 기본 시나리오를 의미

[그림 4-10] 세종시 세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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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역내 총생산(GRDP) 변화
¡

세종시 지역내 총생산의 변화는 2015년 기준으로 9.2조원 수준에서 2019년 11조원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옴(그림4-11).

¡

현재와 같은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세종시의 지역내 총생산 규모는 2023년 약 15조원,
2027년 약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주: BAU(business as usual)는 기본 시나리오를 의미

[그림 4-11] 세종시 지역내 총생산(GRDP)

101

세종시 도시동태성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 세종시 쓰레기 매립량 변화
¡

세종시의 쓰레기 매립량의 변화는 2015년 기준으로 27,616㎥수준에서 2019년 75,082㎥
수준까지 누적 증가하고 있음(그림4-12).

¡

현재와 같은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세종시의 쓰레기 매립량 규모는 2023년 이후 150,000㎥,
2027년 225,0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주: BAU(business as usual)는 기본 시나리오를 의미

[그림 4-12] 세종시 쓰레기 매립량 변화

▢ 이상의 주요 저량변수들의 변화와 참조 동태 간 비교를 통해 본 모델의 타당성은 부분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조 동태 및 단위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분석 결과와 현실 간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일자리, 주거, 산업, 사회서비스 및 SOC 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매력도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그림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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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매력도는 인구 전입 및 사업체 신설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지역의 생산성
및 주택 공급 등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전반적인 도시의 동태를 발생시키는 개념으로
활용하였음.
- 지역매력도 변화를 살펴보면 특별한 개입이 없는 현 상태를 기준으로 세종시 초기
활력단계인 2015년 무렵 0.2 수준에서 2030년까지 0.8 수준까지 약 4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종시의 주요 도시 동태를 구성하는 산업, SOC, 사회서비스 등의 주요 부문에 대해
현재와 같은 투자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연 평균 18% 수준의 지역 매력도
상승이 예측됨.

- 이는 절대적인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른 정책 개입효과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평가가 바람직함.
-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함에 따라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주: BAU(business as usual)는 기본 시나리오를 의미

[그림 4-13] 세종시 지역매력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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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주요 저량변수들의 연도별 분석 결과 값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4-3과 같음.

<표 4-3> 세종시 주요 정책 변수의 분석 결과 값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총 인구
(명)

221,328

304,486

373,074

410,040

433,359

441,688

442,200

436,312

주택 수
(호)

72,114

101,718

133,191

154,075

167,267

174,128

176,345

175,604

사업체 수
(개소)

11,599

15,818

19,643

22,555

25,355

28,234

32,089

37,329

세입 (조원)

1.41

1.82

2.28

2.80

3.40

4.07

4.82

5.65

세출 (조원)

1.06

1.57

2.34

3.34

4.60

6.05

7.46

8.56

지역내 총
생산 (조원)

8.46

9.97

11.85

14.01

16.42

19.06

21.96

25.23

쓰레기
매립량 (㎥)

40,242

60,872

89,305

124,026

162,714

203,926

246,486

289,803

지역
매력도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2. 시나리오
1) 국회세종의사당 유치를 통한 SOC 투자효과
▢ 기본모형에 더해 국회세종의사당 유치에 따른 SOC 투자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4-14와

같은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투자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국회세종의사당의 유치는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공행정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등 도시 전반의 SOC 투자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봄.

- 일반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SOC 확충이 필수적임에 따라 본 도시 동태 모형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유치 효과를 SOC 투자로 인한 도시 동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이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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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유치를 통한 SOC 투자에 대한 동태 파악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함.

- 시나리오1. SOC 투자효과에 따른 세종시 동태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시나리오 1을 분석하기 위해 세종시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현재 SOC 예산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전체 예산의 16% 규모로 추정하였으며 SOC 투자 규모를 19%, 22% 수준으로
각각 3%p씩 확대했을 때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기준 각각 0.38, 0.40, 0.43, 2025년
0.59, 0.64, 0.68, 2030년 0.82, 0.89, 0.96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4] SOC 투자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

그림4-14의 SOC 투자 규모에 따른 지역매력도 변화는 표4-4와 같이 나타남.

