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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분권형 지역발전정책 및 제도 추진 현황

영국은 노동당 정부에 이어 현재 보수당 정부까지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도
입을 통하여 지역간 경제성장·발전의 재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
오고

있음.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는

정부백서

‘ Local

Growth:

releasing every place’s potential’에서 국가경제가 지역간 불균형적으로 성장
해 왔음을 강조하며 지역 및 산업 섹터간에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
장·번영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접근 전략으로는, 성장의 핵심동인이
지역으로부터 나오는 부문들에 있어 재정 및 행정 권한의 이양과 지역차원의
정책결정/수립을 장려하는 것임(HM Government, 2010).
현재 도표 <지역발전정책 도입 현황> 와 같은 지역발전 정책 및 제도들이 추
진되고 있으며, 이 문서에서는 영국의 핵심 분권형 지역발전정책인 지자체 연합
기구(Combined Authority)설치 및 직선 광역시장 선출, 분권협상(Devolution
Deals) 체결, 씨티 딜(City Deal) 체결과, 영국 산업기업전략부가 제시한 국가지
역균형발전 사례로서 노스 및 미들란드 지역발전전략을 소개하고자 함.

<지역발전정책 도입 현황>
1 주택 및 지역사회청(Homes and Community Agency)
2 커뮤니티 기금(Community budgets)
3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s)
4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5 지역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6 성장지역기금(Growing Places Fund)
7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ies)
8 시티 딜 체결(City Deals)
9 기업레이트 보유제(Business Rates Retention)
10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e)
11 분권협상(Devolution Deals)
12 지역성장기금(Local Growth Fund)
13 해안권 지역기금(Coastal Communities Fund)
14 지역개발공사(Mayoral Development Corporations)

출처: (National Audit Office, 2017a,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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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자체 연합기구 직선 광역시장 선출(Combined Authority Mayors)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출범한 보수·자민당 연합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이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의 재정
적 자생력 강화와 동시에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추구하는 지방 재정
및 세재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왔음. 예를 들어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
금 삭감과 함께 기업레이트(비주거용 재산 소유에 대한 세금)의 지방재원화 확
대책인 ‘기업레이트 보유 제도(Business Rate Retention Scheme)’가 그 예임.
중앙정부를 거쳐 각 지자체로 재분배 해왔던 기업레이트를 각 지역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5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5).
2016년 4월 영국정부는 2020년부터 기업레이트의 100% 지방세원 이전을 시행하
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현재 이 계획은 연기되었으며 수준도 75%로 변경하였
음(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8).
100% 지방재원화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일부 (Pilot)지역들을 제외하고, 최대
50%까지 기업레이트의 지방재원화가 허용된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재분배된 기
업레이트와 합산하여 지자체로 이전되는 중앙정부 보조금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약

40%

삭감된

것으로

산출됨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s

Association)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40%,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38% 로 산출함)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6, p1). 2015년
지역사회·지방정부부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 지자체의 중앙정부 재정의존도
는 2010년 80% 정도였으나, 2020년까지 지방세, 기업레이트 및 기타 지역세만
을 통해 100% 재정자립을 할 것 ” 이라고 밝힌바 있음(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5b). 추후 이는 2016년 재무장관의 예산
안에서도 공식화한 바 있으나, 메이 정부가 출범하며 실현화되지 않았음.
이 같은 지방재정 및 세제 개혁에 대한 이슈 제기와 지역균형발전 효과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는 없지 않은 실정임. 예를 들어, 지자체 및 지방정부협의회
(LGA)는 기업레이트의 지방재원화 혜택은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며(예를 들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자치구는 연간 18억 파운드의 증감을 기대할 수 있으나,
뉴캐슬의 경우 연간 1600만 파운드의 감축이 따르게 됨(The Guardian, 2017))
지역 산업 특성상 소재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고려하여 공정한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6b). 그 밖에 지자체들이 겪는 재정난으로 인해 기존에 지역사
회에 제공하던 주요 서비스들의 지연 및 중단 등이 이슈로 제기 되고 있으며,
Government Association, 2016b;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c). 영국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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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공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타협 중에 있음(Local

사원(National Audit Office)의 분석보고서에서도 비록 연합정부 이래로 지역기
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설립 및 경제성장 투자기금 등의 재원
이양이 추진되어 왔으나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지자체들의 경제발전 및 계획
부문의 지출은 2010년 이래 오히려 평균 68%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함
(National Audit Office, 2016b, p32).

2. 지방 분권화(Decentralisation) 및 권한이양(Devolution) 근거 법률

1) 2009년 지방 민주주의, 경제 발전, 건설법(The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다수(2개 이상의 지자
체)의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 및
개별 자지체 행정구역을 넘어 연합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및 경제 발전 등 지리적 및 행정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협업(Joint
working)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의 민주적 구성, 합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함.

2) 2011년 지역 주권법(The Localism Act 2011):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에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계획서를 제출 및 더 큰 재원과 자치적 지
역 계획 권한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이
후 내각사무처 발표 문서“Unlocking Growth in Cities”에서 ‘시티 딜(City
Deals)’이라는 용어를 정의 및 지방으로 확대될 새로운 권한들을 통해 시민
과 민간부문의 리더들이 지역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결정들과
(닫혀있던) 지역의 성장을 여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임을 제시 (HM
Government, 2011).

3) 2016년 도시·지방분권법(The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지자체 연합기구(CA)가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직선시장
(Locally elected mayors)을 가지며, CA에 주택, 계획 및 교통 부문 등의 기능
에 대한 행정/집행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함. 구체적,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
해 중앙정부와 도시권 또는 지자체 연합기구간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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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놓고 합의 및 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조건으로 명시.

3. 분권형 지역발전정책 및 제도

□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치 및 직선시장 선출
지자체 연합기구(CA)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적 권한을 가지는 기구
(Legal body)로서, 2개 이상의 인접한 지방정부들이 연합하여 형성할 수 있으
며, 지자체 연합기구의 집행부장으로서 직선시장을 선출할 수 있음(House of
Commons, 2017;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a).
1) 설립 현황: 2011년 10개의 기초단위 지자체‘District Councils’(맨체스터시
지자체 포함)들이 연합하여 최초로 설립한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
구(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이후 현재 총 9개의 연합기구가
있음. 이 중 7개의 지자체 연합기구는 중앙정부와 보장된 분권협상(Devolution
Deals)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직선시장이 집행부장/
의장직을 맡고 있음(Sheffield City Region은 2018년 5월 직선시장 선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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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udit Office, 2017a, p39).

연합기구

연합 지자체 수

직선시장

(설립 일)

(협력 파트너)

(선출일)

Greater Manchester CA
(2011. 4. 1)

10 지자체

분권협상 체결

홈페이지

2014. 11. 3

https://www.greatermanchester-ca.gov.uk/

2015. 11. 17

http://liverpoolcityregion-ca.gov.uk/

2018년 5월 선출 예정

2015. 10. 5

https://sheffieldcityregion.org.uk/

-

-

https://www.westyorks-ca.gov.uk/

-

-

https://www.northeastca.gov.uk/

2015. 10. 23

https://teesvalley-ca.gov.uk/

2015. 11. 17

https://www.wmca.org.uk/

2016. 3. 16

https://www.westofengland-ca.gov.uk/

2016. 11. 22

http://www.cambspboroca.org/

Mayor Andy Burnham
(2017. 5. 4)

Liverpool City Region CA

6 지자체

Mayor Steve Rotheram

(2014. 4. 1)

(2 지자체, 1 LEP)

(2017. 5. 4)

Sheffield City Region CA

4 지자체

(2014. 4. 1)

(5 지자체, 1 LEP)

West Yorkshire CA

5 지자체

(2014. 4. 1)

(1 지자체, 1 LEP)

North East CA

7 지자체

(2014. 4. 8)

(1 LEP)

Tees Valley CA

5 지자체

Mayor Ben Houchen

(2016. 4. 1)

(1 LEP)

(2017. 5. 4)

West Midlands CA

7 지자체

Mayor Andy Street

(2016. 6. 17)