- SOC투자를 기존 16% 수준에서 6%p 확대하면 기존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것 보다
2030년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매력도를 2년 단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SOC 투자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SOC 투자 16%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SOC 투자 19%

0.21

0.25

0.32

0.40

0.51

0.64

0.77

0.89

SOC 투자 22%

0.22

0.27

0.33

0.43

0.54

0.68

0.83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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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시티산업 투자효과
▢ 세종시는 현재 행정복합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산업을 육성하고

자족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효과를 도시 동태성 모델 안에서 파악해보고자
함.
¡

특히, 산업투자로 인한 일자리 증가와 사업체 수 신설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에 반영하고자 함.

- 분석을 위해 산업투자로 인한 사업체 신설이 지역매력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였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시나리오 2. 스마트시티산업 투자효과로 인해 세종시 동태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시나리오 2를 분석하기 위해 세종시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현재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산업투자비율 예산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SOC 투자규모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16% 규모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산업 투자 규모를 19%, 22% 수준으로 각각 3%p씩
확대했을 때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기준 각각 0.38, 0.38, 0.39, 2026년 0.59, 0.61,
0.62, 2030년 0.82, 0.86, 0.90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5] 스마트시티산업 투자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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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15의 산업 투자 규모에 따른 지역매력도 변화는 표4-5와 같이 나타남.

- 산업 투자를 기존 16% 수준에서 6%p 확대하면 기존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것 보다
2030년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매력도를 약 1년 단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산업 투자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산업 투자 16%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산업 투자 19%

0.21

0.24

0.30

0.38

0.48

0.61

0.74

0.86

산업 투자 22%

0.21

0.24

0.31

0.39

0.49

0.62

0.76

0.90

3) 사회서비스 투자효과
▢ 세종시는 현재 사회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1인당 복지예산, 취약계층 1인당 복지예산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1인당 복지예산 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작았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수에 있어서도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여전히 인구 대비
시설 수가 상당히 적어 출범 초기에 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편에 속함.
¡

이에 더해 국회세종의사당 유치에 따른 SOC 증가, 일자리 및 주거 공급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사회서비스 지출 증가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

▢ 반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공공 부문과의 소통과 협력, 행정복합도시로서의 투자 확대 등을

특성으로 사회서비스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에 높은
효과성을 기대해볼 수 있음에 따라 세종시의 사회서비스 투자효과를 도시 동태성 모델
안에서 파악해보고자 함.
¡

분석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가 지역매력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시나리오 3. 사회서비스 투자효과로 인해 세종시 동태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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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3을 분석하기 위해 세종시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현재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전체 예산의 27% 규모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사회 서비스
투자 규모를 30%, 33% 수준으로 각각 3%p씩 확대했을 때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현재
각각 0.38, 0.39, 0.40, 2026년 0.59, 0.62, 0.64, 2030년 0.82, 0.86, 0.89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6] 사회 서비스 투자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

그림4-16의 사회서비스 투자 규모에 따른 지역매력도 변화는 표4-6과 같이 나타남.

- 사회서비스 투자를 기존 27% 수준에서 6%p 확대하면 기존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것 보다
2030년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매력도를 약 1년 단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사회서비스 투자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사회서비스 투자 27%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사회서비스 투자 30%

0.21

0.25

0.31

0.39

0.49

0.62

0.74

0.86

사회서비스 투자 33%

0.21

0.25

0.32

0.40

0.51

0.64

0.77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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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시나리오
▢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는 세종시 도시동태성 기본 모형에 더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SOC 투자효과, 스마트시티산업 투자효과, 사회서비스 투자효과를 모두 적용한 통합
시나리오를 반영해보고자 함.
- 시나리오 4. SOC 투자, 스마트시티산업 투자 및 사회서비스 투자 효과에 따른 세종시
동태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이는 단순히 효과를 더해서 보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정책 개입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생기는 예측할 수 없는 도시 동태의 비선형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제약,
시스템 저항 및 부작용에 대해 가상의 공간에서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함임.

▢ 시나리오 4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시나리오 중에서 작은 투자 규모의 조합과 큰 투자

규모의 조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렇게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을 때,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현재 각각 0.38, 0.46, 2026년 0.59, 0.75, 2030년 0.82, 1.09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4-17).

[그림 4-17] 통합 시나리오 분석 결과

109

세종시 도시동태성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

그림4-17의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매력도 변화는 표4-7과 같이 나타남.