(10 지자체, 3 LEP)

(2017. 5. 4)

West of England CA

3 지자체

Mayor Tim Bowles

(2017. 2. 9)

(1 지자체, 1 LEP)

(2017. 5. 4)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 CA

7 지자체

Mayor James Palmer

(2017. 3. 3)

(1 LEP)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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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자체 연합기구 현황]

2) 재원 및 행정권한 이양: 광역 경제성장, 교통, 고용 주택 등 기존의 지자체들
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범위보다 더 확대된 (이전 중앙정부가 관할하던 기능)
부문의 행정권한 이양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아래 이양된 기능 표1, 2 참고). 연합한 지자체들간 협업 및 공동 의사결
정을 통한 지역의 공동이익 및 발전을 추구.
재정적인 면에서는 중앙정부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체결을 통해 할당
된 재정적 자원(Funding)뿐 아니라 일부 직선시장을 가지는 지자체 연합기구
(CA)의 지방세(Council Tax) 인상 권한 및 지역기업파트너쉽(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의 동의와 지역 기반시설 사업에의 투자를 조건하에,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 기업레이트(Business Rate)의 2% 인상 권한 등이
해당 (House of Commons, 2017, p7;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6a,
p6).
현재 9개 지자체 연합기구(CA) 가운데 West Yorkshire CA, West Midlads
CA,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 CA는 해당 지역에 형성된 지역기업파
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을 위한 지역성장기금(Local Growth Fund)
의 전달 및 재정 운영의 감시/감독 등의 책임을 지는 ‘Accountable Body’
임(HM Government, 2014, p8).

[표 2. 영국 공공기관별 이양된 권한 비교]
* 모든 지자체 연합기구(CA)가 해당 부문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님(예: 아래 표 2 참고)

교통

고용 및

성인교육 및

주택, 계획

경찰 및

형사

보건 및

경제

기업지원

기술훈련

및 매립

소방

사법

케어

성장

중앙정부

√

√

√

√

√

√

√

√

지자체 연합기구(CA)

√

√

√*

√

√*

√*

√*

√

Tier 1 지자체

√

√

√

√

Tier 2 지자체
LEP

√

√

√

√

√

√

지역치안위원장

√

임상책임운영그룹
주택커뮤니티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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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ional Audit Office, 2017b, p33)

[표 3. 지자체 연합기구(CA)별 이양된 권한 비교 예시]
고용 및

경제

주택, 계획

성인교육 및

경찰 및

형사

보건 및

기업지원

성장

및 매립

기술훈련

소방

사법

케어

√

√

√

√

√

√

√

√

√

√

√

√

√

√

√

√

√

√

√

√

√

√

√

Tees Valley CA

√

√

√

√

√

West Midlands CA

√

√

√

√

√

West of England CA

√

√

√

√

√

교통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 CA
Greater Manchester
CA
Liverpool City
Region CA
Sheffield City
Region CA

출처: (National Audit Office, 2017a, p37)

□ 분권협상(Devolution Deals) 체결
분권협상은 지역균형 및 지역경제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 책임성 강화
를 목표로 하는 영국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 지자체 연합기구(CA) 혹은 도시
1

권에서 영국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와 개별적으로 협상
및 동의하는 구조로, 개별적 협상 결과 부여 받은 권한은 지자체 또는 연합기
구마다 다름.
1) 체결 현황: 2014년 11월 그레이터 맨체스터 연합기구(CA)와의 첫 분권협상 체
결 이후로(House of Commons, 2016, p4), 2018년 2월 현재까지 총 7개의 연합
기구(CA) 및 London, Cornwall, 도시권과 총 9건 분권협상 체결. (추가로 현재
2018년 7월 설립 추진 예정인 North of Tyne CA가 예정된 2019년 5월 직선시
장 선출시 영국정부는 분권협상 의지 있음을 제안함).

1

영국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분권협상을 담당하는 부처는 재무부(HM Treasury)와 지역사회지방정부부처내 도

시·지역성장팀(Cities and Local Growth Unit) (기업, 혁신 기술부 와 지역사회지방정부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

행 주관. 분권협상을 지원하는 직원은 재무부내 약 7명, 지역사회·지방정부부내 도시·지역성장팀에는 약 155
명(National Audit Office, 2016, p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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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합동부처팀)으로, 개별 지자체 또는 지자체 연합기구(CA)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협상, 조정, 실

2) 재원, 조세 및 행정권한 이양: 분권협상을 통해 중앙정부가 관할하던 교통, 기
업지원, 평생교육, 고용지원, 주택 및 계획, 보건 및 케어서비스 부문에 대한 행
정권한 및 책무를 지역으로 이양(특히 교통, 기업지원, 평생교육은 모든 분권협
상에 포함된 기능)(National Audit Office, 2017a, p35). 이양된 기능마다 지자체
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국가
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준수해야 하는 보건 및 케어 서비스
부문이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된 재원 수준 및 국가실행틀을 따라야 하는 고
용지원 부문에 비해 교통 및 평생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큰 행정권한이 이
양되었음(National Audit Office, 2016a, p32). 그 외 분권협상시 중앙정부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직까지 중앙정부 관할인) 기능들로는, 학령기대상 교육
및 더 광범위한 주거 및 사회복지 부문 및 추가적 재원 이양 등임(National
Audit Office, 2016a, p19). (지자체별 이양된 기능 차이 예시는 아래 표 4 참고
2

).
분권협상을 통해 조세 부문에서는 맨체스터, 리버풀 등 일부 도시권에 비주

거용 재산 소유에 대한 세금인 기업레이트(Business Rate)를 최대 100%까지 중
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지방세원으로 이전하는 기업레이트 보유제 운영 (국가전
체 운영 이전)시범사업을 실시함(National Audit Office, 2016a, p24). 또한 직선
시장을 가지는 지자체 연합기구(CA)에 대하여 특정 조건하에 기업레이트
(Business Rate)를 2%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 포함(House of Commons, 2017,
p7;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6a, p6).
재정부문은 2016년 예산성명을 통해 6개의 직선시장을 가지는 지자체 연합기
구에 (분권협상을 위하여) 2021년까지 5년간 28.6억 파운드의 재원을 포괄보조
금(Single pot) 의 형태로의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영국 정부는 분권협상 재정
지원에 있어 지역성장기금(Local Growth Fund), 추가적 투자 기금(Additional
Investment Funding), 교통보조금(Devolved Transport Grant)을 통합하여 포괄보
조금의 형태로 용도 제한을 제거(no ring-fences)하여 제공할 의도임을 발표하
였는데, 이는 재정 사용 권한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 이 가운데 추가
적 투자기금 부문에 있어서는 연간 2억 4650만 파운드의 (30년간 약 74억)의 새
로운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함(National Audit Office, 2016a, p22). 2016-17년

2

더 구체적으로 각 분권협상별 할당된 재원 및 이양된 권한관련 구체적 예시는 아래 웨일즈 및 잉글랜드 지

자체 연합기구(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의 웹사이트 참고(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b)

협상에 대하여 영국정부 웹사이트 참고(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volution-andmayors-what-does-it-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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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https://www.local.gov.uk/topics/devolution/devolution-register) 또는 7개 분권

회계 연도 지출 수치상 이들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분권협상에는 2억 8800만 파
운드 가량이 지출되었으며, 지역기업파트너십(16억 3000만 파운드의 지역성장기
금을 초함하여)에는 18억 5000억 파운드, 지자체 중앙정부 보조금에는 72억 500
만 파운드, 지방정부부 전체 순 지출 규모는 289억 2300만억임. 이는 지방정부
부 전체 예산규모의 7% 정도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전하는 이전재원
중 하나인 세입지원보조금(Revenue Support Grant)보다 훨씬 적은 규모. 지자체
는 중앙정부에 포괄보조금(Single pot)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것인지

대한

지역포괄보조금확약

프레임워크(Local

Single Pot Assurance Framework)를 수립하여 지역사회·지방정부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6,
p4; West of England Combined Authority, 2017; House of Commons, 2016b, p5).
[2016-17 회계연도 지방정부부처 예산안]
백만