- 통합 시나리오에서 모든 투자를 6%p 확대하면 기존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것 보다
2030년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매력도를 약 3년 단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 매력도 변화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SOC16%+산업16%+
사회서비스27%

0.21

0.24

0.30

0.38

0.48

0.59

0.72

0.82

SOC22%+산업22%+
사회서비스33%

0.23

0.28

0.36

0.46

0.59

0.75

0.93

1.09

▢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투자 규모에 따라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을 때, 총 인구 규모는

2022년 각각 410,040명, 412,169명, 2026년 441,688명, 447,141명, 2030년
436,312명, 447,255명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4-18).

(단위: 명)

[그림 4-18] 투자규모에 차이에 따른 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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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18의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총 인구 변화는 표4-8과 같이 나타남.

- 인구 유입은 일정 수준에 달하면 가용면적 또는 일자리 등의 한계로 감소하게 되어있으나
투자 확대 시나리오를 통해 목표인구에 보다 수렴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음.

<표 4-8>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총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SOC16%
+산업16%
221,328 304,486 373,074 410,040 433,359 441,688 442,200 436,312
+사회서비스27%
SOC22%
+산업22%
221,507 305,009 374,234 412,169 436,907 447,141 450,119 447,255
+사회서비스33%

▢ 동일하게 투자 규모별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주택 수 변화는 2022년 각각 154,075호,

154,696호, 2026년 174,128호, 175,858호, 2030년 175,604호, 179,264호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4-19).

(단위: 호)

[그림 4-19] 투자규모 차이에 따른 주택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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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19의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주택 수 변화는 표4-9와 같이 나타남.

- 주택 공급은 인구, 가용면적 또는 가격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할 수
없으나 투자 확대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기준 3~4,000호 정도 추가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함.
<표 4-9>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 수 변화
(단위: 호)

구분
SOC16%
+산업16%
+사회서비스27%
SOC22%
+산업22%
+사회서비스33%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72,114

101,718 133,191 154,075 167,267 174,128 176,345 175,604

72,149

101,845 133,506 154,696 168,351 175,858 178,928 179,264

▢ 같은 기준으로 사업체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각각 22,555개소, 24,349개소,

2026년 28,234개소, 33,735개소, 2030년 37,329개소, 52,938개소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4-20).
(단위: 개소)

▢

[그림 4-20] 투자 규모 차이에 따른 사업체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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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20의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사업체 수 변화는 표4-10과 같이 나타남

- 사업체 수 또한 인구 규모 및 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한계로 계속 증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투자 확대 시나리오를 통해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고 인구 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설률이 증진되어 산업 규모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에 따른
행태를 확인할 수 있음.
<표 4-10>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체 수 변화
(단위: 개소)

구분
2016
SOC16%
+산업16%
11,599
+사회서비스27%
SOC22%
+산업22%
11,750
+사회서비스33%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15,818

19,643

22,555

25,355

28,234

32,089

37,329

16,242

20,580

24,349

28,568

33,735

41,403

52,938

▢ 같은 기준으로 지역내 총생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각각 약 14.01조원, 약

14.28조원, 2026년 약 19.06조원, 약 20.04조원, 2030년 약 25.23조원, 약 29.24조원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4-21).
(단위: 조원)

▢

[그림 4-21] 투자규모 차이에 따른 지역내 총생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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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21의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내 총생산 변화는 표4-11과 같이 나타남.

- 지역내 총생산은 본 모형에서 지역 인구에 기반한 경제활동참가율, 지역산업체의 생산성
및 산업투자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구조화하였는데 투자 확대 시나리오를 통해 일자리 및
주거 매력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사업체 수가 증가한 영향을 받아 생산량이 증대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음.
<표 4-11>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내 총생산 변화
(단위: 조원)

구분
SOC16%
+산업16%
+사회서비스27%
SOC22%
+산업22%
+사회서비스33%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8.46

9.97

11.85

14.01

16.42

19.06

21.96

25.23

8.47

10.02

11.97

14.28

16.95

20.04

23.70

28.24

▢ 같은 기준으로 쓰레기 매립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각각 124,026㎥, 124,471㎥,

2026년 203,926㎥, 205,737㎥, 2030년 289,803㎥, 295,351㎥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4-22).
(단위: ㎥)

[그림 4-22] 투자규모 차이에 따른 쓰레기 매립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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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22의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쓰레기 기매립량 변화는 표4-12와 같이 나타남.

- 본 모형에서 쓰레기 배출 부문은 인구당 쓰레기 및 사업체당 쓰레기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별도의 쓰레기 배출 정책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산업 투자 확대 시나리오를 통해
쓰레기 배출에 따른 누적 매립량이 증가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음.

<표 4-12> 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쓰레기 매립량 변화
(단위: ㎥)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SOC16%
+산업16%
40,242
+사회서비스27%

60,872

89,305

124,026 162,714 203,926 246,486 289,803

SOC22%
+산업22%
40,252
+사회서비스33%

60,928

89,484

124,471 163,659 205,737 249,728 295,351

▢ 이상의 세종시 도시동태성에 관한 주요 분석 결과를 통해 세종시의 정책 현안별 개입 효과를

예측해보았음.
¡

본 모형은 인구, 주택, 산업, 재정, 환경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도시 동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일반적인 도시 동태성 모형을 기반으로 세종시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을 반영하였음.
- 국회세종의사당 유치에 따른 SOC 투자효과, 인구유입 및 도시성장에 따른 사회서비스
투자효과, 행정복합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산업 투자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모델
수정하고 적합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음.

▢ 이상 제시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세종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함의를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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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모형 타당성: 민감도 분석

▢ 본 연구의 타당성은 앞서 주요 변수들의 참조동태와 비교를 통하여 검증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SOC, 산업, 사회서비스 투자 시나리오 입력값의 변화에 따라 내생 변수의 변화량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위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함.
¡

본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프로그램인 벤심 패키지에 내장된 민감도 분석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모델에 사용된 주요 상수들에 대해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회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서 미리 설정한 상수값 변화의 범위내에서
난수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과 값의 분포를 확인하였음.

- SOC투자 규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분포내에서 상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였음(그림4-23).

[그림 4-23] SOC투자 규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산업투자 규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분포 내에서 상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였음(그림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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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산업투자 규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사회서비스투자 규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분포 내에서 상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였음(그림4-25).

[그림 4-25] 사회서비스 규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117

제

5

장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제1절╷주요 연구 결과
제2절╷정책적 함의

╷세종시 도시동태성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5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토대로 세종시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구조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었음.
¡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기존의 분절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경제와 더불어 사회 및 환경
전체가 하나로 밀접하게 상호의존적이자 역동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활용하였음.

▢ 이에 기초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

먼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세종시의 현황을 분석하여 핵심 변수를 마련하였으며,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정성적 인과 지도와 정량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음.

¡

세종시의 관심 정책 변수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별 정책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도시 동태성 모델을 기반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유치를 통한 SOC 투자효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산업 투자효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효과를 지역매력도 변수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시나리오 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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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기본 시나리오에 의해 현재 상태를 확인 한 후, 예상되는 정책 개입을 반영하였을 시

모델의 주요 동태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지 검토하였음
¡

기본 시나리오 분석 결과, 세종시의 일반현황을 적용한 시나리오로써 별도의 시나리오
개입이 없이 현재 세종시의 주요 지표를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 다음으로 시나리오 1의 분석을 위해 세종시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현재 SOC 예산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전체 예산의 16% 규모로 추정하였으며 SOC 투자 규모를 19%, 22%
수준으로 각각 3%p씩 확대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음.
¡

그 결과,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기준 각각 0.38, 0.40, 0.43, 2025년 0.59, 0.64,
0.68, 2030년 0.82, 0.89, 0.96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SOC투자를 기존 16% 수준에서 6%p 확대하면 기존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것 보다
2030년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매력도를 2년 단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2의 분석을 위해 세종시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현재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산업투자비율 예산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SOC 투자규모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16% 규모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산업 투자 규모를 19%, 22% 수준으로 각각 3%p씩
확대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음.
¡

그 결과,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기준 각각 0.38, 0.38, 0.39, 2026년 0.59, 0.61,
0.62, 2030년 0.82, 0.86, 0.90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시티 산업투자를 기존 16% 수준에서 6%p 확대하면 기존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것
보다 2030년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매력도를 2년 단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3의 분석을 위해 세종시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현재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전체 예산의 27% 규모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사회 서비스 투자
규모를 30%, 33% 수준으로 각각 3%p씩 확대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음.
¡