(DCLG) 순 지출

세입지원보조금

지역기업파트너십(LEP)

분권협상

(지역성장기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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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부처

[표 4. 지자체/연합기구(CA) 분권협상 체결 결과 예시]
√ 기능 이양
Cornwall

Greater

Liverpool

Sheffield

Manchester

City Region

City Region

CA

CA

CA

협상 확정

√ 추가적 탐색 고려

Tees

West

West of

Valley CA

Midlands CA

England CA

√

√

√

√

√

√

√

√

교통수단
버스 영업 사업권

√

√

√

√

스마트 티켓팅

√

√

√

√

열차

√

√

도로

√

√

√

√

√

√

√

√

√

√

√

√

√

√

√

√

√

CA 개발 법인

√

√

√

√

√

√

주택 투자 기금

√

√

√

√

√

√

√

√

√

√

√

√

주택 및 공공 자산
공간계획
토지 매립 및 사용

√

성인교육 및 기술
16+세 성인교육 시스템 재설계

√

고용주 대상

√
√

어프렌티스쉽 보조금
초기아동교육

√

19+세 기술교육 기금

√

√

√

√

√

√

√

√

√

√

√

√

√

고용지원
고용 및 보건 프로그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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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프로젝트

책임운영그룹
고용 및 보건 프로그램 실험프

√

√

√

√

√

√

√

로젝트
유니버셜 크레딧 복지시스템 실
험프로젝트

기업 지원
성장 허브

√

√

√

√

생산성 위원회
제조관련 조언

√

수출관련 조언

√

HMRC 세관관련 지원

√
√
√

√

√
√

√

√

√

보건 및 케어서비스
건강&케어서비스 통합

√

√

√

보건관련 니즈 위한

√

지역위원회

경찰 및 소방 서비스
직선시장 관할 경찰 및

√

√

소방 서비스

형사사법시스템
지역 형사사법서비스

√

√

시범사업
청소년 사법

√

√

홍수대비 및 물/해안 관리 통합

√

출처: (National Audit Office, 2016a, p43-44)

Page 13

물 및 해안 관리

□ 시티 딜(City Deals) 체결
잉글랜드 거주 인구의 74%, 전체 일자리의 78%가 도시권에 모여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하는 동시에 지역 차원에서 직접 해당
지역의 개발 & 성장 우선순위 등을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영국 내각실(Cabinet Office) 문서“Unlocking Growth in Cities: city deals –
wave 1”에 따르면 8개의 잉글랜드 대도시권들과의 1차 시티 딜을 통해 향후
20년간 175,000개의 일자리 및 27,000개의 신규 어프렌티스쉽 창출을 추정하
고 있음을 명시함(HM Government, 2012, p1). 지역권과 개별적인 협상 결과
각기 다른 재원과 결정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National Audit Office, 2015).
1) 체결 현황: 2012년 1차(Wave 1)로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 버밍엄, 맨체스터,
셰필드, 리즈, 리버풀, 브리스톨, 뉴캐슬, 노팅엄 지역의 개별이나 다수 혹은 지
자체 연합기구(CA)와,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기업파트너쉽(LEP)이 함께
관여되어 8개의 대도시권들과 (개별적 협상을 통한) 시티 딜이 체결됨. 이후 2
차(Wave 2)로 확대되어 18개의 추가 도시권들이 체결을 완료함(2014년까지).
2015년 추계예산 가을성명(2015 Budget, Autumn Statement and Spending
Review)에서 영국정부는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도시들과의 시티 딜(City Deals)
체결 확대계획을 발표. 2018년 2월 현재 지역별로 보았을 때, 26개의 잉글랜드
도시권들, 4개의 스코틀랜드 도시권들, 1곳의 웨일즈 도시권으로 총 31개의 시
티 딜 체결이 완료된 상황. 추가적으로 스코틀랜드 1곳(도시명) 및 웨일즈 추가
1곳(도시명)은 현재 협상 진행 중(House of Commons, 2017b, p5).
2) 재원 및 행정권한 이양: 1차 시티 딜 추진을 위한 약 40여개의 사업에 30년간
총 23억파운드의 재원 전달 약정(2차 시티 딜에는 약 15억 파운드). 지역권과
개별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기술, 주택, 투자/재정지원, 교통, 저탄소, IT, 기업
지원 등 각기 다른 재원 및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예를 들어 기술부문은
3