그 결과,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현재 각각 0.38, 0.39, 0.40, 2026년 0.59, 0.62,
0.64, 2030년 0.82, 0.86, 0.89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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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투자를 기존 27% 수준에서 6%p 확대하면 기존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것 보다
2030년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매력도를 약 1년 단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시나리오 중에서 작은 투자 규모의

조합과 큰 투자 규모의 조합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시, 지역매력도 수준은 2022년 현재 각각
0.38, 0.46, 2026년 0.59, 0.75, 2030년 0.82, 1.09 수준으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매력도 외에도 도시 동태를 구성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지역내 총생산, 쓰레기
기매립량 등의 주요 변수들 또한 투자 확대에 따른 증가 현상을 보였음.

▢ 본 연구의 타당성은 앞서 주요 변수들의 참조동태와 비교를 통하여 검증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SOC, 산업, 사회서비스 투자 시나리오 입력값의 변화에 따라 내생 변수의 변화량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위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함.
¡

민감도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시나리오에 활용된 입력값의 변화에 따라 내생 변수의
변화량이 안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 본 연구 모델은 지역의 인구와 취업자 인구 그리고 GRDP에 대해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정책 개입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해 모델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 한편,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본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상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환경, 사회, 경제 부문의
광범위한 변수들 간 상호작용을 고려함에 있어 어느 선까지 피드백 구조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한계로 남음.

¡

이와 함께, 분석 모델의 변수 간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정량적으로
엄격한 수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 또한 항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극복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아쉬움으로 남음.

- 이와 관련하여 인구의 증가가 일으키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와 환경적 악순환 구조의
효과에 대해 인구 규모와 오염 배출이 비례하도록 설정한 부분 이외에 좀 더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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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정량적으로 모델에 반영하지 못해 분석의 함의를 보다 풍부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추후 보완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본 연구가 주요 시나리오를 통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각각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발굴하고 제약 조건하의 최선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대안의 종류와 범위를 폭넓게 다룸에 있어서도 추후 연구과제로
남길 수 밖에 없음을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종시의 생존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시나리오 별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각종 정책적, 경제적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은 물론 사업 전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점검하여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부작용(예산, 시간 등) 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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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함의

▢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 시도한 모든 투자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개별적으로든 복합적으로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음.
¡

대체로 투자를 확대할수록 지역매력도를 포함한 주요 정책변수의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모든 정책 시나리오는 시간과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현실적 제약에 의해서 모두
실현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시도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정책 개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모형에 활용된 SOC 투자확대는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현안인 국회세종의사당 유치와 직결되어 있으며 개입효과 또한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지역매력도 증진에 가장 높게 기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도 산업 증진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SOC 확충이 중요함은
물론이고 행정복합도시로써의 자족성 확보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부문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2022년 국가 SOC 예산이 대폭 증대되는 시점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역에
대한 대형 현안 사업들이 확정되며 최대 수혜지역이 된 점은 세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고 있음6).
¡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SOC확충 및 산업 투자로 인한 인구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의 양적 성장이 우선적으로 부각됨.

- 그러나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할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 또한 상당히 시급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비용,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임.

6) 충북일보(2021.12.7.).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충청권 '최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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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경우 도시 기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산, 인력 등 모든면에서 증가율이 높으나
인구 대비 예산 및 인력 등의 지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특히, 세종시의 경우, 유입인구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확보된 근로연령층이기 때문에
도시의 주거매력에 있어 돌봄, 양육 등의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를 위해 이전하기 어려운 장애요소로 작용함.
- 이러한 균형적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완성단계에서는 자족을 넘어 실제
주거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 또한 지속 투자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지역의 당면 과제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해 발생 가능한 인구 규모의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음.

▢ 그러나 앞서 인구, 경제, 환경 영역의 인과지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인구의 증가는 경제,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환경용량을
소비하며 환경 지속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게 됨을 고려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양광식(2018)의 연구에서 수행된 지역별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참조하면

강원도의 경제, 사회, 환경 영역 중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준수하게 유지된 반면 경제와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저조한 결과를 볼 수 있었음.

▢ 따라서 현재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인구 유입을 증가시킬 대안을 모색하지만 장기적으로

오염배출 증가와 환경용량의 소모에 대한 가중치가 점차 커지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함.

▢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개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영향을 분리해서

적용하였지만 현실에서는 개별 시나리오가 분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개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보다 전체 시나리오의 조합으로 인한 결과가 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
¡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주의를 요하는 점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정책 개입의 조건에서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정주환경, 고용환경 및 관광산업 그 자체의 매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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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각 환경별로 세종시의 수행 능력과 소요 시간 및 정책 효과 실현 시기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개입될 정책 환경은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날 수 있음도 밝혀둠.

¡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개발자의 의도, 예를 들어 특정 인구수준의 유지 등을 위해 역으로
어느 정도 정주환경, 고용환경 및 관광산업 개선정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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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시뮬레이션 관계식 ]

FINAL TIME = 2030
Units: Year
The final time for the simulation.
SOC 투자 = 세출*SOC 투자 비율
Units: **undefined**
SOC 투자 비율 = 0.16
Units: **undefined** [0,1,0.01]
SOC 투자 효과 = SOC 투자/1e+11*SOC에 대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영향
Units: **undefined**
SOC에 대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영향 = 국회세종의사당 효과
Units: **undefined** [0,10,1]
가격 감소 효과 = WITH LOOKUP
(주거 매력도,
([(0.5,0)-(1,0.2)],(0.5,0),(0.55,0.028),(0.6,0.061),(0.65,0.086),(0.7,0.107),
(0.75,0.128),(0.8,0.149),(0.85,0.167),(0.9,0.184),(0.95,0.196),(1,0.2) ))
Units: **undefined**
가격 변화 = 주택 가격*가격 변화율
Units: **undefined**
가격 변화율 = (0.2-가격 감소 효과)+용적율 조절 효과
Units: **undefined**