기업혁신기술부(BIS)에서 ‘Neet’ 청년인구 구제 정책으로서 리즈시에 새로운
어프렌티스쉽 센터 설립 및 기술 훈련 영역에 460만 파운드의 재원 협상을 체
결하였는데, 기술부문이 시티 딜에 포함된 도시권마다 원했던 구체적인 사업
범위 및 형태 등이 달랐으므로 이양된 재원 및 사업 형태는 조금씩 다름. 기업
지원 부문 협상이 체결된 도시권 중 브리스톨은 중소규모의 신생기업에 자문

‘Neet’는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교육, 고용 또는 기술훈련

의 어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년 인구를 지칭. 영국의 ‘Neet’ 인구 현황은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자료 참고(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House of Commons, 2017c).

Page 14

3

및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주도 기업성장센터 설립 추진에 230
만 파운드의 재원이 전달되었으며, 맨체스터는 4.4백만 파운드의 지역성장기금
(Regional Growth Fund) 할당을 통한 기업지원사업 추진 결정. 그 밖에 에너지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DECC)와의 협약에 따라
에너지사용감축을 위한 새로운 테크놀리지 시험 사용 및 지역주민연계 사업 추
진을 위한 버밍엄 도시권과의 3백만 파운드 재원 이전 협상 체결 및 리버풀 항
구변 개선 및 열차/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성 향상 등을 위한 10년간 8백만 파
운드의 교통투자기금 이전 등 도시권마다 각기 조금씩 다른 범위 및 형태의 재
원, 행정 권한을 이양하는 시티 딜이 체결됨.
[표 5. 8개 지자체별 1차 시티 딜 체결 범주 예시]
투자/

기술

주택

버밍엄

√

√

브리스톨

√

√

√

리즈

√

√

√

√

리버풀

√

√

√

√

맨체스터

√

√

√

√

√

뉴캐슬

√

√

√

√

√

√

노팅엄

√

√

√

√

√

셰필드

√

√

√

√

재정지원

교통

√

저탄소

IT

기업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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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ional Audit Office, 2015, p16)

4. North & Midlands 지역균형발전전략 사례 소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 제공 사
례로 원문은 붙임 1. 참고)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중 일부 사례로서 잉글랜드 노스 및 미들란
드 지역에 적용 및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Northern Powerhouse(NPH) 및
Midlands Engine(ME).

1) 노스 및 미들란드 지역 불균형 현황: 경제구조의 변화를 거치며 영국의 전통적
산업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감소되었고, 특히 잉글랜드 9개 광역 지역 중
노스(이스트와 웨스트)와 미들란즈(이스트와 웨스트)지역은 큰 타격을 입고 쇠
퇴함. 그밖에 거시 경제적 여건들의 영향을 포함한 결과로, 두 지역은 성장·생
산성 지표상 부진한 결과를 내고 있음. 예를 들어,
- 노스 및 미들란즈 지역의 생산성은 영국 전체 평균보다 9-14% 낮음
- 미들란즈 지역의 고숙련자 인구비율은 잉글랜드 전체 평균보다 17% 낮음
- 노스와 미들란즈 지역의 고용률은 영국 전체 평균보다 2-6% 낮음.