135

세종시 도시동태성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가격 효과= WITH LOOKUP
(주택 가격,
([(100,0.00025)-(200,0.025)],(100.204,0.000647591),(110.591,0.00889759),
(123.422,0.015756),(134.216,0.018241),(143.788,0.0196325),(151.527,0.0198313),
(160.489,0.0208253),(170.061,0.0213223),(180.652,0.0218193),(190.428,0.0224157),
(200,0.0239066) ))
Units: **undefined**
가구 규모= WITH LOOKUP
(Time,([(2013,0)-(2035,6)],(2013,2.5),(2020,2.5),(2035,2.5) ))
Units: **undefined**
가구 대비 주택 수 차이 = (총 인구/가구 규모)-주택 수
Units: **undefined**
가용 토지 = (2.35471e+07*용적율*건폐율)-주택 건설 정책 효과
Units: **undefined**
2019 대지 합계
가용 토지 용량 = 가용 토지-(주택 수*주택 당 토지면적)
Units: **undefined**
건폐율 = 0.6
Units: **undefined**
경제활동참여율 = WITH LOOKUP
(Time,
([(2017,0)-(2030,10)],(2017,0.62),(2018,0.63),(2019,0.64),(2020,0.65),(2025,0.7),
(2030,0.75) ))
Units: **undefined**
IF THEN ELSE( Time<Disaster occur, 0.55 , IF THEN ELSE
(Time>=Disaster occur :AND: level of disaster=0.2 , 0.45+RAMP(
0.01125 , Disaster occur , resilience time ), IF THEN ELSE(
Time>=Disaster occur :AND: level of disaster=0.4 , 0.43+RAMP(
0.01 , Disaster occur , resilience time) , IF THEN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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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Disaster occur :AND: level of disaster=0.8 , 0.4+RAMP(
0.008 , Disaster occur , resilience time ) , 0.0225))))
국회세종의사당 비용절감 가중치 = 0.2
Units: **undefined** [0,8,1]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 2026
Units: **undefined**
국회세종의사당 효과=
IF THEN ELSE( Time>=국회세종의사당 설립 , 국회세종의사당 비용절감 가중치
+RAMP( 0.001,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Time<=2045 ),국회세종의사당 비용절감 가중치)
Units: **undefined**
IF THEN ELSE( Disaster occur<=Time :AND: Time<=Disaster end,
0.4, IF THEN ELSE( Disaster end<=resilience time , RAMP( 0.02 ,
Disaster occur , resilience time ) , 0.1 ) IF THEN ELSE(
Disaster occur<=Time , level of disaster+RAMP( 0.005 , Disaster
occur , resilience time ),0.1)
기 매립량 = INTEG (매립+타 지역으로부터의 매립, 21635)
Units: **undefined**
기매립량(㎥, 전체 누적)
기타 처리 = 쓰레기-(쓰레기*매립율)
Units: **undefined**
노동력 = 총 인구*경제활동참여율
Units: **undefined**
노동력 대비 일자리 = 일자리/노동력
Units: **undefined**
돌봄지원 수준 = 사회서비스 투자/1e+12
Units: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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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도 종합 = 일자리 매력도*주거 매력도
Units: **undefined**
매립 = 쓰레기*매립율
Units: **undefined**
매립 용량 = 296592
Units: **undefined**
매립율 = 0.7
Units: **undefined**
사망 = 총 인구*사망률
Units: **undefined**
사업체 당 쓰레기 = 0.1
Units: **undefined**
사업체 당 일자리 = 7
Units: **undefined**
종사자/사업체수
사업체 수 = INTEG (신설-폐업, 7468)
Units: **undefined**
2013
사업체 신설 비율 = WITH LOOKUP (Time,
([(2013,0)-(2035,0.5)],(2013,0.15),(2014,0.2),(2015,0.22),(2016,0.24),
(2017,0.24),(2018,0.2),(2019,0.16),(2020,0.14),(2025,0.12),(2030,0.1),(2035,0.08) ))
Units: **undefined**
사업체 폐업 비율 = WITH LOOKUP (Time,
([(2013,0)-(2035,0.5)],(2013,0.05),(2014,0.06),(2015,0.08),(2016,0.09),(2017,0.1),
(2018,0.09),(2019,0.08),(2020,0.1),(2025,0.15),(2030,0.16),(2035,0.18) ))
Units: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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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사회서비스 투자 = (세출*사회서비스 투자비율)
Units: **undefined**
사회서비스 투자비율 = 0.27
Units: **undefined**
산업 투자 = 세출*산업 투자 비율
Units: **undefined**
산업 투자 비율= 0.16
Units: **undefined**
생산 변화 = 사업체 수*사업체 당 생산량*10000
Units: **undefined**
세입 = INTEG (세입 변화-세입 잉여-세입 지출, 8.36923e+11)
Units: **undefined**
2013
세입 변화 = (세입*세입 변화율)+(지역내 총생산/10*세입에 대한 지역내 총생산의 영향)
Units: **undefined**
세입 변화율 =0.9
Units: **undefined** [0,1,0.01]
0.1
세입 잉여 = 세입*(1-재정 지출 비율)
Units: **undefined**
세입 지출 = 세입*재정 지출 비율
Units: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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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 INTEG(세출 유입-재정 지출, 5.83605e+11)
Units: **undefined**
2017
세출 유입 = 세출*세출유입계수
Units: **undefined**
세출계수 = WITH LOOKUP (Time,
([(2013,0)-(2035,1)],(2013,0.4),(2014,0.42),(2015,0.43),(2016,0.44),(2017,0.45)
,(2018,0.46),(2019,0.45),(2020,0.47),(2025,0.52),(2030,0.55),(2035,0.6) ))
Units: **undefined** [0,2,0.01]
세출유입계수 = WITH LOOKUP (Time,
([(2013,0)-(2035,1)],(2013,0.6),(2014,0.62),(2015,0.63),(2016,0.64),(2017,0.65),
(2018,0.66),(2019,0.66),(2020,0.66),(2025,0.66),(2030,0.6),(2035,0.6) ))
Units: **undefined**
신설 = 사업체 수*(사업체 신설 비율+지출 효과+지역 매력도*0.015)
Units: **undefined**
쓰레기 = INTEG (쓰레기 증가-매립-기타 처리, 5546)
Units: **undefined**
당해년도 매립량(㎥/년)
쓰레기 증가 = ((총 인구*인구 당 쓰레기)+(사업체 수*사업체 당 쓰레기))*(1+쓰레기 증가율)
Units: **undefined**
쓰레기 증가율 = 0.02
Units: **undefined**
오염배출 = 환경 용량
Units: **undefined**
용량 변화 = 환경 용량*환경 투자 효과
Units: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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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 2.3-용적율 조절
Units: **undefined**
용적율 조절 = 0
Units: **undefined**
유출 = 지역내 총생산*유출 계수
Units: **undefined**
유출 계수 = 0.01
Units: **undefined**
인구 당 쓰레기 = 0.05
Units: **undefined**
일자리 = 사업체 수*사업체 당 일자리
Units: **undefined**
일자리 매력도 = 노동력 대비 일자리
Units: **undefined**
잔여 매립 가능량 = 매립 용량-기 매립량
Units: **undefined**
잔여 주택 공급 용량 = 가용 토지 용량*주택 당 토지면적
Units: **undefined**
재정 지출 = 세출*세출계수
Units: **undefined**
재정 지출 비율 = 0.01
Units: **undefined** [-1,1,0.01]
세입 확인 시, 0.01 입력

141

세종시 도시동태성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전입률 = WITH LOOKUP (Time,
([(2013,0)-(2035,0.5)],(2013,0.204),(2014,0.409),(2015,0.46),(2016,0.288),
(2017,0.315),(2018,0.292),(2019,0.253),(2020,0.227),(2025,0.18),(2030,0.17),
(2035,0.16),(2040,0.15) ))
Units: **undefined**
전출 = 총 인구*전출률
Units: **undefined**
전출률 = 0.22+(전출에 대한 환경적 영향*주택 가격 영향)
Units: **undefined**
전출에 대한 환경적 영향 = 오염배출/1e+07
Units: **undefined**
주택 가격 = INTEG (가격 변화, 100)
Units: **undefined**
주택 가격 영향 = WITH LOOKUP (주택 가격,
([(100,0)-(250,0.2)],(100,0.08),(132.688,0.118072),(250,0.2) ))
Units: **undefined**
([(100,0)-(200,0.02)],(100,0.0041),(110,0.0054),(120,0.0065),(130,0.0076),
(140,0.0086),(150,0.0093),(160,0.0099),(170,0.0106),(180,0.011),(190,0.0115),
(200,0.0118) )
주택 건설 = IF THEN ELSE( 주택 수요>=잔여 주택 공급 용량 , 0 , 주택 수요
*(주택 건설 비율+가격 효과) )
Units: **undefined**
주택 건설 비율 = 0.02+주택 건설 정책 효과
Units: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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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택 건설 정책 효과 = 0.8
Units: **undefined**
주택 당 토지면적 = 75
Units: **undefined**
주택 수 = INTEG (주택 건설-주택 철거, 81130)
Units: **undefined**
2015
주택 수 대비 가구비율 = 주택 수/(총 인구/가구 규모)
Units: **undefined**
주택 수요 = 가구 대비 주택 수 차이
Units: **undefined**
주택 철거 = 주택 수*철거율
Units: **undefined**
지역 매력도 = (매력도 종합+((SOC 투자 효과+돌봄지원 수준)/2))/4
Units: **undefined**
지역내 총생산 = INTEG (생산 변화-유출, 6.8833e+12)
Units: **undefined**
2017
철거율 = 0.001
Units: **undefined**
총 인구 = INTEG (출생+전입-사망-전출, 122153)
Units: **undefined**
출생 = 총 인구*출생률
Units: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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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 WITH LOOKUP (Time,
([(2013,0.1)-(2045,0.08)],(2013,0.095),(2014,0.097),(2015,0.148),(2016,0.146),
(2017,0.134),(2018,0.125),(2019,0.117),(2020,0.1),(2021,0.104),(2025,0.104),
(2030,0.098),(2035,0.084),(2040,0.077),(2045,0.072) ))
Units: **undefined**
타 지역으로부터의 매립 = 매립*0.2
Units: **undefined**
폐업 = 사업체 수*사업체 폐업 비율
Units: **undefined**
환경 용량 = INTEG (용량 변화, 1.71496e+06)
Units: **undefined**
환경 투자 = 세출*환경 투자 비율
Units: **undefined**
환경 투자 비율 = 0.05
Units: **undefined** [0,1,0.05]
환경 투자 효과 = WITH LOOKUP
(환경 투자,
([(1.5e+06,0)-(3e+06,0.00485)],(1.5e+06,0),(1.7e+06,0.00015),(1.8e+06,0.0007),
(2e+06,0.0013),(2.1e+06,0.00195),(2.3e+06,0.00265),(2.4e+06,0.00335),
(2.6e+06,0.0039),(2.7e+06,0.0044),(2.9e+06,0.00475),(3e+06,0.00485) ))
Units: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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