2) 노스 지역 적용 ‘Northern Powerhouse(NPH)’ 전략: 전임 재무장관에 의해
2014년 6월 추진을 시작. 2016년 11월 영국정부는 NPH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
함. 초점을 둔 주요 정책분야는 교통(및 기반시설), 고용 및 훈련, 기업 및 혁신,
무역 및 투자임.
- 교통: 도시, 마을, 시골 지역간 낮은 연결성 개선을 위한 전략
· 민관파트너십을 기반으로 North 지역의 교통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Transport for the North(TfN)’ 기구 설립
· 철도연결성 개선 사업 ‘Great Rail North Project’ 추진
- 기업성장: 중소기업 투자기금 4억파운드 지원 마련
- 지역성장: North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기금(Local

- 지역리더십: 직선시장을 가지는 Greater Manchester, Liverpool Cit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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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Fund) 34억 파운드 지원 마련

Tees Valley, North of Tyne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들과 분
권협상(Devolution Deals) 체결 추진
- 교육 및 훈련: NPH 학교 교육 전략 기금 7천만 파운드 마련
- 무역 및 투자
· 20개 이상의 국제 NPH 무역 미션 착수
· NPH 투자 포트폴리오 추진, 발전
- 문화
· 2018년 North 전시 행사 추진
· 북부 문화재생 기금 1500만 파운드 마련
- 디지털: 북부 디지털 경제산업 촉진을 위한 ‘테크노스(Tech North)’ 설립

2) 미들란즈 지역 적용 ‘Midlands Engine(ME)’전략: 2017년 3월 공식 발표. 지
자체, 지역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기업, 교육 각 계의
리더가 모여 영국정부와 추진, 광범위한 협력에서 나온 합작 프로젝트. 전 부처
를 아우르는 전략으로 연결성 증진, 기술 훈련, 기업지원 및 혁신, 무역 및 투
자 증진, 미들란즈 지역 삶의 질 향상이라는 5가지 주제에 맞추어 지역성장 촉
진 계획.
- 연결성 증진
· 민지역기업파트너쉽(LEP), 지자체, 중앙정부간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Midlands Connect’ (지역교통기반시설 개발 조직) 설립 및 법적근거
마련 지원
· 연결성 개선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개발 (예: 신규 지하철 노선 ‘Brierley
Hill’ 확장을 위한 2억 5천만 파운드 기금 지원)
- 기술훈련 강화: 직업기술 증진 프로젝트 설립
- 기업지원 및 혁신: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2억 5천만 파운드ME

- 무역 및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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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금 마련

· 다수의 국제 ME 무역미션 착수
· ME 투자 포트폴리오 추진, 발전
- 삶의 질 향상: N코벤트리 지역의 2021년 영국 ‘문화의 도시’ 타이틀 지정
및 2022년 버밍엄시의 Commonwealth Game 주최 지원
- 지역성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기금(Local Growth Fund) 지원
- 지역 리더십: 직선시장을 가지는 West Midlands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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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체결 추진

[붙임 1]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제공 North & Midlands 지역균형발전전략 사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1 Victoria Street
London
SW1H 0ET

Soojin Jang
By email: sjjang86@mofa.go.kr

T

+44 (0) 20 7215 5000

E

enquiries@beis.gov.uk

W

www.gov.uk

Our ref: TOB2017/30630

11 January 2018

Dear Soojin Jang
Thank you for your email of 11 December, regarding information about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in the UK. I have been asked to reply.
The UK has a rich industrial heritage, a world-leading capital city, and highly productive businesses are
located across the country. Yet many places are not fulfilling their potential and this has repercussions for
the nation’s overall economic performance and people’s earning power.
Over time, structural economic changes have reduced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 traditional industries
and therefor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s in the North and Midlands. As a result of this and other
macroeconomic conditions, both areas have historically underperformed against multiple growth and
productivity indicators, for example:
1. Productivity in regions of the North and Midlands is between 9-14% below the UK average.
2. The proportion of highly-skilled people in the Midlands is over 17 per cent below the England average.
3. Employment rates in the North and Midlands regions tend to remain 2-6 per cent lower than the UK

average.
As part of Government’s wider local growth agenda, the Northern Powerhouse (NPH) and Midlands
Engine (ME) strategies have been pursued by Government over the past several years. At their most
fundamental level, these strategies seek to address some of the underlying barriers to growth.
Barriers to Growth
Both NPH and ME strategies include a focus on the following barriers to productivity:
1. Taking a pan-regional, strategic approach to addressing historically poor transport links which have

often hindered connectivity within and between cities, towns, and rural communities.
2. Strengthening local leadership at the right spatial geography to increase accountability and better-

incentivise local partners to make strategic decisions that drive growth.
3. Tackling the gap in educational attainment and skills outcomes by focusing on areas with poor

attainment, integrating local partners with national skills delivery when appropriate.
4. Encouraging collaboration across local geographies to identify and build on sectoral and innovation

strengths.
5. Creating better conditions for businesses to start-up and scale-up by ensuring finance is more

readi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SMEs and ensuring locally-tailored business advice is effective
and available.
6. Encouraging stronger levels of trade and investment by focusing on the pan-regional ‘offer’ of each
area through international promotional activities and trade programmes.
The Northern Powerhouse Strategy

The Northern Powerhouse was launched by the former Chancellor in June 2014 and in November 2016,
the Government published the Northern Powerhouse Strategy. This came from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Government and core cities in the North, led by HMT. The document proposed an initial
programme of activity to tackle barriers to productivity. It focused on four key policy areas:
1.
2.
3.
4.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Education and Skills
Enterprise and Innovation, and
Trade and Investment.

Key Northern Powerhouse Achievements
There have been numerous policy achievements delivered to complement and support the Northern
Powerhouse strategy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se include:
Transport
1. Establishing Transport for the North, the first sub-national transport body in England, and
putting it on a statutory footing
2. Delivering significant transport improvements through the Great Rail North Project
3. Taking forward plans for Northern Powerhouse Rail
Business Growth
4. Establishing and launching the £400 million Northern Powerhouse Investment Fund for SMEs
Local Growth
5. Delivering £3.4 billion in Local Growth Funding to boost local economies across the North
Local Leadership
6. Agreeing mayoral devolution deals with Greater Manchester, Liverpool City Region, Tees
Valley, and North of Tyne
Education and Skills
7. Undertaking and announcing next steps on the £70 million Northern Powerhouse Schools
Strategy
Trade and Investment
8. Undertaking over 20 international Northern Powerhouse Trade Missions
9. Developing and launching the Northern Powerhouse Investment Portfolio
Culture
10. Taking forward the Great Exhibition of the North
11. Launching the £15 million Northern Cultural Regeneration Fund
Digital
12. Establishing Tech North to accelerate the northern digital economy
Midlands Engine Strategy
In March 2017, Government published the Midlands Engine Strategy. This came as a response to
extensive joint-working between Government and the Midlands Engine Partnership, which brings
together leaders from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business, education and Local Authorities to drive
forwards the Midlands Engine. The document set out the strategic intent to increase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across the Midlands.
This is a cross-departmental strategy—with ongoing policy contributions from a range of Government
departments—focussed around five themes to unlock growth for the region:
1. Improving connectivity,

2.
3.
4.
5.

Strengthening skills outcomes,
Supporting enterprise and innovation,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and
Enhancing quality of life across the Midlands.

Key Midlands Engine Achievements
The Midlands Engine Partnership and the Government have developed and delivered numerous policy
achievements for the Midlands Engin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se include:
Improving Connectivity
1. Establishing Midlands Connect and working towards ensuring its statutory footing
2. Taking forward significant improvements to transport connectivity, for example, £250 million
from the Transforming Cities Fund to extend the metro to Brierley Hill
3. Publishing the Midlands Connect Transport Strategy in March 2017
Strengthening Skills Outcomes
4. Establishing the Midlands Skills Challenge to improve skills
Supporting Enterprise and Innovation
5. Establishing the £250 million Midlands Engine Investment Fund to help smaller business
across the Midlands to start up and grow.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6. Undertaking numerous Midlands Engine Trade Missions
7. Developing and launching the Midlands Engine Investment Portfolio
Enhancing Quality of Life
8. Supporting the successful bids for Coventry to hold the UK City of Culture title in 2021 and for
Birmingham to host the Commonwealth Games in 2022.
Local Growth
9. Delivering £1.9 billion in Local Growth Funding to boost local economies across the Midlands
Local Leadership
10. Agreeing mayoral devolution deals with the West Midlands Combined Authority
I hope you find this information useful.

Yours sincerely

Sara Bettridge
BEIS MINISTERIAL CORRESPOND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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